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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남전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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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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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 2층

교육프로그램 안내
시 간

장 소

담당자

Q T 훈 련 반 금요일 오후 7:00 문화관 305 송 길 남
크 로 스 웨 이 화요일 오후 7:00 문화관 305 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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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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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목사
여전도사
교육전도사
사무국장
파송선교사

김 용 김영배 황규팔
이주헌 송길남
최종휴 이상흥 김효시
김성숙 공자영 정경현
김연숙 김석순
이재영 정혜영 오영란
류가개(중국어)
박성순
김신호 임한곤 주영찬
정영철 김민성 주영규
서한철 노종남 양회성

이 진 최민흥 정요한
교육부목사 박원정
정경란 은정인 함주연
김미진 김지혁
조에녹 이선남 최 석
허 준 최성열 박행순
양보라

시무장로 정소지
박성순
조동헌
김한규
염인열
협동장로 박길영
원로장로 안태숙
김공식
은퇴장로 박성근
김현옥
임은용
성요섭

정공수
주영화
최재훈
오수택
조정관
김 정
은채원
신명열
양회선
김영식
류화원
임경섭

민상식 오대열
오남주 송광운
양이호 고영면
박진찬 허준석
문경준 김방훈
김순호
이인수 심판구
이무석 신신우
송양진 김동석
서윤석 이옥방
김희준 나종문
최승택

최보길
신병호
조정춘
전양현
김한택

정갑주
정동훈
정희춘
백형렬
김철수

방충헌
노용기
설원수
김용원
박종실

조정추
최창문
유삼준
박규혁

협력선교사 (국내) 이대수 양승호 김요한 이용웅 조용성 박준범 (아시아1) 제임스김 소광은 제사벨 이광수 김재성 전상렬
신동석 황태연 박마태 정규진 최재영 우신득 정윤기 제니스 (아시아2) 김성희 김성곤 권정현 황진호 이홍범 공베드로
박창기 채종석 정병설 신충우 양정금 양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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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 박성기
협력선교단체 GMS, GBT, 탈북난민미션홈, 모퉁이돌, 외국인선교회, 경찰선교회, 생명의 전화, 복내전인치유센타, 학복협, 광
주이단상담소, 교통문화선교회, 선한의료인들, GMS중앙아시아개혁신학교, GMP, 한국형선교개발원, 컴패션
[호산나] 지휘 이재영 반주 박정신 남선영 관현악단
찬 양 대 [임마누엘] 지휘 채범석 반주 구복희 조유진
[시
온]
정요원
김서진 김수형
[샬 롬]
노승환
[한
나]
박미애
이재선 이지혜
[아 멘]
[할렐루야]

주보에 나오는 소식과 교우동정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행사]   2020-7000전도프로젝트 / 전 기관, 전 성도가 3년간 기도 7천명, 복음제시 4천명, 인도 1천명이상 실천.
(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함과 복음제시 요청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① 남전도회(본, 2~4)헌신예배 : 오늘(2) 저녁에 드립니다.
② 구역장 전도학교 : 4(화) 오전 10시 또는 저녁 7:30분, 101교실. (4강 – 구역전도의 실제 / 지역장 및 구역장 필참)
③ 특별건축기도회 : 8(토) 새벽 5:30분, 본당. (주관 – 초등부)
④ 농어촌 목회자 초청 부부세미나 : 6(목) ~ 7(금), 장성. (주강사 – 이상복 목사)
⑤ 총회 자립개발원 광주전남권역 서부권 간담회 : 4(화) 오전 10시, 무안영산교회.
 교회건축 :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모임]
① 정기당회 : 오늘(2) 오후 1시.
② 금요기도회 : 7(금) 저녁 8시, 본당. (특순 – 음악선교단)
③ 산상기도회 : 현충일 관계로 자유롭게.

월(3)
152
172

화(4)
153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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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① 다음주일 저녁예배 :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차, 음료 봉사 – 본당 내 반입금지)
② 새생명 전도주일 : 9(주) 모든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바랍니다.
③ 기드온 전도대 및 3교구 노방전도: 8(토) 오후 1:30분 ~ 3:30분, 대광로제비앙 후문 정자 앞.
④ 1교구 노방전도 : 8(토) 오후 1:30분 ~ 3:30분, 남광주시장 푸른길공원. (2,4,8교구 연합)
⑤ 전남노회 교사교육대회 : 10(월) ~ 13(목) 오후 5:30분 ~ 9시, 문화관 아트홀.
⑥ 2019선교대회 : 14(금) ~ 16(주), 주제 – 내 이웃 여러민족, 미래의 선교사
(선교 후원물품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의류, 학용품, 생활용품 등)
⑦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4(화) 저녁 7:30분, 빛고을 시민회관.(정요원·윤한나·최순이 집사, 윤성근 형제 출연)
⑧ 빛고을 실내악 페스티벌 앙상블 정기연주회 : 6(목) 저녁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주영화 장로 단장, 류수경 자매, 소프라노 최정원 출연)
⑨ 광주오페라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7(금) ~ 8(토) 저녁 7: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구성희·정경숙 권사 출연)
⑩ CBS영화 천로역정(천국을 찾아서) : 13(목)부터 롯데시네마에서 상영. 많은 관람 바랍니다.
교회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구역)
주일(2)
151
171

