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및 모임 안내
1부   7:50   2부   9:40
주 일 낮 3부 11:30   
주 일 밤 오후 7:00
새 가 족 부 주일 9:40
예 배 영 어 훈 련 주일 11:30
중국어예배 주일 11:30
수 요 예 배 오전 10:00 오후 7:00
구 역 모 임 매주 금요일
새
벽 매일 5:30
기도회 산
상 목요일 10:00
금
요 금요일 오후 8:00

본

당

본
당
101교실
교육관311
문화관404
본
당
구 역 별
본
당
동명수양관
본
당

영 아 부
유 치 부
유 년 부
교 회
초 등 부
중 등 부
학 교
고 등 부
사 랑 부
청 년 부
디 모 데
바 나 바
모 임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오전 9:30, 11:30

오전 9:30

오전 11:00
주일 오후 1:50
주일 오전 11:20
주일 오전 11:30
주일 오전 11:30
주일 오전 11:00

문화관 304
교육관 111
문화관 403
문화관 6층
교육관 311
아 트 홀
교육관 111
아 트 홀
문화관 305
문화관 505
교육관 5층
교육관 2층

교육프로그램 안내
시 간

장 소

담당자

Q T 훈 련 반 금요일 오후   7:00 문화관 305 최 민 흥
크 로 스 웨 이 화요일 오후 7:00 문화관 305 한 성 희
교 리 교 육 화요일 오후   7:00 문화관 505 최 종 휴
성경전문학교 화요일 오전 10:00 문화관 505 이

진

남 주    일 오후   1:30 문화관 305
제 자 반

여

화요일 오후   8:00 교육관2층 김 은 숙

구 분
부부성장학교

시 간
6월 중

장 소
담당자
문화관 305 김 신 희

만남준비학교

10월 중

문화관 305 양

자녀사랑학교

10월 중

문화관 305 김 윤 아

아버지학교

4월 중

문화관 305 김 봉 인

가 정 대 학

구 분

정

경 로 대 학 수요일 오전 11:00 1 0 1 교 실 고 영 면
동명비전스쿨 토요일 오후   3:00 문 화 관 노 효 진
매 일 성 경 주    일 오전  11:00 1 0 1 교 실 방 충 헌

수요일 오전 10:00 교육관2층 김 은 숙

전 도 폭 발 주    일 오후   2:30 문화관 503 강 현 철

인 도 자 반 수요일 오후   8:15 교육관2층 담임목사

선 교 훈 련 원 화요일 오후   7:00 문화관 403 주 영 화

섬기는 이들
부 목 사 한성희  강현철  김    용  김영배  황규팔  이    진  
최민흥  정요한  이주헌
협 동 목 사 최종휴  이상흥  김효시      
교육부목사 박원정  선영철
여 전 도 사 이화임  김성숙  김연초  공자영  정경현  이경선
정경란  은정인
교육전도사 한용자  이재영  심우섭 정혜영 류가개(중국어)
사 무 국 장 박성순
파송선교사 김신호  임한곤  주영찬  박준범  조에녹  이선남
최    석  정영철  김민성  주영규  허   준  최성열  
박행순  서한철  노종남  양회성  양보라

시무장로 신신우  노용기  정소지  정공수  민상식  오대열  
최보길  정갑주  박성순  주영화  박규혁  오남주  
송광운  신병호  최승택  정동훈  조동헌  최재훈  
양이호  고영면  조정춘  정희춘  김한규  오수택  
박진찬
휴무장로 성요섭
협동장로 허준석  박길영  
원로장로 이화익  안태숙  은채원  이인수  심판구  방충헌
박원현  조정추  김공식  신명열  이무석
은퇴장로 박성근  양회선  송양진  김동석  설원수  최창문  
김현옥  김영식  서윤석  이옥방  김용원  유삼준  
임은용  류화원  김희준  나종문  박종실  임경섭

