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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인총회 의사일정 Annual Church Conference Agenda

● 환 영 Welcome / 정현섭 목사, Rev. Hyun Sup Jung

● 개회기도와 개회선언 Opening Prayer & Call to Order / 스테이시 감리사 Rev. Staci Current, DS

● 교인총회 기본안건 Church Conference Agenda 

◾ Elect A Recording Secretary / 서기선출 

◾ Membership Report / 교인 멤버쉽 보고 / 담임목사

◾ SPRC Report, Clergy Compensation / 목회협조위원회 보고 / 손수락 장로

◾ Nominations Report, Election of Officers / 은사계발위원회 보고 / 담임목사 

◾ Lay Servant, Candidate for Ministry Certification / 안수목회자 후보 추천 / 손수락 장로

◾ Pastor’s Report, Lay Leader’s Report / 담임목사, 조종애 선교사

◾ Reports / 각 부서장

◾ DS Closing Remarks / 감리사 맺는말

◾ Adjourn With Prayer / 폐회기도

● 위원회 및 부서별 보고서 / Committees & Ministry Teams Reports

   1. 목회자 보고 Pastors' Report / 2

   2. 교인등록 현황 Membership Report / 13

   3. 신도대표·Lay Leader / 14

   5. 임원회장·Church Council Chair / 15

▪ 행정위원회 보고서 Committees on Administration

   1. 목회협조위원회 SPRC· Pastor‘s Compensation / 17

   2. 은사계발위원회· Lay Leadership / 19

   3. 재단관리위원회·Trustees / 26

   4. 재정위원회·Finance / 27

▪ 사역위원회 보고서 Ministry Teams

    1. 증거사역위원회·Witness / 30

    2. 예배사역위원회·Worship / 32

  3. 교우사역위원회·Membership Care / 33

    4. 봉사사역위원회·Service / 35

    5. 교육사역위원회·Christian Eduction / 36

▪ 선교회 및 기타기관 보고서 Mission Groups 

   1. 남선교회·UMM / 41

   2. 여선교회·UMW / 42   

   3. 장학위원회·Scholarship Foundation / 45

   4. 교회창립연도 테스크포스·Church Founding Year Task Force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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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보고 Lead Pastor's Report 

정현섭 목사 / Lead Pastor Hyun Sup Jung 

■ 2021년 표어와 목표 ■

   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  목표: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기

■ 2021년 기도제목과 성구 ■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행 9:31) 

■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1.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2.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3.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4.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5.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6.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입니다. 

역사적 숨결과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은 오클랜드교회는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2021년 연중 목회활동 및 교회주요행사 Pastoral Ministries & Church Events] 

▪ 1월 : 3일 신년주일, 매주일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북가주여선교회연합회 수련회 및 총회(9일, 

ZOOM),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성경통독/통독문제풀이(마지막 3년차) 시작, 주일학교 성경공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사 보기” (12월 시작, ZOOM)), 매일영상예배(매주 화~토), 

신년감사헌금($6,720.00) 

        10일 신년 임원 및 사역자임명예배, 남녀선교회 회장단 미팅(ZOOM)

        17일 신년 속장 줌미팅, 한국학교 봄학기 개강(온라인원격수업, 23일), 김이안 군 출산(14일, 김근환 

집사 가정)

        24일 1/4분기 정기임원회(임원회장 황원규 권사, ZOOM), 김귀남 권사 소천(22일), 연회목회자 

Gathering of Orders(25일, ZOOM)    

        31일 루디아 여선교회 월례회(줌), 세금보고용 헌금영수기 발행, 청년부 성경공부 

시작(그리스도인의 확신, ZOOM), 한인코커스 모임(2/4, ZOOM)

▪ 2월 : 7일 매주일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설날 뷸라 제7차 나눔사역(11일, 전체교우가정, 뷸라상반기 

펀드 $7,500.00), 매일영상예배(매주 화~토), 상항교회 줌특별집회 참여(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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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에스더여선교회 월례회(ZOOM), 성회수요일 라이브영상 특별성찬예배(17일)

        21일 역사표석관련 준비모임(ZOOM, 교회창립연도 테스크포스팀 결성), 제1회 한인여선교회 

학당(전국여선교회연합회, 26일, ZOOM, 강사: 이길주 교수), 청년부 주일개더링 

        28일 남선교회 헌신예배(사회: 회장 김우정 권사, 설교: 임봉대 목사), 남선교회 주관 줌 

특별세미나(강사: 임봉대 목사, 포스트 코로나 시개의 교회의 변화와 과제), 고 김귀남 권사 

장례예배(3/5)

▪ 3월 : 7일 매주일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임시임원회(한인박물관 역사표석 제1호 결정), 사순절 

금식헌금(아리조나 나바호선교지 후원, 한명수 선교사), 이용제 성도 소천(5일), 

매일영상예배(매주 화~토) 

        14일 제1차 무숙자 점심사역(남선교회), 여선교회 헌신예배와 부활절을 위한 인사 및 찬양영상 

준비, 일광절약시간 시작

        21일 대면예배준비팀 줌미팅, 대면예배 프로포절 캐비넷 승낙(수용인원의 25%), 부활절 뷸라 제8차 

나눔사역(25일, 75세 이상교우가정), 아틀란타 총기희생자 후원헌금, 고 이용제 성도 

장례예배(23일)

        28일 종려주일예배, 고난주간 성금요일 특별라이브영상예배(4/2), 제2차 무숙자 점심사역(남선교회), 

고난주간 새벽라이브 영상예배(부활절 목회서신 및 1회용 성찬기 발송

▪ 4월 : 4일 매주일 대면예배 및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부활주일예배(성찬예식, 찬양대 특별찬양, 

주일학교 탄소금식 영상, 찬양부 영상), 대면예배 시작(47명 참석, 수용인원 25%, 

온라인라이브 영상예배 병행), 여선교회연합회 선교바자회 주문 시작, 선교현황게시판 설치, 

주일학교 역사 성경공부 세션 투 시작 (리더: 정기호, 한상인 학생), 담임목사 기도원 

방문(6~9일), 부활절감사헌금($11,265.00), 주중영상예배(매주 수, 토요일)

        11일 제3차 무숙자 점심사역(남선교회), 대면예배준비팀 줌모임(정식대면예배 6월15일 이후 결정), 

담임목사 상반기 휴가(12~17일),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13~15일, ZOOM) 

        18일 정승호 목사 설교 (미주기아대책본부 사무국장, 특별선교후원 $4,200.00),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22일, ZOOM), 제2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학당(24일, ZOOM)

        25일 제4차 무숙자 점심사역(남선교회), 평화통일 심포지움(줌, 겨자씨선교회), 여선교회연합회 

선교바자회, 

▪ 5월 : 2일 매주일 대면예배 및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한인코커스 임시실행위원회(6일, 

콘트라코스타), 주중영상예배(매주 수, 토요일)

         9일 어머니주일 에스더/루디아 여선교회 합동헌신예배(사회: 에스더 회장 곽송자 권사, 설교: 

한명수 목사, 아리조나 나바호 선교사, 여선교회 사역보고: 루디아회장 양경혜 권사, 남선교회 

다과후원), 어머니주일 제9차 나눔사역(뷸라/여선교회 합동, 75세 이상 교우가정), 제5차 

무숙자 점심사역(남선교회), 한국학교 봄학기 종강(15일)

        16일 나바호 인디안 선교후원 $4,500.00(사순절 금식헌금 및 지정헌금), 오인숙 권사 소천(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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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한인코커스 주관 강단교환 선교주일(개척교회 후원헌금 $1,570.00), 2/4분기 정기임원회(줌), 

대학졸업생(매튜 오) 

        30일 찬양대 헌신예배(사회: 찬양대장 정지선 장로, 설교: 박용규 목사,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 

제6차 무숙자 점심사역(남선교회), 고 오인숙 권사님 장례(6/2), 뷸라미니스트리 감사(6/3)

▪ 6월 : 6일 매주일 대면예배 및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주중영상예배(매주 수, 토요일), 본당 리모델링 

공사준비모임(본당 플로어/의자 교체 및 페인드, 교회간판 교체, 교회옆문 교제, 유쓰예배실 

외벽 수리 결의), 교회창립연도 테스크포스팀 결성(위원장 조길호 장로/ 위원: 담임목사 

신도대표 임원회장 권헌일 김우정 민태왕 손수락 이종혁 장유익 한연우), 설교청취용 

히어링에이드 구입(뷸라펀드, 15셋트), 연회 칼까뇨 감독과 한인코커스 목회자모임(10일, 

본교회)

        13일 본당리모델링 공사시작(본당 장의자 철거 및 벽면 페인트칠), 뷸라 하반기 펀드 $12,000.00 

수령, 제1차 교회창립연도 테스크포스 모임(19일)

        20일 아버지주일예배, 고 이상배 권사 1주기 추모예배, 주일학교 유쓰송팀 특별레슨(25일, 8주간), 

Cal-Nev Annual Conference (26-27일, ZOOM)

        27일 속장 줌미팅(속회모임과 선교후원 논의), 결혼예식(김진세 형제, 박신원 자매, 본당), 본당 수리 

후 공식 대면예배시작

▪ 7월 : 4일 매주일 대면예배 및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주중영상예배(매주 수, 토요일), 미국 

독립기념일, 본당 회중석 프로어 공사 진행(4~10일), 민예인 전도사, 김하영 사모 

결혼예식(10일, 한국안산광림교회) 

        11일 본당 강단 플로어공사 진행(11~18일), 장세원 전도사 한국 방문(7/11~9/7)

        18일 본당 찬양대석 및 찬양대 의자(24개) 설치작업(19~22일)

        25일 조재각 장로 백세 생신축하, 한인코커스 주관 유쓰연합캠프(26~28일, City Team Camp, 2명 

참여), 본당 의자(150개), 소망회실 의자(45개) 조립 및 설치작업(29일), 주일학교 역사 

성경공부 세션 쓰리 시작

▪ 8월 : 1일 매주일 대면예배 및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주중영상예배(매주 수, 토요일), 

교회창립기념주일 전교인합동 성찬예배, 창립감사헌금($15,087.00, 교회본당리모델링), 

창립주일 뷸라 제10차 나눔사역(전교인 가정), 주일대면예배 전면오픈, 본당 방송실부쓰 

설치작업(5~7일), 여선교회 선교학교(7일, ZOOM), 청소년 민족캠프(2~4일, Livermore Arroyo 

Camp, 광복회, 오클랜드한국학교 주관)

         8일 본당 방송실부쓰 추가작업(9~10일), 본당리모델링 공사 완료($35,620.49), 민족캠프보고 및 

광복절 행사(14일, 플레젠튼 메리엇호텔)

        15일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설교 김형곤 목사, 오클라호마연회 감리사), 담임목사 금식기도원 

방문(17~20일)

        22일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위원장 손수락 장로), 장학위원회 모임(24일, ZOOM), 민예인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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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입국(24일),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28일, 어린이 82명, 성인 25명, 교사 14명, 스태프 

7명), 이명숙 집사 부군 소천(22일), 김동하 권사 소천(23일)

        29일 추석 나눔사역 준비모임, 한인코커스 실행위원회(9/2, 열린교회)

▪ 9월 : 5일 9월 한달 동안 매주일 비대면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주중매일 라이브영상 

특별새벽예배(매주 화~토요일 새벽6시), 민예인 전도사 사역 시작, 코로나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매주 화요일, Grace Medical Clinic, 친교실), 2021년 장학생 선발 모집시작(대상: 

베이지역 대학신입생 20명, 고 한정석 권사 및 교회 장학펀드) 

        12일 라이브영상 특별새벽예배 둘째주간, 추석 뷸라 제11차 나눔사역 실시(15일, 전교인 가정), 

신자영 권사 소천(12일), 이성애 전도사 소천(16일)

        19일 라이브영상 특별새벽예배 셋째주간, 교인총회 준비모임(ZOOM), 고 신자영 권사 

장례예배(20일)

        26일 라이브영상 특별새벽예배 마지막주간, 2021년 장학생 대학교 신입생 9명 선발($9,000.00) 및 

장학금 수여식(10/2, ZOOM), 고 이성애 전도사 장례예배(27일) 

