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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본 매뉴얼은 우리교회의 행정시스템을 규정한 최 상위 표준으로서 표지의 사무처리회가 승인

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2. 목적 

우리는 우리교회의 존립 목적에 따라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 공동체를 질서 있

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행정매뉴얼을 제정, 공포한다.  

 

3. 교회소개 

3.1 교회설립 배경 

구세군 알링톤지부에 한인구세군사관 장철목사님이 부임하여 사역을 하고 있어 사랑과 섬

김을 배우며 돕고 있던 몇 가정이 한어부 예배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2006년 

9월 10일 주일부터 네 가정이 한어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동참한 세 가정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가정이 ‘행복한교회’로 이름하고 구세군시설에서 독립된 교회로 출발

하게 되었다.  

 

3.2 교회연혁 

부표(2) 참고 

 

4. 교회이념 

4.1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의 통치를 전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게 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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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성도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갚을 수 없는 개입하심과 공급하심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요 1:14,16; 행 13:43; 24:27; 25:3,9; 

롬 1:5; 5:2; 6:14; 12:6; 고전 15:10; 16:3; 고후 1:15; 8:1; 9:9,14; 엡 4:29; 히 10:29; 약 4:6; 벧전 

4:10). 

-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란 죄악 된 자아의 욕망과 두려움을 벗어버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는다(마 16:24; 막 8:34; 눅 9:23; 갈 2:20). 

-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은 사랑을 순종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한다(요 3:36; 14:15-21; 행 5:29; 행 5:32; 롬 1:5; 6:16-17; 16:19; 갈 5:7; 

딛 3:3; 히 3:18; 4:11; 5:8-9; 벧전 1:2). 

-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적인 기관은 가정과 교회임을 믿는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이자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다(롬 12:4-5; 고전 6:15; 10:16-18; 12:12-27; 엡 1:23; 2:16; 4:4, 12, 16; 

5:30; 골 1:18, 24; 2:19; 3:15; 계 3:12; 21:2). 

-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 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 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은 분명히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막 4:11; 14:25; 눅 9:11; 13:28; 16:16; 행 1:3; 8:12; 19:8; 고전 15:50; 살전 1:3-10). 

-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 땅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매일 순간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하 

20:6; 시 35:23; 47:8; 59:13; 146:10; 사 52:7; 단 4:26; 5:21 히 10:21; 계 19: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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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회의 비전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하나되어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 

 

------------------------------------------------------------------------------ 

- 겸손히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 항상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임을 믿는다. 

- 사랑으로 하나되어 섬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밖에 없는 교회를 굳건하게 지탱해 주는 것

은 사랑 밖에는 없다. 온갖 벽을 넘어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과 의견들이 하나된 뜻

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사랑은 성도들간의 또한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유일한 동기가 

됨을 지향한다.  

- 세상으로 나아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함: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

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 일 뿐 아니라, 지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매

일 순간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4.3 성구 및 슬로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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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4.4 교회의 핵심가치 

핵심가치 적용원칙/원리 설명 

하나님 중심사역 

(갈 1:10~12) 

⚫ 개교회주의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 

⚫ 성경중심 

(신앙과 생활의 최고권위) 

세상적 방법과 가치관이 교회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경계하

며, 성경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하

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추구한다. 

함께하는 사역 

(엡 2:20~22) 

⚫ 회중정치  

⚫ 전신자 제사장 원리 

한 사람이나 일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의 참여에 의해 이끌어져 가

는 교회를 지향한다. 건전한 토론과 협력으

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추구한다.  

균형 잡힌 사역 

(마 18:18) 

⚫ 모든 신자의 전도적 사명  

⚫ 청지기로서의 삶 

모이는 교회와 나아가는 교회를 균형 잡히게 

실현하는 사역을 말한다.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훈련하여 행복을 만끽함과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세상으로 나아

가서, 성도의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하나님

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을 전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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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교회이념에 대한 도시 

 

 

 

 

 

 

 

 

 

 

 

 

 

우리교회의 핵심가치를 표현한 표어들-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하나님 중심 사역), 사랑

으로 하나되어 섬기는 교회(함께하는 사역),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균형 잡힌 사역)-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의 5대 기본기능, 즉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및 봉사를 모이는 교회(교

회중심)와 나아가는 교회(목장중심)에서 균형 있게 실행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천국을 만들

어 가겠다는 우리의 교회의 이념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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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조직 ((부표 1) 교회조직도 참조) 

5.1 의사결정 기구 

5.1.1 사무처리회 

5.1.1.1 회원의 자격  

우리교회의 정회원이면 사무처리회의 회원이 된다. 

 

5.1.1.2 시기 및 유효성 

(1) 우리 교회는 분기별로 정기 사무처리회를 가진다.  

(2) 임시 사무처리회는 담임목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3) 모든 사무처리회의 출석 정족수는 우리교회 정회원의 2 분의 1 이다. 

(4) 모든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인원의    

3 분의 2 이다. 

 

5.1.1.3 사무처리회 의장 

사무처리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목사 유고 

시 안수집사 대표가 임시 의장직을 맡는다.  

 

5.1.1.4 의제 

(1) 교역자 청빙에 대한 의결 

(2) 교회표준 중 최상위 문서인 교회행정 매뉴얼에 대한 승인 

(3) 교회표준 중 교회 회원 규칙과 교회 인사 규칙에 대한 승인 



표준번호 HFBC-S-110 교회행정매뉴얼 

(Church Administration Manual) 

개정번호 1 

페 이 지 8 / 53 재개정일 2013.12.29 

 

HFBC-F-2101 행복한교회 Happy Fellowship Baptist Church 

 

(4) 목회계획(단기, 중장기)의 승인에 대한 의결 

(5) 예산 승인에 대한 의결 

(6) 회계결산의 승인에 대한 의결 

(7) 기타 교회의 중요한 사안 

 

5.1.2 운영위원회 

5.1.2.1 회원의 자격  

우리교회의 담임목사와 안수집사, 각 사역팀장과 목자, 남녀선교회장이 

회원이 된다. 

 

5.1.2.2 시기 및 유효성 

(1) 우리 교회는 매달 정기 운영위원회를 가진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3) 모든 운영위원회의 출석 정족수는 운영위원회 회원의 3 분의 2 이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인원의 3 분의 2 이다. 

 

5.1.2.3 운영위원회 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목사 유고 

시 안수집사대표가 임시 의장직을 맡는다.  

 

5.1.2.4 의제 

(1) 교회표준의 검토에 대한 포괄적 책임 

(2) 교회행정매뉴얼과 인사/회원 규칙을 제외한 모든 교회표준의 승인 

(3) 입안된 목회계획(단기, 중장기)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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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역활동의 검토 

(5) 예산 승인에 대한 검토 

(6) 예산편성 검토 

(7) 예산집행 

(8) 목회활동에 대한 평가 

(9) 기타 교회의 중요한 사안 

 

5.1.3 사역팀장회의 

5.1.3.1 회원의 자격  

우리교회의 각 사역팀장이 회원이 된다. 

 

5.1.3.2 시기 및 유효성 

(1) 우리 교회는 격주 정기 사역팀장회의를 가진다.  

(2) 임시 사역팀장회의는 담임목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소

집할 수 있다.  

  

5.1.3.3 사역팀장회의 의장 

사역팀장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목사 유

고 시 선임 부목회자가 임시 의장직을 맡는다.  

