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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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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배 목사

물리적으로 계산한다면, 몸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비누 7개, 성냥 

2000개비, 못 1개, 연필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므로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가치는 1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양육에 들

어가는 돈으로 따진다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2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생명 

보험회사는 돌아가신 분의 일할 수 있는 남은 연수, 직업, 수입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금액을 나름대로 산정합니다. 

인도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보통 300불, 30~40만 

원 정도 보상을 하고 끝낸다고 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궁핍한 가

족이 자녀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없는 경우 약간의 돈을 받고 자녀들

을 팔기도 하고, 태국의 산악부족 중에는 딸을 사창가에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아버지들이 꽤 많아 딸을 낳으면 부자가 된 듯이 축하를 

받는다고 합니다. 2008년 170여 명을 사망케 하며 전 세계를 전율

케 한 인도 뭄바이 테러사건을 일으켰던 파키스탄 무장 단체는 가난

한 집안의 청년들을 단돈 180만 원을 주고 고용하여 사지에 몰아넣

었다고 합니다.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며

2

천하보다 귀한‘한 사람’의 가치



사람들이 이런 적은 가치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죽음

의 자리로 내몰리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

나 될까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

냐에 따라 한 사람의 가치는 매번 달라져야 하고, 그나마 헐값에 팔

려가는 수준밖에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

에 그분만이 사람의 가치를 말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태국 산악부족의 딸이든, 인도의 불

가촉천민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무식하든 

배웠든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

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

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오늘날도 잃어버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

하여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2011년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신

앙생활을 했고, 2012년에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으로 살자”는 신앙목표를 걸고 함께 신구약 성경을 읽으며 달려왔습

니다. 2013년 새해에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룩한 사명

을 온 교우가 함께 실천하는 한 해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 청

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식구, 모든 목장, 모든 부서가 다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복

음을 전하여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한 해를 보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Luke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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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장로교회 연혁

1980년

3월 2일

6월 3일

8월 3일 

10월 5일

10월 12일

1981년

1월 1일

10월 25일

1982년

1월 30일

3월 14일

8월 1일

1983년

10월 9일

1984년

10월 13일

1985년

5월 13일

1987년

3월 29일

1988년

10월 9일

산호세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적 개혁주의 신앙을 같이하는 6가정이 조병순 장로 댁에서 

기도회로 시작하다.

림택권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하다.

교회 명칭을 임마누엘 장로교회로 정하다.

1112 Bernardo Ave., Sunnyvale 소재 Congregational Church로 부터 예배당 사용 

허가를 받다.

창립예배를 드리다.

한나 선교회(부인회)가 설립되다.

창립 1주년 기념예배 및 조병순, 전구팔, 하병석, 송용걸 장로 취임과 권사 8명의 취임식

을 가지다.

림택권 목사 사임하다.

탁장제 집사 외 40여명의 성도들이 김대유 집사 댁에서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브니엘 장로교회가 창립되다.

82년 4월 1일, 이성락 목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다.

83년 5월 22일, 유병한, 김대유 집사가 안수집사로 피택되다.

84년 7월 29일, 이정숙, 최정준, 문유경 집사가 권사로 취임하다.

85년, 이성락 목사가 사임하고, 손경호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다.

88년 8월 31일, 손경호 목사가 사임하고, 동년 12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이순권 목사를 

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다.

90년 3월 11일, 김도선 장로와 김문규 안수집사가 취임하다.

92년 3월 1일, 이순권 목사가 사임하다.

92년 3월 29일, 공동의회를 열어 온누리교회와 연합을 결정하다.

제2대 담임목사로 김진이 목사가 부임하다.

창립 3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이상억, 이종상 집사의 안수집사 장립식을 거행하다

창립 4주년 기념예배와 제1회 선교음악회 및 김진이 목사 위임식을 거행하다.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에 가입하다.

정창성 장로의 취임식과 김종수 집사의 안수집사 장립식을 거행하다.

창립 8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김종수, 박홍범, 정수영, 안병호 집사의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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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1월 10일

1991년

12월 1일

1992년

4월 19일

1993년

1월 15일

12월 11일

1994년

2월 7일

2월 14일

4월 10일

1995년

3월 12일

1996년

4월 14일

1998년

4월 26일

5월 17일

11월 15일

1999년

1월 30일

3월 14일

4월 9일

예배당을 구입하고(소재지: 945 Willow Street, San Jose, CA 95125), 입당 첫 

예배를 드리다.

김종수 장로 댁에서 8가정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서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창립되다. 

92년 3월말에 손원배 목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다. 

동년 4월 5일 브니엘 장로교회와 연합하여 3151 Union Avenue, San Jose에서

예배드리다. 당회를 손원배 목사, 김도선 장로, 김종수장로, 안병호 장로 4인으로 

구성하고, 교회명칭을 온누리 장로교회(Onnuri Presbyterian Church)로 결정하다.

94년 2월 7일, 공동의회를 열어 임마누엘 장로교회와의 연합을 결정하다.

김성학, 박채금, 정지안 집사의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김진이 목사가 사임하다.

제3대 담임목사로 천정웅 목사가 부임하다.

천정웅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공동의회를 열어 온누리 장로교회와의 연합을 결정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따라, 앞서 분열되었던 세 교회가 다시금 한 교회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다.

연합창립예배를 드리고, 이지원 피택장로의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다.

안용준 원로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제2주년 연합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엄귀섭, 박순주 집사의 권사 임직식과 

김영수, 이완표 집사의 안수집사 장립식을 거행하다.

새 예배당(2526 Homestead Rd., Santa Clara, CA 95051)을 구입하여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광애 집사의 권사 임직식, 김욱현, 정진범, 정광록 집사의 안수집사 취임식, 이동우, 유택종, 

지천우, 용순영, 유영호, 고정훈, 최상훈, 김흥규 집사의 안수집사 장립식을 거행하다.

영어회중 전임사역자로 이인국 전도사가 부임하다.

가정교회를 위한 제1기 생명의 삶을 시작하다.

City Team 무숙자 저녁 식사 대접을 시작하다.

가정교회를 위한 목자 19명을 임명하다.

21개의 목장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하다. 18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목자 임직자: 김모경, 김미숙, 김영수, 김영철, 김종수, 문승만, 박상열, 박홍범, 안병호, 유병훈, 

이상분, 이정수, 정수영, 정진범, 조혜영, 최상훈, 최정규, 홍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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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26일

9월 11일

2000년

7월 12일

7월 23일

9월 1일

10월 8일

2001년

1월 17일

2월 15일 

-24일

4월 25일

5월 21일

6월 24일

9월 26일

12월 26일

2002년

2월 3일

4월 3일

6월 2일

6월 9일

9월 1일

9월 11일

9월 20일

-22일

11월 23일

선교건축팀 9명이 파송되어 멕시코 엔세나다에 선교센타를 건축하다. 1472 평방피트 단층

목재건물(방3, 부엌1, 샤워실2, 화장실2, 거실1, 정화조, 4천갤론 물탱크)

임마누엘 한국학교를 개교하다.

제1회 목장 분가예배를 드리며 6개 목장이 분가하고, 6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장은규, 홍수열, 김흥규, 이대희, 전광수, 김승규

교회 웹사이트(www.kepc.org)를 인터넷에 올리다.

중고등부 전임 사역자로 홍승일 전도사가 부임하다.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문승만 장로의 취임, 김욱현, 이동우, 김영수 집사의 장로 

장립, 고명희, 박영자, 신주아, 정연순 집사의 권사 임직, 박상열, 김병언집사의 안수집사 취

임식, 홍추민, 김상태, 전광수, 장 홍, 유병훈, 이정수 집사의 안수집사 장립식을 거행하다.

제2회 목장 분가예배를 드리며, 8개 목장이 분가되고 8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김욱현, 김상태, 이동우, 박용배, 마중장, 남명호, 박태윤, 윤성수

선교팀 13명이 파송되어 멕시코 에렌디라에 제2 선교센타(건평 1,300 평방피트 단층 목재

건물)를 건축하다.

제3회 목장 분가예배를 드리며, 4개의 목장이 분가되고, 4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한창수, 이순남, 문경식, 민경진

교육관 증축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하다.

김모경, 최정규 장로의 취임식을 거행하다.

제4회 목장 분가예배를 드리며, 1개 목장이 분가, 2개 목장이 개척되고, 5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김항식, 박금주, 송선실, 이재규, 황의철

제5회 목장 분가예배를 드리며, 2개 목장이 분가하고, 2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김정건, 김용배

교회 신문이“양각 나팔”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다.

제6회 목장 분가예배를 드리고, 5개 장년 목장과 7개 청년 목장이 분가하고, 12명의 새목

자가 임직받다. 새목자: 이상희, 장홍, 지천우, 임광모, 이송재, 이준혁, 이재상, 김성수, 

오현민, 손아영, 홍승은, 김학수

이삭줍기 헌금을 시작하다.

김미라 전도사가 유초등부 교육전도사로, Anna Park 전도사가 영유아부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다.

전임 부교역자로 김태오 전도사가 부임하다.

제7회 목장 분가예배를 드리고, 3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강성태, 박재호, 이은정

제10회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다. 

미주 전 지역에서 120명이 참가하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제1회 무숙자 초청 잔치를 베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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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ation Army에 있는 무숙자를 위한 아침 식사 봉사가 시작되다. 

제8회 목장 분가예배를 드리며 3개 목장이 분가하고, 6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유택종, 백영진, 황인각, 박창진, 김수용, 최소영

교육관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입당감사예배를 드리다.

장년부 부교역자로 김경수 전도사, 유치부 교육전도사로 최소영 전도사,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이지은 전도사가 부임하다.

본 교회 파송 첫 선교사로 본 교회의 시무 장로인 김종수 장로 내외분을 중국 

단동에 SAM 선교사로 파송하다.

제9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4목장이 분가하고, 16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오남근, 이광선, 조성희, 박세종, 신준희, 김용태, 김창효, 채대석, 채용석, 

최희숙, 김민아, 최소라, 함영선, 홍성준, 윤경환, 김혜경

2003년 한 해 동안 23명의 장년이 세례를 받고, 1명이 입교하고, 15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본 교회 두 번째 파송선교사로 본 교회 시무장로인 김욱현 장로 내외분을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로 파송하다.

장년부 담당 부교역자로 석정일 목사, 유년부(1-3학년) 담당 전도사로 

David Park 전도사가 부임하다.

박홍범 장로가 만 15년간의 시무장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다.

건물 이전위원회를 구성하다(위원장 김항식 집사, 위원: 전광수 집사, 

김흥규 집사, 정에스라 집사, 오남근 집사, 김유향 집사).

새가족반을 운영하기 시작하다.

김항식, 유택종, 최상훈, 이대희 집사의 장로 장립, 김미숙, 김진예, 김유향, 이귀연, 이상분, 

이순남, 이순희, 최정자, 최혜랑, 홍성희, 황계심 집사의 권사임직, 

김영철, 김용배, 남명호, 민경진, 백영진, 백준호, 윤성수, 이재규, 한창수, 홍성준, 

홍수열, 황의철 집사의 안수집사 장립식을 거행하다.

