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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당회 

황주 목사 609-356-4047 pastorjoo@gmail.com 

강문식 장로 201-522-4730 mskang216@gmail.com 

구진회 장로 201-673-8004 jinhwekoo@gmail.com 

김현걸 장로 201-315-8381 chrismaskim@gmail.com 

심재일 장로 201-755-6129 halifaxllc@gmail.com 

이주환 장로 551-265-9137 jl0055@hotmail.com 

최효일 장로 646-539-8009 nyjohnsk@gmail.com 

사역자 

이용민 목사 908-307-3308 yongmin.truelight@gmail.com 

김금희 전도사 201-301-5029 kumhee7056@gmail.com 

한수연 전도사 201-394-9058 sallycan2@hotmail.com 

한지은 전도사 917-692-1379 denisejkim@gmail.com 

P. Andrew Piascik 973-647-0040 andrew.piascik@gmail.com 

P. Tim Yi 908-285-7363 tim.yi.1031@gmail.com 

김은경 전도사 201-724-8331 hyomijun@gmail.com 

계봉선 전도사  201-600-7674 bskye7@hotmail.com 

노윤주 집사 201-745-4547 njm7026@gmail.com 

유재웅 집사 201-218-2040 okgood365@gmail.com 

조윤정 전도사 973-525-9019 chokoona@gmail.com 

최리나 집사  201-835-8368 lina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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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ur vision is to illuminate God’s color to the people 

around us.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색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있다. 그리하여 

예수로 빛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We want to be a church that brings out the God-colors in the world as in Matthew 

5:16 (The Message).  Through our worship services, events, and activities in the 

communities surrounding us, our hope and aim are to draw others toward the 

True Light, who showed us love in its most perfect form, that is through Christ 

Jesus, our Savior and Lord. 

우리는 하나님의 색상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행사들의 목적과 소망은 세상의 사람들을 참빛이시고 완전한 사랑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있다.  

 

2.Our mission is to create a church where "unchurched" 

people love to attend.   
우리의 목표는 교회에 관심 없던 사람들(비신자들)이 기꺼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있다. 우리교회의 주 목표는,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들과 

무신론자들이다.  

 

3.True Light Key Words/Phrases (참빛 용어들) 
Common sense 상식이 통하는,   

It’s OK to not believe 믿지 않아도 되는, 

“Unchurched” people focused 비신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Cross is the only offensive message 십자가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Anyone can participate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Family ministry first 가족 사역이 먼저인 

Safe for all 안전한 

Helpful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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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성장의 4 가지 핵심요소 
The Four Faith Catalysts 

 

1.Practical Teaching – Preaching and Bible studies (Worship) 
실용적인 가르침 -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와 성경공부 
 

2.Personal Ministry – Mission trips and Volunteer opportunities (Mission) 

봉사활동 – 교회 안의 봉사활동 (부서활동), 교회 밖의 봉사활동 (선교, 구제) 

 

3.Private Disciplines – Q.T. and Prayer (Discipleship) 

개인 신앙 훈련 – QT, 기도생활, 헌금생활 
 

4.Practicing Faith Together – Care Group 

신앙공동체 –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모임. 케어모임 

 

 

참빛 소통의 법칙 
 

1.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2.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 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 진다. 

3.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될 수 있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4.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5.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은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6.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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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지 참빛 습관 Six Essential Habits1 
 

 

1) 내 것으로 만들어라 - Take it personally 
교회의 모든 비전과 미션, 그리고 결정사항들을 내 것처럼 매일 삶에서 드러나게 

하라. 내 것이 아니라면 희생도 없다. 

 

2) 더 좋게 만들어라- Make it better  
매주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맡은 일을 향상시켜라.  

“Don’t think what’s the cheapest way to do it or what’s the fastest way 

to do it… Think what’s the Most Amazing Way to do it!” (Richard 

Branson). 
 

3) 나를 잘 관리하라 - Stay fit 
육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라. 영과 육은 같이 건강해야 

한다. 
 

4) 나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키우라- Replace our selves 
항상 내가 없어도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결국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넘겨줘라. 
 

5) 같이 하라 - Collaborate 
무슨 일이든 혼자 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부서들과 함께 일하라. 그래서 오직 두 

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빛나게 하라. 서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다.  
 

6) 항상 손을 열어 두라- Remain open handed 
변화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항상 손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움켜쥐지 말고 펴라. 

