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빙고 캠퍼스_공동체 

구분 공동체 담당교역자 대표장로 총무(팀장)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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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체 

본부 운영위원회 박종길 최득린 
이영찬 조청구 전영수 안동혁 진종구 이기증 김해기 이상도 박두원 이규천 한왕석 허필우 편무옥 신 섭 민문기 이정근 최석민  

신영각 장 광 이종우 이종우 김지현 박흥균 김웅배 한충희 정명호 박성호 조성현 임희창 김광하 

A 권역 

서빙고 

운영위원회 

김소리 이영찬 

강석훈 
최득린 심상달 이관수 한규종 윤현덕 최현재 이길수 박순길 신무환 이영복 장경식 이영찬 김경자 김남명 임창수 

신광숙 이희주 권오연 김숙희 김양수 김난영 문영주 김지선 정승옥 이미정 김정숙 정혜경 강승경  

양육운영팀 손성규 

오기호 강희택 김성원 신문순 김영석 이동언 최동현 장문성 신학철 김현국 김진연 임우성 이경률  

안광식 김철환 유  진 김종만 박정신 양상훈 강은택 류병완 차현진 전  존 이승대 한연순 이인숙 남정희 고두연 

홍은옥 박윤희 전사라 박혜경 이현수 조희성 손은경 권성희 최연희 김희권 김수미 서현주 권녹희 강향조 최승연 

김성숙 신미혜 최정현 김주형 정숙영 권혜령 최구슬 김지혜 안숙향 송혜경 이지연 김은영 어원경 조민주 권녹희 

황윤정 조윤세 김현정 김미원  

성동광진 

운영위원회 

이기훈 조청구 

김이준 
문형남,정영열,권영석, 이한열,전장하,박상송,김병옥,이태환,최봉림,성지중 서호양 서정택 임용빈, 양형식, 

이성근,김성국,홍재선, 신지현, 김상춘,이미세,표영숙,심천보,박은희,조승종,성명심 

양육운영팀 이동현 
김영주,우정희.박미희 ,성명심,심천보,전영현,이병민,홍재선,김명원,임용빈,김황식,박은희,신은숙,천수정,장미례, 

임영주,성명심 

강서 
운영위원회 

황재명 전영수 
이창선 

곽희준, 송종삼, 박범식, 한광식, 박진영, 장경희, 오형석, 김동근, 이철희, 권기환 이옥분, 이윤진, 장학성 
양육운영팀 곽삼준 

이수 
운영위원회 

최성석 안동혁 
위성규 김복균, 김재덕, 김성규, 김효구, 문용준, 문재희, 양웅, 우상근, 이동희, 이상율, 이승배, 이혜정, 정윤채, 최성완 

양육운영팀 문용준 김기산, 김영신, 민절자, 오명순, 우미정, 위성규,예상욱, 정기삼, 정임채,조윤경, 최정주, 허백, 홍성아 

동작 
운영위원회 

한화수 진종구 
정용욱 문충실 서성렬 정운오 추교명 김희식 반상섭 오근 전기훈 정의일 조영준 한광호 박은미 

양육운영팀 진종구 김민영 김태란 박신규 엄지용 이성환 이수인 이원숙 

 S 브릿지 

운영위원회 

강미향 이기증 

대표 

신상국 

여자부대표 

이임배 

남자부대표 

감지훈 

기획본부 : 전병천, 신상국, 이임배, 감지훈, 김호휘, 이정미, 

이지은, 석경순, 서동환, 박영미, 박상원, 황정민 

멘토 : 이기증, 최은혜, 이동규, 김명희, 이대선, 방충애, 박중현, 김운숙, 안연환, 정희진, 노형근, 이선숙,  

신귀현, 강민주, 곽승남, 한지혜, 김숙경, 박남식, 이애리  

실행위원 : 남수경, 손선영, 강상진, 권현진, 김정미, 박영철, 석경순, 안명성, 양승선, 이명순, 이은자,  

임정혜, 장희재, 최지현 

양육운영팀 예배팀장 : 이지은 

예배기획 : 전병천, 이지은, 신상국, 김숙경, 송현정 

예배인도 : 곽동한, 안은주, 이수현, 공미경, 임수진, 박준용, 안은현 

예배섬김 : 채민정, 노금옥, 박재호, 이신성, 정혜련, 박석현, 김경한, 국현승, 김형태, 

정보석, 이수정, 배현진 

예배팀 양육팀장 : 석경순 

다락방장 : 권현진, 김권진, 박상원, 성기문, 손선영, 유영석, 임정혜, 최지현, 

일대일 파트총무 : 송용자 

교육파트 총무 : 이상민 

사역팀 사역팀장 : 서동환 총무 : 양승선 

B 권역 

한강 

운영위원회 

문영재 김해기 

 배준학 
강인지 김진국 김창만 문쌍찬 문지호 박성호 박세연 박승식 백남진 송일섭 신철우 안상헌 이경찬 이영걸  

정영택 정용화 정지민 조항진 최석훈 형세우  

양육운영팀 김동우 
강영희 경 현 김기행 김미경 김수정 박애숙 박주덕 박주현 배문기 안혜성 오정원 이경숙 이성주 이지나 이홍재 

장영애 전용우 정원만 최석훈 최현진 한두진 홍매화 황성모 

중종로 

운영위원회 

김경훈 이상도 

김의래  강성두 김정한 남관우 박성호 박제한 백남인 안승립 오명 이상문 이인용 이희영 정문규 함공식 호종일 홍범식  

양육운영팀 정문규 

강성두 강성희 강은주 구혜정 김남정 김성희 김영옥 남관우 남영우 문동곤 박성호 박제한 박지수 서정숙 안승립 

오명 윤민학 윤용헌 이성우 이승현 이영욱 이지영 이희영 정순영 정은주 주수경 주웅현 최미란 최효엽 허보리 

홍진섭 황명호 황한나 허은진 

일산 
운영위원회 

김종민 박두원 이재호 
안용태, 남정진, 권영철, 이성신, 곽병철, 임형규, 오금환, 손정연, 박호준, 박상준, 김봉석, 이희도  

한숙경, 정지현 양육운영팀 

김포 

운영위원회 

박성천 이규천 

박명신 유재홍 정보원 권윤성 엄명석 박경호 박수웅 오미경 이세원 

양육운영팀 박재형 
공승천 김동환 박대훈 박용권 박상희 박재형 박정제 박혁호 신남순 신선호 유경우 유영준  이미경 이상은 이세원 

이승욱 이영실 이영심 이재구 임명본 정용진 정준영   

가정사역 
운영위원회 

최승구 한왕석 
정찬희 

김민호 박일면 이종길 장형준 조성환 송종환 금세종 김재영 양서원 윤재선 장주익 이준희 박종현 오승탁 박용익 

신현일 김석영 최병선 강석환 김미정 

양육운영팀 윤성호 윤복순 이규영 전정미 김은희 정태선 

특별한 초대 
운영위원회 김소리 

박성천 
허필우 윤재성 

김소리 박성천 이지원 윤준석 허필우 김광순 서경화 박상민 윤재성 

양육운영팀 김남경 김일동 박혜연 이소영 이은영 임승혁 장화연 조찬우 최정연 최주원 

C 권역 

고양은평 
운영위원회 

박철웅 편무옥 
전남철 

편무옥  임정열  김영욱  김재욱  남상길  홍덕표  구자엽  김성희  김승동  김병일  김홍구  김희철  서원식   

양학선  진용수  김대웅  최상민  최윤석  권순옥  변철석  이용출 

양육운영팀 양학선 변철석  김혜정  맹윤덕  송요나  이용출  김준잠 

북누리 

운영위원회 

이지원 신  섭 

김종문 김현준 박성근 임광순 왕춘식 이용각 이영순 임명묵 주웅일 최원호 홍갑진 박경하 감정순 

양육운영팀 김현준 
권인숙 김계숙 김금희 김복희 김애자 김은석 김현철 김미향 박성혜 박현숙 손은경 양순자 양형내 최수미 여규태 

유삼종 이미숙  장옥주 장철순 전순영 전인순 전정원 정태욱 조정순 최혜련 장복내 심재욱 

신용산 

운영위원회 

박성은 민문기 

윤수민 강길환 곽태일 김윤복 박노민 박용훈 양차심 이수관 임상범 정우진 최석호 

양육운영팀 정우진 
김기석 김영자 김주현 김진현 라팔모 박상집 박상훈 박희경 심미희 오회종 유기남 유창준 이용수 이희준 임지원 

장성란 조명자 최현묵 한마리아 황지연 

찬양사역 
운영위원회 

최성석 이정근 
김효진 임광순 이호천 맹완호 원용연 김효진 이미희 김미선 심은진  

양육운영팀 이혜숙 강남영 유재은 유기연 

관악금천 
운영위원회 

이찬우 최석민 
정재호 

권오혁 김준 문성기 박구병 박종현 배문 최민철 최석민  

국중대 김봉석 김정숙 김종희 원유미 이성미 이의장 이정길 이종식 이찬주 정재호 

양육운영팀 김봉석 이의장  서정원 이영호 송성숙 원유미 

서대문 

운영위원회 

김요성 신영각 

유두석 
강부순 강은철 곽진성 김성일 박 현 서병화 신영각 심재이 김현주 정의석 이기범 

양준홍 조희동 박미숙 

양육운영팀 김현주 
권현우 김근영 김경순 김성일 김성임 박  근  손종인 박현웅  안영근 여운설 오상진 오충화 임덕원  이성근 

이유간 이영미 이현우 황경준 서영주 정부성 

D 권역 

영등포구로 
운영위원회 

여성민 장 광 
강영희 

박봉래.정광렬.장광.남명현.이영주.김성진.한호성.김찬영.김성호.윤구의.김동수.신전수 

고덕훈.김용수.유지영.박재수.박인욱 

양육운영팀 신전수 김정례.장은숙.김병균.이홍선.신태수.이종미.김영민 

마포 
운영위원회 

손정훈 이종우 
정회평 

이종우 유형 김영한 조대식 김성철 강을구 이화숙 정회평 유정수 정호경 이도상 홍광식 박종익 김동환 심남주 

박희록 김광훈 전현배 

양육운영팀 정호경 김유림 김혜정 신혜용 홍광식 배미령 

성북 
운영위원회 

신동식 이종우 
정봉선 

김선택 박형규 이은일 이두송 홍성호 전태경 정돈영 최주관 최종훈 하영철 서달석 김종익 남궁영 박복응 강태성 

허만곤 박병주 이상찬 이준구 

양육운영팀 강현원 김춘덕 최성희 박영규 기미라 

강촌 
운영위원회 

이준호 김지현 
제무성 강태욱 김동언 남상옥 심길섭 정수업 장우진 김은실 이경호 조성준 김형준 정상구 김진용 조승국 

양육운영팀 조성준 박미룡 선우미숙 김용문 조정희 

양천 
운영위원회 

이비오 
박흥균 성광제 

강영재 박성규 박영태 박일환 박흥균 성창섭 유의준 이봉의 장경문 황병원 김승원 김진홍 박용필 이계상   이동

훈 성광제 최성철 최정은 하성태 이종한 정승욱 김신화 조선녀  

양육운영팀 박일환 양환기 전정숙 김애란 최선영 조선녀 김윤미 박노운 김석자 김석중 고경자 박남식 이애리  

여의도 
운영위원회 

박형준 김웅배 
윤창기 김남미 김희상 원범재 남상규 박은정 김병헌 한옥영 

양육운영팀 허륜석 최충길 남상규 성주명 김경희 

E 권역 

 OCC 
운영위원회 

이기원 
한충희 

정:강종도 

부:이학철 

정진호 이남식 권득한 강신익 최도성  이백용 김영환 한충희 김종진 정재민 김근철 김경희  남현정  천영실  

홍호식  백상균 임태원  천익준  이학철  윤종원  김상현  김정훈 문경숙,김정은 윤진희 강종도  

양육운영팀 한충희 강종도 권영욱  양호경  유승빈 임태원 

광명 
운영위원회 

송석근     정명호 이준호 
안성영 고영선 김종제 박상수 이재우 황윤호 이선희 장복순 

양육운영팀 권영중 김종제 박상수 박춘기 심동희 평석원 박선정 박예순 서은희 유혜진 윤미덕 장길희 차미선 

용산 
운영위원회 

권용갑 박성호 
김우호 심희돈,이재경, 김광동, 김태환 이원장 장승훈 허철, 추단이열, 윤지숙   

양육운영팀 최종하  김미미 노순용  백주경 황복남 함유민, 강종열 정현주 이태효 

이촌 운영위원회 최용준 조성현 김영환 
김동훈 김만순 김명철 김석인 김현철 김형중 노기홍 문영기 박용국 양호승 유재건 육동건 이상기 최창규  

강찬옥 김선귀 김성태 문현수 신혜정 윤찬주 이경호 이선옥 정지태 최성원 최순호 한숙영 한필규 



 

