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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를 시작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손원배 목사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의 기본을 매년 하나씩 집중하여 실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1년은 ‘
기도’의 해로 정하여 대부분의 성도
님들이 한 해 동안 매일 30분에서 1시
간 이상 기도를 하였고, 그 해에 수요 
기도예배가 시작되어 우리 교회는 기
도하는 교회로 조금 더 성숙하게 되었
습니다. 2012년은 ‘성경읽기’의 해
로 많은 성도님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
독하였습니다. 

2013년은 ‘영혼구원’의 해였지만 
평년보다도 세례 받은 분들이 적음으
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겸
손하게 하신 해였습니다. 지난 2014
년은 ‘예배’의 해로, 거의 모든 성
도님들이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였고 지금도 계속 많
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성실하게 드리
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온 2015년 새해는 ‘선교’
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내 모
든 부서와 목장은 성도님들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기도와 힘을 선교에 집중해
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도와 성경
읽기, 영혼 사랑과 예배의 신앙을 가지
고,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
원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함께 나가
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했습니
다(딤후4:1-2). 이 명령은 오늘날 우

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
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는 이곳 베이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
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
이 되게 합시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
다 그들의 외모를 보기에 앞서 먼저 그
들의 영혼을 바라봅시다. 구원을 얻은 
분이면 격려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분
이면 복음을 전합시다. ①그들의 창조
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②그분이 죄
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영원히 멸
망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에 죽게 하셨음을, ③이것을 믿고 구
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죽
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을, ④그래
서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즐겁게 
전파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
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을 목장으로 인도하여 함께 사랑으로 
돌보며 섬깁시다. 목장에 식구가 많아
지면 분가를 하여 ‘내 집’에서 새로
운 목장을 개척함으로, 궁극적으로 임
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각 자기 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 
곧 목장을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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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교회에 5백에서 1천개에 
이르는 목장이 세워지고, 이에 도전을 
받아 베이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세계
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집에 있는 교
회’를 시작할 때, 세상은 ‘집에 있
는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
파될 것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2015년은 특별히 담임목사직에서 조
기은퇴하는 저를 우리 교회가 ‘선
교’를 위해 파송하는 해가 될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어떻게 사
용하실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
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파하고, 건물에 종속된 교회가 아
니라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땅 
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
하는 사역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님(3분): 안병호, 홍추민/
홍보영, 정혜림
협력 선교사님(17분): 강규수, 김종
섭, 송용섭, 송인진, 유성남, 이남종, 
이요엘, 이태완, 이홍강, 정길용, 조은
영, 조준래, 최동백, 최은숙, 탁수연, 
황득연, 황순원
협력 선교단체(4곳): 열린문선교회
(ODMS), 어린이전도협회(CEF), CCC 
대학생선교회, 빌리온선교회(양영학)
베이 지역에서 후원하는 소수민족 교
회 및 선교단체(9곳): 아프가니스탄 
교회, 미얀마 교회, 이란 교회, 몽골 
교회, 다민족 선교대회(Ispectra), 라
티노 길거리 선교회, VAC, One Voice
가정교회 75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
사님(43분): 강련화, 강스테반, 김경
수, 김운용, 김의겸, 김재홍, 김종섭, 
김평육, 김학영, 김홍덕, 맹갑균, 박성
도, 박춘자, 송균호, 신은철, 안병호, 
안요한, 안일찬, 우석윤, 유창환, 이

보형, 이영찬, 이용규, 이종용, 장문
익, 장상순, 정병면, 전영진, 정혜림, 
조준래, 진태상, 차광찬, 최종민, 최
지해, 크리스킴, 홍성호, 홍추민, 황
준기, 서명동, 밀알선교회, 열린문선
교회(ODMS), SAM CARE, Beloved 
International 등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면서 여러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찾아 구원하기 위해 힘
써 왔으며,

미전도 3종족 입양: 북인도 구자라트
에 있는 Khalpa 족(약 4만명), Lodha 
족(약 205만명), Patel Anjana 족(약 
30만명) 등 3종족을 입양하여, 현지 
선교단체 GAP과 함께 교회개척, 단
기선교팀 파송,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지구상에 아직 남아 있는 미전도종족 
선교에 동참해 왔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선
교에 힘을 써 왔지만, 이제부터는 어
린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
하며 지상명령(至上命令)인 선교를 완
수하기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많
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
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
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마
28:18-20).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을 따라가면, 2015년 새해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기억에 남을 은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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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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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선교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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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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장로교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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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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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창립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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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장은규, 홍수열, 김흥규, 이대희, 전광수, 김승규

교회 웹사이트(www.kepc.org)를 인터넷에 올리다.

중고등부 전임사역자로 홍승일 전도사가 부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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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립, 고명희, 박영자, 신주아, 정연순 집사의 권사 임직, 박상열, 김병언 집사의 안수집사 

취임식, 홍추민, 김상태, 전광수, 장홍, 유병훈, 이정수 집사의 안수집사 장립식을 거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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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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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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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김항식, 박금주, 송선실, 이재규, 황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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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김정건, 김용배

교회 신문이‘양각나팔’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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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받다.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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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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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유택종, 백영진, 황인각, 박창진, 김수용, 최소영

교육관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입당 감사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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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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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번역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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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및 분가목장:

양장규(남명호 목장), 오건환(김항식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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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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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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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유학

생 선교사로 파송하다.

제12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15명의 목자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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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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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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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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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이구진(김용배 목장), 서윤원(전광수 목장)

제17회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고 5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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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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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예배당 기공예배를 새 예배당 주차장에서 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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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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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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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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밀알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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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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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윤여덕(김용태 목장)

제1회 임마누엘 성경학교 졸업예배를 드리다. 수료자: 155명

졸업자: 김모경, 김병언, 김영순, 김영철, 김용배, 김지숙, 김흥규, 박금주, 박옥진, 염지혜, 

유택종, 이순남, 이재규, 장홍, 전광수, 정광록, 정수영, 정연순, 정혜경, 최윤식, 최정규, 최

혜랑, 한케런, 황정희. 

주일 2부예배 영어 동시통역을 시작하다.

새 예배당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다.

3부예배를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예배로 드리기 시작하다.

영유아부 담당 지도교사로 송호영 선생님을 임명하다.

교육위원회에서 AWANA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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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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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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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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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경 소그룹), 전동훈/전혜신(박상욱 목장), 정인재/김은옥(정수영 목장), 

주은영/주기철(홍수열 목장), 최철수/서자연(서윤원 목장)

초원목자: 김용태, 마중장, 양장규, 오남근, 이순남, 장홍, 정에스라, 지천우, 한케런, 황의철, 

강태현(대행), 이광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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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2일

2007년

1월 1일

1월 7일

6월15일

3월 21일

5월 29일

6월 17일

7월 29일

8월 5일

9월 9일

10월 7일

11월 7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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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주, 이광애 권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다.

주일에 양호실(First Aid) 운영이 시작되다.

2008년 서리 제직 154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오건환 전도사를 에녹초원 담당으로, 차정웅 집사를 행정담당 실습전도사로 임명하다.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여 1명의 목자를 세우고 10명의 대행목자를 세우다.

목자: 한의상/한미성(장홍 초원) 

대행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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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자: 1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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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의 목자를 세우고 8명의 대행목자를 세우다.

목자: 김종길/김희정(김제찬 초원), 박진숙(이상분 초원)

대행목자: 김수용/전주현(김우찬 목장), 김종필/김선숙(강태현 목장), 김현준/김혜영(동부평

원), 박수열/박지수(강성욱 목장), 박흥락/박신애(서윤원 목장), 위현량/김한경(신효성 목장), 

정종규/정은숙(오남근 목장), 최인화/최건숙(장홍 목장)

임직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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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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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전도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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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사랑부에서 독거및 노부모님 가정의 긴급고장 수리와 영문서류, 편지번역  봉사를 

시작하다. 산상기도회(매월 첫 주일)를 시작하다.

목자 임직식을 행하다. 

2008년

1월 1일

1월 6일

4월 27일

5월 27일

9월 21일 

9월 28일

10월 12일

12월 14일

12월 16일

2009년

1월 1일

1월 4일

1월 18일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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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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en Kettle Award(The Salvation Army 주관)를 수상하다.  

교회 신앙월간지 패밀리투데이(Family Today)를 발간하다.

양은순 강사를 모시고 부목자수련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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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범, 김현준, 위현량, 이태업, 정종규, 최철수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을 하다.

장로, 권사, 집사 임직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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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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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인도 및 청년부 전임사역자로 부임하다.

David Kim 전도사가 고등부 전임사역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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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 파송선교사).

목자 임직식을 행하다.

2월 22일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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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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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건축단기선교 파송: 김정건 집사(1달간)

영어대학부 예배가 시작되다.

북가주 선교대회를 개최하다(8/26-29).

이지은 전도사가 중등부사역을 사임하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로 전 교인 걷기축제를 개최하다.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다.

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안성현/이순희(이영석 목장), 최인화/최건숙(최인화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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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사역자로 부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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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세례를 받다.

오건환 전도사가 임기를 마치고 정년은퇴하다.

권기 권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정년은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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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임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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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세례예식을 갖다.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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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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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김민호(전장호 목장), 박영수(정인재 목장), 이선우(위현량 목장)

입교: 이동필, 이민재(정인재 목장), 이호(김희정 목장)

유아세례: 강지현, 김여은, 김예찬, 김윤선, 김율, 김지온, 노경정, 박예지, 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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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단동병원 건물 건축을 위해 김항식 장로를 파송하다. 

제8회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갖다.

수료자: 144명. 졸업자: 강한나, 김희재, 이상필(총 3명)

세례, 입교예식을 하다. 

세례: 김길훈(전장호 목장). 입교: 이용원(하성원 목장)

원세종 목사가 영어회중(NLCF) 목사로 부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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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영(최상훈 목장), 홍현배(최송관 목장)

입교: 문경자(베데스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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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종열, 정석경

세례예식을 행하다

세례: 이영식(이상필 목장), 김수연(김혜경 전도사)

행정사무직원으로 이종희 전도사가 부임하다.

세례예식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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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임마누엘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드리다.

수료자: 163명. 졸업자: 김종수B, 임윤희, 홍상익(총 3명)

대강절 대각성 기도집회를 갖다(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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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4월 24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20일

6월 5일

6월 19일

6월 26일

7월 29일

8월 21일

8월 28일

9월 11일

10월 2일

10월 9일

10월 16일

11월 1일

11월 20일

12월 13일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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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

1월 7일

1월 15일

1월 22일

1월 29일

2월 5일

2월 12일

3월 18일

4월 8일

4월 15일

4월 27일

4월 29일

5월 15일

6월 17일

7월 29일

8월 12일

9월 2일 

9월 10일

정수영 장로가 임기를 마치고 정년은퇴하다.