그리고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라. 

 

 

                                                             
1 Adopted from North Point Communit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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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 교회 당회 및 사역 위원회 
 

1) 당회 
당회장: 황 주  

당회원: 강문식, 구진회, 김현걸, 심재일, 이주환(회계), 최효일(서기) 

부목사: 이용민 
  

 

2) 정기 회의 모임 
 

날짜 모임 내용 장소/시간 

첫째 주 주일 당회 
일곱 위원회의 보고와 안건,  

다음 달 계획 의논 및 결의 
도서실 

셋째 주 주일 
위원회 

부장모임 

각 위원회 부서들의 보고와 안건, 

다음 달 계획 논의 

부서별 

모임 
 

모든 모임은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3) 예배 모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오전 
주일예배 

1,2,3 부 

 

 
성경공부 

(seasonal) 
  

성경공부 
(seasonal) 

오후 
당회 및 

위원회/ 

부서 모임 

 

     

저녁   중보기도   

성경공부 
(seasonal) 

 

금요찬양예배 

(마지막 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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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 참빛교회 조직도 

 
 

 
 
 
 

예배위원회

Worship

선교위원회

Mission

양육위원회

Education

케어모임위원회

Care Group 

재정위원회

Finance

친교/관리위원회

Fellowship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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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 True Light Day Care 조직도 

 
 

 
 

 

2019 년도 참빛 한국학교 조직도 

 
 

이사회

담당: 심재일

원장

조윤정

사무장

박은지

18개월반 2-3세반 3-4세반 3-4세반 Pre-K

이사회

이사장 오은환

교장

최리나

교감

안희옥

유아 기초1,2 초급 1,2,3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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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소개 

 
1. 예배위원회 
 

1) 찬양팀  

찬양팀 1 부 

1. 수요일 이전 콘티 보내기 

2. 주일 8:15am 찬양팀 연습 (8:45am 종료) 

3. 찬양팀원 선출 및 돌보기 

4. 특별새벽기도, 말씀 잔치 등 찬양 인도 

5. 예배위원회 모임 참석 

찬양팀 2 부 

1. 수요일 이전 주일 콘티 보내기 

2. 주일 9:30 am 찬양팀 모임, 10:10~10:45am 연습 

3. 찬양팀원 선출 및 돌보기 

4. 금요찬양예배, 특별 새벽기도, 말씀 잔치 찬양인도 

5. 예배위원회 모임 참석 

 

2) 음향미디어부  

1. 모든 예배 및 행사 참석 필수(주일 1,2 부 예배, 금요찬양예배, 말씀잔치, Funtastic31, 

Together is Better,  NEXT 등) 

2. 각 예배 한 시간 전 도착 및 준비 (음향 방송 장비 전원 켜기) 

3. 예배 후 정리(전원 끄기 및 각 장비 확인, 동영상 및 음성 파일 온라인 업로드) 

4. 음향 

a. 마이크 배터리 확인 및 시그널 확인 

b. 모니터 음향 조절 

c. 연습시 음향, 음량 확인 

d. 각 예배 순서에 따른 마이크 on/off 

5. 카메라 

a. 예배 전 프로젝터 켜기, 예배 후 프로젝터 끄기 

b. 예배 전 카메라 위치 확인, 예배 중 카메라 화면 확인 (설교 및 기도 상황에 맞는 

카메라 워크 등) 

6. 파워포인트 

a. 각 예배 전 파워포인트 준비(찬양팀 및 행정목사에게 주일 예배 순서 및 찬양 콘티 

확인) 

b. 예배 전 예배순서 확인 및 맞춤법 확인 

c. 찬양 ppt 사용시 배경화면 주의(배경 없이 Gradient 사용) 

d. 설교 중 ppt 변환 (목사님 사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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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성찬식 동영상 

f. 광고 looping ppt 제작 

g. 세례 동영상 

h. 설교 동영상 

i. 예배 전 음악, 예배 후 음악 

7. 조명 

a. 연습시 조명 확인 

b. 조명 종류 및 전구 확인 

c. 예배 별 콘티에 따른 조명 확인 (예배 전, 찬양, 설교, 기도, 동영상, 주기도문, 

사도신경 세례, 성찬식 등 각각에 따른 조명 사용) 