 

5.1.3.4 의제 

(1) 목회방향의 입안 

(2) 교회 행정 매뉴얼 및 교회표준의 입안 

(3) 목회계획(단기, 중장기)의 기획  

(4) 예산 편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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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감사 기구 

5.2.1 회계감사 

(1) 우리교회의 감사는 1인으로서 안수집사 중 사역팀장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출

한다. 이 선출은 4사분기 사무처리회에서 실시하며, 임기는 일 년으로서 선출

된 차기년도에 해당한다. 단, 안수집사가 없을 경우, 집사 중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책임은 임기 해당년도의 교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것으로서 매 사무처리

회의 회계보고 이전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5.3 팀 사역 기구 

5.3.1 예배미디어팀 

5.3.1.1 사역범위 

예배와 찬양의 계획, 실행 (찬양단의 조직과 관리 포함), 예배 섬김이(안

내, 기도자, 헌금봉헌)의 선정 및 계획과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순

서까지의 활동, 예배시의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는 것과, 영상 편집, 설교 

CD 제작 및 배포, 교회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교회 음향 미디어 장비의 

구입 및 관리 등 홈페이지 관리(향후) 등 미디어 사역의 전반에 걸친 활

동이다 

 

5.3.1.2 사역목표 

(1) 삶이 변화되는 예배의 조직과 유지 발전 

(2) 예배의 원활한 진행의 도움 

(3) 음향 및 영상 장비 관리와 설치 

(4) CD 제작을 통한 복음전파 활동 

(5) 교회 부서들에 대한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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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재정관리팀 

5.3.2.1 사역범위 

예산지침의 수립으로부터 각 사역을 위한 예산의 검토 및 조정, 확정, 그

리고 수립된 예산의 투명한 집행, 즉 수입과 지출활동까지의 예산관리 사

역과 비품의 구입, 유지 및 폐기와 부동산의 구입 및 유지, 매도까지의 

교회재산관리사역의 모든 활동이다. 

 

5.3.2.2 사역목표 

(1) 효과적인 예산수립 

(2) 수립된 예산에 따른 효과적인 집행 

(3) 투명한 재정관리 

(4) 교회비품의 효과적인 관리 (최적의 사용상태 유지) 

(5) 투명하고 효과적인 교회재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관리 

 

5.3.3 행정교육팀 

5.3.3.1 사역범위 

교회행정서류관리(교인등록카드, 회원명단, 주소록 등), 각종 회의(운영위

원회, 사무처리회등) 준비 및 서기, 사역팀과 목장 보고서 관리, 주일 예

배 관련행정(주보제작 등), 교회 년간 사역 스케줄 관리와 같은 교회 안

의 전반적인 행정과 총회와 관련된 교회 밖의 대외 행정업무 그리고 장년

교육의 계획, 진행, 평가에 관련에 전반적인 교육 업무활동이다. 

 

5.3.3.2 사역목표 

(1) 각종 회의 준비 및 서기(운영위원회, 사무처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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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및 목장 보고서 관리 

(3) 교회 년간 사역 스케줄 관리 

(4) 교인관련 행정(교인등록카드, 회원명단, 주소록 등) 

(5) 주일 예배 관련 행정(주보제작 등) 

(6) 대외 관계 행정(총회관련) 

(7) 장년교육진행 

 

5.3.4 어린이사역팀 

5.3.4.1 사역범위 

행복한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으로부터 예배, 분반 활

동, 평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5.3.4.2 사역목표 

(1) 어린이의 눈 높이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드림  

(2) 연령별 소그룹을 통한 성경공부 및 공동체 생활을 익힘 

(3)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에서의 신앙훈련 

 

5.3.5 청소년사역팀 

5.3.5.1 사역범위 

행복한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으로부터 예배, 분반 활

동, 평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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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사역목표 

(1) 청소년 각자가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함 

(2) 청소년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함 

(3)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함 

 

5.4 셀(소그룹) 사역 기구 

5.4.1 초원 

5.4.1.1 사역범위 

초원의 대상은 초원목자부부와 목자부부로 하며, 목장의 운영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나누며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교육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5.4.1.2 사역목표 

(1) 목자들을 도와 건강한 목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속적인 교육의 제공으로 목자의 리더쉽 개발을 지원 

(3) 목장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5.4.2 목장 

5.4.2.1 사역범위 

넓게는 예배(목장 내), 전도/선교, 교제(나눔), 봉사(교회 밖 및 목장연합), 

훈련 등 교회의 5대 기본 기능을 실현하는 작은 교회로서, 좁게는 전도/

선교와 교제, 그리고 봉사의 기능을 책임지는 교회의 조직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한다. 우리교회의 목장은 30세 이상의 장년 및 그 가족까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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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대상으로 한다. 단 연령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다. 

 

5.4.2.2 사역목표 

(1) 목원들 간에 건강한 교제를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 

(2) 서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 

(3)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 

 

5.5 임시 위원회 

(1) 우리교회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의 종료 시 해

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위원회의 회원과 의장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거쳐 사무처리회에서 승인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3) 임시 위원회의 예로서는 담임목사 선정위원회, 징계(치리)위원회, 교회건축위원회 및 

장학 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5.6 남녀 선교회 

(1) 우리교회는 교인 자치기구로서의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둔다.  

(2) 남녀 선교회의 구성과 조직은 남녀 선교회의 규정에 따른다.  

(3) 남녀 선교회는 교회의 사역을 보조하고 전도와 영적 성숙을 고취하며, 각종 봉사와 교

제의 사역을 담당한다.   

 

6. 교회의 기능과 사역 

6.1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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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회원 

(1)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회중정치제

도의 침례교회이다. 그리고 회원권을 지닌 회원들로 구성된 우리 교회는 신앙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독자적 자치권을 가진다.  

(2) 우리교회의 회원은 별도의 교인서약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과 권리 및 의무는 별도의 교회회원규칙에 따른다. 

 

6.1.2 임원 

(1) 교회임원이란, 행정에 있어서 대내외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다

음의 사람들을 교회 임원이라 한다. 담임목사, 안수집사, 각 사역팀장, 목자. 

(2) 우리 교회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6.1.3 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우리교회를 대표하며 우리교회의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2)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 목회의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지도하는 책임을 가진다.  

(3) 담임목사는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 성도의 이해를 도모

하며 교회 임원과 함께 교회이념을 실현할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 담임 목회자의 책임과 권한 및 청빙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교회인사규

칙에 따른다. 

(5) 담임 목회자 유고 시 차기 담임목사 인준 전까지 담임목사의 직무를 다음의 순

서로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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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임 부목회자 

② 안수집사 대표 

③ 목자 대표 

④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교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가 직무를 대

행한다. 

 

6.1.4 사역팀장 

(1) 우리교회의 사역팀장은 각 사역을 책임지는 목회자 또는 평신도를 말하며, 교

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세운다.  

(2) 교회가 필요한 사역팀장 후보를 찾아서 세우되 그 임명과 해임은 사무처리회

에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사역팀장의 인선과 사임의 방침은 별도의 교회인사규칙에 따른다.  

 

6.1.5 초원목자 

(1) 담임목사는 우리교회의 초원목자가 된다. 

(2) 초원목자는 목장운영 이념을 수립하고 목장조직을 구성하며 그 운영을 감독하

며 목자들이 그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초원목자는 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원 목장을 운영하고 목자들이 그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1.6 목자 

(1) 목자는 해당 목장을 운영한다. 이 운영에는 목장에 주어진 사역, 즉 목장 내에

서의 예배, 봉사, 나눔의 교제, 전도/선교, 제자훈련 등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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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자들은 모범과 섬김을 통하여 목원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목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6.1.7 안수집사 

(1) 우리교회의 안수집사는 평신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2) 안수집사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세운다.  

(3) 선출된 안수집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고, 

예배의식 때에 담임 목사를 도와야 한다.  

(4) 교회가 필요한 안수집사를 선출하여 세우되 투표로 결정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은 별도의 교회인사규칙에 따른다. 

 

6.1.8 서리집사 

(1) 우리교회의 서리집사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세우며, 그 임기는 교회

의 회계연도(일 년)로 한다.  

(2) 임기가 다한 서리집사는 재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나, 결격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명에서 제외된다. 

(3) 임명된 서리집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서리집사의 인선의 방침은 별도의 교회인사규칙에 따른다.  

 

6.2 교회의 5대 기본 기능 

우리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사명이며 기능으로서 예배, 전도(선교), 양육(교육), 봉사, 교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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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교회기능에 대한 사역분담 

 

 

 

 

 

 

 

7. 주요사역활동 

7.1 목회기획 

7.1.1 중장기 계획 

(1) 목회의 장기 계획은 교회의 이념(즉, 교회의 목적과 핵심가치, 사역의 범위와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봉사 

교제 

모이는 교회 (Gathering Church) - 교회가 담당 

나아가는 교회 (Outgoing Church) – 목장, 남녀

선교회가 담당이 담당 



표준번호 HFBC-S-110 교회행정매뉴얼 

(Church Administration Manual) 

개정번호 1 

페 이 지 19 / 53 재개정일 2013.12.29 

 

HFBC-F-2101 행복한교회 Happy Fellowship Baptist Church 

 

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목표의 설정 등을 말하며 10년을 주기로 한다. 