‘예수님 영접모임’을 시작하다.

제10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4명이 목자로 임직받다. 새 목자 및 분가목장:

양장규(남명호 목장), 오건환(김항식목장), 이주호(이대희 목장), 전방현(김항식 목장)

유소진 전도사가 사역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다. 

본 교회 세번째 파송선교사로 본 교회 시무장로인 안병호 장로를 중국 집안에 

SAM 선교사로 파송하다.

김흥규, 전광수, 홍추민 집사의 장로 장립, 김용태, 김태영, 마중장, 박용갑, 전기성, 장명택 

집사의 안수 집사 장립, 조혜영, 한캐렌 집사의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다.

뉴멕시코 예배당 겸 문화센타 건축을 위해 14명을 파송하고,  2005년 12월 17-29일에 2차, 

2006년12월 22-30일에 3차에 걸쳐 건축을 위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다.

제11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8명의 목자를 세우다.

새 목자: 김일재, 박범수, 신효성, 윤길묵, 윤혁진, 이명수, 한경수, 한광선

2004년 한 해 동안 30명의 장년이 세례를 받고, 16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2003년

1월 1일 

3월 12일

4월 13일

6월 1일

8월 13일

12월 17일

2004년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1월 25일

2월 1일

4월 18일

6월 16일

6월 25일

7월 1일

7월 11일

9월 26일

12월 19일

-30일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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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부 담당 부교역자로 정석범 목사, 이귀남 전도사가 부임하다.

본 교회 네 번째 파송선교사로 본 교회 부교역자인 김경수 목사를 Berkeley 대학 중국 유학

생 선교사로 파송하다.

제12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15명의 목자를 세우다.  새 목자: 고정훈(최상훈 목장), 

김제찬(김용배 목장), 김진환(양장규 목장), 박상현(최정규 목장), 정금섭(남명호 

목장), 정에스라(김창효 목장), 정해정(한창수 목장), 정병철(홍수열 목장), 정홍식

(홍수열 목장), 한준수(이동우 목장), 김성학, 김옥남, 서기석, 이메리, 엄귀섭(에녹초원)

제13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9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김동관(박금주 목장), 

김에스더(최희숙 목장), 김태영(마중장 목장), 안상돈(김흥규 목장), 양광삼(조성희 목장), 

정광(홍추민 목장), 김동규(이재희 목장), 김성우(김수용 목장), 손진우(김학수 목장)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의 건물 구입을 결정하다.

제14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4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장명택(유택종 목장), 한캐렌(김모경 목장), 이동(윤성수 목장), 안주용(박용배 목장)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캠페인 개회예배를 드리다.

제15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12명의 목자와 23명의 초원목자를 세우다.

새 목자: 강성욱, 김구선(이광선 목장), 강은숙, 김윤용(이상분 목장), 김사인(채용석 목장), 

김영복(김창효 목장), 박병규(김제찬 목장), 성덕모(오남근 목장), 이원재(양장규 목장), 장선일

(이순남 목장), 한승훈(이대희 목장), 한우영(문승만 목장), 이상희(재헌신, 정진범 목장), 

정광록(재헌신, 찬양목장). 초원목자: 김모경, 김영철, 김용배, 김욱현, 김흥규, 김창효, 남명

호, 문승만, 민경진, 유택종, 이대희, 이동우, 이상분, 이재규, 이정수, 전광수, 정수영, 채용석, 

최정규, 최상훈, 함영선, 홍수열, 홍추민

2005년 한 해 동안 48명의 장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38명이 세례 받고, 

3명이 입교하였으며, 23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김욱현 장로, 김항식 장로가 시무장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다.

취임예배를 갖다. 

장로취임: 함영선, 김창효, 채용석,

권사취임: 김경희, 이정란, 채재인, 김명옥, 함춘미,

집사취임: 오남근, 정에스라, 차성훈, 신승수, 채대석, 황규철

제16회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고 2명의 목자가 임직하다. 

새 목자: 이구진(김용배 목장), 서윤원(전광수 목장)

제17회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고 5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김경원(박세종 목장), 김영균(박세종 목장), 박재철(김영철 초원), 

윤상훈(박재호 목장), 홍상익(박세종 목장)

박종석 목사가 본 교회 행정목사로 부임하다.

제18회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고 3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새 목자: 김희세(양광삼 목장), 남기영(한광선 목장), 류요섭(박용배 목장)

새 예배당 기공예배를 새 예배당 주차장에서 드리다.

2005년

1월 2일

2월 13일

3월 25일

6월 24일

8월 28일

9월 23일

10월 9일

10월 21일

12월 23일

2006년

1월 1일

3월 12일

3월 24일

6월 22일

8월 1일

9월 22일

11월 5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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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예배를 거행하다. 집사장립: 문경식, 양장규, 조성희. 권사임직: 김영숙, 김영순, 

오명자, 전성숙, 정숙경, 채인숙. 사역전도사 임직: 남명호, 이동혁, 홍원오

제19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10명의 목자가 임직하다.

목자: 강진흥(정수영 목장), 김봉섭(홍수열 목장), 김종수(이재규 목장), 박경원(박창진 목

장), 박상욱(김항식 목장), 배정진(최정규 목장), 안태영(김성우 목장), 유신디(이순남 목장), 

이정미(이정수 목장), 함춘미(함영선 목장)

2006년 한 해 동안 40명의 장년이 세례, 입교 및 예수님 영접을 하였으며, 37명의 어린이

가 유아세례를 받다.

문승만 장로, 김승호 집사, 박상열 집사, 신승수 집사, 황규철 집사가 은퇴하다.

화요 밀알 모임에 장애우를 위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 

Joseph Lee(이형석) 전도사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부임하다.

멕시코 본필 예배당 건축을 위해 5명을 파송하다.(15일-23일)

목장분가 및 목자 임직식을 갖고 4명의 새목자를 세우다. 

김재호/김미순(오남근 목장), 이상인/이지연(박병규 목장), 우원하/우현주(조성희 목장), 

윤여덕(김용태 목장)

주일 2부 예배 영어 동시통역을 시작하다.

새 예배당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다.

3부 예배를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예배로 드리기 시작하다.

영유아부 담당 지도교사로 송호영 선생님을 임명하다.

교육위원회에서 AWANA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건강 검진 및 상담을 연 2회 하기로 하고 시작하다. 

북문 로비에 서로 물건을 나누어 사용하는 사랑의 장터가 시작되다.

박종석 목사가 사임하다.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여 17명의 목자를 세우다.

새 목자: 강창범/김현미(정병철 목장), 구명관/구영선(양광삼 목장) 김병희/채민정(강성태  

목장), 김이경/안병웅(마중장 목장), 김종길/김희정(우원하 목장), 김창식/홍정희(전광수 목

장), 동원봉/동경미(김영균 목장), 백종훈/김민희(김구선 목장), 서경의/정은하(양장규 목장), 

송성태/최정숙(민경진 목장), 우병삼/김수미(민경진 목장), 이명호/이영숙(김종수 목장), 

이상필/김선자(김모경소그룹), 전동훈/전혜신(박상욱 목장), 정인재/김은옥(정수영 목장), 

주은영/주기철(홍수열 목장), 최철수/서자연(서윤원 목장)

2007년 한 해 동안 71명의 장년이 세례 받고, 34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박순주, 이광애 권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다.

2008년 서리제직 154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오건환 전도사를 에녹초원 담당으로, 차정웅 집사를 행정담당 실습전도사로 임명하다.

12월 9일

12월 22일

2007년

1월 1일

1월 7일

6월15일

3월 21일

6월 17일

7월 29일

8월 5일

9월 9일

10월 7일

11월 7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16일

2008년

1월 1일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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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자 임직식을 거행하여 10명의 새목자를 세우다.

목자: 김경환/김희세(김제찬 초원), 김은정/윤광준(오남근 초원), 박진숙 (이상분 초원), 

박진호/임현아(김제찬 목장), 신호준/박광미(김재호 목장), 양희홍/박경자(정금섭 목장), 

이종기/정성희(이대희 목장), 장호진/설빛나(이순남 초원), 최상모/최완정(오남근 초원), 

하성원/김정순(양장규 초원)

임마누엘 성경학교 제2회 졸업자를 배출하다.

졸업자: 김유향, 민경진, 박병규, 성덕모, 오남근, 차정웅, 최상훈, 최희숙

영어회중 (NLCF)에서 4명의 서리집사를 임명하다. Han Saem Hong, Allen Chung, 

Juntae Yu, Jane Choe 

북가주 선교대회를 개최하다. (9/28~31)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여 7명의 목자를 세우다.

목자: 김종필/김선숙(강태현 목장), 김현준/김혜영(동부평원), 박수열/박지수(강성욱 목장), 

박흥락/박신애(서윤원 목장), 위현량/김한경(신효성 목장), 정종규/정은숙(오남근 목장), 

최인화/최건숙(장홍 목장)

임직 예배를 드리고, 18명의 일꾼을 세우다.

장로장립: 장홍

권사임직: 박에스더, 이영란, 이인섭, 장은영, 정혜경, 지덕순

권사취임: 김영근

집사임직: 강태현, 김일재, 김제찬, 김현준, 김충현, 성덕모, 이광선, 장은규

집사취임: 김부웅, 정홍식

120명의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성경학교 가을 학기를 수료하고, 6명이 제3회 임마누엘

성경학교를 졸업하다. 

졸업자: 김은정, 김희정, 정선연, 정우평, 한원, 한의상

2008년 한 해 동안 48명이 세례(입교 포함)를 받고, 32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제직훈련 및 새가족 담당 부목사로 조데이빗 목사가 부임하다.

송호영 전도사를 유치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최소영 전도사를 초등부 담당 교육 전도사로, 

김혜경 집사를 영유아부 지도교사로 임명하다.

2009년 서리제직 89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김모경 장로, 함영선 장로, 고명희 권사, 함춘미 권사, 황계심 권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다.

이웃 사랑부에서 독거및 노부모님 가정의 긴급고장 수리와 영문서류, 편지번역  봉사를 

시작하다. 산상기도회(매월 첫 주일)를 시작하다.

목자 임직식을 행하다. 

청년목자: 김기훈, 김대아/이혜리, 이환준, 홍규연

대행목자: 김성국/김백미, 이영석/이현아, 이태업/강한나, 최송관/박수진

목자: 강창범/김현미, 구명관/구영선, 김은정/윤광준, 김재호/김미순, 이상필/이선자, 

전동훈/전혜신, 최원묵/서진숙, 목자 재헌신: 정홍식/이현주

무숙자 봉사부에서 Golen Kettle Award(The Salvation Army 주관)를 수상하다.

교회 신앙월간지 패밀리투데이(Family Today)를 발간하다.

4월 27일

5월 27일

9월 21일 

9월 28일

10월 12일

12월 14일

12월 16일

2009년

1월 1일

1월 4일

1월 18일

2월 22일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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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순 강사를 모시고 부목자 수련회를 갖다(5/8~9).

석정일 목사가 부목사직을 사임하고 시온 영락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다. 

