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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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밤
새가족부
예 배 영어훈련
중국어예배
수요예배
구역모임
새
벽
기도회 산
상
금
요 금요일 오후 8:00

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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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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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프로그램 안내
시 간

장 소

담당자

일 과 영 성 화요일 오후 7:30 온 라 인 최 민 흥
성경파노라마 화요일 오후 7:00 온 라 인 김 대 열
교 리 교 육 수요일 오후 7:30 본

당 최종휴

성경전문학교 화요일 오전10:00 문화관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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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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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길 영
동 명 비 전 스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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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도 폭 발 주 일 오후 2:30 문화관 505
선 교 훈 련 원 목요일 오후 7:00 문화관 404 주 영 화

섬기는 이들
부 목 사
교육목사
협동목사
여전도사
교육전도사
사무국장
파송선교사

황규팔
김대열
최종휴
김성숙
봉경종
박성순
김신호
정영철
서한철

최민흥
김경묵
김효시
공자영
고성환

정요한 송길남 조진만 정성수
이상흥
정경현 은정인 함주연
임신영 정여진 김마리아

임한곤 주영찬 조에녹 이선남 최 석
김민성 주영규 허 준 최성열 박행순
노종남 양회성 양보라

시 무 장 로 최보길
정동훈
박진찬
문경준
원 로 장 로 안태숙
신명열
은 퇴 장 로 박성근
김영식
김희준
양이호

정갑주 박성순 주영화
조동헌 최재훈 조정춘
허준석 전양현 백형렬
김방훈 김한택 김철수
협동장로 박길영
휴무장로 정공수
은채원 심판구 방충헌
신신우 노용기 정소지
양회선 송양진 김동석
서윤석 이옥방 김용원
나종문 박종실 박규혁
오대열 민상식 고영면

오남주 송광운
정희춘 김한규
염인열 조정관
김 정 김순호
신병호 오수택
조정추 김공식
설원수 김현옥
임은용 류화원
성요섭 임경섭

협력선교사 (국내) 이대수 양승호 김요한 이용웅 조용성 박준범 신충우 유진우 (아시아1) 알빈빠그리나완 소광은 제사벨
이광수 김재성 전상렬 신동석 황태연 박마태 정규진 최재영 우신득 정윤기 제니스 정학신 (아시아2) 김성희
김성곤 권정현 황진호 이홍범 공베드로 채종석 정병설 양정금 양윤희 (아시아3) 김영욱 조은길 유정희 우도선
임권동 송야곱 김병관 정익모 이호진 정미 김유관 (북방1) 함마태 이안드레 정대위 박기성 정병구 김화순 이 삭
(북방2) 주광염 강신석 최근욱 윤한철 몽골장로신학교 (미주) 김성일 김병균 김명수 김영덕 문경렬 허요한 이상
열 (구주1) 조환희 홍기영 조덕순 김충성 김광수 김성일 박병주 김아엘 최 영 이영호 박재필
(구주2) 소방은 장재영 범모세 조규태 신성자 박성기
협력선교단체 GMS, GBT, 모퉁이돌, 외국인선교회, 경찰선교회, 생명의 전화, 복내전인치유센타, 학복협, 광주이단상담소, 교통
문화선교회, 선한의료인들, GMS중앙아시아개혁신학교, GMP, 한국형선교개발원, 컴패션, 다민족사역
찬 양 대 [임마누엘] 지휘 채범석 반주 구복희 김수형
[호산나] 지휘 이재영 반주 박정신 조유진 관현악단
[시
온]
정요원
김서진 이지혜
[한
나]
구성희
이재선 모혜민
[아 멘] [할렐루야] [아이네오찬양단] [화평찬양단]

www.dmchurch.org

교회소식

주보에 나오는 소식과 교우동정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7000전도프로젝트/전 기관, 전 성도가 2년간 기도 7천명, 복음제시 4천명, 인도 1천명이상 실천.
(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함과 복음제시 요청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간행사] 신년부흥사경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① 장년부 교회학교 헌신예배 : 오늘 저녁에 드립니다. (장학증서 수여)
② 새벽기도회 : 현장(101교실)과 온라인(유투브 활용)으로 진행.
③ 학습, 세례 문답식 : 20(토), 오후 4시 / 세례식 – 21(주) 저녁 예배시
•교회건축 :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1) 건축기간 주차협력 : 1. 차량 함께타기 2. 대중교통 이용하기 3. 1~4주차장 활용
4. 주변 주차장이용(셔틀버스 운행 / 조선대 주차장)
2) 주일예배 셔틀버스 운행시간
1부예배 조대공대(치대건너편) - 동구청 - 문화전당부설주차장 - 교회출발
		
