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 장로, 안수집사 부서 담당 및 업무 분장 
 

 

1. 당회(서기: 허광영 장로) 

1) 담임목사 목회 지원 및 사역 협의 

2) 당회 고유 업무 주관 

3) 정기/임시 공동의회 및 제직회 주관 

4) 제직 부서 관리 및 운영 지원 

5) 부서장 관리 및 사역부장 회의 주관 

 

2. 예배부(부장: 표경진 장로)             

1) 모든 예배와 관련한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업무  

2) 예배실 환경 조성: 조명 및 음향, 강단 장식 등    

3) 예배위원 관리: 안내위원, 봉헌위원, 기도 담당자, 찬양대/팀   

4) 성례전 및 성만찬 준비  

5) 야외예배 주관   

6) 찬양대/찬양팀에 관한 업무: 시온찬양대, 두나미스 찬양 팀, 엘샤다이남성중창단 

7) 금요예배, 새벽기도회, 부흥회 관련 업무 

8) 교회의 각종 표어, 포스터, 간판, 안내판, 표시판의 도안, 제작, 설치  

      

3. 재정부(부장: 서형태 장로,  차장: 임인근 안수집사)          

1) 교회 재정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일 

2) 주일 헌금 계수 관리 및 장부 정리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관리 

4) 수입 및 지출 결의에 관한 업무 

5) 세무 관련 업무 

6) 특별헌금 관련 업무: 총회, 대회, 노회 등 

7) 기타 교회 재정에 관련된 일체 업무  

 

4. 친교부(부장: 조선우 안수집사)    

1) 교회 내 친교 업무 일체 주관 

2) 친교실, 주방 운영 및 관리: 주방 용품 구입 및 관리, 주방 및 친교실 청결 관리, 친교 

담당자 및 주방 봉사자 관리   

3) 교우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역 구상 및 추진 

4) 체육 활동 및 기타 취미 그룹 활동 주관 및 지원 

5) 대외 친교 활동 주관  

6) 교회 각종 행사 시 접대에 관한 일 

 



5. 관리부(부장:  양상정 안수집사)   

1) 교회 건물에 관련된 화재, 상해, 기타 보험 업무 

2) 교회의 비품, 장비의 구매와 보관, 기록, 정리 

3) 교회 건물 유지, 수리, 관리 업무 

4) 교회 건물의 열쇠 관리 및 문단속 관계 등 경비 업무 

5) 교회 차량에 관한 일: 보험, 수리, 관리, 구입, 매각   

6) 교회 주차장 관리 및 차량 정리 업무 

7) 화단 및 잔디 관리, 건물 내외 청소 

8) 동절기 제설 관리  

9) 교회 요람 및 교회 웹싸이트 제작 및 관리   

     

6. 선교부(부장: 김윤정 안수집사)        

1)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 주관 

2) 국내 및 해외 선교 계획 수립 및 집행   

3) 긍휼사역 및 지역 봉사사역   

4) 시니어 사역 지원  

 

7. 교육부(부장: 신재용 안수집사)         

1) 교회학교(유치/유년부, 중고등부) 관리 및 지원 업무    

2) 교회학교 및 성인부 교육 계획의 실천 및 감독 

3) 교회학교 교육위원회 구성 및 관리 

4) 교회학교 집기, 집기, 교구, 교재, 도서구입, 관리 및 환경 미화 

5) 학부모회(PTA) 주관  

6) 성인부 신앙 교육 관련(셀 성경공부, 셀예배, 제자훈련): 교재 구입, 복사 및 배부       

    

8. 새가족부(부장: 서은자 안수집사)      

1) 주일예배 안내 및 방문자 관리 

2) 새가족 등록, 교육지원 및 관리    

3) 새가족 환영회 주관   

 

9. 목양부(부장: 유주현 안수집사)    

1) 주일 결석자 주보 우송 

2) 목회서신 및 각종 우편물 발송 업무  

3) 경조 사역: 경사 및 애사 지원 

4) 각종 행사 사진 촬영, 관리 및 게시 업무  

5) 교인 심방 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