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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GREETING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갑시다.

손원배 목사

엄밀하게 말한다면, 생명체에게 현상유지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한시도 정지
되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생명체이든지 언제나 
둘 중에 하나, 자라거나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라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
습니까? 내가 만약 자라고 있지 않다면, 나는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체적 성장은 20세를 전후로 절정에 이르
렀다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에 속하는 인격과 신앙은 계속 
성숙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 교회의 방향은 ‘성숙’입니다. 그리고 표어는 “범사에 예수님을 닮
으며 자라가자”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전교인이 함께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
며 성숙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기도생활을 본받고, 함께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를 배웁시다. 

그래서 2018년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
는 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달라졌다고 인정하는 그런 성숙이 우리 각자에게 있
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마5:16, 요13:35). 

키를 비롯하여 모든 성장이 그렇듯이, 성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의 강렬한 열정보다, 일년 내내 꾸준히 노력하
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성경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꾸준히 노력합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덧 부쩍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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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3월  2일

6월  3일

8월  3일

10월  5일

10월 12일

1월   1일

10월 25일

1월 30일

3월 14일

8월  1일

10월  9일

10월 13일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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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mardo Ave., Sunnyvale  소재 Congregational Church로부터 예배당 

사용 허가를 받다

창립예배를 드리다.

한나선교회(부인회)가 설립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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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을 가지다.

림택권 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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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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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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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H I S T O R Y

1987년

1988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3월 29일

10월  9일

11월 10일

12월  1일

4월  19일

1월  15일

12월 11일

2월  7일

2월 14일

4월 10일

3월 12일

4월 14일

정창성 장로의 취임식과 김종수 집사의 안수집사 장립식을 거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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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립식을 거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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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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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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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4월 26일

5월 17일

11월  1일

11월 15일

1월 30일

3월 14일

4월 9일

6월18~26일

9월 11일

7월 12일

7월 23일

9월  1일

10월  8일

1월 17일

2월15~24일

4월 25일

5월 21일

6월 24일

새 예배당(2526 Homestead Rd., Santa Clara, CA 95051)을 구입하여 입당예배

를 드리고, 이광애 집사의 권사 임직식, 김욱현, 정진범, 정광록 집사의 안수집사 취

임식, 이동우, 유택종, 지천우, 용순영, 유영호, 고정훈, 최상훈, 김흥규 집사의 안수

집사 장립식을 거행하다.

영어회중 전임사역자로 이인국 전도사가 부임하다.

이승진 집사가 2부찬양대 지휘자, 수요찬양예배 사역을 시작하다.

가정교회를 위한 제1기 생명의 삶을 시작하다.

City Team 무숙자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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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건축팀 9명이 파송되어 멕시코 엔세나다에 선교센타를 건축하다. 1472 평방피

트 단층목재건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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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건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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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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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H I S T O R Y

2002년

2003년

9월 26일

12월 26일

2월  3일

4월  3일

6월  2일

6월  9일

9월  1일

9월  11일

9월20~22일

11월 23일

1월 1일

3월 12일

4월 13일

6월  1일

8월 13일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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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전도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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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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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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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월  4일

1월 25일

2월  1일

4월 18일

6월 16일

6월 25일

7월  1일

7월 11일

9월 26일

12월19~30일

12월 24일

1월  2일

2월 13일

3월 25일

2004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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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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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9일

에 2차,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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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부 담당 부교역자로 정석범 목사, 이귀남 전도사가  부임하다.

본 교회 네번째 파송선교사로 본 교회 부교역자인 김경수 목사를 Berkeley 대학 중국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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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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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4일

8월 28일

9월 23일

10월  9일

10월 21일

12월 23일

1월  1일

3월 12일

3월 24일

6월 22일

8월  1일

9월 22일

11월  5일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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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다.

제14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4명의 목자가 임직받다. 목자: 장명택(유택종 목장), 한

캐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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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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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명자, 전성숙, 정숙경, 채인숙. 

사역전도사 임직: 남명호, 이동혁, 홍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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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2월 22일

1월  1일

1월  7일

3월 21일

5월 29일

6월 15일

6월 17일

7월 29일

8월  5일

9월  9일

10월  7일

11월  7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16일

2007년

제19회 목자 임직식을 갖고 10명의 목자가 임직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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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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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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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분가 및 목자 임직식을 갖고 4명의 목자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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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희 목장), 윤여덕(김용태 목장)

제1회 임마누엘 성경학교 졸업예배를 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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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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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규, 최혜랑, 한케렌, 황정희(총 24명)       수료자: 155명

멕시코 본필 예배당 건축을 위해 5명을 파송하다(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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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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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철목장),구명관/구영선(양광삼 목장), 김병희/채민정

         (강성태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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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경소그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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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케렌, 황의철, 강태현(대행), 이광선(대행),

2007년 한 해 동안 71명의 장년이 세례 받고, 34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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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1월  6일

4월 27일

5월 27일

9월 21일

9월 28일

10월 12일

12월 14일

12월 16일

박순주, 이광애 권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다.

주일에 양호실(First Aid) 운영이 시작되다.

2008년 서리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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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4명의 서리집사를 임명하다. Han Saem Hong, Allen Chung, 

Juntae Yu, Jane Choe

북가주 선교대회를 개최하다(9/28~31).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여 2명의 목자와 8명의 대행목자를 세우다.

목자: 김종길/김희정(김제찬 초원), 박진숙(이상분 초원)

대행목자: 김수용/전주현(김우찬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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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권사, 안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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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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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월  1일

1월  4일

1월 18일

2월 22일

3월  1일

5월  8일

7월 26일

9월  27일

10월  3일

11월  1일

11월  7일

12월  6일

2009년 제직훈련 및 새가족 담당 부목사로 조데이빗 목사가 부임하다.

송호영 전도사를 유치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최소영 전도사를 초등부 담당 교육전도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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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 및 노부모님 가정의 긴급고장 수리와 영문서류, 편지번역 봉사

를 시작하다.

산상기도회(매월 첫 주일)를 시작하다.

목자 임직식을 거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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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재헌신: 정홍식/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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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신앙월간지 패밀리투데이(Family Today)를 발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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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송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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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세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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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H I S T O R Y

2010년

1월  1일

1월  3일

1월 17일

2월  7일

2월 20일

3월  7일

4월 27일

6월  5일

8월 26일

8월 31일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7일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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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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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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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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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월  1일

1월  2일

1월 16일

1월 28일

1월 30일

2월  2일

2월  6일

2월 13일

4월 24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20일

6월  5일

6월 19일

6월 26일

7월 29일

8월 21일

2011년

오건환 전도사가 임기를 마치고 정년은퇴하다.

권기 권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정년은퇴하다.

2011년 서리제직 103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세례예식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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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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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단동병원 건물 건축을 위해 김항식 장로를 파송하다.

제8회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갖다.

졸업자: 강한나, 김희재, 이상필(총 3명) 수료자: 144명. 

세례, 입교 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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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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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H I S T O R Y

2012년

8월 28일

9월 11일

10월  9일

10월 16일

11월  1일

11월 20일

12월 13일

12월 18일

1월  1일

1월 15일

1월 22일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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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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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자: 김종수B, 임윤희, 홍상익(총 3명) 수료자: 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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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연 목사가 새가족 담당으로 부임하다.

이정수 장로가 관리담당 직원으로 사역을 시작하다.

중독자 재활을 위한 새소망부가 시작되다.

2012년 서리집사 106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유한종 성도(강성욱 목장)의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김원태(한의상 목장), 

입교: 주기철(주은영 목장)

윤정숙 전도사가 신앙위원회 심방부 사역전도사로 임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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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2월  5일

2월 12일

3월 18일

4월  8일

4월 15일

4월 29일

5월 15일

6월 17일

7월 29일

8월 12일

9월  2일

9월 10일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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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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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경진 평원)

대행목자 및 대행부장, 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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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원목자, 목자, 대행목자 임직식을 행하다.

초원목자: 최철수(백준호 평원), 

목자: 정정수(민경진 평원), 이매디슨(백준호 2평원)

대행목자: 도주용(이재규 1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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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2013년

9월 27일

10월 14일

11월  4일

11월 18일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11일

12월 14일

12월 16일

12월 30일

1월  1일

1월  6일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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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부 담당으로 Daniel Hyun So 전도사님이 부임하다.

신앙지 Emmanuel을 발간하다.

가을학기 성경학교 졸업 및 수료예배를 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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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자: 147명 

에녹평원 니카라과 단기선교팀이 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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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식을 갖다.

세례: 편재호, 박신영, 최현화

세례예식을 갖다.

세례: 임리연, 박정균, 박지홍, 박지철, 강택규, 송미선, 강민호

2012년 한 해 동안 청장년부에서 39명이 세례 받고(입교 12명 포함), 

27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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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지원부가 사역을 시작하다.

2013년 서리집사 117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주일 예배를 위한 주일 아침 중보기도회가 시작되다.

이에스더 전도사가 에녹평원 담당으로 부임하다. 

박은수 전도사가 영유아부 담당으로 부임하다. 대행목자, 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이종상      대행목자: 김광성(에녹평원)

172018 교회요람



교회 연혁 H I S T O R Y

2월 17일

3월  3일

3월 10일

3월 31일

4월 14일

4월 21일

5월  5일

5월 14일

5월 19일

7월  7일

7월 14일

8월 18일

9월 22일

9월 29일

세례식을 행하다. 

김정술(베데스다부), 손재권(김범진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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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규/김진숙, 김재욱(이상 안성현 목장)

이승진 전도사를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임명하다.

배정현 자매를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로 임명하다.

임마누엘 봄학기 성경학교 졸업 및 종강예배를 드리다.

졸업자: 김미순, 유준일, 이종상, 정규화(총 4명)

수료자: 136명

세례식을 행하다. 

리명자(지역봉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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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식과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박민희(한의선 목장), 유타근(김춘자 권사 모친),

유아세례: 이다원(이보형/유한나)

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윤현경, 정은주(이상 여성사역부)

목자, 대행목자 임명

목자: 송욱영(이태업 초원, 고정훈 1평원)

대행목자: 박성은(장호진 목장), 신무경(서윤원 목장), 조준호(이구진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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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2014년

10월 20일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6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12월 10일

12월 24일

1월  1일

1월   5일

1월 19일

1월 26일

2월  2일

입교,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입교: 주지훈(여성사역부)

유아세례: 송호진

권혜린 전도사(중등부 담당)가 부임하다.

이수복 집사를 선교위원회 선교담당 사역전도사로 임명하다.

김기홍(목자) 김성국(목자), 이명호(AWANA 부장) 3분 장로를 본 교회 협동장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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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범수(신호준 목장). 유준상, 임유라(이상 한어청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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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환, 이주하, 이지호, 조은설, 조인성, 최지원

세례식을 하다.

세례: 조은정, 채연(이상 여성사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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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자: 김영곤, 박종화(총 2명)  수료자: 95명

성탄뮤지컬 ‘하늘 보좌 버리신 주’를 공연하다.

2013년 한 해 동안 청장년부에서 2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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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교회내 의료상담 및 사회복지 법률 상담을 위한 의료봉사부가 시작되다

2014년 서리집사 110명을 임명하고 신년 제직회를 갖다. 

이요셉 목사가 한어청년부 담당/교육목사로 부임하다. 

세례식을 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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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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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2월 16일

3월 16일

3월 30일

4월 20일

5월   4일

8월   3일

8월 24일

10월 12일

10월 26일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30일

세례식을 행하다.