광주동명교회

72-22 2019. 6. 2.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시 85:9)

[교우소식]
① 혼 인 : 서인석 군 (서정호 집사, 문길순 권사의 차남)과 진충선 양, 8(토) 오후 1시. 신촌성결교회.
② 소 천 : 5별구역 정노순 집사, 29(수) 발인.

구분
이번주
다음주

대한예수교장로회

www.dmchurch.org

교회소식

수(5)
161
212

목(6)
162
213

금(7)
163
221

토(8)
164
222

기도제목 :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고, 건축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선교소식]
① 기도회 : 오늘 저녁 예배 후, 101교실.

최 기 채

Elder Pastor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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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팔 목사
Ⅲ부 최민흥 목사

Leader :

＊ 송영 Doxology ＊기원 Invocation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찬송 Hymn……………… 68(오 하나님 우리의), 185(이 기쁜 소식을)………………… 다 같 이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Ⅰ. 김철수 장로 Ⅱ. 조정관 장로 Ⅲ. 오남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사도행전Acts 1:1~5(신187)…………………… 인 도 자
찬양 Praise…………………… Ⅰ. 시편 5편…………………………………………… 임마누엘 찬양대
		

Ⅱ. 굳건히 서리라… ………………………………… 호 산 나 찬양대

		

Ⅲ. 믿음으로 가리라… ……………………………… 시

설교 Sermon

온 찬양대

성령으로 세례를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이 상 복 목사 (Rev. S. B. Lee)

찬송 Hymn…………………… 187(비둘기같이 온유한)…………………………………… 다 같 이
헌금 Offering… ……………… Ⅰ. 김효원(278)… ………………………………………… 정소지 장로
		

Ⅱ. 박화자(557)… ………………………………………… 문경준 장로

		

Ⅲ. 이우이(478)… ………………………………………… 송광운 장로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교회소식 Announcement · 환영 및 인사 Welcome
●신천지 위장 포교단체 ★의심이 갈 경우 교회에 문의바랍니다.
-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 해외 유명인사와 평화 운동가를 초청하여 만국회의 개최
- IWPG(세계여성평화그룹) : 여성인권회복을 촉구하며 활동함.
- IPYG(국제청년평화그룹) : 평화통일을 주제로 각종 퍼포먼스 진행
지역별 식당봉사

이번주 : 460, 470 지역

다음주 : 510, 520 지역

수완동명교회 예배지원

이번주 : 4여전도회 / 1교구

다음주 : 5여전도회 / 1교구

6월중행사
•2(주) 정기당회, 남전도회(본, 2~4) 헌신예배 •6(목)~7(금) 농어촌 목회자 초청 부부세미나
•8(토) 특별건축기도회 •9(주) 새생명초청주일,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헌신예배 •14(금)~16(주) 2019 선교대회
•16(주) 세계선교위 헌신예배, 전도폭발/새가족 수료식
•23(주) 맥추감사절, 음악선교단 열린찬양예배
•25(화)~27(목) 전국장로수련회 •30(주)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 폐회송 Closing Hymn………………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다 같 이
＊ 축도 Benediction……………………………………………………………………………… 담 임 목 사
✽는 일어섭니다.

Ⅳ부 청년예배(오후 1:50)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롬 8:1~2)

설교 : 송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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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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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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전도회(본, 2~4)
헌신예배

오전 10:00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인도 : 김한규 장로(본회 회장)
설교 : 이주헌 목사

[찬양 : 아이네오찬양단]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다같이
＊ 찬 송… ……………………………… 502(빛의 사자들이여)
기 도… ……………………………… 선만호 집사(본회 총무)
성경봉독… ………… 행 8:4~17(신200)/배종인 집사(3남 회장)
찬 양… ……………………………………………아멘 찬양대
설 교… ………………………… 복음의 씨앗을 흩뿌립시다
헌 금… ………………………특송 : 연합남전도회 임원 일동
		
/ 최남식 집사(2남 회장)
선교기도·교회소식… …………………………………… 담당자
특 강… ………………………………조선학교와 통일코리아
		
/김노아 자매(재일동포 3세)
＊ 폐 회 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다같이
＊ 축 도… ……………………………………………… 담임목사