초등부 최소영 전도사가 사임하다.

조종연 목사가 새가족 담당으로 부임하다.

이정수 장로가 관리담당 직원으로 사역을 시작하다.

중독자 재활을 위한 새소망부가 시작되다.

2012년 서리집사 106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2012년 신구약 성경1독 읽기를 시작하다.

박석현 목사님을 모시고 제직세미나를 갖다.

유한종 성도(강성욱 목장)의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김원태(한의상 목장), 입교: 주기철(주은영 목장)
윤정숙 전도사가 산앙위원회 심방부 사역전도사로 임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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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추민 선교사 네팔 파송식을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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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입교,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카니 최(베데스다부), 김정현(최인화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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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민경진 평원)

김한요 목사님을 모시고 봄 부흥사경회를 갖다(4/27-29).

대행목자를 임명하다.

대행목자: 유동준(김우찬 목장), 이인동(김병희 목장)

봄학기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드리다.

졸업자: 김혜진, 윤영숙, 최재항(총 3명) 수료자: 118명

허분선 성도(이태업 목장)가 세례를 받다.

임마누엘 상담실을 오픈하다.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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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교: 우병기/최유진(윤시현목장)

권유진 전도사가 EM대학부 담당교역자로 부임하다.

유소진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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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목자, 목자, 대행목자 임직식을 행하다.

초원목자: 최철수(백준호 평원),

목자: 정정수(민경진 평원), 이매디슨(백준호 2평원)

대행목자: 도주용(이재규 1평원)

북가주 JAMA대회가 열리다(9/27-29).

도소현 자매(김동규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목자임직식을 행하다. 

초원목자: 이태업, 하성원  

목자: 김재원, 김범진, 이종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세례, 입교, 유아세례식을 갖다.

세례: 김대승/민혜경(정규화 목장), 박종락/정지영(이동준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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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기념식을 갖다.

세례, 입교식을 하다.

세례: 박지윤, 전상민(이상 청년부)

입교: 강예준, 김신혁, 김윤우, 송원준, 정지은(이상 청년부)

중등부 인턴으로 김민재를 임명하다.

초등부 담당으로 Daniel Hyun So 전도사님이 부임하다.

신앙지‘Emmanuel’을 발간하다.

가을학기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드리다.

졸업자: 강진흥, 강현정, 이영란, 이정미, 정은숙, 황복림(총 6명) 수료자: 147명

에녹평원 니카라과 단기선교팀이 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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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식을 갖다. 세례: 편재호, 박신영, 최현화

산호세지역 교회연합 성탄예배를 드리다.

제2회 대강절 대각성 기도집회를 열다(12/18-24).

외부 강사: 권혁천 목사, 박석현 목사, 이상준 목사

세례예식을 갖다. 

세례: 임리연, 박정균, 박지홍, 박지철, 강택규, 송미선, 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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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를 위한 주일 아침 중보기도회가 시작되다.

9월 23일

9월 27일

10월 14일

11월 4일

11월 18일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11일

12월 14일

12월 16일

12월 18일

12월 30일

2013년

1월 1일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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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목사님을 모시고 1일 사경회를 갖다(1/11,12).

신승훈 목사님을 모시고 제직세미나를 갖다.

이에스더 전도사가 에녹평원 담당으로 부임하다.

박은수 전도사가 영유아부 담당으로 부임하다.

김승환 전도사가 비전청년부 사역전도사로 임명되다.

대행목자, 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이종상

대행목자: 김광성(에녹평원)

세례식을 행하다.

김정술(베데스다부)

손재권(김범진 목장)

손원배 목사, 김창효, 이재규 장로가 홍콩 선교대회에 참가하다.

김백미 전도사가 여성사역부 Coffee Break 담당 사역전도사로 임명되다.

초원목자, 목자 임직식을 갖다.

초원목자: 한의상/한미성(고정훈 평원)

목자: 이종상/임윤희(백준호 평원, 서윤원 초원)

부활절 세례식,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김민지(청년 윤재혁 목장), 노승윤(청년 성희경 목장), 이지현(청년 최은애 목장)

유아세례: 구민서, 김다은, 김소망, 김지연, 손현서, 오한나, 장진광, 정현우, 채대병

초원목자, 목자 임직식을 갖다.

초원목자: 김학수/하유미(민경진 평원)

목자: 김영곤/김경순, 박종화/박숙희(이상 고정훈 2평원)

조성주/최인애(민경진 평원)

세례식을 행하다.

1월 11일

2월 3일 

2월 17일

3월 3일

3월10일

3월 31일

4월 14일

4월 21일
김환규/김진숙, 김재욱(이상 안성현 목장)

이승진 전도사를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임명하다.

배정현 자매를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로 임명하다.

가정교회 목자 부목자 수련회를 갖다(5/10, 11).

임마누엘 봄학기 성경학교 졸업 및 종강예배를 드리다.

졸업자: 김미순, 유준일, 이종상, 정규화 수료자: 136명

세례식을 행하다. 리명자(지역봉사위원회)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장로 4인, 안수집사 16인, 권사 11인을 피택하다.

세례식을 행하다. 김영천(안성현 목장)

이보형 목사(한어청년부, 3부예배 찬양)가 사임하다.

장사라 전도사(중등부)가 사임하다.

세례식을 행하다.

정택영(김기홍 목장), 송자 Davis(김에스더 목장)

협동 제직임명: 노윤서, 장은수(이상 안수집사)

5월 5일

5월 10일

5월 14일

5월 19일

7월 7일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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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박민희(한의선 목장), 유타근(김춘자 권사 모친),

유아세례: 이다원(이보형/유한나)

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윤현경,정은주 (여성사역부)

홍보영 집사 네팔 선교 파송식을 갖다.

목자, 대행목자 임명

목자: 송욱영(이태업 초원, 고정훈 1평원)

대행목자: 박성은(장호진 목장)

신무경(서윤원 목장)

조준호(이구진 목장)

고등부 데이빗 김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다.

입교,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입교: 주지훈(여성사역부)

유아세례: 송호진

심폐소생술교육 및 화재대피훈련을 갖다.

권혜린 전도사(중등부 담당)가 부임하다.

이수복 집사를 선교위원회 선교담당 사역전도사로 임명하다.

김기홍(목자) 김성국(목자), 이명호(AWANA 부장) 3분 장로를 본교회 협동 장로로 임명하다.

본 교회 축구팀이 이란교회 축구팀과 전도를 위한 친선경기를 갖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세례,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김민정(하성원 목장), 박주은(베데스다부), 안영오/김지영(김성범 목장), 

9월 22일

9월 25일

9월 29일

10월 6일

10월 20일

10월 26일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6일

11월 24

  12월 1일

일

세례식과 유아세례식을 행하다.8월 18일

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조은정, 채연(이상 여성사역부)

조범수(신호준 목장). 유준상, 임유라 (이상 한어청년부)

유아세례: 김민, 김주언, 김준서, 김지유, 김태수, 김희정, 박이현, 안지환, 안인환, 우지환, 

이주하, 이지호, 조은설, 조인성, 최지원 

장로, 권사, 집사 임직예배를 드리다.

장로: 황의철, 서윤원, 김태영, 김현준

집사: 김광석, 김범진, 김재호, 김종필, 김학수, 박준희, 안성현, 위현량, 이태업, 정규화, 

정민호, 조동원, 최인화, 최진호, 최철수, 홍상익

권사: 강경녀, 김미순, 김승남, 김은희C, 박옥진, 백영희, 신현숙, 이순희, 이영숙, 조정희, 
최윤자

명예권사 취임: 김수, 서옥순, 정선연

임마누엘성경학교 가을학기 종강예배를 드리다. 수료자: 95명

졸업자: 김영곤, 박종화(총 2명)

12월 8일

12월 10일

제3회 대강절 대각성 기도집회를 갖다(12/18-24).

초청강사: 위성교, 이상혁, 윤각춘 목사

성탄뮤지컬‘하늘 보좌 버리신 주’를 공연하다.

12월 18일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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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지 송년 특집호를 발간하다.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다.

12월 29일

12월 31일

* 2013년 한 해 동안 청장년부에서 24명이 세례받고(입교 1명 포함), 26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오남근 장로, 신주아, 이순남, 한케렌 권사가 임기를  마치고 정년은퇴하다.  

온 교회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기로  헌신하며 새해를 시작하다. 

 가정교회세미나를 열다(1/18, 1/25).
 이요셉 목사가 한어청년부 담당/교육목사로 부임하다. 
 1, 2부 찬양대 세미나를 열다(1/24, 1/25. 강사:장진영)
 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최정아(새가족부, 전광수 목장), 하명숙(하성원 목장)
 초원목자, 대행목자 및 제직 임직식을 갖다.
 초원목자: 강창범, 김성국, 엄태호, 윤정희, 한승훈
 대행목자: 김웅, 김현배, 박찬우, 이기형, 이동훈, 정유진
 2014년 서리집사: 오세진, 박종혁, 염봉례
 예배위원회 1부 예배팀장: 오세진, 2부 예배팀장: 박종혁,   3부 예배팀장: 염봉례
 선교위원회 단기선교부 섬김팀장: 이상희

1월 1일

신년 제직 세미나를 갖다(강사: 수잔 차 박사, 이종혁 CPA, 담임목사)1월 11일

춘계 부흥성회를 열다(강사: 김하중 장로, 2/7-9).2월 7일

2월 9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4일 
1월 26일
 
  2월 2일

2014년 서리집사 110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1월 5일

2014년

미얀마와 인도 단기선교를 떠나다(최정규, 김현준,  김희재, 이재희 외 열린문선교회 3인, 
2/9-2/24).  중국 단기선교를 떠나다(손지현/대학부, 12월까지).  베트남 단기선교를 
떠나다(문희, 2/10-2/22)
목자 제자훈련반이 시작되다 (교사: 조다윗 목사).2월 10일

임마누엘 성경학교 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다. 2월 11일

2월 16일 세례식을 행하다.
하성일/고미선(이상욱 목장), 최상열/엄소윤(이평우 목장)
초원목자 임직식을 갖다.
윤정희, 엄태호(서윤원 평원), 김성국, 강창범(김태영 평원), 한승훈(고정훈 평원)

2월 19일 네팔 및 중국 선교비전 트립을 떠나다(선교위원회 :이재규, 이수복, 박준희, 2/19-2/28).
네팔 단기선교를 떠나다(김병언, 오남근, 오건환, 이성실, 이인한, 서경화, 2/19-2/25).