하성일/고미선(이상욱 목장), 최상열/엄소윤(이평우 목장)

초원목자 임직식을 갖다.

윤정희, 엄태호(서윤원 평원), 김성국, 강창범(김태영 평원), 한승훈(고정훈 평원)

세례와 입교식을 거행하다. 

이건영(입교)/이현정(세례).

세례식을 행하다.

강신형, 강신중(고 강영주 자매 동생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다.      

세례식을 행하다.

김정순, 김진환, 김진희(이상 안성현 목장), 오일영(이정수  목장), 윤효창, 

이준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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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식을 갖다. 이평우 목자(협동 안수집사)

Timothy Hwang을 중등부 인턴으로 임명하다.

세례식을 거행하다. 

김태현/홍승정(조성주 목장).

세례식을 거행하다.

세례: 최경실(김범진 목장), 입교: 이시헌(김범진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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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이지윤, 입교: 김대훈(윤시현 목장)  

세례식을 거행하다.

오윤구(안성현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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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 임직식을 갖다.

목자: 김용섭A(이대희 목장), 최송관(정규화 초원)

2014년 한 해 동안 청장년부에서 42명이 세례 받고(입교 8명 포함), 

17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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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2015년

1월   1일

1월   4일

1월 25일

2월   1일

2월   6일

2월 15일

2월 22일

3월   1일

3월 10일

3월 15일

3월 28일

4월   5일

4월  12일

4월 26일

5월 31일

6월 14일

6월 28일

7월 26일

8월 16일

8월 31일

9월 20일

9월 27일

이동우, 유택종 장로, 김경희, 김영숙, 정연순, 채재인 권사, 김일재, 김충현, 

이기수 안수집사가 시무임기를 마치고 정년은퇴하다. 

2015년 서리집사 163명을 임명하고 신년제직회를 갖다.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성기병/조은성(최송관 목장), 장현수(이태업 목장)

입교: 전윤광/정나영(정규화 목장) 

강영(지역봉사위원회) 집사를 명예권사로 임명하다.

춘계 부흥성회를 열다(2/6-8. 강사: 김성로 목사).

목자임직식을 하다.

목자: 김희성, 박찬우, 박성은, 손진우, 이동훈, 조준호, 편재호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입교: 이윤권(김범진 목장) 세례: 김현정D(새가족부), 이달기(청년부 최은목장)

박종철 목사를 미디어 담당 직원으로 임명하다.

선교위원회 이수복 전도사가 선교담당 전도목사로 목사안수를 받다. 

세례식을 행하다: 김형태(김기홍 목장)

IT선교 컨퍼런스를 갖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다.

세례 및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오상문(서윤원 목장), 권남희(서윤원 목장), 정영덕(박용갑 목장), 구제민(남기영 목장), 

윤진영, 김은진(이상 새가족), 박규현, 호하령(이상 청년 박지혜  목장)

입교: 김선영(청년 유재민 목장)

유아세례: 구연우, 김선우, 김이솔, 박다율, 배정윤, 안세찬,  이승기, 이준기, 이하임, 김다송 

고등부에서 19명이 입교하고 11명이 세례를 받다.

목자 임직식을 하다.

목자: 정재경/정재현  대행목자: 오세진/오명렬, 황경석/황지영

세례식을 행하다.

손종구, 문규희, 손홍구(김기홍 목장)

세례 및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유성국, Richard Kwon, Sejoon Park

입교: 송대근, 채종미

세례식을 하다. 

세례: 황순영, 이석준(송욱영 목장)

장동수 성도의 세례식을 행하다.

손서진(김기홍 목장) 성도의 세례식을 행하다.

고등부 김데이빗 목사와 초등부 소다니엘 전도사가 사임하다.

김종례성도(김모경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초등부 담당으로 김수예 전도사가 부임하다.

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곽백수/권예주(편재호 목장), 이지연(편재호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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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0월   4일

10월 11일

11월 22일

12월 13일

12월 20일

12월 27일

12월 31일

1월   3일

1월 10일

1월 24일

3월 27일

4월  1일

4월 29일

 5월 15일

7월 18일

7월 24일

8월   1일

8월 21일

9월   1일

 

2016년

초원목자, 목자, 대행목자를 임명하다. 초원목자: 김동규(황의철 평원), 

목자: 최상훈B(최상훈A 평원), 김성수(최상훈A 평원), 송오빈(고정훈 평원)

대행목자: 김낙은(김태영 평원)

창립 3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다.

추수감사주일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거행하다.

세례: 신현중(서윤원 목장), 김화정(서윤원 목장), 김상언(엄태호 목장)

입교: 임영희,  유아세례: 방누리, 변하은, 성준오, 성지은, 전지언, 형유나

박기조 성도(서윤원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조다윗 목사가 사임하다.  

Jeff Chiang 성도의 세례예식을 행하다.

김희승/변현영 성도(정규화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김태오 목사가 사임하다.

2015년 한 해 동안 청장년부에서 42명이 세례 받고(입교 7명 포함),      

16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장은수 집사가 정년으로 안수집사를 은퇴하다.

온 교회가 2016년을 ‘성경통독의 해’로 표어를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다.

2016년 서리집사 185명을 임명하고 신년제직회를 갖다.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방재승(이태업 목장), 고인영(최상훈B 목장)

입교: 류근민(최상훈B 목장)

부활주일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다.

세례: 김지영(정구옥 성경일독 소그룹), 이경은(비전청년부 김성열 초원), 

         유지형(고등부)

유아세례: 김하은(Grace), 박서호(Caleb), 박지솔(Jisol), 박하린(Allison), 

                송수현(Edward), 여승은(Elissa), 이노아(Noah), 최루아(Lua)

이외에 중고등부 자녀 20명이 입교, 7명이 세례를 받다.

고등부 담당으로 김승균 목사가 부임하다.

IT선교부가 지원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IT선교대회“를 개최하다(4/29-30).

세례식을 행하다.

김희선(청년 기초성경공부반), 마철수(김범진 목장)

베트남 단기선교를 다녀오다(7/18-28).

참가자: 오건환, 이종상, 김용훈, 이관오, 김영철, 

            김용수(6명)남혜정 자매(김범진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남혜정 자매(김범진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박성호 목사가 장년부 부목사로 부임하다.

이충렬/박금연 부부(정은이 집사 인도)의 세례식을 행하다.

김인환, 박기한, 이산돌 목사가 장년부 부목사로 부임하다.

22 2018 교회요람



교회 연혁
H I S T O R Y

2017년

9월 11일

9월 16일

9월 25일

10월 23일

11월 15일

11월 20일

11월 27일

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3일

12월 25일

12월 31일

1월   1일

세례식을 행하다. 김광선, 김창훈, 박헌구, 변조셉, 이세창(사랑방 목장)

IT선교부 주최, 킹덤 코딩스쿨 가을학기를 개강하다(9/16-10/21).

조선영 자매(정주영 성경일독 소그룹)의 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이현명(김범진 목장), 박혜진(김범진 목장)

입교: 이환녕(지현배 성경 소그룹), 김정연/강지은(이평우 목장)

화요여성예배 1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다.

추수감사절 세례, 입교,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박소연(이종협 성경 소그룹)  입교: 고영준/이주현(김학수 목장)

유아세례: 고다인, 김성민, 김시온, 김예지, 김태양, 안가엘, 이레오, 이수현, 

                이주원, 임노아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강근악(위현량 목장, 채숙아 자매 모친)

입교: 길유진(길영준/김태은 집사 딸)

2017년 목자/부목자 임직식을 갖고, 에녹평원과 청년평원을 합하여 117명의 목자와 

2명의 소그룹 리더가 임명받다.

세례예식: 송상현(이종상 목장) 형제가 세례를 받다.

Heavenly Voices 정혜림 선교사 후원음악회를 열다.

니제르 단기선교를 다녀오다(12/16-26).

참가자: 이요셉, 김현준, 이명숙, 이해순, 장길창, 장호진, 홍세라, 홍예지, 

            홍장원, 홍지우(10명)

2016년 성경일독 소그룹 리더 사은회를 하다.

산호세 지역교회 성탄 연합예배를 드리다.

대강절 말씀집회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다(12/19-24).

인도 단기선교를 다녀오다.

참가자: 박성호, 고석진, 고은비, 김광석, 김명섭, 김사인, 김온유, 서경화, 손경아, 

             송오빈, 이건영, 이성실, 이준, 이채연, 장은경, 장은혜, 정규화, 

             정성보(18명)

나바호 단기선교를 다녀오다(12/23-30).

참가자: 오진형, 윤진영, 오석균, 오하균, 오명신, 용영실 (6명)

교육위원회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열다. 

이종희 전도사가 사임하다.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다.

2016년 한 해 동안 청장년부에서 29명이 세례 받고(입교 7명 포함), 

18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온 교회가 2017년을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로  표어를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다.

유소진 목사가 사임하다.

중고등부 전임전도사로 Brian Hwang 전도사가 부임하다.

교회 소식지 ‘충성호’가 발간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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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월   8일 

1월 13일

1월 15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5일

2월   2일

2월   5일

2월   7일

2월 12일

2월 14일

2월 19일

3월   4일

3월   5일

3월 12일

3월 19일

3월 23일

4월   2일

4월   7일

4월 10일

4월 14일

4월 16일

4월 23일

4월 29일

2017년 서리집사 205명을 임명하고 신년제직회를 갖다.

상반기 목장을 시작하다.

이요셉 목사가 사임하다.

공동의회를 열고, 2016년 결산 및 2017년 예산안을 채택하다.

2017년 제직 세미나를 열다.

이연숙 자매(김범진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2017년 상반기 첫 에녹평원 예배를 드리다.

2017년 교회음악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다.

목자 임직식을 하다.  목자: 김종길/김희정A, 노범준/배현정

2017년 상반기 첫 화요여성예배를 드리다.

세례식을 행하다.  

김인숙(이태업 목장), 이형만(박재성 목장), 정유리(여성예배 이채선 소그룹)

2017년 성경학교 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다.

상담사역부 Hot Line을 개설하다. (408)663-1181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다(3/4, 3/11).

중고등부 2부 예배를 시작하다.

김성신 전도사를 중고등부 파트타임으로 임명하다.

신정환 집사를 풀타임 행정 직원으로 임명하다.

에녹평원 목자를 임명하다. 목자: 탁은숙, 황두이, 

박진오 형제(김동규 목장)의 입교예식을 행하다.

세례식을 행하다.  김정숙, 김연옥(정정수 목장)

상담사역부 세미나(아름다운 중년을 위하여)를 열다.

김대순 전도사를 청년평원 인턴으로 임명하다.

장애아동 및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다.

가정교회 간증집회를 드리다(4/7-8, 강사: 플로리다 올랜도 비전교회 목자/목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다(4/10-15).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다.

부활주일 세례,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김영재, 김재극(이상 편재호 목장), 배경임(신상훈 목장), 

         오순경 (Skyline 양로원), 이미영(여성예배), 김민규, 이의평(이상 비전청년 목장)

유아세례: 김서준(김용현/이지원), 김연(John Kim/Jane Jeong), 

                나혜주(나정석/송성경), 박하윤(박성봉/배혜연), 유은총(유종운/조윤희), 

                이종하(이찬배/서리라), 채혜주(채병현/채진나)

장애인 주일로 지키다.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주제로 사랑교육부 주관 세미나를 열다(강사: 밀알 선교회 

김정기 목사).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네팔 예수 문화학교 김경수 선교사 후원 봄 정기연주회를 갖다.