양육운영팀 김성태 김영아 박영우 이통형 임경선 최희진 하상진 

동대문중랑 
운영위원회 

신원석 임희창 
김형준 이재규 신헌승 권혁룡 이동주 정진욱 최용일 허분희 최미영 장관수 주성대  

양육운영팀 박동규 이기훈 김은기 정은숙 박진선 임영미 성기준 임순혁 장명숙 장선규 임종철 

노원 
운영위원회 

박시형 김광하 
 김영손 김덕언 김두이 김순태 김주흥 김진서 박진호 손기태 이영근 정응화 하성기 황영옥 

양육운영팀 이홍석 이영근 박기석 남성진 조은상 고정희 박진경 

사역팀 담당교역자 대표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권 

사 

회 

권사회 고문 

조호영 노기홍 

이상옥 김주연 윤미기 강숙경, 한영희 

권사운영회 
회장:김유정 

부회장:오임숙 

오금주                                  

성숙경 
김대희, 장경희,임승숙, 박명숙, 박주영, 이애리, 변영선, 권태희, 이미경, 오미애, 송정숙, 나순임  

권사월례예배 김유정 임승숙 

오임숙, 오금주, 성숙경, 김대희, 장경희, 박명숙, 박주영, 박주영, 이애리, 변영선, 권태희, 이미경, 오미애,  

송정숙, 나순임, 최춘자, 이인혜, 김미숙, 김태란, 김경희, 최윤정, 박정란, 성숙경, 박애복, 김상남,  

(공동체담당) 정숙영, 표영숙, 장경희, 문재희, 박은미, 임선영, 이희영, 박세연, 정지현, 이미경, 권순옥, 김종희, 

양차심, 박미숙, 최정순, 이영순, 김영숙, 이향숙, 김남미, 김신화, 이화숙, 허경은, 김은실, 김두이, 이선옥,  

박은주, 허분희, 장복순, 현희숙 

권사회찬양팀 차소연 김미영 엄지용, 한승혜, 지연실, 이정안, 김미영 

권사회성가대 최춘자 이인혜 

(소프라노)김상남 김광자 김정자 김지은 김순옥 김미숙 김태란 박정란 박정영 유경화 유재은 윤선숙 윤정순  

이소자 이성혜 이도화 이인혜 최춘자 장유은 소광숙 성숙경 장유은 황석자  

(메조소프라노)  

김경희 김혜숙 박성은 이규남 이내숙 이명숙 정경희 최정숙 탁양희 표영숙 하금찬 이해윤 장홍련  

(알토)  

김경자 김명숙 김대희 목현희 박성애 박애복 박찬자 송정숙 석정란 성순자 이영숙 양명숙 최윤정 

권사스쿨 김유정 

 

박명숙 

 

김대희, 장경희,임승숙, 박명숙, 박주영, 이애리, 변영선, 권태희, 이미경, 오미애, 송정숙, 나순임 

(공동체담당) 정숙영, 표영숙, 장경희, 문재희, 박은미, 임선영, 이희영, 박세연, 정지현, 이미경, 권순옥, 김종희, 

양차심, 박미숙, 최정순, 이영순, 김영숙, 이향숙, 김남미, 김신화, 이화숙, 허경은, 김은실, 김두이, 이선옥,  

박은주, 허분희, 장복순, 현희숙 

장례사역 김유정 성숙경 

A권역 : 권태희 / B권역 : 이미경 / C권역 : 오미애 / D권역 : 송정숙/  E권역 : 나순임 

정숙영, 표영숙, 장경희, 문재희, 박은미, 임선영, 이희영, 박세연, 정지현, 이미경, 권순옥, 김종희, 양차심,  

박미숙, 최정순, 이영순, 김영숙, 이향숙, 김남미, 김신화, 이화숙, 허경은, 김은실, 김두이, 이선옥, 박은주,  

허분희, 장복순, 현희숙 

중보기도 심정섭 한소영 김성옥 김재희 김정순 민현정 이상옥 주순자 최봉자 한영희, 김유정 

권역대표 

 공동체대표 

A 권역대표: 권태희 

B 권역대표: 이미경 

C 권역대표: 오미애 

D 권역대표: 송정숙 

E 권역대표: 나순임 

정숙영, 표영숙, 장경희, 문재희, 박은미 

임선영, 이희영, 박세연, 정지현, 이미경 

권순옥, 김종희, 양차심, 박미숙, 최정순, 이영순, 김영숙 

이향숙, 김남미, 김신화, 이화숙, 허경은, 김은실 

김두이, 이선옥, 박은주, 허분희, 장복순, 현희숙 

장례사역 김종민 이상도 오수제 오수제 
김경하 김명철 김영민 김예수 김용순 나성자 박순향 박종현 송동억 양제분 원현숙 유연순 이상문 이문형 이현옥 

전명숙 진인자 최기순 최길자 최성자 황재숙 

 

▪ 서빙고 캠퍼스_예배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운영위원회 김재석 황병원 
김재석 문영재 최성석 이원진 한영철 이지원 황병원 이봉의 김병옥 이경찬 박종현 정명호 정광렬 한왕석 남상옥 유재홍 이정근 서달석 나영욱 홍해남 조진호 박치

완 한갑수 이종철 전한백 정영기 이석일 오성훈 

예배성례 이찬우 
이봉의 

김병옥 

이찬우  

이봉의  

김병옥  

배기선 

배준학  

유성균 

강정구 

세례 배기선 유성균 
김미경 김영란 김인수 김정애 김주옥 김형중 노전기 박승식 백종욱 

손준희 유태정 이난경 이봉수 이현철 이형근 임은미 장정희 

성찬 
배준학 

박승식 

강정구 

김대삼 

이홍재 

김금숙 김부희 김순식 김윤복 김원동 김정애 김정자 김현식 김홍자 

김희연 문경자 문금자 문복래 민승기 박성호 박윤애 박주덕 박주현 

박해숙 복유선 손준희 송숙희 신영각 신정애 안상헌 안직현 양계성 

양형식 오정원 유재은 유정미 음태문 이경주 이남덕 이덕남 이복순 

이선주 이술연 이은숙 이은희 이은정 이재철 이조자 이주현 이지나 

이창숙 이철원 이홍석 임은미 장금동 전용우 정지민 채홍장 최윤정 

최진영 최춘자 최해욱 최현진 허영옥 현혜련 

예배봉사 
박성천 

송석근 

이경찬 

박종현 

박성천 

송석근  

이경찬 

박종현 

강영희  

이문환  

주차사역 강영희 김주영 

강민균 강찬석 공형도 김 준 김대식 김성필 김성환 김영미 김영한 

김우용 김정호 김효상 박구볌 박동규 박찬규 박찬영 박찬용 서원식 

성광제 송일섭 안미경 유창준 이명호 이충원 이홍찬 임규진 임무빈 

장철현 정병기 정성훈 정영열 조성수 최성원 최정주 한명석 홍범식 

홍행국 황성규 

러빙핸드 이문환 박종순 

강병조 강부순 강은주 고정옥 권건상 권순옥 김경선 김광훈 김남경 

김동훈 김솔라 김영미 김영숙 김영주 김영진 김옥순 김원숙 김윤정 

김은혜 김인옥 김재열 김정선 김종건 김지혜 김찬용 김창만 김현옥 

노정자 박명주 박영미 박영철 박은선 박은희 백혜진 서정심 석윤자 

석정란 송용희 송종삼 신명미 신향숙 양순임 양학선 우인숙 우혜경 

유영옥 유태식 윤영옥 윤용균 이광희 이기호 이명희 이미옥 이상찬 

이선우 이순심 이숙자 이윤미 이종업 이혜은 이호정 이효범 임정혜 

전만철 전정미 전체리 정경선 정승규 정연식 정창만 조선희 최경남 

최숙자 최영섭 최영환 최영희 최혜숙 최희정 추진희 한석심 한영옥 

현진철 홍덕표 홍양선 이명숙 A 이명숙 B 

예배진행 문영재 정명호 

문영재 

최성석 

유재홍 

한규종 

김영한 

임장렬 

곽희준 

김승동 

김성규 

박시형 

진종구 

정광렬 

 

안내팀 최병선 정재호 

강태욱 곽진성 김영욱 김해기 서달석 유재홍 정명호 최득린 한왕석 

황병원 곽희준 권재욱 김승동 김철환 박인호 서종경 서종택 이종선 

정재호 조성후 최병선 최  훈 하상진 

주일1부 손성규 강석훈 

이동언 박주영 한규종 박순길 김숙희 이관수 권오연 김혜정 이영찬 

최동현 최구슬 강석훈 김주형 장문성 김지혜 신학철 안숙향 김진우 

위여정 김현국 송혜경 최재영 최미정 이지연 이숙희 정숙영 조민주 

김은영 어원경 홍선숙 안광식 권녹희 임우성 신문순 한연순 심상달  

손성규 고두연 김희권 윤현덕 문영주 김성원 서현주 김윤수 박연희 

윤성원 구본영 신무환 장경식 김종만 오기호 이현순 이승대 김성숙 

강은택 조윤세 이윤석 오현희 민동권 신미혜 김영석 김수미 박인호 

안선현 곽승남 한지혜 양상훈 김현정 홍준표 한미현 김미원 남지현 

허수진 김규환 류병완 강희택 김기영 차현진 권성희 홍현순 남병호  

임희재 김진영 황윤정 이영복 김정숙 전   존 한승훈 정유정 

주일2부 김희상 정용욱 

독고영 최중우 방은주 정옥경 정미화 진종구 유시용 이미라 김회식 

이한영 노선희 윤슬지 허창일 한광호 박현정 이종섭 방진석 오   

근 

박명숙 성숙경 김정무 임현수 최재규 오승우 유극영 류석형 이준영 

조영준 김영숙 이종택 이종태 정용욱 맹수연 박은숙 송영주 김용덕 

반상섭 전홍수 이성환 정문규 김의래 김성희 윤민학 박흥서 송경옥  

임애규 오   명 황명호 주웅현 서정숙 천만태 강성희 손원민 남관

우  

권민성 박성호 김진규 허은진 박성호 김성현 이희자 이용구 김남정  

하송우 김성옥 김현식 백남인 박제한 홍진섭 강성두 허보리 조재관  

김문경 엄재준 이창환 김경희 서정민 이애리 강은주 김지현 허성연  

심춘보 윤용헌 황한나 이성우 조인식 이인용 호종일 정은주 홍정표  

안승립 구혜정 이상도 이상문 김진국 김정현 이정숙 이성한 이선화  

박지수 이재형 유재연 이지영 김웅배 윤창기 김희상 허연무 원범재  

김태우, 문형진 남상규 장세영조승찬 김병헌 김남미 이선미 이정숙  

류지혜 

주일3부 김광훈 윤수민 김광훈 김영진 조해규 이영섭 조은숙 음태문 김금숙 유  영 심남주  



 