2월 20일
2월 23일
3월 11일
3월 16일

3월 22일
3월 26일
3월 27일

임마누엘 교회음악 아카데미 개강예배를 드리다. 
오바마 헬스케어/의료복지 상담을 갖다(강사: 윤해미  소셜워커).
비전청년부 김승환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다.
세례와 입교식을 거행하다. 이건영(입교)/이현정(세례).
베데스다부 ‘치유관계 형성하기’ 세미나를 열다(강사:  수잔 차 오 박사).
무료 건강 및 사회복지/법률 상담을 갖다.
나바호, 호피 선교를 위한 비전트립을 떠나다 (조다윗 목사, 박준희, 민형규. 3/26-3/28).
새소망부 사랑방 운영 6주년 및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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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4월 1일
4월 6일

세례식을 행하다. 강신형, 강신중(고 강영주 자매 동생들)
소수민족 선교대회(ISPECTRA)를 위한 바자회를 열다.
임마누엘지 ‘믿음’호를 발행하다.
여성사역부 가정회복 세미나를 열다(강사: 이기복 교수).
‘찬미의 제사’ 특별 찬양예배를 드리다. 
교육1위원회와 TVNEXT.org 주최 차세대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다
(강사: 김태오 목사, 김사라 사모, 에릭 권)

4월 7일
4월 11일
4월 13일
4월 18일
4월 20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다(4/7-4/19).
‘성경적 자녀교육으로의 초대’ 세미나를 열다 (강사: 황경애, 4/11-4/13).
고난주간 산상기도회를 갖다(장소: 금식기도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다. 
세례식을 행하다.김정순, 김진환, 김진희(안성현 목장), 오일영(이정수  목장), 윤효창, 
이준승(이동훈 목장), 차효진(서윤원 목장)
입교: 김미성(서윤원 목장), 김영민(청년 박지혜 목장),   박영우(안성현 목장), 
최은(청년 성희경 목장). 
유아세례: 김도희, 김이삭, 성지오, 신소을, 우은혜, 이지영, 임이든  
헌혈 행사를 갖다.
뮤지컬 ‘루카스’를 공연하다.

4월 26일
5월 2일
5월 4일

5월 9일
5월 11일
5월 14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24일

제9회 임마누엘 교회 춘계 테니스 대회를 열다.
2014년도 목자수련회를 갖다(강사: 정영민 목사).
임직식을 갖다. 이평우 목자(협동 안수집사)
Timothy Hwang을 중등부 인턴으로 임명하다.
부목자 수련회를 갖다(강사: 김은애 사모, 5/9-5/10).
비전청년부 김승환 목사가 사임하다. 
에녹평원 효도관광을 가다(장소: 하코네가든&샌본공원).
임마누엘교회 주최 제20회 북가주 교회간 탁구대회를  열다(장소: 뉴라이프교회 체육관). 
베데스다부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다(강사: 수잔 차 오 박사).
임마누엘 어린이 합창단 Hop to God 자선공연을 갖다.

6월 1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15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6일
6월 29일
7월 6일
7월 7일

7월 11일
7월 20일

 도서부 주최 6월 독서 캠페인을 갖다. 
 밀알 장애우 ‘사랑의 캠프’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열다(6/1, 6/8).
 새소망부 찬양수련회를 갖다. (6/6-6/8, 장소: 선셋 비치공원)
 임마누엘 축구부 제24회 일맥대회에 출전하다.
 한방 상담을 갖다(상담자: 이태업).
 교육1위원회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열다(6/8-6/10). 
 교육1위원회 유치&K-1부 여름성경학교를 열다(6/15-6/18).
 목자/부목자 하계 야유회를 가다(장소: 레인보우 공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열다(6/22-6/25).
 북한 동족, 탈북자, 통일을 위한 통곡 기도대회를 열다(인도: 손인식 목사).
 임마누엘지 ‘희망호’를 발행하다.
 일본의 위안부 사과 촉구를 위한 서명에 참여하다. 
 중등부 여름 단기선교를 떠나다(장소: 샌프란시스코 City Impact, 7/7-7/12).
 고등부 여름 단기선교를 떠나다(장소: 뉴욕 YWAM,  7/7-7/15).
 청년부 수련회를 갖다(7/11-7/13).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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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7월 28일

8월 2일
8월 3일

8월 10일
8월 18일
8월 24일

9월 5일
9월 9일

9월 11일

9월 20일

9월 21일
9월 23일
10월 4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9일
10월 21일

10월 26일

 일일 찬양세미나를 열다(강사: 이에스더 전도사).
 베트남 단기선교를 떠나다(조다윗 목사, 이인국 목사,  김범진, 김영민, 김용훈, 이관오,
 이종상, 7/28-8/6). 
 광복절 기념 북가주 교회간 배구대회에 출전하다. 
 세례식을 거행하다. 김태현/홍승정(조성주 목장).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떠나다(장소: Coinonia Christian Center, 8/10-8/13).
 임마누엘 교회음악 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다. 
 세례식을 거행하다. 세례: 최경실(김범진 목장), 입교: 이시헌(김범진 목장)
 의료봉사부 내과상담을 갖다(상담자: Dr. 정한규).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갖다(9/5-9/7).
 임마누엘 성경학교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다. 
 C국 단기선교를 떠나다(조종연 목사, 이수복 전도사,  김모경, 김영철, 문병용, 변정수.
 9/11-9/20))
 2014년도 하반기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다(9/20, 9/27).
 무료건강 및 사회복지/법률 상담을 갖다.
 베데스다부 ‘힐링터치 세미나’를 열다 (강사: 매튜 리 목사).
 여성사역부 주최 ‘건강한 가정세우기’ 세미나를  열다(강사: 백은실, 9/23-9/24).
 생명길선교회 ‘라이프 로드 싱어즈 찬양의 밤’을 갖다.
 여성사역부 주최 에스터 프로젝트 전도 초청집회를  갖다(강사: 이에스더 전도사).
 네팔 단기선교를 떠나다(김태오 목사, 김금숙, 김용태,  박에스더, 오명신, 이기수, 이상희. 
10/8-10/21).
 세례식을 거행하다. 박헌구, 윤유명, 전기천, 최성규, Hank 지,  Sunny 지(사랑방 가족).
 목자, 대행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임직: 장은수, 이관오, 도주용, 이평우
 대행목자 임직: 정유진, 김희성, 김규동, 최상훈B
 전도훈련 첫모임을 갖다.
 헌혈행사를 갖다. 
 여성사역부 주최 ‘기도하는 엄마들’ 중보기도 세미나 및  기도집회를 열다
 (강사: 이경숙 전도사, 10/21-10/22).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이지윤, 입교: 김대훈(윤시현 목장)
 관리위원회 주관 재난대피훈련을 하다. 

10월 31일

11월 2일

11월 6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22일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를 위한 Harvest Festival을 열다.

임마누엘 가정교회(목장) 박람회를 열다.

호피 인디언 단기선교를 떠나다(이수복 전도사, 김건일,  김봉선, 김일재, 박상문, 윤원형, 

장호진, 정은숙, 최병민, 채혜숙, 한준수, 11/6-11/11).

이슬람 세미나를 열다(강사: 김바울 선교사, 11/8-11/9).

세례식을 거행하다.오윤구(안성현 목장)

11개 위원회와 가정교회 사역원 10팀이 사역박람회를 열다(11/9, 11/16).

아동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세미나를 열다(강사: 

 L. Michael Clark 판사, Jane Odell).

선교위원회 주최 선교중보기도 및 선교세미나를 열다.

제2회 이란 교회와의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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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30일

12월 5일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18일
12월 31일

추수감사주일 세례, 입교, 유아세례식을 거행하다. 
세례: 오광희(김모경), 왕채이(손경아), 윤지원(하성원  목장), 이현정(김규동 목장), 
장민화(이태업 목장),    황교선/문경아(정선희), Chris Cassidy(김범진 목장)
입교: 고범석(하성원 목장)
유아세례: 강신후, 김민서, 김새벽, 김하준, 김예향, 김진, 서진우, 윤제하, 이우빈, 이지성
임마누엘지 ‘사랑/감사’호를 발행하다.
상담부 주최 부부세미나 ‘부부공감:중년의 위기 그리고 회복’을 열다(강사: 매튜리 목사).
나바호 인디언 단기선교를 떠나다(조종연 목사, 김용식 목사, 오애숙 사모, 김경아, 김학수, 
김현배, 임용훈,  임유경, 조셉김, 에스더김, 11/24-11/29).
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김용섭A(이대희 목장), 최송관(정규화 초원)
모니카 강을 고등부 인턴으로 임명하다.
가정교회를 주제로 부흥집회를 갖다(강사: 송병주 목사, 12/5-12/6).
임마누엘 어린이합창단 Hop to God이 음악예배를  드리다.
북인도 미전도종족 단기선교를 떠나다(조데이빗 목사,  김백미, 김범진, 김사인, 서경화, 
송오빈, 오건환,  이성실, 정규화, 정성보. 12/7-12/16).
 산호세지역 성탄연합예배를 드리다.
 제4회 대강절 대각성 기도집회를 갖다(12/18-12/24).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다.

* 2014년 한 해 동안 청장년부에서 42명이 세례 받고(입교 8명 포함), 17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이동우, 유택종 장로, 김경희, 김영숙, 정연순, 채재인 권사, 김충현, 이기수 안수집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정년은퇴하다.  

온 교회가 2015년을 ‘선교’의 해로 정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자’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하다. 

