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실행위원 

당회운영위원회 이재훈 이  철 박종길 이준호 강부순 남상옥 문창극 박구병 신헌승 윤영각 이길수 이인용 임정열 임호열 조성현 차준한 홍성호 황의서 

구분 본부 본부장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목회본부 

목회비서실 김소리 정재륜 김영란 조희영 강근식 

목회기획실 이기원 이남식 김소리 김승수 김재석 노희태 신동식 양재경 여성민 이준호 조호영 

캠퍼스 본부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노규석 

영성수련원 박종길 백홍기 이기훈 이기원 손신국 박철웅 

 ACTS29 

해외비전교회 

박종길 

윤길중 이인용 김홍주 권득한 김재일 나상권 박태성 신무환 신민호 이길수 임호열 장우진 정상기 최현재 한충희  

러브소나타 

김경훈 

이정환 

최성석 

김재일 유의준 박성호 

김영숙 김일호 김하중 김희준 나문채 류필분 박순길 박일환 손한기  

신민호 요시하라마나부 유병진 윤영섭 이동훈 이용경 이원장  

이은일 정대서 조성수 최종하 함태경 홍성덕 황상윤 

 CMN 양성민 박영한  

(자문위원) 

김두진 김  원 문창호 박용원 손한기 신덕신 양유식 오성훈 윤기홍 윤주헌 이  철 이경률 이원로 이은일 이희주  

장광열 정문규 정파종 정희원 차준구 최중언 허필우 

강동수 권세윤 김건일 김동준 김병순 김택수 김형겸 남상옥 박귀홍 박명률 박영태 박영한 박해한 신학철 안태환 

양미혜 우승엽 이대현 이우석 이학일 추적금 한경식 한덕종 함일성 

장로아카데미 박종길 이장로 전구영(팀장) 김명현(총무) 권오습 민문기 유재홍 정운섭 홍성호 

사역본부 

예배본부 김재석 황병원 
김재석 문영재 최성석 이상진 황병원 이봉의 홍범식 김영욱 한왕석 유재홍 이정근 서달석 이석일 류기범 홍해남  

박치완 정영기 오성훈 

양육본부 박태영 안용태 서명수 이종우 박종길 이상준 김상수 박성은A 김성종 나  영 강부순 박흥균 박현규 이헌규 이홍선 

전도사역본부 여성민 이인용 
여성민 이인용 이수완 나효성 송경옥 정재륜 박성천 허필우 양재경 장경문 이태열 문쌍찬 이종우 한화수 나영욱  

김정숙 김병옥 최민철 조청구 윤길중 김승훈 한영철 김용기 백홍기 김상섭 

사회선교 본부 이기훈 
권득한   

장경식 

김영창 김태용 남정진 문영재 박명균 박봉래 방찬종 송석근 신동식 심길섭 유진아 이동희 이상율 이정환 이찬우  

이홍선 임광순 임정렬 오  민 정운오 정진호 정태경 최주관 한화수 황재명 

장애인사역 본부 박철웅 김준홍 이자형 이범식 
김성균 김영선 김영연 김재욱 김종영 김준규 김철민 나상권 남정진 박상송 배  문  

송지은 안희진 유승덕 오준현 이루주 이범식 이승배 이자형 이정근 정수진 정형권 

회복사역본부 이기원 권용한 김이준 
김종석 

임상범 

권용갑 김성진 김영환 김인선 김지현 김태용 박성규 서성렬 오 민 이정환 이찬우  

이헌규 최용준 최진성 한상규 

가정사역 본부 윤길중 조성환 신현일 강석환 
강미향 김정순 박시형 윤경숙 이동훈 차명권 최승구 강소영 곽상규 권오철 김봉하 

김재영 박명훈 박용익 이성희 이우성 이윤학 이현정 임장순 전진국 정종희 정찬희 

차세대사역본부 노희태 이길수 