8. Live 방송 

a. 예배 전 방송 확인(방송 되는 사이트 정보 확인) 

b. 2 부 예배 방송 광고 및 스트리밍 

c. 예배 후 방송 종료 

 

3) 호산나 찬양대  

1. 주일 2 부 예배 준비 

a. 주일 9:40 까지 연습실 도착 

b. 예배 시작 5 분 전 입장 

c. 예배 각 순서 찬양 

2. 2 부 예배 찬양,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 등 

3. 찬양대원 선출 

 

4) 예배준비부  
1. 모든 공 예배 및 모임 시작 30 분 전 도착 (주일 1,2 부 예배, 금요찬양예배, 말씀잔치, 장례예배 

등) 

2. 예배 전 환경 관리(본당 및 복도 청소 상태 관리) 

3. 주보 접기 (1 부 예배 8:30 까지, 2 부 예배 10:30 까지) 

4. 주보 배부 

5. 예배 후 배포 

6. 성찬식 안내 

7. 주일 기도 안내(주중 연락) 

8. 헌금 안내 

9. 본당 내부 자리 안내 

10.장례식 안내 

11.설교 강단 물 준비 

12.세례식 준비 

13.성찬식 준비 

14.예배 전/후 청소 

15.헌금봉투수량관리(헌금봉투 오더 행정팀에 연락) 

16.성찬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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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차 안내부 

1. 각 예배 및 행사 주차 안내 – 예배/행사 시작 30 분 전~시작 후 10 분 

주일 1,2 부 예배 8:30~9:10, 10:00~11:10, 12:00~12:30) 

금요찬양예배(7:30~8:10), 말씀잔치, Funtastic31, Together is Better,  NEXT 등 

2. 2019 년부터 주차 안내 봉사 케어 스케줄 관리 

3. 주차부 용품 관리(반도, 안내봉, 무전기 등) 

4. 눈이나 비가 올 때 성도들을 위한 우산 서비스 

5. 눈 또는 Freezing Rain 올 때 눈/얼음 제거 및 Ice Melt 뿌리기 

 

6) 중보기도부(주일, 화요일)  

주일 중보기도부 

1. 주일 예배 시 중보 기도 

2. 중보기도실 관리 (청소 및 비품) 

화요중보기도부 

1. 주중 1 회 모여서 기도 

2. 기도 제목 확인 

3. 중보기도실 관리(청소 및 비품) 

4. 중보기도 참여 인원 관리 

 

7) 행사사진기록부 

1. 모든 예배 및 교회 행사 참석 

2. 모든 예배에 사진 촬영 준비 

3. 세례식, 성찬식 등 

4. NEXT, VBS, Funtastic 31 

5. 행사 후 홈페이지에 바로 업로드 

 

8) IT 관리부 

1. 교회내 network 관리 

2. Wifi 및 IT 관련 물품 관리 

 

9) 홍보부  

1. 교회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2. 설교 시리즈 

3. 각종 행사 

4. 홈페이지 관리 

5. 홍보물 관리 

6. 간판 제작 

7. 바나바 사역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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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교 위원회 
 

1) 단기선교부 

1. 매해 1 월 단기 선교 신청 받기 

2. 12 월까지 다음 해 단기 선교지 및 기간 확정 

3. 단기선교 훈련 준비 및 훈련 (4-6 월) 

4. 단기 선교 신청비 관리 

5. 단기선교보고 

6. Fundraising 

 

2) 해외선교부  

1. 매해 12 월 다음 해 선교지 확정 

2. 선교비 보내기 

3. 선교보고 받기 

4. 각 선교사님 연락 및 관계 

5. 케어와 선교사님 연결 

 

3) 지역사회부  

1. 지역 사회 Donation 

2. 어느 기관, 어느 지역을 도울 것인지 결정 

3. 각 기관에 시기별 Donation (Fire, Police, School 등) 

 

4) 참빛유아원 (True Light Day Care) – 2.5 세부터 5 세 아이들의 교회 유아원 

 

5) 참빛한국학교– 토요일에 운영하는 한국 문화 학교 

 

 

 