1월 1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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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교회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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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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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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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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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장로교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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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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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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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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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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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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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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과 청소년 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선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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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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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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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직분자 명단

황디모데(교육부 인턴, 중등부)
강모니카(교육부 인턴, 고등부) 
손재키 (교육부 인턴, 고등부)

안병호, 홍추민/홍보영, 정혜림

이강민(장로)

김종수B  노윤서  문병용  송희범  윤시현  이평우  장은수

강성태  구명관  김광석  김범진  김부웅  김영복  김영철
김일재  김정건  김재호  김제찬  김종길  김종필  김홍규
김학수  마중장  문경식  박준희  안성현  용순영  우원하
위현량  윤길묵  윤상훈  윤성수  이구진  이완표  이태업
장은규  정규화  정민호  정홍식  조동원  지천우  최인화
최진호  최철수  한광선  한승훈  한의상  한준수  홍상익

최상훈 이대희 전광수 김흥규 채용석  장  홍  이재규 고정훈

협력제직

집사

협동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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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녀 김명옥 김미순 김숙자 김승남 김에스더 김영순 김유향 김은희B 김은희C 

김진예 김춘자A 박에스더 박옥진 백영희 신미현 신현숙 오명렬 오명자 유신애

이귀연 이금희 이상분 이상희 이순희 이영란 이영숙 이인섭 장은영 전성숙 

정구옥 조정희 지덕순 채인숙 최승희 최윤자 최혜랑 홍성희 황복림

김복춘 박현주 이성실

강성욱 강창범 김경진B 김규동 김기민 김덕진 김동규 김성범 김성수A 김수영 김승극 

김승제 김영곤 김요섭 김용섭A 김우찬 김웅 김응수 김인환 김재원 김태호 김현배 

도주용 동원봉 민규성 민형규 박교진 박병식 박성은 박우정 박종혁 박종화 박지수B 

백승엽 손민호 손종일 손진우 송근 송욱영 신무경 신상훈 신호준 안지철 양종열 양희홍 

엄태호 오경제 오세진 오정환 우민 우병삼 우상중 유동준 윤정희 윤혁진 이관오

이기형 이동 이매디슨 이범희 이상민 이상욱 이상은 이영석 이용원 이원범 이원재 

이윤영 이인동 이종기 이종상 이종현 이종협 임성수 임용훈 장호진 정금섭 정성보 

정유진 정인재 정정수 조상전 조성주 조영홍 조준호 최동명 최상훈B 최송관 탁정업

편재호 하성원 한득렬 한의선 한혁 황선암

강소연 고윤홍 공혜리 구윤경 김난주 김송희 김은희D 김재영 김정신 김은경 김이향 

김하영 김한경 김현아 김혜영 김희성 김희순 김희재 김희정 동경미 문주리 문희경 

민미순 박경신 박광미 박선영B 박영수 박은복 박진숙 서진숙 설정선 성초선 

손수경 손지수 신지현 안진순 양희영 염봉례 오인혜 유경희 유연주 유정혜 윤신자 

윤지은 윤혜경 이기아 이수지 이제인 이지영 이혜리 이현아B 임윤희 장미자 장인자 

전기열 정미경 정미량 정선희 정은숙 정은이 정혜란 조은희 차은자 최건숙 한원 

한인숙 한희숙 황선화

강성욱, 강성태, 강창범, 구명관, 김규동, 김기홍, 김동규, 김범진, 김성국, 김성범, 

김수용, 김영곤, 김영철, 김요섭, 김용섭A, 김용태, 김우찬, 김웅, 김재원, 김재호, 

김제찬, 김종수B, 김종필, 김태영, 김학수, 김현배, 김현준, 김희성, 김희재, 남기영, 

도주용, 민경진, 박교진, 박성은, 박용갑, 박종화, 박진숙, 박찬우, 서경의, 서윤원, 

손진우, 송근, 송욱영, 신무경, 신호준, 안성현, 안지철, 양종열, 양희홍, 엄태호, 우민, 

우병삼, 우상중, 위현량, 유동준, 윤시현, 윤정희, 윤혁진, 이관오, 이구진, 이기형, 

이대희, 이동, 이동훈, 이매디슨, 이상민, 이상욱, 이상필, 이영석, 이용원, 이원범, 

이원재, 이윤영, 이인동, 이정수, 이종기, 이종상, 이종현, 이태업, 이평우, 장은수, 

장호진, 전광수, 정규화, 정금섭, 정유진, 정인재, 정정수, 조성주, 조준호, 지천우,

최상훈A, 최상훈B, 최송관, 최인화, 최철수, 하성원, 한광선, 한승훈, 한의상, 한의선, 

한준수, 홍상익, 황의철

김옥남 엄귀섭 윤여덕 최정자B 김광성 탁은숙 김사인   

공승규, 김현종, 오인혜, 최은, 홍규연, 황진수, 박지혜, 유재민, 바나바 목장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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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및 명예 직분자 명단

김모경 김도선 김종수 김창효 김항식 박홍범 오남근 유택종 이동우 

정수영 최정규 함영선

김무일 김승호 김용태 김충현 박상열 박상현 신승수 윤득중 이기수 

장명택 정우평 채대석 황규철

고춘자 권기 김경희A 김성학 김수 김순구 김영숙A 김영숙D 김옥남 

김옥연 김용은 김춘지 독고정애 박말줄 박순주 박연선 박용은 박인자 

박채금 박행순 서기석 서옥순 송숙현 신주아 엄귀섭 엄기순 오묘희

유양순 윤여덕 윤정례 이광애 이광옥 이경옥 이명연 이순경 이순남 

이순선 이영자 이옥연 이원희 정선연 정소연 정순옥 정연순 정운길 

최영숙 최정자A 최정자B 최정준 채벽산 채재인 하옥희 한병준 

한영숙 한점순 한춘화 한케렌 함춘미 허옥례 황계심

김경회 김병철A 김영일 김영환 김죤 박성필 배형실 오광희 이상필 

이우봉 이종웅 이창태 조병주 채수영 최정무 한의섭 임병건 정수영B 

최재항 한경수 한현수

강순녀 김경자 김옥자 김종례 문애기 박계남 박영일 배순필 송소냐 

유영선 유희예 윤영숙 이선자 이유선 정경숙 조명희 채정연 한지영A 

홍승희

김두봉 김사인 김지억 독고용식 박철훈 송광정 이득수 이태기 최경선 

최종범 허주호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막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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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기관

서기: 백준호 장로

서기: 김부웅 집사

회장: 오명렬 권사     부회장: 김진예 권사

서기: 백준호 장로

- 목장, 제직회와 각 부서를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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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역부서

1. 예배위원회(위원장: 김흥규 장로)

2. 찬양위원회 (위원장: 김흥규 장로)

예배부(부장: 김부웅)

1부 찬양부(부장: 이상희)  지휘: 설정선, 반주: 박은복

2부 찬양부(부장: 최혜랑)  지휘: 강소연, 반주: 정혜란

미디어부(부장: 탁정업)

1) 1부 예배팀(팀장: 이수지): 한수갑, 한케렌

2) 2부 예배팀(팀장: 박종혁): 김명옥, 김영복, 김영철, 김종례B, 민미순, 한준수

3) 3부 예배팀(팀장: 오세진): 민미순, 오명렬

4) 4부 예배팀(팀장: 강지민):

5) 성례팀(팀장: 이인섭): 강경녀, 김명옥, 김숙자, 오명자, 이영란

6) 동시통역팀(팀장: 황선암): 김사라, 김요섭, 이상욱

7) 꽃꽂이팀(팀장: 안진순): 김희성, 박현주, 서옥순, 손경아, 윤영숙, 이정미B, 장미자

8) 부흥집회 섬김팀(팀장: 김명옥): 구명관, 김광석, 김범진, 김창효, 한의상

9) 수요예배팀: 김정대, 한케렌

10) 1부 방송팀: 강대연, 김대아

11) 2부 방송팀: 고성훈, 김광현, 민형규, 오진형, 이매디슨

12) 3부 방송팀: 우상중

13) 4부 방송팀: 김현종

14) 특별방송팀: 박종화, 한의선

15) 1부 찬양대: 강한나, 고태석, 김덕순, 김수연, 김영숙D, 김지억, 박경임, 박에스더,  

                     박종현, 변정수, 변형자, 송미숙, 양정수,오건환, 오혜선, 용순영, 

                     우병삼, 유예자, 유현석, 윤시현, 윤효창, 이상희, 이정길, 장테레사, 

                     전광수, 전기열, 전성숙, 전춘매, 채은숙, 채인숙, 채재인, 최동민, 

                     최진호, 한수자,  한혜원, 현영, 황계심, 황규철, 황원경

16) 1부 찬양팀(팀장: 김성수A): 김알빈, 방보경, 조상일, 한영선, 홍혜정

17) 2부 찬양대(팀장: 조영홍): 공혜리, 금유경, 김경진A, 김금숙C, 김문배, 김상균, 

                     김송희, 김숙자, 김순규, 김영미, 김응자, 김인아, 김제찬, 김진예, 

                     김춘미A, 김한경, 김혁선, 김혜영, 박명춘, 박병호, 박순주, 박정임, 서동욱 

                     송옥진, 송욱영, 신상훈, 신은희, 안성현, 양희홍, 여미라, 윤혜석, 

                      윤혜원, 이순희, 이승현, 이연미, 이윤연, 이은정, 이정미A, 이태업,

                     이현주A, 임명진, 장명택, 장혜인, 정정수, 정진원, 정한나, 조동원,

                     주은혜, 지현배, 차성훈, 최도준, 최혜랑, 한규수, 한순애,

                     홍성희, 홍정란, 황복림, 황선희, 황선화, 황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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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앙위원회(위원장: 백영진 장로)

교회음악 아카데미부(부장: 김경진B)

신앙부(부장:          )

18) 2부 찬양팀: 김대아, 김동규, 김우찬, 김일구, 남기영, 박명복, 손신영, 안지철, 

                     양은자, 이윤경, 이평우, 조재연, 조혜진, 최기원, 최유진

19) 3부 찬양팀(팀장: 김진경): 고석진, 김민호, 김성수, 김용훈, 김진경, 박명복, 박명철

박미라, 박성은, 방보경, 방석준, 장길창, 장은경, 정은하, 정주영B, 조상일, 조혜진, 주승기, 

한영선, 황재웅

20) 4부 찬양팀: 김알빈, 김현종

21) 수요찬양팀: 고석진, 김성수A, 김윤희A, 김희정, 박미라, 방보경, 오경재, 이정미A, 

이현주A, 조은아, 주은혜, 한순애, 황재웅, Hiu Lee

22) 어린이합창단 섬김팀(팀장: 김현아): 박미라, 백수정, 이재인, 한규원

23) 연주팀: 이연미

24) 오케스트라팀(팀장: 윤신자): 김규리, 김종희, 김하영, 김홍규,

신지현, 윤신자, 이성호, 최은진

25) 밴드팀: 이성호

26) 남성중창단:

27) 여성중창단:

33) 주일예배 중보기도팀(팀장: 박경신): 김춘자A, 엄귀섭, 이상분, 임광순

34) 담임목사를 위한 중보기도팀(팀장: 유정혜): 김경순, 김민수, 김숙자, 김원태, 김윤희B, 

김은희B, 김춘자A, 김한경, 박경신, 박미라, 박선영C, 박영수C, 박옥진, 박정실, 박채금, 

송영훈, 송순자, 신주아, 양희영, 엄귀섭, 오명렬, 원부강, 유미숙, 윤여덕, 윤은영, 이상분, 

이성실, 이순남, 이채선, 임광순, 정구옥, 정선연, 정은하, 주은혜, 차은자, 최재희, 최정자B,

한병준, 한순애, 한케렌, 황복림

35) 기드온 3백용사 기도팀(팀장: 김한경): 강은숙, 강한나, 김숙자, 김원태, 박경신, 

박영수C, 박옥진, 박정실, 변형자, 손정옥, 송영훈, 송순자, 신주아, 양희영, 오명렬, 오인혜, 

유미숙, 이상분, 이성실, 이순남, 이채선, 정구옥, 정소영, 정은하, 주은혜, 최재항, 한병준, 

한순애, 황복림

28) 기획팀: 김경진B

29) 찬양팀: 장길창, 장은경

30) 드라마팀:

31) 문화전도팀 G2M:

32) 교회음악 아카데미 운영팀(팀장: 김송희): 김제찬, 신상훈, 이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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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산상기도회팀(팀장: 한원): 김모경, 김영숙D, 김옥남, 정희재, 차은자, 한준수, 한케렌

37) 웹(Web) 중보기도팀(팀장: 이종협): 홍정희

38) 심방팀: 강한나, 김민수

39) 섬김팀(팀장: 박지수B): 이건영, 이호빈, 최철수

40) 운영팀(팀장: 임성수): 오경재, 이호빈

41) 홍보팀(팀장: 오경재): 송오빈, 이호빈

42) 도서출납팀(팀장: 신지현): 김현정, 민규성, 박광미, 백혜경, 신지현, 안윤재, 오인혜, 

이영선, 이종현, 정경화, 주은혜, 최윤미, 한순애

43) 도서구입팀: 김희정

44) 관리팀(팀장: 민규성): 이종현

45) 생명의삶팀(팀장: 박광미): 박선영C

46) 편집팀: 윤영숙, 장은영, 최정아, 한연선

47) 디자인/사진팀(팀장: 김은경): 김범진, 김유경, 김홍배, 박정은, 윤영숙

48) 영아부 교사팀(팀장: 문주리): 강주희, 김낙은, 김선숙A, 김숙경,

김순정, 김영순, 김옥남, 류근민, 박원숙, 백지원, 이종상,

이한나, 정원실, 조영애, 조창범, 최형숙, 한혜순

49) 유아부 교사팀(팀장: 임윤희): 고상미, 곽은혜, 김수미A, 김수현,

김현정, 박금주, 박지영, 손지수, 유경희, 윤선숙, 이경아,

장은정, 장한나, 한원

50)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이혜리):

51) 교사팀(팀장: 이범희): 강예준, 강지민, 강지은B, 강희자, 김민희B

김사라B, 김상훈, 김성일, 김알빈, 김윤경A, 김재원, 김지은,

김현아, 맹유리, 맹은희, 박근억, 박미영A, 박소영, 박인덕,

손정옥, 엄수현, 오인혜, 원종필, 유성찬, 유진혜, 이석준,

이윤권, 조시연, 홍선희, 황순영, 황지영

52)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손수경): 박선영C

성경학교부(부장: 김덕진)

편집부(부장: 김정신)

4. 교육 1위원회(위원장: 백준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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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사1팀(팀장: 정성보): 강성태, 김병모, 김수용, 김인정, 박정우,

박지혜, 서경의, 윤진영, 윤혁진, 이동준, 정유진, 최수환,

Charles Kim, Kenneth Mak, Mari Yoon, Winston Chang

54) 교사2팀(팀장: Grace Hong): 민민정, 박지혜, 이승덕, 이승은, 이호연,

Elizabeth Woo, Elle Kagimoto, Justin Lee, Stephen Rhee

55) 학부모회 운영팀: 박소영

58) 기초반팀(팀장: 김희순): 김수미A, 손수경, 송채원, 오정환,

이혜영, 임윤희

59) 초급반팀(팀장: 서진숙): 한은화

60) 중급반팀: 김난주, 김종희, 방보경

61) 특별활동반팀(팀장: 오정환): 정선희

62) 교사팀: 고경희, 김우정, 이선주, Annie Shin, Ben Lee, Chris Moon, Daniel Chung, 

David Kim, Grace Lee, Grace Lim, Hansub, Kelley Dong, Sarah Choi, Ray Kim,

Stephanie Dong, Susan Yang, Terri Yoon, Tim Hwang, Winston Rhee

63)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유연주):

64) 교사팀: 노경태, Charles Kim, Enoch Cho, Eugenah Choi,

Jane Park, James Hwang, Jonathan Koo, Mike Hwang,

Monica Kang, Nicole Cha, Nina Whang, Olivia Park

65)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문희경): 임세정

66) 기획팀(팀장: 임용훈): 김영철, 이성실, 이인한

67) 선교사 파송팀(팀장: 황선화): 최진호

68) 목장선교 지원팀: 김희재, 박숙희

56) 교사팀(팀장: 신상훈): 이주현B, 임윤희, 정선희, 조준호, Mari Yoon

57) 학부모회 운영팀:

한국학교부(부장: 손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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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행사팀(팀장: 한혁): 김웅

70) 선교사 후원팀(팀장: 오인혜): 구광회, 이상희, 조상전, 최인화, 최진호

71) 미디어팀(팀장: 조상전): 김한경

72) 중보기도팀(팀장: 김은희D): 강은숙, 김모경, 김영숙A, 김창효,

변형자, 오인혜, 원부강, 윤은영, 조상전, 조세일, 조은정

73) 운영팀(팀장: 민형규): 송근, 유진혜, 장길창, 홍성국

74) 홍보팀: 송근, 이구진, 이상희

75) 지원팀(팀장: 정은숙) 김경아, 김용태, 유진혜, 이상희

76) 내지교회 선교팀(팀장: 백승엽): 공혜리, 양희영, 윤상윤, 최재희

77) 소수민족 섬김팀(팀장: 양희영): 유정혜, 이채선, 조상전, 최재희

78) 행사팀(팀장: 공혜리): 양희영

79) 사랑의음식 주방팀(팀장: 장인자): 김수, 김윤순, 문홍미, 박순자,

서자연, 유예랑, 유예자, 장미자, 정성희, 최경실, 최사라,

최유나, 한희숙, Christopher Cassidy

80) 사랑의음식 배달준비팀(팀장: 유경희): 김동한, 김윤희B, 이미애

81) 사랑의음식 배달팀(팀장: 김은희C): 김금숙B, 김일구, 김재호,

김종수A, 김충현, 김현배, 박경표, 송준현, 이강택, 이광애,

이미애, 이상은, 차성훈, 최인화, 하성일

82) 고장수리팀: 박동운, 장은수, 전방현

83) 영문서류봉사팀: 김종수A, 최재항

84) 사랑방 기획운영팀(팀장: 정민호): 강영, 김항식, 박헌구, 박병식, 최성규

85) 지원관리팀(팀장: 김승제): 써니 지, 윤유명, 전기천, 최성규,

한수갑, 한인숙, Hank Gee

86) 재활센타팀(팀장: 한인숙): 강대학, 김경희, 김항식, 이웅, 전기천

87) 지역봉사팀(팀장: 김난주): 김옥남, 신윤정, 한인숙

88) 무숙자 섬김팀(팀장: 윤혜경): 김상건, 김현배, 남정미, 송규현, 유미옥, 윤효창, 주은혜, 

한광선, 한순애

단기선교부(부장: 이강민)

이웃사랑부(부장: 김승남)

새소망부(부장: 박병식)

지역봉사부(부장: 김진예)



39

89) 장애우 섬김팀(팀장: 이제인): 송오빈, 이길준, 전성숙, 황원경

90) 사랑의장터팀(팀장: 유신애): 김현정

95) 구제관리팀: 안철, 전성숙

96) 탈북민 섬김팀: 정혜영, 최윤희

97) 양호실팀(팀장: 김복춘): 김명숙, 김은경, 서경화, 이성실, 정혜영, 조은희

98) 교회내 상담팀(팀장: 조은희): 김명숙

99) 교회밖 상담팀: 김명숙, 김복춘, 서경화, 이인한, 이태업

100) 운영 및 홍보팀: 김명숙, 임은아, 성승철

101) 운영팀(팀장: 박영수): 구지현, 김민수, 김희순, 박소윤, 박현희,

손지수, 어연경, 윤경아, 윤진영, 이경아B, 최유진, 황지영

102) 찬양팀(팀장: 전기열): 김사라B, 한지승

103) 중보기도팀(팀장: 이현아B)

104) 기도하는 엄마팀(팀장: 손지수): 김영희C, 박선영C, 정선영, 한수연, 한원

105) 큐티사역팀(팀장: 박옥진): 김민영, 박종윤, 유영주, 정구옥,한지승

106) 일대일양육팀(팀장: 정선희): 김경순, 김민수, 김사라B, 김영희C,

김태은, 박경임, 박신영, 손경아, 손정옥, 오명렬, 유예랑,

유정혜, 이진숙, 정주영B, 최승희, 황원경

107) Coffee Break팀: 강한나, 권길주, 김영희C, 정미경

91) 디딤돌팀(팀장: 신현숙): 김소라, 김숙자, 김이향, 박은경A, 박종현,

유미옥, 이상희, 이시헌, 이신애, 이진경A, 임경인, 홍성희

92) 돌보미팀(팀장: 김희정): 강창균, 김경아, 김이향, 김진경, 박광미, 박신영, 서옥순, 

윤지은, 윤혜원, 장민화, 전기열, 조세일, 최미정, 최유나, 하문자, 황정선, 한케렌

93) 울타리팀(팀장: 황복림): 오명렬, 이현정, 조정희, 최정아, 홍성희

94) 정보상담팀(팀장: 이영란): 김미숙B, 김범진, 김정신, 박수진,

송미선, 최건숙, 최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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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가정상담팀(팀장: 김요섭): 김민수, 김영희C, 김이향, 오명렬, 우현주, 하영윤, 한미성

109) 상담지원팀(팀장: 김이향): 김민수, 김영희C, 김요섭, 신현지, 우현주, 하영윤, 한미성

115) 새가족 교육팀(팀장: 김하영): 김종희, 박신영, 이주현, 정은주

116) 찬양팀(팀장: 박우정): 김민영, 김성희A, 박동운, 이동훈B

117) 관리팀(팀장: 편재호):

118) 환영 1팀(팀장: 차은자): 김병철A, 김성희A, 김종례A, 박영수C,

박주은, 박찬우A, 오혜선

119) 환영 2팀(팀장: 염봉례): 김성희A, 김영숙D

125) 미디어 제작배포팀(팀장: 김기민): 신창희, 윤정미, 정미경, 정현주

126) 미디어 관리후원팀: 주강석

120) 이슬비 사랑의편지팀(팀장: 최동명)