인도/설교 : 김 용 목사
[찬양 : 화평찬양단]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다같이
＊찬

송… ……………182(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기

도… …………… Ⅰ. 다같이 Ⅱ. 심명남 집사

성경봉독… ………………… 겔 47:1~12(구1227)
찬

양… …………… Ⅰ. 김민수 Ⅱ. 한나 찬양대

설

교… …………………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

특

송… ……………………… Ⅱ. 110, 130 지역

선교기도·교회소식… …………………… 담당자
＊ 폐 회 송…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다같이
＊축

도… ……………………………… 담임목사

다음주 기도 : 양형채 집사 / 특송 : 120, 140 지역

이번주 예배위원/다음주
구분

1부
정공수/오대열

2부
김방훈/김한택

3부
신병호/정동훈

안내
및
헌금

조국광 최달원 박희영
류재순 이태옥 김소연

정현로 정우인 김종엄
서일섭 김유연 최은영

정완채 오영남 이미정
김용숙 정명자 주경임

정소지/정공수

문경준/김방훈

송광운/신병호

기도

김철수/정소지

조정관/문경준

오남주/송광운

차량안내

정준수

손갑석

오영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선교기도제목

말씀의 샘터

■임한곤 이길선 선교사 : 1. 임마누엘신학대학과 반석신학대학교에서 멕시코 현지에 필요한 사명감 있는 목회자들을 많
이 양성해 낼 수 있도록! 2. "출라비스타 교회 " 예배당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경건한 가정 (딤전 4:1-5)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사회가 파괴
됩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1.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전제들
마태복음 19장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요?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보
내라고 했는데’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8).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보면, 한 번 버린 아내와 두 번 다시
결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너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원하면 갈라서라.’종교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갈라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극복하고 더
선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귀히 여겨야 되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야 합니다(벧전 3:7). 가정을 소중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한 ‘남자’와
한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결혼제도는 하나
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려갈 주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
심이라.”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만 지으셨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이 법칙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을 깨는 것입니다. 십계명 5계명 보면,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기게 합니다.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역시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듯이 이웃의 가정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3.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본문 1-3절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짓말이라고 말한 첫 번째 것이 바로 혼인을 금하
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며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보면,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
자들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견고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본문 3절,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물론 이것은 음식에 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혼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정을 경건하고 행복하게 만드
는 첫 번째 비결은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다 잃어버
릴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고, 경건에 힘쓰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
십니다. 그 가정에는 반드시 행복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이 복이 일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5월 26일 이상복 담임목사 설교 중에서…

문2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히 2:14, 마 26:48, 갈 4:4)

(주일 설교 전문은 교회 홈페이지와 CBS 광주방송(매주 목요일 오후 9:30) 광주극동방송(매주 수요일 오전 6:30)에서 방송됩니다)

가정예배지침 제목 : 성령으로 세례를
요일 날짜 찬송

주중집회 안내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송길남 목사, 이주헌 목사

국내후원교회 소개(총 128교회)
•삭금중앙교회 (전남 장흥군)
- 이석배 목사 / 김병현 사모

성 경

제

새가족 환영
목

월

3

191 행 10:34~43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심

화

4

192 눅 4:14~19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수

5

182 요 4:13~24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산상기도회 목요일 오전 10시
자유롭게

1. 온 성도 천국 소망 중심 신앙생활을 위해

목

6

70 롬 14:13~23

하나님 나라와 성령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황규팔 목사

2. 불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금

7

186 마 12:22~32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냄

토

8

190 행 2:14~24

성령이 임하심

3. 노후된 사택 건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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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루비(263구역, 노애옥)
박영숙(424구역, 전양현)
박경구 박철현 박자영(711구역, 위길복)
진주란(1별구역, 오근자)

■ 김민성 황혜경 선교사 : 1. 나의 계획으로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도록!
2. 저희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도록!