임마누엘 어린이 합창단 HOP to GOD 오클랜드 선원 선교회 후원 자선공연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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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4월 30일

4월 30일

5월 10일

5월 12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6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6일

6월   9일

6월 16일

6월 18일

6월 22일

6월 25일

6월 30일

7월   3일

7월 16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30일

8월   2일

8월   5일

교육위원회 사랑사역부 장애인 사역 담당으로 서경의 전도사를 임명하다.

김모경 은퇴장로를 에녹평원 목자로 임명하다. 박명옥 목자를 협동 안수집사로 임명하다.

19년 동안 섬겼던 EM 이인국 목사가 사임하다.

에녹평원 및 임마누엘 노부모님 효도관광을 다녀오다.

목자/부목자 수련회를 갖다(5/12-13, 강사: 플로리다 올랜도 비전교회 김인기 목사).

제23회 북가주 교회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하다.

세례, 입교식을 행하다.  세례: 황유나(서윤원 목장)

입교: 엄태일/임수현(백원종 목장)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갖다(5/26, 6/23, 7/28).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부흥집회를 갖다(6/2-4, 

강사: 두란노 아버지학교 김성묵 장로).

제1회 임마누엘 농구 대회를 개최하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갖다.

탁선경 집사를 1부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로 임명하다.

좋은 시어머니, 멋진 장모 되기 세미나를 열다(6/6-7, 

강사: 두란노 어머니학교 한은경 권사).

도미니카 단기선교를 다녀오다(6/9-17).

참가자: 박기한, 류창명, 박월애, 강태윤, 장은혜, 최유진, 민경진, 조현주, 

             Katie 우, 김희진, Naomi 박(11명)

뉴멕시코 나바호 단기선교를 다녀오다(6/16-24).

참가자: 이산돌, 한준수, 최미정, 한원, 김미옥, 전방현, 박동운, 박영수C, 국주은, 

             위준희, 김용수, 오인혜, 국세은, 김대순, 오신혜, 양은경, 한영은, 오수아, 

             오수민, 김희찬, 벤자민 황(21명)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VBS를 갖다(6/18-20).

유치 & K-1부 여름성경학교 VBS를 갖다(6/18-21).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VBS를 갖다(6/22-24).

우현택 형제(민형규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영어대학부 권유진 전도사와 중고등부 권혜린 전도사가 사임하다.

중고등부에서 San Francisco 단기선교를 다녀오다(7/3-7). 

세례식을 행하다. 김병진/박금란(위현량 목장), 박종규(김동규 목장)

상담사역부에서 '아버지의 자녀교육' 세미나를 열다(강사:김영곤 목자).

네팔 단기선교를 다녀오다(7/27-8/4).

참가자: 김인환, 이종상, 김사인, 오건환, 김영철, 이관오, 이건영, 조성주, 윤진영, 

             이원종, 고석진(11명)

중고등부에서 멕시코 단기선교를 다녀오다(7/25-8/2).

이영기 목사가 장년부 부목사로 부임하다.

이승진 전도사가 예배위원회 찬양담당으로 임명되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갖다(8/2-5).

제40회 광복절 기념 북가주 교회간 친선 배구대회에 출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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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8월 13일

8월 17일

8월 19일

8월 25일

8월 27일

8월 30일

9월   3일

9월   5일

9월 10일

9월 12일

9월 17일

9월 20일

9월 24일

10월   1일

10월   7일

10월 14일

10월 21일

10월 29일

10월 31일

11월   4일

11월 12일

11월 18일

11월 19일

이지혜 자매(편재호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2017년 교회음악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다.

목자 임직식을 하다.  목자: 오진형/윤진영, 정금섭/정미량

어린이 목장(Olive Blessing)을 시작하다.

세례식을 행하다. 김선진B/최지혜(고석진 목장), 교회소식지 '화평호'가 발간되다.

2017년 하반기 첫 에녹평원 예배를 드리다.

중고등부 여학생 담당으로 Sarah Nam 전도사가 부임하다.

소그룹 인도자를 임명하다(황대행/이영은).

2017년 하반기 첫 화요여성예배를 드리다.

이계영 성도님(백원종 목장)의 세례식을 행하다.

중국 단기선교를 다녀오다(9/12-20).

참가자: 김모경, 강경녀, 김명옥, 변정수, 민경률, 문병용(6명)

상담사역부에서 '기도로 옷 입히는 부모'를 주제로 가정 세미나를 열다(강사: 김혜경 

전도사).

EM 영어회중 담당 교역자로 David Moon 강도사가 부임하다

유치부 담당으로 김숙경 전도사가 부임하다.

정광 선교사를 선교위원회 협력선교사로 임명하다.

소그룹 인도자를 임명하다(김일구/구유정,이준승A/황신원).

유년부 예배가 시작되다(담당: 송호영 전도사).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다(10/7,10/14).

임마누엘 상담학교를 개강하다(10/14-11/4).

EM 담당 David Moon 강도사가 목사안수를 받다.

전도부 주최로 VIP 초청잔치를 열다.

세례식을 행하다. 이영재, 김민자, 양영운(이상 사랑방 목장), 이혜진(구명관 목장), 

김태빈, 최우일(이상 비전청년 목장)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위한 Harvest Festival 행사를 갖다.

제2회 임마누엘 농구 대회를 개최하다.

2018년 자원봉사 신청 및 사역박람회 열다.

탈북자 구출사역 선교사를 위한 시온찬양대 자선음악회를 갖다.

추수감사절 세례, 유아세례식을 행하다.

세례: 길지영, 이호진(이상 김용훈 목장), 송선희(서윤원 목장)

유아세례: 김하준(김기홍/안혜원), 김효서(김준곤/안정미), 이재윤(이시헌/김소라), 

                이혜성(이택형/최선혜), 장이안(장성균/신정열), 전예은(전유섭/전지은), 

                차준우(차병주/차미란), 최예안(최병민/유진혜), 한율희(한동희/한수연), 

                홍소담(홍찬민/조지형)

상담사역부에서 ‘청소년 위기와 중년 위기의 관계이해’세미나를 열다(강사: 이에

스더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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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1월 24일

11월 26일

11월 30일

12월   3일

12월   7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31일

아이티 단기선교를 다녀오다(11/24-12/1).

참가자: 박성호, 김광석, 김모경, 김영철, 김정건, 민경진(6명)

원유옥 성도(민형규 목장)의 입교예식을 행하다.

초등부 김수예 전도사가 사임하다.

영어 연합예배를 드리다.임마누엘 오케스트라와 어린이합창단 HOP to GOD

2017년 크리스마스 합동 음악예배를 드리다.

인도 단기선교를 다녀오다(12/7-12/19).

참가자: 조종연, 김명섭, 김성수A, 김은희C, 서경화, 손경아, 신상훈, 이성실, 

            이수지, 이정미A, 정규화, 정성보, 최원묵(13명)장로, 권사, 집사 

            임직예배를 드리다.

장로, 권사, 집사 임직예배를 드리다.

장로: 김부웅, 한준수, 위현량, 이태업, 권사 취임: 박현주A

권사 임직: 강한나, 고윤홍, 구윤경, 김경순, 김정신, 김한경, 김현주, 민미순, 

                 박경신, 양희영, 이정미A, 전기열, 한원

안수집사 취임: 노윤서, 문병용, 박명옥, 박찬우A, 윤시현, 이평우

안수집사 장립: 강창범, 김덕진, 김동규, 김영곤, 김우정, 김우찬, 김인환A, 박종화,

                       서동욱, 송욱영, 안지철, 윤혁진, 이상은, 이원재, 이종상, 정성보, 

                       정정수, 조성주, 한의선

“성령을 받으라”는 주제로 대강절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다(12/11-23).

임마누엘 성경학교 가을학기 종강예배를 드리다.

나바호 단기선교를 다녀오다(12/22-12/28).

참가자: 김인환, 오진형, 김영국, 김혜리, 박성은, 박종윤, 박찬우, 박현주, 윤진영, 

              이경아, 이미나, 이요한, 이종현, 전예진, 조성주, 최인애, 김강현, 김희진, 

              박이빈, 박인호, 오석균, 오하균, 이예인, 이예준, 이예찬, 이하은, 조서린(27명)

멕시코 단기선교를 다녀오다(12/23-12/27).

참가자: 이영기, 류창명, 이기옥, 이선하, 이승덕, 이영은, 이종하, 이종현, 최동명, 

            최송관, 홍선희, 황대행, 류지나, 류지아, 류지한, 이지수, 이호수, 최원석, 

            최원혁, 최주성, 황성일, 황시내(22명)

교회소식지 '오래참음호'가 발간되다.  교육위원회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열다.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다.

2017년 한 해 동안 청장년부에서 35명이 세례 받고(입교 4명 포함), 

17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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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혁 H I S T O R Y

1월 1일

1월 7

2018년

2018년 교회 방향을 ‘성숙’으로 정하고 ‘범사에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자’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하다.

채용석 장로, 이명호 협동장로, 강경녀, 이상분 권사, 이성실 협동권사가  정년은퇴하다.

안병호 선교사가 만 13년의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다.

2018년 서리집사 195명을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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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회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     회

교회는  가정 교회로  성도를  보내서 

1) 6일간의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2)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을 받게 한다.

3)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가정교회는 교회로 목원을 보내서 

1) 예배자가 되게 한다.

2) 2인 1사역을 하는 일군이 되게 한다.



교회 규약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Emmanuel Presbyterian Church 

of San Jose)라 칭한다.

제2조  신조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소요리문답을 신앙지침으로 

받아들이며, 교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등은 본 교회가 속하는 상회

의 법에 따르면서, 아래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기

초한 것으로 믿고 우리의 신조로 삼는다.

1. 우리는 신,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영광과 권능에 있어 동등되심을 믿는다. 

3. 우리는 우리 시조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하나님께

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Savior)와 주(Lord)로 주셨

음을 믿는다.

4.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짐을 믿는다.

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을 믿으며, 그의 교회의 사역목

표는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는다.

6. 우리는 복음전파 및 모든 교회의 사역에 있어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

한다. 

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며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8.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sacraments)인 세례(baptism)와 성찬

(holy communion)을 신실하게 시행한다. 

9. 우리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령한 연합으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

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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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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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신자의 본분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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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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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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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회원요건  

(1) 등록교인은 본 교회 소정의 등록과정을 완료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규약을 인정하

고 준수하며, 본 교회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을 출석한 자로 한다

제4조 회원권리   

(1) 등록교인은 본 교회의 각종 예배와 친교 및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본 교회 공동의

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교회의 직분자 선출시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으며, 본 교회의 목사에게 결혼 주례를 신청하여 본 교회의 신조규

약에 부합한 결혼이라고 판단될 경우 주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교회의 항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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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전담하는 장로로 구분한다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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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회의 임시직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당회의 허락하에 임시직원을 다음과 같이 안수 없이 세운다.

(1) 전도사: 당회와 목사의 지도 하에 지교회 목회를 돕도록 한다.

(2) 권사: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정회원으로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을 

심방하며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한다. 

