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낮
주 일 밤
새가족부
예 배 영어훈련
중국어예배
수요예배
구역모임
새
벽
기도회 산
상
금
요

1부 7:50 2부 9:40
3부 11:30
오후 7:00
주일 9:40
주일 11:30
주일 11:30
오전 10:00 오후 7:00
매주 금요일
매일 5:30
목요일 10:00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본
당
101교실
교육관311
문화관404
본
당
구 역 별
아 트 홀
동명수양관
아 트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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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오전 9:30

오전 11:00
주일 오후 1:50
주일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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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 2층

장 소

담당자

Q T 훈 련 반 금요일 오후 7:00 문화관 305 김 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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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10:00 문화관 505 김 명 현
남 주 일 오후 1:30 문화관 305
제 자 반

여

화요일 오후 8:00 교육관2층 김 은 숙
수요일 오전10:00 교육관2층 김 은 숙

인 도 자 반 수요일 오후 8:15 교육관2층 담임목사

김영배 황규팔 이 진 최민흥 정요한
이용재
이상흥 김효시
공자영 정경현 정경란 은정인 함주연
봉경종 고성환 임신영 조원준
임한곤 주영찬 조에녹 이선남 최 석
김민성 주영규 허 준 최성열 박행순
노종남 양회성 양보라

광주동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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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7000전도프로젝트/전 기관, 전 성도가 3년간 기도 7천명, 복음제시 4천명, 인도 1천명이상 실천.

Gwangju DongMyung Presbyterian Church

(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함과 복음제시 요청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간행사]
① 이단사회대책팀 헌신예배 : 오늘(9) 저녁 6:50분에 드립니다.
		

•교리특강 : 오늘(9) 오후 2시, 문화관 아트홀. 강사 – 윤수봉 실장 (전북이단상담소)

		

•사례특강 : 오늘(9) 저녁 6:50분, 본당. 강사 – 탁지원 소장 (현대종교)

② 건축기도회 : 15(토) 새벽 5:30분, 아트홀(문화관 2층). (주관 – 세계선교위원회)
③ 청년부 겨울수련회 : 13(목) ~ 14(금) 담양바이블칼리지 (주제 – 모세, 부르심)
④ 신년부흥사경회 : 16(주) ~ 19(수), 저녁 7시. 강사–이수훈 목사 (당진동일교회 담임), 임만호 목사(군산드림교회 담임)
⑤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 17(월) ~ 22(토) 새벽 5:30분, 본당. 신년부흥회와 함께 합니다.

원로목사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마 7:24)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 각 기관과 성도님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믿음과 지혜로 잘 극복합시다.

최 기 채

Elder Pastor Choi

담임목사

주 일 낮 예 배

Gi

Chae

Sang

Bok

이 상 복

Senior Pasto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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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장 례 : •241구역 안병민 집사 장모 소천, 7(금) 발인.

경 로 대 학 수요일 오전 11:00 1 0 1 교 실 박 길 영

•526구역 이덕례 집사 남편 소천, 7(금) 발인.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Ⅰ. 주영화 장로 Ⅱ. 문경준 장로 Ⅲ. 조정춘 장로

동 명 비 전 스 쿨 토요일 오후 3:00 문 화 관 노 효 진

•131구역 정순녀 권사(조병춘 집사 아내, 433구역 조홍곤 집사 모친) 소천, 8(토) 발인.

교회소식 Announcement… …………………………………………………………………… 담 당 자

① 차량관리위원회 : 주일 낮예배시 승합차, 셔틀버스 운전 봉사자와 주차봉사요원을 찾습니다.

찬양 Praise… ………………… Ⅰ. 주는 백합화요……………………………………… 임마누엘 찬양대

정

매 일 성 경 주 일 오전 11:00 1 0 1 교 실 방 충 헌
전 도 폭 발 주 일 오후 2:30 문화관 505 이

진

선 교 훈 련 원 목요일 오후 7:00 문화관 404 주 영 화

섬기는 이들
부 목 사 김 용
송길남
교 육 목 사 김명현
협 동 목 사 최종휴
여 전 도 사 김성숙
교육전도사 김미진
사 무 국 장 박성순
파송선교사 김신호
정영철
서한철

대한예수교장로회

구 분
부부성장학교

가 정 대 학

시 간

주보에 나오는 소식과 교우동정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건축 :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 안내
구 분

www.dmchurch.org

교회소식

① 금요기도회 : 14(금) 저녁 8:30분, 문화관2층 아트홀. (2주 – 교회를 위한 기도)
[교우소식]