▪ 10월 : 3일 매주일 대면예배 및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주중 말씀과 함께 영상묵상(매주 화,목, 

토요일, 정현섭 목사, 장세원 전도사, 민예인 전도사 인도), 세계성찬주일 성찬예식

         10일 소망선교회, 에스더/루디아 여선교회 합동임원모임(세 선교회가 신년에 나이를 기준으로 

제1여선교회, 제2여선교회 구성 결의), 남선교회 정기총회(신임 회장 김우정 권사), 

은사계발위원회 제1차 모임(위원장 담임목사, 15일, 소망회실), 한인코커스 주관 선교디너 

선교세미나(16일), 북가주여선교회 선교바자회 주문 

         17일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위원장 손수락 장로, 소망회실), 사역위원회 위원장 및 선교회 

회장모임(22일, 소망회실)

         24일 Cal-Nev Annual Conference(29-31일, 새크라멘토 컨벤션센터), 장세원 전도사 

목사안수식(25일, 한국할렐루야교회, 교단: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31일 504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 소망선교회/에스더/루디아여선교회 합동정기총회- 조직변경 및 

신년회장선임 / 제1여선교회(45년생 이상) 회장 강순자 권사, 2여선교회(46년생 이하) 회장 

양경혜 권사

▪ 11월 : 7일 매주일 대면예배 및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주중 말씀과 함께 영상묵상(매주 화,목, 

토요일), 성찬예식 거행, 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한인코커스) 정기총회(ZOOM), 일광절약시간 

종료

         14일 은사계발위원회 제2차 모임(소망회실), 믿음/사랑속 선교후원 파라과이 선교사와의 

만남(ZOOM), 추수감사주일 강단장식 및 나눔사역 준비(20일), 제2차 교회창립연도 

테스크포스팀 미팅(ZOOM, “1914년 창립, 1905년 태동, Established in 1914, Begun in 1905”)

         21일 추수감사주일 전교인합동예배(설교: 장세원 목사, 민예인 전도사, 추사감사헌금 $20,960.00), 

김이안 어린이 유아세례예식, 속장/인도자모임, 추수감사 뷸라 12차 나눔사역(전교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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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교회달력 베포, 주차장 교회간판 교체착수, 담임목사 하반기 휴가(22~27일) 및 

금식기도원 방문(22~24일) 

         28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예배 및 촛불점화, 4/4분기 정기임원회(교인총회 준비, 소망회실), 

선교후원 줌미팅(증거사역위원장 한연우 권사, 연회선교분담금/ 한인코커스선교후원/ 장학금/ 

국내외선교후원/ 개척,미자립교회후원/ 제비 등 총 $102,594.00, 26개 교회/선교지/기관 등 

후원), 본당/로비 성탄장식(12/4), 한인코커스 실행위원회(12/2, 산라몬밸리한인교회), 

PIM(Partners in Ministry) Conference(12/2, ZOOM)

         

▪ 12월 : 5일 매주일 대면예배 및 라이브영상예배 오전 10시, 주중 말씀과 함께 영상묵상(매주 화,목, 

토요일), 성찬예식 거행, 교인총회 보고서 제출, 한인박물관 ‘미주 한국민 독립운동 표석’ 제1호 

현판식 및 점심친교(관장 정은경, 낮12시, 본당/현관, 후원금 $4,000.00 전달), 로비 포토장식,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주문(연 $40.00), 한국학교 가을학기 종강(11일), 교인총회 보고서 

책자 제작(11일)  

         12일 교회 스탭 연말모임, 2021년 교인총회(14일, 화, 오후7시 ZOOM, 인도: Staci Current 감리사)

         19일 성탄주일 전교인합동예배 (오전10시, 주일학교 찬양팀, 찬양대 칸타타 찬양, 목회자/스탭 

가정 핸드벨연주, 성탄감사헌금, 성탄친교), 이스트베이교회연합회 성탄연합예배(ZOOM, 

오후5시) 

         26일 송년주일, 감리교신학대학 총장방문 동문모임(본교회), 송구영신예배 (31일, 금, 오후7시30분), 

신년축복 특별새벽예배 (1/3-8일, 월-토, 새벽6시30분)

▪ 2021년 새로운 출석교인 New Member : 김하영 나진주 김이안 노종하 장청자 (이상 5명)

김진세 형제 박신원 자매 결혼예식(6/27/주일) 김이안 어린이 유아세례(추수감사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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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연장교육훈련, 영성훈련, 교단모임 참여]

1. Gathering of Orders / 1월 25일 (월) ZOOM / 연회감독 소집, 연회목회자 훈련과정

2. 상반기 기도원행 / 4월 6~9일(화~금) 세계금식기도원 / 개인기도시간 및 목회계획

3. 상반기 휴가 / 4월 12~17일(월~토) / 

4.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 4월 13~15일(화~목) ZOOM / UMC 한인목회자, 한인교회 모임

5.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 4월 22일 (목) ZOOM / UMC 한인교회 모임

6. Cal-Nev Annual Conference / 6월 26-27일 (토~주일) ZOOM / 연회 목회자, 연회대표 참석

7. 코커스 유스캠프 / 7월 26-28일(월-수) Citi Team Camp / 청소년캠프 방문

8. 광복회 주관 민족캠프 / 8월 2~4일(월-수) Camp Arroyo / 베이지역 청소년 역사캠프 참석

9. 여름 기도원행 / 8월 17~20일(화~금) 세계금식기도원 / 개인기도시간 및 목회계획

10. Cal-Nev Annual Conference / 10월 29-31일(금~주일) 새크라멘토 컨벤션센터 / 참석

11. 선교세미나(선교디너) / 10월 16일(토) ZOOM 특별강사 / 코커스 주관행사 참여 

12. 하반기 휴가 및 기도원 행 / 11월 22-24일 (월-수) 북가주 세계금식기도원 / 개인기도와 피정 

13. PIM Conference / 12월 2월(목) ZOOM / A교회-B교회 파트너쉽 재정후원 

14. 한인코커스 실행위원회 / 격월 모임 ZOOM과 대면모임 / 한인교회 공동사역 논의 및 교제  

15. 서울감리교신학대학 동문모임 / 12월 26일 주일 본교회 / 신학교 및 신학생 후원  

[장례예식, 세례예식, 결혼예식 인도]

1. 장례예식 / 고 김귀남 권사(3/5) 고 이용재 성도(3/23) 고 오인숙 권사(6/2) 고 이상배 권사 

추모예배(6/20) 이명숙 집사 부군 추모예배(9/9) 고 신자영 권사(9/20) 고 이성애 전도사(9/27) 고 

김동하 권사(9/28) 

2. 세례예식 / 김이안 어린이(김근환 집사, 황혜진 성도) 유아세례(11/21/추수감사주일) 

3. 결혼예식 / 김진세 형제 박신원 자매(6/27)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를 향한 목회적인 소망]

1.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강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1) 말씀, 기도 그리고 찬송의 기초 위에 마음의 성전을 건강하게 즉 영혼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

도들이 되게 하소서.

  2)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연회 캐비넷의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

로, 하나님의 때에 수 년 안에 이루소서.  

2. 신앙의 후대를 위한 영어권 사역을 세워 가는 교회

  1) 대학생, 청년, 청장년 그룹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예비된 주의 일꾼들을 허락하소서. 

  2) 어린이부, 학생부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교회와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주일학교를 세워주소서. 

  3) 2세를 위한 헌신된 사역자들과 목회자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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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1) 우리 연회와 서부지역 안에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한 기도와 재정 후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선교의 지경을 넓혀 열방들을 향해 선교의 비전과 발걸음을 확장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와 ‘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4.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고 세우는 교회

  1) 교회 개척의 시대에서 멀어져 가는 이 때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2) 연회와 한인코커스의 교회개척에 대한 비전을 뒷받침하고, GBGM (UMC 세계선교부)과 서부지역한인선교구의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에 협력하게 하소서. 

[2022년 주요 목회계획 및 사역비전]

1.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주일대면예배를 비롯 비대면라이브영상예배, 주중영상예배의 운영 강화

2. 1부 9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로 환원 여부 연구

3. 주중모임의 회복: 1) 토요새벽예배(토 오전6시30분) 2) 수요찬양예배(수 오전10시30분) 

4. 속회모임의 회복: 말씀과 친교와 선교, 삼박자를 균형 있게 세우는 소그룹의 회복

5. 시니어사역위원회 신설로 시니어 그룹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나눔사역, 돌봄사역과 뷸라펀드 사역 강화

6. 주일학교 어린이부, 유쓰, 청년 및 청장년부 활성화를 위한 목회 강화

7. 새교우 환영 및 영접, 환영회 등 사역 강화 (선물, 식탁 테이블, 목양실 방문 등) 

8. 남선교회, 제1여선교회, 제2여선교회 등 자치기관의 선교, 봉사 활동 강화 

9.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과 매주일 성경통독문제풀이 진행 및 전교인 구약필사 프로젝트 준비

10. 연회 캐비넷과의 협의를 통한 교회 Relocation에 대한 논의 

11. PIM(Partners in Ministry)과 코커스를 통한 개척교회 후원 강화 및 지역선교 차원 장학사업 강화

12. 속회와 선교회, 개인후원를 통한 선교 후원지 새롭게 지정 / 선교부 펀드 매칭을 통한 선교후원 확대 

13. 예배 순서나 진행의 변화에 대한 논의 및 연구 

14. 주차장 교회간판, 유쓰예배실과 찬양대실 외벽 등 실내외 수리 및 보수공사 추진

15. 장기적으로 교회 앞 도로 포장공사 시기와 맞추어 주차장 펜스교체 및 주차장 확장 추진 희망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담임목사 정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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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보고 / Associate Pastor’s Report

청년/행정담당 부목사 장세원  Associate Pastor Sewon Jang

1. 예배 사역 (주중말씀과 주일예배인도)

작년과 동일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담임목사님과 함께 주중 말씀 사역 (한 달에 1-2번)을 감

당 하였습니다. 이 말씀 사역은 우선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말씀 나눔이었지만 사랑과 기도로 늘 격려해주신 모

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 사역자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번갈아 인도하였습니다. 부족한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을 예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매 주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 주일 연주로 섬기고 있는 예배 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행정 사역 (온라인 라이브 예배 - 자막과 파워 포인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취는 라이브 온라인 예배를 구축한 일입

니다. 담임목사님을 비롯해 부 사역자분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성도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

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주일예배를 포함하여 특별한 예배(장례식 및 행사)가 유투브를 통해 라

이브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막 및 파워 포인트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예배의 원활한 송출을 위해 전체 관

리자인 저를 포함하여 부 사역자와 스텝들이 분단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오클랜드 라이브

예배를 통해 물리적인 제한을 뛰어넘어 어느 곳에서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

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 청년부 사역

2021년에도 변함없이 청년부에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작년과 동일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청년부서는 주일 줌 미팅, 상반기 성경공부 및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심방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성경공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통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

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청년부 줌 미팅을 예배 형식으로 바꾸어, 찬양 및 장세원 목사의 말

씀 나눔을 시작으로 안부와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과 취업으로 인해 타 주로 간 청년들이 있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안에 가정을 이룬 청

년 (김진세&박신원), 그리고 김근환 집사 황혜진 자매의 첫 아들(김이안) 유아 세례, 그리고 취업을 

한 청년까지 많은 축복과 감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 신자 나진주 자매가 청년부 모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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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Blessing Jar’와 함께 기도의 내용을 

적어 담을 수 있는 ‘Prayer Jar'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청년들과 함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자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감사의 내용을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시작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총 12과)”이라는 성경공부로 힘차게 새해의 문을 

엽니다. 청년들이 새해에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성장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진정 되어 더 많은 청년부 모임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합

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청년/행정담당 부목사 장세원

주일 및 주중 줌모임(성경공부와 친교)

어머니주일을 위해 주일학교와 

공동으로 만든 카네이션꽃 

추수감사주일 찬양과 감사고백 영상

성경필사 프로젝트 (잠언- 한영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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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도사 보고 / Education Pastor’s Report

EM 담당 교육전도사 민예인  Education Pastor Yae In Min

지나온 작년 한해를 포함하여 올 한해도 너무나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

다. 그럼에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

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주일학교와 저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

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단비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신 주

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

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주일학교(Sunday School)

현재 주일학교는 2019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어린이부(Children Group)과 청소년부(Youth Group)이 

통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어린이부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며 청소년부로 

진학함에 따라 통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비록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교육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린이부 학생들이 청소년부 선배들을 보며 예배의 태도를 배우고 또 청소년부 학생들은 

어린이부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돌보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주일학교는 “Like Jesus” (에베소서 4:13)라는 주제를 갖고, 학생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동시

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

숙시켜 갈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예수님을 지루한 대상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느껴 질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나눔’에 초점을 맞춰 예배를 진행 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직접 만나 예배 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사랑을 되새길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말씀 읽기

와 기도생활을 독려하는 행사와, 사순절 기간에 ‘탄소금식, 7월에 진행된Youth Retreat과 같이 예수

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닮아갈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학생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할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

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성경 속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와 같이 느껴지고, 성경 속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직접 경험되도록 말씀 나눔의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동시

에, 주일학교는 학생간의 관계와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Song Team과 같은 그룹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균형적으

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또한 사랑을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2022년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직접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

다. 학생들이 자신의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스스로 신앙을 성숙 시켜나갈 방법에 대해

서 생각하고, 주일학교 행사를 기획해 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내년 한해에도 주일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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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써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

립니다.