(2) 목회의 중기 계획은 수립된 비전과 설정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3~5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3) 목회 중기계획은 포괄적인 예산을 포함하여 입안됨으로써 단기예산안에 반영되

어야 한다. 

(4) 입안된 중장기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입안, 검토, 조정을 거쳐 사무처리회에

서 의결된다. 

 

7.1.2 단기계획 

(1) 목회 단기계획은 해당연도에 대한 계획을 말하며, 담임목사의 입안과 운영위원

회의 검토를 거친 연도별 목회방침을 근거로 각 사역팀에서 입안한다. 

(2) 각 사역팀의 이 단기계획안은 예산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하며, 목회 중장기 계

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입안된 각 사역팀의 단기계획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교회의 계획안으로 정리된다. 

(4) 이 정리된 단기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은 4 사분기 사무처리회에 상정되어 의결 

되고 차기 년도부터 반영된다. 

 

7.2 목회자원의 관리 

7.2.1 인적자원 

7.2.1.1 우리교회의 교인상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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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교인정보관리 

(1) 담임목사는 필요 시 목자들의 도움을 얻어 새신자 (또는 구도자)의 신

상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2)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한 이후의 교인정보관리는 행정교육팀장과 담임

목사가 주관한다. 

(3) 우리교회는 수집된 교인의 정보를 통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

공하고 필요한 사역에 배치한다. 

(4) 이 정보들은 담임목사에 의하여 적절하게 갱신(Update)되어야 한다. 

 

7.2.1.3 교육훈련 및 사역배치 

(1) 담임목사는 성도 본인의 희망과 은사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2) 필요 시 사역의 효과를 위하여 교육과 훈련이 선행될 수 있다. 

(3) 모든 평신도 사역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역의 전 과정

과 결과를 평가한 것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사역의 유임 또는 

다른 사역으로의 배치를 결정한다. 

(4) 이러한 평가는 해당 사역팀장의 서면 보고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의 장에서 드러나기를 위해 힘쓴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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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7.2.1.4 청빙 및 채용 

담임목사의 청빙 및 목회자를 포함한 직원의 채용은 별도의 교회인사규칙

에 따른다. 

 

7.2.2 물적자원 

7.2.2.1 교회재산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제외한 재물(장비)과 부동산을 가리킨

다. 

 

7.2.2.2 재산의 소유 

(1)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을 소유한다.  

(2) 소유재산에 관한 서류는 재정관리팀의 책임 아래 보관한다.  

 

7.2.2.3 재산의 관리 

(1) 우리 교회의 재산은 재정관리팀이 평가하고 관리한다.  

(2) 부동산의 매수와 매도 및 증여는 운영위원회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

어 사무처리회에 상정하고, 사무처리회 출석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집행한다.  

(3) 기타 재산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팀 운영규정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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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재정자원 

7.2.3.1 예산 

(1) 우리 교회의 예산편성은 사역팀장회의에서 입안된 지출예산안과 재정

관리팀에서 수립한 수입예산안을 예산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

쳐 사무처리회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갖는다.  

(2) 기타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관리팀 운영규정에 따른

다. 

 

7.2.3.2 회계 

(1) 수입된 모든 자금은 교회 회계가 계산하여 회계장부(교회재정 입출금 

내역서)에 기록한다. 모든 자금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회계업무절

차는 재정관리팀 운영규정에서 규정한다.  

(2) 우리교회의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7.3 목회사역 

7.3.1 예배사역 

7.3.1.1 예배의 목적 및 구성 

(1) 우리교회의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 예배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과 복주심의 은혜를 받지만 그것은 예배의 열매

이지 목표가 아닌 것이다.  

(2) 우리교회의 예배의 구성은 찬양, 기도, 봉헌, 설교, 축도, 교제 등과 

같으나 이에 국한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교회는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예배의 목적과 본질적인 요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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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예배의 종류 

7.3.1.2.1 정기예배 

우리교회의 정기예배는 주일예배이다. 

 

7.3.1.2.2 특별예배 

(1) 우리교회의 특별예배는 주일예배 중 예배의 순서를 변경해서 드

릴 수 있으며,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특별예배를 드릴 수 있

다. 

(2) 이 특별예배의 예로서는 찬양예배, 연극예배, 야유예배 등이 있

으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7.3.1.2.3 기도모임 

(1) 우리교회의 기도모임은 격주로 모이는 수요기도회가 있다. 

(2) 기타 필요 시 별도의 특별 기도모임을 가질 수 있다.  

 

7.3.1.3 성례전 

7.3.1.3.1 침례식 

(1) 우리 교회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

으로 고백한 후 침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침례의 방법은 전신을 물속에 잠그는 침수(浸水)로 한다.  

(3)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의 경우 침수를 대신하여 관수

(灌水), 또는 산수(散水)로 침례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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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회중 앞에서 

행하는 침례식은 담임목사가 집례한다. 

 

7.3.1.3.2 주의 만찬 

(1)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담임목사가 집

례한다.  

(2) 집례자는 신앙고백이 있는 신자들만 동참하도록 권면한다. 

 

7.3.2 교육 및 훈련사역 

7.3.2.1 신앙교육 

(1) 우리교회의 일반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새가족 훈련 

② 목장 성경 훈련 

③ 섬김 훈련 

(2) 이 밖의 교육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예) QT 교육, 전도 세미나, 신구약개론,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 목자 

리더쉽 교육 등 

 

7.3.2.2 청년교육 

(1) 우리교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 신앙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에

는 경건의 시간, 성경통독, 기도, 전도 등이 포함된다. 

(2) 청년들은 청년목장 모임을 통해 교회의 기본 기능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훈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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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어린이 교육  

(1) 우리교회는 대상의 눈높이를 고려한 어린이 예배를 드림으로 어린이

들이 예배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2) 우리교회의 어린이들은 연령별 소그룹에 참가하여 성경공부 및 공동

체 생활을 익힘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한다 

 

7.3.2.4 청소년교육 

(1) 우리교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예배를 드림으로 청소

년들이 예배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2) 우리교회의 청소년들은 소그룹에 참여하여 성경공부 및 공동체 생활, 

상담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한다.  

 

7.3.3 전도 및 선교사역 

7.3.3.1 전도활동 

(1)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는 전도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각 목장은 이 전도사역을 실현할 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

다. 

 

7.3.3.2 새신자 관리 

(1) 우리교회의 새신자는 목장을 통하여 방문한 새신자와 주일예배를 통

하여 방문한 새신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담임목사에 의

해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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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임목사는 새가족 담당사역을 통해 새신자에게 친밀감을 주고 교회

의 활동(예배 순서, 각종 프로그램 등)과 교인들을 소개함으로 새신자

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새가족에 대한 심방과 교육은 담임목사가 담당하여 교회의 교인과 그

리스도인으로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4) 1단계 교육을 이수한 새가족은 각 목장으로 인계되어 관리된다. 

 

7.3.3.3 선교사후원 

(1) 우리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물질과 기도의 후원과 더불어 선교

에 직접 참여하는 교회로써 모든 성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후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있어 담임목사의 추천을 거친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 포함)나 선교단체에 대하여 각 목장이 후원함

을 원칙으로 한다.  

 

7.3.3.4 단기선교 

단기선교 등의 활동은 추후 준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7.3.4 봉사사역 

7.3.4.1 교회 내 봉사 

(1) 우리교회의 등록교인은 교회의 사역팀에 소속되어 재능과 은사에 따

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2) 각 목장은 봉사활동, 즉 교회환경미화, 식사준비 등의 활동을 주관하

며, 필요 시 전 성도가 참여하도록 목장연합활동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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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교회 밖 봉사 

(1)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교회가 마땅히 하여야 할 사역 가운데 

한 가지이며, 이러한 봉사활동의 예로서는 한글학교운영,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2) 위와 같은 교회 밖 봉사활동은 각 목장 또는 목장연합활동으로 실시

될 수 있다. 

