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사역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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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출애굽기 40:34)

29 43213130

1160 ROOSEVELT, IRVINE, CA 92620   담임목사 : 박현식 / 전화 : 949.954.5234 / HOMEPAGE : www.irvinesarang.org

주일예배  1부   9:00am
2부 11:00am

대표기도 이상호 집사

주일예배  1부   9:00am
2부 11:00am

대표기도 양바나바 장로

주일예배  1부   9:00am
2부 11:00am

대표기도 하태석 집사

주일예배  1부   9:00am
2부 11:00am

대표기도 황승태 집사

예배안내/헌금

쉐키나 찬양팀

멀티미디어팀

2020

3
예배/찬양 사역팀

주방사역팀

새가족사역팀

팀장 : 장승기

담당교역자 : 양재순
팀장 : 김남걸

팀장 : 박영재 
1부 : 이하워드, 이준
2부 : 서주현, 오현수

주일 : 김영희, 이은형
          김은강, 권순민
화요 : 김영희, 이현미
          김유경, 이은형

팀장 : 이상호
김동국, 김성중, 남찬웅
이명직, 조보형, 김영란

김은난, 김선희, 김은아, 
박정순, 하혜숙

3월 1일 : 성령충만
3월 8일 : 예닮/베다니
3월 15일 : 샬롬
3월 22일 : 음식바자회
3월 29일 : 예찬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멕시코 일일단기선교

사역원 협의회 (목양실)

중보기도월례모임 (1:30pm, 203호)

중고등부 Fling(6:30pm)

유초등부 모임(7:00pm) 

다락방 모임

중고등부 Fling(6:30pm)

유초등부 모임(7:00pm) 

다락방 모임

중고등부 Fling(6:30pm)

유초등부 모임(7:00pm) 

다락방 모임

중고등부 Fling(6:30pm)

유초등부 모임(7:00pm) 

커피브레이크(10:00am)

커피브레이크(10:00am)PCA 한인서남OC노회

커피브레이크(10:00am)

커피브레이크(10:00am)

화요찬양모임(7:40pm) 

화요찬양모임(7:40pm) 

화요찬양모임(7:40pm) 

화요찬양모임(7:40pm) 

제자반(10:00am)

제자반(10:00am)

제자반(10:00am)

제자반(10:00am)

토요새벽예배 (6:20 am)
대표기도 김남걸 집사

토요새벽예배 (6:20 am)
대표기도 이하워드 집사

토요새벽예배 (6:20 am)
대표기도 김성용 집사

토요새벽예배 (6:20 am)
대표기도 김재봉 집사

March 주일예배시간            1부  오전 9:00  2부  오전 : 11:00
주일학교(유치,유초,중고)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평일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20

순장반 (1:15pm, Genesis센터)

사역팀장회의 (1:30pm, 203호)

커피브레이크 음식바자회

순장반 (1:15pm, Genesis센터)

순장반 (1:15pm, Genesis센터)

큐티세미나 1:30pm, 203호
강사 : 김은애 사모

큐티세미나 1:30pm, 203호
강사 : 김은애 사모

큐티세미나 1:30pm, 203호
강사 : 김은애 사모

1 765432주일예배  1부   9:00am
2부 11:00am

대표기도 윤효석 집사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 새벽예배 (5:30am)새벽예배 (5:30am)

커피브레이크(10:00am)

화요찬양모임(7:40pm) 

중고등부 Fling(6:30pm)
 - College Forum

중고등부 제자훈련 (9:00pm)

중고등부 제자훈련 (9:00pm)

중고등부 제자훈련( 9:00pm)

중고등부 제자훈련 (9:00pm)

중고등부 제자훈련 (9:00pm)

유초등부 모임(7:00pm) 

제자반(10:00am)
토요새벽예배 (6:20 am)

대표기도 정방환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