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10일 통권 32  -  19  

은혜로운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만용 부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움츠려 있습니다. 
 세상은 잰 걸음으로 가고 있고, 
 집안에 가만있다고 불행이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을 막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주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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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배  순  서

주일낮예배

사

회

일산 전성준 목사 한시온 목사 박참한 목사 장지원 목사 이영규 목사 이원석 목사

운정 이준오 강도사 박윤수 목사 신성재 목사 박병도 목사 온성진 목사 진정환 목사

찬 양 
Praise

나의 안에 거하라 /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시편교독

「시편 25편 1절~8절」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인도자 :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청   중 :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인도자 :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청   중 :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인도자 :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청   중 :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인도자 :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같이 :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주기도송

 「은혜로 찬양」 356장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

도

일산 박태석 집사 김상수 장로 오흥근 장로 박운규 집사 남성우 집사 오한석 집사

운정 하종철 집사 박승경 장로 김장헌 집사 하운선 집사 신동일 집사 이원영 집사

찬 양 송축해 내 영혼 

성경봉독 

시편
101편
1절~2절

(구약 8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5절 (신약 274페이지)

1Corinthians 10:1~5

설 교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박광석 목사 

신령한 백성 (2) 
“Spiritual People (2)”

박광석 목사
Senior Pastor. KwangSuk Park

 찬양과 헌금 /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축도

1부 2부
3부

Simultaneous 
Interpretation

4부 5부 6부

오전 9:45

        10:00

오전 11:45

         12:00

오후 1:45

        2:00

오후 3:45

       4:00

오후 5:45

       6:00

오전 7:45

       8:00 

찬         양

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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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표기도 순서 기도 순서에 관한 문의는 일산( i ) - 박동진 목사, 운정(u) - 박병도 목사에게 해 주십시오. 

3
일산 이진희 목사 박참한 목사 장지원 목사 박동진 목사 조현식 목사 이영규 목사 박참한 목사

운정 김현준 목사 신성재 목사 박윤수 목사 진정환 목사 설임수 목사 유두환 강도사 박병도 목사

10
일산 박태석 집사 김상수 장로 오흥근 장로 박운규 집사 남성우 집사 오한석 집사 최순자 집사

운정 하종철 집사 박승경 장로 김장헌 집사 하운선 집사 신동일 집사 이원영 집사 한재숙 권사

17
일산 이정범 집사 박병택 장로 하창수 장로 주효만 집사 최강준 집사 이수익 집사 명경옥 집사

운정 고재범 집사 박국현 집사 오중식 장로 이태철 집사 박천기 집사 김준수 집사 유현희 집사

24
일산 박효근 집사 박명규 장로 조동웅 집사 박영용 집사 이원열 집사 오창준 집사 문미옥 집사

운정 권은기 집사 이성조 장로 조규석 집사 윤임택 집사 이선흠 집사 조호현 집사 최혜숙 집사

31
일산 박동극 집사 이병옥 장로 이현수 장로 임윤식 집사 이승열 집사 이상헌 집사 김보긍 집사

운정 이광진 집사 변종영 집사 이용호 장로 안영룡 집사 오창식 집사 유덕상 집사 윤경란 집사

일      2부1부 3부 4부 5부

오전 10:00오전 8:00 정오 12:00 오후 2:00 오후 4:00

주일 낮 예배 

수요1부6부

오후 6:00

철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10:00~0:00

일산 박동진 목사
마가복음

4장 26절~34절

1. 생명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
2.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3.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믿음에 결실을 맺도록
4. 성도들의 가정, 생업,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
5.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운정 설임수 목사 

인도자   성 경 기도제목   

수요예배                                                                    
1부: 오전 10:30 / 2부: 오후 7:30

사      회 박동진 목사 신성재 목사 이원석 목사 유두환 강도사

기      도 최순자 집사 한재숙 권사 다함께

성경봉독 
욥기 

3장 11절~26절
요한복음

4장 3절~19절
사도행전 

16장 16절~26절

설      교  
욥의 한탄 (2)
박광석 목사

목마름의 
유일한 해갈
이원석 목사

하나님의 
크신 계획
유두환 강도사

  1부 예배 2부 예배

  일산 일산운정 운정

수요2부: 일산 - 뮤직홀  /  운정 - 3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새벽기도회: 일산 - 1부는 대예배실, 2,3부는 뮤직홀, 주일은 1부만  /  운정 - 1,2,3부는 3층 예배실, 주일은 1부만 드립니다.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 2부: 오전 7:00 / 3부: 오전 9:00

마태복음
21:8~17

사무엘하
22:1~7, 17~20

요한복음
3:26~36

히브리서
10:11~18

갈라디아서
5:16~26

누가복음 3:31
역대상 3:4~9

일산 하정훈 목사 박참한 목사 이진희 목사 이영규 목사 한시온 목사 이원철 목사

운정 온성진 목사 이준오 강도사 박윤수 목사 진정환 목사 김현준 목사 이준오 강도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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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  학  교                      일산 ( i )

탁아부(2세미만) 김미옥 전도사

2부 오전 10시

4층 탁아부실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영아부(3세이하) 김미옥 전도사

2부 오전 10시

5층 영아부예배실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유아부(4~5세) 김영주 전도사

2부 오전 10시

5층 유아부예배실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유치부(6~7세) 이인희 전도사

2부 오전 10시

5층 유치부예배실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초등1학년 정재형 강도사
2부 오전 10시

4층 교육실3
3부 정오 12시

초등2학년 곽지형 목사
2부 오전 10시

4층 교육실2
3부 정오 12시

초등1·2학년 정재형 강도사 4부 오후 2시 4층 교육실3

초등3학년 하정훈 목사
2부 오전 10시

4층 교육실1
3부 정오 12시

초등4학년 김경우 전도사
2부 오전 10시

1교육관 501호
3부 정오 12시

초등3·4학년 이영규 목사 4부 오후 2시 4층 교육실1

초등5학년 이진희 목사
2부 오전 10시

1교육관 502호
3부 정오 12시

초등6학년 이원철 목사
2부 오전 10시

1교육관 503호
3부 정오 12시

초등5·6학년 이진희 목사 4부 오후 2시 4층 교육실2

중등1학년 조현식 목사 3부 정오 12시 2교육관 702호

중등2학년 조현식 목사 3부 정오 12시 2교육관 703호

중등3학년 현순식 목사 2부 오전 10시 2교육관 703호

고등1,2학년 한시온 목사 2부 오전 10시 2교육관 702호

고등3학년 김정웅 목사 2부 오전 10시 2교육관 701호

중·고등 전학년 이원석 목사 4부 오후 2시 2교육관 701호

사랑의 교실 전성준 목사

2부 오전 10시

3층 사랑의교실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청년1부(20~25세) 강현규 목사 4부 오후 2시
(본 예배후 부별모임/

3시 20분)

오픈홀

청년2부(26~32세) 박참한 목사 4부 뮤직홀

청년3부(33~40세) 장지원 목사 4부 4층 교육실2

소망학교 박동진 목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뮤직홀

교육부서 지도교역자 부수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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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 u )

탁아부(2세미만) 김경미 전도사

2부 오전 10시

2층 탁아부실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영·유아부(3세~5세) 김경미 전도사

2부 오전 10시

2층 영·유아부예배실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유치부(6세~7세) 민혜영 전도사

2부 오전 10시

2층 유치부예배실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초등1,2,3학년 유두환 강도사

2부 오전 10시

2층 교육실1

3부 정오 12시

초등4,5,6학년 이준오 강도사

2부 오전 10시

2층 교육실2

3부 정오 12시

초등 전학년 김현준 목사 4부 오후 2시 2층 교육실1

중등1,2,3학년 온성진 목사 3부 정오 12시 3층 예배실

고등1,2,3학년 설임수 목사 2부 오전 10시 3층 교육실3

중 ·고등 전학년 온성진 목사 4부 오후 2시 3층 교육실3

사랑의 교실 진정환 목사 2부 오전 10시 3층 사랑의 교실

청년1부(20~25세) 신성재 목사 4부

오후 2시
(본 예배후 부별모임/

3시 20분)

2층 교육실2

청년2부(26~32세) 박병도 목사 4부 2층 교육실1

청년3부(33~40세) 박윤수 목사 4부 3층 교육실3

소망학교 박병도 목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교육부서 지도교역자 부수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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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제자훈련초급반 

초급반(여)
일산( i )

장지원 화요일 오전 10시 1교육관 501호 [일산] 신진혜 010-8669-4585

강현규 화요일 오전 10시 1교육관 502호 [일산] 김소연 010-6266-4210

조현식 목요일 오전 10시 4층 교육실1 [일산] 김현정 010-9014-1605

초급반(여) 
운정(u)