2. 주일예배 음향 및 찬양인도 

현재 주일학교 예배가 11:10 am 에 진행됨에 따라 10시부터 진행되는 장년층 예배에 저를 포함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유

튜브 송출을 위한 방송장비 및 음향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장목

사님과 양전도사님과 번갈아 가며 예배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

일예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직접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일예배를 섬겨 주시는 많은 Staff와 늘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 매일 예배 및 말씀과 함께

올 한해 온라인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만큼,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 교

회는 유튜브(Youtube)를 통해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눴습니다. 저 또한 매 월 1-2회 저의 말씀 묵상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전해졌기를 소망합니다. EM사역자

인 저에게 한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설교를 

하는 저에게 ‘매일 예배’와 ‘말씀과 함께’는 말씀을 더욱 깊이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었으며, 설교

자로써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말씀묵상 나눔에 많은 관심 

갖어 주시고,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올 한해,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의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

혜가 학생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오기를 기도해왔습니다. 내년 한 해에는 새로운 

형식의 주일학교로, 학생들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느끼며, 학생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기를 소망합니

다. 앞으로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교육전도사 민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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뷸라펀드 나눔사역 (7차례 사역)

■ 2021 교인현황보고 Church Membership Report

◆ 2020년 1월 1일 등록교인 Current Members As of Jan. 1, 2020

▸장년/청년 (Adults & Young Adults) 145명 ▸어린이/학생 (Children & Youths) 20명  ▸합계 (Total) 165명

◆ 2021년 12월 14일 등록교인 Current Members As of Dec. 14, 2021

▸장년/청년 (Adults & Young Adults) 132명 ▸어린이/학생 (Children & Youths) 22명  ▸합계 (Total) 154명 

◆ 새로운 출석교인 New Member : 김하영 나진주 김이안 노종하 장청자 (이상 5명)

◆ 사망 Death : 김금현 권사 김귀남 권사 이용재 성도 오인숙 권사 신자영 권사 이성애 전도사 

                김동하 권사 (이상 7명) 

◆ 제적교인(장기결석/이사) Members Removed(Long Absence/Move) : 김영자 김충식 김지혜 김현숙 우선민  

                천소명 최애광 최용진 사혜령 (이상 9명)

◆ 세례 받은 이 Infant Baptism : 김이안 

추수감사주일 강단장식 (11월)

본당 리모델링 공사 완료 8월)교회창립감사주일 단체사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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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신도 대표 보고 

Lay Leader‘s Report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라이브 주일예배와 매일영상예배를 드리고, 다시 시작된 대면예배를 

새롭게 단장된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필요한 만큼 허락하신 

교회의 재정과 교회본당을 리모델링한 놀라운 사역과 섬김들, 또한 각 부서마다 선교회마다 소임을 잘 

감당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뷸라 나눔사역과 대외적인 선교와 구제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운동에 

기여한 역사적인 표식비를 세우는 현판식 행사를 통하여 지나온 한 세기를 넘는 역사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이며 축복입니다. 

아울러 온 성도님들을 대면예배와 영상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이끄시는 영적인 목자이신 정현섭 담임목사님의 목회로 인하여 더욱 성숙하고, 더욱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이며, 축복입니다. 

1월: 임원헌신예배 (온라인예배 / 임원들만 대면으로 참석)

2월: 고유명절 설날 나눔사역 (전교인 대상)

3월: 사순절 / 고난주간

4월: 부활절예배 (대면예배와 영상예배) / 나눔사역 (75세 이상 시니어 대상)

5월: 어머니주일 / 75세 이상 시니어 대상 뷸라 나눔사역

6월: 창립예배(온라인) / 결혼식(김진세 군, 박신원 양) / 칼까뇨 감독님과 한인코커스 목회자 미팅 

7월: 본당 리모델링 시작 / 박상근 권사님 중심으로 진행 / 섬기신 분들: 정현섭 목사 장세원 목사 양주섭 

전도사 김태원 권사 김우정 권사 황원규 권사 김진세 형제 등 

8월: 창립예배 (대면예배) 본당플로어와 의자교체, 영상시스템 업그레이드 후 처음으로 대면예배를 드림

9월: 장학생 선발 – 북가주에 거주하는 대학 신입생 9명 선정, 각 $1.000.00 씩 장학금 수여 

10월: 장세원 전도사 목사 안수 받음 (교단: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 추석 나눔사역

11월: 추수감사주일예배 대면예배 (전교인합동, 나눔사역) 김근환 집사 아들 김이안 어린이 유아세례 

12월: SF 한인박물관 주관 독립운동 표석 현판식 “미주 한국인 독립운동 표석 1호” (조국 독립과 

민족운동에 기여한 우리 교회에 세워진 역사적인 표식비) / 성탄주일(전교인합동, 이웃 나눔사역)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신도대표 조종애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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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원회장 보고 

Church Council Chair’s Report

1. 임원회장 Chairperson : 황원규 권사  / 임원회 서기 : 강비비안 권사

임원회의 구성 : 목회자, 신도대표, 연회대표, 임원회장, 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역위원회 위원장, 사역부장, 

연합속장, 속장, 재무서기, 교회회계, 감사, 남여선교회 회장, 청장년회장, 청년회장, 임원회 서기, 기타 

부서장 등

2. 2021년 회의 및 논의, 결의 사항 

일 시 논의, 결의 및 시행사항

1/24

1/4분기

정기임원회

ZOOM 

미팅

24명 참석

1. 은사계발: 역사편찬부장- 권헌일 장로, 재정부 서기- 김주홍 권사 / 주일라이브예배- 

장로님들 대표기도 / 영상예배 문제점 해결 / 영상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 / 줌으로 

속회모임 추라이 / 

2. 목회협조: 장세원 전도사 진급과정 추천 

3. 재단관리: 소방검사 준비 / 각종 시설 점검 및 교체

4. 재정: 90% 헌금 달성 – 협조에 감사

5. 사역위원회: 교회 결산 30% 선교,구제 후원 / 뷸라 펀드 도착하는대로 시니어사역 실시 / 

주일학교 성경적 역사공부 계획(줌) / 한국학교 봄학기 학생 96명, 교사 13명 / 장례 조화 

및 조의금 지출 / 찬양대 영상찬양 준비(주요절기 때)

6. 선교회: 남선교회 무숙자 도움 사역 - 햄버거 전달 / 여선교회 행사보고, 인디안 

어린이돕기 후원금 / 소망회 회원들 구정선물 준비

3/7

임시임원회

ZOOM 

미팅

16명 참석

1. SF 한인박물관 주관 “미주 한국인 독립운동 표석” 건립안

2. 박물관측 행사 제안의 배경 설명과 교회현관에 동판 표석 설치 논의

3. 박물관의 표석 부착 제안을 수용하기로 함

4. 교회현관에 동판으로 부착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

5. 표석 제작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5/23

2/4분기

정기임원회

ZOOM 

미팅

20명 참석

1. 목회자: 부활주일 이후로 주일예배를 대면/온라인 병행 / 본당수리일정 논의 및 준비 / 

설날, 부활절, 어머니주일 나눔사역 실시 / 선교후원 (미주기아대책, 나바호선교, 노숙자사역, 

표석후원  등) / 청년부 주일 줌미팅 및 성경공부 실시 / 주일학교, 청년부 카네이션 제작 

2. 재정: PPP(18,000.00) 탕감 / 본당수리비 리저브(13,500.00) / 건물수리 10,000.00, 장학금 

15,000.00, 시니어 3,000.00 / 헌금 분발 요청

3. 목회협조: 장세원 전도사 한국방문(아들 수술) / 민예인 전도사 혼인(7월) 후 입국(8월) / 두 

전도사님 재정 후원 결의 

4. 재단관리: 본당 플로어 교체 추진 – 작년 결의 사항 / 대면예배 시작되어도 공사 추진 

5. 사역부서: 크리스챤 타임지 광고 후원 결의 / 파킹장 파손차량 처리요청 / 격주 무숙자 

사역 후원요청 / 뷸라 감사 / 양로원 방문 지속 / 6월15일부터 대면예배 시작하면 찬양대 

찬양 / 여선교회 헌신예배 / 나바호 선교후원 / 장 전도사 아들 수술 후원 / 주일학교 성경적 

역사 공부 계속 / 한국학교 가을학교 대면수업 / 8월 역사캠프 진행 (광복회 주관) / 

교회창립연도 테스크포스팀 구성 결의 (위원장: 조길호 장로) / 창립연도문제 합의 후 표석 

설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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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논의, 결의 및 시행사항

9/19

교인총회

준비모임

줌미팅

15명 참석

1. 교인총회 가능하면 추수감사주일 전에 실시

2. 각 위원회 모임 날짜 

  10월 15일 (금) & 10월 24일 (일) 은사개발 위원회

  10월 17일 (일) 목회협조 위원회

  10월 22일 (금) 사역위원장 모임

  10월 31일 (일) 각 선교회 총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성가대)

  11월  2일 (화) 재정위원회

  11월  5일 (금) 속장 모임

  11월 12일 (금) 인도자 모임

3. 소망선교회 이름 변경 요청 / 에스더,루디아 여선교회 조직 변경 논의하기로 함 / 나이로 

구분해서 소망선교회를 한나여선교회로 변경 제안 / 여선교회 총회를 통해 조직변경안 

확정 

4. 대면예배 재개에 대한 안 : 10월에 재개, 찬양대 찬양과 친교는 생략

5. 작년에 변동 없었던 행정위원회 위원들 새롭게 구성하기로 함 / 별세하신 교우, 3년간 

불출석자 교우명단에서 제외 / 코로나 검사팀 11월까지 친교실 사용 / 조화와 조의금에 

대한 논의 / 잉여 장학편드 내년으로 이월 

11/28

4/4분기

정기임원회

16명 참석

소망회실

1. 은사계발: 교인총회 때까지 인선 마무리 / 시니어사역위원회 새로 조직 

2. 장세원 목사: 청년부 줌미팅, 감사절 영상제작, 성경필사사역 추진 

3. 목회협조: 담임목사 2022년 재파송 요청결의 / 2022년 목회자, 스탭 샐러리 동결 / 

담임목사 가정 치과치료에 대해 적절한 한도에서 실비지급 결의 / 신년 담임목사와 

스탭사역자 연간 샐러리 총계: $122,400.00 / 장세원 전도사 목사 안수(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교단안수) / 안수 후 (행정,청년담당) 부목사로 호칭

4. 재정: Building-Sanctuary $45,000.00 (창립기념주일 헌금 모두를 건축헌금으로 넘김) / 

General Funds 밸런스 약 $60,000.00 12월에는 조금 늘어날 것 / 10/31 현재 

Balance $95,489.47 / 선교헌금은 선교부 펀드로 매칭하여 최종 결정

5. 사역위원회: 뷸라사역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 교회외부 outreach 

노력하기로 함 / 내년 추수감사절 혼자 지내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한 공동식사 계획 / 