(07 : 35분출발)
(07 : 37)
(07 : 38)
(09 : 00)
2부예배 (09 : 10분출발)
(09 : 12)
(09 : 13)
(09 : 15)
		
(09 : 25분출발)
(09 : 27)
(09 : 28)
(10 : 50)
3부예배 (11 : 00분출발)
(11 : 02)
(11 : 03)
(11 : 05)
(11 : 15분출발)
(11 : 17)
(11 : 18)
(12 : 40) 		
⁎귀가시는 각 예배 후 10분후에 출발 (하차장소 : 조대공대-동구청-아시아부설주차장)
⁎교회 인근 주차는 절대금지 (장애인, 노약자 등은 본당 앞 주차)
[모임] ① 정기제직회 : 오늘(14) 저녁예배 후.
② 금요기도회 : 19(금) 저녁 8시, 101교실.
③ 전남노회 남전도 연합회 정기총회 : 20(토) 오후 5시, 문화관 305호.
④ 경로대학(65세 이상) 개강 : 17(수) ~ 6/2(수),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10주), 101교실.
[교우소식] ① 장 례 : 422구역 장정자 권사 남편 (주영찬 선교사 형)소천, 13(토) 발인.
[알림] ① 다음주일 저녁예배 : 예배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② 중보기도 카드 미수령자와 그루터기 대원들 중 재헌신을 원하는 분은 오늘(14)까지 기도카드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③ 전도폭발 43기 온라인 훈련 : 오늘(14) ~ 6/6(주) 총13주간. 온라인 ZOOM으로 진행.
(문의 – 고정훈 집사 010-3648-1687)
④ 일과 영성(FWIA)강의 : 16(화) ~ 4/13(화) 매주 화요일(5주간), 저녁7: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
(강사 – 최민흥 목사, 교재비 – 1만원)
⑤ 성경 영혼론(성경교리) 강의 : 17(수) ~ 5/5(수) 수요예배 후, 격주로 진행(5강).
(강사 – 최종휴 목사 / ‘성경 영혼론’도서 구입(선택) - 1만원)
⑥ 2021년도 교회수첩이 제작되었으니 교구장을 통해 1가정당 1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내용은 메모하여 사무실로 28(주)까지 전달바랍니다)
⑦ 전남노회 동부시찰 : 19(금) 오후 2시, 봉선중앙교회.
⑧ 전남노회 고시일정 : 30(화) 오후 4시, 평안교회.
⑨ 이단사회대책 : 이단인 구원파(박옥수)의 <CLF 월드컨퍼런스>를 경계하시고, 참여요청을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⑩ 대심방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7교구
8교구

송길남/김성숙
정요한/정경현
황규팔/공자영
정성수/공자영

16(화)-125구역 김공덕 집사
17(수)-212구역 박지영 집사 / 19(금)-213구역 김향란 권사
16(화)-312구역 김양심 권사 / 18(목)-315구역 이일례 권사
19(금)-422구역 김종심 권사
17(수)-723구역 나춘자 권사
18(목)-845구역 송성례 권사

주일(14)
536
546

월(15)
537
547

화(16)
541
611

수(17)
542
612

목(18)
543
613

금(19)
544
614

토(20)
545
615

기도제목 : 「건축 중에도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더 풍성히 진행되게 하소서」
[선교소식] ① 기도회 : 오늘(14) 저녁예배 후, 101교실.
② 광주 LMTC 강좌 : 18(목) 저녁 7시, 온라인 ZOOM으로 진행. (광주외국인근로자 선교회 단체 & 사역소개–석창원 목사)
③ 선교사업 지원 : 정병설 선교사(캄보디아 협력)의 이동 안경 사역 지원. 사용하지 않는 안경을 기증받습니다.
(주관 – 세계선교위 / 문의 – 조진만 목사 010-3563-6211)
● 코로나 19와 이단들의 수험생 포교 ★의심이 갈 경우 교회에 문의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포교에도 변화 예상 : 이단 신도가 지인 수험생에게 개별 접근 또는 수험생인 이단 신
도가 직접 포교 방식 예상됨. - 포교에 앞서 대상자의 관심사, 고민 등 조사 후 접근하니 주의
•수험생 이단의 포교법 : SNS 및 캠퍼스 커뮤니티 활용, 텔레마케팅, 설문조사 등과 교회 밖 성경공부, 비밀 성경공부는 ‘조심
이 안심’