(3) 서리집사: 정회원 중 임시로 집사직을 맡겨 교회를 봉사토록 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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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한 종신토록 봉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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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목사  

(1) 자격: 딤전3:1-7, 딛1:5-9, 벧전5:1-4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 신학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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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라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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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로  

(1) 자격

가) 딤전 3:1-7에 해당하는 정회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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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년이 경과하면 공동의회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장로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제10조  집사  

(1) 자격

가) 딤전 3:8-13에 해당되는 정회원으로

나) 본 교회 신조, 규약을 승인하며,

다) 남자 교우 중 만 35세 이상 된 자로서,

라) 세례 후 만 3년 이상을 흠 없이 교회를 봉사하고

가) 딤전 3:8-13에 해당되는 정회원으로 

마) 본 교회에 등록한 지 만 3년이 경과하고,

바) 구원의 체험이 확고한 자로서,

사)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한다

(2) 협동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후 만 2년이 경과한 집사로서 당회의 결의로 

임직된다.

(3)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직하여 집사의 직무를 분담케 할 수 있다

제11조  권사  

권사직은 한번 임직된 후 직분이 평생 유임된다는 뜻에서는 종신직이다. 그

러나, 다른 종신직처럼 안수로 임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임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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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가) 본 교회 등록 후 만 3년 이상 교회를 봉사한 여 정회원 중 만 45세 이

상 된 자

나) 신앙이 진실한 자

다) 구원의 체험이 확고한 자

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는 자

마) 불신자에게서라도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

 (2) 협동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후 만 2년이 경과한 권사로서 당회의 결의

로 임직된다

제12조  항존직의 선출방법 및 임기

(1) 목사: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사임 

시에는 본 교회로부터 20마일 이내에서 3년 안에 다른 교회에 청빙

을 받거나 개척하지 않는다. 

(2) 장로, 집사, 권사: 당회는 최소한 6개월 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

회의 시간과 장소를 공고한다. 제7,8,9조에 각각 적합한 자 중에서 추천

하여 공동의회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를 1회 실시한다

제13조  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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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 장로로 구성된다.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면 성수가 된다.

당회의 결의에 따라 영어 목회자, 임시목사, 협동장로 등이 방청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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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에 등록한 후 흠이 없이 1개월 이상 출석한 정회원이 회원이 

된다.

(2) 회집

가) 정기 공동의회: 매년 1월 중에 모인다.

나) 임시 공동의회: 당회가 요청할 시, 혹은 회원 3분의 1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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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하고,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5) 결의: 목사 청빙의 건, 장로 집사 권사 선출의 건 등 특수 안건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그 외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5조  제직회

(1) 조직: 지교회 당회원,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된다. 회장은 당회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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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이 있을 시에 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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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본 교회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 동산, 개인이나 단체가 헌

금 혹은 헌납한 모든 것을 총칭한다.

제17조 본 교회의 재산은 당회가 관장하며, 필요 시에는 이사회(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 위임 운영케 할 수 있다.

제18조 본 교회에서 조직한 모든 자치기관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목적을 갖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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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본 규약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본 교회가 소속한 상회에서 탈퇴하기를 원할 시에는 이 문제를 위한 공동의회

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출석교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탈퇴 후에도 본 교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은 계속 본 교회의 소유로 남는다. 

제21조 본 규약은 1999년 1월 10일 공동의회에서 통과됨으로 발효되었고, 2005년 

1월 11일 공동의회에서 부분 수정되었으며,2018년 1월21일 공동의회에서 

부분 수정되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4:19)

제7장 교회 재산

제8장 소속 자치기관

제9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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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Name   

This church shall be called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in San 

Jose(“hereinafter EPC”).

Article 2 Creed(Statement of Faith)

EPC accepts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as guidance for faith and living. We seek to adhere 

to the standards of church governance, worship, and the ordinance 

of discipline as provided by the laws of the Presbytery to which 

EPC belongs. We believe that the following statements of faith are in 

accordance to the teachings of the Holy Scriptures, the Word of God, 

and hereby adopt them as EPC’s Creed:

1. We believe that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infallible Word 

of God written by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and are the only 

authority for our faith and life.

2. We believe that God the Father,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His Son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are one in 

essence, equal in glory and power.

3. We believe that from the time of our forefather Adam all men have 

sinned against God, and that God has given His Son, Jesus Christ, as 

our only Savior and Lord.

4. We believe that God gifts our salvation unto us by His grace through 

faith.

5.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and that the 

church’s mission is to save lost souls.

6. We acknowledge the leading role of the Holy Spirit i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nd in the ministry of the church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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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e believe in the historical and bodily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8. We faithfully enforce Baptism and Holy Communion as the sacraments 

instituted by Christ.

9. We believe that marriage consists of a holy union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and that it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Christ and the Church.

10.We believe that it is the duty of all believers to gather in congregational 

worship, to pray constantly,to participate in the sacraments, to 

engage in fellowship with the saints, to give thanks for God’s grace, 

to give offerings, to participate wholeheartedly in saving lost souls, 

and to await the glorious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11.While we do not know when Jesus will come again, we will pray and 

eagerly await Jesus Christ’s imminent advent.

12.We believe that all humanity will be resurrected and stand before 

Christ’s judgment on the last day, and that those who have obeyed 

Him in faith will enter God’s heavenly kingdom, while those 

who continue to disobey in their sin will receive a just judgment 

commensurate to their offence.

Article 3 Membership Requirements

(1) Registered members are those who have completed EPC’s 

membership course.

(2) Active Members are registered members who have been baptized, 

agreed to adhere to EPC’s Constitution consisting of the Statement 

of Faith and its By-laws, and have been in attendance at EPC for at 

least a month.

CHAPTER 2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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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Membership Benefits

(1) Registered members may participate in EPC’s worship services and 

fellowship and have access to Church discipline.

(2) Active Members (a) are offered full participation in the sacraments 

listed in the Statement of Faith; (b) may vote in the Congregational 

Meeting; (c) be voted upon for election for various offices; and (d) 

upon request and review, receive Marriage Officiating services from 

a pastor of EPC provided that said marriage conforms to the above 

Statement of Faith.

Article 5 Permanent staff

The permanent staff of EPC consists of Elders (Overseers) (Acts 20: 

17,28; 1, Timothy 3: 1-7) and Deacons, and the Elders consist of 

Teaching Elders who both preach and govern, and Ruling Elders who 

solely devote themselves to the governance of EPC.

Article 6 Temporary staff

By necessity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ssion, the temporary staff 

shall be appointed without ordination as follows:

(1) Evangelist: Assists with the ministries of EPC under the guidance of 

the Pastors and the Session.

(2) Gwonsa:A female believer who is 45 years of age or older and an 

Active Memberof EPC, who has been instructed by the Session to visit 

members of EPC, and to care for the sick, the afflicted, and the weak 

within EPC.

CHAPTER 3 Church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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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acon for Term: An Active Member who has been temporarily 

appointed to serve the administration of EPC

Article 7 Temporary Staff Election and Terms

(1) Evangelist: To be appointed by resolution of the Session, for a term 

of one year. May be re-elected by resolution of the Session.

(2) Gwonsa: To be elec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in Article10 as 

a temporary non-ordained office, but shall remain in service in the 

absence of any disciplinary action against her.

(3) Deacon for Term: To be appointed upon the nomination of the 

Session and the consent of the nominee, to serve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year.

Article8  Pastor

(1) Qualifications: A person who falls under the descriptions of 1 Timothy 3:1-

7, Titus 1:5-9, 1 Peter 5:1-4 who has graduated from a formal seminary 

institution and ordained by a recognized denomination, and also:

a. Accepts the charter and by-laws of EPC and its denomination,

b. Is truthful/sincere in his faith and actions,

c. Leads his family through love and devotion in every circumstance,

d. Is respected and praised even by nonbelievers, and

e. Is a male of 27 years or older.

(2) Distinctions

a. Installed Pastor: A head pastor who has been called and

appointed/designated by EPC for a life term.

b. Temporary Pastor: A pastor who has been called by EPC to serve

for 1 year whose term may be extended based on a decision by a

Congregational Meeting.

CHAPTER 4 Qualifications of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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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ssociate Pastor: A temporary pastor who assists the Head

Pastor whose tenure may be extended yearly based on a

decision by the Session.

Article 9 Elder

(1) Qualification

a. An Active Member in accordance to 1 Timothy 3: 1-7,

b. Who acknowledges the creed, charter, and by-laws of EPC,

c. A male who is 45 years of age or older,

d. Who has served EPC without reproach for at least 5 years after

his baptism,

e. Who has been an Active Member for at least 5 years,

f. Who is firm in his assurance of salvation, and

g. Who is respected and acknowledged even by nonbelievers.

(2) Adjunct Elders are elders who have been registered in EPC for more 

than 2 years and appointed by resolution of the Session. Upon 1 

year of appointment, he may serve as an active elder upon approval 

of 2/3 or more of the Active Members attending the Congregational 

Meeting.

Article 10 Deacon

(1) Qualification

a. An Active Member in accordance to 1 Timothy 3:8-13,

b. Who acknowledges the creed and by-laws of EPC,

c. A male who is 35 years of age or older,

d. Who has served EPC without reproach for at least 3 years after

his baptism,

e. Who has been an Active Member for at least 3 years,

f. Who is firm in his assurance of salvation, and

g. Who is respected and acknowledged even by nonbelie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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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junct Deacons are deacons who have attended EPC for 2 years 

as an Active Member, and have been appointed by resolution of the 

Session.

(3) By resolution of the Session, Deacons for Term can be appointed 

taske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Deacons

Article 11 Gwonsa

The office of Gwonsa is a permanent office in that once appointed, their 

term of service is indefinite. However, it is a temporary office in that they 

are not appointed by ordination. 

(1) Qualifications:

a. A female Active Member who is 45 years of age or older and who

has attended EPC for three years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b. Whose faith is true,

c. Who is firm in her assurance of salvation,

d. Who serves her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love, and

e. Who is respected and acknowledged even by nonbelievers.

(2) Adjunct Gwonsas are gwonsas who have attended EPC for 2 years 

as an Active Member, and have been appointed by resolution of the 

Session

Article 12 Permanent Staff Election and Terms

(1) Pastor: To be called upon approval of 2/3 or more of the attending 

Active Members during the Congregational Meeting. Upon termination 

of term, the pastor shall not plant a church or receive the calling of a 

church that is within 20 miles of EPC within three years of the end of 

his ministry

CHAPTER 5 Staff Election and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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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der, Deacon, Gwonsa: The Session shall announce the time and 

location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for the purpose of voting for 

the appointment of staff at least 6 months prior to the Congregational 

Meeting. Candidates will be nomi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 

8, and 9, and shall be appointed upon approval of 2/3 or more of the 

attending Active Members during the Congregational Meeting.

(3) Voting Method: Voting shall be done once per candidate, 

anonymously, limited to one vote per attending Active Member

Article 13 Session

(1) Organization: As one of the three disciplining committees (Session, 

Presbytery, and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t 

is comprised of the Head Pastor and Active Elders. The Disciplining 

Committee becomes effective upon attendance by the majority of 

Elders and 1 Pastor. Upon resolution of the Session, the English 

Ministry Pastor, Temporary Pastor, and Adjunct Elders may sit in the 

Disciplining Committee with observatory status. 

(2) Meeting: Meets regularly every month, and can be summoned upon 

Pastor’s request

Article 14 Congregational Meeting

(1) Congregational Meetings can only be attended by Active Members of 

EPC.