 

7.3.5 교제사역 

7.3.5.1 목장 내 나눔 

(1) 우리교회는 목장 내에서 목원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나눈

다. 

(2) 모든 목장은 이 사랑이 목장 내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하도록 노력

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한다. 

 

7.3.5.2 경조사 참여 

우리교회의 성도 중 경조사가 있을 경우, 전 성도가 이에 참여하도록 노

력하고, 해당 목장이 경조사 참여를 주관한다. 

 

7.3.5.3 친교모임 (목장연합활동) 

우리교회의 기타 친교모임은 목장연합활동으로서 봄, 가을에 열리는 야유

회와 체육활동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성도 간의 돈독한 교우애를 도

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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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목회평가 

7.4.1 목회검토 

(1) 담임목사는 전성도와 더불어 목회활동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이 목회검토는 연간 1회로 4분기 사무처리회 또는 임시사무처리회에서 실시한

다. 

(3) 이 목회검토에는 교회의 이념과 비전의 실현여부, 중장기 및 단기목표의 달성

여부, 각종 계획과 프로그램들의 성과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이 목회검토의 결과는 교회의 중장기 목회계획과 단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7.4.2 프로그램 및 행사의 검토 

(1) 교회에서 실시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는 그 종료 시점에 성과를 검토하여

야 한다. 

(2) 이러한 검토는 해당 사역팀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이후 그 결과가 운영위원회

에 상정되어 재차 검토 되어야 한다. 

(3)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닌 그 외의 상시 이루어지는 목회활동에 대해서도 월별 

실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8. 관련 교회표준 

(1) 교회표준 관리규칙 

(2) 교회회원 규칙 

(3) 교회인사 규칙 

(4) 재정관리팀 운영규정 

(5) 예배미디어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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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사역팀 운영규정 

(7) 청소년사역팀 운영규정 

(8) 행정교육팀 운영규정 

 

 

 

 

 

 

 

 

 

 

 

 

 

 

 

 

 

 



표준번호 HFBC-S-110 교회행정매뉴얼 

(Church Administration Manual) 

개정번호 1 

페 이 지 30 / 53 재개정일 2013.12.29 

 

HFBC-F-2101 행복한교회 Happy Fellowship Baptist Church 

 

(부표 1) 교회조직도 

 

 

 

 

 

 

 

 

 

 

 

초원                                   

 

 

 

 

 

 

 

 

 

사무처리회 

운영위원회 

회계감사 

예배미디어팀 

재정관리팀 

청소년사역팀 

어린이사역팀 

(사역지원) (교육) (예배) (전도/봉사/교제) 

초원 

목장 

(장년, 청년) 

팀사역기구 자치기구 

감사기구 

의사결정기구 

행정교육팀 남녀선교회 

(전도/교제/봉사)

ㅐ) 

셀사역기구 

담임목사: 

사역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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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행복한교회 연혁 

행복한교회 태동기 

2006년 ~ 2007년 

2006. 9. 10 구세군 한어부 예배시작 

2007. 1. 07 행복한교회 명명 (초대 담임: 장철 목사)  

2007. 3월말 예배장소이전(1002 white dove dr. Arlington, 76017) 

2007. 4월말 장철목사 사임 

2007. 7. 1 예배장소이전(147 E. Hurst Blvd. Hurst, 76053) 

2007. 7. 8 제2대 담임 임방혁 목사 부임 

2007. 11. 25 창립예배 

 

행복한교회 제 1기 

2008년 
 

2008. 1. 20 우제남사모 새신자팀장 임명 

2008. 4. 6 

제 1사분기 사무처리회: 결산보고, 교회 이념 및 행정시스템 구축과정 보고, 

사역자 임명(장년교육팀장-유건재목사, 목장운영팀장-임상수목사, 예배사역팀

장-신용호전도사, 교회행정팀장-백필식전도사, 어린이사역팀장-김현정사모,  

청소년사역팀장-안광선전도사, 멀티미디어팀장-이재일전도사, 중보기도팀장-

송일연전도사, 청년사역팀장-홍석인전도사) 

2008. 4. 13 전교인 야외예배: Arlington Lake공원의 Bowman Springs Park Pavilion 

2008. 6. 8 박성남사모 교회 반주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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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6 빛과 소금의 교회와 친선축구시합 

2008. 7. 13 제 2사분기 사무처리회: 재정보고, 교회조직승인, 부서 사역자 임명 

2008. 7. 27 빛과 소금의 교회와 친선축구시합 

2008. 8. 3 
예비목자가정 선정: 문봉제/문영숙, 송일연/송경애, 안승일/안명자, 이훈구/이

영단 

2008. 8. 17 예비목자 훈련(총 4주) 시작 

2008. 9. 21 첫 목장모임 시작 

2008. 10. 12 제 1기 생명의 삶 과정시작: 강사-임방혁 담임목사, 10주 과정 

2008. 10. 19 전교인 야외예배: Haltom City 체육공원 

2008. 10. 26 제 3사분기 사무처리회: 교회행정시스템 구축 (교회표준 승인) 

2008. 10. 31 첫 초원모임 시작: 오후 1시 

2008. 11. 9 임시사무처리회: 선교헌금 지원, 건축위원회 구성 

2008. 11. 30 창립 1주년 기념예배: 교회비전 선포, 교회회원 서약, 목장헌신예배 

2008. 12. 7 North Point Church의 Christmas Pageant에 참석 

2008. 12. 21 성탄축하예배 

2008. 12. 24-25 전교인 크리스마스 리트릿: 사랑수양관(덴톤 근교), 오후 1시부터 

 

2009년 
 

2009. 1. 4 새가족을 위한 교회 소개 conference 

2009. 1. 11 
제 4사분기 사무처리회: 2008년 재정 결산, 2009년 사역과 예산을 위한 사무

처리회 

2009. 1. 11 1000시간 기도의 제사 시작 

2009. 2. 1 대심방 시작 

2009. 2. 15 생명의 삶 수업 시작: 2.15부터 10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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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5 연합목장모임: 수요일 오후 2:30 

2009. 3. 15 미디어사역팀장 이재일 전도사 사임 

2009. 4. 12 부활주일예배 

2009. 4. 26 전교인 야외예배: Keller 소재 Bear Creek Park 

2009. 5. 3 제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09. 5. 10 찬양예배: 인도자-김영수 목사(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담임) 

2009. 5. 17 Mother Wise 개강: 강사-우제남 사모, 10주 과정 

2009. 5. 19 새로운 삶 2단계 개강: 강사-임방혁 목사, 10주 과정 

2009. 6. 21 2009년 두 번째 새신자 환영회 

2009. 6. 28 홍석인 전도사 어린이.청소년 사역팀장 임명 

2009. 7. 26 제 2사분기 사무처리회: 재정보고, 상반기 사역결산 

2009. 8. 11-12 어린이 여름캠프: 장소-세미너리 기숙사 

2009. 8. 30 간증예배: 마이클 장 목사(행복한교회 초대 담임목사) 

2009. 8. 30 송영현 전도사 미디어 사역팀장 임명 

2009. 9. 6 주일 1부 예배 시작: 주일 오후 12:30 

2009. 9. 16 
교회 운영과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컨퍼런스(“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2009. 9. 24 침례식: 김은영, 한병숙, 이슬기, 장주희, 신혜순, 백필식, 홍석인 총 7명 

2009. 10. 4 North Point Church의 창립기념 찬양/기도 집회에 참석 

2009. 10. 18 전교인 야외예배: Keller 소재 Bear Creek Park 

2009. 10. 25 제 3사분기 사무처리회: 교회표준 제정안 검토 심의 

2009. 11. 1-3 
창립기념 부흥회: 강사-김희자 선교사, 주제-하나님, 나, 그리고 내려놓음, 일

시-11.1(주일 오후 2시), 11.2-3(오후 5시) 

2009. 11. 22 추수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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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6 
North Point Church 행사에 도넛 후원. 

