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오전반 (10:00AM – 12:00 PM, 11주간 ) 
 

주제: 예수님의 공생애 (5) 초대교회 

날짜: 02/07/17 – 04/18/17 (11주간) 

강사: 황선영 전도사  

장소: 다목적실 C 

학습 내용: 4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엮어서 시간순으로 읽어가며 공부하는 

과정으로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2장의 초대교회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오전반 (10:00AM – 12:00 PM, 11주간 ) 
주제: 예수님의 공생애 (3) 

날짜: 02/08/17 – 04/19/17 (11주간) 

강사: 황선영 전도사  

장소: Room#8 

학습 내용: 4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순으로 읽어가며 공부하는 과정으로 예수님 

후기의 사역부터 마지막까지 4복음서를 마칠 

예정입니다. 

 

수요일 오전반 (10:00AM – 12:00 PM, 11주간 ) 
    주제: QT 반  

 날짜: 02/08/17 – 04/19/17 (11주간) 

강사: 이서경 간사 

장소:  Room #9 

학습 내용: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현재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 묵상한 후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함께 응원하는 시간. (교재: 생명의 삶 / 

개인별 준비) 

수요일 저녁반 (7:30PM – 9:00 PM, 11주간 ) 
  주제: 패런팅 클래스 

날짜: 02/08/17 – 04/19/17 (11주간) 

강사: 이서경 간사  

장소: Room #8 

학습 내용: 1. 부모 자신의 영적 정체성 3가지 2.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 3. 분노 처리를 위한 

대화법  4. 성경적인 자녀 훈계 

 

수요일 저녁반 (7:30PM – 9:00 PM, 11주간 ) 

 주제: 모세의 일생 

날짜: 02/08/17 – 04/19/17 (11주간) 

강사: 이영민 전도사  

장소: Room #9 
학습 내용: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출애굽기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중심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쓰시는지를 공부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반 (7:30PM – 9:00 PM, 11주간 ) 
    

 주제: 구약의 맥잡기 1 

날짜: 02/08/17 – 04/19/17 (11주간) 

강사: 황선영 전도사  

장소: 다목적실 B 

학습 내용: 구약성경을 10개의 시대별로 나누어 

가자 중요한 사건들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공부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구약 성경이 

쉽게 읽어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수요일 저녁반 (7:30PM – 9:00 PM, 11주간 ) 
      

주제:  성령시대 & 성경을 열어주는 7가지 맥.  

날짜: 02/08/17 – 04/19/17 (11주간) 

강사: 최태석 목사  

장소: 다목적실 C 

학습 내용: 1. 교회론의 확립  2.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사건 이후 열리게 된 

성령시대에 관련한 공부를 하게됨 (사도행전 & 

바울서신) 3. 성경을 보는 눈을 7가지   

  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됨 
 

 
 

수요일 저녁반 (7:30PM – 9:00 PM, 12주간 ) 
   

주제: Men’s Bible Study  

날짜: 02/22/17 – 05/10/17 (12주간) 

강사: Pastor Steve Lee 

장소: EM Office  

학습 내용: Men’s ministry, an opportunity to be in a 
group seeking to grow in the Lord through study 
and accountability.  

 
 

 

  

 

 

         

 

2017 년 하나교회 봄학기 

하나 여정 스케줄 

       (Hana Church Journey Bible Study Schedule) 

 

 

 

 

 

 

 

              

 

                *작성하신 후 사무실이나, 등록 부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름 (한/영)  

신청과목 (주제)  

전화번호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