김도윤 김성욱 김승완 김재승 김정순 김종아 김종호 박성은 변대섭 석승호 유승현 이재원 정상훈 채기석 최혁중  

강기석 권용성 김도영 김동언 김병순 김장렬 김종호 남상옥 문쌍찬 박승우 박일환 박치완 서병화 유  형 이광순  

이종우 이종철 이태열 임희창 장광열 정영주 조병현 조진호 진종구 최주관 

대학청년사역본부 김승수 심희돈 
최석민 

양상식 
김영우     문영기 이종우/ 최성민 조준목 홍기완 이길탁 김윤식 정성훈 

국제사역 본부 스티브차 

정영택 

김재일 

신민호 

문성기 

Dave Won Kent Lee Joshua Park Richard Biggs Roger Lee Chong Park김영숙 김재일 김상호 김삼인 박준기 박금실 

박종익 배성한 카와무라요시키 민문기 이태환 김성철 박요한 박창복 박경화 

여성사역 본부 조호영 이남수 
권오향 김정희 김현실 유영순 이윤재 김혜경 김은하 윤치연 이미령 이진이 허영은 장미숙 김남정 김영미 김영심  

김정숙 백은기 유란희 이규영 이미숙 조미영 진선미 

선교사역 본부 김홍주 이승배 
도육환 황종연 신원석 손정훈 강일영 노규석 김도균 김창옥 송순동 김정준 

전영수 윤현덕 정대서 김기호 신헌승 남명현 장광렬 임훈 

목회행정 

목회행정실 

이준호 

정진호 

김경렬 김현지 김남원 김향선 남승도 류승호 손영은 유용 윤여희 이경민 이정아 정요찬 정호영  

목회지원 김향선 김경실 백인영 백진주 유지현 전정은 허수미  

사역지원 이정아 김경아 A 김경아 B 김영환 유제홍 윤미화 정애린  

행사민원지원 김경렬 김세현 김연선 남진희 박소현 복인수 임재성 정성은 최지완 

재정국 장경식 이창헌 문향숙 김경옥 최영미 

방송영상지원 한왕석 류승호 양성수 조규만 황광태 정종모 조형상 이민구 이왕재 김재권 유희문 

도서관 김형중 형세우 이종연 
노은옥 배기선 배동란 백남진 손소희 윤호석 이미숙 이향숙 정문희  

최서영 한호성 홍유경 

디자인실 

이준호 

박성은 한백진  윤여희 고경미 마희윤 혀효인  

시스템지원팀 최성석 정진호 김경렬 김소영 이상진 조태완 채민 

신문사 김소리 문창극 김남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이소정  

프로그램개발팀 최성석 박일환 유용 김태오 손명우 김성진 이경희 

IT전략위원회 최성석 
민문기 

박일환 
윤호석  

고건 이관수 박일환, 김태훈 이준호 정부은 정상건 김창섭 남승범 양웅 이호수 최재훈 

김종환 방기영 

로그온사역팀 최성석 민문기 정부은 정상호 

고  건 이관수 정영택 박일환 곽유신 구자룡 길아라 김동환 김수정 김수현 김유선  

김일현 김종환 김창섭 김태훈 김현주 김혜원 김효정 남승범 노익현 맹호규 문유선 

방기영 배현선 송우영 양  웅 양희주 오석주 오영미 유경아 윤호석 이경희 이남희  

이성은 이성희 이일형 이재혁 이준호 이현민 이현우 이호수 임채윤 장효중 정연문 

정재현 정지현 차원만 최재훈 한  별 함상석 함정호 홍민희 

홍보관 조호영 송종환 한명숙 김영화 

강의숙 권동희 김도숙 김명원 김민자 김유림 김유정 김은실 김정애 김지희 민정희 

박미경 박미림 박주희 배은심 백애란 송영이 유용선 이영미 이은주 이정안 이주은   

이지영 이혜정 이홍선 임영주 정현주 최현선 한미정 

 

 

선교재단 

           

 

  

 

      