김은신 김명원 이종우 박윤자 송왕규 김선홍 장장용 김정열 이장웅 

배성은 유정수 성명제 안세훈 이경옥 이호성 강경림 윤정화 장순미 

정회평 윤숙영 김성은 이명숙 윤영애 김성철 김유림 윤영옥 임정자 

김영한 김동환 이혜승 김윤철 원선희 정인경 류민아 임승무 김솔라 

이도상 방지민 이태열 신혜용 한상훈 이호준 정호경 김미숙 김계용 

민정희 임광호 박건영 홍광식 배미령 김  진 서정심 장춘심 이수복 

최수일 윤제춘 전현배 김소정 추진희 민문기 윤수민 곽태일 김윤복  

강길환 박희경 장혜령 김진현 손창일 김주현 양애순 임상범 유혜리  

유재은 최현묵 박연하 문영옥 김연정 장광자 박영정 이희인 이수관  

차상윤 김정숙 진  국 김창만 문지호 박승식 최석훈 이형구 박성호  

백남진 박주현 경  현 박세연 황성모 이동훈 배문기 소정숙 신정애  

이홍재 박철홍 장서환 김혜자 최인자 김혜란 전용우 김주영 한두진  

정지민 정상현 김정애 박성구 배기석 송장호 곽옥희 문경숙 박주덕  

김희석 김동우 윤호석 최향숙 최종헌 박진영 이응준 신승희 백성아  

양혜령 강영희 장영애 박애숙 최현진 이철원 이은정 심동희 황은정  

박춘기 윤미덕 이준호 이민하 조성은 이선희 박정록 김종제 장서운  

오주영 김은수 권영중 박은실 하진식 정혜영 박선규 황윤호 서은희  

정해주 김형돈 고영선 공형도 강준구 김용만 황은경 장복순 평석원  

장진선 이선순 임수민 주민숙 이동궁 이재우 박상수 최금열 차미선 

주일4부 최상민 김우호 

김홍구 이기호 최윤석 권순옥 김주경 양학선 이용출 전남철 김대웅 

안소연 김수민 최상민 최형준 전지원 차금숙 함혜정 김덕겸 김용순 

진용수 신장섭 손온유 구자엽 손진몬 변철석 이황진 신춘자 김현아 

이용숙 김병일 최병일 임성원 김학민 김재옥 양미란 장은경 신현숙 

강명원 김공임 김덕자 김우호 김인숙 김재수 민수기 유인자 윤은철 

이은정 이주은 이태효 임정수 전애순 정  욱 정현주 한영옥 함유민 

이원장 최종화 이정분 임승숙 황권택 오선희 이철규 박영신 윤지숙 

박은주 김종량 노영주 김충호 김태환 문명숙 박세열 추다니엘  

김원진 김미애 강종열 박정애 허  철 배병곤 오명석 강미순 박성호 

강경열 심정민 장승훈 

주일5부 김성호 강영희 

김승택 김경숙 김영민 강기순 김흥집 김영민 천명국 김영희 김동수 

신태수 류지만 김임경 이영주 강철호 김성호 강영희 장  광  정병

균 

주일6부 오광록 위성규 

정윤채 우상근 이동희 최성완 김효구 이상율 양웅 김성규 김복균 

김기산김진애 남춘희 최정주 김영신 민절자 오명순 홍성아 우미정 

조윤경 최인기 문용준 이혜정 배석례 정기삼 허백  김재덕 이세영 

김정례 임수영 류현미 이승배 이상준 박진영 구본미 예상욱 유은 

이명진 구순규 김영란 백현미 이규화 정임채 이종선 진미형 위성규 

문보혜 

주일7부 최병선 성광재 

박흥균, 송태호, 정영철, 장봉순, 한기원, 최희주, 조선녀, 양환기, 

피우진, 박용필, 김혜숙, 인태환, 김진홍, 이영희, 박용철, 하성태, 

이계상, 양계성, 황태욱, 성광제, 김승원, 이종한, 이미학, 이경남, 

김동원,  박남식,  이애리, 김용삼,  김종석,  김은정,  원동준 

새벽1부 김성규 김주영 
조항진 신우권 정희태 송일섭 문쌍찬 남상옥 안상헌 윤호석 이명호 

함창수 이의춘 하상진 

새벽2부 현경자 황민영 

이일성 김혜수 엄성신 양희주 장미정 윤미옥 이재화 권영석 양귀덕 

이찬주 

김진구 하영민 

금요철야 박승희 이용수 

강  현 고정한 김만규 김성미 김영찬 김성애 김수정 김양옥 김  영  

김지영 남지아 민지현 박명숙 박상민 박성배 박승희 박윤자 박재용  

백지영 서은규 신성내 심은진 오정은 오혜령 유지혜 이남희 이상관  

이신숙 이용수 이지영 이상주 이태원 임수진 임혜선 장준용 정영희  

정태용 정현우 진종구 최요한 허경식 홍미영 홍정옥 한창호 황혜정 

헌금계수 김성규 홍성덕 

김동우맹미영김정례 김용만 석성숙 김형준 김형준 유기중 지연실 

오혜종 김희철  김희자 박병재 한승혜 허준범 김은희 이강빈 윤석

민 문광호 손진영 이희도 김정은 이규헌 유연삼 김한호 조승국 김

성규 강철호 하  영 김성규 이지은 이상준 임수영 정희태 이향우 

유경원 한규종 최창규 

미디어 문영재 한왕석 

문영재 

한왕석 

남상옥 

류승호 

김광순 

양성수 

배수영 

방송/영상 류승호 양성수 

정종모 조규만 조형상 이민구 이왕재 한경원 최순화 원윤아 김현숙 

장덕자 김현희 손창일 김한나 김광식 황광태 김지수 박창선 김지은 

현진철 이의용 이현지 김동영 손정연 김은정 정태영 유희문  김재

권 양성희 

통역 김광순 배수영 

김윤필 김민정 박혜경 정다희 허세아 이혜숙 유숙현 이한숙 노준형  

이윤정 안인숙 유석인 이형자 김선경 배소연 김향선 김정희 김영란 

유희진 황지연 김여준 정지용 가오잔 이병태 김세은 손유리 이형자 

쵸노 아유미 홍유란 배수영 

찬양인도 문영재 유재홍 

문영재 

최성석  

유재홍 

최진주  

성희진 

김남정 

이성은 

 

밴드 

최진주 성희진 

A 밴드 : 김기아 김선혜 장현호 김성태 이  준 

B 밴드 : 류예은 전주옥 송균호 한충렬 김주현 

C 밴드 : 유지혜 김영찬 박상민 서동욱 최요한 

 7 부 밴드 : 윤진영 김지원 김보름 김용식 박종성 

보컬 

1 부 : 박인숙 이영선 김지선 성희진 

2 부 : 최진주 김영자. 김태완. 이주연. 황민영. 박성희. 박소현 

3 부 박형욱 김병렬 서영희 장미 이혜진 임지희 신대리라 

4 부 : 권혁재 김선희 엄정화 양은진 

5 부 : 이정희 김수현 박은경 이경희 유경아 

7 부 : 정은경 이승민 이미경 김민정 최지완 김영실 

수요 : 서영희 박은경 최진주 

새벽 1 부 김남정 강현 금요 :이태원 오정은 임혜선 서은규 김양옥 심은진 임수진 박성배 

새벽 1 부 김남정 강   현 

김미숙 김상우 김수현 김숙경 김정은 박은정 박철홍 성희진 엄찬용 

유경아 

윤영미 이경화 이경희 이정희 전용우 정영택 



 

찬양사역 최성석 

이정근 

최성석 

이정근 

박성근 

정운오 

서달석 

신재길 

신재영 

정응화 

정현문 

주찬양 

성가사:신준환 

담당장로 :박상송 

피아노:김인영 

오르간:윤정희 

 

신재길 이영규 

강병근 강의숙 강태형 공성호 공테레사 구순규 구화순 길연숙 김기

대 김경란 김길성 김난영 김남수 김남헌 김명숙 김미자 김미진 김

복숙 김봉숙 김석중 김선희 김성희 김수현 김순호 김시내 김양현 

김옥자 김  욱 김유미 김유진 김윤희 김은숙  

김인경  김정자 김지현 김  진 김형애 김효섭 김희성 김희연 남영

숙 노진영 노혁준 단순영 류기선 박상송 박소윤 박애복 박  윤 박

혜영 박홍덕 배병곤 배은정 서경주 성순자 성정희 손종인 송옥희 

송진구 신재길 신정희 심규정 심태선 선우미숙 안직현 양득호 오경

희 오영희 유시풍 유혜정 윤명자 윤선숙 윤인호 윤종옥 윤영철 윤

혜정 이경훈 이국재 이무순 이미림 이상근 이상미 이상옥 이성호 

이순복 이세영 이영규 이영순 이영자 이영희 이은경 이인숙 이주리 

이재철 이정권 이정애 이희용 이휘인 이호천 이홍두 임소자 임애규 

임인숙 장옥빈 장홍연 전영숙 정명인 정문선 정상구 정순란 정지민 

정진숙 조명자 조은주 조현주 주순희 차영구 채정자 최기순 최기홍 

최석태 최승애 최영주 최영호 최춘자 하경만 한서희 한형숙 허진욱 

현미숙 홍기순 황영례 황후령 손창일 

주사랑 

성가사:최경열 

담당장로 :박성근 

피아노:최은미 

 

김종국 송찬석 

고유숙 권영애 권은경 김은경 김명원 김미숙(S) 김미애 김미영(권) 

김미영(집) 김민정(집) 김민정 김수현 김숙경 김애영 김연희 김은경 

김정남 김현숙 노준형 문연미 박수경 박수연 박주희 방충애 신동숙 

서양임 선혜린 양옥경 염은주 오미영 이미연 이미희 이보라 이순희 

이승연 이연선 이은미 임현경 최동순 최성연 최윤경 추명희 하정애 

홍매화 황혜정 강은주 곽옥희 구언희 김귀남 김명숙 김미숙(A) 김연

진 김영숙 김영안 김영희 김진경 김희정 문성희 박명주 

박유진 박현주 박혜란 백진숙 심정승 엄영미 오연수 유경아 유재은 

이경희 이규영 이명숙 이영미 이영희 이주현 이현숙 임병숙 임영미 

유미란 여윤진 장선미 정경희 정  희 천세민 최병옥 하화정 한기원 

한상분 강재호 강종용 고제혁 김남철 김성형 김종국 김홍구 류현하 

박노업 박일환 송찬석 안인수 

엄명석 윤길원 이중호 이진영 이호영 인치욱 임덕원 장철순  정의

석 최수일 한경수 황성훈 황호경 공길선 김성호 박 근 박성근 박중

현 박찬민 변성권 상언규 신광필 신재영 서부종 이광호 이강원 이

기횡 이대선 이수민 이익성 이준환 이한주 장  광 장봉순 정용욱 

조순호 조영진 주익수 최영준 

 

주향한 

성가사:이명근 

담당장로:정운오 

피아노:안지연 

 