North Point Church의 Welcome Home행사에 참석 

2009. 12. 13 반주자 박성남 사모 사임 

2009. 12. 20 성탄감사예배 

2009. 12. 24-25 전교인 리트릿: 주제-은혜, 장소-사랑수양관 

2009. 12. 31 송구예배: 오후 6시, 성찬식 및 성구추첨 

2009. 12. 31 임상수 목사 목장운영팀장 사임 

 

2010년 
 

2010. 1. 17 새로운 목장 편성 

2010. 1. 31 2010 사역과 예산을 위한 사무처리회 

2010. 2. 28 2010 사역박람회 

2010. 4. 25 전교인 야외예배: Keller 소재 Bear Creek Park 

2010. 5. 2 집사세미나: 5월2일과 5월 16일 예배시간 

2010. 5. 2 제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10. 5. 9 가족 찬양예배 

2010. 5. 16 
예배장소 이전: 7708 Maplewood Ave, North Richland Hills, TX 76180 (Maple 

Fellowship church 내) 

2010. 5. 30-31 전교인 수련회: 장소-Camp Copass(Denton 소재) 

2010. 6. 13 2단계 선경훈련 실천의 삶 시작: 매주 목요일 3시 

2010. 6. 30 1단계 성경훈련 생명의 삶 시작: 격주 수요일, 6주 과정 

2010. 8. 1 송일연 전도사 새가족팀장 사임 

2010. 8. 8 교회이전 감사예배 

2010. 8. 10-11 어린이 여름성경캠프: 장소-사랑수양관, 어린이 18명 참석 



표준번호 HFBC-S-110 교회행정매뉴얼 

(Church Administration Manual) 

개정번호 1 

페 이 지 35 / 53 재개정일 2013.12.29 

 

HFBC-F-2101 행복한교회 Happy Fellowship Baptist Church 

 

2010. 9. 12 주일 2부 예배중에 영어사용자를 위한 동시통역 시작 

2010. 10. 3 전교인 야외예배: Keller 소재 Bear Creek Park 

2010. 10. 17 침례식(이창종, 송영배, 송민희, 박현선, 박영숙 총 5명) 

2010. 10. 24 Maplewood Baptist Church와의 모임 

2010. 10. 24 성찬식 

2010. 10. 31 제 3사분기 사무처리회: 목사안수관련, 재정보고 

2010. 11. 13 달라스 교회대항 축구대회 참여 

2010. 11. 21 
사역자 인사: 신용호전도사 어린이사역팀장, 홍석인전도사 예배 및 기획팀장, 

김덕기전도사 청소년사역팀장, 최성식성도 예배찬양인도자 

2010. 11. 28-30 
창립 3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임방혁목사, 주제-우리 아버지의 나라, 시간-

28일(오후2:00), 29~30일(오후 5:30) 

2010. 12. 5 남선교회 회장 이훈구, 여선교회 회장 한병숙 

2010. 12. 12 
목사안수예배: 대상-백필식,송일연, 시취위원-김형민목사, 안지영목사, 유진원

목사, 이근무목사, 최남용목사, 황석형목사 

2010. 12. 19 성탄축하예배 및 새가족환영회 

2010. 12. 26 2011년 예산안과 인사규칙 개정을 위한 사무처리회 

2010. 12. 31 송구영신예배: 오후 8시 

 

2011년 
 

2011. 1. 9 사무처리회: 2010년 4사분기 재정보고, 교회 매뉴얼 개정 

2011. 1. 30 2011년 사역박람회 

2011. 2. 6 1000시간 기도운동 시작 

2011. 2. 13 

임시사무처리회: 2011년 서리집사 임명(강숙영, 김명식, 김영단, 김영숙, 김완

수, 김윤진, 노시헌, 문봉제, 박민숙, 박정희, 송민희, 유영순, 유재선, 이병윤, 

이은경, 이창종, 이훈구, 장옥분, 한병숙, 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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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27 

2011년 성경훈련 시작: 1단계 생명의 삶(매주 화요일 10:30 Keller지역), 2단계 

풍성한 삶(매주 금요일 오후 1시 Keller지역), 성경 신구약개론(매주 주일모임 

후, 이요한목사) 

2011. 3. 20 새가족환영회 

2011. 3. 27 전도세미나: 강사-백필식목사, 임방혁목사, 홍석인전도사 

2011. 4. 2 여선교회주최 바자회 

2011. 4. 10 전교인 야외예배: Keller 소재 Bear Creek Park 

2011. 4. 24 부활절 초청 전도집회 

2011. 5. 8 제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11. 5. 30-31, 6. 6-7 

연합말씀집회: 주제-그리스도 안에서, 장소-열린지구촌교회, 시간-저녁 6:30, 

강사-임주안(달라스 서울중앙장로교회), 황순기(작은자교회), 황석형(열린지구

촌교회), 임방혁(행복한교회) 

2011. 6. 5 Maplewood Baptist Church의 리더들과의 모임 

2011. 7. 23 유스,청소년리트릿: 7.23 오후 1:00, 포트워스 피컨벨리공원 

2011. 7. 24 제 2사분기 사무처리회: 재정보고, 교회건물 사용, 건축위원회 구성 

2011. 8. 7 새가족환영회 

2011. 8. 9-10 어린이 여름성경캠프: 장소-사랑수양관 

2011. 8. 14 임시사무처리회: 건축위원장 인준 

2011. 9. 11 임시사무처리회: 건축위원회 보고 

2011. 9. 19-10. 22 임방혁 담임목사 안식월 

2011. 10. 2 
제 3사분기 사무처리회: 재정보고, 건축헌금, 목사안수 대상자(신용호, 송영

현, 홍석인) 투표 

2011. 10. 6 남선교회 주최 친선골프대회 

2011. 11. 6 
목사안수예배: 대상-신용호,송영현,홍석인, 시취위원-안지영목사, 유진원목사, 

임방혁목사, 황석형목사, 백필식목사 

2011. 11. 27 일일부흥회: 강사-임방혁목사, 주제-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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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8 성탄예배 및 새가족환영회 

 

행복한교회 제 2기 

2012년 
 

2012. 1. 22 사무처리회: 교회 매뉴얼과 회원규칙 개정안 검토 

2012. 1. 29 임시사무처리회: 교회의 비전과 사역방향 

2012. 2. 12 임시사무처리회: 예산안 및 회원규약 

2012. 2. 26 제2기 사역을 시작하는 언약예배 

2012. 3. 11 2012년 사역참여 가이드 배포 

2012. 3. 18 외부강사 설교: 서울 대공원교회 이준행목사 

2012. 4. 1 제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12. 4. 1 주일오후교육 시작: 장년성경훈련, 유스모임, 어린이 한글교실 

2012. 4. 8 
서리집사임명: 김완수, 노시헌, 노영순, 문봉제, 문영숙, 이훈구, 이영단, 이창

종, 이은경, 최성식, 박주희, 한성희 

2012. 4. 15 제자목장 시작: 격주 화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7시, 담임목사댁 

2012. 4. 15 전교인 야외예배: Keller 소재 Bear Creek Park 

2012. 4. 29 집사헌신예배: 강사-지구촌교회 황석형목사 

2012. 5. 13 전교인 어버이주일예배 

2012. 5. 13 성도 개인과 교회를 위한 기도합주희 

2012. 8. 7-8 어린이 여름성경캠프 

2012. 9. 16 
후반기장년성경훈련 시작: 1단계-송영현목사, 2단계-홍석인목사, 3단계-임방혁

목사 

2012. 9. 30 새가족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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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 말씀사경회: 강사-임방혁목사, 주제-기쁨으로 달리는 경주 1/그리스도의 마음 

2012. 10. 9 
말씀사경회: 강사-임방혁목사, 주제-기쁨으로 달리는 경주 2/목표를 향한 달

리기 

2012. 10. 19 남선교회주최 골프친목모임: 19일 오후 2시, 멘스필드네셔널클럽 

2012. 10. 21 제 3사분기 사무처리회 

2012. 11. 11 추수감사예배 

2012. 11. 25 창립기념예배 

2012. 11. 25 

후반기 성경훈련수료:  

