
월 일자 연주 목   회   일   정 비         고

1/5 1주 전성도 특별 새벽예배, 각 선교회 월례회, 노회 신년하례식 광고-월례회,동계수련회,사랑장세미나 / 암송예제배포

1/12 2주 사랑장 세미나, 목포시찰 장로회 모임(13) 광고-헌신예배,학습세례문답공부 / 가정예배지배포

1/19 3주 제직 헌신예배, 구정(24-27)

1/26 4주 광고-월례회, 교사세미나

2/2 5주 각 선교회 월례회, 교사세미나 광고-총동원주일

2/9 6주 주일학교 세대통합 동계수련회 광고-헌신예배

2/16 7주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광고-하늘샘교회부흥회

2/23 8주 하늘샘교회부흥회, 세대통합 암송대회 광고-월례회,특새,제자사역훈련

3/1 9주 각 선교회 월례회, 전성도 특별 새벽예배, 제자 사역훈련 개강예배 광고-제직회, 춘계대심방

3/8 10주 제직회 광고-헌신예배 / 암송예제배포

3/15 11주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3/22 12주 이단 대책 세미나 광고-부활주일, 당회, 춘계심령부흥성회(4.26-29)

3/29 13주 당회, 춘계대심방(1교구), 학습세례문답식(4.4) 광고-성례주일(프랑),문답식,월례회,세대통합찬양대회(5.3)

4/5 14주 성례주일, 각 선교회 월례회, 춘계대심방(3교구) 광고-고난주간(6-11),부활주일(프랑),노회

4/12 15주 부활주일, 총동원주일, 노회(13-15) 광고-헌신예배

4/19 16주 연합남선교회 헌신예배

4/26 17주 춘계심령부흥성회(26-29) 광고-어린이주일, 월례회

5/3 18주 어린이주일, 각 선교회 월례회, 세대통합 찬양대회 광고-어버이주일, 성지순례(5.18-29)

5/10 19주 어버이주일 광고-헌신예배, 청년대학부 선교지탐방(6.29-7.4)

5/17 20주 연합여선교회 헌신예배, 성지순례(18-29)

5/24 21주 광고-성령강림절

5/31 22주 성령강림절, 세대통합 암송대회, 순교지탐방(6.6) 광고-월례회, 특새, 순교지탐방

6/7 23주 각 선교회 월례회, 전성도 특별 새벽예배 광고-헌신예배,제직회 / 암송예제배포

6/14 24주 교사 헌신예배, 제직회 광고-교회설립감사예배, 맥추감사주일(7.5)

6/21 25주 30주년교회설립감사예배 광고-교사세미나, 당회, 하계수련회

6/28 26주 교사 세미나, 당회, 청년대학부선교지탐방(6.29-7.4), 산정동주민잔치 광고-월례회

7/5 27주 맥추감사주일, 각 선교회 월례회

7/12 28주 광고-헌신예배

7/19 29주 주일학교연합 헌신예배

7/26 30주 주일학교 세대통합 하계수련회 광고-월례회

8/2 31주 각 선교회 월례회 광고-탈무딕 디베이트 세미나

8/9 32주 탈무딕 디베이트 세미나 광고-제자 사역훈련 개강예배, 추계대심방

8/16 33주 제자 사역훈련 개강예배

8/23 34주 세대통합 암송대회

8/30 35주 교역자 세미나(9.3-4) 광고-교역자세미나, 특새, 월례회, 총동원주일(11.15)

9/6 36주 전성도 특별 새벽예배, 각 선교회 월례회, 추계대심방(2교구) 광고-제직회, 헌신예배, 학습세례문답공부 / 암송예제배포

9/13 37주 제직회, 아이노스선교단 헌신예배, 추계대심방(4교구) 광고-당회, 교단총회, 추계심령부흥성회(10.18-21)

9/20 38주 당회, 교단총회(21-25)

9/27 39주 추석(9.30-10.2) 광고-월례회 / 가정예배지배포

10/4 40주 각 선교회 월례회, 수능고사기도 광고-수능고사기도

10/11 41주 노회(12-13), 서울부흥회 광고-노회, 헌신예배

10/18 42주 방송선교단 헌신예배, 추계심령부흥성회(18-21) 광고-종교개혁주일, 다니엘기도회(11.1-21)

10/25 43주 종교개혁주일 광고-월례회, 추수감사주일

11/1 44주 각 선교회 월례회, 다니엘기도회(1-21), 학습세례 문답식(7) 광고-성례주일(프랑), 3Chains 세미나

11/8 45주 성례주일, 3Chains 쉐마 노하우 세미나 광고-헌신예배, 추수감사(프랑)

11/15 46주 추수감사주일, 총동원주일, 사랑장 헌신예배 광고-정책당회, 전도시상식

11/22 47주 정책당회, 전도시상식, 세대통합 암송대회 광고-선교회 총회, 장학금수여식

11/29 48주 각 선교회 총회, 장학금수여식, 점등식(12.2) 광고-점등식, 특새, 교회김장, 신년심령부흥성회 / 달력주문

12/6 49주 전성도 특별 새벽예배, 교회김장 광고-헌신예배,제직회,공동의회 / 제직 릴레이 기도자 명단 완료

12/13 50주  21예결산 제직회, 공동의회 광고-성탄전야,성탄예배 / 겨울성경학교 계획완료

12/20 51주 성탄예배, 찬양대 헌신예배 광고-수료예배,송구영신,새해맞이릴레이기도회 / 달력배포

12/27 52주 수료예배, 송구영신, 새해맞이 릴레이 기도회(12.28-1.2) 광고-특새, 선교회장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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