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tance ministers 
in SOUTH KOREA
•In March 2016 Constance was a plenary speaker and 
workshop leader at the Global Worship Conference in Seoul, 
South Korea. 

•She also ministered at Sarang Community Church by 
addressing the music department of the church under the 
leadership of Pastor Matthew Lee and by preaching in the 
English service under the leadership of Pastor Doug 
Park. WATCH NOW: 

Choose “Broadcasting” and 
then select March 6, 2016.

•One of the four adult choirs, the Glory Choir, included an 
interview in their weekly newsletters.

Constance ministers 
in HONG KONG

•In May 2017 Constance was the keynote 
speaker for Worship Seminar 2017, a 
three-day conference in Hong Kong.

• A special book-signing event celebrating 
the release of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Worship Architect was coordinated by 
Chinese Baptist Press to coincide with the 
conference.





1. 대원동정 
이번주 생일자: 3/13 정진미(S2), 3/18 김광수(B1), 

         3/19 허은영(S2), 3/20 구민지(S2) 
복귀자: 김성갑(B1), 홍은영(S1) 
휴직자: 김희정(S1), 오유리(S2) 
신입대원 오리엔테이션(2주간): 김설화(S1), 최숙영(S2), 

                       정해원(A1) 
공연: 문경해(A2) 2016년 제5회 창작성가 Festival 기획 및 주최,

         3/19(토) 17:00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
         영광남성중창단 김재민, 정재욱, 정의철 출연

2. 3/13일 오늘 “3월 미소상”을 선정합니다.

3. 파트별 단합대회: 3~4월 중 실시. 파트별 1인당 1만원 지원

4. 명찰패용: 새로 디자인된 이름표(명찰)를 패용하여 서로 얼굴과 
이름을 익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름표가 없는 분은 서기부에 
요청해 주십시오.(서기: 이하철 010-3704-0519)

5.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가지 말아 주십시오.
   1부 예배 후, 본당 2층 옷장 앞 통로가 혼잡하오니 가운은 지하 

5층 찬양대 연습실이나 복도에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6. 예배 후 가운 정리(3월)
T1 김석중: 예배전후 연습실 밖에 가운 세팅 주관

7. 이번 주 식사는 오케대원 18명 포함 어촌기행 도시락 95개. 
   어촌기행 김밥유부초밥 65개가 제공됩니다.(식사메뉴는 1인1식) 

8. 간식 제공 
감사기도제목: 노가군(B2), 오유리(S2) 가정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기가 무사히 세상에 나오고 힘든 
시간을 이겨 부모의 곁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가 평생동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기쁨이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부도 맡겨진 귀한 생명  
잘 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기 원하며, 저희 가
정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세상에 흐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
다."

   [간식제공과 후원을 위한 계좌: 기업 010-3495-1004 이유미(영광찬양대)]

9. 신규로 정곡빌딩 주차장 신청을 원하시면 부총무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0. 주차장 안내
장소: 정곡빌딩동관 지하2층(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서울고등법원 앞)
번호인식 주차장으로 사전등록차량만 입출가능
정곡빌딩 주변 도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주차 자제 요청
이용시간 : 5시30분 – 22시 (주차관리인 전화번호: 010-5478-3940)
셔틀버스: am 5:50, 6:00, 6:10, 총 3회

11. 영광장학회 후원 계좌
 시티 은행 617-06677-260-01(예금주: 이현주)

3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새 책)

       험한 십자가 능력있네

       (부활주일) 살아계신 주

4월   ❸ 승천

       복있는 사람들

       영화로우신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오 신실하신 주

            ** 상기 일정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월    (수)19:30‘2016년 디아코니아(기독교) 엑스포 출범예배’ 

4개 찬양대 연합 찬양, 
          찬양곡“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토) 3월 토요연습 9시~11시. B507호

          (4월부터 매월 3째 토요일로 정례화)

이번 주   정시내(S2), 이강현(T2)
다음 주   정진미(S2), 신병철(T2)

3/27 조 선(A1) 백창현(B1)

구분 예배 전 예배 후

Och
vn: 신영은 김소현 안혜지 va: 남신강
db: 김희민, cl: 김진우, hr: 박종석     

trb: 오윤섭

S1 김종은 임미란 김종은 임미란 주혜림

S2 윤정희 한정미  윤정희 한정미  

A1 김경묵 박양진 오금희 김경묵 박양진 오금희

A2 황희정 황희정

T1 김석중 오성민 이창우 정의철 
정재욱

김석중 오성민 정의철 정재욱

T2 전원출석 백성호 

B1
 김광수 김종만 송성규 
양진호A 우봉식 이종선 

최영근

김광수 송성규 양진호A 
우봉식 최영근

B2  노가군  노가군

휴직 김성갑(B1) 송석진(T2) 

                                 03.06

교역자 : 이원준 목사

대  장 : 윤석표 장로

지휘자 : 임창은 집사

총  무 : 백광진 집사

피아노 : 박진영 집사

오르간 : 손혜정 자매

cafe.godpia.com/gloria 제2016-11호(531호) 2016.03.13

<다음주 찬양> 험한 십자가 능력있네

(전주1마디)

(남성솔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생명 주셨네

(전체합창)  험한 십자가에 능력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있네

(남성솔로)  아무 죄없는 귀한 어린양이 흉악한 죄 씻으셨네 

           못-박히신 그 손으로 내 모든 죄 못박았네

(여성중창)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해도

           이 세상 다지나고 끝날이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체합창)  십자가에 사랑있네 나를 용서하신 사랑

           십자가위에 쏟으신 피로 죄인 씻으신 그 큰사랑

           십자가 위에 큰사랑

           십자가에 사랑이 있네 나를 용서하신 사랑

            십자가에 사랑있네 내 죄 사하신 큰 사랑

            나를 용서한 주 십자가

찬양대 연습시작 : 예배전 6:00 예배 후 9:50



Global Interview 
Constance M. Cherry

1. Is this your first visit to Sarang Church?

   Would you tell us how you felt ?