3. 양육위원회 
 

1) 어린이청소년교회 
 시간 나이 담당목회자/부장 

아기방 (Big Baby room) 11:00am 1-18 개월 심미경 

유아부 (Toddler town) 11:00am 2-3 살 김금희/박혜림 

유치부 (Kinderland) 11:00am 4-5 살 한수연/이혜진 

초등부 (Up Street) 11:00am 1-4 학년 한지은/제인영 

중등부 (Jumpstart) 11:00am 5-8 학년 Andrew Piascik/김 앤 

고등부 (Highway) 11:00am 9-12 학년 Tim Yi/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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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씀훈련부 (성경공부/QT) 
1. 성경 공부 계획 및 준비 (봄학기 2 월말까지, 가을 학기 8 월 말까지) 

2. 성경공부 교재 오더 

3. 성경공부 신청자/수료자 관리 

4. 성경공부 홍보 

5. 성경공부 리뷰 

6. 사무실 앞 책 관리 

 

 

4. 케어모임 위원회 
 

1) 새가족 사역부 

1. 주일 예배 30 분 전 준비 (8:30~1:00) 

2. 각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적어도 1 명 이상 안내데스크에 위치 

3. 새가족 등록 카드 받기 

4. 새가족 알리기 카톡 등 

5. 새가족 연락 

6. NEXT 안내 

 

2) 바나바부 

1. 교회 내 각종 구제사역 

2. 어려운 사업체 돕기 

 

3) NEXT 준비부  

1. NEXT 일정 확인 

2. NEXT 참여자 확인 (새가족, 참가족) 

3. 음식 확인 및 오더 

4. 선물 준비 

5. 식사, 새가족 소개, 투어, 후식 

6. 참여자 이름표 제작 

7. 장소 데코레이션 

8. 행사 후 뒷정리 

 

4) Special Care Unit 부  

1. 등록 후 케어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 관리 

2. 케어 선데이 시 YANA Coffee House 모임 

3. 케어 없는 분들 케어 배정 

 

 

 



 
    

14 

5) 늘푸른 모임 (Evergreen Ministry)  

1. 65 세 이상 어르신들 모임 

2. 2 부 예배 후 모임 

3. 자체 케어 모임 

4. 꽃 보러 청춘, 불타는 청춘 

 

6) 돌보미훈련부 

1. 금요일 저녁 돌보미 케어 모임 훈련 

2. 봄/가을 돌보미 훈련 학교(CTS), 졸업식 

3. Care Sunday 모임 

 

7) 젊은 부부 모임 (이용민/안희옥) 

1. 20 대~30 대 젊은 부부 모임 

2. 봄, 가을 세미나 (부부, 가정 등) 

3. 연말 모임 

 

 

 

5. 재정위원회 
 

1) 지출부 – 교회의 모든 지출을 관리/집행하는 부서 

 

2) 수입부 – 교회의 모든 수입을 관리/기록하는 부서 

 

3) 자산관리부 

1. 분기별 각 부에서 자산 목록 받기 

2. 매해 자산 현황 관리 

3. 묘지 관리 

 

4) 안태호장학위원회 

1. 장학금 지급 

2. 장학금 수여자 확인 

3. 장학금 지급 후 수여자로부터 보고 

4. 장학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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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교관리 위원회 
 

1) 건물관리부 

1. 각종 공사 준비 및 진행, 완료 확인 

2. 화장실 

a. 각 화장실 청소 상태 확인 (누수 확인, 고장 난 변기 고치기) 

b. 매주 비누 확인 

c. 매주 화장지 확인 

d. 화장실 냄새 관리 – 2 달에 한 번 방향제 교체 

e. 화장실 등 관리 

3. 교회 내 전구 관리 

a. 매주 교회 전구 확인 및 교체 

4. 외부 조명 관리 

a. 주차장 조명 확인 

b. 건물 외벽 조명 확인 

5. 냉/난방 관리 

a. 3 월 냉방, 10 월 난방 관리 필터 교체 

b. 고장 난 냉/난방기 수리 

c. 예배 및 각 행사 후 냉/난방 기기 관리 

d. 냉/난방기기 스케줄 관리 

e. 겨울철 Ice Melt 준비 

6. Fire Inspection 

a. 매년 정기 정검 지적 사항 확인 후 시정 

b. 스프링쿨러 Inspection 3 월 

c. 주방 Inspection 3 월/9 월 

d. 3 월 소화기 Inspection 

e. 알람 시스템 매달 pay 중 

f. 비상등, 비상등 배터리 확인 및 교체 

7. 출입문 관리 

a. 각 출입문 잠금 상태 확인 

b. 사용자 확인 및 마지막 점검 확인 

 