박윤수 화요일 오전 10시 2층 교육실1 [운정] 조윤실 010-3018-2599

설임수 화요일 오전 10시 2층 영유아부 [운정] 구지영 010-2473-3012

초급반(남)
일산( i ) 현순식 주일 오후 4시 1교육관 501호 [일산] 정민 010-5013-9386

초급반(남)
운정(u) 김현준 주일 오후 4시 3층 콰이어 연습실 [운정] 노일평 010-4696-6211

초급직장반
일산( i ) 박참한 화요일 오후 8시 4층 교육실2 [일산] 고희주 010-8929-7156

초급직장반
운정(u) 진정환 화요일 오후 8시 2층 교육실1 [운정] 김유진 010-9907-9161

제자훈련사역반

사역반
일산( i )

박동진 화요일 오전 10시 1교육관 503호 [일산] 이지연 010-2401-2687

한시온 화요일 오후 8시 4층 교육실1 [일산] 이명애 010-9171-1380

사역반
운정(u )

박병도 화요일 오전 10시 1층 카페테리아 [운정] 김잔디 010-8765-5873

신성재 화요일 오후 8시 2층 교육실2 [운정] 계도영 010-4794-1342

일반양육

구역장훈련 박광석 주일 오후 3시 10분
3층 예배실 [일산]

교   회
915-4550

3층 예배실 [운정] 956-3770

새가족모임 박광석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민제원 [일산] 010-8884-1555

한정림 [운정] 010-2934-9276

상시전도 박동진 화,목 오전 10시 / 수,토 오후 1시 3층 예비실 [일산] 안영순 010-9029-5655

부스전도 박병도 목요일 오전 10시 4층 교육실1 [일산] 조중희 010-4851-8640

글없는책 신성재 토요일 오전 10시 4층 교육실2 [일산] 신경숙 010-6623-5008

전도폭발 한시온 화요일 오전 10시 1교육관 501호 [일산] 신미숙 010-5515-5436

브릿지 박참한 토요일 오전 10시 4층 교육실3 [일산] 정미자 010-8996-4368

4영리 장지원 토요일 오전 10시 1교육관 503호 [일산] 송재옥 010-5270-7378

소망학교
박동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4층 뮤직홀 [일산] 서혜원 [일산] 010-2965-1116

박병도 3층 예배실 [운정] 이향신 [운정] 010-2424-4011

구역장훈련과 소망학교를 제외한 일반양육은 상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행 시 별도 공고합니다.(문의/사무실)

모임

모임

지도교역자

지도교역자

시간

시간

장소

장소 총무

총무 연락처

연락처

모임 지도교역자 시간 장소 비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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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성경공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구역모임 방학을 당분간 연장합니다. 

우리 사회와 세계가 전염병을 극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서로 안부를 전합시다.  

(2020년 구역모임은 5월 22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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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활동현황

교구장 :                  엄익순 전도사
                                (010-2596-3055)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 101 강선남1-1 이병한

i 102 강선남1-2 임곽식

i 103 후곡남1-1 박용산

i 104 후곡남1-2 김기성

i 105 신원당남 박명규

i 106 새가정남1 박태성

i 1 1 1 강선5-1 박은주

i 112 강선5-2 조미연

i 113 강선7 임회정

i 114 강선8-1 정미자

i 115 강선8-2 유영윤

i 116 후곡10 이지영

i 117 후곡11 김영옥

i 118 후곡13 최연옥

i 119 후곡15-1 이명희

i 120 후곡15-2 문수연

i 121 신원당 정성희

i 122 삼송1 김경자

i 123 삼송2 한영화

i 124 삼송3 이은선

i 125 삼송4 김희정

i 126 한나1-1 구영희

i 127 한나1-2 조성복

i 128 새가정여1 강옥현

i 129 강선직장1-1 김미숙
i 130 강선직장1-2 마연초
i 131 후곡직장1-1 이정희
i 132 후곡직장1-2 이현숙
i 133 신원당직장 김경숙

i 134 한나직장1 심정화

교구장 : 한시온 목사 / 지정희 전도사
            (010-7289-9090 / 010-7275-7566)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 201 강선남2 김성태

i 202 일산남 이용호

i 203 화정남 최재완

i 204 햇빛남 강인웅

i 205 새가정남2 박정민

i 21 1 강선3 김영미

i 212 강선4 정재수

i 213 강선9-1 황민숙

i 214 강선9-2 이정희

i 215 일산동양 김진순

i 216 일산휴먼빌 김묘남

i 217 일산홈타운 이은경

i 218 일산에이스 최순자

i 219 일산삼성 김진숙

i 220 달빛 천은순

i 221 은빛5 송옥희

i 222 은빛6 한윤희

i 223 별빛 김순덕

i 224 옥빛 신미숙

i 225 햇빛 최영경

i 226 한나2-1 나경화

i 227 한나2-2 임병희

i 228 새가정여2 김윤희

i 229 강선직장2-1 심경숙
i 230 강선직장2-2 설명숙
i 231 일산직장1 서인애

i 232 일산직장2 박정희

i 233 화정직장1 전명경

i 234 화정직장2 정애현

i 235 화정직장3 정민숙

i  - i  -1 교구 2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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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 김정웅 목사 / 한미연 전도사
            (010-8699-2944 / 010-3728-8239)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 301 문촌남3-1 이수호

i 302 문촌남3-2 이명수

i 303 호수남1 이병옥

i 304 호수남2 김현목

i 305 행신남 이승열

i 306 아브라함3 전재권

i 311 문촌1 윤인자

i 312 문촌6 표승아

i 313 문촌7 양미현

i 314 문촌14 이경희

i 316 호수1 안영순

i 317 호수2 유리나

i 318 호수3 조중희

i 319 호수4 강미숙

i 320 호수5 김숙의

i 321 호수6 강윤정

i 322 능곡 박진숙

i 323 무원 조현진

i 324 소만 이  진

i 325 서정 강미희

i 326 한나3-1 이선희

i 327 한나3-2 김덕자

i 328 문촌직장3-1 김윤희
i 329 문촌직장3-2 조명화
i 330 호수직장1 조경선

i 331 호수직장2 주소향

i 332 행신직장1 이성미

i 333 행신직장2 장정미

교구장 : 장지원 목사 / 유선미 전도사
            (010-8030-6942 / 010-8754-8042)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401 문촌남4 이용화

i402 대화남 이종국

i403 흰돌남 김천영

i404 백석남 박병택

i405 요진남 조세권

i411 문촌2 황혜영

i412 문촌5-1 이성미

i413 문촌5-2 김선미

i414 문촌8 정인아

i415 문촌10 이은주

i416 대화1 전난진

i417 대화2 신경숙

i418 대화3 이선희

i419 대화5 노은수

i420 대화6 이경애

i421 대화7 정혜인

i422 흰돌 박미영

i423 밀라트 조영아

i424 밀레니엄 김미영

i425 요진1 홍인숙

i426 요진2 문인열

i427 한나4-1 김미영

i428 한나4-2 전옥진

i429 문촌직장4-1 곽금주
i430 문촌직장4-2 최은미
i431 대화직장1 서경미

i432 대화직장2 김재숙

i433 흰돌직장 서지형

i434 백석직장 백정원

i435 요진직장 임연옥

i  - i  -3 교구 4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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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  -5 교구 6 교구
교구장 : 현순식 목사 / 이수경 전도사
            (010-9798-9876 / 010-3777-6070)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 501 후곡남5-1 이수익

i 502 후곡남5-2 오한석

i 503 위시티남1 박효근

i 504 위시티남2 김종원

i 505 백마남 정재훈

i 506 백송남 마  헌

i 507 아브라함5 이현수

i 511 후곡1 지인숙

i 512 후곡3-1 임윤경

i 513 후곡3-2 김승숙

i 514 후곡4-1 이한업

i 515 후곡4-2 신은순

i 516 위시티1 이문숙

i 517 위시티2 하근주

i 518 위시티3 박은자

i 519 위시티5 양선아

i 520 위시티6 강혜은

i 521 위시티7 진사강

i 522 백마1 안태옥

i 523 백마2 홍정희

i 524 백마3 김명실

i 525 백송1 성윤화

i 526 백송2 최양희

i 527 한나5-1 심윤혜

i 528 한나5-2 최필자

i 529 후곡직장5-1 정상희
i 530 후곡직장5-2 서경희
i 531 위시티직장 송명숙

i 532 백마직장 이해경

i 533 백송직장 김명선

교구장 : 이원석 목사 / 양유선 전도사
            (010-7509-2025 / 010-2560-6193)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 601 장항남6 박영용