내년 여선교회 회장: 강순자 권사, 양경혜 권사 / 교회창립 태스크포스팀- 역사 표석에 

“1914년 창립, 1905년 태동” 기록, 12월5일 현판식, 표석 후원금 전달, 당일 점심도시락 

준비 / 주차장 교회간판 교체 주의 기울여 실시 / 내년부터 본당에서 임원회 실시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 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임원회장  황원규 권사



17/45      2021년 교인총회 Church Conference / Tue. Dec. 14, 2021 /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Oakland Korean UMC   

2021년 교인총회.hwp 17/46

2021년 목회협조위원회 보고 

Staff-Parish Relations Committee

1. 위원장 Chairperson : 손수락 장로 / 서기 : 김사현 권사 

  위 원 : 한건석(21) 최금열(21) 김애현(21) 정지선(22) 윤진자(22) 오금희(22) 손수락(23) 김사현(23)      

         곽송자(23) 조종애(신도대표/당연직) 한성수(연회대표/당연직) 황원규 권사(임원회장/발언권)

2. 2021년 회의 및 결의사항 

일 시 논의, 결의 및 시행사항 비  고

8/22
1. 장세원 전도사의 한국방문 기간 중 샐러리 지급 (8월, 9월) 

2. 민예인 전도사 결혼에 따른 샐러리 인상. ($1,500/월➤$1,700/월)

7명 참석

2층 유쓰성경공부방

10/17

1. 정현섭 담임 목사님의 재파송(Return)  여부  논의 및 요청

2. 2022년 담임 목사 (아래 리포트 참고)와 STAFF 사역자 샐러리- 동결

3. 장세원 목사: $1,900.00/월, 양주섭 전도사: $1,600.00/월

4. 민예인 전도사: $1,700.00/월, 한선욱 권사: $800.00/월

5. 담임목사와 스탭사역자 연간 샐러리 총계:122,400.00달러 

6. 장세원 전도사 목사안수(10월25일/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7. 안수 후 부목사로 호칭  

8명 참석 

소망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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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목회협조위원장 손수락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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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은사계발위원회 보고
Committee on Lay Leadership

◆위원장 Chairperson : 담임목사 / 서기 : 박경숙 권사

◆위원 Members : 한연우(21) 권정희(21) 황원규(21) 강순자(22) 조길호(22) 장유익(22) 김태원(22) 

                  오사라(23) 박경숙(23) 조종애(신도대표, 당연직) 임원회장(발언권)

일 시 논의, 결의 및 시행사항 비  고

10/15

금

소망회실

1. 2022-24년 각 행정위원회 신임위원 3명씩 추천 및 선출

2. 주요 행정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선출키로 함

3. 행정위원은 3년 임기 후 1년 안식을 원칙으로 함

4. 2022년 사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장 추천 및 선임

5. 신령상 직분자 천거 (명예권사, 집사) / 추후 명예장로 천거 논의 

6. 임원 명단 및 교적을 정리함 (별세하신 교우, 3년 불출석자 등) 

1차 모임

11/14

주일

소망회실

1. 공석인 행정위원장 및 위원, 사역위원장 및 부장 논의 및 선임

2. 사역위원회에 [시니어사역위원회] 별도 조직 구성 : 시니어관리, 시니어봉사, 

시니어친교 / 찬양대, 찬양팀 통합 / 차량봉사부 삭제 / 

3. 각 자치기관은 자체적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 / 남녀선교회 

4. 미진한 사항은 교인총회 전에 논의하여 선임하기로 함

5. 신년 속회 조정은 교인총회 후 진행하기로 함

2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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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임원회
Church
Council

교인

총회
Church 

Conference
은사계발위원회 Lay Leadership

교인들의 은사와 재능을 발굴 및 

계발, 교회직분에 관한 논의 등

목회협조위원회 SPRC

목회자, 유급직원에 관한 사항 / 

교회사명과 비전인식 등

재단관리위원회 Trustees

교회 모든 재산(동산, 부동산)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논의 등

사역위원회 Ministry Meeting

사역팀의 주요행사 보고 및 논의

재정위원회 Finance

교회 재정운영 / 예산안 편성 및 

관리 / 재정을 위한 홍보 등

[증거사역위원회 Witness] 

전도 / 대외선교 / 역사편찬

[교우사역위원회 Membership Care] 

새가족 / 심방 / 신앙양육

[교육사역위원회 Christian Education] 

주일학교 / 한글학교 / EM

[예배사역위원회 Worship] 

예배 / 찬양대 / 미디어

[봉사사역위원회 Service] 

친교 / 관리 / 경조비품

[시니어사역위원회 Senior] 

시니어관리 / 시니어봉사 / 시니어친교

중보기도팀 Prayer Team / 남선교회 UMM / 제1, 제2 여선교회 

1, 2 UMW / 청장년부 Young Couples / 청년부 Young Adults  

2022년 오클랜드교회 행정 및 사역위원회 조직표

Administrative Committees & Ministry Teams 

속 회 Class Meetings

오클랜드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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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오클랜드교회 임원 명단 Oakland Church Officers

담임목사 Lead Pastor 정현섭 (Hyun Sup Jung)

부 목 사 Associate Pastor 장세원(청년/행정)

전 도 사 Assistant Pastor 양주섭(음악) 민예인(EM) 선교사 Lay Missionary 조종애

장    로 Lay Elders
김윤자 조길호 조재각 정지선 권헌일 손수락 송의섭 오금희 

정민선(협동) 

권    사 

Exhorting Stewards

권정희 김우정 박경숙 박상근 손성리 오사라 전상숙 황경숙 

황원규 강비비안 강순자 곽태길 곽송자 권경희 김순찬 김단진 

김정미 김태원 이선희 이종혁 장유익 장정규 조윤경 주영옥 

최금열 최정연 최화경 한연우 김주홍 김사현 김귀임 남승연 

남정우 박희승 소성희 양경혜 이향미 정정수 한성수 한선욱 

김화실 박은혜 박혜숙 서현주 이문자 이학주 임금조 송재현

명예권사

Honorary Exhorting Stewards 

강석훈 강일성 김신혁 김애현 민태왕 박마리아 배현의 윤진자 

윤행자 엄기준 엄영옥 윤경섭 윤숙자 이덕실 이연진 이인근 

이인숙 이옥배 임은자 전화순 전병련 정정자 최중열 한덕순 

홍애순 홍명신 황신례 이석윤 이영옥 한건석 한혜선 현순정

집    사 

Lay Deacons

구본주 김근환 소성희 유민종 유선미 이민영 정순영 최규민 

최주리 현수남 박태순 전승하 홍승일 김영숙 이명숙

명예권사 천거 : 전승하 현수남 홍승일 

집사 천거 : (정지현) (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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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Committees on Administration

신도 대표 Lay Leader 조종애

개체교회의 신도를 위한 대변자 / 재정, 은사계발위원회, 목회협조위원회, 재단관리위원회, 사역위원회 

당연직 / 담임목회자와 정기적으로 교회 전반을 협의, 각 위원회와 기관들을 뒷받침 / 연초 임원훈련 

세미나와 평신도 주일(10월 셋째주) 준비 등

연회 신도 대표 Lay Delegates of Annual Conference ①한성수  ②이향미(Reserve)

개체교회 연회의 정식 대표 / 연회와 개체교회 교량역할 / 재정위원회, 목회협조위원회(①번 대표), 

사역위원회의 자동회원 / 연회결정사항(선교분담금, 특별헌금, 교역자 최저봉급과 기타) 개체교회에 전달 

등

교회임원회 Church Council

교회 모든 기관의 행정과 운영을 통할 /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위한 계획 수립 / 교회 예산 심의 채택 / 

교회 필요시설과 재정지원방안 검토 지원 / 교회와 관련된 법적 절차 검토 / 목회자와 유급직원의 

연봉과 기타 혜택 논의 / 비전을 설정하고 현실화 노력 / 사역위원회의 사역을 계획, 평가, 지원 / 

은사계발위원회 추천에 의해 공석 임원 및 위원 보선

임원회장

Chairperson
황원규

임원회 인도 및 책임완수, 담임자와 교회 임원들과 협의 하에 상정 안건 

준비, 모든 행정 및 사역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함, 모든 기관과 행사가 

잘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조정

임원회 서기
Secretary

강비비안 회의록 정리 및 보관

임원회 구성

Members

목회자, 신도대표, 연회대표, 임원회장, 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역위원회 위원장, 

사역부장, 연합속장, 속장, 재무서기, 교회회계, 감사, 남여선교회 회장, 청장년회장, 

청년회장, 임원회 서기, 기타 부서장 등

목회협조위원회 Staff-Parish Relations Committee / SPRC

목회자 및 유급직원, 평신도의 관계 상의 / 유급직원 직책설명서 작성 / 교회 사명과 비전인식 / 

목회자와 유급 직원의 연봉 및 기타 benefit 의논 / 연장교육을 위한 재정확보 / 파송을 위한 협의 / 

신도대표, 연회대표 당연직 / 임원회장 (발언권)

위원장 Chairperson 손수락 서 기 김사현

위 원 Members
한건석(21) 최금열(21) 김애현(21) - 만료 / 정지선(22) 윤진자(22) 오금희(22) 

손수락(23) 김사현(23) 곽송자(23) / 장정규(24) 양경혜(24) 정정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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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계발위원회 Committee on Lay Leadership

교인들의 은사와 재능 발굴 및 개발 / 임원수련회를 준비 / 교회임원회와 교인총회 서기 선출 / 협의 

내용은 비밀로 지킴 / 교회 모든 직분과 책임을 확인하여 인선 / 연중 내내 적임자를 찾아 선임 작업 / 

신도대표 당연직 / 임원회장 (발언권)

위원장 Chairperson 담임목사 서   기 박경숙 

위 원 Members
한연우(21) 권정희(21) 황원규(21) - 만료 / 강순자(22) 조길호(22) 장유익(22) 

김태원(22) / 오사라(23) 박경숙(23) / 최금열(24) 이향미(24) 김귀임(24) 

재단관리위원회 Board of Trustees

교회 모든 재산(동산과 부동산)관리 / 교회기물관리 / 위탁금 투자 및 보호 / 비영리법인체 구성 / 건물 

사용정책 / 매년 재산점검 / 목사관 점검 / 교인총회 후 첫 모임에서 위원장 및 임원 선출 / 교인 총회 

결정사항에 따름 / 위원으로 외부전문가 영입 가능 (3분의 1까지) / 신도대표 당연직, 임원회장 (발언권)

위원장 Chairperson 2022년 첫모임에서 선임 (한성수) 서 기 / 회 계

위 원 Members
박상근(21) 강석훈(21) 유민종(21) - 만료 / 한성수(22) 윤행자(22) / 권헌일(23) 

김주홍(23) 박태순(23) 이연진(23) / 한건석(24) 전승하(24) 박희승(24)  

재정위원회 Committee on Finance

교회재정 전체를 책임 / 재정방향 설정 / 교회 예산안 편성 및 관리 / 재정을 위한 홍보 등

위원장 Chairperson 장유익 교회회계 이향미 재무서기 윤진자 김주홍

위 원 Members
담임목사, 신도대표, 연회신도대표, 임원회장, 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역위원회 

위원장, 재무서기, 교회회계 등

사역위원회 Ministry Teams 

사역위원회 Council on Ministry Teams 

각 부서 사업계획 및 시행 논의 / 부서간 사업 조율 및 중재 / 임원회를 통해 주요사역 논의

위원 Member
목회자, 임원회장, 평신도대표, 행정위원장, 사역위원장, 각 선교회 회장, 속장, 

사역부장, 남녀선교회장, 청장년,청년회장, 기타 차기기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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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사역위원회 Ministry Team on Witness : 위원장 - 한연우