3월중행사
•14(주) 장년부교회학교 헌신예배/제직회
•21(주) 예배위원회 헌신예배, 세례식		

•20(토) 학습세례문답		
•28(주) 성찬식		

광주동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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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29(월)~4/3(토) 고난주간

최 기 채

Elder Pastor Choi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행 9:31)

담임목사

주 일 낮 예 배

Gi

Chae

Sang

Bok

이 상 복

Senior Pastor Lee

Ⅰ부 07 : 50 Ⅱ부 09 : 40
Ⅲ부 11 : 30

인도 : Ⅰ부 김경묵 목사
Ⅱ부 정성수 목사
Ⅲ부 김대열 목사

⁎ 송영 Doxology ⁎기원 Invocation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찬송 Hymn… …………………………27(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 같 이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Ⅰ. 김한규 장로 Ⅱ. 주영화 장로 Ⅲ. 조정관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 담 당 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Ps 85 : 8~13(구865)……………………… 인 도 자
찬양 Praise… ………………… Ⅰ. 533(우리 주 십자가)… ………………………………… 김 은 혜
		

Ⅱ. 영원 하리로다…………………………………………… 최 재 훈

		

Ⅲ.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 윤 민 재

설교 Sermon

교회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구역)
구분
이번주
다음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정한 대한독립(True Independence)
이 상 복 목사 (Rev. S. B. Lee)

헌금 Offering… ……………… 581(주 하나님 이 나라를)… …………………………… Ⅰ. 박진찬 장로
			

Ⅱ. 오남주 장로 Ⅲ. 문경준 장로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환영 및 인사 Welcome
⁎ 폐회송 Closing Hymn………………………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다 같 이
⁎ 축도 Benediction… …………………………………………………………………………… 담 임 목 사
✽는 일어섭니다.

Ⅳ부 청년예배(오후 1:50) 믿음은 현재, 신뢰는 미래(창 39 : 19~23)

설교 : 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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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7:00

장년부 교회학교
헌신예배

원……………………………………………………… 인도자

기

송……………………………… 539(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도………………………………………… 정 권 집사(서기)

성경봉독……………… 마 11 : 28~30(신18)/이순례 권사(회계)
설

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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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원……………………………………… 인도자

⁎ 신앙고백……………………………………… 다같이
⁎찬

송……… 545(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뵈어도)

기

도………………………………… 정남철 집사

성경봉독……………………… 창 22 : 9~14(구28)
설

교………………………………… 시험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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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담임목사

도…………………………………………………… 담임목사

- 성경 영혼론 교육 다음주 기도 : 조승삼 집사

이번주 예배위원/다음주
안내
및
헌금
기도
차량안내

1부
허준석/전양현

2부
송광운/정동훈

3부
김방훈/김한택

박대일 최영종 장숙례

임강택 박민식 김숙자

김성환 고영두 강민주

박진찬/허준석
김한규/박진찬
정준수

오남주/송광운
주영화/오남주
손갑석

문경준/김방훈
조정관/문경준
오영남

신도게요서

■ 송야곱 ·한드림 선교사 : 1. 말루끼와 주변의 마을 주민들, 길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

3.1 운동과 기독교 (시 33:4-12)

2. SRT 사업이 축복의 통로로 서가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와 한국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 제직회 

구분

선교기도제목

말씀의 샘터

인도/설교 : 김경묵 목사
[찬양 : 화평찬양단]

