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운영위원회 김상수 김태경 김성웅 윤석원 정현석 최혁중 서성현 양충식 이재광 홍의택  

목회기획 김상수 김태경 김성웅 윤석원 정현석 최혁중 홍의택 

공 

동 

체 

성

인 

동누리 
운영위원회 

윤석원 홍의택 
정석순 김윤수 송규수 오병태 유병진 이윤영 한건동 

양육운영팀 김윤수 송규수 이윤영 한건동 

남누리 
운영위원회 

김성웅 서성현 
윤여준 김성동 김종국 손광희 이종민 임영순 

양육운영팀 심현구 박정희 방현식 이양숙 임영순 허은덕 

서누리 
운영위원회 

김상수 이재광 
주상현 구재환 박희윤 안형균 윤해명 최태인 허은덕  

양육운영팀 윤해명  

북누리 
운영위원회 

정현석 김태경 
김영생 김경만 이상헌 이창헌 

양육운영팀 이창헌 범석훈 전종필 

권사회 김상수 김태경 이희경 김원경 

계영희 금종만 김명석 김미순 김복형 김선희 김원경 김인숙 김정희 김종희 류호숙 문영화 박미옥 박삼실 

박상수 박정희 박천실 신미라 심미정 양명희 오명숙 유정화 이경숙 이경순 이미숙 이양숙 이윤영 이은주 

이은형 이임숙 이지연 이진선 이충순 이현숙 이희경 임영순 장미숙 A 장미숙 B 장미자 전란희 정연봉 

조미숙 조완숙 차미자 최경희 허은덕 황순임 

장례 윤석원 서성현 박희윤 유봉국 

계영희 금종만 김광중 김복형 김성동 김인숙 김정희 김종희 문영화 박미옥 박승영 박정희 박희정 배길환 

손광희 오명숙 유정화 윤해명 이경숙 이상헌 이양숙 이윤영 이은형 이임식 이지연 이진선 이창헌 이충순 

이희경 임영순 장미숙 조완숙 차미자 채종원 최경희 최태인 하상희 한기철 허은덕 황순임 

예 

배 

사 

역 

예배기획 

김성웅 

서성현 이경수 황성곤 김형준 김재용 최지연 

주
일
예
배 

1 부예배 홍의택 김광식 임종선 
김경숙 김광식 김인영 김진훈 목익수 오승아 유병진 이경숙 이상분 이정우 이종서 이창헌 임수정 차미자 

최희순 탁부숙 

2 부예배 서성현 정성찬 이상길 
김선영 김원구 김영생 김창남 김학배 나경화 남승학 남은영 박상수 박장순 박정순 설석률 안은희 엄영순 

유수현 이세현 이현숙 허정인 

3 부예배 

대학부 김성웅 홍의택 정현수 김윤재 
김성호 김은재 김지현 김태은 류두곤 박언민 박재영 박진홍 백계원 손소윤 신주은 안동주 양혜린 오희원 

이재우 이희진 한사론 한승아 홍주석 

젊은이예배 김상수 이재광 
김경민 

정종득 

허진성 

선태현 

강금희 강유진 길미나 김주이 라지은 박준영 백성민 백주현 이정혜 이주형 이하윤 이혁주 정규용 최고운 

허진성 허진성 홍진의  

한누리예배 윤석원 이재광 안수진 한재승 
김복형 김수혁 김승열 박은혜 박재곤 신혜정 양경수 유혜영 윤은익 이명숙 이수민 이승훈 이진선 이철기 

정순영 조완숙 최나린 허진성 황선영  

주

중

예

배 

수요저녁예배 김성웅 홍의택 김성동 유병진 김미선 김성호 라지은 박지영 박지원 이희진 정규용 

수요여성예배 정현석 김태경 장미숙 고현주 김미선 김우정 김원경 김종희 홍미남 

새벽예배 김성웅 이재광 이숙주 송규수 강민영 김수연 박준규 서희숙 심민아 유병진 이나비 