121) 전도집회팀: 김범진, 김정신

122) 직장전도팀: 강창균, 김종수B

123) 예수님 영접모임팀(팀장: 한희숙): 이현정C, 정석경

124) 전도기획팀:

110) 새가족 영접팀(팀장: 장미자): 김병철A, 김종례A, 김희성, 박찬우A, 박현주, 신미현, 

유은선, 윤영숙, 장은경, 최동민,최미정

111) 바나바 1, 2, 3, 4팀(1팀장: 민미순, 2팀장: 윤지은, 3팀장:정미경): 

강기련, 강한나, 김규리, 김성희A, 김윤희B, 김정신, 김주영, 김진형, 김희순, 박미숙, 

박소현, 박수진, 손지수, 송규현, 신현지, 염봉례, 오켈리, 유예랑, 유정혜, 이광희A,

이윤경, 이진숙, 이태수, 이혜리, 장성수, 정은주, 조혜진, 채인숙, 하유미

112) 중보기도팀(팀장: 박선영B): 손숙, 한케렌

113) 가정교회팀: 손지수, 최미정

114) 목장 소개팀(팀장: 김은경): 김희순, 엄소윤, 이윤경, 정미경

새가족3부(부장: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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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사랑양육 주보팀(팀장: 김응수): 손종일, 오세관, 한수진

128) 사랑양육 미디어팀(팀장: 김태호):

129) 사랑양육 관리팀(팀장: 손종일):

127) 심방팀:

131) 건물관리 수리팀: 박재호, 박찬우A, 윤상윤

132) 차량관리팀(팀장: 김승극): 조천권

133) 주차관리팀: 박재호

134) 환경미화팀: 김희재, 박숙희

135) 조경팀:

136) 행정관리팀: 손진우

137) 법무팀:

138) 물품구매팀: 김재영, 이지선B

139) 물품, 비품 관리팀:

140) IT관리팀: 신무경, Christopher Cassidy

141) 웹팀(팀장: 정은이): 김정대, 이기선, 이주현B, 주성욱

142) 사진팀:

143) 주일음식 봉사팀: 박영수C, 양성혜, 유신애, 윤상훈, 이인동, 정구옥

144) 행사음식팀: 김수연, 김혜영

건물차량관리부(부장:   )

친교 1부(부장:         )

친교 2부(부장: 최진호)

11. 친교위원회(위원장: 서윤원 장로)



145) 경조팀: 조동원, 조정희

154) 주방봉사팀(팀장: 김혜영): 김수연, 박승향, 성정, 최윤미

155) 특별활동팀: 서진숙

156) 찬양팀: 김희정, 박에스더, 이순남, 장은영

158) 재정팀(팀장: 정미량): 위현량 김성범 최건숙

159) 1부팀: 구윤경, 김지숙 

160) 2부팀: 고윤홍, 한영희, 성초선

161) 3부팀: 김승남, 김성미, 이지영

157) 차량봉사팀: 김사인, 박상문

146) 축구팀: 강예준, 곽성재, 곽성훈, 김알빈, 김왕곤, 김유석, 김일동, 김현종, 나상필, 

성경우, 성호택, 심동주, 장길창, 조상일, 한승엽

147) 탁구팀: 고성훈, 정구옥

148) 배구팀: 김승극, 박재호, 박찬우A

149) 농구팀: 김동규

150) 골프팀: 구광회, 김승극, 손신영, 박찬우A, 안상석

151) 테니스팀: 양종열

152) 낚시팀:

153) 야구팀: 박재호

에녹봉사부(부장: 오명렬)

차량봉사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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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정교회 목장편성

a. 목자 모임팀(황의철 평원)                             
b. 목자 수련회팀(민경진 평원) 
c. 부목자 수련회팀(최상훈 평원)

민경진 평원(교역자: 조종연 목사, 총무: 최철수)

비전청년 평원 (이요셉 목사, 평원장로: 김현준)

윤정희 초원   윤정희, 김현준, 이상필

엄태호 초원   엄태호, 서윤원, 윤시현, 이종상, 신무경, 김요섭

최철수 초원   최철수, 이상욱, 정유진, 전광수

김제찬 초원   김제찬, 한의선, 정정수, 최상훈

김학수 초원   김학수, 이상민, 민경진, 이윤영, 손진우, 최상훈B

윤혁진 초원   윤혁진, 김우찬, 김수용, 이인동, 유동준, 우병삼

김영철 초원   김영철, 김용태, 신호준, 김재호

이태업 초원   이태업, 이동훈, 한준수, 송욱영, 송근, 이원범, 황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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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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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범 초원   김태영, 강창범, 김성범, 박교진, 이관오

김성국 초원   김성국, 이정수, 박진숙, 김희재, 김희성, 장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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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현량 초원   위현량, 김기홍, 장호진, 김종수B, 남기영, 박성은, 이기형,

                    김규동

지천우 초원   지천우, 강성욱, 이영석, 안성현, 박찬우, 박용갑 

청년목자   공승규, 김현종, 오인혜, 최은, 홍규연, 황진수, 박지혜,

                유재민, 바나바 목장

에녹목자   김옥남, 엄귀섭, 윤여덕, 최정자B, 김광성, 탁은숙, 김사인

한의상 초원   한의상, 이대희, 최인화, 김용섭A

한승훈 초원   한승훈, 이종기, 양종열

정규화 초원   정규화, 김현배, 홍상익, 최송관

구명관 초원   구명관, 이구진, 이매디슨, 김영곤, 박종화,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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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회행사 계획표

4

1

1

5

8

8

15

15

12

19

26

22

22

29

11

18

25

1/4(주)

1/10(토)

1/18(주)

1/24(토)

2/10(화)
2/14(토)

3/3(화)
3/6(금)

3/23(월)
3/28(토)

4/12(주)
4/18(토)

4/21(화)
4/24(금)

4/3(금)
4/5(주)

4/7(화)
4/11(토)

3/29(주)

2/15(주)

3/14(토)

2/28(토)

1/25(주)
1/28(수)
1/31(토)

1/11(주)

1/16(금)

1/17(토)

2/3(화)

2/6(금)

신년 제직회  

신년 제직세미나

성경학교 봄학기 개강예배 
상반기 목자 부목자 토요모임 시작

베데스다 세미나 1/3, 교내 의료상담 1/4

Good Friday 성찬예식
부활주일 예배, 세례예식, 
중고등부 Baptism & Confirmation
유치부 부활절 체험학습
밀알선교단 봉사
4월 목자 부목자 토요 모임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백신종선교사 초청 단기선교 세미나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밀알선교단 봉사
청년부 수련회(3/6-3/8)

3월 목자 부목자 토요 모임
건강 및 사회복지, 법률상담 1/2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2주간 3/23-4/4)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헌혈
에녹평원 샤핑몰 전도

화요여성예배 에스더 프로젝트 
뮤지컬 ‘회심’ 공연(4/24-4/25)

성찬예식
초등부 PTA Meeting

새가족부 바나바 세미나 1

가정교회 세미나 2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전도위원회 신년 전체모임
에녹평원 상반기 첫 모임 
한국학교 봄학기 개강

공동의회, 결산 및 예산안 채택

목장 상반기 첫 모임

가정교회 세미나 1

화요여성예배 상반기 첫 예배
밀알선교단 봉사(저녁식사 대접)

춘계부흥집회. 강사: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음교회)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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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17

24

31

7

5

2

9

16

23

30

12

19

26

14

21

28

5/3(주)

5/5(화)
5/8(금)

5/16(토)

5/23(토)

6/2(화)

6/4(목)

6/7(주)
6/10(수)

6/21(주)
6/22(월)

8/26(수)
8/28(금)
8/29(토)

8/30(주)

9/1(화)

8/8(토)

8/9(주)

8/16(주)

7/7(화)

7/25(토)

6/17(수)

6/19(금)

에녹평원-섬김의 날
2VIP 초청 찬양집회(청년부)
밀알선교단 봉사
목자/부목자 연합수련회(5/8-5/9)

제21회 북가주 교회 친선 탁구대회
베데스다 세미나 2/3, 교내 의료상담 2/4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화요여성예배 상반기 마지막 예배
밀알선교단 봉사
새소망부 사랑방 찬양수양회(6/4-6/7)

교육위원회 VBS
에녹평원 상반기 마지막 모임

초등부VBS(6/21-6/24)
중고등부 San Francisco 선교

에녹평원 하반기 첫 모임
하반기 목장 모임 시작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초등부 PTA Meeting
전도위원회 야유회
화요여성예배 하반기 첫 모임

북가주 교회 친선 배구대회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밀알선교단 봉사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중고등부 여름수련회(8/9-8/12)

교내 의료상담 3/4

7월 중 에녹평원 목장별 여름 나들이

교육위원회 VBS
EM대학부 여름수련회(6/17-6/19)
안민 장로 초청 간증집회(6/19-6/21)
청년 목자 수련회(6/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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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1

29

6

13

20

27

22

15

11

18

8

25

13

20

27

9/8(화)
9/12(토)

9/19(토)

10/11(주)

10/24(토)

11/14(토)

12/31(목)

9/20(주)

9/30(수)
10/3(토)

10/6(화)
10/10(토)

10/25(주)
10/31(토)

11/3(화)
11/5(목)

12/1(화)

11/22(주)

12/8(화)
12/9(수)
12/12(토)

12/14(월)
12/17(목)
12/18(금)

12/20(주)

11/15(주)

성경학교 가을학기 개강예배
가정교회 세미나 1
무료 건강 및 사회복지, 법률상담 2/2

가정교회 세미나 2

헌혈, 9:00AM-3:00PM.