⁎ 신앙고백……………………………………………………… 다같이
⁎찬

오후 7:00

인도 : 김영호 집사(총무)
설교 : 김대열 목사

[찬양 : 아이네오찬양단]
⁎기

수요예배

제1장 성경에 관하여

I. 3.1운동과 민족의 종교들
불교는 만족최대 종교인 두 분이 민조고대표로 참여하고 젊은 승려들이 동참했지만, ‘조선의 팔만대장경을 빼앗으려 혈
안인 일본으로부터 경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주교는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대표가 없습니다. 한 기록에는
천주교 신부들이 오히려 그의 신자들이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봉쇄했다고 합니다. 3.1운동 당시 조선 전체
인구는 1,600백만 명이었는데, 천도교 신자는 3백만 명이었고, 민족대표는 15명이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
니다.
그러나 민경배 교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3.1운동이 기독교운동이었다고 선언합니다. 민족대표 33명 중 16명
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숫자를 넘어, 3.1운동의 내용과 방법 전체가 기독교적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개신교는 약
22~25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5% 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 자료를 보면 ‘신앙이란 견고한 유대로 결합
된 무시할 수 없는 조직체이다.’라고 했습니다.
II. 3.1 운동의 기독교 성공의 요인들
어떻게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개신교가 이런 큰일을 이뤄낼 수 있었는가?
첫째, 선포한 모든 내용과 방법과 과정이 기독교, 즉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천부
적 자유와 평등사상을 강조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주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엡3장).
둘째, 숫자가 아니라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선 것입니다. 선교사, 목사, 장로, 기독 학교 학생, 특별히 여성들이 탁
월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의 신앙고백일 뿐만 아니라 민족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표현으로 했습니다.
셋째,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할 때, 민족의 예의를 갖춰 고종황제의 인산일(3월 3일)을 피했고, 주의 날인
주일(3월 2일)도 피해, 3월 1일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학교들
을 통해 지역을 나누고, 다른 종교인 천도교, 불교와도 함께 했습니다. 각지역마다 장날, 장터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III. 3.1 운동의 결과
첫 번째, 3.1운동 후 1920년부터 24년까지, 기독교 교인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3.1운동은 미완성이며, 아직 진행 중입니다. 3.1독립선언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하며, 우리의 신앙고백
이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기도와 헌신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된 연합의 모습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민족이 함께 외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한독립만세’, 그것이 민족의 소망이었고 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과 함께 호흡하고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민족의 등불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
망합니다.
2021년 3월 7일 이상복 담임목사 설교 중에서…

7.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서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
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 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출
되고 개진되어 있어서 학식 있는 자들만 아니라 무식자들도 통상한 방편을 정당히 쓰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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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예배지침 제목 : 진정한 대한독립

새가족 환영

할 수 있다. (벧후 3:16, 요 16:17, 요 6:60, 시 119:105, 130, 행 17:11, 12)
요일 날짜 찬송

주중집회 안내

국내후원교회 소개(총 69교회)

성 경

28 시 33:1~12

제

월

15

화

16 325 시 85:1~13

주의 은혜와 회복

수

17 284 신 4:1~8

공의롭고 큰 나라

목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현장/온라인)
정성수·정요한 목사

•열매교회

산상기도회 목요일 오전 10시
자유롭게

1. 지역복음화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목

18 427 시 119:97~106 주의 계명이 주는 지혜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김대열 목사

2.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

금

19 202 사 40:1~8

영원한 말씀

3.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토

20 310 롬 2:6~16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 이창열 목사 / 고은희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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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민(226구역, 진성은)
황린핑 오현혜(중국어예배, 서인정)

■ 김병관 ·온현정 선교사 : 1. 안식년 이후, 연장교육 마무리하는 한 해, 주님의 음성에 깨어 있어서 회복과 훈련 이후 부르

심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순종하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2. 가족의 건강과 맡겨주신 모든 관계
와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난주 봉헌자