맹완호 정의일 

강남영 고정희 구승연 권영미 권희숙 김두이 김미옥 김윤선 김주연 

김숙자 김순희 김신혜 김영선 김유진 김인옥 김영미 김정자 김현정 

김희진 류승희 박경희 박숙희 박영희 박정영 방현순 서경숙 손지은 

신귀순 심미정 양금화 엄지용 오미선 육지영 이도화 이명희 이문희 

이서실 이영자 이은신 이은실 이정숙 이지나 이현선 이해윤 오영채 

임선양 정송자 정화성 조경희 조은미 차승희 최경미 최경숙 최서진 

최원미 최정은 한상미 황석자 홍지윤 강혜진 김순덕 김영옥 김은지 

김정자 김정은 김지은 김화자 나성예 남영우 노현주 반관옥 백상령 

서은규 심은주 우현리 유기현 윤경희 윤태은 윤태희 이연실 이민신 

이은심 이인숙 이진희 이현옥 이혜경 이혜숙 임미경 임화라 정마리 

조은숙 주선숙 최경희 하   나 하지영 고희병 권휘진 김동환 김선

율 김용순 김일동 김정운 김태훈 김현우 류길남 목준균 박인철 박

진현 박창만 박헌호 박정제 방명수 양승우 원용연 유우근 윤상일 

이건길 이범규 이승한 이우람 이진원 장진규 정무현 정운오 정응화 

정진우 차신웅 최원석 최석중 홍순재 김경환 김동섭 김승민 김양진 

김영태 김정환 김치열 김형석A 김형석B 박진호 박영두 유승우 윤재

구 이광열 이상욱 이수훈 이한영 이재억 임광순 정규봉 정순걸 정

승호 조성근 조창래 주종성 한대훈 황영욱 

온누리워십콰이어 

성가사:강중현 

담당장로:서달석 

피아노: 김찬희 

 

정현문 이시정 

박미경 김경미 김미란 김양옥 김연주 남수경 노보람 박은희 박지연 

심은진 유혜나 이서인 이성희 이승아 이은주 이지연 이지윤 이희경 

정보경 조승연 최인혜 임지은 김수연 김유미 김은전 김지연 김찬희 

김효주 박선영 방효진 손자원 송미나 용성화 이성은 이현정 조은정 

차혜영 최은주 박재용 고철수 김광석 김병화 김상범 김종민 성광민 

양  혁 오승환 용일중 이상규 이종민 최종빈 김문중 김지원 박상욱 

박철홍 방희석 유현식 장준우 장현석 김이슬 

장로합창단 

교역자 : 김재석  

성가사 : 남윤창 

피아노 : 윤정희 

단장 : 정병균 임정열 

김준홍 박상송 박순길 박현규 박일환 윤석우 이봉의 이영복 임호열 

전태경 

정광렬 정영규 정운오 정윤채 조성환 채수삼 홍충선 강찬석 김셩선 

김명종 

김종건 김해기 류지영 박찬빈 배기영 서성렬 송일섭 유의준 유완영 

이동규 

이상도 이영근 이종우 임광순 임정열 정영택 권오혁 권칠준 김기호 

김창욱 남정진 류기범 박일면 배   문 백홍기 서병화 유   형 이경

훈 이길수 이동희 이종길 이태열 이태환 조성현 최주관 하성기 홍

해남 김석인 김선래 김용성 김재욱 김형중 남명현 남상옥 박봉래 

서명수 송영범 심희돈 이규천 오이식 임웅규 장   광 장경식 정태

경 조진호 한양희 홍종철 

CGN세라핌합창단 

지휘자 : 최영은 

담당장로 :  

신금실      이은실 

곽명철 곽지현 김민해 김지석 김하늘 김태양 김하정 김혜준 오로라 

이규원 이동환 이민서 이유민 이호연 정경준 정서연 정소헌 정해원 

지승빈 진성욱 진하영 허요한 임태민 염경원 

포레버성가대 

성가사 : 홍용식 

피아노 : 우경진 

담당 : 강대웅 

팀장 : 김영태 
김재수 

김계희 김성자 우복희 민절자 조용선 하경만 조징자 배석례 김수진 

천혜숙 이경옥 성정자 이임수 최광숙 권영옥 채복수 김여옥 이평자 

정광자 진순임 주설혜 김인순 서정임 김옥순 김미응 이금례 홍봉표 

이옥선 박성애 김을덕 초종옥 황의숙 민현정 석윤란 김선희 박춘심 

김정희 황재숙 조항련 이운상 이은자 홍기순 주순자 김의순 유은도 

배영자 신은숙 이금순 최정민 양계숙 박성은 김학모 박영태 박성복 

오세재 장옥룡 신우권 박은철 고광범 김원규 김정진 강창우 이호성 

황의업 이기장 정금영 

이정근  

챔버1부 유원희 강미정 

이정근 손수영 송지은 서정헌 김명주 오정옥 이희주 윤지혜 홍진화 

박하문 구자예 이영롱 김슬기 장영실 정은미 김미선 이승권 오정소 

김성은 김주현 

챔버2부 조연신 장현화 

양영화 남윤정 윤동환 강신봉 강혜진 유선율 송지현 정찬인 김진애 

이경애 최경환 장현경 박무일 박선영 김인순 안동혁 박재선 이철호 

이상남 이숙현 우수진 최성심 안명아 이태인 노재현 

챔버3부 엄희라 장수현 

김미연 김지혜 김효림 주윤영 박지원 황보영 권예나 심정범 이성은 

권유진 김세빈 이승혜 박은규 안혜준 하웅주 정성윤 고은영 유은경 

차백호 

새벽1부 챔버팀 이승윤 이숙현 구자예 엄희라 김효림 이정현 이희정 한인화 정유정 윤정희 유지영 

예배양육 최성석 서달석 

 최성석 

 서달석 

 조성덕 

 이승철 

예배학교 조성덕 이승철 이명숙 유지연 김명임 지연주 천명재 

 

▪ 양육본부_서빙고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운영위원회 박태영 안용태 박태영 안용태 양상식 양육본부 양상식 이종우 
박성은A 김성종 나  영 강부순 박흥균 박현규 금세정 이경호 이헌규 

이홍선 

교재 개발위원회 박태영 안용태 스티브차 황재명 노치형 김승수 노희태 손신국 강미향 최용준 윤경숙 이기증 정문규 

양육운영 

박태영 

김태용 

박성은A 

안용태 

(민문기 

강부순) 

박태영 안용태 최득린 

김태용 민문기 오석주 

박성은A 강부순 한숙영 

학사 및 컨텐츠운영팀 최득린 김민찬 

김요성 김현실 박성은B 이강현 송재호 조현수 최혁중 

 

박성은 A 김종민 이기훈 강미향 박형준 박성천 이준호 권용갑 이비오 

김승수 

 

강부순 민문기 박흥균 박현규 이상기 신  섭 정수업 서병화 최득린 조항진 

최원호 백홍기 신무환 이은일 허광수 편무옥 

Ischool 운영팀 오석주 최채우 김숙희 이상산 김태식 조영철 황상윤 

OBC팀 한숙영 반상섭 

강기형 고명신 김기행 김미영 김민자 김선회 김수미 김신덕 김영민 

김영은 김옥숙 김은일 김정미 김정숙 김지영 김천봉 김태의 김효숙 

박덕심 박승희 박차홍 배준학 서연수 송혜주 양계성 양영회 오선민 

오선환 유미경 윤성자 이경주 이윤아 이  진 이현숙 이희선 임노아 

임재경 장혜정 전지윤 조명화 조민정 조선녀 조은남 조정문 최춘숙 

최향묵 표정희 한옥영 한호성 형세우 

큐티 사역 김종민 박흥균 

김종민,박흥균,황병원,심길섭, 

제무성,박상호,이승우,김덕언, 

이완구,김진자,현경자 

기획팀 제무성 정지현 
임광택 송재길 심길섭 황병원 박상호 이승우 

이완구 김덕언 김진자 현경자 정규만 

양육교육팀 
박상호 

이승우 

서영록 

김혜수 

김금희(부총무) 문정희 안양오 양동훈 양차심 

엄성신 오영미 윤상진 이상애 이세미 이혜숙 

이응근 정성천 정은정 정지현 황혜영 

공동체지원팀 김덕언 
이미숙 

오영미 

황병원 

공동체 큐티 사역자 28명 

대외사역팀 이완구 양차심 

김금희 김덕언 김순희 김진자 문정희 박상호  

서영록 심길섭 안은영 이승우 이통형 장준용  

정성천 정종우 조승천 최연우 최정현 황병원 

협력지원팀 
김진자 

현경자 
안은영 

김순희 김순덕 김영미 서숙여 이혜숙 정지현 

조현숙 홍순남 

일대일사역팀 

기획총괄 

이기훈 

박태영 
나상권 

이기훈 박태영 

강의선 나상권 

박동현 박대호 

박지수 신동기 

육동건 이상기 

이영근 이한열 

임현태 한복규 

한충희 허복만  

홍의택 

기 

획 

총 

괄 

팀 

양육기획지원 박동현 권혁은 김재홍 박정서 이재완 최종순 홍승우 

대외사역 이영근 손기태 

강찬옥(서빙고) 김기복(평택) 김명수(수원) 김영손(서빙고) 김학기(강동) 

박진수(양지) 손기태(서빙고) 오희종(서빙고) 정호영(서산) 조성건(부천) 

최종순(양재) 최태인(대전) 홍기동(남양주) 황인화(인천) 

글로벌 한충희 원철호 (영어)최숙경 신동일  (일본어)박준기 서승옥 (중국어)이병태 이금하 

어린이 일대일 육동건 양 웅 
김대환(수원) 김창석(강동) 박진수(양지) 윤경섭(평택) 윤주현(서산) 

이상길(대전) 이우진(부천) 이재완(양재) 정한상(남양주) 

일대일사역팀 

서빙고 
이기훈 이상기 

이상기 

김광하 

김효구 

박구병 

육동건 

이영근 

김유기 

이근우 

강태성 

손기태 

정태선 

정우진 

양  웅 

기획지원팀 정태선 

김유기 

주성대 김영환 안광식 서승옥 박영규 기미라 원현숙 주미랑 이근우 허만곤 

이기훈B 김상범 이정경 남상규 정인숙 임영애 

양육교육팀 강태성 박준영 김형숙 김종대 노영주 정지태 박경하 양형내 변철석 이용숙 최재언  

대외사역팀 손기태 

강찬옥, 오희종, 김영손  

대외 양육자 그룹  

강은철 백종신 김영욱 이건창 오승탁 신갑섭 이영자 정명규 강혜련 장명자 

이규성 문점심 홍은심 김소망 김경희 이기영 김복순 나순임 임선영 박은주 

유혜리  

공동체팀 정우진 

안광식 정태선 유두석 이용출 노순용 권녹희 박미희 성명심 이철희 신혜영 

김영신 홍성아 박신규 이수인 정한나 김지숙 송용자 배소진 전용우 오정원 

강은주 박은태 송윤진 주강호 김은희 박경호 최지연 주미랑 양승란 박영우 

김병균 이홍선 김용만 석성숙 박경하 양형내 임지원 송이슬 유재은 이의장  

서정원 박미숙 이경화 변철석 이용숙 홍광식 배미령 박영규 기미라 박미룡 

선우미숙 박노운 김석자 한상희 이현존 이창선 남상규 정인숙 김근철  

박춘기 윤미덕 김미미 김성태 임경선 이기훈 김은기 박기석 남성진 유지원 

조은진 임충남 

어린이양육팀 양 웅 김성은 김춘옥 최정주 안재현 최인기 김영란 이형자 

새가족 사역 강미향 

신  섭 

편무옥 

전태경 

전병천 신  섭 편무옥 

전태경 유영준 구자엽 전정숙 

하정자 김희철 김상봉 

오전반 / 교육1팀 유영준 구자엽 

강향조 구자엽 권기환 김계숙 김민영 김애란 김영미 김인순 김은희 김정례 

김준잠 김춘덕 김현아 류지혜 민숙자 박계용 박명호 박진선 박해령 백주경 

송성숙 신선호 안미자 안재현 용명순 원혜선 유영준 이규영 이미숙 이숙용 

이지니 이판례 장길희 장성란 장정희 장현화 장혜령 전정미 정찬인 정효상 

조윤주 조은상 주수경 최정주 최종화 최희진  

오전반 / 교육2팀   유영준 서성배 

강은주 권미경 김옥숙 김혜정 김효순 박미선 박진경 서성배 서정숙 손주하 

안영근 안영미 엄미옥 우정희 이민철 이영호 이원숙 장복내 주웅현 최선영 

함유민 황정은 

오후반 전정숙 하정자 

강성희 고정희 고유숙 김대희 김영아 김영주 김은신 김정순 김태란 김해남 

박주덕 성기준 성종선 송요나 심남주 염은주 원유미 유정미 윤복순 이경숙 

이영실 이옥분 이주선 이창희 이환경 임순혁 임영미 장경원 장문순 장은숙 

전정숙 정삼희 정옥희 정은숙 정혜리 조선녀 채정자 하정자 한마리아  

홍현순 황승리 황복남 

만남의 잔치 김희철 김상봉 

강은실 권광련 고영숙 김남훈 김경호 김영수 김동섭 김영규 김영미 김윤전 

김희자 김현숙 김상봉 박소연 박병규 박용권 박혁호 성기준 신영각 이상민 

임규진 이수경 이홍선 이향숙 이영규 이남진 오미희 유혜원 전정숙 정부성 

한호성 홍선자 허영옥  

엘더양육 
박형준 

박성은A 

조항진 

(최원호) 