예
배
찬
양 

찬양대 

1 부 

김성웅 이재광 

이진영 최용백 

공미정 구재환 김경아 김수연 김영미 김진영 문희정 박미옥 배명옥 송규수 신수정 안용호 양현열 염수미 

오은아 원유철 윤영희 이경수 이미영 이상우 이주은 이진영 이해숙 이해준 이희민 임영순 전경숙 정경일 

정연봉 정종택 조설자 최성원 최숙희 최용백 최윤경 허명행 현민원 홍은경 

2 부 이철진 고웅대 

김경만 김선환 김수연 김정희 김종희 김진국 김해경 김현진 김혜영 류웅선 박희윤 박희정 변월섭 서희숙 

성하중 송호경 신용식 오명숙 유금은 유정화 이상헌 이세은 이슬기 이신영 이윤경 이재규 이주희 이지연 

이진순 이철진 임선미 임은영 장미숙 장인주 전선영 전후 정경라 정선하 정인선 채명자 최경희 최두리 

한길정 한수정 황기순 

찬양팀 홍석구 김재용 구재환 김영심 김예은 마쓰미 박준규 윤영국 이은혜 이주형 이혜진 정은경 차지용 한승희 

챔버 최윤경 김수연 이혜진 홍은경 

여 

성 

사 

역 

기획팀 

정현석 

(장미숙) 
양충식 

장미숙 고현주 김미선 김우정 김원경 박장순 안지숙 오숙경 

예배팀 
코러스팀 

김미선 박현주 
강민영 권태은 김우정 나리 송강숙 정윤미 

악기팀 이나비 이아나 최유경 

예배지원팀 

자막팀 

오숙경 오성옥 

강정심 오소정 

탁아팀 조미숙 

안내팀 
견유경 고희경 김미선 김영선 김우정 김원경 김종희 김혜영 민은기 박미옥 박장순 이나비 안유정 양명희 

이은주 이희정 장미숙 최서경 최유경 홍미남 

새가족팀 계영희 김우정 김원경 박장순 

중보팀 김옥주 오명숙 정은경 정현숙 조미숙 최상희 

큐티팀 김원경 손은실 고희경 김영선 김종희 김혜영 민은기 박미옥 이나비 양명희 오숙경 이은주 이희정 최서경 최유경 

여성사역 더사랑팀 
아침뜰 

김우정 김은혜 
김경아 김나은 김선희 김수연 김우정 송치오 안유정 오성옥 정주희 허은덕 

다문화 김옥주 박장순 방현식 변월섭 

사역지원팀 

미디어팀 

박장순 강민영 

강정심 박지원 송강숙 안지숙 오소정 

양육팀 김수연 조정희 최미성 

의전팀 김영선 민은기 

데코팀 박은 이은주 이은하 최나리 

예 

배 

지 

원 

성찬 

윤석원 

홍의택 김영생 이숙주 

권용명 김경만 김광식 김광중 김복렬 김석수 김선환 김성동 김성민 김승열 김윤수 김이훈 김종국 김태경 

남상욱 박승영 박희윤 박희정 배길환 서성현 손광희 송규수 신상오 심현구 양충식 양현열 오윤식 유병진 

유봉국 유충현 윤여준 윤재병 윤해명 이건재 이경수 이대식 이동열 이병태 이상헌 이재광 이종민 이진영 

이창헌 이철진 전종필 정경일 정석순 정성찬 정용규 정종득 주영준 채종원 최용재 최이정 최철민 최태인 

한건동 한기철 

세례 김태경 신상오 금종만 고효숙 김종국 이종숙  

헌금계수 

1 부 
서성현 

김광중 이승훈 민은기 윤영국 

2 부 김종국 정종택 김용진 임민재 조설자 

3 부 이재광 최연희 김종국 박정희 

주차팀 
1 부 

홍의택 
류상은 김종국 한건동 

2 부 배길환 윤영국 배길환 

미디어사역 

정현석 

서성현 유병진 전종필 김원식 안준철 이영주 한지혜 허진성 