i 602 문촌남6 남성우

i 603 하늘남 송창운

i 604 은평남 배만식

i 605 아브라함6 김상수

i 611 장항6-1 차영희

i 612 장항6-2 박민희

i 613 장항6-3 조정은

i 614 장항6-4 민제원

i 615 문촌3 성은미

i 616 문촌4 김은영

i 617 문촌9 김희자

i 618 문촌18 윤미영

i 619 킨텍스1 김민정

i 620 킨텍스2 박언경

i 621 하늘1 박은혜

i 622 하늘2 김미희

i 623 센트럴1 이미희

i 624 센트럴2 심덕심

i 625 은평 김옥희

i 626 한나6-1 임금배

i 627 한나6-2 오정희

i 628 장항직장6-1 전현희
i 629 장항직장6-2 김경자
i 630 문촌직장6-1 최삼순
i 631 문촌직장6-2 최명희
i 632 하늘직장 우영희

i 633 은평직장 이인선

i 634 한나직장6 유명자

교구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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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  -7 교구 8 교구
교구장 : 조현식 목사 / 정경이 전도사
            (010-4359-3354 / 010-8270-6111)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 701 장항남7 노승한

i 702 후곡남7-1 황찬영

i 703 후곡남7-2 오창준

i 704 가좌남1 김용범

i 705 가좌남2 김재언

i 706 아브라함7 박승권

i 7 1 1 장항7-1 신정선

i 712 장항7-2 임미선

i 713 장항7-3 김보긍

i 714 장항7-4 최정숙

i 715 후곡9 국동희

i 716 후곡16-1 이호선

i 717 후곡16-2 배선임

i 718 후곡18-1 박윤아

i 719 후곡18-2 위옥희

i 720 가좌1 김은정

i 721 가좌2 최연주

i 722 가좌3 김이영

i 723 가좌5 한지원

i 724 인천부천 임정수

i 725 강서 명경옥

i 726 한나7-1 정춘옥

i 727 한나7-2 박광순

i 728 장항직장7-1 윤성숙
i 729 장항직장7-2 이정민
i 730 후곡직장7-1 정미혜
i 731 후곡직장7-2 정옥주
i 732 가좌직장1 이성희

i 733 가좌직장2 배정윤

i 734 한나직장7 이영애

교구장 : 이영규 목사 / 배성숙 전도사
            (010-4622-0968 / 010-5532-5664)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 801 강선남8 조동웅

i 802 강촌남8 서병인

i 803 성저남 허덕순

i 804 대화주택남 박종희

i 805 아브라함8 오흥근

i 811 강선1-1 강경화

i 812 강선1-2 최윤옥

i 813 강선1-3 문미옥

i 814 강선2-1 김경란

i 815 강선2-2 신경숙

i 816 강선6 배인순

i 817 강촌1 이명선

i 818 강촌2 김윤영

i 819 강촌3-1 윤소라

i 820 강촌3-2 윤지영

i 821 강촌7 이은형

i 822 성저1 윤영아

i 823 성저2 김미정

i 824 성저3 권경희

i 825 성저4 최문희

i 826 대화주택 김종숙

i 827 한나8-1 김성덕

i 828 한나8-2 박성자

i 829 강선직장8-1 김민정
i 830 강선직장8-2 최유정
i 831 강촌직장8-1 장민순
i 832 강촌직장8-2 정주연
i 833 성저직장 김은주

i 834 대화주택직장 김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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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  -9 교구 10 교구
교구장 : 박동진 목사 / 이진영 전도사
            (010-7400-3009 / 010-2323-4804)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 901 강선남9-1 하창수

i 902 강선남9-2 최관종

i 903 후곡남9-1 최강준

i 904 후곡남9-2 강영준

i 905 밤가시남 이상무

i 906 장성강서남 박공안

i 911 강선14 강선희

i 912 강선15 이지연

i 913 강선16 천인영

i 914 강선17 임정희

i 915 후곡5 서영애

i 916 후곡7-1 황수미

i 917 후곡7-2 최순주

i 918 후곡8-1 김미희

i 919 후곡8-2 박은숙

i 920 밤가시1 정지애

i 921 밤가시2 장윤미

i 922 밤가시3 류지나

i 923 밤가시5 박선미

i 924 장성1 이미혜

i 925 장성2 황선경

i 926 장성3 전명희

i 927 한나9-1 김미자

i 928 한나9-2 허성자

i 929 강선직장9-1 이명애
i 930 강선직장9-2 김경자
i 931 후곡직장9-1 정난숙
i 932 후곡직장9-2 방은영
i 933 밤가시직장1 김근봉
i 934 밤가시직장2 최정혜
i 935 장성강서직장 박은희

교구장 : 박참한 목사 / 백경애 전도사
            (010-6646-1429 / 010-3699-4351)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 1001 중산남 조범철

i 1002 산들남 최성환

i 1003 정발남 우준식

i 1004 김포남 백중현

i 1005 요셉 문채일

i 1006 아브라함10 윤재성

i 1011 중산1 신소연

i 1012 중산2 박영선

i 1013 중산3 김일옥

i 1014 중산4 김미경

i 1015 중산5 김순모

i 1016 산들1 이지연

i 1017 산들2 최숙분

i 1018 산들3 신명숙

i 1019 산들5 최진희

i 1020 정발1 최혜진

i 1021 정발2 서명옥

i 1022 김포1 김선미

i 1023 김포2 김정수

i 1024 김포3 이은주

i 1025 김포4 김정진

i 1026 한나10-1 최영자

i 1027 한나10-2 박정교

i 1028 중산직장1 김미정

i 1029 중산직장2 이정임

i 1030 산들직장 김진행

i 1031 정발직장1 김승경

i 1032 정발직장2 박은영

i 1033 김포직장 최용희

교구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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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 교구
교구장 : 강현규 목사 / 남상남 전도사
            (010-7139-5419 / 010-6326-0058)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i1101 강촌남11 최준석

i1102 양지남1 오중식

i1103 양지남2 최성희

i1104 숲속남 윤석준

i1105 은행남 명노문

i1106 목동남 이상헌

i1111 강촌5-1 윤영수

i1112 강촌5-2 박민정

i1113 강촌5-3 서영림

i1114 강촌6 권선주

i1115 강촌8 홍동숙

i1116 양지1 정선금

i1117 양지2 김미라

i1118 양지3 김한옥

i1119 양지주택 김향희

i1120 아이스페이스 최미경

i1121 숲속1 박미경

i1122 숲속2 현정숙

i1123 숲속3 주옥희

i1124 은행 이미경

i1125 풍동성원 김경진

i1126 목동영등포 남종선

i1127 한나11-1 김경숙

i1128 한나11-2 곽형애

i1129 강촌직장11 차미심

i1130 양지직장1 이충희

i1131 양지직장2 곽상례

i1132 양지직장3 오현숙

i1133 숲속직장 황인경

i1134 은행직장 홍정희

교구장 : 진정환 목사 / 이영희 전도사
            (010-2043-7432 / 010-2744-8552)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u101 해솔남1 이성조

u102 탄현남1 엄주동

u103 큰마을남 이광진

u1 1 1 해솔1-1 이은선

u112 해솔1-2 한정림

u113 해솔2 강경난

u114 해솔3 최연자

u115 해솔4 이정실

u116 탄현1 김정희

u117 탄현3 양희정

u118 탄현5 최선영

u119 새가정여u1 박한경

u120 한나u1 김광례

u121 해솔직장1 김봉정

u122 큰마을직장 김순경

u123 금촌직장1-1 송희선

u124 금촌직장1-2 김진아

i  -11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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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 박윤수 목사 / 김경아 전도사
            (010-2625-4108 / 010-3582-1351)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u201 신교하남 김장헌

u202 해솔남2-1 하종철

u203 해솔남2-2 정재훈

u204 아브라함u2 고재범

u211 신교하1 이인영

u212 신교하2 최명애

u213 신교하3 이은경

u214 신교하4 박성옥

u215 신교하5 최혜숙

u216 해솔5 민의홍

u217 해솔6 김순자

u218 해솔7 문혜순

u219 해솔11 구수진

u220 한나u2 임영옥

u221 신교하직장 장은아

u222 해솔직장2-1 엄춘희

u223 해솔직장2-2 박희숙

u224 한나직장u2 김미정

교구장 : 신성재 목사 / 박혜정 전도사
            (010-6567-0105 / 010-5292-2006)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u301 가람남3-1 박승경

u302 가람남3-2 권은기

u303 한울남 조한담

u304 덕이남 천재호

u311 가람1 홍미향

u312 가람2 최은진

u313 가람3 최유미

u314 하이파크1 김미숙

u315 하이파크2 홍맹순

u316 하이파크3 엄인주

u317 하이파크4 박정순

u318 한울1 이향신

u319 한울2 오현아

u320 한나u3 민임기

u321 가람직장3-1 정혜정

u322 가람직장3-2 송인경

u323 덕이직장3-1 이세원

u324 덕이직장3-2 김미경

u  -3 교구u  -2 교구

교구활동현황



15

교구장 : 설임수 목사 / 이순기 전도사
            (010-6380-9143 / 010-2346-6381)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u401 가람남4 김재석

u402 탄현남4 이원영

u403 금촌남 윤임택

u411 가람4 김효진

u412 가람5 이정아

u413 가람6 이선우

u414 가람7-1 고성례

u415 가람7-2 원시내

u416 탄현6 강성희

u417 탄현8 고금심

u418 탄현13 임도영

u419 탄현16 정진아

u420 금촌 윤금희

u421 파주탄현 이은희

u422 탄현직장4-1 김숙희

u423 탄현직장4-2 김경자

u424 탄현직장4-3 박영주

u425 한나직장u4 안순희

교구장 : 김현준 목사 / 김정수 전도사
            (010-4534-3324 / 010-2998-6211)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u501 가람남5-1 박국현

u502 가람남5-2 하운선

u503 산내남 조규석

u511 가람8 이동숙

u512 가람10-1 권순석

u513 가람10-2 김예원

u514 가람11-1 강복희

u515 가람11-2 한재숙

u516 산내1 김영숙

u517 산내2 유현희

u518 산내3 김춘미

u519 덕이1 조은영

u520 덕이2 박선자

u521 한나u5 김지수

u522 가람직장5-1 이진영

u523 가람직장5-2 방경희

u524 가람직장5-3 조민정

u525 산내직장 정주원

u  - u  -4 교구 5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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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동정

