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의 부름 인도자

찬송* 구세주를 아는 이들 (통14 새26)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편곡: 황주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2:42-47

기도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양

봉헌

말씀 강선우 목사

교회소식

찬송*

축도* 강선우 목사

인도 : 강선우 목사

주일예배순서

봉사 위원

주일 교회청소 친교봉사 친교담당

3/17 8구역 2, 4, 다윗 전광애 최정자 이윤정 김종갑 김동균

3/24 7구역 2, 4, 다윗 린다유(개인친교)

3/31 6구역 2, 4, 다윗 김순재 김은정 변성희 김현수 홍도희

4/07 5구역 3구역 정석교(개인친교)

직분자 

예배와 모임 섬기시는 분들

위원회(위원장) 부서 부장 부원

행정위원회
이수영 장로

재정부 최정환 집사 이정일 홍경숙 권화경

행정부 최정환 집사 김순재 김은정

예배위원회
이상달 장로

예배사역부 손성호 집사 이윤정

예배준비부 김종갑 장로 김희영 백미숙 이혜숙

음악사역부 사재연 권사 이용함 강은지

중보기도부 이윤희 권사 도미타사유리

친교위원회
이수영 장로

식사준비부 정석교 장로 윤은숙 김미란 김성란

구역관리부 권화경 집사 이광선 백미숙 최정자 이영애A 홍경숙 김미란 최혜경 권순민

경조친교부 이춘근 집사 손성호 김미란

새가족부 김희영 권사 김옥순 이영애B 최혜경

교육위원회
이상달 장로

장년교육부 이근창 장로 이수영

2세 교육부 사상순 장로 최정환

도서부 김동균 집사

재단관리위원회
이상달 장로

건물관리부 홍도희 장로 조진희

차량관리부 이광준 집사

환경미화부 변성희 권사 권화경 도미타사유리 박애라 이상달 이수영 이미리

선교위원회
이수영 장로

국내선교부 김태국 집사 정석교 김성란 윤은숙

국외선교부 김종갑 장로 홍도희 최현철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성가대 

예배 위원

주일 찬양인도 봉헌위원 안내위원

3/17 강선우 홍도희 김양옥 고준

3/24 강선우 공시홍 김양옥 고준

3/31 전병현 공시홍 이수잔 이미리

4/07 사재연 김봉진 이수잔 이미리

*표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역자

강선우 목사 담임목사 763.291.6444 sw91191@gmail.com

이조화 강도사 다윗공동체 224.639.0121 leejohwa@hotmail.com

한성호 전도사 중고등부 312.792.5461 hsh13093@naver.com

박애라 사모 유초등부 612.597.5948 missaera74@gmail.com

최하은 전도사 영유아부 312.792.6050 gracechoi323@gmail.com

시무장로 이수영 이상달  협동장로 이근창

은퇴장로 김종갑 김현수 사상순 신호순 안광선 윤주권 정석교 홍도희 

시무안수집사 이춘근  피택안수집사 권중훈 손성호

시무권사 김희영 변성희 사재연 안효순 윤은숙 이혜숙 홍경숙

피택권사 권화경 최혜경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한국어)1부 주일 오전 8:30 주일예배 (한국어)2부 주일 오전 11:30

주일예배 (찬양예배)3부 주일 오후 4:00 영유아,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고등부 &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00

금요기도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기도 화~토 오전 6:00

중고등부 Discipleship 금요일 저녁 7:30 중보기도 모임 주일 오전 10:45

구역모임 구역별 다윗공동체 모임(GEB) 주일 오후   1:40

NPC 아카데미

001 예배자 학교 2019/9-11 002 예배 인도자 학교 2019/9-11

101 새가족 교육 2019/4-6 102 신앙의 기초 교육 2020/1-3

201 제자 학교 2020/4-6 301 리더 학교 2019/4-6

401 사도 학교 2021/1-3 202 제자학교 2 2019/1-3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직교육 TBA 구역장교육 매월 첫째주 토 오전 7:00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반 TBA 1:1 양육자반  TBA

QT학교 TBA 평신도 사역자반 TBA

성경공부

GEB(다윗공동체) “성령의 행전” 주일      1:40 pm Bible Study Rm 이조화 강도사 진행중

말씀으로 자라는 기도 주일      2:00 pm 주일학교 102 이상달 장로 진행중

창세기 2 수요일   9:00 am 컨퍼런스룸 강선우 목사 4월 개강

미가서 목요일   7:30 pm 컨퍼런스룸 이조화 강도사 진행중

사역조직표 친교를 위한 기도 강선우 목사

금주 주중예배  

수요예배 성전이 무너지는 날, 눅21:5-26 강선우 목사

금요찬양과 기도의 밤 바울-글로벌 크리스찬, 행9:1-19 이조화 강도사

토요새벽예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나, 고전13:8-13 강선우 목사

다음세대예배 (주일)

유아부 예배  생명의 빵, 요6:35 최하은 전도사

유초등부 예배 The best creation of all, 창1:26-31 박애라 사모

EM & 중고등 예배 예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 눅10:25-37 한성호 전도사

청년부 나와 같이 되기를, 행26 이조화 강도사

주일 3부 (찬양예배)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5 엘리사, 왕하2 강선우 목사

이조화 강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