사역부 Team 부장 Cordi. 사 역 내 용 Ministries

전도부

Evangelism
김우정 복음 증거사역, 교회홍보, 전도세미나, 노방전도, 전도지 사역 등

대외선교부
Outreach & 

Mission
한연우

대외선교사업 정책 개발 및 주관, 선교회와 속회를 통한 선교후원 협력,  

서부지역 PIM 후원, 해외선교 추진, 코커스 선교디너 협력 등

역사편찬부

Church History
권헌일 교회역사와 관련된 문서와 사진의 보존, 정리, 홍보 사역 등

교우사역위원회 Ministry Team on Membership Care : 위원장 - 윤진자

사역부 Team 부장 Cordi. 사 역 내 용 Ministries

새가족부

Welcome
곽송자

새가족 환영 및 예배안내, 선물 준비, 새가족 환영회 및 새교우 정착을 

위한 관리 및 양육 등

심방부

Visitation
윤진자 유고시 심방 협력, 교우관리, 장기결석자 및 환우 심방협력 등

신앙양육부

Spiritual Care
현순정

신앙성장을 위한 모임과 프로그램 그리고 교우들의 영성훈련 홍보와 지원, 

주일 및 주중말씀나눔방, 신구약성경 통독문제풀이 프로그램 홍보와 관리

교육사역위원회 Ministry Team on Christian Education : 위원장 – 한선욱

사역부 Team 부장 Cordi. 사 역 내 용 Ministries

주일학교

Sunday School
[학부모회]

주일학교 운영, 교육목회자·교사와 협력, 여름행사 및 계절 행사 

준비 및 실행, 특별발표회 계획 등 

한국학교

Korean School 
교장 한선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한글학교 운영, 커리큘럼 관리 및 

교사 관리, 발표회 등 특별행사 계획 등

English Ministry 최규민
영어권 대학생, 청년, 어른들을 위한 예배를 시행하며, 모든 사역과 

활동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협력하고 후원

예배사역위원회 Ministry Team on Worship : 위원장 - 정지선

사역부 Team 부장 Cordi. 사 역 내 용 Ministries

예배부

Worship 

권경희

박경숙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사전준비, 예배관련 성물 및 비품 관리, 

강단정리, 예배위원 및 담당자 리스트 정리와 안내 등

찬양대

Choir
대장 정지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찬양준비 및 자체 세미나, 수련회 등 대내외 

특별행사 주관, 예배 찬양팀을 지원

미디어부

Media
박희승 예배를 위한 음향, 영상 운영 및 기자재 관리, 설교 CD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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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사역부 Ministry Team on Service : 위원장- 강순자

사역부 Team 부장 Cordi. 사 역 내 용 Ministries

관리부

Maintenance
강석훈 교회와 사택 등 시설과 기물의 관리, 보존, 수리 등

친교부

Fellowship

강순자

양경혜

교회 주방 관리 및 주일 식사 봉사를 위한 계획과 실행 등 (여선교회와 

협력) - 여선교회 회장 당연직

경조/비품부
congratulations,

condolences
강순자

각종 교회비품 구입 및 관리 / 교우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조사를 

위한 사역 등

시니어사역위원회 Ministry Team on Seniors : 위원장 - 오금희

사역부 Team 부장 Cordi. 사 역 내 용 Ministries

시니어봉사

Senior Servicel
조길호 장년 및 시니어그룹 신앙, 건강, 교양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

시니어관리

Senior Care

오금희

권정희 황신례
뷸라사역, 시니어 그룹 관리 및 심방, 커뮤니티 시니어 후원사역 등

시니어친교
Senior Fellowship

오사라
시니어 특별모임을 위한 친교, 음악과 댄스 등 여러 활동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진행 등

감 사 Auditor 강일성 교회 전반의 회계와 직무에 대한 감사

속  회

Classes

-

추후 

논의

연합속장 : 장정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

속회 속장 인도자 속회 속장 인도자

믿음속 윤숙자 정현섭 사랑속 오금희 정현섭

감사속 이문자 정현섭 샬롬속 김사현 김우정

와보라속 박경숙 손수락 온유속 권정희 곽태길

기쁨속 양경혜 이선희 주향한속 현순정 양주섭

청장년 최규민 정현섭 청년속 김근환 장세원

◆ 중보기도팀장: 오금희 / 인도자: 오금희 조길호 조종애 황원규 김국희  

◆ 남선교회(UMM) 회장: 김우정

◆ 여선교회 (UMW) 회장: 강순자 (제1여선교회), 양경혜 (제2여선교회) 

◆ 청장년부 회장: 최규민      ◆ 청년부 회장: 김근환      ◆ 장학재단위원장: 담임목사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은사계발위원회 위원장 정현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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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단관리위원회 보고 

Board of Trustees

1. 이사장 Chairperson : 한성수 권사

   위 원 : 박상근(21) 강석훈(21) 유민종(21) 한성수(22) 윤행자(22) 권헌일(23) 김주홍(23) 박태순(23) 

           이연진(23) 조종애(신도대표-당연직) 황원규(임원회-발언권)

2. 2021년 시행 사항

시행사업 지출 내역 액 수 총합계 비고

소방검사

소화기 교제 및 점검 1,005.00

2,373.30

EXIT싸인 11개 교체

스모그알람 20개 교체

소화기 11개 교체

주방후드 클리닝

주방후드청소 345.00

EXIT싸인, 스모그알람 등 523.30

레이버 지급(2일) 500.00

1,2층 윈도우 블라인드 교체 블라인드 총11개 1,331.86 1,331.86
로비, 1,2층 유아실, 

유쓰예배실 찬양대실 등, 

본당 리모델링 공사

장의자 철거 1,300.00

35,620.49

장의자와 카펫 철거

하단나무패널 

페인팅

바닥플로어 인스톨

찬양대석 설치

방송실 설치

본당/찬양대실/소망

회실 의자셋업

본당 하단패널 페인트 476.39

플로어 및 찬양대석 11,558.17

의자 구입 - 총225개

본당(150)/찬양대실(24)/소망

회실(45)/샘플(6) 

12,994.76

방송실 제작 및 시스템보강 2,010.92

기타재료구입/ 발런티어 감사 1,280.25

레이버 지급(24일) 6,000.00

사택전기공사

주방 스토브교체 697.71

1,673.74

사택 전기합선으로 

인한 케이블 교체와 

스토브 노후로 인한 

교체

케이블, 셔큣브레이커, 

케이블커버, 기타부품 등
476.03

레이버 지급(3일) 500.00

총합계 40,999.39 40,999.39

   4. 계속 사업 및 신년 계획 / 1) 주차장 교회간판 교체  2) 2층 유쓰 예배실 외벽 보수  3) 2층 유쓰예배실 

중간 아코디언도어 설치 4) 2층 찬양대실 바깥 나무벽 공사  5) 소망회실, 2층 어린이예배실 창문누수 방지  

6) 장기 프로젝터 – 주차장 펜스 교체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재단관리위원장 한성수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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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위원회 보고 

Committee on Finance

1. 위원장 Chairperson : 장유익 권사 / 교회회계 : 김주홍 권사 / 재무서기 : 윤진자 권사 김애현 권사

   위원 : 목회자, 신도대표, 연회대표, 임원회장, 행정위원장, 사역위원장, 교회회계, 재무서기 등

2. 2021년 결산(10/31 현재) 및 2022년 예산안 



28/45      2021년 교인총회 Church Conference / Tue. Dec. 14, 2021 /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Oakland Korean UMC   

2021년 교인총회.hwp 28/46

                



29/45      2021년 교인총회 Church Conference / Tue. Dec. 14, 2021 /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Oakland Korean UMC   

2021년 교인총회.hwp 29/46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재정위원장  장유익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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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 역 내 용 비 고

전도부

[연중]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지 제작, 전도활용에 대해 

논의 및 홍보, 지역식당 및 마켓에 전도지 배포 사역 

1. 전도의 차원에서 노숙자 사역을 3~5월 6회 걸쳐 실시 (3/14, 3/28, 

4/11, 4/25, 5/9, 5/23 이상 6 차례) 

2.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개인후원으로 매회 $250 후원금 전달

3. 직접 인앤아웃 햄버거 40개를 픽업, 봉투에 요3:16 말씀 스티커를 

붙여 노숙자 쉘터나 텐트촌을 찾아가서 복음증거와 함께 전달 

추후 꾸준한 사역을 

기대하고, 팬데믹 

후에는 직접 만든 

음식이 전달되기를 

기대함.  

대외

선교부

[연중] PIM 후원교회 드림교회 재정지원, 선교기관, 개척교회, 구제기관’ 지속 선교후원 추진, 속회 및 

선교회를 통한 선교후원 독려, 지역선교 차원에서 장학사업 지원

1/17

속장 줌모임: 2021년 선교후원지를 결정 / 믿음,사랑,감사속- 

천안 나눔의 동산, 파라과이1, 샬롬속- 예수사랑교회, 와보라속- 

멕시코, 온유속- 파라과이2, 기쁨속,주향한속- 러시아, 청장년- 

기아대책본부, 남녀선교회- 연말에 후원지 결정 

4월18일 주일

미주기아대책본부

정승호 목사

설교 및 사역보고

6/27

속장 줌모임: 팬데믹으로 상반기 속회모임을 가질 수 없는 

관계로 선교헌금 발송은 애로, 파라과이1 선교지를 제외한 

선교후원은 연말에 하기로 함 / 속회별로 개인적으로 속회선교 

지정헌금을 드릴 것을 독려하기로 함 

5월22-23일 토/주일
나바호인디안 선교사

한명수 목사
토매일영상예배 간증
주일설교(여선헌신)

11/30

선교후원 줌미팅: 26개의 선교지 결정- 연회, 한인코커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국내외선교지, 선교기관, 구호기관 등 

대내외 선교/구제금 $102,584.00 결정 / 펀드: 교회선교부 예산, 

남녀선교회 선교후원금, 각속회헌금, 개인지정 선교헌금 등

11/14 파라과이 

선교사와 만남(줌)

폴강 선교사

이희수 선교사

역사

편찬부

[연중] 교회역사자료 상시 발굴, 선별, 보존, 정리 작업 실시, 교회창립연도과 관련해 기존 1914년 창

립연도과 새롭게 발굴된 1905년 창립설에 대한 검증작업 진행

교회창립연도 테스크포스팀에 조인하여 1905년과 1914년 교회창립에 

대하여 논의함 
`

2021년 증거사역위원회 보고
Ministry Team on Witness 

1.  2021년도 위원장 : 한연우 권사 

   전도부장 김우정 권사, 대외선교부장 한연우 권사, 역사편찬부장 권헌일 장로

2.  2021년 연중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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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기관, 개척교회, 구제기관, 해외선교지 후원 및 장학사업 상황 (11월30일 현재)

후원기관/교회/선교지
선교부펀드

지정헌금
선교부지출

선교부

매칭

최종

후원금
비 고

1 연회분담금 32,050.00 32,050.00

2 장학사역 29,000.00 9,000.00 9,000.00 개인펀드+교회펀드

3 한인코커스회비 500.00 500.00

4 강단교환주일 1,570.00 - 1,570.00 목회자 인사영상으로 대신

5 코커스선교주일(선교디너) 830.00 670.00 1,500.00 줌선교세미나 실시

6 예수사랑교회(코커스) 1,200.00 1,200.00 매월 $100 후원

7 프레즈노교회(코커스) 1,000.00 1,000.00 미자립교회 재정후원

8 어바인드림교회 6,000.00 6,000.00 선교부 / PIM $500X12월 

9 예수사랑교회 1,450.00 550.00 2,000.00 샬롬속(알라메다)

10 파라과이(폴강 선교사) 1,300.00 700.00 2,000.00 믿음/사랑(오클랜드AB)

11 나눔의 동산(천안) 1,000.00 500.00 1,500.00 믿음/사랑/감사(오클랜드ABC)

12 파라과이(박상하 선교사) 1,500.00 500.00 2,000.00 온유(카스트로밸리)

13 멕시코(조남환 선교사) 1,240.00 500.00 1,740.00 와보라(버클리) 개인

14 러시아(박효원 선교사) 600.00 500.00 1,100.00
기쁨속(월넉크릭) 

주향한(로스모어) 

15 느헤미야 운동본부 1,000.00 1,000.00 한인개척,미자립교회 후원

16 미주기아대책본부(정승호목사) 2,200.00 2,000.00 4,200.00 선교보고(4월)

17 나바호(한명수 선교사) 4,438.65 61.35 4,500.00 선교보고(5월)