원 로 장 로 안태숙
신명열
은 퇴 장 로 박성근
김현옥
류화원
임경섭

오대열 최보길 정갑주
송광운 정동훈 조동헌
정희춘 김한규 박진찬
염인열 조정관 문경준
협동장로 박길영
휴무장로 민상식
은채원 심판구 방충헌
신신우 노용기 정소지
양회선 송양진 김동석
김영식 서윤석 이옥방
김희준 나종문 박종실
양이호

박성순 주영화
최재훈 고영면
허준석 전양현
김방훈 김한택
김 정 김순호
신병호 오수택
조정추 김공식
설원수 최창문
김용원 임은용
박규혁 성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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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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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이단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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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
박미애
이재선 이지혜
[아 멘]
[할렐루야]

인도 : Ⅰ부 이 진 목사
Ⅱ부 송길남 목사
Ⅲ부 김 용 목사

⁎ 송영 Doxology ⁎기원 Invocation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찬송 Hymn… ………… 15(하나님의 크신 사랑), 366(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다 같 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창세기Gen 18:10~15(구21)……………………… 인 도 자

[알림]
(운전봉사 문의 – 나정호 집사 010-3632-5960 / 주차봉사 문의 – 정준수 집사 010-3627-8095)
② 건축기간 주차협력 : 1. 차량 함께타기
			

시 무 장 로 정공수
오남주
조정춘
백형렬
김철수

Ⅰ부 07:50 Ⅱ부 09:40
Ⅲ부 11:30

[모임]

2. 대중교통 이용하기		

3. 1~4주차장 활용

		

Ⅱ. 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 ………………………… 호 산 나 찬양대

		

Ⅲ. 주는 반석…………………………………………… 시

4. 주변 주차장이용 (셔틀버스 운행)

③ 식당관리위원회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주일 식당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2월)

설교 Sermon

교회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구역)
구분
이번주
다음주

주일(9)
341
413

월(10)
342
414

화(11)
343
415

수(12)
344
416

목(13)
345
417

금(14)
411
421

토(15)
412
422

기도제목 : 「합당한 단가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소식]
① 기도회 : 오늘 저녁 예배 후, 101교실. (이번주 – 통일선교팀 / 다음주 – 진미라 집사)

온 찬양대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② (A Great & Powerful Nation)
이 상 복 목사 (Rev. S. B. Lee)

찬송 Hymn… ………………… 93(예수는 나의 힘이요)… ………………………………… 다 같 이
헌금 Offering… ……………… Ⅰ. 최혜령(543)……………………………………………… 오남주 장로
		

Ⅱ. 김세희(543)……………………………………………… 김방훈 장로

		

Ⅲ. 박화자(177)……………………………………………… 정희춘 장로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환영 및 인사 Welcome
⁎ 폐회송 Closing Hymn…………………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다 같 이

●고3 수험생 대상 이단포교 방법 ★의심이 갈 경우 교회에 문의바랍니다.
1. 등하교길 설문조사 2. 고3 입시사이트 활용 3. 다양한 특강 진행 4. 대학교 동아리 홍보 5. 공연관람 초대 6. 심리상담 등
⁎특히 여학생들은 JMS 주의! 호감형의 여선배들을 통해 모델, 승무원 동아리 등으로 유혹 → 성경공부 권유

✽는 일어섭니다.

Ⅳ부 청년예배(오후 1:50) 주의 하고 대비하라(마 24:23~25)

지역별 식당봉사

2월중행사
•9(주) 이단사회대책팀 헌신예배
•16(주)~19(수) 신년부흥사경회
•23(주) 건축위원회 헌신예배

⁎ 축도 Benediction… …………………………………………………………………………… 담 임 목 사

•13(목)~14(금) 청년부 수련회
•17(월)~22(토)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설교 : 송길남 목사

설 교 및 •www.dmchurch.org •twitter : @dmchurchtw •facebook.com/dmch1757
교회소식 •Audio CBS광주방송(999khz, FM 103.1Mhz) : 매주 목요일 오후 9:30, 광주극동방송(FM 93.1Mhz) : 매주 수요일 오전 6:30
•Vod CBS TV(64,96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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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7:00

주일밤예배
이단사회대책팀
헌신예배

인도 : 정동훈 장로(지도)
설교 :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찬양 : 아이네오찬양단]

⁎ 신앙고백……………………………………………………… 다같이
⁎찬

송………………………………… 200(달고 오묘한 그 말씀)

기

도………………………………………… 최남식 집사(총무)