▶개업
- 정의정 집사 박길순 집사(한빛직장6-2) 
 금촌동 958-14 “금촌더케이공인중개사사무소” 
 T.031-945-2200
- 공지연 집사 최정철 집사(가람직장5-2) 
 동패로 63번길 48 “운정허브공인중개사사무소” 
 T.031-942-9422
- 김태형 형제(청년3부) 백마로 213번길 36
 “세븐 일레븐 웨스턴 양우점” 
 T.031-901-3836

▶결혼
- 박은희 집사(장항소망7) 장남 백일수 성도 
 5/16(토) 오후 6시 
 “소노캄 고양(구엠블호텔)” 그랜드 볼룸
- 이현수 장로 심윤혜 권사(아브라함5) 
 장녀 윤미 집사 5/16(토) 오후 6시
 “소노캄 고양(구엠블호텔)” 그랜드 볼룸
- 김영희 집사 문용기 집사(양지직장1) 
 장남 현석 형제 5/16(토) 오후 5시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 A동 LL층(지하2층) 
 아펠가모광화문

▶이사
- 최영희 집사(한나4-1) 강선마을
- 공지연 집사 최정철 집사(가람직장5-2) 
 한울마을
- 이현희 집사 김민수 성도(신교하3) 
 킨텍스 디엠시티스카이뷰

▶입원
- 성명신 등록권사(한나u1) 일산백병원
- 김미순 성도 이동현 성도(금촌) 친부 
 서울아산병원
- 이은주 집사(강선1-2) 신촌세브란스병원
- 한미숙 집사(일산휴먼빌) 일산병원
- 김미리 집사(대화5) 강남세브란스병원 
- 김점숙 집사 서장현 집사(중산3) 자녀 
 강남 올바로병원
- 탁평진 집사(백송남)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
- 천정애 성도 장광석 성도(가람2) 4/27 시모
- 정미혜 집사(후곡직장7-1) 4/30 친모
- 정은수 집사 손동규 집사(강선직장1-1) 4/30 
 친모
- 배금단 집사 유형옥 집사(문촌2) 5/2 시모
- 권성아 집사 진형건 집사(위시티1) 5/2 시모
- 박신정 집사 문상호 성도(대화2) 5/3 시모
- 김은경 집사 장인상 성도(탄현직장4-3) 
 5/4 시부
- 성충희 집사(후곡18-2) 5/5 친모

교구장 : 박병도 목사 / 손광례 전도사
            (010-5532-7535 / 010-2880-7069)

일련

번호
구역 구역장 인원 성경 전도

다음

장소

u601 한빛남6-1 강경호

u602 한빛남6-2 신동일

u603 봉일천남 박창오

u604 새가정남 오동명

u611 한빛1 김양미

u612 한빛2 박은미

u613 한빛3 민지영

u614 한빛4 김선교

u615 한빛5 이장미

u616 한빛6 오영애

u617 탄현제니스1 이은경

u618 탄현제니스2 이은미

u619 큰마을 윤경란

u620 봉일천 조진희

u621 한나u6 유미형

u622 한빛직장6-1 김수경

u623 한빛직장6-2 차혜경

u624 봉일천직장 박영애

u  -6 교구

교구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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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 및 직원

부목사  

   박동진 010-7400-3009 (4511)

   한시온 010-7289-9090 (4512)

   박참한 010-6646-1429 (4513)

   장지원 010-8030-6942 (4514)

   김정웅 010-8699-2944 (4515)

   현순식 010-9798-9876 (4516)

   조현식 010-4359-3354 (4517)

   강현규 010-7139-5419 (4518)

 이영규 010-4622-0968 (4520)

 이원석 010-7509-2025 (4521)

 이진희 010-4195-8184 (4591)

 전성준 010-4735-3387 (4592)

 이원철 010-4628-2073 (4593)

 곽지형 010-4388-7969 (4594)

 하정훈 010-9122-2743 (4595)

   박병도 010-5532-7535 (3730)

   신성재 010-6567-0105 (3731)

   박윤수 010-2625-4108 (3732)

   진정환 010-2043-7432 (3733)

   김현준 010-4534-3324 (3734)

   설임수 010-6380-9143 (3735)

   온성진 010-5690-5722 (3736)

강도사
   정재형 010-3095-7925 (4596)    이준오 010-8440-5178 (3737)

   유두환 010-3690-1186 (3738)

교구 전도사 
(여)

   남상남 010-6326-0058 (4550)

   엄익순 010-2596-3055 (4551)

   배성숙 010-5532-5664 (4552)

   정경이 010-8270-6111 (4553)

   양유선 010-2560-6193 (4554)

   유선미 010-8754-8042 (4555)

 한미연 010-3728-8239 (4556)

 이진영 010-2323-4804 (4557)

 지정희 010-7275-7566 (4558) 

 이수경 010-3777-6070 (4559) 

 백경애 010-3699-4351 (4560)

   이영희 010-2744-8552 (3740)

   손광례 010-2880-7069 (3741)

   이순기 010-2346-6381 (3742)

   김정수 010-2998-6211 (3743)

   김경아 010-3582-1351 (3744)

   박혜정 010-5292-2006 (3745)

교육 전도사 
(남)

   김경우 010-5519-9569 (4597)
 

교육 전도사 
(여)

   김영주 010-3658-4626 (4680)

   김미옥 010-2410-3306 (4681)

 이인희 010-5564-9134 (4682) 

 

   김경미 010-6333-4107 (3750)

   민혜영 010-7237-7817 (3751)

사무처장    김상수 920-4600 / 908-2747 (직통)

사무장    박국현 956-3721

비서실    김지은 920-4502  최정문 920-4504    김승겸 956-3713

사무실 
   김인정 920-4602 

   이신혜 920-4601

 강민지 920-4603    박지혜 956-3722

   윤지영 956-3723

방송실 
   최진훈 010-9733-7933 (4621) 

   김현우 010-9414-0182 (4622)

   장경환 010-5020-9027 (4623)

 박홍석 010-3496-6665 (4625)

 박종우 010-9995-0921 (4620)

   정인호 010-9556-2452 (3760) 

   김흥도 010-4027-2660 (3761)

   문현우 010-8722-5334 (3762)

관리직

   김형남(기계) 010-8901-7265 (4631) 

   김성기(전기) 010-4919-9190 (4632)

    이문구(전기) 010-8741-0055 (4633)

    홍봉균(기계) 010-9163-6170 (4635)

   박준호(전산) 010-4101-6192 (4610) 

   임인섭(일반) 010-5348-1948

   김지만(일반) 010-3275-9672

   임경수(차량) 010-7370-4638

   배성일(차량) 010-5356-1243

 김   현(차량) 010-6471-2219

 조정덕(야간) 010-9184-1384

 정지화(야간) 010-8420-5109

 유명자(식당) 010-7240-2449 (4642)

 이성미(카페) 010-3351-5768 (4660)

   진종익(전기) 010-9208-7600 (3766)

   도현길(기계) 010-3472-4480 (3767)

   김재호(일반) 010-9165-7375 (3781)

   송창민(차량) 010-9337-8234 (3772)

   이영호(야간) 010-2261-4772 (3770)

   황영복(야간) 010-5270-8875 (3770)

   이진영(식당) 010-2620-8466 (3726) 

   이정은(카페) 010-4250-1459 (3727)

 

일산( i  ) 운정(u)
(*내선번호는 핸드폰번호 뒤에 있습니다. *국번은 일산( i ) 920, 운정(u) 9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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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예물 