2) 차량관리부 

1. Registration 

2. Insurance 

3. 6 개월에 한 번 엔진오일 교체 

4. 6 개월에 한 번 와이퍼 교체 

5. 차량 일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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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실운영부 

1. 도서실 청소 및 관리 

2. 새로운 책 구매 

3. 필요 없는 책, 책장 정리 

 

4) 주일 친교 사역부 

1. 주일 친교 준비 

2. 식재료 구입 

3. 식재료 관리 

4. 부엌 청소 

5. 친교용품 구입 및 관리 

6. 부엌 용품 관리 

7. 부엌 사용 스케줄 관리 

8. 친교시 음식물 쓰레기 관리 

 

5) 교회 장식부 

1. 절기별 예배 장식 

2.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2 달 전부터 데코레이션 회의 

3. 최종 승인 후 데코레이션 

4. 계절별 장식 

 

6) 특별행사친교부 

1. 토요일 새벽 친교 

2. 특별새벽기도 친교 

3. 말씀 잔치 등 친교 

 

7) 체육부 – 참빛오픈 계획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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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 케어 모임 

Because God Cares 

 

참빛 케어 모임은 전반기에는 한 달에 두 번, 후반기에는 매주 모이는 

참빛교회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작은 

모임에서 실천하는 곳입니다. 몇 가정들이 모여 서로 음식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서로 캐어 (care) 해 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입니다.  

케어모임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비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제자로, 제자를 사역자로” 

 

케어 모임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 - Connecting people to Jesus and one another 

      (예수님과 연결되고 서로 연결됩니다.) - 연결됨 

A - Accepting each other unconditionally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받아줍니다.) - 받아줌 

R - Rejoicing God Together 

      (하나님을 같이 기뻐하고) - 기쁨 

E - Encouraging one another with prayers 

     (서로 기도로 세워줍니다) - 세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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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케어 모임에 속해야 하나요? 
  
  

  Connecting – 케어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는 삶의 방식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 

속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케어 모임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Connecting to Jesus and one another. 
 

Accepting – 케어 모임에 속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서로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영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케어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Accepting each other 

unconditionally. 
  

Rejoicing- 세 번째 이유는 같이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몫입니다. 케어 모임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천국의 모습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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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같이 기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Rejoicing God together.  
 

Encouraging - 우리가 케어 모임에 속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서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케어 모임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같이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을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됩니다. Encouraging one other with prayers. 

 

 

 

 

 

 

 

홀로 사는 삶은 우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 혼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을 

원한다면 케어 모임에 속하여 서로 

격려하고 (Encouraging), 기뻐하며 

(Rejoicing), 환영함으로 

(Accepting),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연합 (Connecting)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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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케어모임 

지역 돌보미 부돌보미 

1 지역 

구진회/구윤경  

강승수/박연희 김현경, 심정임 

이용민/박지은 류정우/조지원 

채봉직/정신화 김홍철/임선애 

2 지역 
최효일/정애란 민형은/노윤주 

김 승/김영숙 최승주/김송미 

안철수/이혜진 최병철/조에스더 

3 지역 
이주환/최리나 박찬두/이은정 

박천일/양혜원 김일환/윤수정 

이종오/한수연  

4 지역 
강문식/강은심 최영미, 위명심 

황의열/안희옥 신순규/한근주 

진현덕/심미경 이우정/구자향 

5 지역 
심재일/심현주 홍성우/홍주희 

현광진/김금희 김범석/이영림 

박찬영/김도희 최승순/최미희 

6 지역 

김현걸/김자연 황재윤/김진경 

김문수/김앤 김종환/한지은 

이용우/김윤희 정근향 

구본정/조윤정(청년케어) 김영수/유영은 

늘푸른모임 

손태염 심순숙 

한기숙 엄우정 

이현선 김필순 

이영순 강애숙 

고경자 신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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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참빛 Calendar (January-June) 

January 1/1-5 신년특별새벽기도 
1/6 신년감사예배, 정기당회 
         단기선교 신청 시작 
1/9~2/22 첫걸음 구약 50 일 성경공부 
1/13 안수/임직예배, 
1/20 돌보미/부돌보미 훈련 

1/25 금요찬양예배 

1/27 정기공동의회 

           NEXT 

1 월-6 월 Youth 금요모임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February 2/3 정기당회, Up Street 교사훈련 
         Kinderland PTA 
2/8-25 Flying Happiness  
2/10 FH 환영식, Toddler Town PTA 
           Shine Staff Meeting 
2/17 돌보미/부돌보미 훈련,  
           선교후원 동전모으기 시작 