박형준 조항진 박용국 

박성은A 최원호 정병주 

장로중보기도팀 박용국 
송영범  

정병균 
강인지 김재욱 박찬빈 송일섭 안국영 이상욱 장양희 장응복 전태경 황용식 

시니어아카데미 정병주 홍성국 

강대용 김계희 김성자 김수진 김여옥 김영순 김재수 김진국 김현철 박영태 

오난경 이금례 이기장 이정자 이명숙 이완기 이임수 장옥룡 조정순 채복수 

최숙자 최영주 최은실 최종옥 최향엽 하경만 허정희 

제자도양육 

박종길 

김종민 

송석근 

김영배 

전신익 

차명권 

권용갑 

이비오 

 

백홍기 

(신무환 

이은일) 

박종길 김종민 송석근 김영배 

전신익 차명권 백홍기 노기홍 

송종환 조진호 박균명 김종호 

신용애  

이비오 이은일 오금환 

권용갑 신무환 박은미  

 

JDS 본부위원회 박종길 김종민 송석근 김영배 전신익 차명권 백홍기 노기홍 송종환 조진호 박균명 김종호 신용애 

JDS 주간반 박성하 박정민 

계윤희 김민자 김민정 김영옥 김은희 도은주 박미실 박은신 박은화 박정희 

백경희 이수민 이정자 이주은 이현원 이현정 이희정 장혜경 정명선 정문선 

정은미 조금희 조재현 최정희 최횡경 허평회 홍기순 홍정연 

JDS 저녁반 박병주 
한성진 

선영미 

강지희 경국현 권금옥 권혜선 김근준 김상범 김재호 김정신 서연덕 서지희 

신주연 심경호 심미정 안용길 오영미 오현주 유시용 윤경호 이경문 이기홍 

이명희 이미라 이윤석 이현재 이혜숙 이희정 장대용 전금자 전종은 정문숙 

정석환 정혜정 조용의 주은영 천미숙 천수정 최종철 최혜란 

창조과학 오금환 이주만 강영재 권은숙 김  경 김계숙 김미지 김서정 김선민 김성순 김숙경 김원경 



 

김은석 김정화 김종명 김창식 남남옥 노영주 문혜자 박경남 박경혜 박금선 

박미숙 박미진 방효지 배명식 백갑식 손  문 손창일 신  섭 심은하 안종배 

여정훈 윤석진 윤주운 이명열 이병일 이성근 이영숙 이왕재 이은아 이희인 

전승현 정미애 조선녀 최정심 하쉐미안모하마드   하주헌 홍은영 홍은지 

황승아 

기독교세계관 학교 박은미 이경숙 

김미란 김정자 김태연 김희준 류현모 문형남 박경혜 박 공 박광순 박명숙 

박영혜 박은미 박재용 백경남 성태연 이경숙 이승혜 임노아 장관수 전성철  

정구현 조무현 

영성양육 

박성은A 

김승수 

이길탁 

우윤상 

원유경 

허광수 

(편무옥) 

박성은A 편무옥 이용구 

김승수 이길탁 우윤상  

원유경 허광수 정재민 

성령수련회 이용구 이종택 

김복균 김원중 김재욱 임상범 김동연 성명규 류석형 홍윤석 권응수 이정진 

정탁영 강동남 유인국 김민정 김민자 정경옥 장성란 장영주 문혜숙 한정수 

황보은선 송유리 김정숙 조슨덕 성지은 남춘희 임애련 김진아 권순희  

김현옥 김정숙  

샤이닝글로리 정재민 박미현 

고성란 권혜경 길유진 김관유 김경진 김경실 김민지 김선애 김세환 김은혜 

김정은 김정문 김종희 김지연 김현태 나소혜 나용선 민애리 박미선 박미애  

박성혜 박은광 박주은 박휘광 배영안 배태상 백주연 손혜승 송정하 송준호 

신혜선 신웅식 심낙희 양혜령 오부옥 오희정 유수아 유화정 윤수인 윤해민 

이명은 이미연 이승기 이일순 이정금 이진이 이진선 이한성 임진섭 장혜진 

정명옥 정승원 정수년 정정윤 정현지 정회석 조민섭 조지영 주은영 최성인 

최혜영 최희령 양맑은새미 

 

▪ 회복사역본부_서빙고 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운영위원회 이기원 박성규 권용갑 권용한 김성진 김영배 김영환 김인선 김지현 김지홍 서성렬 이정환 이찬우 이헌규 조바울 최용준 한상규 

회복예배 권용갑 권용한 

권용갑 

권용한 

김이준 

김종석 

이기원 

이성광 

정인숙 

금요회복예배 김종석 최훈희 
나종희 박명애 박은주 박충식 박혜순 신은미 신현호 

임동빈 전은수 최영옥 표은숙 

회복소그룹 김이준  

강희진 곽향란 구영숙 구인유 김길아 김재선 김해진 

노정미 박성호 신은미 신은숙 신현호 윤영지 윤지은 

윤홍식 이경혜 이은숙 이호수 장미진 임인순 김  옥 

장정화 장희진 전은수 정연미 정주희 정지현 정향연 

채혜원 황인정 황혜영 황혜원. 

회복상담실 정인숙 박현주 구인유 석영미 신혜영 이강숙 이수영 최상미 최효임 

회복사역학교 이찬우 김지현 

권용갑 

김정호 

김지현 

김지홍 

이찬우 

전남득 

정용모 

한상규 

홍호식 

내적치유학교 정용모 김종석 

강희정 고동술 곽향란 김경신 구도희 권미현 김민자 

김선희 김순희 김길아 김유미 김유진 김종석 김지혜 

김한주 박명애 박명훈 박은주 오나환 박충식 박효식 

백의성 변준희 송재현 송태근 서수정 신은숙 안경임 

오윤석 오지선 유미란 유서연 유은혜 윤영지 이근수 

이기문 이남경 이명희 이상미 이성희 이영재 이은숙 

이정미 이진희 임민희 장미경 장진주 전은수 전찬양 

정유리 정하늬 정용모 정제영 정향연 차유진 천만태 

천소영 천수정 최예권 최지희 황지온 백소라 문예지 

 관계기술훈련학교 

(기쁨의 회복학교) 
전남득 강희찬 

박은정 강정석 김민자 김수현 김지영 김진욱 백지현 

이재석 이정희 이철원 이현희 홍현정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홍호식 김기훈 

김성헌 김혜지 민혜정 오정환 옥영기 이현정 장미옥 

전하성 정도준 조송이 천영실 최수련 최지혜 

월요어노인팅 이기원 김성진 

김성진 

이기원 

정용운 

월요어노인팅집회 정용운 
권남헌 

김정애 

권현정 김경숙 김난영 김대진 김서영 김용태 김윤희 

김은숙 김정숙 김진해 김진호 바바다이스케 박윤희  

박지영 박현수 박현숙 신윤혁 오소연 유정윤 윤용채 

윤중구 윤혜정 이금숙 이미숙 이미자 이수연 이애란 

이형권 임지윤 인월교 임석건 장동연 최형심 추미선  

현혜정 홍경옥 홍진선 황영란 

한마음 정신회복 최용준 박성규 

박성규  

임선양 

최용준 

한마음 정신회복 임선양 김주희 

강혜영 고경아 김국중 김나원 김옥연 김재혁 김중헌 

김하영 김현철 남윤영 노계식 문희자 박명애 박안정 

박영욱 백지영 신현숙 안길수 유명위 유종남 이경애 

이경자 이  샘 이승희 이정석 이주호 장순우 장희선  

전은주 장은하 전현경 정경숙 조  숙 조혁래 최문자  

최현진 최혜경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최용준 서성렬 

서성렬 

이동현 

최용준 

EHS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동현 이정석 강찬옥 김인기 장미례 장미진 

상담센터 최용준 권용한 

권용한 

김기행 

최용준 

상담센터 김기행 
이원형 

김경희 

공선희 김경희 김기행 김혜경 류정애 박미옥 박봉희 

박영미 박현주 송영아 송진호 신정은 안인숙 엄구선 

윤정순 이기증 이동연 이명희 이상미 이수영 이원영 

이희영 임은미 임정민 장옥빈 정수진 조연진 한옥영 

 

▪ 가정사역본부_서빙고 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운영위원회 윤길중 박일면 

윤길중 박일면 오승탁 최승구 

박시형 김효구 한왕석 최용준 

김승훈 송종환 강미향 한백진 

유병훈 이종길 조성환 함정철 

조성환 유병훈 이종길 조희동 

가정사역본부 오승탁 박경민 

최승구 박시형 최용준 김승훈 강미향 윤경숙 차명권 윤석원 김효구 

한왕석 조희동 함정철 송종환 한백진 유병훈 이성주 임장순 나지원 

정종희 장주익 강미향 박연훈 진미경 김상범 곽상규 이재훈 범석훈 

이향주 이종길 조성환 윤석남 함정철 

부부사역팀 박시형 한왕석 
최승구 박시형 김효구 

한왕석 이성주 임장순 

젊은 부부학교 

(Marriage Builders) 
이성주 김대형 

강석환 권영석 권지영 김경덕 김동욱 김만호 김명환 김민희 김병화 

김보라 김상범 김석영 김선미 김선일 김선율 김용수 김용환 김우석 

김윤미 김윤아 김은수 김은주 김정은 김정희 김준하 김지수 김지환 

김진경 백종국 김철준 김태위 김태응 김학민 김혜지 남선덕 노미현 

박규현 박명준 박세나 박성호 박성황 박수정 박용익 박원중 박은아 

박은정 박제한 박정미 박종현 박진석 박헌   박헌정 사인석 서지영 

석미선 송흥섭 신동철 신영화 신한글 신혜정 심은지 양서원  엄준  

여의주 연미영 우윤지 우종욱 우한배 유준호 유지현 윤문주 이만기 

이문숙 이성희 이우성 이윤희 이준희 이진영 이태훈 이현정 임정은 

임진영 장영호 전경환 전상근 전소정 전유현 정규선 정민욱 정찬웅 

정찬희 정현주 정환민 정희선 조동화 조은주 조은지 채지인 최문정 

최병선 최수민 최지연 하유경 한정화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칭) 
임장순 최재훈 

강창모 김광훈 김근선 김남정 김동진 김명세 김미진 김선래 김성수 

김애령 김영민 김영진 김옥영 김웅배 김원균 김은희 김일수 김재엽 

김정숙 김종수 김주현 김지선 김칠중 김태수 김형숙 김혜옥 김헤영 

김효구 구본미 남기석 문장혜 박병익 박수현 박숙희 박예선 박용훈 

박유미 박은정 박은희 박형근 배윤호 백진숙 변영분 서진봉 서호숙 

석윤자 성기준 손원민 송종삼 송종환 심은지 심창교 양수경 양정경 

우승구 유의준 유재건 윤  경 윤부용 윤은희 이경옥 이길수 이근영 

이미숙 이상미 이상수 이석동 이옥찬 이용구 이용분 이용호 이윤정 

이원선 이은숙 이은호 이주영 이태종 이한열 이향숙 이호성 이희영 



 

