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도 연합위원회 팀장 추천자 명단 

집사장: 박민규 신도 사무총회장: 김영수 

예배부:  문현남 – 주일 예배 및 특별 집회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 

* 예배준비팀: 문현남 * 주차팀: 조국태 * 안내팀: 윤정원 * 헌화팀: 우정현

봉사부: 김지환 – 음식 봉사와 교우간의 교제와 친교 위한 봉사를 담당

*주방팀: 박미선, 정복순 * 행사기획팀: 박용열 * 경조팀: 권병순 * 북카페팀: 박순정

  교육/훈련부: 박일권 – 전교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

* 영유아부팀: 윤미옥/Dan Tan *유치부팀: * 초등부팀(CM): Daniel McKinney, 박소형

* 중고등부팀(Youth): Soo Lee,  강홍순    * 프렌즈팀: 김제시 * 여성사역팀: 김지혜

선교부: 박성욱 – 선교 사역을 담당

* 선교행정팀: 김유나/김혜선 * 의료선교팀: 유성은, 정용철,  Brian Kincaid

* 난민선교팀: 정용철, Peter Yun * 문서선교팀: * 구제팀: 박영미

기도/전도부: 정용철 – 중보기도 및 전도사역을 담당 

* 전도팀: 김지혜 * 중보기도팀: 황하주

관리부: 박순동 – 교회 안팎의 시설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 

* 건물관리팀: 조영균, Matthew Yang * 조경관리팀:

미디어사역부: 강홍순 – 예배 및 집회의 방송사역을 비롯한 미디어 사역을 담당 

* 방송팀: 김대호 * 웹사이트팀: 최광신 * 음향팀: 김지호

음악부: 정용철 – 예배 및 특별 집회의 찬양/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

* 성가대팀: 박병호 * 찬양팀: 정용철

재정부: 박민규-교회 재정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 

* 회계/계수팀: 조혜진,  한지선 * 감사팀: 박용열, 이재은

목장사역부: 박원철- 한어부 각 목장 및 새가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 

* 마을사역팀: 마을장, 목자 *새가족팀: 신은선, 유인경

영어부: Peter Yun 

* Praise Team: Junior Choi* Worship coordinator:
* A1 ministry: Brian Kincaid
* Vision ministry: Shinyeong Song
* Safety : Bob Neil

* 청년사역팀: 조태욱

* Newcomer: Julie Yun
* A2 ministry: Dan Tan
* Sunday school:
* EM Website: Michael Lee

* A3/Young adult ministry: Sung Wook Park
* Mission: Yuna Kim
* EM Media: Chris Bae

인선위원회: 김중규 문현남 박민규 박성욱 박순동 김제시 

예산위원회: 박민규 윤정한 조혜진 김대호 김지환 

재정위원회: 박민규 김지환 윤정한 

기획위원회: 박용열 박민규 강홍순 박성욱 Dan T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