1단계-김덕기, 김용진, 엄혜련, 이상미, 이영숙, 임윤배, 임은숙, 최지원, 탁영

숙 

2단계-김재현, 박시온, 이종원 

3단계-문봉제, 문영숙, 박주희, 이요한, 이은경, 이창종, 이현주, 이훈구 

2012. 12. 2 여선교회 총회 

2012. 12. 9 남선교회 총회 

2012. 12. 16 제 4사분기 사무처리회: 2013년 사역계획 및 예산심의 

2012. 12. 23 전교인성탄예배 

2012. 12. 30 

사임: 예배미디어팀장 송영현목사, 어린이사역팀장 신용호목사, 청소년사역팀

장 이요한목사 

임명: 예배미디어팀장 문진형목사, 어린이사역팀장 박성훈목사, 청소년사역팀

장 김덕기전도사 

2012. 12. 31 송구영신예배 

 

2013년 
 

2013. 1. 13 새가족교육 

2013. 1. 13 
임명: 재정팀장 문봉제집사, 남선교회회장 김윤진집사, 여선교회회장 이은경집

사, 반주자 이유진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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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0 전반기 대심방 시작 

2013. 1. 22 제자목장 시작: 격주 화요일 오후 1시, 담임목사댁 

2013. 1. 23 여선교회 중보기도모임 시작: 격주 수요일 오후 1시 

2013. 1. 27 청소년팀 부모님과 함께드리는 예배 시작: 매월 한 주 

2013. 1. 27 사역박람회: 1월 4주, 2월 1주 2주간 진행 

2013. 2. 3 ‘침례교회란’세미나: 오후 4시, 대상-장년성경훈련 1, 2단계 수료자 

2013. 2. 17 

임시사무처리회: 회원선포, 서리집사임명(김영단, 김완수, 노시헌, 노영순, 문

봉제, 문영숙, 박주희, 이영숙, 이은경, 이종원, 이창종, 이훈구, 한병숙, 한성

희), 안수집사 피택(문봉제, 이훈구) 

2013. 3. 3 

전반기 장년성경훈련 및 어린이 한글교실 시작: 8주 과정 

1단계 생명의 삶-문진형목사, 2단계 풍성한 삶-홍석인목사, 3단계 제자의 삶-

임방혁목사, 청소년이 섬기는 어린이 한글교실 

2013. 3. 17 새가족환영회 

2013. 3. 31 부활주일예배 

2013. 4. 7 제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13. 4. 15 남선교회 주최 친목골프모임: 시간-15일 오후 2시, 장소-커츄리 뷰 

2013. 4. 28 전교인 야외예배: Keller 소재 Bear Creek Park 

2013. 5. 12 5월 전가족연합예배 

2013. 5. 19 

전반기 장년성경훈련 수료: 

1단계-이광근, 이유진, 이은혜, 정혜진, 지선은, 황미경 

2단계-김용진, 박영숙, 송영배, 이상미, 임은숙, 탁영숙 

에베소서-김덕기, 김재현, 박성훈, 박주희, 엄혜련, 이은경, 이종원, 이현주, 

임윤배, 장주희, 정수현 

2013. 6. 27-29 청소년 여름수련회: 주제-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친구, 장소: Camp Copass 

2013. 7. 14 외부강사 설교: 대전 꿈이있는교회 전남식목사 

2013. 7. 21 제 2사분기 사무처리회: 안수집사 선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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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6-7 어린이 여름성경캠프: 주제-Facing Fear, Trusting God 

2013. 8. 11 후반기 대심방 시작 

2013. 8. 18 새가족교육: 오후 4:30 

2013. 8. 25 비젼의 달 시작: 한 달 동안 설교와 심방을 통해 교회 비젼 제시 

2013. 9. 8 
후반기 장년성경훈련 시작: 8주 과정 

1단계-임방혁목사, 2단계-박성훈목사 

2013. 9. 13 제 3사분기 사무처리회 

2013. 9. 29 예배미디어팀장 문진형목사 사임 

2013. 10. 20 
말씀사경회: 기간-20일과 27일 주일예배시간, 주제-하나님께 가까이, 강사-

임방혁목사 

2013. 11. 3 예배미디어팀장 임성훈전도사 임명 

2013. 11. 17 추수감사예배, 새가족 환영회 

2013. 11. 24 창립기념 및 안수예배: 문봉제 안수집사, 이훈구 안수집사 

2013. 12. 8 
후반기 장년성경훈련 수료: 1단계-김혜란, 박지현, 양성교, 이상보, 이주현, 임

상수, 홍승주, 홍영란 

2013. 12. 8 남녀선교회 총회 

2013. 12. 22 전교인성탄예배 

2013. 12. 29 제 4사분기 사무처리회: 2014년 사역계획 및 예산 심의 

2013. 12. 31 송구영신예배 

 

2014년 
 

2014. 1. 5 신년예배 

2014. 1. 19 
서리집사임명: 김영단, 김용진, 김재현, 노시헌, 노영순, 문영숙, 박주희, 이영

숙, 이은경, 이종원, 이창종, 이현주, 임은숙, 지선은, 탁영숙, 한병숙, 한성희 



표준번호 HFBC-S-110 교회행정매뉴얼 

(Church Administration Manual) 

개정번호 1 

페 이 지 41 / 53 재개정일 2013.12.29 

 

HFBC-F-2101 행복한교회 Happy Fellowship Baptist Church 

 

2014. 1. 19 사역박람회: 19일과 26일 2주간 진행 

2014. 1. 26 목장모임 시작 

2014. 2. 2 목자모임, 목장교사모임 

2014. 2. 16 찬양예배 

2014. 3. 9 전반기 대심방 시작 

2014. 4. 13 제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14. 4. 13 말씀묵상세미나 

2014. 4. 20 부활절예배 

2014. 4. 27 전교인 야외예배: Keller 소재 Bear Creek Park 

2014. 5. 4 Joined 목장 식사교제 시작 

2014. 5. 11 전가족 연합예배 

2014. 5. 21, 24 수요일 오후 1:30, 토요일 오후 1:30 

2014. 5. 25 청소년발달세미나: 강사-김덕기전도사, 오후 4:00 

2014. 5. 25 예배미디어팀장 임성훈전도사 사임 

2014. 6. 10-11 어린이 청소년 여름캠프: 장소-사랑수양관 

2014. 7. 5 Maplewood Baptist Church주최 조찬교제 참여 

2014. 7. 13 제 2사분기 사무처리회 

2014. 7. 13 팀장임명: 예배미디어팀장 박성훈목사, 어린이사역팀장 최광일목사 

2014. 8. 16 침례식: 김재현, 이상욱, 이소영 

2014. 10.4-5 청소년 필드트립: 주제-쉼, 장소-덴튼소재 Camp Copass 

2014. 10. 12 제 3사분기 사무처리회 

2014. 10. 19 말씀사경회: 강사-임방혁목사, 주제-화해 

2014. 11. 23 추수감사 및 창립 7주년 기념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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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7 여선교회 총회 

2014. 12. 14 남선교회 총회 

2014. 12. 21 전도초청 성탄예배 

2014. 12. 28 제 4사분기 사무처리회: 2014년 사역계획 및 예산 심의 

2014. 12. 31 송구영신예배 

 

2015년 
 

2015. 1. 4 신년예배 

2015. 1. 7-9 참소망목장(청년목장) 리트릿: 장소-Lake Whitney 

2015. 1. 18-25 2015년 사역박람회 

2015. 1. 18 

2015년 서리집사 임명: 강권일, 김용진, 김재현, 노시헌, 노영순, 문영숙, 박

영숙, 박주희, 송영배, 이선미, 이영단, 이은경, 이종원, 이창종, 이현주, 임은

숙, 탁영숙  

2015. 2. 1 행복한교회 한글학교 시작: 담당-이준현자매 

2015. 2. 1 예배위원 오리엔테이션 

2015. 2. 1 
예배순서 변경: 광고 및 환영 - 사랑의 교제 - 기원 - 경배와 찬양 - 대표기

도 - 성경봉독 - 설교 - 봉헌 - 축도 

2015. 2. 15 남선교회주최 족구경기 시작 

2015. 2. 22 청소년특강: 강사-임방혁목사, 주제-To Know Your Death 

2015. 3. 1 전반기 대심방 시작 

2015. 3. 15 남선교회 월례회 

2015. 3. 29 
선교 간증과 설교: 강사-박상원목사(기도온동족선교회 대표), 주제-굶주림 보

다 더 큰 목마름(사 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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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5 부활절예배 및 전교인야외예배: 장소-Bear Creek Park 