(2) Meetings:

a. Regular Congregational Meeting: Meets every January.

b. Ad-hoc Congregational Meeting: Meets upon request of the

Session, or upon a request of 1/3 or more of the members, or the

head of the Session.

CHAPTER 6 Disciplining Committee



432018 교회요람

EPC Church Constitution

(3) Chairman, Clerk: The head of the Session of the local church is 

the chairman, and in his absence, upon resolution of the Session, 

a temporary chairman sent by the Presbytery or a member of the 

Session can be appointed as temporary chairman. The clerk of the 

Session serves as the clerk, and all minutes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shall be kept by him.

(4) Validation: The Session will announce or notify all members of the 

time, location, and agenda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t least 

two weeks prior, and shall operate on the basis of those who attend 

the Congregational Meeting.

(5) Resolution: All special agenda items including issues pertaining to 

Pastoral Calling, Election of Elders, Deacons, and Gwonsa shall 

be determined uponapproval of 2/3 or more of all attending Active 

Members, while general items will be determined upon a majority 

vote.

Article 15 Office-holder’s Meeting

(1) Organization: Comprised of members of EPC’s Session, Deacons, 

Gwonsas, and Deacons for Term. The chairman is the head of the 

session. The clerk can be appointed and departments can be formed 

upon resolution of the Session.

(2) Ministry: The Office-holder’s meeting is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executing all the ministries of EPC under the guidance of the 

Session.

(3) Meeting: Meets on a bimonthly basis. The chairman may order an 

ad-hoc meeting upon resolution of the Session or a request of 1/3 of 

the Officer-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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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Church Property refers to all real estate, personal property, and all 

property offered or donated to EPC by individuals or entities.

Article 17

All Church Property is managed and overseen by the Session, and 

upon a demonstrated need, the Session may delegate this function to a 

committee such as the Church Property Management Committee

Article 18

All self-governing bodies will operate for the purposes of worship, 

education, and missions, subject to the creed and by-laws of EPC, 

under the guidance of the Session

CHAPTER 7 Church Property

CHAPTER 8 Self-governing Bodies



452018 교회요람

EPC Church Constitution

Article 19

This Constitution may be amended upon approval of 2/3 or more of the 

attending Active Members of the Congregational Meeting.

Article 20

In the instance that EPC decides to depart its governing Presbytery, a 

Congregational Meeting shall gather, and upon a majority vote, may 

execute its departure from the Presbytery. Upon disaffiliation, all Church 

Property that previously belonged to EPC shall remain in its possession.

Article 21

This Constitution 

•was passed and implemented on the Congregational Meeting of 

January 10th, 1999 

•partially amended on the Congregational Meeting of January 11th, 

2005; and

•partially amended on the Congregational Meeting of January 21st, 2018

CHAPTER 9 Add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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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의 의무

교인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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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열심히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은 세속적인 쾌락이나 욕심을 멀리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

하며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 (십일조, 감사

헌금 등)을 드리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교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자의 인도에 순종

하고 당회의 치리에 순히 복종하여야 합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러한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

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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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들의 신앙자세

교회의 제직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신앙

인으로서 하루 하루 말씀과 찬송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제직들은 예배의 참석, 복음전파, 봉사, 기도생활, 자녀를 잘 다스림, 가정

을 화목하게 이끔, 헌금 드림 등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제직들은 믿음이 약한 교우들을 경건한 언행으로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을 하

여야 합니다.

제직들은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

을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하며, 회의의 결의와 다른 형제들의 의견을 늘 

존중해야 합니다.

제직들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

어야 합니다.

제직들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함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

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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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한다.

자녀들과 성도들을 양육하여 매년 1가정을 선교지에 파송하고 후원하여 땅 끝까지 하

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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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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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신학과정을 이수한 목사 혹은 전도사(교회 지도자 양육, 교회 개척); 의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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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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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명 선언문

선교비전

선교사 파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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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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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선교전략에 따라 교회가 공개모집하고 청빙하여 파송하는 경우는 선교현지의 상

황과 선교기관들과 파송교회들의 재정 후원을 참고하여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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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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배(담임목사)

조종연(부목사, 산호세평원, 전도위원회)

박성호(부목사, 북부평원, 신앙위원회)

김인환(부목사, 서부평원, 선교위원회)

박기한(부목사, 남부평원, 관리위원회, 행정목사)

이산돌(부목사, 비전청년평원, 예배위원회)

이영기(부목사, 동부평원, 지역봉사위원회)

문다윗(부목사, EM 영어회중)

김승균(교육목사, 중고등부)

이수복(전도목사, 선교위원회 해외선교부)  

황브라이언(전임전도사, 중고등부)

이에스더(전도사, 에녹평원)

이승진(전도사, 찬양위원회, 오케스트라)

송호영(전도사, 유년부)

김혜경A(전도사, 상담사역부)

박은수(전도사, 영유아부)

김숙경(전도사, 유치부)

남사라(전도사, 초등부)

서경의(전도사, 사랑교육부)

김대순(전도사 비전청년평원)

김성신(전도사 중고등부)

김백미(전도사, 여성사역부)

이정수(관리 담당)

윤길묵(재정 담당)

신정환(사무행정 담당)

교역자

직원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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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추민/홍보영, 정혜림

최상훈 전광수 김흥규 장  홍 이재규 고정훈 박용갑 백준호 민경진 

황의철 서윤원 김태영 김현준 김부웅한준수 위현량 이태업

김기홍 김성국 이강민

강성태 강창범 구명관 김광석 김덕진 김동규 김범진 김영곤 김영복 

김영철 김우정 김우찬 김인환A 김일재 김제찬 김종길 김종필 김학수

김홍규 노윤서 문경식 문병용 박명옥 박종화 박준희 박찬우A 서동욱 

송욱영 안지철 용순영 우원하 윤길묵 윤상훈 윤성수 윤시현 윤혁진

이구진 이상은 이완표 이원재 이종상 이평우 장은규 정광록 정규화

정민호 정성보 정정수 정홍식 조성주 지천우 최인화 최진호 최철수

한광선 한승훈 한의상 한의선 

강경녀 강한나 고윤홍 구윤경 김경순 김명옥 김숙자 김승남 김영순 

김유향 김은희B 김은희C 김정신 김춘자A 김한경 김현주 민미순 

박경신 박옥진 박현주A 백영희 신미현 양희영 오명렬 오명자 유신애 

이금희 이상분 이상희 이순희 이영란 이영숙 이인섭 이정미A 장은영 

전기열 전성숙 정구옥 정혜경 채인숙 최승희 최윤자 최혜랑 한원 

황복림

김복춘

파송선교사

시무장로

협동장로

집    사

권    사

협동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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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귀순 강대연 강소연 강태윤A 고석진 고혜영 곽백수 곽은혜 구영선 권길주 권미숙 

김경진B 김규동 김낙은 김난주 김명섭 김미동 김성래 김성범 김웅 김일구 김정연 

김연희 김영국B 김영석A 김요섭 김용훈 김원태 김유경 김은경A 김은경B 김재원 

김지숙 김지홍 김춘미A 김현미 김현배 김홍배 김희성 김희정A 남기영 남정미 노범준 

류창명 문주리 민경율 민연진 민형규 박경임 박경표 박광미 박명춘 박병식 박성은 

박수진 박영수C 박월애 박인덕 박재호 박종혁 박진숙A 박현미 박현정A 박현주B 

배정현 백원종 변승자 서지승 서진숙 설정선 성승철 성초선 손민호 손종일 손지수 

손진우 송규현 송오빈 송옥진 송준현 송채원 신상훈 신정원 신호준 심도준 심미경B 

안성호 안중길 양영운 양종열 양희홍 엄태호 염봉례 염성호 염자영 오세진 오정환 

오진형 우병기 우병삼 우상중 우주양 우현주 유경은 유동준 유예랑 유정혜 유준일 

유진혜 윤선숙 윤유명 윤정희 윤지은 윤진영 윤혜석 윤효창 이건희 이경아B 이관오 

이귀숙 이기형 이매디슨 이수지 이요한 이용원 이재희 이정미B 이종기 이종현 이종협 

이준승A 이준호 이지연B 이진주 이찬배 이채선 이치훈 이한승 임명진 임병진 임승범 

임용훈 임윤희 장성수 장은정 장인자 정경혜 정경화 정금섭 정미경 정미량 정성희 

정용익 정은이 조상전 조성현A 조은아 조은희 조혜명 조혜진 주은혜 진요한 차은자 

최건숙 최동명 최미정 최상훈B 최영훈 최원묵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재현 탁정업 

편재호 하영윤 한규수 한득렬 한미성 한미송 한민호 한순애 한영희 한은화 한혁 

한희숙 홍세라 홍장원 황경석 황대행 황선희 황원경 황인주 황재웅 황지영A 

Sarah Cho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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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막10:45) 

532018 교회요람

강성태 강창범 고석진 고정훈 구명관 김규동 김낙은 김덕진 김동규 김범진 김성범 

김영곤 김영국B 김영복 김영철 김요섭 김용훈 김우찬 김웅 김일구 김재원 김정연 

김종길 김종수A 김종필 김학수 김현배 김희성 남기영 노범준 노윤서 민경진 민형규 

박명옥 박명춘 박성은 박재성 박종화 박진숙A 박찬우A 백영진 백원종 서윤원 손진우 

송규현 송오빈 송욱영 송준현 신상훈 심도준 안성현 안지철 엄태호 오진형 우병기 

우상중 위현량 윤시현 윤정숙 윤정희 이관오 이구진 이기수 이기형 이매디슨 이명호 

이상분 이상은 이상필 이수지 이용원 이원재 이정미A 이정수 이종상 이종현 이준승A 

이치훈 이태업 이평우 임승범 임승쾌 전광수 정경혜 정광록 정규화 정금섭 정정수 

조성주 진요한 최상훈A 최상훈B 최영훈 최진호A 최철수 편재호 한광선 한승훈 

한의상 한준수 홍장원 황경석 황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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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경

김대순, 김예별, 박지혜, 변지용, 윤선용, 윤세영, 이휴신, 

전현수, 정예지, 지혜민

목자

에녹평원 목자

비전청년평원 목자

2018년 직분자ORGANIZATION



교회 기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의 최고 결정 기관

•목사 청빙, 장로, 집사, 권사 피택 등을 투표로 결정한다.

•예산, 결산 등을 최종 승인한다.

회장: 손원배 목사          서기: 이재규 장로

회원: 본 교회에 등록하고 만 1개월이 지난 세례교인 전원

•교회의 모든 결정, 치리를 총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의 신앙방향(예배, 선교, 교육등)을 이끌어가고 신자들

을 성경적으로 양육한다.

•목장, 제직회와 각 부서를 지도한다. 

회장: 손원배 목사          서기: 이재규 장로          회원: 시무장로 전원

•교회 재정의 일을 주관한다.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신앙위원회, 교육위원회,선교위원회, 지역봉사위원회,

전도위원회, 관리위원회, 친교위원회, 에녹위원회, 비전청년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 제반 사역을 실행한다. 

회장: 손원배 목사          서기: 정홍식 집사

회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협동 제직 전원

•본 교회 시무권사로 구성되며, 기도, 심방, 봉사를 주된 사역으로 한다.

회장: 정구옥 권사          부회장: 이금희 권사

서기: 이순희 권사          회   원: 최윤자 권사

•본 교회 시무안수집사로 구성되며, 기도, 선교, 봉사를 주된 사역으로 한다.