정혜림 집사(김경환 목장)를 아프리카 니제르 선교사로 파송하다(본 교회 다섯번째 파송

선교사). 

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이종기. 대행목자: 윤시현, 이동준, 이진욱. 소그룹 인도자: 양종열, 우상중

연합 중보기도회를 시작하다.

목자 임직식을 행하다.

목자: 김성국, 김현준, 위현량, 이태업, 정종규, 최철수, 김성범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건강 검진 및 상담을 하다.

장로, 권사, 집사 임직 예배를 드리다.

장로: 고정훈, 김병언, 민경진, 박용갑, 백영진, 백준호, 오남근, 이재규, 이정수

권사: 권기, 김숙자, 김에스더, 김은희B, 김춘자A, 성재화, 신미현, 오명렬, 유신애, 이금희, 

이상희, 정구옥, 최승희, 최희숙, 황복림

안수집사 취임: 서윤원. 우원하

안수집사: 강성태, 구명관, 김영복, 김정건, 김종길, 김홍규, 안상돈, 윤길묵, 윤상훈, 이구진, 

이기수, 한광선, 한승훈, 한의상, 한준수

2009년 한 해 동안 62명의 장년이 세례 받고(입교 7명 포함), 19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

를 받다.

홍승일 전도사가 9년 5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사임하다.

이보형 전도사가 3부 찬양 인도 및 청년부 전임사역자로 부임하다.

David Kim 전도사가 고등부 전임 사역자로 부임하다.

김혜경 영유아부 지도교사를 교육전도사로 임명하다.

암환우와 가족을 섬기는 베데스다(호스피스)부가 시작되다. 

2010년 서리제직 105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최정규 장로와 채대석 집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다.

세례예식을 행하다

세례: 임성수/김성남(한광선 목장), 김희순(서윤원 목장), 박종범(서윤원 목장), 안은정

(김혜경 전도사), 위준희(위현량 목장), 입교: 김은수

세례예식을 행하다

세례: 강성묵/강수정(박흥락 목장), 고경환(오남근 목장), 이정열(서윤원 목장)

입교: 고혜영(오남근 목장)

현영 집사를 아시아 A국 선교사로 파송하다(본 교회 여섯 번째 파송선교사).

목자 임직식을 행하다

평원총무: 위현량

초원목자: 김재호, 위현량, 윤혁진, 정종규, 최원묵, 한광선

목자: 김종필, 김희재, 안지철, 정규화, 정은희

대행목자: 김재원, 김희정B, 서동욱, 양종열, 우상중, 이매디슨, 이상민, 이영희D, 한의선, 

목자 재헌신: 김영복, 소그룹 인도자: 김성율, 엄태호

5월 8일

7월 26일

9월 27일

10월 3일

11월 1일

11월 7일

12월 6일

2010년

1월 1일

1월 3일

1월 17일

2월 7일

2월 20일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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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건축단기선교 파송: 김정건 집사(1달간)

영어 대학부 예배가 시작되다.

북가주 선교대회를 개최하다(8/26-29).

이지은 전도사가 중등부 사역을 사임하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로 전 교인 걷기 축제를 개최하다.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다.

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안성현/이순희(이영석목장), 최인화/최건숙(최인화목장)

대행목자: 김영곤/김경순(구명관 목장)

소그룹 인도자: 김요섭/김민수(서윤원 목장), 오정환/김성헌(이태업 목장), 이상호/정유진

(이태업 목장), 전장호/김남선(김은정 목장)

‘겨자씨’책자를 발행하다.

사라 장 전도사가 중등부 전임 사역자로 부임하다.

2010년 한 해 동안 58명의 청장년이 세례를 받고(입교 15명 포함), 24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오건환 전도사가 임기를 마치고 정년 은퇴하다.

권기 권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정년 은퇴하다.

2011년 서리제직 103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세례예식을 행하다

세례: 김성희(신호준 목장), 김종훈/추희정(신호준 목장), 김현곤/김을구(김성국 목장), 

정치영(정홍식 목장)

입교: 김예운(구명관 목장)

최남수 목사를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갖다(1/28-30).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다

목자: 윤정희

대행목자: 박교진, 엄태호, 전장호, 정정수, 최정자B, 허옥례

초원목자: 우원하

목자 재헌신: 김종수B, 이상분

수요기도예배가 시작되다.

대행목자 2명의 임직식을 갖다.

대행목자: 강진만, 우민

세례예식을 행하다. 

세례: 김예영/손인자(김영곤 목장), 박세라(김성국 목장), 손정은(김영복 목장), 이하은(청년부)

화요여성예배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세미나를 갖다.

창조과학 세미나를 갖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세례예식을 갖다.

세례: 김민호(전장호 목장), 박영수(정인재 목장), 이선우(위현량 목장)

입교: 이동필, 이민재(정인재 목장), 이호(김희정 목장)

4월 27일

6월 5일

8월 26일

8월 31일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7일

11월 1일

2011년

1월 1일

1월 2일

1월 16일

1월 28일

1월 30일

2월 2일

2월 6일

2월 13일

2월 15일

4월 16일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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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 강지현, 김여은, 김예찬, 김윤선, 김율, 김지온, 노경정, 박예지, 엄선우, 

이서연, 이시은, 이주희, 이연아, 이윤아, 이한아, 정지성, 조수아, 조윤우, 조인훈

부활절 뮤지컬‘십자가 위에’를 공연하다.

이귀남 전도사가 사임하다.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팀 3명을 파송하다(4/26~5/7).

참가자: 남명호, 정광록, 김명옥 

김백미 집사를 여성중창단 지휘자로, 배미라 집사를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로, 정희정 집사를 

임마누엘 관현악단 지휘자로 임명하다. 

SAM 단동병원 건물 건축을 위해 김항식 장로를 파송하다.

제8회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갖다.

수료자: 144명. 졸업자: 강한나, 김희재, 이상필(총 3명)

인디안 호피족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다.

참가자: 권순환, 김용배, 김용섭, 김정문, 김진예, 이희철, 장테레사, 정광록, 정아론

세례, 입교예식을 하다. 

세례: 김길훈(전장호 목장). 입교: 이용원(하성원 목장)

원세종 목사가 영어회중(NLCF) 목사로 부임하다.

베데스다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갖다.(강사: 이윤철 목사)

가정교회 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양종열, 정석경

대행목자 김범진

세례예식을 행하다. 황세명 자매(엄태호 목장)

김인중 목사를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갖다(7/29~31).

Brian Hwang을 중등부 인턴, Mike Kim을 고등부 인턴으로 임명하다.

세례예식을 행하다.

세례: 오승순(베데스다부 송선실), 장소영(최상훈 목장), 홍현배(최송관 목장)

입교: 문경자(베데스다부 송선실), 유은선(배미라)

세례예식을 하다. 세례: 박경표/문재란(김태영 목장)

9.11 10주년 다민족 연합 기도집회를 갖다.

박은복 자매를 1부 시온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로 임명하다.

입교식을 행하다.

입교: 강석윤(김희정 목장)

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양종렬, 정석경

세례예식을 행하다

세례: 이영식(이상필 목장), 김수연(김혜경 전도사님)

행정사무직원으로 이종희 전도사가 부임하다.

세례예식을 하다.

세례: 김세형(이태업 목장), 박정자(강창범 목장), 전미라, 이윤희(여성사역부), 

조재원(청년부 권순환 목장)

입교: 김현희(김종수B 목장)

유아세례: 강고은, 구하은, 김세언, 김예지, 김준, 송예담, 송채은, 오준경, 우미누, 이규진, 

이지훈, 이현, 장새린, 조수민, 조하람, 차선우, 황현우

청소년 전도집회를 개최하다.

4월 24일

4월 26일

5월 1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9일

5월 20일

6월 5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6일

7월 29일

8월 21일

8월 28일

9월 11일

10월 2일

10월 9일

10월 16일

11월 1일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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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12월 17일

12월 18일

2012년

1월 1일

1월 7일

1월 15일

1월 18일

1월 21일

1월 22일

2월 5일

2월 12일

2월 19일

3월 1일

3월 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31일

4월 2일

4월 8일

제9회 임마누엘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드리다.

수료자: 163명. 졸업자: 김종수B, 임윤희, 홍상익

현영 선교사가 선교보고를 하다.

대강절 대각성 기도집회를 갖다(12/18~24).

2011년 한 해 동안 45명의 청장년이 세례를 받고(입교 10명 포함),

36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정수영 장로가 임기를 마치고 정년은퇴하다.

초등부 최소영 전도사가 사임하다.

조종연 목사가 새가족 담당으로 부임하다.

이정수 장로가 관리 담당 직원으로 사역을 시작하다.

중독자 재활을 위한 새소망부가 시작되다.

2012년 서리집사 106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2012년 신구약 성경 1독 성경읽기를 시작하다.

박석현 목사님을 모시고 제직세미나를 갖다.

유한종 성도(강성욱 목장)의 입교식을 행하다.

제직헌신 수요기도예배를 드리다.

에녹평원 상반기 모임을 시작하다.

가정교회세미나를 열다(1/21, 28).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김원태(한의상 목장), 입교: 주기철(주은영 목장)

대행목자, 목자를 임명하다.

대행목자: 김기홍(이재규 2평원), 이윤영(민경진 평원),

이용원(이재규 1평원), 송근, 송욱영(이상 이동우 평원)

목자: 엄태호(백준호 평원)

목자 재헌신: 남기영(이재규 2평원)

협력제직 임명: 김기홍 장로(가정교회 목자)

홍추민 선교사 네팔 파송식을 갖다.

열린문선교회와 함께 미얀마, 인도 단기 선교를 떠나다.

참가자: 김태오, 최정규, 김현준, 이재희

이인국 목사가 태국,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떠나다(3/1-17).

이보형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다.

여성사역부에서 커피브레이크 인도자 워크샵을 하다.

상담사역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세미나를 갖다(강사: 이문희 박사).

베데스다부 주최로‘자기발견’,‘회복과 성장’세미나를 열다(강사: 매튜 리 목사).

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김한석(김영곤 목장), 채숙아(위현량 목장)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을 하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다(4/2-7).

세례, 입교,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카니 최(베데스다부), 김정현(최인화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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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 강린아, 김시현, 김현서, 박이빈, 박인호, 송한별, 이윤성, 임성빈, 조예은, 

             조예준, 최지성, 형준수

중고등부 세례: Caroline Jeon, Christopher Kim, Rachael Hu, Mari Yoon, Bekah Cho,       

                   Minjae Jang, Olivia Park, Cindy Kang, Caitlin Lee

중고등부 입교: Sunghea Khil, Chanelle Kim, Jonathan Koo, Timothy Namkung, 

                   Timothy Nam, Jay Park, Rachel Park, Kevin Choi, Sam Choi, Grace Lim,

                   Elle Kagimoto, Eugene Park, Roy Kim, Inmo Kang

목자임직식을 행하다.

목자: 신호준(이동우 평원), 양종열(채용석 평원), 윤정희(백준호 평원), 

        이동준, 정정수(이상 민경진 평원)

이재환 선교사님을 모시고 제6회 북가주 청년 연합 부흥회가 열리다(4/20-22).