2015. 4. 12 제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15. 5. 10 전가족 연합예배 

2015. 5. 24 Special Happy Fellowship 시작 

2015. 5. 31 청소년특강: 강사-이중은목사, 우리안에 복음(스바냐 3:17) 

2015. 6. 7 
남선교회주최 테니스대회: 장소-Haltom High School, 대상-유스이상 행복한교

회 모든 성도 

2015. 6. 28 청소년특강: 강사-홍석인목사, Do You Really Know?(호세아 6:1-3) 

2015. 7. 5 임방혁목사 담임목사 사임 및 고별식, 홍석인목사 담임목사 대행 

2015. 7. 8 
김덕기전도사 목사안수 시취모임: 일시-7.8(수) 오후 3시, 장소-청소년예배실, 

시취위원-김영수목사, 백필식목사, 신용호목사, 임방혁목사, 홍석인목사 

2015. 7. 12 제 2사분기 사무처리회 

2015. 7. 26 

김덕기목사 안수예배: 시간-오후 3시, 안수 및 시취위원: 임방혁목사(행복한교

회), 김영수목사(세워지는교회), 백필식목사(세워지는교회), 신용호목사(한우리

교회), 홍석인목사(행복한교회) 

2015. 8. 5 - 6 
어린이.청소년 여름수련회: 기간-5일(수) 오후 3시 ~ 6일(목) 오후 12시, 장소

-Riverbend 

2015. 8. 16 
어린이팀, 청소년팀 졸업 및 진급식: 키즈에서 유스로 진급(송동원, 강민하, 

최현빈, 박세훈), 유스에서 청년으로 진급(이현욱) 

2015. 8. 23 새가족부 모임: 시간-오후 4:30, 장소-본당 소모임실 

2015. 8. 30 
청소년특강: 강사-Dr. David Lar(Journey of Faith church 섬김 / 북텍사스 대

학병원 UNT 소아과 전문의), 주제-His Kingdom(마 6:33) 

2015. 9. 13 어린이팀, 청소년팀 학부모 PTA: 시간-식사교제시간 

2015. 9. 20 새가족환영회: 대상-여정운, 정유경, 김영훈,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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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4 
가을 가든파티: 시간- 주일 2부예배후 식사교제시간, 장소-예배당 앞 잔디밭, 

프로그램-BBQ파티 및 미니 가을운동회 

2015. 10. 11 

말씀사경회: 강사-조동선교수(싸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조직신학교수, 한우리

교회 협동목사), 주제-예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롬 

10:5-13) 

2015. 10. 18 제 3사분기 사무처리회 

2015. 11. 22 창립기념 및 추수감사예배 

2015. 11. 29 홍석인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2015. 12. 13 제 4사분기 사무처리회: 2016년 사역계획 및 예산처리 

2015. 12. 20 성탄절예배 

2015. 12. 31 송구영신예배 

 

2016년 
 

2016. 1. 3 신년예배, 주의 만찬 

2016. 1. 10 청소년팀 학부모모임 

2016. 1. 17 어린이팀 학부모모임 

2016. 1. 24 목자.교사모임 

2016. 1. 17-24 2016년 사역박람회 

2016. 2. 7 선교주일예배 

2016. 2. 7 

2016년 서리집사 임명: 강권일, 김용진, 김재현, 노시헌, 노영순, 문영숙, 박

순해, 박영숙, 박주희, 송영배, 이선미, 이영단, 이은경, 이주현, 이종원, 이창

종, 이현주, 임은숙, 장은숙, 최지원, 탁영숙 

2016. 2. 14 청소년 큐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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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0 청소년 Game Night 

2016. 3. 20 종려주일예배 

2016. 3. 27 부활주일예배 

2016. 4. 3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16. 4. 10 새가족환영회: 김정제, 신재순, 오화영, 이진아(건호.주연.승민) 

2016. 4. 10 청소년 학부모모임 

2016. 4. 24 전교인 야외예배 

2016. 5. 8 전가족 연합예배 

2016. 5. 15 새가족교육 

2016. 5. 15 어린이팀 학부모모임 

2016. 5. 22 빛과 소금의 교회와 친선축구경기 

2016. 5. 29 어린이팀 Heavenly Table 

2016. 6. 5 어린이팀 VBS Fund Rising 

2016. 6. 28~29 청소년팀 Summer Lock-in 

2016. 7. 10 청소년팀 학부모모임 

2016. 7. 15~16 어린이 VBS: “Kingdom RAangers” 

2016. 7. 17 2사분기 사무처리회 

2016. 8. 10~13 청소년 여름수련회(장소: Mt. Lebanon Baptist Encampment) 

2016. 8. 21 선교주일예배: 강사-서장원선교사, 본문-사 54:2-3, 제목-선교하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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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8 새가족환영회: 김영신, 서장원.김정은(준하, 승하, 은하) 

2016. 9. 4 전가족수련회 

2016. 9. 18 성경 읽기 세미나: 강사-박성훈목사, 기간-6주간 

2016. 10. 2 3사분기 사무처리회 

2016. 10. 9 청소년팀 학부모모임 

2016. 10. 16 
말씀사경회: 강사-임승환목사(미션달라스 총무), 본문-마 14:22-33, 제목-의

심 없는 신앙 

2016. 10. 31 할렐루야 나잇 

2016. 11. 20 전가족 추수감사예배 

2016. 11. 27 창립기념예배, 침례식: 김재이, 여민주, 홍시원, 서승하, 서준하, 여민석 

2016. 12. 4 예산처리 사무처리회 

2016. 12. 11 남녀선교회총회 

2016. 12. 21 유스 요리대회 

2016. 12. 25 전가족성탄예배 

 

2017년 
 

2017. 1. 1 신년예배, 주의 만찬 

2017. 1. 1~2 기도리트릿: Riverbend Retreat Center 

2017. 1. 8 

2017년 목장 목자 교사 임명 

가치있는목장: 목자-송영배, 교사-홍석인 

마중물목장: 목자-문봉제, 교사-홍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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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목장: 목자-이종원, 교사-박성훈 

예닮목장: 목자-김용진, 교사-홍석인 

행복한목장: 목자-이창종, 교사-이중은 

참소망목장: 청년목장, 교사-김동찬 

2017. 1. 15 어린이팀 PTA 

2017. 1. 15 - 29  사역박람회 

2017. 1. 22 청소년팀 PTA 

2017. 2. 5 선교주일예배 

2017. 2. 5 

2017년 서리집사 임명: 1. 김용진, 노시헌, 노영순, 문영숙, 박순해, 박영숙, 

신재순, 송영배, 이영단, 이은경, 이주현, 이종원, 이창종, 이현주, 임은숙, 장

은숙, 최지원, 탁영숙 

2017. 2. 5 

가정 세미나 

- 주제: 성경적 가정을 찾아서(Pursuit of Biblical Family) 

- 강사: 서장원 목사 

- 일시: 2017년 2월 5일부터 8주간 

2017. 2. 26 새가족환영회(이승환, 김선영, 이도운, 이지안, 김하성, 임채희) 

2017. 3. 26 전가족 야외예배 

2017. 4. 3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17. 4. 9 종려주일예배 

2017. 4. 16 부활주일예배, 어린이팀 에그 헌팅 

2017. 4. 23 예배미디어팀장 박성훈 목사 사임 

2017. 5. 7 전가족 연합예배 

2017. 5. 7 예배미디어팀장 김기영 목사 임명 

2017. 5. 7 청소년팀 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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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4 어린이팀 PTA 