회장: 김제찬 집사

1. 공동의회

2. 당회

3. 제직회

4. 권사회

5. 안수집사회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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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부(부장: 최인화)

1) 1부 예배안내팀(팀장 신미현): 한수갑, 탁정업, 한케렌, 이수지

2) 2부 예배안내팀(팀장 박종혁): 김정신, 김영철, 한득렬, 한진희, 유진혜, 오명렬, 

   유현석, 정규화, 김인영

3) 3부 예배안내팀(팀장 변승자): 김희진A, 오명렬

4) 성찬예식 준비팀(팀장 오명자): 김승남, 김명옥, 이인섭, 이영란, 김숙자, 최건숙

5) 동시통역팀: 김요섭, 노윤서, 이지원A, Brian Hwang

6) 꽃꽂이팀(팀장 이정미B): 김윤정C, 안진순, 이윤경, 유정혜, 박현주A, 손경아, 민혜선

●특별예배부(부장: 김제찬)

  7) 부흥집회 섬김팀(팀장 염성호): 한규수, 편재호, 임명진, 김범진, 이종상, 김덕진, 김승남   

  8) 수요예배 섬김팀(팀장 조혜진): 김제찬 

  9) 특별새벽기도 섬김팀(팀장 양희홍): 장은규, 한의선, 최동명, 김종윤, 박성진 

●미디어부(부장: 김홍규)   

10) 1부 방송팀(팀장 강대연):

11) 2부 방송팀(팀장 이건희): 오진형

12) 3부 방송팀(팀장 김영석A): 강성태, 우상중, 김범식, 김해식, 노지영

13) 특별방송팀(팀장 임병진): 김경진B, 이윤영, 박종화, 오진형, 김홍규, Herman Cho

●1부 시온 찬양대(부장: 우병삼, 지휘: 설정선, 반주자: 탁선경)  

14) 운영팀(팀장 이한승):

15) 환영팀(팀장 윤효창):

16) 소프라노팀(팀장 권길주): 윤혜원, 김수연A, 염봉례, 백혜경, 권정희, 채은숙, 한진희,  

      김은희C, 강한나, 유예자, 박종현, 한혜원, 윤해미, 김영숙D, 정혜은, 전성숙, 이서현

17) 엘토팀(팀장 박경임): 김백미, 한미송, 정선희, 민경란, 김은경B, 김수미A, 현영, 

      오혜선, 이상희, 이미나, 채재인, 전기열, 전춘매, 한수자, 태건인, 윤옥경

1. 예배위원회 (위원장: 이재규 장로, 담당목사: 이산돌 목사)

2. 찬양위원회 (위원장: 김흥규 장로, 담당교역자: 이승진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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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테너팀(팀장 윤정기): 박병호, 윤성수, 박성진, 윤시현, 임지훈, 우병삼, 용순영, 

      김지억, 전광수, 김진형, 박성은

19) 베이스팀(팀장 김성래): 최진호A, 김수남, 윤효창, 강택규, 오건환, 고석진, 

      이한승, 한영인, 한철현, 조상전

●2부 호산나 찬양대(부장: 이순희, 지휘: 강소연, 반주자: 서혜원)

20) 운영팀(팀장 서동욱):

21) 환영팀(팀장 안중길):

22) 소프라노팀(팀장 김춘미A): 이윤연, 정한나, 전숙현, 황선화, 홍정란, 여미라,  

     김종희, 이순희, 김혜리, 황복림, 유은선, 최혜랑,박순주, 신은희, 김영미, 

     김응자, 안경화, 이정은C, 김연신, 오경희, 이현주, 이은정

23) 엘토팀(팀장 황선희): 이정미A, 이연경, 정혜경, 김숙자, 한순애, 윤혜석, 

      주은혜, 박정임, 김한경, 차은희, 이영은, 박현주B

24) 테너팀(팀장 한규수): 신상훈, 이태업, 안성현, 김제찬, 김종윤, 홍성민, 

      안경국, 양희홍, 민죤, 안중길

25) 베이스팀(팀장 임명진): 김홍대, 최영훈, 정광록, 박명춘, 최도준, 정정수, 

      이종환, 김문배, 김경진A, 차성훈, 황대행, 문한규, 서동욱, 김상균

●찬양부(부장: 윤성수)

26) 1부 찬양팀: 김동규, 김대아, 강한솔, 박성은, 이미나, 배정훈, 조지형, 

      이찬배

27) 2부 찬양팀: 정용익, 김일구, 최인애, 조성주, 김홍대, 이정은B, 강미옥, 

      안지철, 차홍기

28) 3부 찬양팀(팀장 황재웅): 김용훈, 임병진, 강석원, 우상중, 방보경, 김태형,

      조혜명, 강승헌, 손민호, 김용현, 신지현, 박희경,박태욱, 장제나, 정주영B,

      이종현, 정소영, 강창범, 박성은, 한수연A, 조혜진, 노지영

29) 수요 찬양팀: 고석진, 김홍대, 박종화, 우주양, 방보경, 형세련, 정은혜, 

      한순애, 오경재, 황재웅, 주은혜, 최창주, 조혜진, 조은아

29a) 수요 주방봉사팀(팀장 주은혜): 

●특별 찬양부(부장: 최혜랑)

30) 어린이 합창단 운영팀(지휘 배정현, 팀장 이지연B): 이종상, 우상중, 

정주영B, 김윤정C, 유연주, 전영주, 이호진, 이연미, 임윤희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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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어린이 합창단 봉사팀(팀장 박현정): 임병진, 유하영, 노은영

32) 오케스트라 운영팀(지휘 이승진, 팀장 이영옥, 홍선희)

33) 오케스트라 봉사팀(팀장 곽은혜): 배경임, 권예주, 정선희, 홍선희, 박소영,

손수경, 이주현B, 정한나, 유미나, 서나연, 송채원, 신지현, 정주영B, 

노은영, 김숙경A

34) 연주팀(팀장 홍세라): 정은미

35) 남성중창단(팀장 한득렬): 김홍대, 임지훈, 정광록, 우병삼, 김성래, 윤성수,

이한승, 박성진, 양광삼, 윤정기

36) 여성중창단(팀장 유준일): 이연경, 정혜경, 윤영숙, 김백미, 박현주B, 박정임,

김영순, 김매자

●신앙부(부장: 한미성)

37) 주일예배중보기도팀(팀장 박경신): 유희정, 엄귀섭, 최정자A, 박재성, 

임광순, 김혜경A, 양성혜, 이상분, 이건영, 최재희

38) 담임목사를 위한 중보기도팀(팀장 유정혜): 정선연, 이성실, 최상훈B, 

김혜경A, 임영희, 한케렌, 이정미A, 우주양, 김은희B, 박영수C, 오명렬, 

임승쾌, 신주아, 김경동, 박정실, 김원태, 박소영, 김춘자A, 김숙자, 한순애,

김경순, 조은아, 이상분, 한인숙, 차은자, 황복림, 송순자, 채인숙, 주은혜,

채용석, 송영훈, 최정자B, 최재희, 박경신, 권준희, 이신디, 이은정, 김정신,

이순남A, 박옥진, 김범진

39) 기드온 3백 용사 기도팀(팀장 김한경): 임영희, 김혜경A, 이정미A, 민미순, 이인섭, 

박선영A, 박영수C, 강은숙, 신주아, 오명렬, 김정신, 한순애, 김숙자, 박용갑, 강

한나, 이현아B, 박현숙, 이금희, 박주현, 황복림, 주은혜, 송영훈, 송순자, 채용석, 

채인숙, 김은경B, 권준희, 나윤희, 이신디, 이은정, 이순남A

40) 산상기도회팀(팀장 한원): 김혜경A, 박영수C, 조혜영, 김옥남, 이순성

41) 웹(Web) 중보기도팀(팀장 김원태): 박정실, 박주현

42) 심방팀(팀장 한순애): 양정수, 주은혜, 강한나, 한순애, 오현수

●성경학교부(부장: 한혁)

43) 섬김팀: 조성주, 최철수, 주은혜

3. 신앙위원회 (위원장: 황의철 장로, 담당교역자: 박성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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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운영팀: 정혜경, 임성수

45) 홍보팀: 오경재, 김덕진

●도서부(부장: 김희정A)

46) 도서출납팀(팀장 이귀숙): 최윤미, 박선영A, 이혜영, 김춘미B, 전영주, 

김현정A, 윤혜숙

47) 도서구입팀(팀장 최윤미): 김현수B, 최윤희, 임은아, 심준보

48) 관리팀(팀장 김은경A): 황복림

49) 생명의삶 팀(팀장 정경화): 박광미

●편집부(부장: 김정신)    

50) 편집팀(팀장 김연희): 황인주

51) 디자인팀(팀장 김유경): 정용익, 윤주영

52) 사진팀(팀장 김홍배): 윤영숙, 김기훈, 박종현, 김홍배, 김범진, 여환승

●여성사역부(부장: 박영수C)

53) 운영팀(팀장 최재현): 노은영

54) 찬양팀(팀장 조성현A): 이문영, 박주현, 전기열, 차홍기, 김현미

55) 중보기도팀(팀장 손지수):

56) 큐티 사역팀(팀장 박옥진): 유영주, 한미성

57) 일대일 양육팀(팀장 유예랑): 손경아, 오명렬, 정선희, 김민수, 김숙자, 

강주연, 김경순, 정주영B, 유정혜, 박신영

58) Coffee Break 팀(팀장 박현주B/담당교역자 : 김백미): 강한나, 권길주, 

권미숙, 김명옥, 어연경, 오명자, 조혜영

59) 소그룹성경공부 사역팀(팀장 김현미): 오명렬, 김민수, 최승희

59-a) 기도하는 엄마팀(팀장 신정원):

●상담사역부(부장: 하영윤, 담당교역자: 김혜경 전도사

 60) 상담세미나팀(팀장 최건숙): 김경동, 신정원, 하영윤

61) 치유와 회복팀(팀장 장은정): 정혜경, 김미동, 박종현, 정주영B, 최윤자, 하영윤, 

박경신, 오명렬, 황복림, 김용배, 노정희

62) 상담학교 운영팀(팀장 한미송): 홍정란, 최은미B, 민연진, 하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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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역부(부장: 송옥진)

63) 가정섬김팀(팀장 이종협): 김영곤

64) 가정예배섬김팀(팀장 김경순): 송욱영

 

●영유아부(부장: 문주리, 담당교역자: 박은수)

65) 영아부 교사팀(팀장 염자영): 서지승, 이종상, 이찬희, 엄태호, 김춘자A, 최형숙, 

김선숙A, 정승혜, 김숙경A, 이금주, 이재봉, 김낙은, 김영순, 윤형원 

66) 유아부 교사팀(팀장 임윤희): 유경희, 곽은혜, 박현정, 고상미, 박지영, 최누리, 

송채원, 민형규

67)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조혜명): 박영진

●유치부(부장: 김현주, 담당교역자: 김숙경)

68) 교사팀(팀장 황지영A): 이기아, 송성경, 원인애, 조건희, 이선하, 한연선, 신현영, 

이연미, 박지현, 이범희, 임재은, 박미영A, 장은영, 맹은희, 김윤경B, 황시내, 

서경현

69)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우주양): 이지연B, 박영진, 이기옥, 길지영, 김혜영B, 

김지은A, 김현미, 손혜정, 안은선 

●유년부(부장: 박인덕, 담당교역자: 송호영) 