러빙핸즈 서성현 이양숙 황순임 견유경 김재경 김은주 최연희 

데코레이션 김태경 이은하 이은주 김미애 김은주 송강숙 양은주 이윤정 이정희 조현애 

양 

육 

사 

역 

양육기획 윤석원 김태경 박근명 임혜선 김경민 김인숙 라상원 박희정 손광희 양현열 유봉국 정경일 최이정 최태인 

새가족 정현석 서성현 박희정 

한상경 

박종수 

윤복희 

고현주 김수연 김재국 김효창 문영화 박경란 박승용 안형균 오병태 오소정 이알렉스 이유진 전유민 정인선 

조은이 진정근 최지연 황미영 

일대일 김상수 홍의택 유봉국 선태현 
곽정아 권용명 김원경 김윤수 김이훈 김호민 박상수 박지원 손광희 송영규 송호경 신미라 심미정 오윤식 

유병진 윤여준 윤해명 이경준 이윤영 이재규 이정숙 전란희 전종필 정은경 정인선최태인 최현희 한건동 

큐티 

최혁중 

양충식 김인숙 서호일 고경진 노순옥 박경란 장지수 

OBC 양충식 김인숙 서호일 노순옥 

JDS 이재광 최이정 
 

김광중 김명석 라상원 배길환 이은주 A 이은주 B 이임숙 장미숙 조완숙 

창조신앙 홍의택 손광희 정성수 구재환 김제헌 남윤미 박승영 손광희 손종대 양승경 이충순 이해숙 정성수 최희정 한기철 허진성 

순장학교 
김성웅 

김태경 라상원 김명석 범석훈 

임직자스쿨 홍의택 정경일 정연봉 정경일 

일하세 정현석 이재광 양현열 송영규 김용진 김진훈 김호민 남은영 박승영 양영숙 양현열 이정숙 이진순 임종선 진선희 최용백 홍석구 황병순 

하가훈 윤석원 양충식 김경만 범석훈 
김미선 김인숙 김현진 김호민 나희미 남상욱 노순옥 박상수 서호일 송재선 심민아 안형균 원호연 이상헌 

이승훈 이임숙 이정숙 이희정 전종필 정영훈 정종택 최두리 최철민 

시니어아카데미(자켄) 김상수 김태경 최태인 이창헌 김광식 박정희 박천실 박희윤 오병태 유금은 유병진 이경숙 이상분 이충순 정종득 한기철 

Acts29 

선교 

해외 
선교기획 

윤석원 

서성현 류상은 윤재병 마쓰미 심현구, 유병진 이경수  

와이미션 이재광 이상헌 서희숙 김광식 이병태 이상분 

국내 
의료 서성현 김선환 김창남 

김성민 김용민 김원식 김재국 김혜경 나용길 나운태 류지형 류호룡 박정순 박현정 서성현 송경호 원호연 

윤석인 이상오 이상웅 이승민 이종민 이혜숙 정석재 정용규 최시완 

이미용 서성현 장미자 임영순 강미선 김미애 김선희 남은영 엄영순 이연주 이채영 정보름 한수정 

사회선교 

(더사랑) 

기획 

정현석 홍의택 

권용명 윤영권 

김영생 박희정 윤여준 정석순 

성인 
김경만 김윤수 박희윤 배길환 송규수 오병태 유병진 유충현 윤해명 이상헌 이윤영 이창헌 최이정 최태인 

하상희 허은덕 

여성 방현식 박상수 
김선희 김원경 김은혜 김정순 김혜경 백선경 서용기 송치오 안유정 오성옥 이미정 진정근 최미정 최서경 

허은덕 

대학 김성웅 홍의택 이규원 정하신 김복형 심민아 안형균 이동열 이은형 조일현 

청년 김상수 이재광 강유진 이하윤 김난희 김윤정 김혜원 박준영 정건환 최성현 최하은 

샬롬하우스(주거환경개선) 정현석 홍의택 박승영 이정우 김영생 김이훈 김진훈 이종서 임종선 전승재 주용재 



 

