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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일 주일 행사 주간 행사 EM & 청년 & 교회학교 목회자 

1 

2 

신년주일 
정기당회 
PTA 대상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 

신년 새벽기도회 (1/3-8) 전 PTA 대상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 (1/2)  

9 

22 사역방향/선교비전 나눔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 
목자/목녀반 모임 

1:1 동반자반 (연중지속, 16 주) 
- 동반자/인도자 접수시작 (1/10~) 

어린이 교육부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 (1/9)  

16 임직식  
EM Lifegroup Leader’s Retreat (1/21-22) 
청년부 수련회 (1/16-17)  
청년부 목장 모임 개학 (1/9) 

 

23 은퇴식  
EM Lifegroup Leader’s Training (1/26) 
토요한국학교 개강 (잠정) 

 

30  ECO 전국 대회 (1/31-2/3) EM Young Adult Retreat (2/4-6)  

2 

6 정기당회 1:1 인도자반 1 기 (2/9-3/30, 8 주) 

EM CNOW (2/9) 
EM Winter Life studies begin 
EM Heart to Heart Seminar (2/12) 
청년 1:1 인도자 양성 (장년 통합) 
UT AWAKE 개강예배 참가 (잠정) 

 

13 목자/목녀반 모임  
EM CNOW (2/16) 
CM Valentine’s Day Activity 
CM Coffee Break 성경 공부 (2/17-4/28) 

 

20 2021 년도 결산공동의회  EM Lifegroup Shepherd’s training (2/23)  

27   
EM Rooted: Lifeway Revival (3/4-6) 
유치부 PTA 간담회 (2/27) 

 

3 

6 
교회 창립 49 주년 기념주일 
정기당회 

 

EM CNOW (3/9) 
EM Lifeline (3/16) 
CM Lent Memory Verses 
유치부 봄소풍 (3/6) 

 

13 

목자/목녀 1 일 영성 세미나 
일광 절약 시간 시작 (Daylight 
Savings Start) 

선교 컨퍼런스 (3/19)   

20 제직회(1) 1 회 문학산책 (3/26)   

27  입교 및 세례자 교육 (4/2) 

청년부 새가족 환영회 (3/27) 
EM Lifegroup Shepherd’s training (3/30) 

EM Marriage Matters Conference (4/1-3) 
EM Life Studies begin 
청년부 1:1 동반자반 진행 

 

4 

3 정기당회 입교 및 세례자 문답 (4/9)   

10 

종려주일 

세례/성찬식 

목자/목녀반 모임 

성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11-
16) 
성 금요예배 (4/15) 

EM CNOW (4/13) 

EM Good Friday service (4/15) 
 

17 부활주일 중보기도 세미나 (4/23) 
어린이 교육부 부활절 행사 (4/17, 부서별) 

EM Lifeline (4/20) 

CAL 세미나 

(4/18-23) 

24   
EM Lifegroup Shepherd’s Training (4/27) 

UT AWAKE 종강예배 참가 (잠정) 

청년부 교역자 

연장 교육 

(4/27-30) 

5 

1 
어린이 주일 행사 

정기당회 
 

어린이 교육부 어린이 주일 행사 (5/1, 부서별) 

CM 가정의 달 부모와 함께하는 무릎기도회 (5/7~28, 

4 주) 

 

8 
Mother’s Day 

목자/목녀반 모임 
성경 세미나 (12-15) EM CNOW (5/11)  

15 성경 세미나  

EM Lifeline (5/18) 

UT College Graduation Ceremonies (5/20-21) 

토요한국학교 종강 (잠정) 

 

22 새가족 환영회 (잠정)  EM Parenting Seminar (5/28)  

29    

김상범 전도사 

안수식 (5/29, 

잠정) 

6 

5 
성령강림주일 

정기당회 
여름성경학교 (6/6-10) 어린이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부서별)  

12 목자/목녀반 모임  교육부/Youth 진급 주일 (Promotion Sunday)  

19 Father’s Day 1 회 교리산책 (6/25)   

26 
 

 
 청년부 목장모임 방학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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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정기당회  어린이 교육부 Summer Camp AKPC! (7/4-7/22)   

10 목자/목녀반 모임    

17     

24     

31     

8 

7 정기당회 Back to School 특별새벽기도 청년부 리더임명  

14 

공천위원회 오리엔테이션 및 

공천작업 시작 

목자/목녀반 모임 

 
EM Lifeway Retreat (8/19-21) 

청년부 리더 수련회 (8/19-20) 
 

21 
 

 
 EM Lifegroup Shepherd’s Training (8/24)  

28   청년부 목장모임 개학 (8/28)  

9 

4 정기당회 

제자훈련 교역자반 (9 개월) 

2 회 문학산책 (9/10)  

어스틴 지역 추석경로잔치 (9/10) 

청년부 수련회 (9/2-4) 

UT AWAKE 개강예배 참가 (잠정) 
 

11 
선교비전 나눔 (구체적 방안) 

목자/목녀반 모임 
 

청년부 캠퍼스 사역 개시 

EM CNOW (9/14) 
 

18 
제직 선출 특별 공동의회 

권사회 주관 교사 위로회(잠정) 
2 회 교리산책 (9/24) 

EM Lifeline (9/21) 

CM Coffee Break 성경공부 (10 주간, 9/18-11/27) 
 

25   어린이 교육부 가을 운동회 (부서별)  

10 

2 정기당회 
부흥회 (7-9) 

1:1 인도자반 2 기 (10/5-11/30) 

청년부 바이블 스터디 (8 주) 

청년 1:1 인도자 양성 (장년 통합) 
 

9 
부흥회 

목자/목녀반 모임 
 EM CNOW (10/12)  

16 제직회 #2  EM Lifeline (10/19)  

23 정책당회 임직자 교육 1 회 (10/29) EM Lifegroup Shepherd’s Training (10/26)  

30 종교개혁주일 임직자 교육 2 회 (11/5) 
어린이 교육부 Fall Festival (10/29) 

청년부 새가족 환영회 (10/30) 

교역자 수련회 

(11/1-11/3) 

11 

6 

일광 절약 시간 해제 (Daylight 

Savings End) 

정기당회 

임직자 교육 3 회 (11/12) 
EM CNOW (11/9) 

UT AWAKE 종강예배 참가 (잠정) 
 

13 
목자/목녀반 모임 

새가족 환영회 (잠정) 
 

EM Lifeline (11/16) 

CM 크리스마스 슈박스 
 

20 추수감사주일 예배 추수감사절 Break (11/23-26) EM 청년부 Thanksgiving Dinner (11/19)  

27  
3 회 교리산책 (12/3) 

성탄트리 장식 (11/30) 
  

12 

4 정기당회 입교 및 세례 교육 (12/10)   

11 
2023 년 예산인준 공동의회 

목자/목녀반 모임 
입교 및 세례자 문답 (12/17) 청년부 목장 모임 방학 (12/18)  

18 세례식/성찬식 “성탄 바구니” 나눔 (잠정)   

25 
성탄주일 온가족 연합예배 

연합찬양대 성탄칸타타 
송구영신예배 (12/31) 어린이 교육부 성탄절 행사/선물 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