봄 부흥사경회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다(4/23-27).

김한요 목사님을 모시고 봄 부흥사경회를 갖다(4/27-29).

대행목자 및 대행부장, 팀장을 임명하다.

대행목자: 유동준(김우찬 목장), 이인동(김병희 목장)

지역봉사위원회 이웃사랑부 대행부장: 김은희C

사랑의 음식 주방팀장 및 서리집사: 김신자

화요여성예배 태생명 초청잔치를 열다.

제7회 임마누엘 테니스대회를 열다.

2012년 목자, 부목자 연합수련회를 갖다(5/11-12).

이태수 목사, 김용배 집사가 서아프리카 단기선교를 떠나다(5/13-22).

봄학기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드리다.

졸업자: 김혜진, 윤영숙, 최재항, 수료자: 118명

에녹평원 헌신 기도예배를 드리다.

제18회 북가주 교회 간 친선 탁구대회를 열다.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주최‘작은 음악회’를 열다.

베데스다부에서‘정신건강이 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갖다.

전교인 및 목장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하다.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청년성령집회를 열다(6/15-17).

허분선 성도(이태업 목장)가 세례를 받다.

유치부/K-1이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다(6/17-20).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수요기도예배를 드리다.

고등부에서 23명이 조지아 주로 단기선교를 떠나다(6/30-7/7).

중등부에서 38명이 샌프란시스코 노숙자를 위해 단기선교를 떠나다(7/1-7).

Grace Kim이 김혜령 장학금 1회 수혜자로 선정되다.

이보형 목사 인솔로 청년부 네팔팀이 단기선교를 떠나다(7/4-17, 참가자 10명).

조다윗 목사 인솔로 C국 단기선교를 떠나다(7/4-18, 13명).

심세훈 박사를 모시고‘자녀를 키우는 데 중요한 Keywords’세미나를 열다.

김데이빗 전도사님 인솔로 대학부 캄보디아팀이 단기선교를 떠나다(7/16-28. 참가자 10명)

부모, 교사를 위한 세미나‘인터넷과 위기의 크리스천’을 열다.

임마누엘 상담실을 오픈하다.

4월 15일

4월 20일

4월 23일

4월 27일

4월 29일

5월 1일

5월 5일

5월 11일

5월 13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9일

5월 20일

6월 1일

6월 15일

6월 17일

6월 27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22일

7월 29일



16

최정규 장로가 아시아 2개 국가로 2주간 단기선교를 가다.

상담사역부 주최 부부 대화와 회복 세미나를 하다.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다.

세례: 조규섭/서화영(이태업 목장), 장하진/장임수(엄귀섭 목장, 베데스다부)

입교: 우병기, 최유진(윤시현목장)

조국 광복 67년 맞이 조국과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예배를 드리다.

인도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다(참가자: 이대희/이금희, 김미라, 장길창).

헌혈을 실시하다.

권유진 전도사가 EM대학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다(9/8, 15).

유소진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다.

JAMA를 위한 특별 수요기도예배를 드리다(강사: 김춘근 장로).

초원목자, 목자, 대행목자 임직식을 행하다.

초원목자: 최철수(백준호 평원),

목자: 정정수(민경진 평원), 이메디슨(백준호 2평원)

대행목자: 도주용(이재규 1평원)

북가주 JAMA 대회가 열리다(9/27-29).

네팔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다(10/10-22. 참가자 12명)

이인국 목사 인솔로 EM 태국 단기선교를 떠나다(10/12-24). 

참가자: Stephen Rhee, Jae Young Lee, Linda Yang, Milee Yu

도소현 자매(김동규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임관규 선교무용단과 G2M이 함께 하는‘밀알 자선의 밤’공연을 하다.

Hallelujah Night(Harvest Festival)을 갖다.

컴패션과 함께 임마누엘 소년소녀합창단이 발표회를 하다.

목자임직식을 행하다. 초원목자: 이태업, 하성원 / 목자: 김재원, 김범진, 이종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세례. 입교, 유아세례식을 갖다.

세례: 김대승/민혜경(정규화목장), 박종락/정지영(이동준목장)

입교: 최재항/윤영숙(박상현 목장), 김규동(위현량 목장), 윤미선(위현량 목장),

유아세례: Aiden Ha, Chloe Ahn, Erickson Willems(민우), 김명섭(Jonathan), 김이안(Ian), 

             나은주(Grace), 류현민(Evan), 박이안(Daniel), 변인수(John), 안서경(Karin), 

             양주미(Jumie), 윤강호(Kangho), 임예은(Grace), 최주안(Jeremy), 한세경(Chloe).

교회 새 웹싸이트(www.kepc.org) 개통 기념식을 갖다.

세례, 입교식을 하다.

세례: 박지윤, 전상민(이상 청년부)

입교: 강예준, 김신혁, 김윤우, 송원준, 정지은(이상 청년부)

중등부 인턴으로 김민재를 임명하다.

자선음악회(헨델의 메시아)를 열다.

초등부 담당으로 Daniel Hyun So 전도사님이 부임하다.

신앙지‘Emmanuel’을 발간하다.

임마누엘 관현악단‘작은 음악회’공연을 하다.

가을학기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드리다.

졸업자: 강진흥, 강현정, 이영란, 이정미, 정은숙, 황복림. 수료: 147명

7월 31일

8월 5일

8월 12일

8월 15일

8월 20일

8월 26일

9월 2일 

9월 8일

9월 10일

9월 19일

9월 23일

9월 27일

10월 10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27일

10월 31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18일

11월 25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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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녹평원 니카라과 단기선교팀이 출발하다. 

참가자: 김태오, 김광성, 김옥남, 김인자, 박인자, 윤여덕, 장윤재

세례식을 갖다. 세례: 편재호, 박신영, 최현화

산호세 지역 교회연합 성탄예배를 드리다.

제2회 대강절 대각성 기도집회를 열다(12/18-24).

외부 강사: 권혁천 목사, 박석현 목사, 이상준 목사

북인도 미전도종족 단기선교를 떠나다(12/23-1/4/13).

참가자: 조데이빗, 김사인, 김현준, 이구진, 조나단 정, 강 모니카, 정은숙, 김희재

세례예식을 갖다. 세례: 임리연, 박정균, 박지홍, 박지철, 강택규, 송미선, 강민호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청장년부에서 39명이 세례받고(입교 12명 포함), 27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김창효 장로, 김용태, 박상현, 장명택 안수집사가 임기를 마치고 정년 은퇴하다.

영유아부 김미라 전도사가 사임하다

탈북민지원부가 사역을 시작하다.

온 교회가‘영혼구원’에 헌신하는 해로 새해를 시작하다.

2013년 서리집사 117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12월 14일

12월 16일

12월 18일

12월 23일

12월 30일

12월 31일

2013년

1월 1일

1월 6일

가정교회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회

 가정교회는 교회로 목원을 보내서

    1) 예배자가 되게 한다.

    2) 1인 1사역을 하는 일군이 되게 한다.

 교회는 가정교회로 성도를 보내서

    1) 6일간의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2)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을 받게 한다.

    3)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예배(교회)와 영혼구원(가정교회)

양 날개로 비상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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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명칭 

본 교회는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Emmanuel Presbyterian Church of San Jose)라 

칭한다.

신조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소요리문답을 신앙지침으로 받아들이며, 교회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등은 본 교회가 속하는 상회의 법에 따르면서, 아래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으로 믿고 우리의 신조로 삼는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규약

우리는 신,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영광과 권능에 있어 동등 되심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시조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Savior)와 주(Lord)로 주셨음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짐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을 믿으며, 그의 교회의 사역 목표는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전파 및 모든 교회의 사역에 있어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sacraments)인 세례(baptism)와 성찬(holy com-

 munion)을 신실하게 시행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며, 항상 기도하며, 성례에 참여하며,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신자의 본분임을 믿는다.

우리는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린다.

우리는 끝 날에 모든 자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죄악 속에서 계속 살아간 자들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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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회의 직원

제3장 직원의 자격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행20:17,28, 딤전3:1-7)와 집사이며,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전담하는 장로로 구분한다.

교회의 임시직: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당회의 허락하에 임시직원을 다음과 같이 안수 

없이 세운다.

1. 전도사: 당회와 목사의 지도하에 지교회 목회를 돕도록 한다.

2. 권사: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을 심방하며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한다.

3. 서리집사: 신실한 교우 중 임시로 집사직을 맡겨 교회를 봉사토록 할 수 있다.

임시직원 선출방법 및 임기

1. 전도사: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임기는 1년이고, 당회의 결의로 재임할 수 있다.

2. 권사: 제10조에 의하여 선출하며, 안수 받지 않는 임시직이되 권징을 받지 않는한 

   종신토록 봉직한다.

3. 서리집사: 당회의 추천과 본인의 승낙으로 임직하며, 임기는 1년이다.

목사 

1. 자격: 딤전 3:1-7, 딛 1:5-9, 벧전 5:1-4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 받은 후,

   가) 본 교회(소속된 교단) 헌장, 규약을 승인하며,

   나) 신앙과 행실이 진실하며,

   다) 매사에 경건함과 사랑으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라)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로서,

   마) 만 27세 이상의 남자로 모신다.

2. 구분

   가) 위임목사: 본 교회에서 청빙받고 위임을 받은 종신직 담임목사

   나) 임시목사: 본 교회의 청빙을 받아 1년간 시무하는 목사로서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다) 부목사: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매년마다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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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1. 자격

   가) 딤전 3:1-7에 해당하는 세례교인으로서,

   나) 본 교회의 신조, 헌장, 규약 등을 승인하며,

   다) 남자 교우 중 만 45세 이상 된 자로서,

   라) 세례 후 만 5년 이상 흠 없이 교회를 봉사하고,

   마) 본 교회에 등록한 지 만 5년이 경과하고,

   바) 구원의 확신이 확고한 자로서,

   사)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한다.

2. 협동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후 만 2년이 경과한 장로로서 당회의 결의로 임직된다. 

   협동장로 임직 후 만 1년이 경과하면 공동의회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장로에 취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집사

1. 자격

   가) 딤전 3:8-13에 해당되는 세례교인으로

   나) 본 교회 신조, 규약을 승인하며,

   다) 남자 교우 중 만 35세 이상 된 자로서,

   라) 세례 후 만 3년 이상을 흠 없이 교회에 봉사하고,

   마) 본 교회에 등록한 지 만 3년이 경과하고,

   바) 구원의 체험이 확고한 자로서,

   사)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한다.

   아) 협동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후 만 2년이 경과한 집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임직된다.

2.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직하여 안수집사의 직무를 분담케 할 수 있다.

권사

권사직은 한 번 임직된 후 직분이 평생 유임된다는 뜻에서는 종신직이다. 그러나, 다른 종신

직처럼 안수로 임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임시직이다. 자격은 본 교회 등록 후 만 3년 

이상 교회에서 봉사한 여 교우 중 만 45세 이상 된 자로서, 신앙이 진실하고, 구원의 체험이 

확고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고,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한다. 협동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후 만 2년이 경과한 권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임직된다.