대학 

청년 

대청기획 김상수 
이재광 

홍의택 
최규종 김경민 강준희 김지현 박소희 손소윤 양찬우 염어진 이하윤 허진성 홍영숙 홍주용 

대학공동체 김성웅 홍의택 최규종 홍주용 
김복형 김윤재 김주미 김지현 김태은 박소희 박진홍 배은정 손소윤 신민아 안형균 이동열 이은형 이희진 

임현희 장경순 정하신 조일현 최용재 최진오 

청년공동체 김상수 이재광 김경민 박준호 
강금희 강준희 김성구 김슬기 김정임 김현지 김호민 서예찬 안치영 염어진 이대주 이민영 이재광 이정숙 

이하윤 이혁주 이희경 정진모 최하은 홍영숙 홍예솔 

차세대 

차세대 기획 최혁중 홍의택 박근명 주영상 김경민 송강숙 송영규 송재선 송치오 이나비 이은하 임호빈 황규승 

파워웨이브 

고등부 주영상 

이재광 

송영규 주영준 

정) 김대현 김시은 박설애 박정혜 배은정 변승현 윤현미 이광명 이원엽 이원희 전호재 정명혜 조정민 

최선미 

부) 문인배 이연주 

중등부 박영규 송재선 이동훈 

정) 강병훈 김신명 라지은 류지형 박수경 서준화 손정연 윤상복 이대주 이태구 정보름 주한음 최성현 

황병순 

부) 김은혜 박슬기 정주용  

파워틴즈 주영상 이동훈 배은정 김시은 라지은 박수경 윤현미 

꿈땅 

꿈땅 1 부 임혜선 

홍의택 

송강숙 박 은 
정) 곽재연 김명순 류두곤 박순자 신지강 이은정 조정희 한진규  

부) 권태은 심재완 양은주 원영재 

유년부 임혜선 임호빈 강민영 

정) 강민영 김나래 김석영 김성동 김성식 김지은 류두곤 박혜린 박효정 이실라 임완선 전소온 정혜정 

최문실  

부) 고순정 권령하 김예진 김한나 정하신 

초등부 박근명 이은하 주선경 
정) 박재곤 송유진 오익환 윤주향 이숙주 이유섭 이혁주 조예지 최나리 황재현 

부) 김범수 김소진 김익수 김준규 김혜영 정연숙 

소년부 김신자 김경민 오윤식 
정) 김은영 김재용 김지영 남호연 박종석 안형균 양혜린 

부) 김선미 육희랑 장혜진  

파워키즈 임혜선 송강숙 류두곤 강정심 최나리 

예꿈 

예꿈 1 부 민혜영 

김태경 

송치오 박현주 
정) 김윤정 김인혜 박자영 최서경 최재웅 홍서희 

부) 류제성 이하은 정주상 조민우 조윤호 주현준 주현태 

영아부 최혁중 이나비 이순영 

정) 강정심 견유경 김남주 김정현 노은지 배영주 송미란 신동철 오승아 이지현 전협우 정은희 정현정 

조시온 최유진 

부) 김수진 

유치부 민혜영 황규승 우영미 

정) 강유진 강인성 공원일 길미나 김구영 김민경 김현정 박성현 박수진 박현미 박현정 박환우 배은비 

양여숙 이알렉스 이정화 이하윤 정구연 정윤미 정진경 주진천 하인혜 홍예솔 황서영 

부) 근명우 호택성  

국제부 

영어예배 
도널드 

여호수아 
이재광 송기창 백운호 

Angela  Bingky  Christine  Eunsil  Grace  Hannah  Holy  Inga  Jin  Kim  Kim  Lee  Marsha  

Michelle  Rachel  Sejin  Sydney   Yong-Jae 

중국어예배 장요한 서성현 최철민 권영종 김수연 김원구 박장순 이정숙 이희정 전상현 전택규 정금란 정진경 최연희 한희숙 황보문정 

한누리예배 윤석원 이재광 안수진 한재승 
김복형 김수혁 김승열 박은혜 박재곤 신혜정 양경수 유혜영 윤은익 이명숙 이수민 이승훈 이진선 이철기 

정순영 조완숙 최나린 허진성 황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