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제직임명 및 교회 조직 

1. 담임목사: 박경근              

2. 시무장로: 김헌, 박종구 

3. 원로장로: 김원식, 문영옥, 임승의 

4. 은퇴장로: 신경준, 신영근, 장동욱, 장상근, 정동진, 정병옥 

5. 공동의회: 의장- 박경근, 서기-김헌 

6. 당회: 당회장-박경근, 서기-김헌, 당회원-김헌, 박종구 

7. 교회재단: 이사장-김헌, 서기-박종구 

8. 제직회: 회장-박경근, 서기-김헌 

9. 감사: 박철효, 황성진 

10. 각 부서장 

A. 관리부장: 장동욱 

B. 예배부장: 김헌/ 차장: 김윤정 

부원: 이효찬, Alan Smith, 조형주, 황성진 

C. 재정부장: 박종구/ 차장: 임혜숙 

부원: 서문섭, 크리스티 

D. 선교부장: 윤지환 

E. 새가족부장: 김영/ 차장: 장순이 

F. 교육부장: 박철효 

G. 도서부장: 김윤정/ 부원: 서명희, 임선미, 최현아, 최현옥 

H. 봉사부장: 조지현 

I. 동시통역부장: 박철효/ 부원: 김다은, 김원화, 미숙 Smith 

J. 청년부장: 박보용 

K. 주보발송: 이선미                

11. 남선교회: 회장-장동욱, 부회장-정필원, 회계- 박종구 

12. 여선교회: 회장-조지현, 부회장-김윤정, 총무-최현옥, 회계-김영란 

13. 안수집사회: 회장-이효찬, 부회장-박철효, 총무-김윤정 

안수집사: 김윤정, 박철효, 윤지환, 이효찬, 장지니 

14. 은퇴안수집사: 서문섭, 정기순, 현혜원 

15. 권사회: 회장-김영자, 부회장-김영, 총무-장순이 

 

 

16. 남자서리집사: 김수철, 박보용, 박진태, 박태서, 손성복, 손영권, 임동백, 우종현, 

임병민, 장흥수, 정필원, 조승호, 조형주, 최원석, 황성진,  

Alan Smith, Bill Brown, Josh Miller, Ken Andrews, Michael Davison, Paul Strohm,  

17. 여자서리집사: 고은혜, 곽현영, 김민경, 김민정, 김승미, 김영란, 김진옥, 김현숙, 

김현주, 미숙 Smith, 박경숙, 박민선, 박원선, 박지현, 박현진, 박혜란, 박현희, 백미미, 

서명희, 서연자, 서유진, 손태연, 안옥순, 유명애, 유홍분, 이명자, 이선미, 이수정,  

이정화, 이혜진, 임선미, 장윤희, 정경란, 조지현, 진형숙, 차순복, 최은주, 최현아, 

최현옥, 크리스티, 허삼숙 

18. 권사: 김숙희, 김순희, 김신영, 김영, 김영자, 송선옥, 신의정, 이순애, 임재인, 장순이, 

진혁희 

19. 명예권사: 김기숙, 김명례, 김영옥, 김옥봉, 김인숙, 박춘자, 손경희, 신옥자, 우병희, 

윤인숙, 이금연, 이명화, 이문자, 이애순, 이정균, 이주영, 임수제, 임혜숙, 정병례, 

정호진, 장순연, 조말순, 차정자, 최정순, 홍성숙  

20. 찬양대 

A. 대장및 지휘: 김헌 

B. 반주: 김유선 

C. 찬양대원 

a. 소프라노: 김신영, 김영  

b. 알토: 김기숙, 김윤정, 미숙 Smith, 이순애, 장순이, 조지현, 허삼숙 

c. 테너: 황성진 

d. 베이스: 박종구, 정필원 

21. 찬양팀 

A. 팀장및 인도자: 김헌 

B. 반주: 김유선, 박기쁨, 박보용 

C. 싱어: 김다은, 김윤정, 정필원 

D. 드럼: 박보용 

E. 음향 및 영상: 이효찬, Alan Smith, 황성진 

22. 교회학교 

A. 중고등부/EM 교사: Nicole/Randy McCaskill, Brian Wagner 

B. 유년부 교사: Malcolm/Bridget McCaskill, 서명희, 윤지환 

C. 유치부 교사: 박보용, 서유진 

 



 

 

2021 년  구역 조직표 

에녹구역         구역장: 홍성숙        부구역장: 김기숙 

김광전/영옥,  김기숙, 김명례, 김옥봉, 김순희/ Paul Strohm, 김인숙, 문영옥, 박원옥, 박춘자, 손성복/경희, 신경준, 우병희 

윤인숙, 이명화, 이애순, 조승호/이정균, 이주영, 임동백, 임승의/수제, 임혜숙, 장상근/순연, 정호진, 조영길/말순, 차정자, 최정순, 홍성숙  

1 구역             구역장: 김윤정     부구역장: 서명희 

김영란,  김윤정,  박지현, 박태서, 서명희/ Josh Miller 

오남희, 윤지환/민경, 조형주/지현, 허원준 

2 구역            구역장: 최원석      부구역장: 최현아 

구창민, 김숙희,  김영자/Bill Brown, 김유선, 김현주, 류지훈/고은혜 , 

신의정, 유경화, 임재인, 진혁희, 차순복 , 최원석/현아, 현혜원 

4 구역    구역장: 장동욱     부구역장: 허삼숙 

김순군/진옥, 남상현/박현희, 박경숙/Don, 손영권/최은주, 송선옥, 

우종현/이혜진, 임병민/선미, 장동욱/순이, 허삼숙 

5 구역        구역장: 박종구      부구역장: 황성진 

김수철/민정, 박종구/원선, 박철효/현진,   

안옥순, 이효찬/수정, 황성진/최현옥, 최재심 

6 구역     구역장: 정필원       

김현숙, 박보용/서유진, 박진태/민선, 박혜란, 

서문섭/연자, 이선미, 이정화, 이진민, 정필원/곽현영, 홍원경 

7 구역      구역장: 김헌        부구역장: 이순애 

김다은, 김승미, 김헌/영, 이순애, 장흥수/윤희,  

정병옥/기순, 조성윤 

8 (English)구역       구역장: Alan Smith 

Alan/ 미숙 Smith, Brian Wagner/진형숙, Ken Andrews/김신영     

Michael Davison/손태연, 백학선/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