항존직의 선출방법 및 임기

1. 목사: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사임 시에는 본 교회로

   부터 20마일 이내에서 3년 안에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거나 개척하지 않는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4장 직원선거 및 임기



21

제5장 치리회

2. 장로, 집사, 권사: 당회는 최소한 6개월 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의 시간과 

   장소를 공고한다. 제 7, 8, 9조에 각각 적합한 자 중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를 1회 실시한다.

당회

1. 조직: 장로교회의 세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중의 하나로서, 위임 목사와 시무장로

로 

   구성된다.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면 성수가 된다. 당회의 결의에 따라 

   영어 목회자, 임시목사, 협동장로 등이 방청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2. 회집: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목사의 요청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공동의회

1. 회원:본 교회에 등록한 후 흠이 없이 1개월 이상 출석한 세례 교인이 회원이 된다.

2. 회집

   가) 정기 공동의회: 매년 1월 중에 모인다.

   나) 임시 공동의회: 당회가 요청할 시,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시,  

        당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3. 의장, 서기: 지교회 당회장이 의장이 되며, 당회장이 없을 시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가 파송한 임시 의장이나 당회원 중에서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하며, 회록은 별도 작성하여 서기가 보관한다.

4. 성회: 당회는 공동의회 개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최소한 2주 전에 공고 혹은 통지

   하고,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5. 결의: 목사 청빙의 건, 장로 집사 권사 선출의 건 등 특수 안건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그 외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직회

1. 조직: 지교회 당회원,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된다. 회장은 당회장이 된다. 

   당회의 결의로 서기를 선정하고, 부서를 둘 수 있다.

2. 사역: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제반 사역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3. 회집: 2개월에 한번 소집한다. 당회의 결의나, 제직회원 3분의 1의 청원이 있을 시에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본 교회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 동산, 개인이나 단체가 헌금 혹은 

헌납한 모든 것을 총칭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6장 교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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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칙

본 교회의 재산은 당회가 관장하며, 필요 시에는 이사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 

운영케 할 수 있다.

본 교회에서 조직한 모든 자치기관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되, 

본 교회의 신앙신조,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본 규약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본 교회가 소속한 상회에서 탈퇴하기를 원할 시에는 이 문제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출석교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탈퇴 후에도 본 교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은 계속 본 교회의 소유로 남는다.

본 규약은 1999년 1월 10일 공동의회에서 통과됨으로 발효되었고, 2005년 1월 11일 

공동의회에서 부분 수정되었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7장 소속 자치기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4:19)



23

1. 교인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합시다.

2.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심을 나에게서 돌려 주변 형제 자매들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하면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말없이 이름 없이 도웁시다.

3. 교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열심히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교인은 세속적인 쾌락이나 욕심을 멀리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5. 교인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십일조, 감사헌금 등)을 드리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6. 교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자의 인도에 순종하고 당회의 치리에 

   순히 복종하여야 합니다.

7.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러한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교인의 의무

제직들의 신앙자세

1. 교회의 제직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루 하루   

   말씀과 찬송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2. 제직들은 예배의 참석, 복음전파, 봉사, 기도생활, 자녀를 잘 다스림, 가정을 화목하게 이끔, 헌금 

   드림 등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3. 제직들은 믿음이 약한 교우들을 경건한 언행으로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4. 제직들은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하며, 회의의 결의와 다른 형제들의 의견을 늘 존중해야 합니다.

5. 제직들은 목자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6. 제직들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함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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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장로교회 선교정책

선교 사명 선언문: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한다.

선교 비전: 자녀들과 성도들을 양육하여 매년 1가정을 선교지에 파송하고 후원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선교사 파송 정책:

1. 가족 모두(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부부가 함께)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선교기관에 소속하여 훈련과 감독을 받고 팀웍을 이루어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교사 후보를 선발할 때는,

-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확실한 고백과  

   삶이 있어야 한다.

- 지금 이곳에서 영혼 구원의 관심(열정)과 열매가 있는 분들 중에서 선발한다.

-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전문 사역자를 선발, 양육하여 파송한다. 

   예를 들면, 정규신학과정을 이수한 목사 혹은 전도사(교회 지도자 양육, 교회 개척); 

   의사 혹은 한의사, 간호사(의료 선교); 농업 기술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혹은 영어교사, 컴퓨터 기술자 등.

4. 선교기관을 선택하거나 선교사를 입양할 때는,

- (넓은 의미로) 가정교회의 원칙(영혼구원과 소그룹에서 보고 배우는 제자훈련)을 적

   용하고 있는가?

- 현지 지도자 양육훈련을 통한‘원주민에 의한 선교’를 추진하고 있는가?

- 아동과 청소년 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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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후원:

- 자원하여 가는 선교사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기본 생활비(1,500불 이

   내)를 보조할 수 있다.

- 선교전략에 따라 교회가 공개모집하고 청빙하여 파송하는 경우는 선교현지의 상황과 

   선교기관들과 파송교회들의 재정 후원을 참고하여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를 지

   원한다.

- 목장의 재정후원을 받을 경우, 감액을 의논할 수 있다.

6. 교회와 선교단체의 분업:

- 교회는 선발, 파송, 기도 후원, 재정 후원을 맡고, 선교기관은 선교훈련, 사역, 감독

   을 맡는다.

-  사역지침, 안식년 등은 그가 소속한 선교기관에 위임한다.

7. 집중 선교지는 미전도 종족 곧 범 아시아권과 회교권으로 한다.

8. 우리의 모든 선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행해가는 Faith Mission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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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직분자 명단

교 역 자

파송선교사

시무장로

권 사

집 사

손원배(담임목사)

이인국(부목사, 영어회중 담당)

조데이빗(부목사, 장년 평원 담당, 가정교회 담당)

김태오(부목사, 장년 평원 담당, 신앙위원회)

조종연(부목사, 장년 평원 담당, 전도위원회)

이보형(부목사, 청년 평원 담당, 3부 찬양 담당)

유소진(협동 목사, 중보기도사역 담당)

권유진(전도사, 대학부 담당)

김데이빗(전임 전도사, 고등부 담당)

장사라(전임 전도사, 중등부 담당)

소다니엘(전임 전도사, 초등부 담당)

이승진(전도사, 수요 찬양 담당)

송호영(전도사, 유치부 담당, AWANA 담당)

김혜경(전도사, 여성사역 담당)

윤정숙(사역 전도사, 심방 담당)

김승환(청년부 간사)

Mike Kim(고등부 인턴)

김민재(중등부 인턴)

Susan Chung(초등부 인턴)

이종희(행정 사무 담당 전도사)

이정수(관리 담당)

윤길묵(재정 담당)

안병호, 홍추민, 정혜림

이동우 유택종 최상훈 이대희 전광수 김흥규 채용석 장 홍 오남근 김병언 
이재규 고정훈 박용갑 백준호 백영진 민경진

김경희A 김명옥 김숙자 김에스더 김영숙A 김영순 김유향 김은희B 김진예 
김춘자A 박에스더 신미현 신주아 오명렬 오명자 유신애 이귀연 이금희 이상분 
이상희 이순남 이영란 이인섭 장은영 전성숙 정구옥 정연순 정혜경 지덕순 
채인숙 채재인 최승희 최혜랑 한캐렌 홍성희 황복림

강성태 구명관 김부웅 김영복 김영철 김용배 김일재 김정건 김제찬 김종길 
김충현 김태영 김현준 김홍규 마중장 문경식 서윤원 용순영 우원하 윤길묵 
윤상훈 윤성수 이광선 이구진 이기수 이완표 장은규 정광록 정홍식 지천우 
한광선 한승훈 한의상 한준수 황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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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권사
협동집사
협력제직

서리집사

목 자

에녹목자

청년목자

김복춘
강진흥 김재영 김종수B
장로 - 김성국 이명호
권사 - 이성실
안수집사 - 노윤서 박흥락 송희범 윤시현 장은수 

강군석 고경환 고성훈 구광회 김덕진 김병모 김광석 김성수 김승제 김영균 김용훈 

김웅 김이환 김인환 김응수 김태호 김형민 동원봉 문병용 박명춘 박병식 박세종 

박영수A 박우정 박정훈 박종혁 박준희 배정진 손민호 손종일 신상훈 신정환 이경택 

이길준 이범희 이상은 이수복 이우종 이웅 이정엽 이준혁 장길창 장찬익 정민호 

최동명 최성규 최진호 탁정업 한수갑 홍인표 Kevin Chung, Seung Duk Lee

강경녀 강지아 김민수 김민희A 김백미 김송희 김수미A 김승남 김신자 김원경 김윤희B 

김은희C 김정신 김하영 김현아B 김현주 김혜진 김희순 동경미 문주리 박경신 박경임 

박선영 박소영 박소현 박수진 박승향 박신애 박정임 박현경 박현희 서진숙 설빛나 

손정옥 신미성 신은종 신현숙 염봉례 유경희 유예랑 이경 이기아 이미나 이영숙 이윤선 

이채선 임윤희 정미경 정미량 정선희 정은숙 정은이 정은주 정정자 정희정 조정희

전기열 차은자 최미정 최윤자 한연정 한원 한진희 허경임 홍정희(총 117명)

강성욱 강성태 강창범 구명관 김동규 김범진 김병희 김성국 김성범 김수용 김에스더 

김영곤 김영철 김요섭 김용태 김우찬 김재원 김재호 김제찬 김종수B 김종필 김태영 

김학수 김현준 김희재 도주용 민경진 박수열 박재호 박진숙 박교진 백종훈 서경의 

서윤원 송근 송욱영 신호준 안지철 안성현 양종열 양희홍 엄태호 우민 우병삼 우상중 

위현량 유동준 윤정희 윤시현 윤혁진 이구진 이대희 이동 이동준 이상민 이상욱 이상필 

이영석 이용원 이윤영 이원재 이원범 이메디슨 이인동 이재규 이정수 이종기 이종상 

이종현 이평우 이태업 장호진 전광수 전장호 정규화 정금섭 정석경 정은희 정인재 

정정수 지천우 최상훈A 최송관 최인화 최철수 하성원 한광선 한승훈 한의상 한의선 

한준수 홍상익 황의철 

김옥남 엄귀섭 윤여덕 최정자 허옥례

 

강지민 김용수 김진은 김혜원 박지혜 성희경 신정환 유재민 윤재혁 이예진 조재연 

최은애 홍규연 홍인표 황재웅

‘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

                                                                       (막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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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김태운 박근익 이경철 이영기 이태수 한종희

오건환 송선실

김모경 김도선 김종수 김창효 김항식 박홍범 정수영 최정규 함영선

김두봉 김사인 김지억 독고용식 박철훈 송광정 이득수 이정기 이태기 

최경선 최종범 허주호

고춘자 곽혜영 권기 김성학 김순구 김옥남 김옥연 김용은 김춘지 

독고정애 류승남 박말줄 박순주 박연선 박용은 박인자 박채금 박행순 

서기석 송숙현 엄귀섭 엄기순 오묘희 유양순 윤여덕 윤정례 이광애 

이광옥 이경옥 이명연 이순경 이순선 이영자 이옥연 이원희 정소연 

정순옥 정운길 최영숙 최정자A 최정자B 최정준 채백산 하옥희 한경숙 

한병준 한영숙 한점순 한춘화 함춘미 허옥례 황계심

김무일 김승호 김영수B 김용태 박상열 박상현 신승수 윤득중 장명택 

정우평 채대석 황규철

김경회 김병철A 김영일 김영환 김죤 박상열 박성필 배형실 오광희 

이상필 이우봉 이종웅 이창태 조병주 채수영 최정무 한의섭 임병건 

정수영B 최재항 한경수 한일영 한현수 

강순녀 김경자 김옥자 김종례 문애기 박계남 박영일 배순필 송소냐 

유영선 유희예 윤영숙 이선자 이유선 임선옥 정경숙 조명희 채정연 

한점순 한지영A 홍승희

은퇴 및 명예 직분자 명단

은퇴 및 원로목사

은퇴 전도사

은퇴 시무장로

은퇴 장로

은퇴 및 명예 권사

은퇴 안수집사

은퇴 및 명예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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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기관

-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의 최고 결정 기관.