대표이사 상임이사 캠퍼스 대분류 소분류 부장 팀장 팀원 

이재훈 장규환 

서빙고 

총무팀(장애우, 꽃집)  오종한 박성경 최제현 (이명규 장재일 전명훈/ 박정자 원아란) 

재정팀   김숙향 원선희 채밝음 

서빙고 

시설관리부 

시설담당(영선) 

강상순 

 신지혜 (송성호 최정섭) 

전기팀 김항용 이효석 김영배 허준범 

기관팀 남석창 서흥석 김철환 

차량관리팀 임영필 오만태 김건희 

보안관리팀 

(수원, 부천) 
김대균 

윤순구 유병남 정종철 하기호 김병철 이덕규 임명호 김상천 양희찬 서종원 

(정명량 안종복 이종삼/ 고경종 김성태 조원락) 

SVC 부 

양식당팀 하승문 박미란 박기자 맹신자 윤영진 

한식당팀  이경령 
이동인 김기석 박계진 나재균 손장우 최희순 한영임 성희원 조규웅 정종현 

이정자 김미영 김영여  

경영지원팀  서충관 박지현 최윤정 우승진 바바다이스케 최연희 

양재 

양재관리부 

관리팀 

고재식 

정상진 전미란  

시설담당(영선)  김정은 (조용희 박기복) 

전기팀 이재천 권상철 남기욱 

기관팀 정남규 윤세영 이광찬 강승훈 

보안관리팀 최중철 류재욱 이상재 이용석 이상찬 오천용 박광석 이재선 

SVC 부 
한식당팀  이근실 

최명순 이요섭 손희숙 정찬교 이옥자 김해동 정경심 김삼순 서정만 문희준 

강병희 홍승만 박영준 김민규 김영숙 김금자 

경영지원팀  서충관 이강희 배현서 변새아 안수정 

양지 건축/양지관리부 
관리팀  

최익준 

천명신 김희수 임삼빈 최옥희 김용현 정석훈 심건택 박춘성 유형진 

기전팀  구자경 김명일 원유강 임원기 

남한산성 

(묵상의 집) 
관리팀 

 

유홍열 이창우 신용규 김남원 

 

 



 

복지재단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사 감사 본부장 구분 부장 팀장 / 간사 

이재훈 정호옥 

조항진  

송영범 

차달수 

전미애  

김진완  

박종용 

양재수  

안용태  

유병문 

차달수 

재단본부 박하늘나라 이근중 조수희 / 권인애 

산하시설 시설장 부장(국장) 과장 / 팀장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꿈의집지역아동센터) 
이옥자  / 류호연 임재금 이말희 

온누리요양센터 박준기 홍태임 김미경 박진수 이주현 / 김옥전 유희석 이수경 이진욱 조진숙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동부데이케어센터) 
곽금봉 임은정 

강지연 김갑록 한미순 / 박원상 배인숙 이각건 이기엽 장지현 전해정 

정수정 차혜민 최명덕 홍경숙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데이케어센터) 
이성희 

조혜진 

조병윤 
신희정 엄준 이영주 / 손요한 오영희 이근형 최성임 

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 백  혁 - / 이찬희 장영희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망의 집) 

김정진 정성우 엄재홍 / 김예지 이영환 

 

    

다문화  

차세대사역 
김 현 

평다영(예꿈) 

김 현(꿈땅) 

이선규(파워) 

(예꿈) 평다영 디마 남란진 김나탈리아 남란미 남란실 김민지 문희원 김현경 

(꿈땅) 김현 권주연 김로잔나 이대형 이예브게냐 이윤정 전미령 전안나 최윤경 

(파웹) 이선규 유은영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스타트리) 
김보라 

이인순 

이혁승 
이선규 김난희 한영미 이정화 박영민 김동환 장지혜 최세영 김영일 이재숙 최은령 김수정 이세연 김태림 

다문화 

평생교육원 
유 경 

전영희 

이병찬 
이올가 이경희 이미경 장미영 황상숙 전영희 이병찬 정미영 정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