임순혁 임영필 임장순 장경숙 장성민 장일선 전인숙 전정희 정문희 

정수진 정은미 조성미 조성연 조성환 조순호 조승종 주영희 주춘옥 

차정현 최  명 최재훈 한광식 한백진 한상규 한성희 한영희 한호성 

함일성 홍덕표 홍미영 

하가훈사역팀 윤길중 이종길  
윤길중 박시형 이종길 

박일면 김상범 곽상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가훈) 
김상범 김진승 

권수라 금세종 김도숙 김미정 김은희 김현수 김현정 박용익 배승철

백소영 신현일 엄애례 윤성호 윤재선 이백규 이영자 이상애 이영주 

이재규 장주익 전정미 정명현 주형석 주희영 채강석 황학림 

대외협력팀 곽상규 
박성진 

윤성호 

주요성 이점식 김상범 금세종 박시운 박용익 박명철 박수웅 .배승철 

신현일 이재규 이승훈 남상욱 원호영 박경만 오천운 .김태위 정찬희 

이성희 윤기식 주형석 서정혁 양태노 윤성원. 이근용 박용배 

드림사역팀 최승구 송종환 
최승구 최용준 김승훈 송종환 

조희동 나지원 정종희 장주익  

이혼자학교(DRS): 나지원 김재희 

강민정 곽현지 김남철 김래경 김영림 김재영 김지혜 김태주 나인숙 

도현희 마정빈 박정숙 장은결 배대현 배재진 선주현 송유리 오윤솔 

우은숙 이동윤 이상훈 이성재 이수진 이은수 이지영 임혜진 전찬효 

정미영 정지윤 조성금 최민경 최수미 허신희 홍경희 황순애 황재문 

야베스맘 

(사별자여성모임) 
정종희 이혜경 

강성옥 김은병 김은화 김지원 김희준 박지영 백경희 석운희 심재혁 

오성례 오용순 윤명자 윤미숙 윤복순 이성순 이성실 이옥실 이연옥 

이은숙 이지원 이향자 이찬수 이춘자 주미화 지혜자 함화영 이경애 

이혜경 임은희 정경애 정나영 현경임  

크리스쳔 결혼문화 장주익 김태오 

김인선 전은아 김지현 장미경 김지홍 원혜경 김효구 김형숙 우승구 

문장혜 이광순 윤혜영 이태환 황유정 장대서 이혜정 금세종 주희영 

김상범 김은희 강석환 석혜선 정찬희 박은정 정명헌 백소영 이성희 

박성호 이재철 오정옥 권오철 홍민영 박용익 권수라 이윤학 강현숙 

신현일 김미정 한수혁 김연화 김태위 석미선 이한주 신동숙 김은주 

출산장려사역팀 최승구 한백진 
최승구 강미향 한백진 

유병훈 박연훈 진미경 

출산장려운동본부  박연훈 
 

강석환 강영미 권수라 김대형 김미정 김상범 김선래 김성묵 김영진 

김은희 박선영 박성호 박숙희 박용익 사인석 석혜선 신은희 신현일 

연규선 우윤지 유영윤 이성주 이성희 장주익 전진국 정명현 한백진 

한영희 한은경 

헬로맘 진미경 
김나신 

김지은 

구명옥 이현정 이보람 이종희 정진혜 장혜승 조영선 한현정 이경미 

김의진 신아림 김미라 전유정 

 

▪ 전도본부_서빙고 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전도본부 

운영위원회 
여성민 이인용 

여성민 이인용 이수완 나효성 

정은주 김소리 박성천 허필우  

김요성 장경문 이태열 문쌍찬  

이종우 한화수 나영욱 김정숙 

김병옥 최민철 조청구 안광국  

김용기 백홍기 김상섭 

전도본부    

맞춤전도 여성민 이인용 
여성민 이수완 이인용 

나효성 홍현성 정은주 

맞춤전도기획 나효성 강희창 
김상현 김태규 김형진 박연훈 박의수 박인욱 이상호 이수길 정지민 

최고다 허정윤 

공동체전도 홍현성 유두석 

강남석 고석봉 권영욱 김근선 김대삼 김상목 김안드레 김예수  

김용문 김용삼 김진우 김진현 김혁국 김호중 문용준 박명철 박봉관 

배영안 성해두 송도영 안건주 유우선 이광희 이규식 이동현 이원장 

이홍재 최선홍 최재원 허준범 

 

권선정 권혜경 김경희 김동녀 김수진 김윤정 김은희 김태리 김향숙 

박미숙 박진선 박희경 변영분 김현선 양호경 윤복숙 이미경 이미영 

이주은 이혜정 임순혁 장미례 조정희 최양희 최윤경 최윤정 최현진 

최희정 

맞춤전도 정은주 이지영 

구혜정 이난희 김문심 곽옥희 김영은 김지연 문성희 박영숙 송경옥 

송현숙 오명순 이금자 이동실 이사라 이선영 이연희 이명진 이재순 

임병숙 유경숙 유재연 장경희 최수경 최희경 

열린예배 김소리 허필우 

김소리 박성천 이지원 윤준석 

허필우 김광순 박상민 윤재성  

서경화 

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 박상민 윤재성 

김근민 김남경 김다솔 김도훈 김동우 김민석 김부화 김선미 김선영 

김승진 김윤정 김은숙 김은혜 김일동 김혜숙 남이레 박성혜 박소영 

박소윤 박영우 박지혜 박지훈 박진희 박혜연 서경화 서한진 서혜욱 

손성애 손수경 손지원 송의진 신성희 심수정 안라정 오미희 오현정 

유다선 윤미라 윤서영 윤영지 윤지희 이교진 이미은 이새미 이소영 

이승구 이영선 이용석 이은영 이은혜 이재은 이정숙 이정화  

이지연A 이지연B 이찬영 이춘실 이현숙 이희정 임수라 임승혁 

장유경 장화연 전찬호 정무현 정성학 정의성 정혜연 정회준 조미영 

조용순 조지홍 조찬우 최은지 최정신 최정연 최정은 최주원 최혜란 

함정혜 

전도훈련,콜센터 김요성 장경문 

김요성 장경문 이태열 문쌍찬  

이종우 박희록 이찬주 강희주 

신동철 김영애 

온누리전도학교 

(전도콜센터) 

박희록 

(전도학교) 

 

이찬주 

(전도콜) 

이동훈 

(전도학교) 

 

김주영 

(전도콜) 

[온누리전도학교] 

강경숙 강명원 강어수 권덕용 김경식 김나래 김대훈 김미자 김완숙 

김윤숙 김은주 김정희 김주영 김현미 김혜근 나영우 남궁인숙  

남희경 박동현 박명화 박소연 박숙희 박인숙 박진호 박철홍 손정현 

송해영 신인순 안광음 양승진 양지혜 오순례 오은숙 윤혜경 이동훈 

이두희 이성미 이영란 이영혜 이은숙 이재화 이정자 이주영 이찬주 

이창수 이춘옥 이한나 이향림 이현임 이화영 이환경 이희실 이희실 

임성숙 임한나 장광자 장복순 정영숙 정윤 정화성 조동민 천종웅 

최수미 최순오 최순호 최한나 한제희 허오욱 홍진주 황원희 황은숙  

[전도콜센터] 

강경숙 강명원 강어수 권덕용 김경식 김미자 김연희 김영애 김완숙 

김은주 김재흥 김정은 김정희 김주영 김진길 김필연 문영배 박명화 

박인숙 박인자 박희록 박희종 손정현 안광음 양승진 양지혜 오순례 

윤혜경 이동훈 이성미 이영란 이영혜 이재화 이정숙 이정자 이찬주 

이창수 이춘옥 이현임 이화영 이희실 임성숙 임지숙 장광자 장준용 

정  윤 조동민 최예권 한제희 함유민 허오욱 황원희 황은숙  

전도폭발훈련학교 

 

강희주 

(주간반) 

 

이신숙 

(저녁반) 

 

김영애 

(제자반) 

 

전현경 

(주간반) 

 

한영미 

(저녁반) 

 

이규성 

(제자반) 

[주간반]  

이종우 강윤정 권옥희 권나원 김정희 김태의 김현희 김형기 김필승 

문혜자 박배성 박수미 박승희 박윤정 박효양 서희주 왕기주 이경순 

이경화 이규인 이선미 이수미 임미진 임순혁 전현경 정은영 조선영 

조성란 서순분 한기원 임정숙 송영자 이미연 성춘화 이근수  

김은주 박선정 김순례 박영주 신정화 

[저녁반] 

김기영 문효순 박영임 송지은 신경순 신동철 이순옥 이숙용 임종옥 

최문실 한영미 홍단비 홍숙경 김만호 김수미 장금순 한용수 정정은  

[제자반] 

김영자 김의선 김인애 김현숙 반월순 신정화 이은숙 임미선 정 윤 

정정은 한숙진 홍성자 박승희 송일섭 왕기주 진선희 이영희A 황원

희 박옥자 문혜란 황보윤 

군선교 김요성 김준용 김요성 김준용 김호성 군선교 김호성 신영섭 

강혜님 고덕훈 권응수 김동수 김병균 김성진 김정연 김재신 김찬영 

김택수 김하영 김혜숙 김화자 김현주 김혜정 류창민 류한솔 박석현 

박선영 박인정 박정아 서영희 손정인 신영섭 신정혜 원종혁 윤선애 

이규남 이난숙 이미숙 이용기 이찬우 이현아 이호임 이홍선 임성국 

임은미 장홍련 정향순 조배식 조선녀 최상숙 최소영 한영미 홍석진 

홍현순 

병원전도 김정숙 조청구 김정숙 김요성 김병옥  병원심방전도 이재신 황원희 권우진 권정인 김나임 김선영 김연숙 김영희 김정래 김춘자 남성현 



 

최민철 조청구 이재신  

강경옥 조혜선 

문정애 박종선 반월순 이여옥 이은정 이정연 이필연 임승무 장변련 

정문희 정영숙 최봉자 추옥선 한기수 한미자 허평회 

호스피스전도 강경옥 
변경순 

원인숙 

가영미 강문희 강춘자 권명희 권호연 김미자 김순자 김에스더  

김옥순 김정숙 김진겸 류진화 박말순 박성진 박순애 박은영 박주희 

박훈순 손향미 송현숙 신동숙 신미숙 심옥자 우복자 원유미 원인숙 

윤은주 이금숙 이덕순 이성자 이숙희 이영순 이영희 이용수 이지선 

정만숙 정문선 정일교 조은진 지연화 추혜경 최미자 최은선 한계명 

황은영 

삼성병원전도 조혜선 이영미 

강경옥 마동숙 민경애 신봉섭 이금숙 장송자 조혜선 최미자 최수아 

황인경 이영미 김애자 류진화 

[가나중창] 

경미라 권현자 김성옥 김정화 김형기 박성애 박숙희 배상금 안정식 

이현주 임순혁 정은희 최영은 최은실 최정숙 하금찬 홍선자 

 