2017. 6. 4 반주자 임명: 임채희 자매 

2017. 6. 9 

어린이 여름 VBS 

- 주제: Galactic Starveyors: Discovering the God of the Universe 

- 일시: 6월 9일 오전 9:30~ 6월 10일 오후 3시 

- 장소: 홍석인 목사댁 

2017. 7. 2 2사분기 사무처리회: 김동찬 전도사 목사안수 투표 

2017. 7. 4-6 기도리트릿: 오클라호마 비버스밴드 

2017. 7. 9 청소년팀 PTA 

2017. 7. 23 청소년팀 여름수련회 펀드레이징: 김치판매 

2017. 8. 6 

성경세미나 

- 기간: 8월 6일부터 4주간 주일 오후 4:00-5:30 

- 내용: 한 눈에 보는 성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 강사: 이승환 목사 

2017. 8. 9 -11 

청소년 여름수련회 

- 주제: United Fellowship 

- 일시: 8.9 – 8.11 

- 장소: Camp Copass 

2017. 8. 20 침례교육 

2017. 8. 27 
침례식: 박성빈, 박현정, 송동원, 송보경, 임지혜, 임채희 

주의 만찬 

2017. 9. 17 허리케인 하비 피해자 구제 헌금: American Red Cross를 통해 $2,910불 전달 

2017. 10. 1 3사분기 사무처리회 

2017. 10. 1 빛과 소금교회와 친선 족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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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8 말씀사경회 

2017. 10. 15 청소년팀 PTA 

2017. 10. 22 가을가든파티: 예배당 앞 잔디밭 

2017. 10. 31 할렐루야 나잇: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위해서 주최 

2017. 11. 2 김동찬 전도사 목사안수 시취 

2017. 11. 12 새가족환영회: 강선아, 김명현, 안이삭 

2017. 11. 18 할렐루야 축구대회 참여: B조 1위 

2017. 11. 19 추수감사 및 창립기념예배 

2017. 12. 3 2018년 예산처리 사무처리회 

2017. 12. 10 

김동찬 목사안수예배: 시취 및 안수위원 – 안지영목사(나눔교회), 이상철목사

(주님의 기쁨교회 유스담당목사), 안광문목사(생명샘교회), 김기영목사(행복한

교회 예배미디어팀장), 홍석인목사(행복한교회), 문봉제안수집사(행복한교회), 

이훈구안수집사(행복한교회) 

2017. 12. 17 여선교회총회 

2017. 12. 21 유스 크리스마스파티: 김상일 형제님댁, 오후 5시 

2017. 12. 24 전가족성탄예배 

2017. 12. 31 송년예배, 김동찬목사(임지혜사모) 청소년사역팀장 사임 

 

2019년 
 

2019. 1. 6 전가족 신년예배, 주의 만찬 

2019. 1. 13 어린이팀 PTA, 청소년팀 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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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0 - 27 사역박람회: 2주간 

2019. 1. 20 

전 세대가 참여하는 가스펠프로젝트 성경공부 시작 

- 키즈: 펠로우십 소모임실 

- 유스: 청소년예배실 

- 키즈.유스부모: 펠로우십홀 

- 청장년: 본당 

2019. 2. 3 선교주일예배 

2019. 2. 3 새가족환영회 

2019. 2. 3 반주자: 최소망 자매 임명 

2019. 2. 17 찬양기도예배 

2019. 2. 24 GP지기목장 목자목녀 임명-김라영(김지현), 예닮목장-한형민(이소영) 

2019. 3. 12 -14 청년리트릿: 오클라호마 

2019. 3. 15 유스봄소풍 

2019. 3. 17 

전가족 큐티의 날 

- 어린이.유스가정: 펠로우십 홀 

- 장년: 펠로우십 소모임 실 

2019. 3. 31 유스예배 초청 강사: Esther Na 

2019. 4. 7 전가족야외예배 

2019. 4. 14 종려주일예배 

2019. 4. 14 1사분기 사무처리회 

2019. 4. 21 부활주일예배, 어린이 에그헌팅 

2019. 4. 28 어린이 여름 VBS 발런티어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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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2 전가족연합예배 

2019. 5. 12 어린이팀 PTA 

2019. 5. 26  어린이 여름 VBS 펀드레이징 

2019. 5. 26 청소년 PTA 

2019. 6. 6 - 8 어린이 여름 VBS: 펠로우십 홀 

2019. 6. 9 

특별강사 초청예배 

- 강사: 박남용 목사(죠쉬맥도웰 미니스트리 아시아 책임) 

- 주제: 사랑과 성에 관한 세미나 

2019. 6. 10 - 11 

유스 Lock – In 

- 일시: 6월 10일 오후 4:30 – 11일 오전 10:30 

- 장소: 2713 Escalante Avenue, Fort Worth, TX 76112 

2019. 7. 7 2사분기 사무처리회 

2019. 7. 28 유스 여름수련회 펀드레이징 

2019. 8. 4 

가스펠프로젝트 성경공부 구약 2권 시작 

- 김기영 목사(펠로우십홀) 

- 홍석인 목사(펠로우십홀 소모임실) 

2019. 8. 5 - 7 
유스 여름수련회 

- 장소: 12751 County Road 3330, Kerens, TX 75144 

2019. 9. 15 
전가족 가을가든파티, 새가족환영회(박용규, 노재란, 반재헌, 김민, 반가운, 반

슬, 서혜경, 신상희) 

2019. 10. 6 

말씀사경회 

- 기간: 4주간 

- 주제: 제자도 

2019. 10. 6 3사분기 사무처리회 

2019. 11. 17 크리마스 슈박스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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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4 추수감사 및 창립기념예배 

2019. 12. 8 2020년 예산처리사무처리회 

2019. 12. 5 여선교회총회 

2019. 12. 22 전가족성탄예배 

2019. 12. 29 
초청강사설교: 이유진 목사(반석제일교회 원로목사, 극동방송 상담, 남부교도

소 교정위원, 주만사랑선교회 대표) 

2019. 12. 29 침례식: 김라영, 김지현, 반재헌, 김민, 주의 만찬 

2019. 12. 31 송구영신예배 

 

 

2020년 
 

2020. 1. 5 신년예배 

2020. 1. 19 어린이팀 PTA 

2020. 1. 19 - 26 사역박람회: 2주간 

2020. 1. 20 청소년팀 PTA 

2020. 2. 16 예배순서조정 

2020. 2. 16 

서리집사임명: 김라영, 김복현 ,김정숙, 김정제, 김지현, 노시헌, 노재란, 박수

지, 박용규, 박현선, 반재헌, 배은경, 신명자, 안승일, 유영아, 이소영, 이은경, 

이종원, 이주현, 이창종, 장은숙, 주용진, 탁영숙, 한형민 

명예권사: 신상희 

2020. 2. 23 새가족환영: 임정옥, 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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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3 유스 봄소풍 

2020. 3. 15 
행복한교회 코라나(COVID-19) 대처 프로토콜 마련, 현장예배 및 온라인예배 

병행 

2020. 3. 22 전면 온라인 예배 시작 

2020. 4. 5 종려주일예배 

2020. 4. 5 HappyKids AIRTM 시작: 매주 주일 오후 4시, zoom 프로그램사용 

2020. 4. 5 청소년팀 온라인 성경공부: 매주 주일 저녁 8시, zoom 프로그램사용 

2020. 4. 12 부활주일예배, 주의 만찬 

2020. 4. 16 온라인 가스펠프로젝트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zoom 프로그램사용 

2020. 5. 10 어버이주일예배 

2020. 5. 24 주일예배 가족특송 시작 

2020. 7. 9 - 11 어린이 여름 VBS AIR: zoom 프로그램사용 

2020. 7. 15 -16 청소년 온라인 여름수련회: zoom 프로그램사용 

2020. 7. 28 청소년 주중 온라인 교제모임 시작: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2020. 8. 1  Happy Kids AIR Mother: 오후 2시, zoom 프로그램사용 

2020. 8. 16 예배미디어팀장 김기영 목사 사임 

2020. 8. 23 청소년팀장 박지성 전도사 사임, 청소년팀장 한희정 전도사 임명 

2020. 8. 30 유스 모임: 박지성 전도사 송별, 한희정 전도사 환영 

2020. 9. 1 예배미디어팀장 허태녕 전도사 임명 

 

(교회행정매뉴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