18 미주기아대책본부 450.00 450.00 청장년부 

19 기쁨의 언덕으로 4,275.00 4,275.00 묵상집 구입(11달)/달력

20 개인구제헌금 1,400.00 1,400.00

21 남선교회 1,600.00 1,600.00 노숙자사역(6회) 표석후원

22 남선교회(멕시코/최재민) 400.00 600.00 1,000.00 멕시코선교(담요후원)

23 여선교회 8,559.00 8,559.00 연합회회비/구제비/선교바자회 

24 여선교회(카자흐스탄/이동규) 800.00 700.00 1,500.00 에스더/루디아

25 여선교회(동산카페/천안) 500.00 500.00 1,000.00 루디아 

26 샌프란한인박물관 3,400.00 600.00 4,000.00 지역기관후원(표석행사)

27 Giving Tuesday 420.00 580.00 1,000.00 교단 불우이웃돕기 성금

28 크리스챤타임지 광고후원 450.00 450.00 교회광고 후원

29 월드프론티어(김평육) 1,000.00 500.00 1,500.00 개인지정선교

30 서울감리교신학대학교 후원
600.00 400.00

3,000.00
선교부펀드/지정헌금

2,000.00 장학펀드

선교/구제 후원금 총액 68,532.65 52,931.35 10,130.00 102,594.00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증거사역위원장 한연우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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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배사역위원회 보고 

Ministry Team on Worship

1. 2021년 위원장 : 박희승 권사

  예배부장 권경희 권사, 찬양대장 정지선 장로, 찬양팀장 양주섭 전도사, 미디어부장 박희승 권사

2. 2021년 연중행사 및 소요경비

부서 사역 내역 및 기타

예배부

[연중] 1.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환경 점검 및 준비 / 2. 매월 첫주일 성찬예식 준비 / 

3. 매주 모든 예배 대표기도자 점검 / 4. 주일예배 보청기 준비, 안내 및 준비위원 점검 / 5. 

연중 강단 배너 교체 / 연중 절기예배 준비 / 6. 방문자 확인 후 담임목사에게 보고 / 7. 

세례자 있을 시 교육과정 협력

1. 연초부터 부활주일까지 팬데믹으로 인해 라이브 영상예배를 드림  / 주일라이브영상예배, 

주중매일영상예배(화~토) 

2. 4월 첫주일 부활주일부터 수용인원 25%의 제한적인 대면예배를 드리기 시작 / 주중에 

수요일과 토요일 영상예배 드림

3. 8월 첫주일 창립예배를 드리며 대면예배를 전면적으로 오픈

4. 9월 한달간 비대면주일예배와 특별새벽라이브영상예배 드림

5. 10월부터 다시 대면예배 전면 오픈하여 드림

6. 성찬식 /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1회용 성찬기를 사용

7. 강대상 꽃꽂이 / 오래가는 꽃 난으로 장식 /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등 특별한 

절기에 강단장식 (교회예산과 개인지정헌금)

찬양대

[연중] 1. 찬양대 매주일 연습 / 2. 주일예배를 위한 찬양 / 3. 절기 특별찬양 준비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칸타타)

1. 팬데믹으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주일예배 찬양대 찬양을 드림 / 부활주일 특별찬양 

준비 / 주로 중창으로 찬양 드림

2. 5월30일 헌신예배 (사회 정지선 장로, 설교 박용규 목사, 타코마한인연합감리교회)

3.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특별찬양 준비     4. 연말 찬양대원 친교 식사  

찬양팀 [연중] 매주일 예배를 위한 찬양인도 

미디어부

1. 매주일 예배 음향 및 조명 점검, 설교 영상 녹화 및 유아실 모니터 운영 

2. 비대면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예배를 위한 영상 시스템 업그레이드 

3. 주일 라이브 유투브 영상예배 운영 / 본당 음향시스템 및 ppt 운영 

4. 본당 리모델링 때 방송실 부쓰 새로 설치 / 방송실 모니터 보강, 로비 TV, 친교실 

대형스크린 TV 설치, 주방 음향모니터 설치 

3. 기타보고 및 활동사항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예배사역위원장 박희승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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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우사역위원회 보고 

Ministry Team on Membership Care

1. 2021년 위원장 : 오금희 장로 

   새가족부장 정지선 장로, 심방부 윤진자 권사, 시니어부 오금희 장로 권정희 권사 황신례 권사 

   신앙양육부 현순정 권사 주영옥 권사

2. 2021년 연중행사 및 소요경비

부서 사 역 내 용 

새가족부

[연중] 매주일 새가족 환영, 식사 접대, 선물 전달 및 목회자와 만남 안내 등

새가족 선물 전달 (교회 타올, 탁상시계, 고급 장바구니) / 새가족반, 환영회 준비 및 주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반기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교회가 오픈된 후에도 

제한된 대면예배로 새가족부 사역도 제한적이었음

심방부
[연중] 환자를 위한 병원 및 가정 심방과 위로, 목회자 심방 동행 등 / 팬데믹으로 여러 

분이 함께 심방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시니어부

(뷸라사역)

[연중] 시니어들을 위한 가정 심방 및 전화연락, 위로방문, 돌봄연락, 병원심방, 위급대처, 

병원라이드, 식사섬김 등 영적, 물적, 심적인 돌봄 사역 / 팬데믹 기간 중에도 뷸라펀드를 

이용한 나눔사역은 주요 절기 때마다 7 차례 이어졌고,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들을 

방문과 음식 제공 등으로 위로하였음. 

1. 65세 이상 교우들과 인근지역 시니어 대상을 섬김: 오클랜드, 샌리앤드로, 캐스트로밸리, 

헤이워드, 산라몬, 오린다, 로즈모어, 콩코드, 댄빌, 버클리 등 지역 대상

2. 시니어들과 환우들에게 음식 제공: 라쟈니아, 케일빵, 사과, 복숭아, 찹살떡, 잡체, 미역국, 

양념소고기, 양념돼지고기, 삼계탕, 팥죽, 호박죽, 각종빵, 장조림, 닭죽 등 

3. 교회 예배 시 필요한 최신식 Hearing Aids 구입하여 구비- 15셋트

4. 소망회실 방송시스템 교체 / 앰프, 스피커, 헤드셋 마이크 등 새로 구입

5. 온라인예배를 위한 방송용 카메라 구입 지원 $500.00

6. 시니어 모임과 활동을 위한 친교실 대형 스크린 TV 구입 지원 $500.00

7. 올 해 7 차례 푸드 나눔사역 실시: 설날, 부활절, 어머니주일, 창립주일,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 (남여선교회 회원들, 각 속장들의 수고); 특히 딜리버리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 / 

이 외에도 수시로 양로원과 가정에서 가료하시는 분들을 위해 음식 전달

8. 뷸라사역을 위해 섬기시는 분들 감사: 음식준비, 음식조리, 딜리버리 등으로 시간, 수고와 

물질(개스비)로 헌신하는 분들 – 1일 왕복 수고에 $10.00 사례

9. 올 해 소천하신 시니어들을 위한 장례 협력과 유족들 위로 (고 김귀남 권사, 고 이용재 

성도, 고 오인숙 권사, 고 신자영 권사, 고 이성애 전도사, 고 김동하 권사, 고 이상배 권사)

10. 2021년 뷸라 펀드 $19,500.00 (상반기 $7,500.00, 하반기 $12,000,00), 시니어사역 

부장님들(권정희, 황신례, 오금희)의 시니어사역을 위한 도네이션 $3,000.00 그리고 교회 

시니어활동 프로그램 펀드으로 시니어 및 뷸라사역 진행

11. 뷸라사역 푸드제공 헬퍼: 곽송자 권사 윤숙자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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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양육부

[연중] 성경통독문제풀이와 말씀나눔방 사역을 지원하고 관리, 문제풀이 채점 및 참여자 

관리, 주일 및 중말씀나눔방, 영성훈련, 평신도 수련회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우들의 

신앙성장 독려 / 올 해 통독문제풀이 참여자 총 33명 (3년 개근 28명, 그 외 5명)  

[뷸라펀드 나눔사역] 

일시 나눔사역 이름 행사내용 행사비용 행사대상 및 비고

2/11
설날 전교우 

나눔사역

떡1팩/양념고기2팩

/사과1팩/티셋(타주)
$3,354.75

전교인/전도대상자 90팩키지

뷸라$1,500/교회$1,854.75

3/25 부활절 시니어 나눔사역
떡1팩/양념고기1팩

/사과1팩
$1,331.75

75세이상 교우 50패키지

뷸라$1,000/교회$331.75

5/9
어머니주일

시니어 나눔사역
핸드솝/롤케익/오렌지 $791.82

75세이상 교우 50패키지

뷸라$583.50/여선교회$208.32

8/1
교회창립주일 전교우 

점심친교 및 나눔사역

점심도시락 

양념고기1팩/복숭아1팩
$3,086.28

전교인 대상 80패키지 

점심도시락 85패키지

뷸라펀드

9/15
추석맞이

전교우 나눔사역
떡1팩/고구마1팩 $2,011.75

전교인/전도대상자 90패키지

뷸라펀드

11/21
추수감사주일

전교우 나눔사역

양념고기2팩/사과1팩

타주거주(쿠키)
$2,748.25

전교인/전도대상자 90패키지

뷸라펀드

12/19
성탄절맞이

전교우/이웃 나눔사역
성탄빵 2팩/귤1팩

(예상)

$2,000.00

전교인과 이웃 대상 90패키지

뷸라펀드/교회시니어펀드

Total $15,324.60

3. 기타보고 및 활동사항

  뷸라미니스트리 감사 6월 3일 목요일 : Debby Ow, Beulah Grant UMW Committee Member / 담임목사, 

오금희 장로, 권정희 권사 참여 / 8월에 내년 2022년 뷸라그랜트 신청 - $15,000.00 결정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교우사역위원장 오금희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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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봉사사역위원회 보고 

Ministry Team on Service

1. 2021년 위원장 : 강순자 권사

   관리부장 강석훈 권사, 친교부장 곽송자/양경혜 권사, 경조비품부장 강순자 권사

   경로부장 조길호 장로, 차량부장 김우정 권사

2. 2021년 연중행사 및 소요경비

부서 행사명 행사내용 및 대상 비    고

관리

봉사부

[연중] 교회 및 사택 건물, 기물, 시설 관리 및 수리로 봉사

교회소방검사를 위한 점검 2월 / 싸인, 소화기 및 알람 교체, 주방후드청소, 인스펙션 통과

교회본당 리모델 공사 6-8월 공사 지원 / 플로어/의자교체, 페인트, 찬양대석,방송실

사택전기공사 8월 / 합선으로 인한 셔큣브레이크와 전기케이블 교체 

친교

봉사부

[연중] 펜데믹 와중에 주일 예배 후 간단한 다과 준비로 봉사 / 교회창립주일과 

표석현판식을 위한 점심도시락 제공 봉사 / 시니어그룹, 한국학교, 주일학교를 위한 

후원으로 봉사 / 북가주 여선교회연합회 행사, 연회 감독님과 목회자모임 등을 위한 식사 

및 친교 봉사 / 절기별 뷸라나눔사역을 위하여 함께 섬김 

경조

비품

봉사부

[연중비품조달] 교회 각종 Supplies, Paper Plates, Paper Cups, Paper Napkins, Paper Hand 

Towels for Bathroom, Bathroom Hand Soaps, Bathroom Tissues, Coffee, Cream & Sugar, 

Kitchen Supplies, Soap, 식사/친교 관련물품 Etc. 