협력선교사 (국내) 이대수 양승호 김요한 이용웅 조용성 댄 (아시아1) 제임스김 소광은 제사벨 이광수 김재성 전상렬 신동석
황태연 박마태 정규진 최재영 우신득 (아시아2) 김성희 김성곤 권정현 환진호 김문수 이홍범 공베드로 박창기
채종석 정병설 신충우 양정금 (아시아3) 김영욱 조은길 유정희 우도선 임권동 조재선 송야곱 강영식 김병관
정익모 이호진 정 미 (북방1) 함마태 이안드레 정대위 박기성 정병구 유진우 김화순 이 삭 (북방2) 주광염 강신석
최근욱 윤한철 몽골장로신학교 (미주) 김성일 김병균 김명수 김영덕 문경렬 허요한 (구주1) 조환희 홍기영 조덕순
김충성 김광수 김성일 박병주 김아엘 최  영 이영호 박재필 (구주2) 소방은 장재영 범모세 조규태 신성자 추인철
안건상 박성기
협력선교단체 GMS, GBT, 탈북난민미션홈, 모퉁이돌, 외국인선교회, 경찰선교회, 생명의 전화, 복내전인치유센타, 학복협, 광
주이단상담소, 교통문화선교회, 선한의료인들, GMS중앙아시아개혁신학교, GMP, 한국형선교개발원, 컴패션
찬 양 대 [임마누엘]  지휘  채범석     반주 구복희 조유진             [호산나]  지휘  이재영    반주   박정신 남선영   관현악단
[시        온]     정요원    
  김서진 김수형             [샬    롬]  
                     전성희
[한        나]     박미애     
이재선 이지혜             [아    멘]  
           [할렐루야]

주보에 나오는 소식과 교우동정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행사]
① 중·고등부 열린예배 : 오늘 저녁에 드립니다.
② 특별건축기도회 : 14(토) 새벽 5:30분, 본당. (주관 – 사랑부 교회학교)
③ 크로스웨이 개강 : 10(화) 오후 7시 ~ 8시, 문화관 305호. 전 성도 필수입니다. (문의 – 한성희 목사 010-5013-0200)
④ 의료봉사 : 오늘(8) 오전 9시 ~ 오후 1시 의무실에서 치과 상담 (민지현 집사 / 정  진 집사)
 교회건축 :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모임]  
① 정기당회 : 오늘(8) 오후 1시.                                                        ② 금요 기도회 : 13(금) 저녁 8시, 본당.
③ 산상기도회 : 12(목) 교회출발 – 10시.(인도 – 김  용 목사)  ④ 국내선교위원회 월례회 : 오늘(8) 오후 5:40분, 로뎀쉼터.
*** 구역 모임 안내 ***    ① 구역모임 : 5(목) ~ 14(토) 모든 성도는 참석하시고, 구역장은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교우소식]    
① 혼 인 : •황건영 군 (황용학 집사, 김영숙 권사의 장남)과 고혜진 양, 14(토) 오전 11시,
                      데일리웨딩컨벤션 1층 라비아홀 / 주례 – 이상복 목사.
                  •허성진 군 (허중영 집사 장남)과 이가직 양, 14(토) 오전 11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이지혜양 (안현주 집사의 장녀)과 주현욱 군, 14(토) 오후 5시, 드메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 주례 – 이상복 목사.
                  •송제안 양(청년회)과 김도형 군, 14(토) 낮 12시, 호텔부루나 3층(광양) / 주례 – 강현철 목사
② 장 례 : •232구역 박인석 집사 모친 (정다영 집사 시모) 소천, 4(수) 발인.
                  •273구역 김효순 권사 모친 (신종우 집사 장모) 소천, 4(수) 발인.
                  •281구역 기영근 집사 (고명순 집사 남편, 기준상 집사·기효정 선교사 부친, 양귀순 집사 시부,
                      김영덕 선교사 장인) 소천, 5(목) 발인.
[알림]  
① 다음주일 : 2부예배는 중등부 세대통합예배로, 저녁예배는 전국CE영적각성예배로 드립니다. (차, 음료 봉사 – 본당 내 반입금지)
② 기드온 전도대 : 14(토) 오후 1:30분 ~ 3:30분, 푸른길 고래집 카페 앞.
③ 사랑부교회학교 : 사랑부에서 차량(승합차)을 운전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문의-오대열 장로 010-6645-4870)
④ 새싹잔치 : 21(토) 오후 2 ~ 4시, 아트홀.                                                ⑤ 숨, 쉼이 있는교회(박하성 목사) 설립예배 : 14(토) 오후 2시.
⑥ 대심방 : 심방대원은 9:30분까지 101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교구 정요한 / 김성숙 10(화)-162구역 고차복 권사 / 12(목)-163구역 오영애 권사 / 14(토)-121구역 동인숙 집사
최해자 권사, 271구역 배승자 집사 / 11(수)-252구역 김애화 권사 /
2교구 김 용 / 이경선 10(화)-241구역
12(목)-242구역 서애신 권사
3교구 황규팔 / 은정인 10(화)-351구역 김윤자 집사 / 14(토)-312구역 김양심 집사
4교구 강현철 / 정경현 12(목)-463구역 최현숙 권사
5교구 한성희 / 정경란 10(화)-511구역 최선옥 집사 / 13(금)-552구역 양승주 집사 / 14(토)-573구역 천덕순 권사
곽순영 집사, 672구역 김선자 권사 / 11(수)-613구역 김혜경 집사 /
6교구 이 진 / 공자영 10(화)-671구역
13(금)-643구역 강귀순 권사
7교구 이주헌 / 이화임 12(목)-711구역 박종애 집사 / 13(금)-712구역 김성민 권사
8교구 김영배 / 김연초 10(화)-861구역 이윤자 집사 / 12(목)-852구역 박정순 집사