십일조
▒일산 (  i  )    강영숙, 강현희, 강환태, 고혜원(황혜영), 고효정, 고희영(박광보), 공훈식(전시혜), 곽삼영(손미분), 곽준열, 
구미순(이규호), 구종서(김선희), 권성우, 권오상(전명희), 김경애, 김기업(명경옥), 김다은, 김명순(김두진), 김미경(박규흥), 

김미숙(박공안), 김민주(박재영), 김봉순, 김붕광(김형호), 김상규(허성자), 김성덕(김유화), 김성식(오경선), 김성운, 김영미, 

김영미, 김영복(김순모), 김영수(윤소라), 김영식(최영자), 김영자, 김옥련, 김용자, 김유경(유경옥), 김윤미, 김은정(김일웅), 

김은주, 김이수, 김일옥(김동선), 김점석(김성자), 김정란, 김종순, 김종순, 김종순, 김종철(이성자), 김준석(홍수미), 김지연, 

김지혜, 김창우(이영애), 김충식(이미지), 김태석(김정애), 김태연, 김태윤(문순득), 김한철(김형선), 김현숙(양병관), 김현우, 

김형엽(안혜성), 김형준(백정원), 김혜숙(민성우), 김희숙, 도광호(박성아), 도중섭(이미경), 마주영, 무본형준(김정은), 문미애(이용성), 

문한숙(박용민), 민경덕, 박계남, 박명은, 박미형, 박서연, 박서진(박해문), 박선주, 박수일(이선희), 박순경(최은규), 박연수, 박연숙, 

박예숙(김윤찬), 박원양(전현희), 박은자(정영운), 박진희(김용오), 박태석(장미순), 박태조(김정수), 박해문(신윤민), 박효근(지지영), 

박효순, 배병국(정복영), 변금순(배상일), 복진원(임선희), 서가영, 서기원, 서명옥(이상익), 서영수(곽미경), 서인애(석용대), 

서재훈(우영희), 서주희, 선숙균, 소남영(김묘남), 소영옥, 손경성(이헌명), 손미라(정문성), 손세용(김미영), 송금자, 송미영, 

송순억(함윤임), 송은자, 신경숙, 신남숙(이황열), 신민정, 신상균, 신성림(이인수), 신유진(최유성), 신은영(윤석수), 신종호(최순주), 

신한(조은혜), 심정순, 심현자, 안경열(임옥련), 안상헌(최문희), 안선희, 양재석(서경희), 엄길순(지경찬), 엄길순(지경찬), 

오병애, 오정희, 오제규(오현희), 오희숙, 원지연(최영철), 유기남(조은실), 유병규(추정선), 유순이(조정윤), 유정규(육관수), 

유진아, 유홍상(김선희), 유효춘(박성자), 윤경숙(뭄병선), 윤기성(김유경), 윤덕수(권선주), 윤영옥, 윤지혜, 이경숙(조성탁), 

이금자(안용태), 이금희(임준우), 이대건, 이두옥(김연화), 이명숙(전원배), 이미연, 이미자, 이상효(나경화), 이석집(김복리), 

이선옥(전부권), 이선옥(전부권), 이성규(김진순), 이세호(이현우), 이승훈(김언정), 이영란(손건하), 이영선, 이영숙, 이영희, 

이영희, 이원희(최필자), 이유경, 이유남, 이은비, 이은주(구양모), 이정순, 이정애(김대환), 이주하, 이지수, 이지연(김지만), 

이진희, 이천홍(도현배), 이충열(이인선), 이충원(유수자), 이태연, 이태연, 이태용(최윤정), 이필순, 이해리, 이현경, 이현수(심윤혜), 

이혜정, 이혜종, 이호상(장정미), 이화영, 이화자, 이황기(김숙의), 이황해, 임경택(심덕심), 임명자, 임미라(이용석), 임영상(조연옥), 

임현숙(안상호), 임현준(황수미), 장세민, 장정미(이호상), 장정은, 전영희, 전재권(천은순), 전하은, 정번(현성순), 정선자(최형주), 

정영준(홍영희), 정윤호(문인열), 정인절(김병민), 정주성(서소저), 정해숙, 정현주(강건구), 정혜욱(정성운), 조금례, 조득남, 

조명자(최승필), 조성준, 조영숙(전남일), 조유미, 조은실(유기남), 조춘호(이세현), 조현식(남차순), 조형자(양도원), 주봉근, 

채경숙(조준희), 채경숙(조준희), 채대식(이승호), 천숙자(정병추), 천윤희, 최덕영(강애경), 최명희, 최병화, 최석연, 최영미, 

최영옥(임동진), 최용철(허혜영), 최은숙(남철진), 최은숙(남철진), 최은숙(남철진), 추영욱(곽정음), 탁선화(허일진), 한가람(김순덕), 

함재원(이용궁), 함재원(이용궁), 허준(이정윤), 황명숙(강한구), 황영택, 황인경(마헌), 무명2

▒운정(u)     강기원(황성구), 강원자, 강태형(차연희), 고민정(정재훈), 곽인숙, 김경애(조태호), 김경자(이재정), 김규복(강향희), 
김나희, 김말순, 김선희(박근엽), 김수영, 김수진, 김순자(심현용), 김양미, 김영덕(김인숙), 김옥경, 김윤권(정찬선), 김은경(장인상), 

김종환(김용분), 김지영, 남희숙, 류춘자(윤만석), 문종태(민수자), 박광현(장애희), 박상한(권경옥), 박은화(최명수), 박정옥, 

박철현(고성례), 배한지, 서수진(김미식), 선창화(최소망), 성시윤, 성옥연, 성정윤, 손홍례, 송희선(정용욱), 신동일(김미정), 신정아, 

심재숙, 안금임(윤용덕), 안덕영(홍경옥), 안상훈(윤희수), 양동건(박한경), 양동수(최사랑), 오동명(박영미), 윤산학(배수원), 윤옥순, 

윤현옥(오형수), 윤현자(김정환), 이광희(김명숙), 이길현, 이동규(황영순), 이복선, 이삼우, 이성현(김순희), 이성혜(고상곤), 이세범, 

이승연(이상길), 이예림, 이원재(박미숙), 이재정(김경자), 이정화, 이지연(김효진), 이찬모(김현), 이태원, 이태철(이영희), 

이현차(박진옥), 이현희, 이혜민, 이흥표(김봉정), 임영옥, 임정태(김윤정), 장맹임, 장성숙, 장숙영(최수현), 전정임(송창기), 

정성진(윤금희), 정의정(박길순), 정종환(박세정), 정혜정, 조한담(최경순), 조향아, 진미영(이연수), 차갑대(이순악), 차혜경(강인구), 

천병희(조금주), 최갑수(김수희), 최선영(임태현), 최성순(조영미), 최승일(이태원), 최연자(강태성), 최유미(서현철), 최정훈, 최한이, 

하만자(문창대), 한혜양, 홍맹순, 홍순희(강영열), 홍을희(강경난), 홍진표(임세은), 무명2

▒온라인십일조
일산 ( i )  강미옥(김지만), 강민의, 강민정, 강승화, 강승희, 강연의(최영진), 강용미(이규명), 강태식(조혜자), 강현미, 
고경진(박성희), 고은주(윤석준), 고재철(변영숙), 고지훈, 곽기영(최경진), 권미경, 권혁상, 권혁태(최영옥), 권현수(이용철), 

길진섭(왕정아), 김건영(이나래), 김경근, 김경미, 김경섭(김수지), 김경숙, 김경희(이용준), 김광수(조은경), 김귀인(유기철), 

김근기, 김기성, 김기수(염경미), 김기욱(강화현), 김기웅(김나영), 김기현, 김난영(김영찬), 김도희, 김동혁(고은경), 김미경(김인혁), 

김미진(장대성), 김선미(최형일), 김선태, 김소영, 김수연, 김애연, 김영미, 김예영(박경부), 김예은, 김왕균(김경애), 김유진, 

김윤기(김민희), 김은성(배혜정), 김은정(강인웅), 김은환(이효연), 김인혁(김미경), 김재언(김향숙), 김정민, 김정식(최현희), 

김정원(양근희), 김정화, 김제문(최은경), 김종원(김여희), 김종윤, 김지연, 김진익(김인영), 김진태(손효정), 김천영(정미선), 

김충만(윤윤경), 김태환(안명애), 김택신(황우진), 김한성, 김한숙(김성봉), 김항모, 김현(한영화), 김현성(장일순), 김현수, 김현아, 

김형진(박은숙), 김혜영, 김희정(송민호), 노정욱(박경원), 노태익(전현숙), 문정란(김동호), 문찬숙(이세정), 문채일(김윤희), 

민선영(문병곤), 박경미(조승석), 박경자, 박광윤(최경애), 박대준(조경선), 박선경(손성일), 박선희, 박신(신진혜), 박신정(김유호), 

박영용(안영순), 박옥연(채환길), 박재희, 박정희, 박진숙(이중협), 박형근(송은애), 백명주, 백승필(강미경), 백용호(조영아), 

백정숙(우충환), 백중현(김정진), 서난희(김명신), 석정훈, 선우문규(정재순), 성철환(국양희), 손경성(서창수), 손성희, 손홍대(이은경), 

송요섭(한혜숙), 신영우(현정숙), 신지유, 신춘수(권윤경), 신현석(이미경), 신홍경(이조운), 양근희(김정원), 엄기원, 연하영, 

염규영(김현정), 오나현, 오성희, 오장성, 우미숙, 우준식(이현숙), 원경숙, 원광일(임양순), 원영승(천상민), 원윤화(이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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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곤, 유송이, 유원복(박미경), 유원선(이옥수), 유주현(김동길), 유혜선, 윤미숙(황정민), 윤영수(박호성), 윤종윤(김소원), 