금주의 강단 꽃꽂이 :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건축헌금 강영해 김득례 김상진 김신희 김정민 나선임 모영만 문원주 박동원 박소희 박정영 박종관 서상우 신점식 신진옥
양은혜 염충열 이보영 이승희 이연순 이윤자 이재선 이형란 진경숙 진나래 황대양
십일조Ⅰ 강영해 강화순 고성환 고영면 김방훈 김정철 김춘배 김희순 김희준 나영화 나정자 나종문 나지현 동인숙 문경순
(1,2,3교구)
박미애 박소희 박일순 방지자 백옥자 서옥귀 송금옥 송기모 송일성 신송엽 신영민 심영효 안미정 안영심 양이호
염충열 오치영 윤성원 이대성 이보영 이양숙 이영숙 이영주 이일례 이재선 이진숙 임숙희 정경수 정경희 정문순
정온순 정정희 주옥순 최달원 최정심 최해자 추수경 한영숙 허형화 213무명 331구역
십일조Ⅱ 고성자 김미주 김삼순 김선기 김순덕 김재희 김한규 김현석 김희정 마선혜 문희선 박성진 박순례 박영희 박윤자
(4,5교구)
박윤희 박정운 백형렬 손정란 송경화 심명남 양석순 양은혜 위성화 위수영 유재상 이민수 이승현 이영순 이월심
임수택 임평진 장용혜 정명자 정병운 조동헌 조양심 최보길 최연진 최은주 최정민 한성일 한춘자 황대양 황선주
무명
십일조Ⅲ 권종수 김공식 김대연 김봉남 김순호 김신희 김안순 김용님 김우상 김우정 김인숙 김정현 김제윤 김지혜 김춘순
(6,7,8교구) 나선임 노승환 노용기 문덕주 문영재 문원주 박경림 박광열 박동원 박상현 박원일 박인숙 박정영 박종관 박종실
박진범 박진호 서상우 서한철 송인숙 신성인 심재호 안태숙 오선영 윤혜정 이경연 이보연 이삼숙 이수정 이순희
이승환 이영인 이종래 이창근 이회동 이희숙 임 준 임명자 임민수 장기운 장동용 장미영 정부자 정성수 정성주
정수인 정현주 정희춘 조강원 진채리 최병우 최보길 최삼열 한동헌
월정헌금 강형구 김숙자 김순덕 김창수 김현숙 노종철 모영만 문경운 문정숙 박성연 박종애 박종우 손정예 안은정 우외순
윤연화 이광수 이권욱 이선영 이승환 이승희 이형묵 이효순 정귀순 정소남 정정희 최순복 최정열 최혜령 한마음
생일헌금 김민우 박규혁 박미애 서옥귀 신상윤 신한울 윤정화 이재순 조경희 조난희 조승삼 최병우 최정열
감사헌금 강옥재 고성환 고자경 고정훈 고차복 고향자 구제민 권영자 김대열 김득례 김명오 김문숙 김미순 김민우 김보배
김선옥 김안순 김영미 김영초 김용원 김우정 김윤자 김율희 김익호 김인숙 김재기 김정미 김정민 김종임 김춘배
김춘순 김현아 김현철 김화자 김효시 나경수 나미숙 나효임 남복순 노승환 맹옥림 문경준 문순덕 박 미 박길영
박명숙 박신의 박용만 박정옥 박창완 박혜선 박홍련 박희영 방지자 서희숙 선만호 송유선 신성인 양승주 염인열
오용균 우외순 윤민재 윤복임 윤성원 윤이순 윤장원 이강복 이규임 이금남 이명석 이병주 이상복 이선영 이순희
이은선 이은숙 이인규 이정례 이진철 이형란 이형준 이회동 임수택 임승순 임창순 장정근 전동임 전상돈 전혜선
정동훈 정미우 정병운 정성수 정요한 정찬애 정혜정 정희진 조윤아 조정관 조창오 주상님 최 찬 최경옥 최정민
최정훈 추명숙 한성일 허형화 홍수미 황석찬 황승민 무명

온라인헌금
십 일 조 : 1,2,3교구 - 신협(48) 131-004-128527
4,5교구 - 신협(48) 131-004-128534
6,7,8교구 - 신협(48) 131-004-128541
생일헌금 : 신협(48) 131-020-630679
감사헌금 : 신협(48) 131-004-128558

주 일 헌 금 : 신협(48) 131-020-979888
건 축 헌 금 : 신협(48) 131-004-127748
국내선교헌금 : 신협(48) 131-004-130590
세계선교헌금 : 신협(48) 131-004-130610
생 일 헌 금 : 신협(48) 131-020-630679
월 정 헌 금 : 신협(48) 131-020-646368
절 기 헌 금 : 신협(48) 131-020-715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