교회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구역)
구분
이번주
다음주

주일(8)
123
143

월(9)
124
144

화(10)
131
151

수(11)
132
152

목(12)
133
153

금(13)
141
154

토(14)
142
161

기도제목 :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고 건축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선교소식]   ① 기도회 : 오늘 저녁 예배 후, 101교실.
② LMTC 강좌 : 12(목) 저녁 7시, 문화관 404호. (풍선 전도법1 – 박종현 집사)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③ 의료선교 모집 : 장소 – 필리핀(최성열 선교사), 일시 - 9월22일(토)~26(수).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
                                  (문의 : 김현신 집사 010-9643-0995)
※ 이단경계 : 최근 이단들이 교회들을 향한 적극 공세로 나오고 있으니 이단의 출입이나 유인물을 사전에 차단 바랍니다.
지역별 식당봉사

대한예수교장로회

www.dmchurch.org

교회소식

이번주 : 120지역

다음주 : 130, 140 지역

4월중행사
•8(주) 정기당회, 열린예배(중·고등부)
                   •14(토)  특별건축기도회
•15(주) 세대통합예배(중등부), 전국CE영적각성예배                    •22(주)  세대통합예배(유년부), 교구별 저녁예배
•27(금)~28(토) 23기 중보기도학교
                                      •29(주)  열린예배(사랑부)

광주동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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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최 기 채

Elder Pastor Choi

만물의 주재,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대상 29:12)

담임목사

주 일 낮 예 배

Ⅰ부 07:50  Ⅱ부 09:40  
Ⅲ부 11:30

Gi

Chae

이 상 복

Senior Pastor Lee

Sang

Bok

인도 : Ⅰ부 정요한 목사  
Ⅱ부 김영배 목사
Ⅲ부 최민흥 목사

Leader :

＊ 송영 Doxology ＊기원 Invocation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찬송 Hymn…………… 80(천지에 있는 이름 중), 162(부활하신 구세주) ……………… 다    같    이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Ⅰ. 오대열 장로 Ⅱ. 오수택 장로 Ⅲ. 정동훈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서Heb 2:14~17(신355)… ……………… 인    도    자
찬양 Praise…………………… Ⅰ. 나는 아네 그의 계획……………………………… 임마누엘 찬양대
Ⅱ. 주님은 굳건한 반석… …………………………… 호 산 나 찬양대
Ⅲ. 좋으신 하나님… ………………………………… 시       온 찬양대
설교 Sermon