⁎기

⁎ 신앙고백……………………………………… 다같이
⁎찬

송………………… 438(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기

도………………… Ⅰ. 다같이 Ⅱ. 이진철 집사

성경봉독………………………………… 막 1:1(신52)

성경봉독……………………………………… 요일 4:1~6(신391)
찬

양…………………………………………………아멘 찬양대

설

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원……………………………………… 인도자

찬

양………………… Ⅰ. 김민수 Ⅱ. 한나 찬양대

설

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

특

송………………………………… Ⅱ. 120지역

선교기도·교회소식… ……………………………………… 담당자

선교기도·교회소식… ……………………… 담당자

⁎ 폐 회 송……………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다같이

⁎ 폐 회 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다같이

도…………………………………………………… 담임목사

⁎축

⁎축

도…………………………………… 담임목사
다음주 기도 : 주영화 장로

이번주 예배위원/다음주
구분

1부
송광운/정동훈

2부
김한택/김철수

3부
김한규/박진찬

안내
및
헌금

박희영 조국광 최달원
류재순 이태옥 김소연

정현로 김현우 김종엄
정우인 나지현 이영희

조도익 오영남 정완채
김지철 정명자 이미정

오남주/송광운

김방훈/김한택

정희춘/김한규

기도

주영화/오남주

문경준/염인열

조정춘/정희춘

차량안내

정준수

손갑석

오영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칠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레 19:3, 신 5:12, 사 56:2~7)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노아의 후손들을 그들의 언어와 종족을 따라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리
고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창12:1-3). 창12-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훈
련과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단은 계속되지만 18장에서는 제법 성숙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의 아브라함의 성숙한 이 모습이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며,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1. 언약과 순종/창17:23-27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 중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습니다(창16:16).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17:1). 13년간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얻는 인간
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단하고 그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자신과 이스
마엘을 포함하여 모든 남자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17:26).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신뢰이며, 언약의 증표입니다. 교회의 세례
와 같은 것입니다.
2. 섬김과 겸손/창18:1-8
날이 뜨거운 때, 장막 문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18:1-2). 그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은 급히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최선을 다해 접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99
세의 노인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과 겸손으로 호의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들은
그의 친구가 되고,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듯이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를 찾아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한 자, 환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축복과 공도/창18:16-19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확인시킵니다(18:18).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12장에 장차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13장에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는 연
합군을 격파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쪼갠 짐승들로 언
약을 채결 한 후,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는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야 합니다(겔47). 또한 강대한 나라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창 18:19).
지혜와 공의의 계명이 우리를 바르고 강하게 합니다. 결국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님의 백성이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지침 제목 :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 ②
요일 날짜 찬송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송길남 목사, 정요한 목사
산상기도회 목요일 오전 10시
자유롭게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정요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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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주중집회 안내

■ 노종남 선교사 : 1. 태국 치앙롸이 지역에 치유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 (창18:16-19)

2020년 2월 2일 이상복 담임목사 설교 중에서…

문58. 제 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선교기도제목

말씀의 샘터

인도/설교 : 이용재 목사
[찬양 : 화평찬양단]

원……………………………………………………… 인도자

⁎기

오전 10:00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6:50

국내후원교회 소개(총 128교회)

성 경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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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70 창 15:1~11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화

11 272 창 3:15~24

여자의 후손

수

12 279 시 2:1~12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권 웅 이금계 권강현 권서현(5별구역, 황규팔)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목

13 292 창 28:10~22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배권호 쉬쉬 배혜미 양기(7별구역, 신천수)

2. 마을 100% 신자화를 위해

금

14 280 출 32:21~35

모세의 기도

3. 자립하는 교회 되도록

토

15 286 사 56:1~8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웅동교회 (전남 광양시) (전남 고흥군)
- 서승기 목사 / 유형자 사모

월

2. 한국에 치유힐링센터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 이용웅 백운학 선교사 : 1. 섬기는 의정부 펠로우십교회 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2. 경기북부 이주민사역자 모임인 ‘열방선교네트워크’대표직을 잘 감당하고 연합과 섬김의 본이 되도록!