윤지영, 윤진영, 이고영, 이동준(강윤정), 이동진(최미영), 이만길(성은미), 이명희, 이미자(한용전), 이범로(정서윤), 이상용(김선미), 

이상은, 이선미, 이선희(유열), 이소영(최준규), 이시영(이은주), 이예정, 이옥자, 이유진(홍상욱), 이은섭(윤이나), 이은진(권강), 

이인애, 이인형(강성수), 이재(이연구), 이재수(김시윤), 이지수, 이지훈(황동훈), 이창호(이혜진), 이한숙(강병훈), 이해철(정지애), 

이현석(안현주), 이현정(김재현), 이형대(지성인), 이형인, 이혜주, 이혜현(황세훈), 임광진(조성화), 임대영(한상숙), 임영만(강예환), 

임윤경(이항술), 임은, 임정아(조범철), 임준홍(도진숙), 임진홍(차영희), 임혜주, 장슬아(조재훈), 장윤의, 장인숙, 장준호(박윤아), 

장형원, 전건욱(한서현), 전상은(하진), 전시경, 전진범(정정애), 전혜상(한준), 정난숙(허성), 정말숙(안선근), 정명옥(구문회), 

정명철(김승현), 정미복, 정미선(김천영), 정선희, 정연자(탁형수), 정천석(김남임), 정현자, 정홍모(손현미), 조경선(박대준), 

조기형(이가영), 조명희, 조문형(서혜원), 조성구(신은순), 조영구(방은영), 조영순(김인규), 조예리, 조윤희(강석웅), 조재구(홍영주), 

조재훈(장슬아), 조해숙(최협), 주종산(김종숙), 주지은, 주효만(김미령), 진사강(도상우), 진선미, 진양훈(주옥희), 차선옥, 

차영희(임진홍), 최기석(최아진), 최다은, 최선희, 최성용(김미숙), 최성환(정민숙), 최수영, 최영진(강연의), 최옥봉, 최원숙(이경화), 

최원화, 최이선(감수봉), 최일동, 최재완(윤지영), 최정혜(류정록), 최주영, 최창영(송지혜), 최학규(이경숙), 태지영(김현욱), 

하근영(김동훈), 하태종(김혜영), 한명희, 한삼순, 한상우(정효진), 한승식(강경화), 한정문(김성엽), 한정현(피경화), 허일진(탁선화), 

허정숙(곽철희), 현정숙(신영우), 홍성만(정영란), 홍은영, 홍정희(김용욱), 황규정(김경희), 무명2

운정(u)      강선희, 강성호(오현아), 고재범(최명혜), 김명신, 김수영, 김수진, 김원수(김윤정), 김유온, 김은경, 김이안, 김자영, 
김재식(김유경), 김준수(방경희), 김효리, 나응식, 노석홍, 박미연, 박성종, 박을순, 박진영, 박희숙(정창복), 배재순, 백광현, 

서승현, 서영봉, 서종산, 성원근, 송현숙, 양미영, 양석모, 오창석, 오천우, 유경아, 이스라엘(방교진), 이지영(윤대현), 이진숙, 

이찬휘, 이현정, 이효진, 임상수, 임종숙, 임창순(문윤미), 정용욱, 정은주, 조성택, 지남숙, 최동인, 최선옥, 최정민, 추정석, 

한성주, 한창섭, 허윤애, 홍혜선, 황기숙, 황인옥(김현아)  

감사헌금
▒일산 ( i    )      강민규(서옥자), 강병구(함영경), 강선희(신동훈), 강신영, 강여진, 강영선, 강인웅(김은정), 강환태, 계준혁, 
계충식(김인순), 고상우(김연정), 고희영(박광보), 공나연, 공진숙(최덕선), 공훈식(전시혜), 곽숙자, 곽형애(유영식), 구종서(김선희), 