모든자를 놓아주심 (Free All)
이 상 복 목사 (Rev. S. B. Lee)

찬송 Hymn…………………… 487(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 다    같    이
헌금 Offering… ……………… Ⅰ. 김석진(539)… ………………………………………… 최보길 장로
Ⅱ. 박화자(417)… ………………………………………… 박진찬 장로
Ⅲ. 윤민재(157)… ………………………………………… 박성순 장로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교회소식 Announcement · 환영 및 인사 Welcome
＊ 폐회송 Closing Hymn………………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다    같    이
＊ 축복 Benediction……………………………………………………………………………… 담 임 목 사
✽는 일어섭니다.

Ⅳ부 청년예배(오후 1:50) 부활의 증인된 삶(행 2:22~32)

설교 : 최민흥 목사

•www.dmchurch.org •twitter : @dmchurchtw •facebook.com/dmch1757
설 교및
•Audio CBS광주방송(999khz, FM 103.1Mhz) : 매주 목요일 오후 9:30, 광주극동방송(FM 93.1Mhz) : 매주 수요일 오전 6:30
교회소식
•Vod CBS TV(64,76채널)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모바일웹페이지 m.dmchurch.org

61434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20번길 31(동명동 68-30) / 31 Dongmyeong-ro 20 beon-gil, Dong-gu, Gwangju, Korea
사무실 062-232-1757 / FAX 228-4290 / 동명고등학교 943-2855 / 유치원 222-9344 / 수양관 061-372-5770

목사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7:00

주일밤예배
중·고등부 열린예배

설교 : 김효시 목사
[찬양 : 화평찬양단]

＊ 신앙고백… ………………………………………………… 다같이

＊기

도… ………………………… 김전웅 집사(고등3부 부장)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다같이
＊찬

송… …………………… 449(예수 따라가며)

성경봉독… …………………………………… 창 37:2~11(구57)

기

도… …………… Ⅰ. 다같이 Ⅱ. 손일진 집사

찬

양… …………………………………… 중·고연합 찬양대

성경봉독… ………………………… 막 1:1~8(신53)

설

교… ………………………………………………요셉의 꿈

찬

양… …………… Ⅰ. 김은숙 Ⅱ. 한나 찬양대

헌

금… …………………………… 김명오 권사(고등부 회계)

설

교… ……………………… 세례요한의 전파

특

송… ………………………Ⅱ. 460, 470 지역

선교기도·교회소식… …………………………………… 담당자

선교기도·교회소식… …………………… 담당자

＊ 폐 회 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다같이

＊ 폐 회 송…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다같이

＊축

＊축

복… ……………………………………………… 담임목사

복… ……………………………… 담임목사

다음주 기도 : 안순호 집사 / 특송 : 510, 520 지역

이번주 예배위원/다음주
구분

1부
정갑주/박성순

2부
신신우/노용기

3부
최재훈/양이호

안내
및
헌금

김삼차 강순이 신경숙
윤윤자 서정호 채만임

송춘종 조은미 이해철
이지영 김영관 김현정

정권식 이덕님 마대현
김애희 문기주 김연숙

최보길/정갑주

박진찬/신신우

박성순/최재훈

기도

오대열/최보길

오수택/박진찬

정동훈/조동헌

차량안내

정준수

손갑석

오영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선교기도제목

말씀의 샘터
마귀를 멸하려 (히브리서 2:14-18)

■조용성, 최인경 선교사 : 1. 8월 말까지의 임기 동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선교사님들과 현장을 섬기도록  
2. 96기 훈련생들 강건하게 모든 과정 잘 마치게 하시며 어린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건강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고난/죽음의 길을 작정하셨고, 예언하셨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는 그
혈과 육으로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온전한 구원,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십니다. 예수
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양승호, 정인수 선교사 : 1. 올해 사역이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 CCC "풍성한 삶" 집필과
강의와 국제회의와 재능기부(영어예배와 쉐마학당) 등. 2. 저희 부부 건강을 주시도록 - 양승호선교사(골다공증), 정인
수선교사(위염, 갑상선, 골다공증)