지난주 봉헌자

금주의 강단 꽃꽂이 :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건축헌금 강옥재 고성우 고영면 고자경 김 용 김광원 김득순 김석주 김수지 김신희 김양심 김창순 김춘배 나선임 나태연
노길녀 모경원 문원주 문현희 박길영 박안식 박창완 박현섭 방충헌 성미나 송기열 신진옥 양 정 양은혜 윤미소
이말례 이복남 이순옥 이신자 이원자 이주헌 이창근 이해철 이형자 정병운 정선호 정소영 정시환 정점희 정준수
진영수 차경남 천기석 천병만 최 찬 최민정 최성열 추영재 한영숙 황대양 황천주 무명
십일조Ⅰ 강창원 강향단 고영면 고차복 김 용 김 정 김광원 김기숙 김덕현 김동순 김동하 김방훈 김선규 김양심 김영식
(1,2,3교구) 김익수 김익호 김재철 김창순 김추자 김춘배 김형석 김효순 김희순 김희준 나순애 나은비 노선영 노애옥 류화원
문경준 문순덕 문주원 민인덕 박미애 박영숙 박오주 박인석 박정순 박종님 박희영 방충헌 백옥자 서경아 설원수
성요섭 송양진 송정은 신송엽 신재식 안녕순 양은호 오금동 우영희 위재윤 위지인 유관상 윤마미 은정인 이나라
이만희 이말례 이보연 이복남 이석재 이선영 이순옥 이원자 이은숙 이정자 이태민 이형자 임복례 임호진 정경희
정권희 정문순 정미영 정선봉 정용재 정육태 정재은 정해관 조국광 조귀용 조충만 조효숙 주길자 주수만 주옥순
주지아 천병만 추영재 허형화 황선우
십일조Ⅱ 구상준 권명진 김미영 김병오 김선기 김수지 김영관 김재열 김정민 김정주 김현주 김희숙 박민석 박영신 박용욱
( 4 , 5 교 구 ) 박종구 박철현 박홍련 박희정 배현복 배현애 손승현 송경화 신점식 신진옥 신한울 심명남 양은혜 염인열 오복실
왕태혁 윤경아 은성종 은채원 이금임 이금진 이명석 이선주 이영희 이월심 이인남 이제성 이형란 이혜경 임경섭
임복희 임오차 임효경 전남중 전동임 정경란 정경수 정병운 정소영 정순기 정애숙 정용선 정원일 정준수 조부자
조승훈 조영중 조은경 진영수 차경남 최 홍 최경희 최창문 최향진 하상래 허계초
십일조Ⅲ 강민주 강옥재 고민석 고성우 고영두 고재준 곽명희 국순천 김공식 김광식 김기향 김대연 김록성 김복심 김석주
(6,7,8교구) 김수기 김숙자 김숙현 김신희 김옥심 김용옥 김제윤 김준태 김진남 김현중 나선임 나태연 리만석 문 인 문원주
박광열 박복희 박부덕 박정순 박종관 박종실 박창영 박창완 배종인 서순팔 서희복 설 민 성덕호 성미나 손동채
손숙자 송광운 송기열 송병의 송성곤 송창수 송효덕 신병호 신성인 심재호 안규남 안남현 양 정 양순회 오남주
오대열 오용균 오진희 왕태혁 유해심 이 호 이민수 이상례 이신자 이은복 이종래 이종엽 이주헌 이지은 이지혜
이찬민 이창원 이회동 이희숙 임기섭 임수향 장순기 장윤희 장인선 장정근 전성열 전형기 정갑주 정소남 정시환
정혜정 조강원 조명희 조승삼 차병현 천기석 최 찬 최순희 최은희 최정숙 최해종 최현주 하금비 한동헌 허준석
월정헌금 강복희 고금자 고자경 권명훈 김기수 김남원 김문자 김병석 김병중 김성애 김숙자 김순옥 김언국 김영태 김재승
김정현 김창호 김태연 김현주 김혜숙 나춘기 노명남 박명순 박은선 박인원 박정철 박현섭 배승자 서동철 송계수
심용섭 심재순 안은정 안해순 오근자 우외순 윤연화 이 호 이동근 이옥자 이해철 임 찬 정성수 정행균 정혜진
조건도 조승삼 최기신 최민정 최순자 최은영 최종석 한소리 한영근 허복심 황유경
생일헌금 김선미 노길녀 백숙자 심용섭 안녕순 최희숙
감사헌금 강동원 강신영 강옥재 강창원 고영면 김금심 김민우 김민지 김상호 김성민 김연례 김영초 김은홍 김종욱 김지연
김현철 김형석 김희금 김희성 김희숙 나 균 나미숙 나은별 나은비 나춘자 노길녀 모영만 박길영 박성민 박소리
박영주 박원정 박정옥 박홍련 배길자 백연기 서금순 서애신 서정윤 선 행 성용욱 송영래 송효덕 신명열 신상윤
신재식 심숙영 양 정 양승정 어현정 염인열 오남주 오다명 오대열 오재순 오치영 오형철 우외순 위성동 윤삼금
윤장원 이경호 이금숙 이명석 이미경 이병훈 이상복 이신자 이영희 이옥자 이원자 이준형 이춘심 임민수 임사윤
임수길 임연식 임예은 임오차 전상돈 정리라 정병호 정복희 정시환 정연철 정요한 조경희 조명희 조정관 조효숙
최정훈 하성룡 홍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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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