- 목사 청빙, 장로, 집사, 권사 피택 등을 투표로 결정함.

- 예산, 결산 등을 최종 승인함.

   회장: 손원배 목사

   서기: 민경진 장로

   회원: 본 교회에 등록하고 만 1개월이 지난 세례교인 전원

- 교회의 모든 결정, 치리를 총괄함.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의 신앙방향(예배, 선교, 교육.등)을 

   이끌어 가고 신자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함.

- 목장, 제직회와 각부서를 지도함.

   회장: 손원배 목사

   서기: 민경진 장로

   회원: 시무장로 전원

- 교회 재정의 일을 주관함.

-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신앙위원회, 교육 1위원회, 교육2위원회, 

   선교위원회, 지역봉사위원회, 전도위원회, 목양위원회, 관리위원회, 

   친교위원회로 구성된다.

- 각 위원회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 제반 사역을 실행함.

   회장: 손원배 목사

   서기: 황의철 집사

   회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협력제직 전원

- 본 교회 시무 권사로 구성되며, 기도, 심방, 봉사를 주된 사역으로 함.

   

   회장: 오명자 권사      부회장: 홍성희 권사

   서기: 이금희 권사      회계: 황복림 권사

- 1대 회장 신주아, 2대 회장 정연순, 3대 회장 최혜랑, 4대 회장 이순남

1. 공동의회

2. 당회

3. 제직회

4. 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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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배위원회(위원장: 이동우 장로)

예배부(부장: 김부웅)

1) 1부 예배팀(팀장: 한케렌): 이수지, 이영숙, 한수갑

2) 2부 예배팀(팀장: 박종혁): 문경식, 오세진, 이웅, 한의상, 한준수

3) 3부 예배팀(팀장: 염봉례): 김진경, 민미순, 이귀연

4) 4부 예배팀(팀장: ): 이예진, 홍승범

5) 성례팀(팀장: 김영숙A): 이귀연, 이영란, 이인섭, 김덕순, 변승자

6) 동시통역팀(팀장: ): 김요섭, 김시홍, 황선암

7) 꽃꽂이팀(팀장: ): 박은복, 박현주, 박현희, 백영희, 서옥순, 손경아, 안진순, 윤영숙, 

                           장미자, 황정선

8) 부흥집회 섬김팀(팀장: 한수갑):

수요예배부(부장: 문경식)

9) 수요예배팀(팀장: ): 한케렌

10) 방송팀(팀장: ): 김정대, 박종화

11) 자녀교육팀(팀장: ):

미디어부(부장: 탁정업)

12) 1부 방송팀(팀장: 김영균): 심준, 심혜경

13) 2부 방송팀(팀장: 고성훈): 고경환, 김정대, 민형규, 이매디슨, 황정선

14) 3부 방송팀(팀장: 박정훈): 김영태  한의선

15) 4부 방송팀(팀장: 신정환):

16) 특별방송팀(팀장: 강지아 ): 윤영숙

2. 찬양위원회(위원장: 김병언 장로)
1부 찬양부(부장: 최진호) 지휘: 설정선 / 피아노: 박은복

17) 1부 찬양대(팀장: ): 강한나, 고태석, 길문, 길혜경, 김덕순, 김수연, 김영숙D, 김은영, 김지억, 

     김진형, 서윤원, 서정자, 설빛나, 설수영, 설지현, 송미숙, 안병호, 양광삼, 오건환, 오혜선, 용순영,

     우병삼, 유현석, 윤시현, 이기수, 이상희A, 이성훈, 이순남, 장테레사, 정세원, 전기열, 전성숙, 

     전춘매, 정은희, 채은숙, 채인숙, 채재인, 최동민, 최진호, 한수자, 한혜원, 허찬, 현영, 황계심, 황규철

18) 2부 찬양대(팀장: 이정엽): 금유경, 김금성, 김만경, 김문배, 김숙자, 김영미, 김응자, 김제찬, 

     김쥴리아, 김진예, 김춘미A, 김한경, 김혜영, 박명춘, 박병호, 박상열, 박순주, 박에스더A,

     박영일, 박정임, 백상하, 변정수, 변형자, 송옥진, 송욱영, 안성현, 양희홍, 여미라, 윤혜석, 윤혜원,    

     이기봉, 이순희, 이승현B, 이윤연, 이정미A, 이종서, 이태업, 임명진, 장명택, 장혜인, 정광록, 

     정을선, 정정수, 정진원, 정한나, 정혜경, 정희정, 조동원, 조영홍, 차성훈, 차은희, 최난주, 최도준, 

     최혜랑, 한규수, 홍성희, 홍인표, 홍정란, 홍희민, 황복림, 황선화, 황선희, 황승기

2013년 사역부서

2부 찬양부(부장: 최혜랑) 지휘: 강소연 / 피아노: 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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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년소녀 합창단 섬김팀(팀장: 김현아B): 김동준, 김스티븐, 김정희, 박명춘, 배미라, 배정진, 

                                                        이윤연, 정수아, 조해명

25) 특별예배팀(팀장: 박정임): 

26) 1부 연주팀(팀장: 설빛나):

27) 2부 연주팀(팀장: 정희정): 홍인표, 홍희민

28) 임마누엘 관현악단(팀장: 박소현): 박정임, 이계복, 정성묵, 정희정, 조영홍, 홍성민, 홍희민

3. 신앙위원회(위원장: 유택종 장로) 

신앙부(부장: 정구옥)

29) 주일 예배 중보기도팀(팀장: 박경신): 김춘자A, 양성혜, 유미숙, 정구옥, 주은혜, 한순애

30) 담임목사를 위한 중보기도팀(팀장: 박선영A): 강소연, 강순녀, 강은숙, 김경순, 김금숙A, 김덕순, 

     김범진, 김부웅, 김숙자, 김순봉, 김옥남, 김원태, 김은희B, 김한경, 김희순, 문희, 박미라, 박선영A, 

     박영수C, 박정식, 박채금, 변형자, 손경아, 손숙, 손정옥, 송명훈, 송순자, 양성혜, 양희영, 엄귀섭, 

     오명렬, 유미숙, 유정혜, 이금희, 이상분, 이순경B, 이순남, 이채선, 장은영, 정선연, 정은하, 주은혜, 

     차은자, 최동명, 최영애, 최윤자, 한순애, 한점순, 한지승, 한케렌, 황복림, 황의철

31) 기드온 3백 용사 기도팀(팀장: 이채선): 강은숙, 강한나, 김경순, 김금숙A, 김만경, 김범진, 김숙자,     

     김은희B, 김원태, 김한경, 남정난, 두화균, 문희, 민미순, 박경신, 박숙희, 박영수C, 박정식, 박종화, 

     박채금, 변형자, 서윤원, 손경아, 손숙, 송명훈, 송순자, 신미현, 양성혜, 양정수, 엄귀섭, 오명렬, 

     유미숙, 윤여덕, 이금희, 이정미A, 이정엽, 이종협, 장은영, 정구옥, 정선연, 정소영, 정은숙, 정은하,    

     주은혜, 최동명, 최영애, 최윤자, 한순애, 한케렌, 황복림, 황의철

성경학교부(부장: 이기수)

32) 섬김팀(팀장: 김이환): 신호준  최철수

33) 운영팀(팀장: ): 정혜경, 조성주

34) 홍보팀(팀장: 김덕진): 송오빈, 정규화

도서부(부장: 김종길)

35) 운영팀(팀장: 박소영): 김미숙B, 김수미A, 김순봉, 안윤재, 유신애, 하유미, 현영

36) 생명의 삶 팀(팀장: 김수미A): 김미숙B, 김세희B, 유신애, 임성은, 전주현

37) 도서구입팀(팀장: ): 김희정A

19) 3부 찬양팀(팀장: 김용훈): 김성수, 박성은, 유한종, 이지영A, 장길창, 장은경, 정은하, 

                                      정주영B, 홍희민

20) 4부 찬양팀(팀장: ): 이예진

21) 수요 찬양팀(팀장: 김성수): 김윤희A, 박미라, 이정미A, 이현주A, 조은아, 최인애

22) 남성중창단(팀장: ): 양광삼, 이종서

23) 여성중창단(팀장: ): 

운영부(부장: 정광록)

찬양부(부장: 윤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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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2위원회(위원장: 이대희 장로)

중등부(부장: 노윤서)

50) 교사팀(팀장: ): Ben Kim, Bernard Lee, Brian Min, Chris Kim, Danny Kwon, Ian Yang, 

     James Hwang, Minjae Kim, Minae Lee, Nicole Cha, Sarah Chang, Susan Chung, 

     Sarah Choi, Stephanie Dong, Tim Nam

51)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 최미정

초등부(부장: 김인환)

46) 교사팀(1팀장: kevin Chung, 2팀장: Seung Duk Lee): 강성태, 강진흥, 김병모, 김세희A, 

     김수용, 김의진, 김종필, 나정석, 박선화, 서경의, 염성호, 윤테리, 이관오, 이동준A, 이준혁,

     정성보, 정유진, Gumin Jung, Hyukjin Yoon, Janet Shu, Kenneth Mak

47)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문주리): 김현화

AWANA부(부장: 이명호)

48) 교사팀(팀장: 신상훈): 김은옥, 김희순, 임윤희, 정선희, 정성보

49) 운영팀(팀장: ): 엄태호

4. 교육 1위원회(위원장: 오남근 장로)

영유아부(부장: 김춘자A)

41) 영아부 교사팀(팀장: 임윤희): 강은영, 김민희A, 김선숙A, 김숙경, 김영순, 김유향, 문주리, 

     박원숙, 윤선숙, 윤옥경, 윤형원, 이완진, 이종상, 정승혜, 정다빈, 정원실, 정재환, 조창범, 

     최형숙, 한혜순

42) 유아부 교사팀(팀장: 손정옥): 고상미, 곽은혜, 김수현, 문재란, 백지원, 유경희, 이영희, 이한나,    

     임윤희, 장은정, 장한나, 조영애, 한원

43)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한원): 