▪ 사회선교본부_서빙고 캠퍼스 

본부/통합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이기훈 

신동식       

유진아 

정운오 
권득한 신동식 유진아 이기훈 

임정열 장경식 정운오 정진호 

총괄/공동체지원 배준학 

강정구 

김현식 

박성호 

최현진 김윤복 김원동 김정애 김준연 김진구 박승식 박주현 복유선 

손준희 신정애 유재은 이성호 이은정 이은희 이지나 이창숙 이철원 

최윤정 

기획/사역 김현주 박성배 김희성 박성배 송재용 오정은 최지현 정해리 정소은 

대내외협력 윤호석 박대현 문선주 박대현 박일면 장경식 차달수 최혜옥 

행정 이학철 박은희 김종환  

중보기도 이소영 황유선 
김상춘 김행자 김혜전 송은영 안윤진 이승대 이영희 이은미 임원교 

최미영 한성자 황덕신  

사회책임 신동식 심길섭 

김명현 신동식 심길섭  

유진아 이광순 정운오  

황재명 

일.하.세. 김성주 서영석 

곽사랑 권경은 권태희 금수옥 김기선 김기성 김기진 김동근 김명현 

김미옥 김성주 김수훈 김숙령 김승희 김영주 김은기 김정숙 김정은 

김종만 김종진 김준희 김진국 김춘택 민경애 민병춘 박  공 박병주 

박세연 박유미 박유진 박은경 서영석 심남주 안승지 안은영 양의천 

양혜령 오은숙 용종찬 유은선 윤승의 이기영 이석원 이성주 이순섭 

이윤숙 이지연 이현경 장덕자 장우린 정운오 정은희 정진호 정훈재 

제무성 조경희 조선녀 조정문 조현성 채정자 최방실  

경제정의 오종규 신경열 
김수훈 김미숙 전재홍 김대영 김미옥 김영숙 서은희 조원록 조정희 

허정윤 

생명과환경 강종도 김우용 
이승연 김지원 박종기 김우용 최진희 유현욱 김영환 박중현 신귀현 

이주호 전재욱 최성원 

회복적정의 김춘택 강희찬 박정영 

사회봉사 한화수 유  형 

박순길 송석근 신동식  

유의준 유  형 이영근  

한화수 

나눔장터 서선교 이미학 
김병기 이규연 이수자 이정숙 이경숙 이종천 이애리 김혜영 김경은 

김연아 윤선애 한미자 오명희 조성심 

농어촌선교 박진호 정도연 

고정희 구자엽 금수옥 기세충 김금숙 김대임 김복순 김부희 김순덕 

김영애 김옥자 김정주 김정화 김태용 김현아 박상민 박상호 박성의 

박윤현 박현나 백정현 손현석 여명숙 오희종 왕춘식 유신원 이경자 

이성미 이영순 이왕재 이종례 이주호 이지은 이희인 이희철 임혜숙 

장명자 장석림 정정순 조용선 주명숙 채홍장 천영미 한대훈 홍혜진 

이웃사랑 박승식 

김윤복 

박주현 

이철원 

이은정 강유미 고진호 권영자 김경하 김미경 김미자 김성영 김솔라 

김영구 김영미 김옥현 김용순 김은희 김정숙 김정호 김진승 김철수 

김홍구 노미희 박영민 박주현 배기선 배  문 배준학 성희진 신남순 

심혜숙 손준희 안희갑 유기중 유신애 유재은 윤용균 윤인순 윤창숙 

윤호석 이경혜 이동희 이상일 이진숙 이향우 임정수 장장용 장정길 

조영봉 정희태 진인자 최길자 홍순철 홍영란 황옥화 

사회화합 송석근 이동희 

김재욱 박봉래 방찬종 송석근 

신동식 이동희 이비오 이지원 

임광순 최주관 한화수 

다문화 예민수 우경선 
박세진 최진선 신현희 류창우 정현문 민진영 이익식 이희철 장정화 

유진희 

아트비전 최은정 이미란 최경아 강리나 선우미숙 신수하 김효정 전지연 황혜성 

은빛날개 조기훈 왕춘식 

김솔라 김수역 박현옥 성명제 안희갑 우승구 윤인순 이동희 전태경 

정수용 조원국 조진호 최희숙 허순자 홍순철 홍종철 황옥화 최길자 

유기중 

새사람 구자엽 김준연 
권영석 권인숙 노정은 박민규 박경희 송정숙 이경숙 정동기 조명자 

정은경 

제이홈 오창화 김병찬 이명열 강문숙 이단열 김정아 송준석 홍계원 정태선 정한나 

한누리 

(탈북민) 
황재명 정태경 

이상율 이태환  

정태경 황재명 

한누리 이우경 
임장현 

이풍우 
김기범 김동욱 오현정 안용태 윤석우 윤지준 이재광 임현태 정흥섭 

하나원 임장현 김형욱 박상원, 김연희, 홍성희 

한터공동체 이우경 조영재 
김춘택 강희찬 엄정숙 서정금 이향선 석재현 이동걸 김의석 안용태 

강영임 

 

▪ 장애인사역본부_서빙고 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운영위원회 박철웅 김준홍 박철웅 김준홍 이자형 장애인사역 이자형 박무엘 

김성균 김영선 김영연 김재욱 김종영 김진현 김종수 김준규 김철민 

나상권 남정진 최현재 배  문 서재홍 송동섭 송지은 안희진 오준현 

유승덕 이루주 이상태 이정근 정형권 차재형 최승현 홍영옥  

 

누리사랑부 

 

박철웅 남정진 박철웅 남정진 김종수  누리사랑 김종수 
 

강정희 고효순 김어령 김이슬 김인순 김종수 류재향 박명주 박애복 

박종익 박주환 박지원 박현정 박희영 이강혁 이경비 이명열 이범남 

이성빈 이연희 이정남 조영우 최병영 한천애 홍성만 

사랑챔버 박철웅 이정근 박철웅 이정근 손인경 사랑챔버 손인경 김명희 

강민선 강민정 강현주 고은영 기주희 김도연 김명주 김명희 김문주 

김소정 김승아 김신범 김원동 김은범 김조은 김준홍 김지연 김희경 

남명희 민희주 박기화 박새미로 박서진 박은규 배현경 손수영    

손인경 손종희 안보은 염은하 오태정 유승희 윤선정 오선숙 이완 

이은경 이정근 이정현 이진희 이푸르메 이화진 임은미 장윤정    

장진영 전소영 정유정 정윤주 정은미 조은별 최금애 최승혜 필감려 

한혜리 허윤숙 황지원 

 꿈사랑부 박철웅 송지은 배  문 송지은 배 문 최난주 권순영 꿈사랑 최난주  김현아 강윤석 권순영 김정숙 김현아 김현우 김혜정 민아름 배리미 송영협 



 

안선주 권순영  

안선주 

안미성 안선주 안영주 엄기원 이맹은 최난주 홍영란 홍주희 

사랑부 김종영 김준규 김종영 김준규 서재홍 사랑 서재홍 정진희 

강경미 강아름 김남훈 김세용 김수경 김슬기 김용지 김유미 김유진 

김윤호 김은영 김은정 김이삭 김의림 김종범 김진수 김효준 박경민 

박고은 박무엘 박소연 박순기 박은진 박찬일 박채영 박평화 박현진 

방효두 배지연 백  승 복요셉 서정민 양정길 우재춘 우정수 유래화

유승진 유시풍 유효경 육미혜 이민석 이선희 이수현 이승완 이애리 

이유화 이재원 이정묵 이찬미 이춘명 이혜연 이화실 장동명 정수미 

정주섭 정태성 조경미 조성희 조정미 조태형 주태형 최민훈 최수진 

최현일 추승호 하인혜 한현숙 허민호 

예수사랑부 유승덕 김재욱 유승덕 김재욱 김진현 예수사랑 김진현 방경선 

김경순 김기자 김남화 김민경 김민정A 김민정B 김인기 김연재 

김영선 김은성 김자영 김종수 김제자 김지연 김진현 김현식 김형욱

김희석 나혜숙 남주헌 문찬수 박건춘 박세진 박의수 박재희 박정희 

박철희 박혜선 방경선 방은하 손성진 신수하 안희진 엄보영 엄정혜 

염재준 유진희 윤상원 윤상진 오미영 이강천 이명신 이명희 이미선 

이상은 이성은 이성훈 이용주 이영숙 이영희 이수진 이윤기 이자형 

이정화 이진수 이현숙 임정인 임정민 장재일 전인덕 전경자 정경희 

정진희 조민재 조지홍 조재환 지정민 지정혜 진철규 차지현 최은정 

한기인 한승욱 한이옥 허왕호  

온사랑합창단 박철웅 최현재 박철웅 최현재 임희재 온사랑 임희재 문소현 
강의숙 문소현 박제승 송진구 윤혜선 유재은 이범식 이연실 이정림 

임희재 최경열 한승욱 황후령 

 

▪ 여성사역본부_서빙고 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운영위원회 조호영 

이남수 

박경희(대표

권사) 

이진이 김은하 이규영 김남정 김영심 

마리아행전 조호영 

이남수 

박경희(대표

권사) 

조호영 이진이 성명자  

(월) 마리아 

성명자 
신남순 

정부용 

김금산 김미숙A 김미숙B 김은정 김은주 김충열 류민아 류지혜  

문계현 문영애 박경미 박미경 박미혜 송순자 성인복 신남순 원혜경 

유정경 이경순 이아름 정부용 전정미 정인경 정진숙 조정희 차소연 

최지훈 최현선 한혜숙 황윤숙 (주) 마리아 

수요오전여성예배 조호영 

이남수 

박경희(대표

권사) 

조호영 이진이 김은하  

이규영 김남정 김영심 

김영희 박인경 안혜선 엄희라  

조인숙 전영숙 최정순  

찬양팀 조인숙 백진영 
공자정 김지혜 박경조 오수경 윤채영 이은경 이은주 엄진용 정재형 

한규원 

코러스팀 박인경 
김명숙 

추명희 

김미경 문성희 박인경 임재경 정연희 정정숙 이희인 이재현 조정국  

유용선 정요영 송정운 박승희 박현나 홍유정 

챔버팀    엄희라 이지원 
구자예 김영은 김조은 김현경 박수진 백경원 양영화 이숙현 이승윤

이정현 이혜경 정유정 정지인 한인화  

안내팀 김영희 
문혜자 

박주연 
김용곤 이윤미 정종희 최지영 

중보1팀 최정순 김명녀 이향우 윤화자 표영숙 한춘복 

중보2팀 전영숙 이수민 
고희선 김동숙 박성자 배성은 송순자 신남순 오순례 윤선숙 이경순 

이순금 이재순 전정미 정부용 조애숙 

맞춤전도 안혜선 임선영 경현 김명원 김유미 김영희 유재은 이은경 정지현  

양육 및 선교 조호영 

이남수 

박경희(대표

권사) 

조호영 이진이 김은하  

이규영 김남정 김영심 

김지희 문경숙 신숙경 정미화 

성경일독학교(신구약) 문경숙 
김상옥 

우옥전 

고경희 권태희 마성오 박영정 박옥화 백지영 서영주 이인희 임순정 

유수정 조주영 추명희 

 

성경일독학교(암송) 

 

김지희 
김승진 

김문경 

김명숙 김사론 김유림 김유정 김옥현 김영화 김진아 남현정 박수진 

백은나 송명희 이규선 이용숙 윤현경 정경희 정경라 최희숙 황한나 

목요기도학교 

신숙경 고희선 

김경선 김명숙 김민정 김윤숙 김혜란 류민아 박경미 박소언 박수진 

백미경 오혜정 우정완 윤혜선 이수민 이영란 이영미 이주은 전현경 

조금희 최양희  

안나중보 

(모세중보방) 

(주중) 

곽미리 고정희 권연수 김견수 김명려 김보경 김엿국 김정숙 김진아 

김홍자 박경미 박숙희 박성애 변영분 박주경 성인복 송영이 유영옥 

윤화자 원유미 안승비 오서영 오인정 오임숙 이경숙 이명자 이선호 

이은양 이영자 이영희 이주은 이향우 정문선 정승현 전경자 전현경 

정영순 조미선 조영화 진상자 진미현 장정희 최인은 최정순 표영숙 

홍소영 홍기순 하경만 한제희 한진수 한충복   

 

(주일) 