임마누엘 테니스 대회

11월 목자 부목자 토요 모임

송구영신예배

새가족부 바나바 세미나 2
베데스다 세미나 3/3

에녹평원 가을 야외예배
환우초청 베데스다부  피크닉

밀알선교단 봉사
10월 목자 부목자 토요 모임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하반기 이삭줍기 헌금
Lighthouse Festival(교육부)

밀알선교단 봉사
에녹평원 양로원 위로방문 

화요여성예배 하반기 마지막 모임
밀알선교단 봉사

추수감사주일
세례예식
중고등부 Baptism & Confirmation

성경학교 가을학기 종강예배
에녹평원 하반기 마지막 모임과 행사
무숙자 아침식사 대접

암병동 방문
사랑방 성탄축하 찬양의 밤
제5회 대강절 대각성 기도집회
EM대학부 겨울수련회(12/18-12/20)

성탄주일
초등부 Christmas Play Performance

교육부 크리스마스 발표회
중고등부 겨울수련회(12/27-12/30)

성찬예식
교내 의료상담 4/4

12/2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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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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예배당

소예배당

대예배당

대예배당

예배 중보기도회

새가족 모임

성경통독반 정기모임

오전 7:20 - 8:10

매월 1/2주일 오후 1:15

매월 셋째 주일 오후 1:30

소예배당

새가족실

소예배당

목장모임

새벽기도회

화요여성예배

수요에녹예배

수요기도예배

매주 목 - 주일, 목장별로

월 - 토, 오전 5:45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가정에서

대예배당

소예배당

소예배당

대예배당



건강보조   
식품 박수진

뉴트리라이트

408)396-9750

41755 Meiggs St.

Fremont CA 94538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   
식품 도진경(조앤 김)

김정문알로에

408)849-0014

621 Tully Rd.

San Jose, CA 95111
건강식품, 미용(화장품)

www.aloe.co.kr

건축
이영식
올림피아건축

408)515-7216

2029 Brown Ct.

Santa Clara, CA 95051

www.olympiaco.com

건축
엄태호
엄태호 건축설계/구조설계

650)208-5251

4668 Ariel Ave .

Fremont, CA 94555
건축설계, 구조설계

lifewell@gmail.com

건축
박성은,박찬우
반석빌더스

408)890-8876

3418 Elcamino Real Ste.210

Santa Clara, CA 95054
건설, 리모델링, 증축, 신축, 수리

www.bansukconstruction.com

건축
윤세익
호산나건축

408)605-9989 650)324-1503(F)

4024 Fair Oaks Ave.

Menlo Park CA 94025
건축업

chrong44@hotmail.com

공증
Service)최인화
최인화 공증(Ian Choi Notary Public

408)592-6821

10420 S. De Anza Blvd.

Cupertino, CA 95014
공증

그래픽/광고
/웹디자인 장홍

NOAH ADS

408)318-3326

3000 Scott Blvd. #116

Santa Clara, CA 95054
프린팅&배너,간판,트로피,상패,포스터,그래
픽디자인

그래픽/광고
/웹디자인 김제니

TNR Imagery

408)249-7700

1164-6 Willo Ave.

Sunnyvale, CA 94086
상패, 트로피, 현수막, 광고 판촉물 
www.tnrimagery.com

info@tnrimagery.com

1



그래픽/광고
/웹디자인 장찬익

SBASYS.COM

925)586-3981Website 개발/ Hosting

www.sbasys.com

그래픽/광고
/웹디자인 안지철

Thy Media

408)856-6401

3160 De La Cruz Blvd.

Santa Clara, CA 95054
교회영상 써비스, 웹싸이트 디자인

그래픽/광고
/웹디자인 김진형

MOKOREA.COM

408)205-6340

2904 El Camino Real. Suit 201

Santa Clara, CA 95051
전 세계 한인업소에 관한 인터넷 소개

mokorea.com

그래픽/광고
/웹디자인 김창식

Living Creative Design

408)586-8893

510)304-0450(C)

39786 Potrero Dr.

Newark CA 94560
그래픽,광고,웹싸이트,로고디자인,인테리어

www.livingcreative.com

금융
박숙희
박숙희융자(Moa Financial Group)

408)489-2385

1475 S. Bascom Ave. #100

Campbell, CA 95008
융자

금융
김송희
김송희융자

408)393-1312

1101 S.Winchester Blvd. K-235

San Jose, CA 95128

금융
Kristy Park
Coldwell Banker

408)314-6193

408)616-2600(C)

480 S. Mathilda Ave.

Sunnyvale, CA 94086
Real Estate

금융
채숙아
채숙아융자

408)482-8343

1188 Kifer Rd.  Ste. 208

Sunnyvale, CA 94086
주택 융자, Equity Line 융자, 상업 융자, 
FHA 융자

sookacc@yahoo.com

꽃
이수연B
April Garden Floral Design

408)455-0707

1640 Hope Dr. #1024

Santa Clara, CA 95054
행사꽃장식/display, custom design

april-garden.com

2



대학
김용태
국제한의과대학

408)733-1827

408)805-0565(C)

595 Lawrence Expressway

Sunnyvale, CA 94085
한의과 대학

www.uewm.edu

떡집
안병호
서울떡집

408)244-2212

3412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무역
Kenneth Pak
UNIPAK DESIGNS

408)935-9400

224 Railroad Ave.

Milpitas, CA 95035
Importer(Plush Animals)

미술렛슨
김용숙
홍익미술학원

408)248-8055

1777 Saratoga Ave. #115

Saratoga, CA 95129
미술교육

HongikArt.com

미용실
제프 조
박준미용실

408)241-7700

213)700-1466(C)

3426 El Camino Real #205

Santa Clara, CA 95051

미용실
채인숙
채인숙미용실

408)378-4512

101-A W. Hamilton Ave.

Campbell, CA 95008

미용실
이기자
이기자미용실

408)244-2789

1612 Pomeroy Ave.

Santa Clara, CA 95051

미용실
이민경
Min's Hair Cut

408)314-0078

749 Robin Dr.

Santa Clara, CA 95050

방송국
유택종
KEMS

408)433-0001

408)499-7200(C)

2102 Commerce Dr.

San Jose, CA 95131
북가주 한국어TV, 기독교TV, Weekly Bay 
News

www.KEMSTV.com

3



법무사
정혜란
Legal Document Service

408)316-9254

4320 Stevens Creek #268

San Jose CA 95129

legalmirae@gmail.com

변호사
박중량
John J. Park Attorney at Law

408)970-0700

4677 Old Ironsides Dr. #206

Santa Clara, CA 95054

jungesra@yahoo.com

변호사
송희범
송희범변호사

408)748-3308

510)324-3839(C)

3333 Bowers Ave. #100

Santa Clara, CA 95054
투자, 벤처업,취업 영주, 이민법, 회사법 등

www.lawyersong.com

변호사
민규성
Knobbe Martens, LLP

415)217-8393

333 Bush St. 21st Floor

San Francisco CA 94104
특허 및 각종 지적 재산권 소송 및 상담

www.knobbe.com/attorneys/kyu-min

보석
백현기
Golden Key Fine Jewelers

408)241-5657

2773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보석류

goldenkeyjewelry.com

보험
Chong Pak
Chong Pak Insurance Services

408)247-4426

3777 Stevens Creek Blvd. #447

Santa Clara, CA 95051
사업, 건강, 집, 자동차 보험

보험
김민희B
New York Life Insurance

408)655-3185

550 S. Winchester Blvd. #205

San Jose, CA 95128
생명보험, 연금, long Term Care 
Insurance

보험
안윤재
Woodmen of the World Life Ins.

408)483-2392

2904 El Camino Real #205

Santa Clara CA 95051
생명보험, 연금플랜, 저축성플랜

yjan@woodmen.org

부동산
Associates)최인화
최인화부동산(Century 21 M&M and

408)592-6821

10420 S. De Anza Blvd.

Cupertino, CA 95014
Real Estate

ichoi2345@gmail.com

4



부동산
김충현
Realty World RFP Realty, Inc.

408)529-5508

3535 Pruneridge Ave.

Santa Clara, CA 95051
주택, 상가, 아파트, 부동산 투자

부동산
박세라
Coldwell Banker

408)761-1191

408)448-1541(C)

1096 Blossom Hill Rd. #200

San Jose, CA 95123
부동산

비디오
이광숙
Super Video

408)241-1262

3565 Homstead Rd.

Santa Clara, CA 95051

비디오 &   
악세서리 이정아

모디쉬 트렌드

408)246-2683

3047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비디오/ 각종 악세서리(구 금성비디오 자리)

빵집
진성우
JIN'S BAKERY & COFFEE

408)423-8840

3050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빵집
Andy Bang
Coco Hodo

408)247-8877

1082 E. Elcamino Real #6

Sunnyvale, CA 94087
호두과자

사진
정우평
제이사진관(J Photo Center)

408)735-7979

3148 El Camino Real #101B

Santa Crara, CA 95051
가족사진, 각종 증명사진, 출장촬영

사진
맹은희
Kokomomo Studio

408)857-6572인물사진, 가족사진, 각종 이벤트

kokomomostudio@gmail.com

사진
황동식
스튜디오추억만들기(Studio Memorie

408)834-3703

1212 El Camino Real #202

Santa Clara, CA 95050
결혼, 가족, 행사, 상업사진 촬영

5



산업디자인
문병용
GSD Inc.

408)464-6068

1774 Clear Lake Ave.

Milpitas, CA 95035
LCD Display  Solutions

산업디자인
이길준
Rapid Precision Mtg., Inc.

408)617-0771 408)617-0772(F)

1516 Montague Expwy.

San Jose, CA 95131
degisn, engineering & machining

www.rapidprecision.net

샤핑센터
김영철
Lawrence Plaza

408)248-3223

3561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샤핑센터 및 Food Court

세탁소
정세원
Sunbeam Cleaners

650)961-4575

128 Rengstorff Ave.

Mt. View, CA 94043
Dry Cleaners

세탁소
김흥규
Nancy's  Dry Cleaners

408)246-8700

3507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수영장 관리
박병식
Waterfall Pool Service

408)568-5697

7542 Rainbow Dr.

Cupertino, CA 95014
수영장 관리 및 수리

스포츠렛슨
김영호
테니스교실

408)510-4763

1370 Calabazas Blvd. # 5

Santa Clara, CA 95051
어린이, 성인 지도

스포츠렛슨
최헌재
세심검도관

408)314-0546

5353 Almaden Expwy.

San Jose CA 95118
검도 및 검법

스포츠렛슨
김창학
iPar Golf Academy

408)773-1111

408)472-7736(C)

3075 Lawrence Expwy.

Santa Clara, CA 95051
골프렛슨

www.ipargolf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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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렛슨
김경진
테니스렛슨

408)747-7254

3258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어린이, 학생, 직장인, 주부, 개인, 단체 지
도

스포츠렛슨
탁정업
iPar Golf Academy

408)773-1111

408)506-4370(C)

408)732-4742(F)

3075 Lawrence Expwy.

Santa Clara, CA 95051
Golf Lessons(초, 중, 고급, 프로반)

ipargolfacademy.com

스포츠용품
탁정업
iPar Golf

408)773-1111 408)732-4742(F)

3075 Lawrence Expwy.

Santa Clara, CA 95051
골프용품,  Custom Fitting, Repairs

www.ipargolfacademy.com

스포츠용품
Tom B. Kim
BOB'S Golf & Tennis

408)371-8544

408)316-1248(C)

