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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부 새가족부

사역팀 사역내용(지원자격) 정원 지원 사역팀 사역내용(지원자격) 정원 지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

2부 예배를 위해 30분 전 모여 기도 20 만남의시간사역팀 만남의 시간 장식, 이름표, 안내 준비 10

헌금사역팀
주일 예배 시 헌금위원 봉사
(십일조 생활)

12 새가족환영팀
식탁준비, 새가족 사진촬영
새가족 게시판 관리

6

안내팀
주일 예배 시 외부 안내 및 착석 안내
새가족안내 및 새가족관련 행정보조

6 선교부

침례팀 침례예식을 위한 준비, 침례 까운 관리 10
선교사역팀

단기봉사선교지원 및 물품 운송
훈련 준비, 선교바자회준비
선교기도회 인도, 강사 접대, 자판기관리

15
연극팀 절기 예배 시 연극 10

동시통역팀 2부 예배 시 동시통역 2

강단꽃준비팀 주일 강단 꽃 준비 4 재정부 

강단준비팀 강대상 청소 및 물 준비 2 재정팀 헌금계수, 재정관리, CPA(십일조 생활) 5

미디어사역부 선교재정팀 선교비 발송, 목장별 선교헌금 통계 2

음향조명팀
1부: 1부 예배 시 녹음, 음향, 조명 사역 3 가정교회사역부

2부: 2부 예배 시 녹음, 음향, 조명 사역 3 도서팀 매달 QT책, 추천도서, 집회CD 판매 2

IT팀
웹사이트 관리 및 홈페이지 디자인
컴퓨터 네트웍 관리, 하드웨어 관리
방송실 기술 문제 해결

3
가정교회 사역팀 가정교회 세미나 및 목자수양회 5

월요중보기도팀 매주 월요일 중보기도 30

영상팀

1부: 예배 시 영상 자막 및 카메라 6 찬양부

2부: 예배 시 영상 자막 및 카메라 6
찬양팀

1부: 1부 예배 시 찬양 및 악기
(생명의 삶 수료, 토요일 연습 참석)

7

영상뉴스 및 홍보물 제작 및 편집 5
2부: 2부 예배 시 찬양 및 악기
(생명의 삶 수료, 토요일 연습 참석)

9

샬롬 찬양대 부활절, 감사절 찬양 30

2021년 사역 내용 및 지원서
(괄호 안은 지원자의 자격)



※ 개인의 은사와 형편에 따라 3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 : 서명:

친교부  홍보디자인부

사역팀 사역내용 정원 지원 사역팀 사역내용 정원 지원

주방팀
교회 행사 시 음식 준비, 주방 관리
주일 및 집회 시 강사 접대

20 디자인팀 각종 포스터 및 서식 디자인 4

주방물품
구매팀

주방용 물품 및 소모품 구매 2 미술팀
교회 실내장식, 배치, 강단 장식
포도원포커스 게시판 관리

7

행사기획팀 전교인피크닉 및 은혜로운 찬송찬치 5 사진팀 예배 및 특별 행사 사진 촬영 3

교회 사무실

차량관리부 행정지원팀 사무행정 지원, 주보함 관리 4

주차관리팀
주일 2부 및 행사 시 주차 안내
2부 예배를 위한 차량 운행

10 주보접기팀 매주 토요일 주보 접기 및 주보함 넣기 5

차량관리팀 교회밴 차량관리 2 설교CD제작팀 매주 주일 설교 및 결석자 수요일 주보 발송 2

교육부

구제봉사부  (자격 조건: KM 혹은 EM 예배 필수, 생명의 삶 졸업, 침례, 목장 출석)

장례팀 장례 시 장례 연락 및 안내  5 사역부서 사역내용
정원

(필요인원)
지원

구제팀 사랑의 쌀 2 유아부교사 2부 예배 시 유아부 교사(1-2살) 4(0)

혼인예배
사역팀

혼인 리허설 및 예식 준비 2 유치부교사 2부 예배 시 유치부 교사(3살-KG) 5(2)

의료봉사팀 의료 봉사, 헌혈 행사 협조 10 초등부교사 2부 예배 시 초등부 교사(1st-6th) 6(1)

 건물관리부 중고등부교사 2부 예배 시 중고등부 이중언어(7th-12th) 6(4)

건물관리팀  건물관리, 보수공사 15 AWANA 교사 AWANA 교사 5(0)

최종정리팀
주일예배 전후 본당 준비 및 정리
화장실 및 교회전체 정리

4 AWANA 후원팀 TA후원, 어와나 행사 후원 5(5)

방역팀 공적 모임 시 교회 방역 10 어린이목장지원팀 분기별 어린이 목장 자료 준비 5(5)

화초관리팀 화단 및 화초 관리 4 인형극 사역 유치부, 초등부를 위한 인형극 7(7)

 1부 자녀돌보기 1부 예배 시 유치부실 자녀돌보기 2(2)

 2부 자녀돌보기 2부 예배 시 영아부 자녀 돌보기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