구춘모(김일준), 권경의(장성철), 권남연(정숙영), 권선희, 권숙정, 권순업(안수연), 김경자(백채기), 김규환(오수선), 김금숙, 

김기원(유영윤), 김도형(방미성), 김동영(이순희), 김동은, 김동일(장정미), 김두영, 김묘순(정용택), 김미경, 김미령(주효만), 

김미숙(박공안), 김미옥, 김미자, 김미정, 김미진, 김미진, 김미진, 김민호, 김병관(김희경), 김복자(이정범), 김봉순, 김붕광(김형호), 

김상신(홍성예), 김상윤(이정민), 김선희(유홍상), 김성곤, 김성기(김미암), 김숙희, 김순희, 김승보(이현희), 김승식(김선옥), 

김승우(장미현), 김승희(조석산), 김안자(안교승), 김양규(박춘화), 김영복(김순모), 김영석(박경희), 김영수(윤소라), 김영식(최영자), 

김영엽, 김영화, 김영환(최정순), 김옥희, 김용일(김옥경), 김용호(최정순), 김원(김성태), 김원동(조혜정), 김유진, 김은아, 

김은정(강인웅), 김은호, 김의형(임승림), 김인(김성자), 김인섭(최계은), 김재숙(이홍엽), 김정석(노치경), 김정옥(박동회), 김정학, 

김중후, 김지현(이정열), 김진영(원숙), 김춘자, 김춘향(김재휘), 김태은, 김태환, 김현숙(양병관), 김현철(주옥희), 김형진(박은숙), 

김홍자(최명기), 김화자(최정웅), 김희숙, 나인영, 남상월(김보긍), 남성우(엄익순), 남정화, 남지영(한영하), 노동식(백정희), 

노용섭(김영애), 노주은, 류호승, 문선옥(김영관), 문현정, 문홍배(이경미), 민경덕, 민경원, 박기옥(김형태), 박대일(조혜순), 

박동연(채승희), 박동혁(오은희), 박명규(곽상례), 박명례, 박민수(최유정), 박병삼(한미은), 박복순(김성구), 박상희, 박선주, 

박성식(송유영), 박솔몬, 박수일(이선희), 박승권(김현숙), 박승호(문영순), 박연숙, 박영숙, 박예숙(김윤찬), 박오남(강정숙), 

박용월, 박정혁(정명화), 박정희(최선경), 박종훈(한성혜), 박지원, 박지현(전성희), 박지혜, 박태석(장미순), 박형용(장애숙), 

박효근(지지영), 박효순, 박흥곤(최문경), 방영덕, 배경대, 배정윤, 백민철(유재현), 백민철(유재현), 백중현(김정진), 서가영, 

서맹호(강미숙), 서명옥(이상익), 서미옥, 서영수(곽미경), 서재협(양정미), 서주희, 서주희(박재홍), 서헌우(이정옥), 선동철(김정억), 

성기환(문수연), 소진대(이평선), 손세용(김미영), 손중구(송은주), 송근혁, 송석규(이옥신), 송은자, 송하경, 신상균, 신종호(최순주), 

신평강, 신현필(백옥영), 안경열(임옥련), 안광학, 안상헌(최문희), 안숙례, 양옥자, 양은자(이병준), 어지현, 엄길순(지경찬), 

염경미, 염동휴, 예병주(고현준), 오경임, 오경임, 오국진(신혜현), 오상혁(장윤정), 오새임, 오석태(임하윤), 오영민, 오원석, 

오제규(오현희), 오현숙(최준석), 우성용(이유진), 우수임, 우정록(송임의), 원태현(김영옥), 위활란(임윤식), 유기현(김경희), 

유명자(이석신), 유상훈(강재화), 유순이(조정윤), 유원주, 유진아(김정근), 유해린(여기병), 유효춘(박성자), 육관수(유정규), 

윤여정, 윤정남, 윤지영(최재완), 윤추강(최기홍), 윤현주, 이가영(조기형), 이경범(목혜영), 이금자(안용태), 이남규, 이동하(상숙이), 

이두수(엄미자), 이만석(김옥), 이명수(최삼순), 이병수, 이상일(박추정), 이선미, 이선희(이용성), 이수연, 이수호(주양민), 이순덕, 

이승옥(정동현), 이시원, 이영규(추혜영), 이영란, 이영숙, 이영숙, 이영자, 이용욱, 이용희(강옥현), 이원실(안성빈), 이원영(김문정), 

이유남, 이은경(박명근), 이은미, 이이순, 이점순(문창호), 이정기(안영희), 이정민(김상윤), 이정희, 이종인(강혜은), 이종임, 

이주용(노은수), 이충열(이인선), 이충열(이인선), 이하은, 이현숙(우준식), 이황기(김숙의), 이희수, 이희자, 임성욱(김남숙), 

임순자, 임용철(전명경), 임준우(이금희), 임춘실(김광휘), 임하윤(오석태), 장경윤, 장선경, 장아람, 장윤정(오상혁), 전경옥(홍형기), 

전길자(김수동), 전현숙(노태익), 정금자, 정병남(윤정희), 정선희(차성기), 정윤호(문인열), 정의철, 정점인(최병대), 정춘옥(민홍기), 

정한아름, 조금례, 조금례, 조대형, 조동순, 조동순, 조동희, 조병호, 조영숙(전남일), 조영휘(박광순), 조은철(문완정), 

주영건(박종희), 주영수(이정금), 차혜숙(강병관), 채경숙(조준희), 천지학(남윤민), 최금자(이종열), 최기봉, 최미숙(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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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헌금
최병숙(김봉규), 최병현(남인숙), 최병화, 최삼순(이명수), 최상섭(박상섭), 최성미, 최영희, 최옥순(김태), 최윤경(홍후선), 

최은숙(남철진), 최평숙(오위룡), 최해성, 추영욱(곽정음), 추현미, 탁선화(허일진), 하나린, 하진수(김진웅), 하창수(김경자), 

한동현, 한순정, 한시원, 한정희, 허덕순(이정숙), 허재완, 현예근(이양덕), 현준철(이은경), 홍숙자, 홍정희, 황경근(김원자), 

황경숙(조규문), 황명진(강선화), 황병훈(김진회), 황인백(임춘래), 황정찬, 무명41

▒운정(u)                 박광석(유봉자), 강기연, 강기원(황성구), 고금심, 곽옥순, 구지영(강경호), 권병화, 권정한(서재원), 김경남(정인순), 
김경란, 김규복(강향희), 김기훈(손지혜), 김나희, 김남진(김현영), 김대근(박지희), 김동민(이선혜), 김민중, 김병국(김명란), 

김상범(조은영), 김선례, 김성혜(강철운), 김수빈, 김수영, 김수진, 김순자, 김아나(최민영), 김영훈(서유경), 김옥자, 김용석(봉미경), 

김용직(김예원), 김유진(우찬), 김윤권(정찬선), 김윤정(임정태), 김윤정, 김은정, 김인순, 김인자(김기호), 김정순(강성길), 

김정희(박영두), 김정희(김미정), 김정희(이선흠), 김지영(김상기), 김진복(김은정), 김진아(박환석), 김찬환, 김창수, 김태용(우영혜), 

김호년(임도영), 남도희, 남태우, 맹성일(김승희), 문성재, 민진숙(이동환), 박상근(음두심), 박승미(박용삼), 박시영(고은경), 

박인경(지문규), 박재운(이은희), 박정순(장홍진), 박정옥, 박찬연, 박현진(박민우), 서경수(전을선), 서영자, 서태교(공미진), 성시윤, 

성유정, 성정윤, 손상배(박영주), 손주섭(최옥정), 손홍례, 신미수, 신태영(임미송), 안덕영(홍경옥), 안영룡(오은희), 양혜민, 양혜윤, 

엄정삼(신은숙), 우영혜(김태용), 우찬(김유진), 유경민, 유명근(박명숙), 유미형(한국환), 유봉영(이영희), 유영준(유영문), 윤창민, 

이광희(린이), 이광희(이준욱), 이광희(김명숙), 이명애, 이복선, 이상현(나춘옥), 이선희(박만규), 이숙종(김성남), 이승연(이상길), 

이영미(나경모), 이예림, 이용일(김충금), 이은경(손진득), 이정현, 이정혜(박동해), 이종혁, 이춘자, 이학선, 이현차(박진옥), 이현희, 

이화순(임길웅), 이화자(김영기), 임동균(이미숙), 임정석, 임지안, 장순원, 장윤석(박정란), 전은성(이지은), 정광희(김경희), 

정기인(김은태), 정성진(윤금희), 정소연(김태식), 정영미(최병현), 정옥실, 정종환(박세정), 정찬예, 정춘희(장순갑), 정흥덕(김재규), 

정희석, 조경옥, 조규석(한미연), 조한담(최경순), 최강순(김재린), 최명호, 최성순(조영미), 최승일(이태원), 최연자(강태성), 

최인숙(최윤호), 최인자, 최정자, 최정훈(이영순), 허은숙(김석환), 허재희(박영미), 홍맹순, 황정혜, 무명13

▒온라인감사헌금 
일산 (   i )  감수봉(최이선), 강효숙(문제민), 권민성, 김경리(김한), 김기욱(강화현), 김대웅(정유진), 김명자, 김민정(강성구), 
김성경, 김성란(이대근), 김성목(진성희), 김송숙, 김수만(홍경숙), 김시은(김택정), 김신주(김영화), 김애연, 김연선, 김영미, 

김예지, 김윤정, 김인혜, 김정원(양근희), 김지선(김형석), 김지현, 김찬영(장혜린), 김천영(정미선), 김현욱(임은선), 김혜경, 

김화환(이복원), 김희정(송민호), 나은혜(정만영), 노현철(김정하), 류문희(이희찬), 류수빈, 마동용(정한나), 박기홍(김수정), 

박동극(오회진), 박서연, 박성수(김지미), 박세연, 박인화(김광필), 박정희, 박지현, 백대진(김세용), 서은희(임요한), 성충희(이제욱), 

손현미(정홍모), 신성재(강성숙), 안유미, 엄기원, 오상숙, 우연경, 우준식(이현숙), 윤덕호, 윤영아(정국한), 윤종윤(김소원), 

윤하윤, 윤혜영, 이명희, 이상각(장은배), 이상관(최윤경), 이상옥, 이상용(김선미), 이성열(이은주), 이원석(김은경), 이은주(이시영), 

이종윤(최미라), 이중협(박진숙), 임은, 장윤의, 장주아(이경민), 장주완(이태균), 장주형(김영기), 전대혁(손민정), 정기훈(류정숙), 

정다은, 정말숙(안선근), 정성용(윤여진), 정종석(김숙미), 정찬웅, 조예은, 진사강(도상우), 진양훈(주옥희), 최윤진(명진우), 

최종란, 한송이, 한승식(강경화), 한정현(피경화), 한혜선(박용지), 무명1

운정(u)    곽민성, 김리향, 김민(곽준영), 김수영, 김수진, 김영욱, 김영현, 김옥희, 김하나, 나인준, 나일권, 박우주, 박지영, 
박희숙(정창복), 배재순, 서지선, 성시윤, 성정윤, 신연수, 신우창(조은미), 양승배, 어민경, 오기정, 오동현, 오상석, 오유빈, 오창석, 

오천우, 오혜빈, 우찬, 이다온, 이다하, 이문원, 이미란, 이성도, 이순기(천재호), 이스라엘(방교진), 이옥임, 이정진, 임창순(문윤미), 

정흥덕, 조성택, 조호현(조경심), 주기상, 지남숙, 진세현, 최정희(김승철), 추정석, 한성주, 한창섭, 황인옥(김현아), 황지연

건축헌금
▒일산  ( i )     김미숙(박공안), 김상후, 김영복(김순모), 김은정(강인웅), 민경덕, 박민영, 박효근(지지영), 서명옥(이상익), 
유종철(손계영), 이상무(조숙미), 이영근(김이영), 이용호(김경진), 최연옥, 최정숙(박은수), 무명1

▒운정(u)            곽인숙, 김용석(봉미경), 김진녀, 박용락(김용란), 박운영, 이성혜(고상곤), 정성진(윤금희), 조한담(최경순)
▒온라인건축헌금 
일산 (  i  )   김영미, 김윤기, 김천영(정미선), 김충만(윤윤경), 김혜영, 김효진, 박정화, 이나겸, 이상철(노상미), 이중협, 임미선, 
조성구, 한혜선       운정(u)   김수영, 김태현, 배재순, 이지헌
 

선교헌금
▒일산  ( i )    강영준(박찬주), 곽준열, 김미숙(박공안), 김영복(김순모), 김영숙(임동석), 마동범, 박병택(유명숙), 배경대, 
서경자, 서명옥(이상익), 송금자, 송은자, 신정아(서승범), 안경열(임옥련), 오원석, 윤학용(장소영), 이대성(김지연), 이정희(공승열), 

조윤자(이영신), 황민서

▒운정(u)             김진녀, 박영숙, 이광희(김명숙), 이광희(이소은), 이광희(린이), 이순악(차갑대), 정성진(윤금희), 조한담(최경순), 
최주희, 최태조(김광례)

▒온라인선교헌금 
일산( i )   김예영(박경부), 이승호(윤은수), 임양순(원광일), 최지수(권윤정), 황갑례(민병익)      
운정(u)    오창석, 이스라엘(방교진)

향기로운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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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금) 정오 12시 이후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주보에 기재됩니다.

