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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행사일 행사명 주관부서

1(수) 신년축복성회 교무국

12/31(화)-1/1(수) 2020년 실업인신년축복 금식대성회 실업인선교연합회

1(수)-14(화) 신년축복 열두광주리 새벽기도회 교무국

2(목) 2020년도 시무예배 교무국

5(주일) 남선교회 신년축복성회 남선교회

6(월)-8(수) 제79회 전국교육자학부모 동계금식수련회 전국교육자선교회

19(주일) 전도정착 종합시상(2019년 하반기) 교무국

25(토) 설날 -

2월 6(목)-8(토) 신년 제직 특별 새벽기도회 교무국

3-6월  새생명 행복축제 교무국

12(목)-14(토) 장애인 축복 금식 기도대성회 장애인대교구

18(수) 제90회 춘계지구역장세미나 교무국

5(주일) 종려주일 교무국

6(월)-11(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교무국

12(주일) 부활주일 교무국

21(화) 지성전 연합축복성회(기도원) 지ᆞ직할성전

28(화)-5/1(금) 제25회 전국초교파 권사금식기도대성회 권사회

3(주일) 어린이 주일 교무국

5(화) 2020 교회학교의 날 교회학교

10(주일) 영산효행상시상식(어버이 주일) 교무국

17(주일) 교회창립 기념주일 교무국

18(월) 교회창립 62주년 기념일 교무국

18(월)-19(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 교단 정기총회 기하성총회

20(수) 2020년도 목사임직예배 여의도지방회

26(화)-27(수) 2020년 개척목회자 수련회 선교개척국

27(수) 제46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및 제17회 개척의 날 선교개척국

27(수)-29(금) 선교사 수련회 선교개척국

6(토) 2020 THE HOLY SPIRIT FESTIVAL 대학청년국

11(목)-13(토)  영광대학 하계수련회 복지사업국

12(금) 제44회 실업인의 날 실업인선교연합회

21(주일) 제70주년 6.25전쟁 참전용사 감사패 수여식 교무국

7-8월 2020년도 파워바이블 스쿨(여름성경학교) 및 파워캠프(수련회) 교회학교(각 기관)

7(화)-10(금)  제35회 초교파 전국직장인 및 일반성도 초청 금식대성회 직장선교회

13(월)-20(월) 제32회 OCCK(Osanri Christian Conference in Korea) 아시아성도방한성회 국제사역국

14(화)-17(금) 제29회 장애인 지체,시각,청각 하계수련회 장애인대교구

28(화)-31(금) 제46회 전국초교파 여성금식기도대성회 여선교회

30(목)-31(금) 제80회 전국교육자학부모 하계수련회 전국교육자선교회

16(주일) 전도정착 종합시상(2020년 상반기) 교무국

27(목)-28(금) 제26회 순복음실업수련대회 실업인선교연합회

3(목)-4(금)  제18회 장로수련회 장로회

16(수) 2020년도 장로장립 및 제직임명예배 교무국

18(금) 제45차 실업인선교연합회 정기총회 실업인선교연합회

1(목) 중추절 -

9(금)-10(토) 2020 서울 페스티벌 성회본부

21(수)-28(수) 서예,미술 작품 전시회 복지사업국

2(월)-14(토)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교무국

4(수) 제91회 추계 지구역장 세미나 교무국

10(화) 2021년도 목회전략회의 교무국

15(주일) 추수감사주일 교무국

19(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도회 교회학교/대교구

26(목) 2020년 실업인 송년 감사예배 실업인선교연합회

1(화) 2020년도 장로부부 송년예배 장로회

7(월)-8(화) 2020 교역자 영성수련회 교무국

25(금) 성탄절 -

31(목) 송구영신예배 교무국

12월

11월

‧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교역자 동계휴가(12-2월)

7월

4월

10월

9월

‧ 새생명 행복축제

‧ 새생명 행복축제

‧ 총력 전도의 달

‧ 새생명 행복축제

                ▣ 2020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연간계획 ▣

참조

‧ 새생명 행복축제

2020년 여의도순복음교회 3대 목표

1.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2 . 십자가 사랑으로 열매맺는 교회     3.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1월

3월 ‧ 총력 전도의 달

‧ 2021년도 신규교역자 채용공고

‧ 총력 전도의 달

5월

6월

‧ 교역자 정기인사
8월

‧ 교역자 하계휴가(6-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