인도/설교 : 이주헌 목사

[찬양 : 중·고등부 연합찬양단]

기

오전 10:00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6:50

27장 성례에 관하여

1. 예수의 죽음/ 마귀의 세력들의 총 연합작전
먼저 율법/예수의 죽음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판결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대신, 대표하는 죽
음입니다.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형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반역자, 참소자, 거짓의 아비, 모든 악
의 근원인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 피조물의 으뜸인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리를 그가 넘보다 반역하였습
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수하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없애
기 위해 모든 세력을 동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지도자들과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비난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가장 심한 채찍질, 십
자가형, 마지막에 옆구리에 깊은 창을 찔러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죽인 후, 무덤입구를 큰 돌로 막고, 황제의 인
장으로 봉인하고, 4명 4개조의 군대를 동원하여 무덤을 지키는데, 여기까지가 마귀가 한 일입니다.
2. 사흘 후/예수는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나오신다.
그렇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는 다시 살아나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류의 대적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3. 마귀를 멸하심.  
예수는 부활하여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고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는 마귀가 쓰는 모든 무기를 깨
뜨립니다(고전15:55-57). 예수는 율법을 따라 그 몸과 피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여 마귀가 쓰는 무기들을 무력화시켰
습니다(골2:13-15).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범인인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셨습니다. 우리를 얽매
는 마귀의 결박은 끊어버리시고, 결박의 원흉인 마귀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결박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
수는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와 반대로 모든 무기와 연합세력으로 도전하여 패배한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예
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죄와
악으로 어둠과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의 부활은 모든 박해와 유혹에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마지막 아담,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십니다. 이제 마귀의 결박을 깨뜨린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승리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친히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눅24:50). 예수는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며 진군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상복 담임목사 설교 중에서…

2. 매성례에는 표와 표상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가 있다.
그래서 한편의 명칭들과 효과들이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
(창 17:10, 마 26:27, 28)

(주일 설교 전문은 교회 홈페이지와 CBS 광주방송(매주 목요일 오후 9:30) 광주극동방송(매주 화요일 오후 3:30)에서 방송됩니다)

가정예배지침 제목 : 모든 자를 놓아주심
요일 날짜 찬송

주중집회 안내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강현철 목사, 한성희 목사

국내후원교회 소개(총 128교회)
•온유한교회 (전남  목포시)  
- 김명주 목사·송민순 사모

산상기도회 목요일 오전 10시
김    용 목사

1. 교회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강현철 목사

3. 사택의 안정을 위하여

2. 부채 탕감을 위하여
4. 교회사역을 위하여

성 경

제

목

월

9

160 롬 8:1~12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음이라

화

10

165 롬 7:1~6

율법에서 벗어남

수

11

171 고후 5:11~19

새로운 피조물

목

12

176 갈 5:1~15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금

13

182 롬 10:10~15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토

14

167 롬 1:1~17

예수 부활, 복음의 능력

새가족 환영
- 광주동명교회를 찾아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새가족께서는 예배 후 101교실에서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8별구역, 이정례)
김호연(131구역, 김정숙)
김광남(732구역, 박원일)
임혜리(1별구역, 정갑주)
이태진 이정석(2별구역, 신신우)
한의령(674구역)
나    균(5별구역, 이형란)