구제헌금
▒일산 (  i  )     강영숙, 곽준열, 김미숙, 김미숙(박공안), 김선오, 김영복(김순모), 김영수(윤소라), 남상월(김보긍), 노은희, 
박병택(유명숙), 박순철(배순희), 박태석(장미순), 서명옥(이상익), 송금자, 송은자, 오한석(설명숙), 우준식(이현숙), 이미정(주종우), 

이정희(공승열), 이황해, 전세황, 조동웅(김종숙), 천효주, 최영석(전영희), 최재완(윤지영), 최정숙(박은수)

▒운정(u)                        김순희, 김은희, 김진녀, 박영숙, 방경희(김준수), 심순보(우옥규), 위인선(황은정), 윤용덕(안금임), 이성혜(고상곤), 
이정실(김세환), 이학선, 정성진(윤금희), 조한담(최경순), 천재호(이순기), 무명1

▒온라인구제헌금 
일산 (  i  )   고미옥(곽경훈), 김광일, 김민성(이혜영), 양미령(이남중), 이예찬, 조범철(임정아), 최지수(권윤정), 한승식(강경화)       
운정(u)   박희숙(정창복), 오창석, 이스라엘(방교진)

향기로운 예물란에는 한 주 전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수록됩니다. 전주에 헌금을 
하신 분들은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되었을 경우, 바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헌금 시 봉투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표기한 경우만 확인 가능합니다. 

향기로운 예물 

헌금봉투에 필수사항을 꼭 기록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서 명확히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헌금의 올바른

기록을 위해 헌금 시 봉투에, 생년월일 및 금액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혼자는 배우자명까지 기록해 주시면 이중대조가 가능합니다.

온라인헌금 시 유의사항

▶일산 벧엘교회 
 ① 십일조, 감사, 기타 특별헌금은 농협으로 보내주세요. 
   농협 158-17-000996  예금주: 벧엘교회

 ② 건축헌금은 반드시 우리은행으로만 보내주세요.  
   우리은행 343-04-102829  예금주: 벧엘교회

▶운정 벧엘교회 
 ① 십일조, 감사, 기타 특별헌금은 농협으로 보내주세요. 
   농협 317-0014-8384-1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운정벧엘교회

 ② 건축헌금은 반드시 우리은행으로만 보내주세요.
   우리은행 1005-703-561586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운정벧엘교회

 우리은행으로 들어온 헌금은 건축헌금으로 관리되며, 농협으로 들어온 건축헌금은 
 십일조로 관리되므로 온라인헌금 전에 은행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헌금 시 주민번호 앞 두 자리와 헌금종류 앞 첫 자를 기록해주세요.
 (김사랑이라는 분의 기록 예 ➞ 60김사랑십, 70김사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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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 족 환 영

2020년 5월 3일 등록 

일련번호 구분 성명 성별 주소 소속기관 구역장 인도자 

2020-95

일산

강성자 여 킨텍스로 i-13여선교회 이경희

2020-96 김기범 남 랜드마크로 i-18남선교회 김용범 정선희

2020-97 김성무 남 호수로 i-청년부
2020-98 김자은 여 일산로 i-22여선교회 김미영

2020-99 손영엽 남 불광천길 i-청년부
2020-100 이나은 여 행신동 i-청년부
2020-101 이서현 여 서정로 i-21여선교회 정성희

2020-102 이용철 남 주엽로 i-15남선교회 남성우

2020-103 이은실 여 권율대로 i-21여선교회 정성희

2020-104 조은해 여 호수로 i-청년부
2020-105 채희준 남 강촌로 i-청년부
2020-106 최광용 남 고양대로 i-14남선교회 박명규

2020-107

운정

김귀선 여 마음밭길 u-8여선교회 윤금희

2020-108 김지우 여 와석순환로

2020-109 박명준 남 해솔로 u-4남선교회 이성조

2020-110 박태범 남 해솔로

2020-111 박태한 남 해솔로

2020-112 안세훈 남 금촌2동 u-청년부 장수진

2020-113 안정은 여 금촌2동 u-청년부 장수진

2020-114 유의찬 남 동패로

2020-115 이병택 남 마음밭길 u-4남선교회 윤임택

2020-116 이영욱 남 새꽃로 u-청년부
2020-117 이정현 여 마음밭길 u-청년부
2020-118 이정화 여 새꽃로 u-7여선교회 윤금희

2020-119 조건희 남 가람로 u-청년부
2020-120 조성택 남 가람로 u-4남선교회 권은기

2020-121 조재성 남 황골로 u-4남선교회 윤임택 김주영

2020-122 조찬희 남 가람로 u-청년부
2020-123 채수진 여 가람로 u-9여선교회 홍미향

2020-124 천영희 여 해솔로 u-10여선교회 김봉정

2020-125 최여준 남 새꽃로 u-3남선교회 윤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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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  소  식

▫분실물 보관안내
분실한 지갑, 핸드폰 등 교회 1층 사무실에 
보관 중입니다. 
교회에서 분실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일시적 운영 중단 안내
① 교회셔틀은 완벽한 방역관계로 당분간 운행하지 
   않습니다.
② 주일학교(교육부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③ 매스콰이어는 모이지 않습니다.
④ 식당과 카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1⃞ 예배참석시간 : 기존에 예배 참석했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주차 : 기존에 주차했던 주차장을 사용해주십시오.
            일산( i ) - AJ주차장, 동구청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J주차장은 사무실 옆 1층 로비로 오셔서 차량번호 입력하시면 무료주차권 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정( u ) - 교회 외부 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출입 : 예배당 입장과 퇴장은 질서 있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i ) - 입장 : 교회 정문, 문화광장 쪽 정문(2,3,4부예배 전) 퇴장 : 문화광장 쪽 정문
            운정( u ) - 입장 : 교회 후문(외부주차장 쪽), 퇴장 : 교회 정문

4⃞ 출입체크 : 반드시 체온검사, 출석체크를 해서 입장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R코드나 수기로 출입체크를 합니다. 

                  본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검사 시 체온이 높은 경우 귀가 조치됩니다.

5⃞ 불필요하게 기물들을 만지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실 안내
각 예배실에는 안내에 따라 “앉는 좌석” 표시된 자리에만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i ) : 대예배실, 6층 로비, 뮤직홀, 열린무대, 3층 예배실, 4층 교육실(교육실1,2,3)
운정( u ) : 대예배실, 3층 예배실, 3층 교육실(교육실3, 사랑의교실), 2층 교육실 

개인 준비
 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벗으면 안 됩니다.   ② 인사는 목례로만 합니다.

 ③ 손 세정제가 주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타인에게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참석을 자제해야할 분들
 ① 코로나 확진자, 의심증상이 있는 분, 증상이 없더라도 해외에서 입국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분 

 ② 국가에서 자가 격리를 권고 받은 분 중에 격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

 ③ 초등학생 이하 및 노약자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의심 혹은 염려되는 분 

다음 지침을 따라주세요

Simultaneous Interpretation(into English) 
for 12:00 Sunday Services

Interpretation receivers are available in the sixth floor lobby before the 12:00 service. 
Please have your ID (ex. passport) ready to exchange with a receiver.



운정 (  u )

10895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324
 [와동동 1540번지]
 Tel.(031)956-3770 Fax.(031)956-3771

일산 ( i )
1040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27 
 [장항동 857번지 2호]
 Tel.(031)915  - 4550 Fax.(031)915  - 4551

담임목사 박광석   
www.bethel.or.kr | parkb.kr |     facebook.com/pastor.pks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목사님의 신앙관련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  회  소  식

다음주 구역장모임

다음주 구역 모임

구역장 모임 

다음 주일(5월 17일) 1학기 첫 모임이 시작됩니다.

시간 : 오후 3시 20분  

장소 : 일산 3층 예배실(i - 1교구 ~ i -  6교구),  5층 뮤직홀(i - 7교구 ~ i - 11교구)
        운정 3층 예배실(u -  1교구 ~ u -   6교구) 

다음주부터(5월 22일부터) 구역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중단했던 구역모임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기 위해 임시 모임을 갖습니다.

출석하여 몇 가지 안내와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일시 : 5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일산, 운정 대예배실

지금, 예배예절은 
옆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록안내 일산 ( i ) 
등록카드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6층 “등록데스크”로 오시면 
교역자들이 환영하고 도와드립니다.

운정 ( u )  
등록카드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4층 “등록데스크”로 오시면 
교역자들이 환영하고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