경조봉사

[조의금] 고 조영신 권사, 고 최희정 권사(정정자 권사 모친), 이명숙 집사 

부군, 고 이성애 전도사

[조화] 고 김귀남 권사, 고 이용제 성도, 고 김의량 권사(양주섭 전도사 모친), 

고 오인숙 권사, 고 이상배 권사(추모예배), 고 김동하 권사, 고 신자영 권사, 

고 김도준 장로(김현일 목사 부친)  

경로

봉사부
팬데믹으로 인해 특별 시니어 모임이 불가능 / 7차에 걸친 뷸라 시니어 나눔사역에 동참

차량

봉사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차량 운행이 잠정 중단

3. 기타보고 및 활동사항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봉사사역위원장 강순자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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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사역 활동 및 실습

1월

-“How to Pray: 기도배우기” (1.11-1.24) 학생들이 2021년 정기적인 기도시간을 정하고, 

기도제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 되었지만 학생들이 

기도를 습관화하고, 성경적 기도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월

- “부활절, 사순절 기간 논의” (2.14), 

  학생들이 직접 부활절 및 사순절 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 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운동인, 탄소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 "Carbon Fasting-1 (탄소금식-1 Don't Use Plastic)" (2.21-2.27)

  사순절 기간에 학생들이 탄소금식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첫주간은 탄소 줄이기를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3월

- "Carbon Fasting-2 (탄소금식-2 Lights OFF)" (2.28-3.6)

  사순절 기간 두번째 주간으로 불필요한 불을 끄며 전기를절약하는 것을 통해 

탄소금식에 동참했습니다.

- "Carbon Fasting-3 (탄소금식-3 NO Food Waste)" (3.7-3.13)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통해 탄소금식에 참여했습니다.

- "Carbon Fasting-4 (탄소금식-4 Saving Water)" (3.14-20)

  생활가운데 불필요한 물 사용을 줄임으로 탄소금식에 동참했습니다.

- "Carbon Fasting-5 (탄소금식-5 Use Less Media)" (3.21-27)

  미디어 시청이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고 미디어 시청을 

절탄속금식에 동참했습니다.

4월
- 부활주일 연합예배 (4.4)

  연합예배 시간에 탄소금식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나누었습니다.

5월

- “Mothers day, 카네이션 만들기 및 달아드리기” 청년부와 협력

-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묵상 (4.18-5.16)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알아보고 직접 주중에 실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2021년 교육사역위원회 보고
Ministry Team on Christian Education

[주일학교 보고 / Sunday School]

1.  2021년도 교육위원장 : 한선욱 권사 

   청년담당 목사: 장세원 목사 / EM 교육전도사: 민예인 전도사 

   한국학교 교장: 한선욱 권사 / EM Ministry 부장: 최규민 집사

             

2.  2021년 주일학교 연중행사 Annual Activities and Events of Sunday School 2021

◼ 주일학교 학생 재적: 16명 (Children 5명, Youth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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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 역사교실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배우는 역사교실을 열었습니다.

6월

- - 사도신경 외우기 (6.7)

-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우도록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삽입되었습니다.

- - Song Team 결성(6.26)

-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밴드를 구성하여 여러 찬양을 연습하였습니다.

- - 성경적 역사교실

- “God in Movie: 꿈의 사람 요셉 시청” (06.30), 3명 참석

7월
- Summer Retreat "City-team Camp" (7.26-28)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접종이 완료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2명)

8월

- - Song Team Concert (8.21)

-   학생들이 그동안 연습한 곡들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콘서트를 했습니다.

- (연습곡: Here I am to worship, Your grace is enough, 나는 예배자입니다, Mighty to 

sav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ve came down, 여호와께 돌아가자)

9월
- - 대면예배 시작 (9.26)

-   긴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예배가 대면으로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10월

- - 한글날 기념 한글말씀 나눔(10.10)

-   한글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아이들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영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 - Song Team 연습재개 (10.31)

11월
-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11.21) - 찬양인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12월
- 성탄주일 연합예배 (12.19) - 찬양인도 

- 2022년 임원투표 (12.5)

시  간 일  정 담  당

10:00 ~ 11:00 연합예배

11:10 ~ 11:20 모임 및 코이노니아

11:20 ~ 11:40 말씀 나눔 민예인 전도사

11:25 ~ 11:45 설교 민예인 전도사

11:50 ~ 12:30 Song Team 연습 민예인 전도사

12:30 ~ 간식 및 귀가 “

3.  예배일정

  현재 주일학교는 코로나의 여파로 어른들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린 후 11시 10분부터 2층에서 말씀 나눔

의 형식으로 독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대면예배와 Zoom을 통핸 온라인 예배를 동시

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ID: 857 4644 7823 암호: oku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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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을 보내며 / 민예인 전도사

  우선, 담당 전도사와의 직접적인 만남 없이 1년여의 시간 동안 온라인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온 아이들과 주일학교를 위해 늘 기도해주신 성도님들, 주일학교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교육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현재까지 늘 지켜주시고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 머물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많은 변화가 오클랜드교회의 주일학교와 또 저 개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예배가 불가했던 상황이어서, 온라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아이들끼리의 연대감이 적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부장님이 노력하여 온라인 

미팅을 통해 아이들이 '성경적 역사교실'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Song Team 연습을 통해 보다 친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9월 말에 다시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현재 Sunday School의 예배를 다시 개편하여 새로운 형식을 구상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면예배가 재개됨에 따라 주일학교의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시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 중심의 예배를 이루기 위해 다음 한 해는 임원단을 세워 아이들의 의견이 

더욱 존중받는 예배를 세워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시행함에 따라 신앙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려고 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주일학교가 믿음의 세대를 양육해가는 일을 완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청년부 보고 / Young Adult]

1. 청년부서 조직

◾ 2021년 주제말씀: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부(사도행전 2:42-47)

◾ 사역자: 장세원 목사

◾ 교육부장: 한선욱 권사

◾ 회장: 김근환 집사

◾ 인원: 김근환(동생:김근영) & 황혜진, 김진세 & 박신원, 박상홍, 수지(Susan), 이미르 / 8명

        타지역 거주자: 박민희, 이혜미(Kathy), 오인광(Matt), 황윤아, 황은아 / 5명

        새신자: 나진주(Jean) 자매 / 1명  [총 14명]

2. 2021년 청년부 모임 및 활동보고

  1) 한달에 2번, 매 주일오후 3시에 줌 미팅으로 모이며, 주일 대면예배 참석한 청년들과 예배 후 교제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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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활절을 맞이하여 청년부 찬양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양 전도사님 제작협력)

  3) 청년부 2021년 상반기 성경공부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란 주제로 총 5과를 매 달 첫째 주 목요일 저

녁 7시에 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부와 함께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5)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청년부 영상감사찬양을 제작하였습니다.

  6) 성경 필사본(잠언서 - 한.영버전)을 제작하여 청년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7) 김근환 집사 & 황혜진 자매의 첫 아들 김이안의 100일과 유아세례 축하 및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8) 김진세 & 박신원 결혼 축하 및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9) 오인광(Matt)형제 버클리대학교 졸업 축하 및 선물 전달하였습니다.

10) 타 주에 거주하고 있는 박민희 자매(시애틀), 오인광 형제(하와이), 이혜미 자매(하와이) 청년들에게 추

수감사 선물을 보냈습니다.

  

*******************************

[오클랜드 한국학교 보고 / Oakland Korean School]

1. 2021년 한국학교 교사

- 교장: 한선욱

- 교사: 유영경, 김진희, 박혜경, 이윤주, 유선주, 이복희, 이수진, 이효미, 수지 더간(Susan Duggan), 

        민소란, 송은진, Lucy Yoo, Ygnaxio Vergara

- Staff: 이인숙, 임은자

- 학생 보조: 정기호, 한상인, 한상현, 김유니, 유라 Boyce, 이동헌, 이은휼

2. 2021년 연중행사

행사일시 행사명 행사내용 및 대상 평   가

1/23/21

-5/15/21
봄학기 정규수업

COVID-19 상황으로 원격수업

어린이 7개 반 (57명)

성인 5개 반 (43명)

태권도 (3명), K-pop dance (4명)

8/2/21

-8/4/21
청소년 민족 캠프

광복회 주최, 오클랜드 한국학교 주관 

행사, 8학년-12학년 & 대학생 봉사자로 

구성된 역사/문화 캠프 

(학생 39명 참가)

장소: Camp Arroyo

국가보훈처장 상
독립기념관장 상

대한민국광복회장 상
SF 총영사 상

SF 교육원장 상
SF 광복회장 상
장학금 4명 지급

8/14/21 청소년캠프 발표회
광복절 기념행사 겸 청소년캠프 발표회

장소: Marriott Pleas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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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재정보고: 추후 임원회에 보고

4. 기타보고 및 활동사항

- 한국학교 졸업생 중 김민식(11학년) 학생의 보이스카우트 프로젝트로 한국학교에 어린이용 책장과 가방 

넣는 선반을 제작해 주기로 함.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교육사역위원장 한선욱 권사

행사일시 행사명 행사내용 및 대상 평   가

8/28/21

-12/11/21
가을학기 정규수업

대면수업으로 전환

- 어린이 대면수업 7반, 비대면 1반

  (81명)

- 태권도반 (13명)

- K-pop dance (5명)

- 성인반 비대면 수업 3반 (25명)

2/20/21 교사 연수
북가주협의회 주최 교사 봄 특강

교사 전원 참가

3/12/21

-3/13/21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
참가자: 정기호, 한상인, 김유니

NAKS 차세대 리더 수상자: 

정기호, 김유니, 한상인

4/24/21
Korean Spelling Bee 

대회
참가자: 조윤영

7/15/21

-7/17/21
NAKS 학술대회

전미한국학교 협의회 학술대회

참가교사: 이복희, 유영경, 한선욱

12/5/21 교사 사은의 밤 참가자: 한선욱,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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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남선교회 보고 
United Methodist Men

1. 2021년 임원명단 / 회장: 김우정 권사 / 부회장: 박희승 권사 / 회계: 한건석 권사 / 감사: 정지선 장로

2. 2021년 연중행사 및 소요경비

행사일시 행사명 행사내용 및 대상 소요경비 / 비고

2/28

남선교회

헌신예배

주일예배 / 사회: 김우정 권사 / 

기도: 황원규 권사 / 설교: 임봉대 목사 $300.00 / 한국,타주에서 참가, 

좋은 결과
특별줌세미나

강사: 임봉대 목사 (미주감신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변화와 과제”

3/14 1치 무숙자사역 인앤아웃 햄버거 40개를 구입하여 

오클랜드지역 무숙자들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는 사역 /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

$250.00 

3/28 2차 무숙자사역 $250.00 

4/11 3차 무숙자사역 $250.00

4/25 4차 무숙자사역 $250.00

5/9 어머니주일
어머니주일을 맞아 주일예배 후 

온교우 친교를 위한 다과 후원
$100.00

5/9 교회표석 후원 오클랜드교회 독립운동 표석 후원 $100.00 / 창립연도 확립

5/9 5차 무숙자사역 인앤아웃 햄버거 40개를 구입하여 전달 /

다음에는 교회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되기를 기대함 

$250.00

5/23 6차 무숙자사역 $250.00

11/7
멕시코 

선교후원

현지 최재민 선교사를 통해 멕시코 감옥에 

담요를 전달하는 선교후원

$400.00 + $600.00 

(선교부매칭) = $1,000.00

12/5 교회간판 후원 주차장 교회싸인판 교체를 위한 재정후원 $1,000.00 

3. 2021년 재정 보고 

재 정 수 입  Total $2,786.79 재 정 지 출 Total $1,300.00

1. 전년도 이월금         $672.79 

2. 여선교회 지원후 잔액    $14.00

3. 회비                 $2,100.00

1. 헌신예배와 줌세미나 강사비      $300.00

2. 노숙자사역 후원                 $100.00

3. 장세원 전도사 아들 수술비 후원  $300.00

4. 어머니주일 다과비 지워          $100.00

5. 고 이상배 권사님 추모조화       $100.00

6. 교회표석행사 후원               $100.00

7. 멕시코 감옥담요보내기 선교후원  $300.00

8. 주차장 교회간판 후원           $1,000.00 

                                                                           현잔액 $ 486.79

4. 2022년 신임원명단: 회장: 김우정 권사 / 부회장: 박희승 권사 / 회계: 한건석 권사 / 감사: 정지선 장로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남선교회 회장 김우정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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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스더/루디아 여선교회 보고 
United Methodist Women of Esther & Lydia