2/22 금요찬양예배 

2/23-6/8 한국학교 (2/9,10 등록) 

2/24 FH 환송식 

2/24 세례, 응답하라 2030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March 3/4 정기당회, 단기선교 신청 마감 
         전반기 케어모임 시작 

3/24 Care Sunday 

3/24 NEXT 

3/29 금요찬양예배 

스프링쿨러 Inspection 

Kitchen Fire Inspection 

3/10~5/25 봄학기 성경공부 

3/9~3/30 과학과 신학 성경공부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pril 4/7 정기당회 
4/19 성금요예배(참빛 세미나) 
4/21 부활절, 세례 
           Kinderland - Easter Fun Day 

4/26 금요찬양예배 

4/28 Care Sunday, 응답하라 2030 

4/3~5/22 돌보미학교(CTS) 

참빛 Open Su Mo Tu We Th Fr Sa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y 5/5 정기당회 
5/6-7 Drive Conference  
5/14 꽃 보러 청춘 
5/18,31 단기선교 훈련 

5/17 참빛 세미나  
5/19 Care Sunday 
5/25 EC Mission Fundraiser 

5/25-27 가족 수련회 
5/31 금요찬양예배 
5/19-6/30 Homecoming 세미나 
                       (늘푸른모임)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June 6/2 정기당회, 선교바자회 
6/7 단기선교 훈련 
6/9 NEXT, 선교후원 동전모으기 마감 
        EC Picnic Service 

6/14 참빛 세미나  
6/23 교회 창립주일 예배, 졸업예배 
           Care Sunday 

6/22,23 Shine 2019 Decoration 

6/25-29 Shine 2019 

6/28 금요찬양예배 

6/30 세례, 임시공동의회 

 

Su Mo Tu We Th Fr Sa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2 

2019 참빛 Calendar (July-December) 
July 7/5 단기선교훈련 

7/6 단기선교 Packing Day 
7/7 정기당회 
7/7 선교 파송 예배 
7/15-20 도미니카 단기선교 
7/26 금요찬양예배 

7/28 Care Sunday, NEXT 
           단기 선교 보고(도미니카) 
7/29-8/10 한국 단기선교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ugust 8/4 정기당회 
8/18 단기 선교 보고(한국) 
           돌보미/부돌보미 훈련 
           EC BBQ 

8/25 Funtastic 31 Staff Meeting 
           Care Sunday 
8/30 금요찬양예배 

8/24,25 가을 맞이 대청소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eptember 9/1 정기당회, 당회수련회(1-2) 
9/8 케어모임 가을학기 시작 
        가을 성경공부 개강 
        Kinderland PTA 
9/7-12/14 한국학교 
9/22 Care Sunday(지역 야유회) 
9 월~12 월 Youth Friday Meeting 

9/27 금요찬양예배 
9/29 세례, NEXT, Up Street PTA 
           정책당회 
           Toddler Town PTA 
돌보미 케어모임 훈련 (9/13~11/29) 
돌보미 학교 (9/11~11/6)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October 10/2-4 Catalyst (리더십 컨퍼런스) 

10/12 Youth Six Flags  

10/6 정기, 정책당회 

           Volunteer Sunday 

          교사훈련(전체) 
10/13 세례 
 

10/20 불타는 청춘 

10/25 금요찬양예배 

10/27 Care Sunday 

10/31 Funtastic 31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vember 11/3 정기당회 

11/10 NEXT 
11/13 돌보미학교 졸업식 
11/24 온가족추수감사예배,  
             Care Sunday 
11/29 금요찬양예배 
11/29 EC Thanksgiving Potluck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December 12/1 정기당회 
12/3 Giving Tuesday  
12/9-16 Christmas Express 
12/14 응답하라 2030 
12/15 돌보미/부돌보미 모임 
              Toddler Town 교사 모임 
 

12/22 Together is Better 
              Up Street 특송 
12/25 온가족크리스마스 예배 
12/26-28 Youth Retreat  
12/28 EC Post Christmas Party 
12/29 늘푸른모임 송년회 
12/31 송구영신예배 8pm 
1/1-4 특별새벽기도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www.truelight.org 

201-880-8761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