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교회 청지기 
 

1. 교역자  
o 담임목사: 이성은 목사 
o CM (영어권목회): Richard Kim     중고등부: Helen Jang     유치유년부: 청빙 예정      

2. 공동의회  
o 의장: 이성은 목사  서기: 이재봉 

3. 재정 감사 
o 감사위원: 임인근, 이숙경  

4. 당회    
o 회장: 이성은 목사  서기: 이재봉     

o 회원: 서형태, 이재봉, 허광영, 표경진  

5. 제직회   
o 회장: 이성은 목사        서기: 양상정 

6. 공천위원회   
o 위원장: 허광영  
o 위원: 이재봉, 양상정, 서은자, 석  민, 정현태, 한정희, 안혜영 

7. 재단이사회 (년 차) 
o 이사장: 허광영           서기:  임인근 
o 회원: 당회원 전원, 이명익(1), 김윤정(2), 권국미(1), 임인근(2), 유애숙(1), 정현태(2),  

David Yang (1) and Eric Lee (1) (영어사역부 대표)  

8. 영어사역부 (CM: Cornerstone Ministry)           
o 교역자: Richard Kim        

o 리더: David Yang, Steven Sohn, Tyler Andersen, and Danny Chun 

o KM/CM 코디내이터: 이재봉, 표경진 

9. 제직부서  

1) 재정부     
o 부장: 허광영      차장: 신재용      

o 부원: 김우성, 최진선 

2) 예배부 

o 부장: 표경진       차장: 유주현   

o 강단 미화, 장식: 지정자, 권국미          

o 영접 및 좌석 안내: 이숙경, 김소임   

o 영상 및 음향: 표경진, 신재용      

o 성찬 및 세례식 준비: 석행자, 유애숙 

o 시온찬양대           

지휘: 조진욱      반주: 조미혜        총무: 미정   

▪ 소프라노: 김윤정, 배경애, 서은자, 석선숙, 석인옥, 안종희, 유애숙, 지정자, 허순애  

              임민주  

▪ 앨      토: 임정옥, 조선우, 차명희, 최진선, 한정희, 유주현  

▪ 테      너: 김인송, 정현태, 배진국, 임인근, 양상정  

▪ 베 이 스 : 석호찬, 조기영, 차병주, 이재봉, 김우성 

o 1부 예배 반주: 신수경         

o 금요찬양예배 반주: 신수경   

o 두나미스찬양팀  

리더:표경진   반주:조미혜   팀원: 배진국, 조해용, 조선우, 유주현, 신수경, 양상정  

o 엘샤다이남성중창단  

지도: 표경진     반주: 조미혜      단장: 석호찬 

단원: 조기영, 정관표, 이재봉, 허광영, 김인송, 정현태, 석호찬, 조진욱, 배진국, 임인근,  

        양상정, 김우성 

의상: 최진선, 신수경     

o 결석자 주보 발송: 안혜영          



3) 교육부      

o 부장: 이재봉      차장: 석호찬      

o 교역자:  유치유년부- 청빙 예정 (교사: Shayna Hye-joo Lee),  중고등부- Helen Jang 

o 성인부 교육     

4) 선교부 

o 부장: 허광영,   차장: 김윤정 

o 긍휼사역 팀: 송복숙, 유영해, 지정자, 현태선    

5) 친교부       

o 부장: 서형태  차장:  조선우 

6) 관리부       

o 부장: 서형태    차장: 양상정 

7) 새가족부 & 목양부       

o 부장: 서은자, 임인근      

o 늘푸른 모임        교역자:  

▪ 사역: 분기별로 봄/가을 소풍, 건강 및 교양강좌 2회          

▪ 후원: 목양/새가족부 및 남여선교회  

o 새가족 도우미 팀: 이숙경, 조승연 

o 심방 팀: 현태선, 박창재, 임영순, 석행자, 지정자            
     

8) 제직 (년 차) 

o 교역자: Richard Kim, Helen Jang 

o 시무 장로: 서형태(5), 이재봉(5), 허광영 (4), 표경진(1) 

o 원로 장로: 조기영        

o 명예 장로: 박창재   

o 은퇴 장로: 현태선, 유민희, 정관표, 신정훈, 이명익  

o 시무 안수집사: 서은자(5), 임인근(4), 김윤정(3), 석호찬(1),  양상정(1), 신재용(2) 