유치부(부장: 이기아)

심방부(부장: 김숙자) 
 40) 심방팀(팀장: 이경):

편집부(부장: 이윤선)

38) 편집팀(팀장: 김정신): 김범진, 김시홍, 장은영

39) 디자인/사진팀(팀장: 홍정희): 윤영숙

44) 교사팀(팀장: 이범희): 강예준, 강지민, 강희자, 김사라, 김성일, 김신혁, 김윤경, 김재원, 김지은, 

     김현아A, 김혜경C, 김화영, 맹유리, 맹은희, 문소라, 박미영A, 박인덕, 박지윤, 염자영, 원종필, 

     위준희, 유진혜, 이기아, 이미나, 이예진, 이제니, 정성묵, 정지은, 조시연, 홍선희, 황순영, 황지영, 

     James Park

45) 학부모회 운영팀(유치부 팀장: 김민희A, K-1 팀장: 유예랑): 정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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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봉사위원회(위원장: 김흥규 장로)

이웃사랑부(부장: 김은희C)

69) 사랑의음식 기획 운영 홍보팀(팀장: 한연정): 김종수A 

70) 사랑의음식 주방팀(팀장: 김신자): 김수(Sue Kim),김숙자, 김승남, 김은희C, 박순자, 서자연, 

     송진나, 유예랑, 이정순, 이케이트, 이혜완, 장인자, 최사라, 홍성희

71) 사랑의음식 배달 준비팀(팀장: 김원경): 김윤성, 신혜임, 유경희, 이미애A, 이수지, 한연정

72) 사랑의음식 배달팀(팀장: 유경희): 김금숙B, 김인웅, 김지수, 김충현, 김재호, 김태균, 김현배, 

     백영희, 이미애A, 이정기, 이종기, 이진숙, 전홍신, 차성훈, 최인화

73) 고장 수리팀(팀장: 이우종): 이상필, 장은수, 전방현

74) 영문 서류 봉사팀(팀장: 차성훈): 이명호, 이상필  

한국학교부(부장: 조정희)

54) 기초반팀(팀장: 김희순): 김수미A, 김주영, 임윤희, 정선희

55) 초급반팀(팀장: 서진숙): 김난주, 박소영

56) 중급반팀(팀장: 손민호): 송채원, 장은경, 정나나

57) 특별 활동반팀(팀장: 정선희): 박소영, 서진숙, 손민호, 장길창

6. 선교위원회(위원장: 이재규 장로)

해외선교부(부장: 강진흥)

58) 해외선교 기획팀(팀장: 김병모): 김용선

59) 선교사 섬김팀(팀장: 구광회): 김은희D, 문병용, 이수복, 최인화, 최진호

60) 중보기도팀(팀장: 정은숙): 강은숙, 김용배, 김원태, 박정식, 이윤선, 이인섭, 이정순

단기 선교부(부장: 김유향)

61) 단기선교 기획팀(팀장: 강경녀): 김영철, 김용태, 정광록

62) 훈련팀(팀장: 김정건): Euis Yeo

63) 행정팀(팀장: 이수복): 변정수

64) 어린이사역팀(팀장: 이미나):

선교 비전부(부장: 장은규)

65) 내지선교팀(팀장: 박준희): 장은규

66) 소수민족 교회지원팀(팀장: 문병용): 장은규, 정혜경, 최건숙

67) 홍보팀(팀장: 박세종 ):

68) 목장팀(팀장: ): 전성숙

고등부(부장: 동원봉)

52) 교사팀(팀장: ): 김우정, 문병용, 박은정, 이선주, Brian Park, Connie Lee, Daniel Kim, 

     David Kim,  James An, Jenny Lee, Michelle An, Mike Kim, Monica Kang, Nina Whang, 

     Sean Kim, Phillip Jung

53) 학부모회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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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봉사부(부장: 김영복)

80) 지역봉사팀(팀장: 김진예): 김옥남, 김원태, 김정희, 김태영, 박정식, 송규현, 신윤정, 윤여덕, 

     정은석, 한인숙

81) 무숙자 섬김팀(팀장: 정정자): 김태영, 김현배, 남정난, 남정미, 박정호, 박지홍, 윤혜경, 이귀연,

     이봉진, 이상욱, 이정순, 이제니, 최창주

82) 의료봉사 1, 2팀(1팀장: 김복춘, 2팀장: 이성실): 고경환, 고혜영, 구윤경, 박에스더A, 박종현,   

     설지현, 신현숙, 유준일, 이태업, 전영주, 조은희, 최진선

83) 의료봉사 홍보 지원팀(팀장: 고경환): 고경환, 고혜영

84) 장애우 섬김팀(팀장: 이길준): 김난주, 김덕진, 김성남, 김종례B, 김희정A, 신윤정, 이제인, 

     임성수, 한진희, 황원경

85) 사랑의 장터팀(팀장: 유신애): 김성국

베데스다(호스피스)부(부장: 신주아)

86) 디딤돌팀(팀장: 김은희B): 김은희B, 손숙, 이상희A, 이성실, 이신애, 이종희, 임경인, 정은희, 

     최윤자

87) 돌보미팀(팀장: 박신애): 강찬균, 김진경, 김희재, 김희정A, 서옥순, 양정수, 윤영숙, 윤지은, 

     윤혜원, 이기봉, 장은경, 전기열, 정혜경, 조정희, 최윤자, 한지영B, 한진희, 한케렌, 황정선

88) 울타리팀(팀장: 황복림): 민성인, 오명렬, 이영란

89) 정보상담팀(팀장: 신현숙): 김범진, 김정신, 박수진, 박은경, 송미선, 최윤미

나눔지원부(부장: 용순영)

90) 구제관리팀(팀장: ): 전성숙, 황의철

8. 목양위원회(위원장: 백영진 장로)

여성사역부(부장: 오명렬)

95) 운영팀(팀장: 박현희): 김남선, 윤경아

96) 찬양팀(팀장: 전기열): 김사라, 김수미A, 정나나, 정주영B, 조은아 

새소망부(부장: 김경희A)

75) 사랑방 운영팀(팀장: 박병식): 김승제, 김항식

76) 지원관리팀(팀장: 최성규): 강영, 김경희A, 김승제, 이웅, 전방현, 정민호

77) 재활도움팀(팀장: 정민호): 강영, 김승제, 박병식, 이웅, 최성규

78) 센타지원팀(팀장: 이웅): 김승제, 김항식

79) 지역홍보팀(팀장: 김승제): 강대학, 김혜진, 박헌구, 정민호

탈북민 지원부(부장: 김충현)

91) 탈북민 섬김팀(팀장: 박영수A): 김병모, 김종수A, 이원석, 이정순, 한진희, 황의철

92) 상담 지원팀(팀장: ): 김정건

93) 도우미팀(팀장: 이상분):

94) 홍보팀(팀장: 한진희): 김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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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도위원회(위원장: 채용석 장로)

가정사역부(부장: 우원하)

104) 가정예배팀(팀장: ): 백혜경, 홍정희

105) 가정사역 훈련팀(팀장: ):

상담사역부(부장: 김용배)

106) 가정상담팀(팀장: ): 김송희, 박현경, 신미성, 이순남

107) 결혼예비 상담팀(팀장: 박현경):

108) 신앙상담팀(팀장: 신미성):

109) 인터넷 상담팀(팀장: 김송희):

새가족 1부(부장: 신미현)

110) 새가족 영접팀(팀장: 강군석): 김병철A, 김종례A, 김혜경D, 박현주, 윤영숙, 이수지, 장미자, 

      최동민,

111) 바나바 1,2,3팀(1팀장: 최윤자, 2팀장: 정미경, 3팀장: 허경임): 강현정, 김성희A, 김신자, 

      김윤희B, 김인영, 김희성, 민미순, 민수홍, 박선화, 신미성, 염봉례, 유정혜, 윤지은, 이진숙, 

      장성수, 정현주, 최난주

112) 중보기도팀(팀장: 김윤희B): 송순자, 정선연, 한케렌, 홍정란

113) 가정교회팀(팀장: 최미정):

114) 목장 소개팀(팀장: ): 정규화, 정미경

새가족 2부(부장: 채인숙)
115) 새가족 환영 1, 2팀(1팀장: 차은자, 2팀장: 이영숙): 김성희A, 김병철A, 김영숙D, 김종례A, 

      민성인, 오혜선, 윤선숙, 최연옥, 한안나

116) 새가족 교육팀(팀장: 정은주): 김하영

117) 찬양팀(팀장: 박우정): 김성희A, 김희지, 안진호, 이기하

118) 관리팀(팀장: 김하영): 이정순

전도부(부장: 정혜경)

119) 이슬비 사랑의 편지팀(팀장: 최동명): 남정난, 송오빈, 임태경, 황원경

120) 전도집회팀(팀장: 박명춘): 김문배, 차성훈, 차은희

121) 직장전도팀(팀장: 이준혁): 김종수B, 최재희

97) 섬김팀(팀장: ): 오명렬, 최승희

98) 중보기도팀(팀장: ): 강한나, 변형자, 최승희

99) 홍보팀(팀장: 박경임): 김희순, 이현아B, 정선희

100) 환영팀(팀장: 신은종): 김이향, 남정난, 정미경

101) 큐티 사역팀(팀장: 이금희): 박옥진, 박종윤, 유영주, 유정혜, 이정열, 정구옥, 정은희

102) 일대일 양육팀(팀장: 김민수): 김남선, 김미순, 김지숙, 김춘미B, 김태은, 김희순, 손경아, 오명렬, 

      전기열, 정은희, 정주영B, 최승희

103) Coffee Break 팀(팀장: 김백미): 강한나, 권길주, 김희재, 이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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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리위원회(위원장: 장 홍 장로)

건물차량 관리부(부장: 배정진)

131) 건물 관리 수리팀(팀장: ): 박상문, 장은수, 조동원

132) 차량 관리팀(팀장: ):

133) 주차 관리팀(팀장: ):

134) 환경미화팀(팀장: ):

135) 조경팀(팀장: ):

행정관리부(부장: 동경미)

136) 행정 관리팀(팀장: ): 김우찬, 박경선, 조동원, 주강석

137) 법무팀(팀장: 송희범):

138) 물품 구매팀(팀장: ): 구광회

139) 물품,비품 관리팀(팀장: ):

IT 부(부장: 장찬익)

140) IT 관리팀(팀장: ): 구광회, 김병희, 김성국, 김웅, 신무경, 이종기

141) 웹팀(팀장: 정은이): 김정대, 심혜경, 안지철, 염성호, 이주현B

142) 사진팀(팀장: 홍인표): 안진순, 윤영숙

11. 친교위원회(위원장: 최상훈 장로)

친교 1부(부장: 김현주)

143) 주일 음식 봉사팀(팀장: ): 김승남, 김시홍, 마현옥, 박경표, 유동준, 윤광열, 장길창, 최승희

사랑양육부(부장: 김홍규)

127) 사랑 양육 주보팀(팀장: 김응수): 김현정, 손숙, 최윤자

128) 사랑 양육 미디어팀(팀장: 김태호): 김태호

129) 사랑 양육 관리팀(팀장: 손종일): 손숙, 최윤자

사랑심방부(부장: 김일재)