  ▶ 이번이 한국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도 첫 방문이었습니다. 모

든 방면에서 처음이기에 저에겐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것도, 주일 예배를 드릴수 있다는 

것도 참 기쁘며,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며 깊은 감격과, 여기

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다른 이들을 

향한 열정 또한 잊지 못할 감격입니다.

  

2. Do you have any encouragements for Glory choir ?

     (특별히 아침일찍 첫예배를 준비하는 영광찬양대의 사역과 대

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 부탁하였습니다.) 

  ▶ 미국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놀랄만한 섬김입니다. 제가 격려드

릴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아침일찍 오는 여

러분들을 목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기까지 2시

간 동안 리허설과 예배후 또 2시간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그

것은 대단한 헌신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수 있는 격려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며, 보상해 주실것이라는 것입니다.

     “God sees, God knows, and God witnesses your face 

in coming so early, so God will reward you for that"

3. We read about "The Worship Architecture" Is there any  

   reason to campare with architect ?    And for more,

   do you have any suggestions for the choir ?

   ▶ 제가 예배에 관하여 책을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비유적 

영감을 주신거라 생각합니다. 작업중에 ‘건축과 빗대어 한번 

예배에 대하여 써보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건축가에겐 2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큰 그림과 작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은 큰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배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이 건축가가  

     교회를 지을 때 역할입니다. 큰 그림을 그린 후에 디테일들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 다음 기초를 쌓고 부족한 것들을 다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만들어가는게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건축”

     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게 되었고, 우리들이 예배를 하나님과 

   협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Special sevices of Worship Architect> 으로

   곧 한국어로 나올 예정입니다.

   세 번째 책은 <Music Architect> (음악건축가) 로써 이책에서

   는 전체예배(행사), 기도자, 공동체, 음악 사역등으로 구성되는 

   예배 건축요소 중에서, 온전히 예배사역에서의 음악을 중심으로 

   쓰여졌으며 7월에 영문판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4. Is there anything that we can pray for you ?

  ▶ 육체적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고향에 가기전에 캘리포

     니아에서 1주일간 또 하나의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어서 3월 

13일 에야 집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 행사만큼 크

진 않지만 체력적으로 힘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성령님의 인도하

심 따라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기도해 주세요. 

< 취재후기 >

    올해는 영광찬양대 1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20주년을 향한

    출발을 위한 특별한 해이기에“살아있는 영찬, 영감 넘치는 영

    찬,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사역”을 생동감있게 전하기위한 깨어

    있는 주보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족한 종에게 홍보부라는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찬양대 리더쉽에 계신 대장장로님, 목사님, 

    총무님, 지휘자님 순으로 신년사를 게제하였고, 특집으로 

    10주년근속자 대상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간 글로벌워십 컨퍼런스 GWC(Global Worship 

    Conference) 2016 및 찬양대 연합 영성수련회 주간동안 기사

    를 준비해야 겠다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 목표를 정하자, 세부적인 계획들이 떠오르기 

    시작 하였습니다. 

    찬양대원인 저는 GWC에 초대된 강사분들중에, 콘스탄스 채리

    의 선택강의 “예배에 적절한 찬양곡 선정하기”를  화요일 

    오후에 참석하여 듣게 되었고, “예배란,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큰 그림으로 준비된 찬양이어야 한다”는 찬양의 

    본질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 Interview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번 주에도 일용할 기사를 채워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참 목자이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인터뷰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주신 콘스탄스 그리고 통역에 수고해주신 박다리아

    자매와 영찬 모든 대원님들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홍보부 방일순 

이지영A(A1): 아버지의 폐 수술 이후 잘라낸 폐의 빈 공간

을 재활훈련을 통해 잘 메워주시고, 건강 회복 위해 기도

드립니다.

강명수(T1), 유지연(S2): 어머니(김명숙 권사)가 더 이상 

   항암치료는 하지 않고, 속초에서 한방치료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3월9일 검사 결과 복막에 약간 암세포들이 발견

   이 되어 약물치료를 병행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

   어 간증의 도구로 사용 할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

   다. 

김재식(B2): 아내(김혜자 권사)가 항암치료를 마치고, 첫 

검사결과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대원들의 중보기도에 감사

드리며, 체력과 면역성을 회복하여 건강주시기를 기도드립

니다.

김진(A1), 김종은(S1/외할머니): 어머니(오영자,76세)의 

   대장암 수술과 치료 과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허수진(S1),허다빛(S2) 자매: 어머니(김은숙 집사님) 콩팥 

위 종양 제거 수술 후 회복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

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콘스탄스 M. 채리 : 2주간의 여행기간중에 안전한 여행되

도록 보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며, 영

적 충만함과 육체적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 Let's pray for Constance Cherry's safety trip 

and able to discern what God is doing in her 

heart as a result of this conference. Give her 

physical strength and everlasting mercy and 

grace in Jesus Christ. Amen.

╋ 중 보 기 도 제 목 (Prayer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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