1. 2021년 임원명단 

  ◾ 에스더여선교회 회장: 곽송자 권사, 부회장: 오사라 권사, 총무: 강비비안 권사, 

                    회계: 남정우 권사, 서기: 강순자  권사

  ◾ 루디아여선교회 회장: 양경혜 권사, 부회장: 조종애 선교사, 총무: 손성리 권사, 

                    회계: 장정규 권사, 서기: 윤진자 권사

2. 2021년 연중주요행사 및 소요경비

행사일시 행사명 행사내용 및 대상

1/5 오클라호마 인디언 원주민 구호금 에스더 $500.00 / 루디아 $710.00

1/9 여선교회연합회 새해맞이 모임
예배, 정기총회, 쎄미나(강사: 김규현 목사, 김명래 

총무) 10명 참석 (ZOOM)

1/10 남녀선교회 회장단 모임 ZOOM

2/11 설날 전교우 나눔사역 협력 전교인 대상 90팩키지 

2/26 제1회 전국한인여선교회연합회 학당
강사: 이길주 교수 “미국 청교도와 미국 원주민의 

역사” (ZOOM)

3/25 부활절 시니어 나눔사역 협력 75세이상 교우 50패키지

4/24 북가주여선교회연합회 선교바자회 $2,734.00 (산타클라라교회)

4/24 제2회 전국한인여선교회연합회 학당
강사: 이태후 목사 “빈민선교; 슬럼가에 꽃을 

피우다” (ZOOM)

5/9

어머니주일 여선교회 헌신예배

어머니주일 나눔사역

나바호 인디안 선교후원 ($1,210.00)

사회: 회장 곽송자 권사, 기도: 부회장 오사라 권사, 

사역안내: 회장 양경혜 권사, 설교: 한명수 목사 

(아리조나 나바호 인디언 선교사) 

나눔사역 75세 이상 선물준비 (핸드숩, 60패키지)

나바호 후원 (루디아 $710, 에스더 $500)

5/25 환경세미나 “녹생교회를 만들자”
3주간 매월요일 북가주여선교회 임원들이 세미나 

가짐 (ZOOM)

6/10 칼까뇨 감독과 한인목회자 만남 협력 점심식사과 다과 준비 

6/26 제3회 전국한인여선교회연합회 학당
강사: 김남중 교수 “한인 이민 역사 & 2세 

신앙교육” (ZOOM)

7/29 본당/소망회실 의자설치 의자 셋팅 협력 

8/1
교회창립주일 전교우 점심친교 및 

나눔사역 협력
점심도시락 85개 / 전교인 대상 80패키지  

8/7 북가주 여선교회 선교학교 
강사: 김명래 전국연합회 총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ZOOM)

8/28 제4회 전국한인여선교회연합회 학당 강사: 김주연 “환경 오염과 옷”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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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시 행사명 행사내용 및 대상

9월 교회 역사표석 후원 $200.00

9/21 특별 건강세미나 강사: 박찬각 박사 “명상과 건강” (ZOOM) 

9/15 추석맞이 전교우 나눔사역 협력 전교인 대상 90패키지

10/30 북가주여선교회 가을바자회 $3,415.00 (산타클라라교회) 

10/30 제5회 전국한인여선교회연합회 학당
강사: 이덕주 교수 “한국의 미국 여선교사와  

한인여선교회 역사” (ZOOM)

11/21 추수감사주일 전교우 나눔사역 협력 전교인 대상 90패키지

11/28 정기총회 / 임원선출
제1여선교회 회장: 강순자 권사

제2여선교회 회장: 양경혜 권사

12/5 역사표석 현판식 점심 협력 점심도시락 90팩 준비 협력 

12/5 강단장식 후원 루디아 $1,000.00 / 강단용 나무구입 후원

12/7 선교/구제 후원금 ($1,300.00)
카자흐스탄 $800 + $700(선교부매칭)= $1,500

동산카페(천안) $500 + $500(선교부매칭)= $1,000

12/19 성탄절맞이 전교우/이웃 나눔사역 협력 전교인과 이웃 대상 90패키지

12/26 감리교신학대학 동문모임 저녁식사 준비 협력

  

3. 2021년 재정 보고 / 공동사업 [여선교회연합회 봄/가을바자회]은 두 여선교회에 모두 표기합니다. 

[에스더여선교회]

재정수입 $10,750.35 재정지출 $10,110.74

전년도 이월 1,322.35 전국여선교회연합회 회비   150.00

회비(17명) 2,020.00 북가주여선교회연합회 회비   100.00

개인도네이션(이향미 권사) 200.00 축하금(김귀임 손주)   250.00

1차 북가주연합회 바자회(연합) 2,734.00 Senior 사역(소망회)   120.78

2차 북가주연합회 바자회(연합) 3,415.00 Stamp(생일카드 발송)    27.50

대추/콩/곶감 바자 1,059.00 오클라호마 선교후원금   500.00

생신축하(이인숙사모, 정신애사모)   200.00

[지출항목] Cake Donation (강순자 $38)

독립운동 표석비 후원 200.00 조화(양주섭전도사 모친, 이용재성도, 

이성애전도사)
211.14

카자흐스탄 선교헌금/이동규 목사 300.00

다과 (나바호 선교사) 32.00 헌신예배 강사비 (한명수 선교사) 150.00  

대추/콩/곶감 바자 1,059.00 꽃 (윤행자 권사 집들이) 29.46 

1차 바자회(연합) 2,734.00 보리차, 옥수수차   81.86  

2차 바자회(연합 3,415.00 장전도사 아들 위로 / 민전도사 축의   550.00

                                                                       현잔액 $6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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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디아여선교회]

재정수입 $12,271.02 재정지출 $11,627.34

전년도 이월 2,074.52 북가주여선교회연합회 회비 100.00

회비 2,300.00 전국여선교회연합회 회비 150.00

개인도네이션(이향미) 300.00 회원선물(털실내화-소망선교회) 157.11

1차 북가주연합회 바자회(연합) 2,734.00 1차 바자회(연합) 2,734.00

오클라호마 인디안 선교후원(연합) 1,210.00 인디안 선교후원(연합) 1,210.00

2차 북가주연합회 바자회(연합) 3,415.00 교회역사표석 후원 200.00

헌신예배 강사비 150.00 2차 바자회(연합) 3,415.00

회원축하 87.50 헌신예배 강사비(연합) 300.00

장전도사 아들 위로(300)

민전도사 결혼축의금(250)
550.00

[지출항목] 회원축하, 위로 382.34

강대상 나무장식 1,000.00 헌신예배 간식 32.00

추수감사절 강단장식 후원 96.89 선교후원(카자흐스탄, 동산카페) 1,000.00

목회자 연말선물 300.00

                                                                    현 잔액 $643.68

4. 2022년 신임회장단 명단 

   제1여선교회 신임회장 강순자 권사, 부회장 윤진자 권사, 총무 권경희 권사, 

               서기 강비비안 권사, 회계 장정규 권사

   제2여선교회 신임회장 양경혜 권사, 부화장 권정희 권사, 총무 박경숙 권사, 

               회계 현순정 권사, 서기 전상숙 권사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에스더여선교회 회장 곽송자 권사

루디아여선교회 회장 양경혜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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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학위원회 보고 
Scholarship Foundation 

1. 2021년 위원장 : 담임목사 

   장학위원 : 신도대표, 임원회장, 재정위원장, 교육사역위원장, 목회협조위원장, 장학기금후원자 

   

2. 2021년 연중주요행사 및 소요경비

행사일시 행사명 행사내용 및 대상

8/24

장학위원회 모임

참석자: 담임목사 한연우 

권사 조종애 선교사 황원규 

권사 장유익 권사 손수락 

장로 한선욱 권사

2021년 장학사업 진행 논의 / 대상범위, 장학금 액수, 재정확보, 

홍보 및 안내, 선정 일정 등 논의 및 결의 

1) 대상: 2021 가을 대학 진학 신입생 

2) 20명 선정 / 1명당 1,000불씩 / 총 $20,000.00

3) 고 한정석 권사 펀드, 지정기탁금 및 교회장학펀드

4) 신청 마감 9월 15일 / 발표 9월 20일 

9월
장학선발 공고 

및 신문광고

1) 총 신청자 9명 

2) 9명에 대하여 1인당 $1,000.00 지불하기로 함

3)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표 발송

4) 10월 2일 줌으로 수여식 진행

10/2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총9명

장학금 총액

$9,000.00

1 Esther Kim/UC Berkeley, 2 Kenneth Park/Santa Clara Univ., 

3 Kyungbong Ko/UC Davis, 4 Jaeho Lee/Berkeley City 

College, 5 Judy Kim/Perdue Univ., 6 Haeyoon A. 

Kwon/De Anza College, 7 Jun Hwang/UC San Diego, 

8 Claude Schroepfer 유새녘/UC Santa Cruz, 9 Mika 

Roberts/San Jose State University

11/28 4/4분기 정기임원회
2022년 장학금 리저브 펀드 / 고 한정석 장학펀드(한연우 권사 

기탁), 조종애 선교사 장학금 기탁, 교회펀드 / 총 $20,000.00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장학위원장 담임목사 정현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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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창립연도 테스크포스 보고 
Church Founding Year Task Force 

1. 위원장 조길호 장로 

   ◾ 위원 : 당연직 - 담임목사, 신도대표 조종애 선교사, 임원회장 황원규 권사

            100주년 준비상임위원 – 권헌일 장로 손수락 장로 장유익 권사 조길호 장로

            교회역사책 집필자 – 이종혁 권사

            50년 이상 근속 교인 중 남녀 일인 대표 – 민태왕 권사 한연우 권사 

            자원 청원 – 김우정 권사 (남선교회 회장)

  ◾ 구성배경 : 한인박물관 주관 역사표석 사업에 우리교회가 참여하기로 임시임원회가 결정 후에 표석에  

        들어갈 교회 창립연도와 관련하여 논의와 토의를 거친 후 결정을 일임하는 테스크포스의 구성을   

        5월 정기임원회에서 결의하고, 담임목사와 조길호 장로가 협의하여 팀을 구성하고 활동하였음

2. 제1차 모임 : 6월 19일 토요일 오전11시 2층 유쓰예배실 

   ◾ 참석자 : 조길호 정현섭 조종애 권헌일 손수락 장유익 이종혁 민태왕 한연우 김우정 (이상 10명) 

   ◾ 안건 : 교회 창립년도에 대한 토의

   ◾ 1905년에 대한 설명 및 발언 : 권헌일 김우정

      : 1973년 연회록에 1905년 창립연도 기록 / 1905년 창립과 연관된 여러 사료들과 구전들을 제시함

   ◾ 1905년에 대한 설명 및 발언 : 손수락

      : 재미한인 50년사에 발표된 1914년설을 주장 / 교회 창립의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진 창립년도

   ◾ 토의 결과 : 완전한 합의를 못보고 한연우 권사의 제안으로 교회창립연도에 관련해서 연회에 연락해  

       보고 알아 본 후 다음 회의 때 보고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주기도문하고 폐회  

2. 제2차 모임 : 11월 15일 화요일 오후7시 줌 

   ◾ 참석자 : 권헌일 손수락 김우정 한연우 조길호 담임목사 신도대표 임원회장 (이상 8명) 

   ◾ 한연우 권사가 연회 기록 사항 중 특별한 사항을 발견 못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권정희 

권사가 연회록에 기록된 1905년 교회창립연도와 관련해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칼까뇨 감독으로부터 1905년 창립연도 사용을 추천하는 편지를 소개하여 1905년 창립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김우정 권사가 동의 의사를 표함

   ◾ 조길호 장로가 교회가 창립이 되려면,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예배장소 등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1905년 창립설은 단발적인 기록과 창립에 충분하지 못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1914년 

창립설은 교인, 목회자, 장소 등이 완벽함으로 1914년 창립이 맞다는 의사를 표함 

   ◾ 담임목사는 각자가 가진 모든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한연우 권사가 “1914년 창립과 

1905년 태동”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였고, 이 절충안에 대하여 결국 거수 투표를 하게 되어 찬성표 

5표, 기권표 3표로 최종 결정을 내림, 당일 참석하지 못한 세 위원도 개인적으로 1914년 창립에 

대하여 찬성의 뜻을 전달.

   ◾ 따라서 우리교회 설치될 독립운동 표석에는 “1914년 창립 1905년 태동 / Established in 1914, 

Begun in 1905”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결의를 하고, 조길호 장로 기도로 폐회함 

이상과 같이 교인총회에 보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교회창립연도 테스크포스 위원장 조길호 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