                     조선우(1), 유주현(1)                                   

o 휴무 안수집사: 배진국, 차병주, 차명희   

o 은퇴 안수집사: 첸송자, 이승래, 임영만, 양기자, 안종희, 최태강 

o 권      사: 권국미, 권군자, 김규선, 김선자, 김영출, 김재희, 석행자, 송인명, 유영해  

              이영자, 이재분, 임영순, 임정옥, 전현선, 정혜정, 지정자, 최음전, 송복숙, 신순자  

              임종분, 정명자, 정봉임, 손영순, 유애숙                      

o 서리집사: 권선준, 권순규, 김인송, 김정남, 노태욱, 백낙보, 석   민, 신재용, 엄기웅  

              여운국, 유성희, 이태선, 이흥석, 정현태, 조진욱, 조해용, 지종옥, 오정환, 김형식  

              김우성, 홍성억, 진송재 (이상 남자)  

o 서리집사: 권월순, 김은송, 김주숙, 배경애, 배계자, 석선숙, 석인옥, 신수경, 안혜영, 임미라,  

              임민주, 오윤이, 이숙경, 이현근, 이현희, 임영애, 정숙희, 조미혜, 조승연, 조은경,  

              조희숙, 최진선, 한정희, 허순애, 김소임,  양현주 (이상 여자)      

  



10. 셀 조직   

 

♦  사랑셀    리더: 현태선 장로  10      

     현태선, 김영출, 정숙희, 임영만, 송인명, 김재희, 오정환, 이승래/배계자, 임종분 

♦  기쁨셀    리더: 조기영 장로       총무: 지정자 권사 17 

     조기영/임정옥, 엄기웅/송복숙, 유성희/ 유영해, 지종옥/지정자, 여운국/전현선,    

     김정남/김규선, 이흥석/이영자, 김은송, 진송재/정봉임                         

♦  화평셀     리더: 허광영 장로       총무: 임인근 집사 16 

     허광영/허순애, 임인근/임민주, 정현태/조승연, 석행자, 첸송자, 정관표/정혜정, 신정훈/원순자  

     양기자, 오윤이, 노태욱/유애숙                                                      

♦  인내셀    리더: 이명익 장로       총무: 김윤정 집사  24 

     이명익/김현희, 최음전, 박창재/임영순, 권군자, 권순규/권국미, 손영순, 유민희, 이태선, 김윤정 

    백낙보/김선자, 임미라, 최태강/이숙경, 권선준/권월순, 임영애, 이재분, 정명자, 양상정/양현주  

♦  충성셀     리더: 서형태 장로       총무: 안종희 집사  20 

     서형태/서은자,  안종희, 한정희, 김인식/김주숙, 조해용/조은경, 이현근, 배진국/배경애 

     석   민/석선숙, 석호찬/조미혜, 김형식/김소임, 홍성억, 이병환/박기영 

♦  온유셀     리더: 이재봉 장로       총무: 표경진 집사  19  

     이재봉/최진선, 표경진/신수경, 차병주/차명희, 신재용/안혜영, 유주현/김우성, 김인송/조희숙,  

    석  경/석인옥, 조진욱/조선우, 허정아, 윤석연/윤미숙 

 

11.  남여 선교회  

 

♦  모세 남선교회 14 

    박창재, 임영만, 김정남, 백낙보, 여운국, 이승래, 조기영, 엄기웅, 이흥석, 유성희, 지종옥, 이태선  

    오정환, 신정훈  

♦  여호수아 남선교회 15 

    정관표, 권순규, 권선준, 배진국, 최태강, 이명익, 노태욱, 서형태, 김인식, 이재봉, 조해용, 김형식, 

    진송재, 홍성억, 윤석연 

♦  베드로 남선교회 14 

    허광영, 석  민, 임인근, 차병주, 정현태, 조진욱, 김인송, 석호찬, 표경진, 신재용, 김우성, 양상정 

    석  경, 이병환 

♦  한나 여선교회  23 

    김영출, 송인명, 김선자, 김재희, 최음전, 권군자, 김규선, 임영순, 이재분, 석행자, 권국미  

    이영자, 전현선, 임정옥, 김은송, 첸송자, 양기자, 배계자, 원순자, 정봉임, 정명자, 임종분 

    오윤이    

♦  에스더 여선교회 12 

    손영순, 유민희, 유영해, 현태선, 지정자, 송복숙, 정숙희, 정혜정, 유애숙, 안종희, 권월순, 임영애 

♦  드보라 여선교회  19 

    서은자, 임미라, 김주숙, 석인옥, 이숙경, 김현희, 이현근, 허순애, 한정희, 조희숙, 배경애, 조은경  

    최진선, 석선숙, 차명희, 김소임, 임민주, 박기영, 윤미숙 

♦  루디아 여선교회  8 

    조미혜, 조승연, 김윤정, 조선우, 안혜영, 신수경, 유주현, 양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