70) 교사팀: 강희자A, 맹유리, 원종필, 김용수, 김민희B, 박근억, 한연선, 고동휘, 

박소영, Elicia Park, Serena Park, 박지원, 강수아

71) 학부모회 운영팀: 이지연B, 김윤정C, 김연희, 박민경B

●초등부(부장: 정성보, 담당교역자: Sarah Nam)

72) 교사1팀(팀장 오정환): 김진경, 최승희, 윤혁진, 황혜선, 정선희, 김민상, 

윤진영, 한미송, 김인정, 조혜영, 이수한

73) 교사2팀: 박지혜, 양희영

74) 학부모회 운영팀(팀장 박광미): 김윤정C

592018 교회요람

4. 교육 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장로)



2018년 사역부서

●중고등부(부장: 김우정, 담당교역자: 김승균, 브라이언 황, 김성신)

75) 교사팀(팀장 Sarah Choi): 김종길, 이관오, 김종수A, 김홍대(Peter Kim), 홍순학, 

고석진(Richard Ko), 이선주(Sarah Kim), 김우정(Geoffrey Kim), 류창명(Carl 

Ryu), 심미경B(Megan Shim), 안은선(Sunny An), 한의선(Daniel Han), Brian 

Min, Esther Kim, Hiu Lee, Jenny Lee, 황종하, Peter Kim, 백영진, Claire 

Lee, 안진호(James An), 안윤주(Michelle An), Joshua An, Daniel Son, 

Joshua Park, Amandy Nwana, Eunice Min, Inae Kang

76) 학부모회 운영팀:

77) 1부 예배팀(팀장 박경표): James Choi, 김현주, 문재란

78) 2부 예배팀(팀장 심미경B): 서혜진, 권예주, 한지영B

●AWANA부(부장: 윤진영, 담당교역자: Sarah Nam)  

79) 교사팀: 신상훈, 정선희, 윤진영, 김민숙, 임윤희

80) 학부모회 운영팀:

●한국학교부(부장: 손민호)

81) 기초반팀(팀장 송채원): 이혜영, 김민희B, 맹은희, 임윤희

82) 초급반팀(팀장 한은화): 김수미A

83) 중급반팀(팀장 김난주): 한은화, 손민호 

84) 특별 활동반팀: 서진숙

●특별교육부(부장: 정은하)

85) Kids Club 교사팀: 오진형, 유진혜, 김지은A, Tim Namkung, Julia Kim, 

Karina Park

85-a) Kids Club 기도팀(팀장 유진혜): 

86) 사랑교육팀(담당교역자: 서경의): 정혜경, 정광록, 남기영, 김동희, 서혜진, 

이원재, 고동휘, 김기연, 최영훈, 한미성, 황진수

●선교기획부(부장:          )           

87) 기획팀(팀장 손종일): 박준희, 김영철

88) 목장선교지원팀(팀장 민경율): 이종상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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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송금팀(팀장 김지숙): 이성실, 한영희

90) 홍보팀(팀장 이경아B): 유정민, 황혜선, 이구진, 이요한, 이영은, 최인애

91) 선교학교팀(팀장 류창명): 정경혜, 정혜경, 주은혜, 이혜영

92) 행사팀: 김희성

●해외선교부(부장: 최원묵, 담당교역자: 이수복 목사)

93) 선교사 후원팀(팀장 오세진): 민경율, 길영준, 김영복, 오명렬, 최인화, 이연순

94) 선교사 연락팀(팀장 이채선): 이혜영, 우주양, 이현정B, 김희정A, 염자영, 장제나

95) 중보기도팀(팀장 이상희): 강은숙, 김모경, 김혜영A, 박진숙A, 엄귀섭, 

오인혜, 윤여덕, 이순성, 이연순, 임광순, 조세일, 조혜영, 지경자

96) 북한선교팀: 엄귀섭, 한영희, 안철, 윤성수, 강경녀, 오인혜, 지경자, 김영철,

조세일, 윤정미, 설정선, 유택종, 김일구

97) 이슬람선교팀(팀장 한의선): 김종필, 이혜영, 편재호, 송규현, 이기수, 

이순남A, 강은숙

●국내 선교부(부장: 조상전)

98) 어린이 선교팀(팀장 양희영): 최재희, 박경신, 황혜선, 민미순, 백원종, 김혜리, 

김영국B

99) 소수민족 협력팀(팀장 문병용):최송관, 최귀애, 김웅

100) 소수민족 선교팀(팀장 민미순): 최귀애, 김정신, 김인정, 김병모, 고윤홍, 김용철, 

김혜영A

101) 목장 후원팀(팀장 김광석): 손진우, 김용훈, 심도준, 차홍기

102) 형제 교회 섬김팀: 정광록, 임승쾌, 유택종 

103) 직장선교팀: 조상전

●단기 선교부(부장: 김명섭)

104) 교육팀(팀장 김지홍): 송오빈, 유진혜, 정규화, 김백미

105) 운영팀(팀장 강태윤A): 조성주, 최상훈B, 이건영, 김형준B, 이승덕

106) 후원팀: 이정미A, 이관오, 이성실, 안은선, 윤진영, 류창명, 이선하, 

장은혜,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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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선교부(부장: 김인환A)      

107) 교육팀(팀장 황인주): 김해식, 손종일

108) 기술연구팀: 염성호, 노범준

109) IT 선교지원팀(팀장 이강민): 최병민

110) SNS 선교팀: 이정숙

●이웃 사랑부(부장: 김은희C)   

111) 사랑의 음식 주방팀(팀장 장인자): 박소영, 황신원, 김수, 유예자, 박현숙, 

박월애, 강진숙, 박순자, 송옥진

112) 사랑의 음식 배달준비팀: 최재현, 김민수, 강진숙, 이명숙B

113) 사랑의 음식 배달팀(팀장 정성희): 김금숙B, 송준현, 유예랑, 최인숙, 

김인환A, 김윤순, 안은선, 이상은, 박경표, 양희홍, 문한규

114) 사랑의 음식 정리팀:

●새소망부(부장: 박병식)     

115) 사랑방 기획운영팀(팀장 정민호): 강영, 김경희A

116) 지원관리팀(팀장 양영운): 박병식, 이희자

117) 재활센타팀(팀장 윤유명): 김항식, 최성규A, 이래희

●지역봉사부(부장: 권미숙)     

118) 무숙자 섬김팀(팀장 남정미): 김홍대, 송규현, 한진희, 정혜경, 정광록, 

        이화진, 윤효창, 김충현, 정은미, 서자연, 권중실, 정정자, 김미옥, 주은혜

119) 장애우 섬김팀(팀장 황원경): 송오빈, 한진희, 백영희, 박신영, 장성수, 김효정B

120) 사랑의 장터팀: 박영자C, 박창현, 원부강, 백영희, 이명숙B

●베데스다부(부장: 오명렬)

121) 디딤돌 심방팀(팀장 이금희): 김은희B, 오명렬, 서진숙, 강한나, 이영란, 김한경

122) 돌보미 카드팀(팀장 서진숙): 임영희, 윤혜원, 민미순, 김진경, 김경동, 강은숙, 

        김이향, 박소영, 김민수, 홍정란, 김난주, 최윤희, 전기열, 민경란, 박광미, 하문자, 

이민경B, 장제나, 조세일, 홍의웅, 박진숙A, 김희정A, 이진주, 김숙자, 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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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울타리 섬김팀(팀장 이영란): 황복림 

124) 정보상담팀(팀장 박수진): 김경진B

125) 카드제작팀: 김주영A, 손지수, 김효정, 최윤희, 이화진, 고윤홍, 김현정A, 

고한나

126) 환우모임지원팀(팀장 최윤희): 오명렬, 박경신

●나눔지원부(부장: 장은규)

127) 나눔관리팀: 한경희, 정혜경, 유연주, 김옥남, 한인숙, 윤은영, 정은미, 

최미정, 박미영A, 한순애

128) 탈북민섬김팀: 설정선, 김일구

129) 고장 수리팀: 전방현

130) 영문 서류 봉사팀: 김홍대, 김경진B, 배영지

●의료봉사부(부장: 김복춘)

131) 양호실팀(팀장 조은희): 이성실, 고혜영

132) 의료상담팀(팀장 고혜영): 이태업

133) 운영 및 홍보팀(팀장 이재희):

●전도부(부장: 신호준)

134) 전도기획팀(팀장 이준호): 조혜영, 신호준

135) 이슬비 사랑의 편지팀(팀장 최동명):

136) 전도집회팀: 김희성

137) 직장전도팀:

138) 예수님 영접 모임팀(팀장 김미동): 정경진, 양성혜, 김순희, 정은미, 박정임

137) 직장전도팀:

138) 예수님 영접 모임팀(팀장 김미동): 정경진, 양성혜, 김순희, 정은미, 박정임

●미디어 전도부(부장: 최유진)

139) 미디어 제작 배포 및 관리 후원팀(팀장 박현미): 고성원, 신현정, 조선영, 

박명옥, 고한나

140) 사랑 양육 주보 및 관리팀(팀장 민연진): 양성혜

7. 전도위원회 (위원장: 서윤원 장로, 담당교역자: 조종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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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 1부(부장: 윤지은)

141) 새가족 영접팀(팀장 한민호): 박찬우A, 박현주A, 최미정, 이기하, 강성욱, 

하영윤, 박월애

142) 주일 새가족 도우미팀(팀장 박선영A):

143) 바나바 1,2,3,4팀(2팀장 정미경, 3팀장 장성수, 4팀장 박월애): 김주영A, 

송규현, 정혜경, 박수진, 박소영, 김은경B, 강기련, 황선희, 조혜진, 

 이혜리, 나윤희, 김인영, 오명렬, 강우진, 배주영, 홍수정, 김승남, 최유나, 

박선영A, 유예랑

144) 중보기도팀(팀장 최윤자): 한케렌, 권준희, 김연신

145) 목장 소개팀(팀장 김은경B): 박수진, 이윤경, 류시나

146) 가정교회 팀(팀장 최미정):

147) 심방팀:

●새가족 2부(부장: 성승철)

148) 새가족 교육팀(팀장 서지승): 이지연B, 박선영A, 김윤정C, 윤영숙, 양성혜,

정구옥, 성승철, 길지영, 이호진

149) 찬양팀(팀장 유경은): 우주양, 전태운, 전애정, 강승헌, 곽지원, 고은순, 

손수현, 손유경, 반용찬

150) 관리팀(팀장 곽백수):

●새가족 3부(부장: 박현주A)

151) 환영 1팀(팀장 차은자): 박찬우A, 박현주A, 박영수C, 왕채이, 김미동, 

김윤용, 양성혜, 창제프, 장애자, 유은선

152) 환영 2팀(팀장 강귀순): 박현주A

●건물 차량 관리부(부장: 양종열) 

153) 건물관리수리팀: 탁정업, 박재호, 박찬우A, 박세택, 박명옥, Herman Cho,

윤상윤, 김영국B, 황대행

154) 차량관리팀: 김승극

155) 집회 주차관리팀:

156) 30분 주일 주차팀: 박재호, 원동우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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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환경미화팀(팀장 이요한): 신창희

158) 10분 주일 화장실 청소팀(팀장 한희숙): 김정신, 고성원, 정주영B, 고윤홍, 

고한나, 김승극 

●행정 관리부(부장: 우원하) 