지난주 봉헌자

금주의 강단 꽃꽂이 :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건축헌금 구정희 김덕희 김민우 김석주 김선임 김성환 김승아 김정남 김종심 김창순 김한택 나태연 노길녀 문원주 문현희
박길영 박민식 박복희 박소희 박영신 박정영 박현정 방충헌 서순팔 송민정 신필복 이나라 이범래 이수현 이유현
이재후 이진철 이효순 장정자 정복순 정부자 정준영 조영조 조윤아 진기식 최 찬 최병학 최정심 황길자 무명
십일조Ⅰ 고영면 고은순 김귀례 김길순 김명수 김보정 김성자 김원강 김윤례 김재아 김진남 김현희 김효순 나영화 노명남
(1,2,3교구)
노하송 동인숙 문경준 문주원 민인덕 박미례 박소희 박오주 박정옥 송민정 신영민 신재식 신현옥 심재문 안미정
양예은 오은권 왕태교 원금례 위성민 위재윤 위지은 유다인 윤경아 이건철 이대성 이만희 이부길 이상흥 이수현
이양숙 이의준 이정영 이정자 이정진 이태민 임막엽 임복례 임성락 임성희 정 진 정덕희 정명표 정미영 정인하
정호영 조양순 조혜인 조효숙 주수만 최금희 최정심 최해자 추수경 한국한 허은미 홍기화 황 록 황길자 무명
십일조Ⅱ 강순이 권재환 김광식 김광원 김규정 김동순 김득순 김문숙 김선임 김수형 김영신 김재승 김재열 김정화 김현용
( 4 , 5 교 구 ) 김현주 김화정 나경수 나준용 노종철 문태현 박금례 박덕례 박성진 박영자 박자영 박종철 박주훈 박철홍 박태규
박하람 박희나 백형렬 서인숙 소회천 송경화 송복자 송승룡 염인열 오복실 위성화 이금자 이순덕 이연님 이형란
이형준 이혜경 임경섭 임도섭 임명자 임복희 임창순 장정자 전동임 정 권 정경수 정애숙 조금옥 조동헌 조영중
조은경 채만임 최순아 하상래 한성일 허성필 허현정 무명
십일조Ⅲ 곽순영 곽옥금 구정희 김공식 김대연 김명일 김미숙 김민우 김병윤 김봉남 김숙현 김순임 김순호 김신희 김안순
(6,7,8교구) 김옥선 김용옥 김은혜 김인숙 김정원 김제윤 김준태 김지혜 김태희 김한택 나태연 노용기 노주미 리만석 문 인
문경기 문대현 문병금 문원주 문창님 민상식 박매월 박민식 박원일 박정영 박종관 박종실 박지영 박진범 박진찬
박해열 박효철 성덕호 송안숙 송유경 신성인 신한울 심판구 안진옥 안태숙 양순회 오수택 유성일 이민수 이삼숙
이수정 이승환 이윤자 이종엽 이창범 이창원 이희숙 임강택 임민수 장동용 장미영 장윤희 장인선 정갑주 정광현
정부자 정성실 정수인 정시환 정준영 정현주 정현철 정희운 조윤아 조철현 진기식 진채리 진행자 채범석 최 찬
최영종 최해종 하금비 한용숙 한주섭
월정헌금 강복순 강송님 고금주 김미화 김승아 김옥선 김정남 김지영 김창수 나춘기 나효임 박근미 박삼순 박순자 범선균
유민숙 이광수 이금희 이덕수 이승환 이영인 이진철 이형묵 이화자 이효순 장숙례 장지선 정연옥 정요원 정준영
최록림 최병학 최양님 최현정 한승용 허성필
생일헌금 권병민 김 옥 김정주 이의준 이호재 최수복
감사헌금 강복순 강창원 계정일 고성환 고영면 고차복 고혜진 김명현 김미순 김민환 김병호 김상진 김상호 김선경 김성자
김연례 김연숙 김영초 김은홍 김익호 김재열 김종엄 김창순 김천수 김태은 김한결 김한샘 김형석 김효심 김희숙
나은별 남명철 남아라 노길녀 노이순 노점애 모영만 문덕주 민상식 박규혁 박길영 박민용 박성근 박영신 박정순
박종님 배길자 백매단 백연기 백현숙 선 행 송영래 송은혜 심숙영 안판곤 양예은 양하영 염인열 오경표 오남주
오다명 오대열 오재순 오형철 유다복 윤삼금 윤장원 이 순 이명석 이보연 이삼숙 이상복 이성금 이승희 이양숙
이연님 이원자 이월옥 이윤남 이윤자 이은숙 이인규 이재영 이현순 이환희 임도섭 임수길 임연식 임오차 장명자
장정자 전상돈 전수현 정관용 정동주 정부자 정소남 정수경 정완채 정요한 정희운 정희진 조금옥 조동헌 조명희
조원창 조정관 조종엽 최 찬 최신아 최은희 최정훈 한양춘 한용숙 허남기 허형화 홍선웅 홍준자 황건영 황광엽
황길자 황승옥 황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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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교헌 금 : 신협(48) 08035-12-006441
세계선교헌금 : 신협(48) 08035-12-006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