14390 Union Ave.

San Jose, CA 95124
스포츠 용품

식당
이신애
Satsuma Sushi

650)966-1122

705 E. El Camino Real

Mt. View, CA 94040
일식전문

식당
오현섭
Oysy Sushi Teriyaki

408)371-4292

2590 S. Bascom Ave. E-B

San Jose, CA 95124
일식당

식당
이후정
Olleh

408)830-0628 408)830-0638(F)

595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일식,한식,순두부

www.chocolatesushisv.com

식당
정재환
Omee.J Fusion 일식

408)243-8282

4477 Stevens Creek Blvd.

Santa Clara, CA 95051
퓨젼 일식 전문

www.omeej.com

식당
윤성호
Tofu House

408)261-3255

491 Saratoga Ave.

San Jose, CA 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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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최용석
최가네쌈밥집

408)615-0200

3530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한식

식당
백현기
TOGO'S

408)226-0730 408)227-7096(F)

5677 Snell Ave.

San Jose, CA 95123
샌드위치

식당
류승열
동양반찬

408)984-1885

3443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캐더링, 온갖 반찬

식당
이귀연
서라벌(Sorabol Oakridge) 925 Blossom Hill Rd. #1597

San Jose CA 95123
Korean Fast Food

식당
강준구
MOBO Sushi

831)425-1700

105 S. River St.

Santa Cruz, CA 95060

mobosushirestaurant.com

식당
김춘자
장터순대

408)245-5720

1012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식당 및 캐더링

식당
임종성
늘봄숯불갈비

408)985-8808

1062 Kiely Blvd.

Santa Clara, CA 95051
한식, 캐더링

식당
차현상
차차스시(일식당)

408)265-2416

547 West Capital Expressway

San Jose, CA 95136

식당
오경선
뉴파라다이스 캐더링

408)244-2222

475 S. Bascom

San Jose, CA 95128
행사음식, 잔치음식,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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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윤성수
소공동 순두부(Tofu House-Palo Alt

650)424-8805

4127 El Camino Real

Palo Alto, CA 94306
식당

열쇠
박태훈
천사열쇠금고 Angel's LockSmith

408)355-3358

510)730-1004(C)

4361 Blackford Ave. #4

San Jose CA 95129
Store, Apt, House, Autos, Safes

옷수선
이병선B
Essy's Tailoring

510)792-0234

39184 Paseo Padre Pkwy

Fremont, CA 94538
옷 수선

옷수선
김응자
감사옷수선

408)249-9903

890 Main St. #99

Santa Clara, CA 95050
모든 옷 다 고칩니다.

우편대행업
이원범
The UPS Store

408)245-1600

1030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소포, 공증, UPS, FedEx, Custom 
Packaging

우편대행업
최정규
The UPS Store

650)390-8400

650 Castro St. Suite 120

Mt. View CA 94041
소포, 공증, UPS, FedEx, Custom 
Packaging

우편대행업
김병철
Postal Connections

408)879-9080

14938 Camden Ave.

San Jose, CA 95124
Notary, FedEx, UPS, DHL, Copies

우편대행업
최혜랑
The UPS Store

408)816-8456

3141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소포, 공증, UPS, FedEx, Custom 
Packaging

유아용품
주승기
For Moms

408)496-6058

1331 Coleman Ave.

Santa Clara, CA 95050

formoms10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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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
/Preschool 김희성

Cornerstone Preschool  Palo Alto

650)646-1341

2900 Ross Rd.

Palo Alto, CA 94303
Preschool

www.ckppa.com

유아원
/Preschool 한케렌

꿈나무놀이방(Dream Tree Daycare)

408)247-0202

1740 Franck Ave.

Santa Clara, CA 95051
유아원

은행
황선화
BBCN Bank

408)557-2000 408)557-2021(F)

1102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www.bbcnbank.com

은행
최건숙
BBCN Bank

408)557-2000 408)557-2021(F)

1102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www.bbcnbank.com

은행
정미량
한미은행

408)260-3400 408)260-3434(F)

2765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www.hanmi.com

은행
김성미
BBCN Bank

408)557-2000

1102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음악렛슨
김민희A
김민희 Flute Lesson

408)557-2000

408)391-0027(C)

1101 E. El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Flute Lesson

음악렛슨
정혜란
정혜란 피아노스튜디오

408)316-9254

hyeranjung2@gmail.com

의류/신발
이창규
Shoes Eden

408)318-8683

1092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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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박주호
Eden Fashion

408)828-4669

1092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여성의류(토탈패션)

이발관
선성남
금발이발관

408)248-7148

2491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이발관
채수영
형제이발관

408)247-5456

3575 Shafer Dr.

Santa Clara, CA 95051

인쇄
이홍재
Max Printing Co.

408)492-9416

2930 Lafayette St.

Santa Clara, CA 95054

인쇄
김영철
AMI Printing

408)522-5220

168 San Lazaro Ave.

Sunnyvale, CA 94086

자동차정비
김승극
King Auto Center

408)244-3596 408)244-2877(F)

1817 El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자동차 정비

자동차정비
권혁무
Ace Auto Center

408)314-2010

3100 El Camino Real #H

Santa Clara, CA 95051
차수리

자동차정비
박재호
M.B.O.

408)559-8633

408)209-9018(C)

665 McGlincy Ln.

Campbell CA 95008
바디샵(Auto Body Repair Shop)

www.mbocollision.com

자동차      
타이어 김영복

Kim's Tire Outlet

408)977-0950 408)292-4028(F)

559 S. Bascom Ave.

San Jose, CA 95128
각종 타이어 판매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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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김성환

Kim's Tire Outlet

408)225-8733

463A Blossom Hill Rd.

San Jose, CA 95123
각종 타이어 판매 및 수리

전기
박상문
ROOMY Electric

408)605-8494

626 Bolton Ct. #1

San Jose, CA 95129
전기

전기
Kevin Kim
World K.

408)568-8363

4292 Albany Dr. #259

San Jose, CA 95129

전기
방준필
JB Electirics

408)515-2455

4980 Alan Ave.

San Jose, CA 95129

정육점
송규현
앵거스정육점

408)477-2275

1053 E. Elcamino Real #9

Sunnyvale, CA 94087
정육점, 육류

info@angus-meatmarket.com

조경
오건환
Bryan Gardening Service

408)293-5088

408)858-7947(C)

657 Stokes St.

San Jose, CA 95128

조경
김모경
Kim's Gardening & Landscaping

408)247-1888

408)314-2834(C)

2577 Pilot Knob Dr.

Santa Clara, CA 95051
New Lawn, Springkler, System 
Installation & Repair .

치과
유준태
Forest Family Dentistry

408)247-9626

2323 Forest Ave.

San Jose, CA 95128

www.cosmeticdentistrysanjose.com

치과기공
최동민
Denture Lab

408)499-2171

2907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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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
Cecilia  Choi
Happy Denture Lab.

408)499-2171

3334 El Camino Real #6

Santa Clara, CA 95051

카스테레오
유택종
AUDIO DESIGN

408)241-4300

408)499-7200(C)

4180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29

카스테레오
김유훈,김유권
AMS Car Stereo

408)248-1111

4611 Stevens Creek Blvd.

Santa Clara, CA 95051

크레딧카드 
서비스 임갑섭

NCC Service Inc.

800)280-3176 415)233-4483(F)

1291 E. Hillsdale Blvd. #209

Foster City, CA 94404
Credit Card Merchant Service

www.nccservice.net

투자/재산  
관리 최형숙

재정상담 Pau & Tran Wealth Mgmt.

408)899-2688

21070 Homestead Rd. #210

Cupertino. CA 95014

www.pt-wealthmgmt.com

투자/재산  
관리 이가은

J.P. Morgan

650)948-4877

199 Main St.

Los Altos, CA 94022
Wealth Management

karen.b.lee@JPMorgan.com

패인트
김승제
Sung Kim Painting

408)568-6691

1349 Calabazas Blvd. #1

Santa Clara, CA 95051

페인트
한준수
Painting Today

408)964-0307

408)314-8827(C)

569 Alberta Ave.

Sunnyvale, CA 94087
건축 & 페인트

www.paintingtoday.com

페인트
이창승
ACE Painting

408)483-6677

1172 Aster Ave. #F

Sunnyvale, CA 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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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김일재
Grace and Glory Painting

408)323-1599

408)569-1337(C)

6408 Via Amigos

San Jose, CA 95120

표구
정수영B
Picture Framing

408)278-9011

355 Race St. # 129

San Jose, CA 95126
동양화 표구

학원
박기은
Enopi Learning Center

408)323-8980

6472 Camden Ave. #101

San Jose, CA 95120
눈높이 학원

학원
박근억
Kparkian Academy

408)857-6569

10033 Judy Ave.

Cupertino, CA 95014
수학, S.A.T. 전문학원

학원
전혜신
MAGIC ENGLISH

408)616-0344

학원
우상중
ACE Prep

408)873-3000

1072 S. De Anza Blvd. #B203

San Jose, CA 95129
SAT, Math, English & Computer 
Science

acecupertino@gmail.com

한방 & 척추
신경 이동필

한방 & 척추신경

408)725-8197

10311 S. De Anza Blvd. #1

Cupertino, CA 95014

한의원
홍준섭
거북이한의원

408)334-7998

1440 S. De Anza Blvd. #D

San Jose, CA 95129
체질전문 한의원

한의원
박에스더A
박에스더 한의원

408)702-0956

690 Persian Dr. #59

Sunnyvale, CA 94089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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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이태업
경희한의원

408)334-3954

10062 Miller Ave. #280

Cupertino CA 95014
한의원

한의원
홍려봉
Bethesda 한의원

408)261-0670

344 S. Monroe St.

San Jose, CA 95128
비만 및 불임치료 전문

화장품
박금주
Me Plus Shiseido

408)892-8104 408)243-0020(F)

3391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화장품
이주형
아모레산타클라라

408)249-1771

3553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1
갤러리아 마켓 옆

회계사
최종길
Jean & Choi CPA

408)554-9571

2858 Stevens Creek Blvd. #203

San Jose, CA 95128

회계사
위현량
James Wee CPA(위현량 공인회계사)

408)247-1050 408)247-1090(F)

4300 Stevens Creek Blvd. #250

San Jose, CA 95129
CPA

회계사
한득렬
한득렬 공인회계사

650)941-9812

4410 El Camino Real #202

Los Altos, CA 94022
Tax, Accounting Services

derekhancpa@gmail.com

회계사
한승훈
한승훈공인회계사

408)246-5090 408)583-4001(F)

4300 Stevens Creek Blvd. #225

San Jose, CA 95129
CPA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