지난주 봉헌자

금주의 강단 꽃꽂이 : 555구역 강대선 집사

건축헌금 강창원  고영면  구제민  김기숙  김덕희  김록성  김석영  김석주  김승아  김연숙  김옥련  김옥선  김옥심  김익수  김인숙
김재열  김정남  김정철  김창순  김철수  김혜숙  나선임  나정호  마서영  문기주  문영자  문원주  문행순  박길영  박복희
박석환  박영희  박주훈  박진찬  방충헌  배진홍  서수용  서순팔  손지희  신미희  심희순  안남현  양승주  양은수  염충열
오금동  우맹순  윤장원  이복남  이순옥  이연옥  이옥임  이유현  이정금  이정애  이진화  임종순  전미향  정부자  조    건
진기식  진영수  천기석  최강희  최순자  허성필  홍준자  황천주
십일조Ⅰ 강복순  고영면  김    용  김    정  김금심  김길자  김방훈  김영근  김정철  김철수  김현옥  김현희  김혜숙  노선영  문호진
(1,2,3교구)
민지현  박오주  박정옥  방충헌  소대언  손정예  신송엽  심재문  안미정  안영심  양이호  오금동  위재윤  위지은  유성례
윤장원  윤효진  이복남  이수현  이정영  이정자  임두임  임종순  정    진  정온순  정호영  조양순  주지아  최수복  최연임
추영재  허은미  홍준자  황선우
십일조Ⅱ 김규정  김대영  김선기  김수복  김주미  김지웅  김현주  김현진  나상주  마선혜  박성진  박주훈  박주희  범선균  서인숙
(4,5교구)
송영무  심판구  심희순  염인열  오복실  유    영  이금자  이선주  이연님  이유현  임기상  임효경  전    민  전동임  전정순
정    권  정경란  정윤호  정희진  조동헌  진영수  최순아  허성필  황대양
십일조Ⅲ 강민주  기영진  김록성  김민수  김복심  김봉경  김봉남  김석주  김숙희  김안순  김옥선  김우상  김은순  김정원  김종임
(6,7,8교구) 김진옥  김현철  나선임  나순자  나정호  노용기  노진식  문대현  문원주  민상식  박광열  박매월  박미자  박소희  박영배
박종실  박지영  박진찬  박창은  박철민  박혜선  박홍석  성덕호  손지희  송성곤  송안숙  안태숙  여현자  오수택  유성일
이민수  임민수  장영배  장윤희  전미향  정광현  정복순  정부자  정성순  정소남  정수인  정순옥  정현철  정혜정  조선미
조윤아  지평신  진기식  진채리  진행자  천기석  최은희  한경님  한주섭  허상회  홍해자
월정헌금 김득순  김수칠  김승아  김현숙  나정자  나춘기  박봉안  박순자  박종윤  배승자  서정운  송귀남  우맹순  유선덕  이규상
이선영  이승환  이연섭  이정금  임종순  장지선  장천석  정경순  정부자  정성수  정연옥  진현정  최선옥  최순자  최양님
한소리  허성필
생일헌금 강예은  김에녹  나정자  은채원  이춘자  임효원  정윤호  황서빈
감사헌금 강미정  강복순  강창원  계정일  고광진  고영면  곽부임  김    용  김공순  김귀성  김대문  김미숙  김민철  김성민  김순영
김언국  김영신  김은홍  김정남  김태일  김현정  김현철  김형석  김효현  김희숙  남윤춘  노길녀  박남례  박남주  박삼순
박수영  박오주  박원정  박장우  박정신  박정옥  박진연  서창안  서희순  선    행  성덕순  성용욱  신미순  심희순  안윤주
염인열  오경표  오다명  오문정  오복근  오재순  오형철  윤삼금  윤장원  이민수  이원순  이은선  이은숙  이은혜  이준호
이춘심  이태민  이희숙  임    준  임민수  임수향  임연식  임예은  임지원  장정자  전기영  정균우  정남례  정다영  정선민
정수경  정옥련  정요한  정점덕  조정관  진송희  진채리  천승훈  최진영  최해종  하성룡  홍준자  무명

온라인헌금
십 일 조 : 1,2,3교구 - 신협(48) 08035-12-004371
4,5교구 - 신협(48) 08035-12-004384
6,7,8교구 - 신협(48) 08035-12-004397
감사헌금 : 신협(48) 08035-12-004405

건 축 헌 금 : 신협(48) 08035-12-003590
국내선교헌금 : 신협(48) 08035-12-006441
세계선교헌금 : 신협(48) 08035-12-006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