159) 행정 관리팀: 김선숙A, 박소영

160) 법무팀: 강주연, 백원종

●IT 부(부장: 이종기)   

161) IT 관리팀: 김홍대, 신성식

162) 웹 및 소프트웨어 팀(팀장 정은이): 원재랑, 주성욱, 안지철, 박성진, 김재극

163) 사진팀: 김홍대

●자산 및 구매 관리부(부장: 임용훈)

164) 물품 구매팀: 임윤희

165) 자산 및 비품 관리팀: 김재원

●친교부(부장: 이영숙)

166) 주일 음식팀(팀장 윤선숙): 이명호, 김선숙A, 김종필, 이영숙, 전춘매, 박경표

167) 교회행사 및 손님접대팀(팀장 염봉례): 정혜경

●경조부(부장:       )

168) 경조팀: 정광록, 박명춘, 차성훈

●체육행사부(부장: 박재호)

169) 탁구팀(팀장 안성호): 장영기

170) 배구팀(팀장 유동준): 박재호, 박찬우A

171) 농구팀(팀장 이찬배): 김동규

9. 친교위원회 (위원장: 김부웅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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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테니스팀: 이준호

●에녹봉사부(부장: 탁정업)

173) 예배찬양팀(팀장 조은아): 신지현, 오건환, 김희정A, 장은영

174) 중보기도팀(팀장 김인자): 조세일

175) 차량봉사팀: 오인혜, 오건환, 김승극, 김희정A

176) 행사팀: 정혜경, 조혜영, 김영철

177) 특별활동팀: 정선희, 박옥진

178) 간호팀:

179) IHSS팀(팀장 윤혜석): 김영순

●친교봉사부(부장: 정구옥)

180) 친교봉사팀: 최윤미, 이민경B, 박승향, 박월애, 성정, 박경자A

●청년섬김부(부장: 박준희)

181) 기획 및 홍보팀(총무 최철수)

182) 목자 섬김팀(총무 강성태)

183) 자녀교육팀(총무 김종필)

184) 행사팀(총무 정규화)

185) 목장 선교지원팀(총무 송욱영)

186) 재정팀(팀장 구명관):

187) 1부팀(팀장 구윤경):

188) 2부팀(팀장 고윤홍):

189) 3부팀(팀장 이진주):

ORGANIZATION

10. 에녹위원회 (위원장: 이태업 장로, 담당교역자: 이에스더 전도사)

11. 비전청년위원회 (위원장: 전광수 장로, 담당교역자: 이산돌 목사)

12. 가정교회 사역원 (평원장로: 최상훈, 백준호, 민경진, 한준수, 위현량 장로)

13. 재정부 (부장: 장홍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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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초원 : 강성태, 고정훈, 정금섭, 노윤서, 백원종, 이매디슨

김영철 초원 : 윤시현, 김영철, 김영복, 김요섭, 박재성, 박찬우A

김학수 초원 : 김학수, 안지철, 이정미A, 최상훈A, 황경석

김영곤 초원 : 김영곤, 김규동, 박성은, 이상분, 이정수

한광선 초원 : 한광선, 김정연, 박진숙A, 서윤원, 이상은, 이명호

최철수 초원 : 최철수, 엄태호, 오진형, 윤정희, 정경혜

민형규 초원 : 민형규, 우상중, 임승범, 임승쾌, 황대행

강창범 초원 : 강창범, 송준현, 우병기, 전광수 

송욱영 초원 : 송욱영, 김희성, 박명옥, 이준승A, 이원재, 진요한 

김재원 초원 : 김재원, 김종수A, 남기영, 민경진, 이태업, 홍장원

구명관 초원 : 구명관, 김일구, 이종현, 편재호, 고석진, 박명춘

김범진 초원 : 김범진, 김우찬, 이관오, 정정수, 김덕진

박종화 초원 : 박종화, 백영진, 김현배, 이기형, 최진호A, 위현량

이구진 초원 : 이구진, 안성현, 이용원, 김용훈, 이치훈

정규화 초원 : 정규화, 김낙은, 조성주, 김영국B, 심도준

산호세 평원 (담당교역자 : 조종연 목사, 평원장로 : 최상훈  장로)

동부 평원 (담당교역자 : 이영기 목사, 평원장로 : 백준호 장로)

서부 평원 (담당교역자 : 김인환 목사, 평원장로 : 민경진 장로)

남부 평원 (담당교역자 : 박기한 목사, 평원장로 : 위현량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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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초원 : 김동규, 송규현, 이평우, 정광록

김종필 초원 : 김종필, 김종길, 손진우, 송오빈, 신상훈

한승훈 초원 : 한승훈, 김웅, 이상필, 이수지, 이종상 

한의상 초원 : 한의상, 김경진B, 김성범, 최영훈

최상훈B 초원 : 최상훈B, 노범준, 윤정숙, 이기수, 한준수

김옥남, 엄귀섭, 윤여덕, 최정자B 김광성 탁은숙, 김사인, 황두이, 김모경

김대순, 김예별, 박지혜, 변지용, 윤선용, 윤세영, 이휴신, 전현수, 정예지, 

지혜민

ORGANIZATION

북부 평원 (담당교역자 : 박성호 목사, 평원장로 : 한준수 장로)

에녹 평원 (담당교역자 : 이에스더 전도사, 평원장로 : 이태업 장로)

비전청년 평원 (담당교역자: 이산돌 목사, 평원장로: 전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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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계획표PLAN

※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월 주일 행사날짜 행        사

1

7
1/7(주일)
1/13(토)

2018년 봉사자 및 서리집사 임명
제직세미나, 무숙자사역
청년평원 일일 기도회

14
1/14(주일)
1/17(수)

신년 제직회
Kid's Club 상반기 개강(George Mayne Elementary School)

21

1/21(주일)
1/24(수)
1/27(토)
1/27(토)

정기 공동의회, 결산 수리 및 예산안 채택
에녹평원 상반기 개강
한국학교 개강
무숙자사역

28 1/28(주일) 산상기도회

2

4

2/4(주일)
2/6(화)
2/6(화)
2/7(수)
2/10(토)

English Joint Service(영어 연합 예배)
밀알 선교단 봉사
화요여성예배 봄학기 개강
에녹평원 헌신예배
무숙자사역

11
2/11(주)
2/13(화)

산상기도회
성경학교 봄학기 개강

18 2/24(토) 무숙자사역

25
2/25(주일)
3/3(토)

바나바 세미나
상담세미나- 신혼부부(4주간)

3

4
3/6(화)
3/8(목)

밀알 선교단 봉사
사랑방 10주년 기념예배

11
3/10(토)
3/11(주)
3/16(금)

무숙자사역, 아버지 자녀양육세미나(7주간)
산상기도회
전반기 청년부 수련회(3/18까지)

18 3/24(토) 무숙자사역

25
종려
주일

3/25(주일)
3/26(월)
3/30(금)

성찬예식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3/31까지)
성금요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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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일 행사날짜 행        사

4

1
부활
주일

4/1(주일)
4/1(주일)
4/3(화)
4/7(토)
4/14(토)

중고등부 Baptism/Confirmation
부활주일 예배, 세례예식
밀알 선교단 봉사
상담학교 심화과정(4주간)
무숙자 사역

8 4/8(주) 산상기도회

15

22
4/22(주일)
4/28(토)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
무숙자 사역

29

4/29(주일)
5/1(화)
5/5(토)
5/5(토

청년부 야외예배
밀알 선교단 봉사
VIP초청야유회
Hot to God 어린이 합창단 정기 공연

5

6
5/6(주일)
5/12(토)

English Joint Service(영어 연합 예배)
무숙자 사역

13

5/15(화)
5/16(수)
5/19(토)
5/19(토)
5/19(토)

성경학교 봄학기 종강
Kid's Club 상반기 종강
중년부부 세미나 (4주간)
한국학교 종강
제 24회 북가주 교회 친선 탁구대회

20

5/20(주)
5/22(화)
5/23(수)
5/26 (토)

산상기도회
화요여성예배 봄학기 종강
에녹평원 효도관광
무숙자 사역

27

6

3
6/5(화)
6/9 (토)
6/9 (토)

밀알 선교단 봉사
무숙자 사역
임마누엘 농구대회

10
6/10(주일)
6/13(수)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6/12까지)
에녹평원 상반기 종강

17

6/17(주일)
6/17(주일)
6/22(금)
6/23(토)

청년평원및 건축팀 단기선교(뉴멕시코)(6/23까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6/20까지)
사랑방 수양회(24일(주일)까지)
전도세미나, 무숙자 사역

24

70 2018 교회요람



행사 계획표PLAN

월 주일 행사날짜 행        사

7

1 7/3(화) 밀알 선교단 봉사

8
7/8(주)
7/10(화)
7/14(토)

산상기도회
중고등부 선교 (SF City Impact)(7/13까지)
무숙자 사역

15

22 7/28 (토) 무숙자사역

29

8

5
8/5(주일)
8/7(화)
8/11(토)

English Joint Service(영어 연합 예배)
밀알 선교단 봉사
무숙자 사역

12 8/12(주일) 교육부 부서별 졸업예배, 산상기도회

19

8/19(주일)
8/24-26
8/25(토)
8/25(토)

교육부 Promotion Sunday
청년평원 후반기 리더 수련회
무숙자 사역
한국학교 개강

26 8/29(수) 에녹평원 하반기 개강

9

2
9/4(화)
9/4(화)
9/8(토)

밀알 선교단 봉사
화요여성예배 가을학기 개강
무숙자 사역

9
9/9(주)
9/11(화)
9/15(토)

산상기도회
성경학교 가을학기 개강
청소년 감동캠프

16
9/22(토)
9/22(토)

상담세미나- 자녀교육(4주간)
무숙자 사역

23 9/26(수) 에녹평원 가을 야외예배

30
10/2(화)
10/3(수)
10/5(금)

밀알 선교단 봉사
바나바 하반기 모임
청년평원 후반기 수련회(10/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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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계획표 PLAN

월 주일 행사날짜 행        사

10

7 10/13(토) 무숙자 사역

14 10/14(주) 산상기도회

21 10/27(토) VIP 초청잔치, 무숙자 사역

28

10/28(주일)
10/31(화)
11/3(토)
11/3(토)

VIP 초청잔치
Harvest Festival (교육부 전체)
임마누엘 농구대회
상담학교 기초과정(4주간)

11

4
11/4(주일)
11/6(화)
11/10(토))

English Joint Service(영어 연합 예배)
밀알 선교단 봉사
무숙자 사역

11 11/11(주일) 성찬예식, 산상기도회

18
11/18(주일)
11/24(토

추수감사주일, 세례예식
무숙자 사역

25

12

2

12/2(주일)

12/4(화)
12/4(화)
12/8(토)

Hot to God 어린이 합창단 정기 공연 및 임마누엘오케스트라 
겨울 정기연주회
화요여성예배 가을학기 종강
밀알 선교단 봉사
무숙자 사역

9

12/9(주)
12/10(월)
12/11(화)
12/12(수)
12/13(목)
12/15(토)

산상기도회
대강절 특별새벽예배(12/22까지)
성경학교 가을학기 종강
에녹평원 하반기 종강
에녹평원 양로원 방문 성탄예배
한국학교 종강

16 12/22(토) 무숙자 사역

23 12/23(주일)
성탄주일
교육부 성탄 발표회

30 12/31(월) 송구영신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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