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김수열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다함께

찬    양    내 영혼의 찬양

대표기도    박철형 집사

성경봉독    마 2:1-12 (신약성경 2면)

축복기도    다함께

말씀선포    김수열 목사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찬    송    254장

성    찬    다함께
봉 헌 및    말씀에 대한 
공동체기도      응답으로
마을소식    행복한 도토리마을

찬    양    125장 3절

축    도    다함께

찬    양   내 영혼의 찬양

성경봉독   왕상 21:1-29

말씀선포   김수열 목사

제    목   “엘리야와 아합 3”

찬    양   내 영혼의 찬양

성경봉독   열왕기하

말씀선포   김수열 목사

2019년 하우스 편성

 1) 에제르 – 최한숙(목자), 김수미, 김찬미, 김태은, 김효원, 박미영, 신미영, 
    하우스   오현주, 이종경, 조현옥, 최유순. 
 
 2) 예  언 – 정미연(목자), 김민선, 김현이, 김혜경, 안현순, 이연흥, 장희선, 
    하우스   최은경, 하용석.

 3) 그  린 – 박상균(목자), 권성준, 권윤규, 김무연, 김정원, 박장환, 박정호, 
    하우스   박철형, 박형창, 방석천, 윤상훈, 유화선, 진문기, 채수웅, 홍종구.
                  
 4) 러  브 – 오제성(목자), 경소영, 권은혜, 도상윤, 민신혜, 박규배, 박혜미, 
    하우스   안기덕, 오주현, 온세정, 유상모, 유영, 이경훈, 최세원, 최영주, 홍주연.

 5) 중고청 – 중고) 김소울, 박성훈, 이준서, 이태린, 오민서, 전이수, 홍다원.
    하우스     청) 고재형, 권지용, 김성원, 김성훈, 김재석, 박민지, 박신애, 
                   박아영, 박채인, 오서영, 오주영, 채성규, 채성민, 한형석. 

  * 이름은 가나다순이며, 직분은 생략했습니다.  

2019년 부서 편성

 1) 스데반 부서 : 1) 예배팀 : 김수미, 도상윤, 박철형, 안현순, 오주현, 유화선, 
   (예배 사역국)             이연흥, 하용석.
                 2) 찬양팀 : 김효원, 박규배, 박미영, 서총명, 신상영, 장희선,  
                            최유순, 이연흥.
                 3) 교육팀 : 서총명, 김태은, 온세정, 최한숙 + 부모님들.

 2) 바나바 부서 : 운영위원회원 + 재정부서원.
   (선교구제 사역국)   

 3) 도르가 부서 : 1) 공동체팀 : 김수미, 김찬미, 박미영, 박상균, 유화선, 
   (공동체/관리 사역국)        정미연, 조현옥.
                 2) 관리복지팀 : 김무연, 김민선, 김현이, 박철형,
                                 신미영, 온세정, 이종경, 진문기.
 4) 재정 부서 : 채수웅(부서장), 박형창.

  * 이름은 가나다순이며, 직분은 생략했습니다.
  * 예배팀은 교회력 꾸미기, 사진/영상, 강대상 물, 주보수집, 성찬준비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교육팀은 전도사님과 성경학교 지원 선생님, 부모님들입니다.
  * 바나바부서는 운영위원회원과 재정부서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선교, 전도, 구제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와 재정부가 함께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공동체팀은 새 가족과, 방문객, 그리고 경조사 부분을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관리복지팀은 시설관리, 홈페이지, 커피, 식탁 및 점심, 점심/비품 구입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