130) 심방팀(팀장: ):

미디어 전도부(부장: 정홍식)

125) 미디어 제작 배포팀(팀장: 김웅): 이구진, 이봉진, 이주현B, 정영덕

126) 미디어 관리 후원팀(팀장: ): 우상중

122) 문화 전도팀 G2M(팀장: 박수진): 김미옥, 김병희, 김세희A, 김의진, 오경재, 장찬익, 채민정, 

      채은희, 최송관, 최태정

123) 예수님 영접 모임팀(팀장: 김혜진): 김민수, 박정임, 박주일, 정경혜, 정석경

124) 전도기획팀(팀장: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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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부(부장: 정연순)

149) 경조팀(팀장: 김광석): 김금숙B

체육행사부(부장: 윤상훈)

12. 특별부서

재정부(부장: 전광수 장로)

157) 재정팀(팀장: 정미량): 위현량 김성범

1부: 구윤경, 백혜경 / 2부: 이성실, 한영희, 고윤홍 / 3부: 김학수, 민미순

에녹봉사부(부장: 오명자)

145) 주방 봉사팀(팀장: 박승향): 김미향, 김선숙B, 김수연, 김혜영, 문향분, 성정, 신혜봉, 최난희, 

      최윤미

146) 차량 봉사팀(팀장: ):

147) 특별활동팀(팀장: 장은영): 김금숙A, 박에스더A, 박옥진, 서진숙

148) 찬양팀(팀장: ): 박에스더A, 홍선희

150) 축구팀(팀장: 장길창): 강예준, 강창범, 김수용, 김영철, 김용배, 김태중, 김현종, 방창수, 안상석, 

      오경제, 이계복, 이관오, 이창수, 이호빈, 임갑섭, 최병민, 황순식, 황종하

151) 탁구팀(팀장: 김형민): 박정균, 신정환

152) 배구팀(팀장: ): 김병희, 안상석

153) 골프팀(팀장: ): 박찬우, 안상석, 안진, 이상필

154) 테니스팀(팀장: 이경택): 구자옥, 김경진A, 김영호, 김제찬, 양종열, 이종기

155) 낚시팀(팀장: ): 김종필, 안상석, 이관오, 이원석

156) 야구팀(팀장: 박재호): 김병희

친교 2부(부장: 김승남)

144) 행사 음식팀(팀장: ): 김수(Sue Kim), 김승남, 김은희C, 박순자, 염봉례, 정혜경,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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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자 모임팀(고정훈 2평원)

b. 목자 수련회팀(민경진 평원)

c. 부목자 수련회팀(백준호 평원)

d. 임직/훈련팀(고정훈 1평원)

e. 자녀 교육팀(박용갑 1평원)

f. 목장선교/중보기도팀(박용갑 2평원)

백준호 평원(총무: 김현준)

김현준 초원    김현준, 이상필, 최상훈A

서윤원 초원    서윤원, 김요섭, 윤시현, 이종상, 엄태호

최철수 초원    최철수, 이상욱, 전광수, 윤정희

민경진 평원(총무: 김제찬)

김제찬 초원    김제찬, 이동준, 한의선, 정정수

민경진 초원    민경진, 이상민, 정석경, 이윤영

윤혁진 초원    윤혁진, 김우찬, 우병삼, 김수용, 김병희, 이인동, 유동준

강성태 초원    강성태, 김학수, 김동규, 안지철, 우상중, 이종현, 이평우 

고정훈 1평원(총무: 구명관)

한의상 초원    한의상, 이대희, 한승훈, 최인화, 이종기, 양종열

정규화 초원    정규화, 홍상익, 최송관

구명관 초원    구명관, 이구진, 이메디슨, 김영곤

고정훈 2평원(총무: 김영철)
김영철 초원    김영철, 김에스더

김용태 초원    김용태, 정은희

이태업 초원    이태업, 한준수, 송욱영, 송근, 이원범

김재호 초원    김재호, 전장호, 신호준

박용갑 1평원(총무: 김태영)

하성원 초원    하성원, 정금섭, 이원재, 양희홍, 서경의, 이용원, 도주용

김태영 초원    김태영, 강창범, 김성범, 박교진, 이관오, 주은영

황의철 초원    황의철, 이정수, 김성국, 김희재, 박진숙

박용갑 2평원(총무: 위현량)

한광선 초원    한광선, 이동, 정인재, 김종필, 김재원, 우민, 김범진

위현량 초원    위현량, 이재규, 백종훈, 장호진, 김종수B

지천우 초원    지천우, 강성욱, 박수열, 이영석, 안성현

에녹평원

에녹초원       김옥남, 엄귀섭, 윤여덕, 최정자, 허옥례

비전 청년 평원

홍규연 초원    홍규연, 윤재혁, 김진은, 박지혜

조재연 초원    조재연, 신정환, 김용수

홍인표 초원    홍인표, 김혜원, 이예진, 강지민

황재웅 초원    황재웅, 유재민, 성희경, 최은애

가정교회 목장편성

가정교회 섬김팀

가
정
교
회 
목
장
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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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회 행사 계획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

13

20

26

3

10

17

24

3

10

17

24

31

7

14

21

28

5

1/6(주)

1/12(토)

1/13(주)

1/16(수)

1/19(토)

1/20(주)

1/26(토)

1/27(주)

2/1(금)

2/5(화)

2/8(금)

2/9(토)

2/12(화)

2/23(토)

2/24(주)

3/5(화)

3/9(토)

3/16(토)

3/18(월)

3/23(토)

3/24(주)

3/29(금)

3/30(토)

3/31(주)

4/2(화)

4/13(토)

4/21(주)

5/7(화)

5/8(수)

신년 제직회

제직세미나(강사: 신승훈 목사/LA 주님의 영광교회)

공동의회, 결산 및 예산안 채택

에녹초원 상반기 첫 모임

가정교회 세미나 1

전도위원회 새가족부 사역소개 및 바나바 세미나

가정교회 세미나 2

한국학교 봄학기 개강

성찬예식

목장 상반기 첫 모임

화요여성예배 상반기 첫 예배

밀알장애우 봉사

한어청년부 겨울수련회(2/8-10)

상반기 목자 부목자 토요모임 시작

성경학교 봄학기 개강예배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초등부 Bible Buck Store

밀알장애우 봉사

목자 부목자 토요모임

G2M Skyline 양로원 공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2주간 3/18-30)

제6차 무료 건강검진 및 법률 상담

성찬예식

성찬예식

중고등부 Baptism & Confirmation

베데스다 세미나 1/3

부활주일 예배

세례예식

밀알장애우 봉사

목자 부목자 토요 모임

헌혈

여성사역부 에스더 프로젝트

밀알장애우 봉사

에녹평원 효도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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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월

7월

8월

9월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1

8

5/10-11

5/14(화)

5/18(토)

5/26(주)

5/31(금)

6/1(토)

6/4(화)

6/7(금)

6/12(수)

6/15(토)

6/18(화)

6/22(토)

6/23(주)

7/1(월)

7/3(수)

7/7(주)

7/26(금)

7/27(토)

8/6(화)

8/21(수)

8/25(주)

8/30(금)

9/3(화)

9/7(토)

9/10(화)

9/13(금)

목자/부목자 수련회, 장소: Mission Springs

성경학교 봄학기 종강예배

베데스다 세미나 2/3

제19회 교회간 친선 탁구대회

상반기 이삭줍기 헌금

상반기 마지막 목장 모임

G2M 정기공연

화요여성예배 상반기 마지막 예배

밀알장애우 봉사

목장 자율사역 시작(6/7-8/23)

에녹평원 상반기 마지막 모임(야유회)

중고등부 Parents Appreciation Night 

G2M Skyline 양로원 공연

초등부 VBS(6/18-22)

가정교회 주최 성경퀴즈대회

성찬예식

유치부 VBS(6/23-26)

중고등부 샌프란시스코 선교(7/1-6)

청년부 네팔 단기선교(7/3-16)

고등부 해외선교(7/7-20)

대학부 여름 수련회(7/26-28)

베데스다 가족 피크닉

단기선교팀 파송

중고등부 여름수련회(8/6-9)

북가주 교회간 친선 배구대회 참가

에녹평원 하반기 첫 모임

성찬예식

하반기 목장모임 시작

화요여성예배 하반기 첫 예배

밀알장애우 봉사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새빛 밀알의 밤(안요한 목사)

성경학교 가을학기 개강예배

청년부 여름수련회(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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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8

15

22

29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29

9/14(토)

9/21(토)

9/25(수)

9/28(토)

10/1(화)

10/12(토)

10/20(주)

10/26(토)

10/27(주)

10/31(목)

11/5(화)

11/9(토)

11/10(주)

11/17(주)

12/1(주)

12/3(화)

12/10(화)

12/11(수)

12/14(토)

12/18-24

12/18(수)

12/22(주)

12/27(금)

12/31(화)

가정교회 세미나1

하반기 목자 부목자 토요모임 시작

가정교회 세미나2

제7차 하반기 무료건강검진 및 법률상담

에녹평원 야유회

베데스다 세미나 3/3

밀알장애우 봉사

목자 부목자 토요모임

헌혈, 9:00AM-3:00PM.

임마누엘 테니스대회

하반기 이삭줍기 헌금

Harvest Festival(교육부)

밀알장애우 봉사

목자 부목자 토요모임

성찬예식

추수감사주일

중고등부 Baptism & Confirmation

교육1위원회 교사 사은회

화요여성예배 하반기 마지막 모임

성경학교 가을학기 종강예배

에녹평원 하반기 마지막 모임

하반기 마지막 목자 부목자 토요모임

베데스다 가족모임

대강절 대각성 기도집회

대학부 수련회(12/18-21)

성탄 주일

교육부 성탄 발표회

목장 마지막 모임 및 자율 사역기간 시작

중고등부 겨울수련회(12/27-31)

송구영신 예배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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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예배 

주일 모임

평일 예배 및 모임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영어예배

청년부

장년부

0-3세 미만

만 3-4세, K-1학년

2-5학년

6-8학년

9-12학년

영어 대학생

영어 회중(NLCF)

한어 대학생, 청년

한어 회중

오전 10:00, 11:45

오전 10:00, 11:45

오전 10:00, 11:45

오전 10:00

오전 10:45

오후  1:00

오전 10:00

오후  2:00

오전 8:20, 10:00, 11:45

영유아부실

유치부실

유초등부실

중고등부실

중고등부실

중고등부실

소 예배당

대 예배당

대 예배당

예배 중보기도회

새가족 모임

성경읽기반 정기모임

오전 7:20 - 8:10

매월 1,2주일 오후 1:15

매월 셋째 주일 오후 1:30

소 예배당

새가족실

소 예배당

목장모임

새벽 기도회

화요 여성예배

수요 에녹예배

수요 기도예배

매주 목 - 주일, 목장별로

월 - 토, 오전 5:45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목장별로

대 예배당

소 예배당

소 예배당

대 예배당

임마누엘 장로교회 예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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