김경자 김광자 김대임 김연상 김영덕 김외순 김효심 김희수 김향숙 

나소혜 노미희 문금자 민현정 박찬자 박향규 백순이 심재선 심혜식 

심혜숙 유경희 유순식 이금순 이정자 전순애 정정순 최순연 최영주 

한영준 한인강 황석자 

워킹마리아 이규영 김남정 김은하 김영심 이진이 조호영 황연신 

무릎선교기도학교 정미화 
박미경  

김인경 

강  현 길은미 김경선 김소영 김현근 문계현 안경실 양명자 오효순 

육진화 윤혜선 선옥희 이남희 이윤아 이지원 차소연 최현선 한옥순 

현경자 호성희 

큐티 조호영 

이남수 

박경희(대표

권사) 

조호영 김은하 

이애연 

큐티베이직 

이애연 신화미 

권현우 김종순 박명희 박선경 배미령 윤숙영 이미연 전기옥 황한나  
더 깊은묵상 

큐티나눔방 
경현 곽희경 권현우 김종순 맹윤덕 박명희 박선경 박주영 배미령 

윤숙영 이미연 정재순 함혜정 황한나  

사회선교 조호영 

이남수 

박경희(대표

권사) 

조호영 이진이 김영심 

전희복 
좋은이웃모빌팀 전희복 김명원 

강지숙 강현주 고덕희 고영실 고영은 곽미리 권미경 권희수 김명원 

김미경 김미자 김소연 김숙경 김안나 김양희 김연미 김영희 김옥자 

김유하 김은조 김정자 김종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진선 김충열 

김현순 김현정 김현희 김혜숙 박경숙 박금자 박미혜 박복자 박소연 

박수진 박숙희 박영미 박영인 박은주 박정숙 박주경 박주영 박현희 

백남진 변영분 서영진 서은하 서정심 석미선 석정란 설현숙 성영자 

성인복 손수현 송유진 신진영 신혜정 유은정 윤영림 윤종옥 이경자 

이명자 이미연 이선정 이선화 이소영 이수연 이신애 이윤미 이은미 

이은옥 이은희 이정아 이주숙 이지은 이행수 이현창 이혜숙 이혜승 

이혜정 임미리 임선희 전기옥 전의경 전희복 정계희 정애란 조성애 

조영화 조주상 최미라 최미원 최소연 최승연 최양자 최현숙 최혜진 

표영숙 허서윤 현혜련 홍기순 황덕신 황한나 

사역지원 조호영 
이남수 

박경희(대표

조호영 김은하 김남정 

박수진 
영상사역팀 박수진 김진아 김명숙 김혜란 박선희 송명희 이규선  



 

권사) 
샤론회 김성옥 김민자 

강은주 김미옥 김영미 김정숙 김현숙 손연숙 송미경 이승자 이정원 

임영애 정종희 정희숙 최광숙 최윤순 최현주 

 

▪ 서빙고 캠퍼스_차세대 

사역팀 담당 교역자 실무 담당 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차세대 기획 노희태 

남상옥 

길혜영 김기락 김도윤 김종아 김진아 B 이재원 최성규 

교육위원회 노희태 김종아 이태열 김동언 문쌍찬 박일환 서병화 이길수 이광순 이종우 진종구 최주관 

목요어머니기도회 김도윤 조현경 
 

권정희 김민경 김애영 김은경 

마더와이즈 김종아 최은정 김민경 

권은희 김경희 김선아 김연화 김태은 김태정 두경희 문명희 박지현 배지윤 신은아 신현아 오현정 

윤자영 이미연 이성훈 이은정 임경선 임향미 임혜미 전선아 전순영 전주옥 정윤용 정현순 최은정 

최혜진 피우진 허연숙 홍수연 

예 

 

 

수 

 

 

님 

 

 

의 

 

 

꿈 

 

 

아 

 

 

이 

 

 

영아 1 부 

최성규 

송선애 

최주관 

임찬중 강주연 

정)  

구본혜 구창숙 권영희 김선경 김상현 김성훈 김인숙 김의진 김정선 김종훈 김재익 김지은 박선희 

박아실 박완재 박은주 배정현 백은나 심상희 우미정 유경은 이경리 이미연 이은수 이주리 이준화 

장선덕 전경화 정인경 정성훈 정현숙 조영상 조영주 조호기 최덕례 최희정 하주성 홍종숙 황성훈  

부) 

박현수 이소연 

영아 2 부 지수정 정혜정 임동구 

정) 

고영희 고혜선 김동형 김동근 김성미 김성왕 김성희 김용선 김윤정 김지니 김진규 김한나 남미영 

박미진 박민규 박민정 방효지 백승철 송재용 오민영 오정원 유순옥 유정은 유혜식 

이광현 이보경 이순애 이현주 이진형 임경선 임동구 장부경 정현택 정혜정 조형철 최승기 최영섭 

허연회 채  현  황기환  

부) 

이해정 

영아 3 부 최성규 홍정옥 
오충화 

윤영은 

정) 

김문수 김성환 김일출 김주은 김지영 김지혜 남현정 마해진 박인규 박종기 서윤숙 손소연 양상훈 

양승대 오창화 유금지 윤수련 이동훈 이몽재 이세경 이수정 이영희A 이영희B 이재구 이화정  

이학철 장보원 장성우 정덕일 조영수 차혜란 최용진 최진옥 최창윤 하지영 홍미선 

부) 

고아라 강소정 김용주 김소희 민경환 정윤정 한지유 홍민표 홍소영 

유아 1 부 

길혜영 

신동욱 

남상옥 

정승숙 이옥렬 

정) 

강태연 고은지 김연주 김윤정 손옥경 송지윤 여유미 윤인순 이고은 이성준 이윤정 이태윤 이혜정 

천지애 최  용 최은진 최지호 하지원 한지연  

부) 

김문주 최병헌 신웅식  

유아 2 부 나지혜 박윤자 이신숙 

정)  

김민영 김병기 김지영 박주련 배우림 배유림 안월상 이민혜 이은옥 이정옥 임혜빈 전기훈 정두리 

최예희 최혜령 

부)  

김민성 심은혜 

유아 3 부 신하선 구연숙 고경환 

정) 

구자상 권남희 김내환 김병찬 김순옥 김유기 김은영 나혜욱 박철현 손보라 원용균 전주영 지은영 

한연희 

부) 

고은찬 고은성 조가은 

유치 1 부 임지성 

박일환 

이경남 
김민정 

최재혁 

정)  

고광미 공승현 김경숙 김남희 김민아 김복숙 김  린 김정숙 김창심 김회진 박상준 박소정 박소현 

박예은 박지원 배은미 손혜경 신아영 심동희 심은진 윤희진 이명진 이유택 이유진 이진상 장새길 

정수연 채승미 최명희 최혜경 허소원 허진우 황은정 홍정연 

부)  

권영숙 연선준 윤현경 이재용 이하영 허예은 황승연  

유치 2 부 길혜영 이승욱 김경래 

정) 

김은아 김은혜 김의경 김현영 노민정 노한나 류승희 문보혜 박가영 박나영 박미선 박상훈 방지혜 

이다솜 이은미 이윤정 이지혜 임미진 오하연 장은재 정지영 조광희 주은지 지은진 진미형 추서윤 

황예은 

부) 

손지예 이햇님 정다은 최세영 하민호 한정현 허민희  

유치 3 부 정성진 김현철 

유동훈 

양은경 

현지혜 

정)  

곽지혜 권호숙 국승호 김민자 김양희 박소명 박성진 박영민 신예진 손효민 이병철 이진호 오예원 

양경화 조해정 정에스더 최윤정 홍아름  

부) 

강미승 강영주 김민경 김선영 김숙현 김하준 기현주 이상하 이진수 이유재 이지영 

이진수 이진아 이초록 임해준 윤진호 윤하영 정나래 정소준 최동희 한명숙 한세론 홍영희 

꿈아이놀이터 길혜영 

임희창 

    임지희 우옥전 

정)  

김경희 김지니 김주은 김주현 송남행 송지은 오종임 유정미 이아영 이은옥 임지희 전보연 정현숙 

조매리 조선녀 최문정 황은진 홍영희 

예꿈놀이학교 임지성 
  

정) 

 

부) 

 

샤이닝키즈 최성규 방지민 공승현 

정) 

김가을 김경숙 김경희 김영희 김유진 김윤희 김학민 김한나 남궁신아 박유경 배문기 설지현 

유정은 이예규 이은정 이현화 임창선 장인선 정영란 정은영 정인혁 정호경 조선녀 홍수연 홍여희 

 

예꿈학교 지수정 
  

정) 

 

부) 

 

예꿈뮤지컬 신하선 
  

정) 

 

부) 

 

꿈 

 

 

이 

 

 

자 

 

 

라 

 

 

는 

 

 

땅 

 

 

유년 1 부 

김종아 

김종아 

이종우 

황윤정 강상기 

정) 

강규진 강수정 강혜숙 김라실 김미숙 김미향 김옥주 김주영 김지민 류지혜 문선주 문소연 박길자 

박은혜 박인성 박혜옥 송동진 송지은 안희령 엄수진 윤명옥 이나래 이명순 이사라 이승혜 이인하 

이정애 이종희 이주아 이진선 이혜숙 정수연 정희정 최민정 최지현 홍영희 홍화진 

부) 

신한글 윤창민 윤태임 황서군 

유년 2 부 양진범 장수정 박수진 

정) 

고영주 김은영 김정하 김희식 노영희 민승규 민진영 박기륜 박기희 변성욱 서태영 심현옥 이은정 

이주원 이해지 임효임 장경애 정용구 차승훈 한정훈 홍선경 

부) 

김윤정 박수지 박은혜 박현숙 한수빈 

유년 3 부 김근희 이은경 이용영 

정) 

강병옥 곽영범 김분심 김예원 김지선 김한솔 길정은 남윤서 박나혜 박지원 서희정 성명제 송왕규 

엄소연 오재영 유승수 윤국희 이자영 이정미 이충훈 이해진 임종철 임현우 전혜정 정무현 지성자 

최경숙 최효광 현새미 황성수 

부) 

엄지숙 유은경 

초등 1 부 김은혜 
진종구 

곽미리 김재덕 

정) 

고영선 고은미 구준회 김선도 김선애 김윤경 김윤복 김인애 김지희 김진영 김희정 박재신 박지연 

방경애 서인욱 손온유 송윤수 송지은 신성희 양성희 오지희 유원희 윤  영 윤성주 윤은진 이선옥 

이세영 이영택 이재오 이종배 이희진 장성자 전유성 정애란 정양미 정연경 정은정 정임순 조소연 

최기영 최병옥 최수웅 한현성 현경자 황은경 

부) 

강지선 문정숙 이가람 이수영 이여옥 이정림 

초등 2 부 김진아 A 김형진 손수현 정) 



 

강정희 김문희 김소영 김정연 김태희 박영미 박종선 반월순 서영석 송정업 이새롬 이정미 이정은 

이하민 장유정 장혜란 조주상 최동미 최은미 한기수 한정은 황원희 황종훈 홍단비  

부) 

김현아 박은경 

소년 1 부 

김진아 B 

김진아 B  

이태열 

김승희 

한필규 
강정희 

정) 

권도륜 김민숙 김상윤 김석자 김성재 김소연 김소정 김종제 김지희 김진하 김태희 박경주 박효주 

백수화 백애신 손응희 신윤석 어용자 여규태 유보미 유승희 유정진 육희정 윤옥경 윤정애 이두란 

이승민 이윤정 이은경 이응근 이재현 이정효 임수경 장애리 장재훈 장희열 차선희 

부) 

문영민 박승혜 윤준석 이주희 이진석 최승열 최현 허진경 

소년 2 부 오현석 최숙희 백정화 

정) 

강은주 김  현 김혜영 김혜원 박영옥 백영신 서희경 유수현 이혜진 임동조 정민정 

부) 

김수연 김해림 이명석 임소현 주윤경 

 

파워키즈 

김종아 

김진아 A 진종구 이은옥 조시연 

정) 

차정란 김정환 오예원 조래훈  

부) 

우현재  

 

JDS 키즈 양진범 이태열 
  

정) 

부) 

꿈땅샤이닝키즈 김진아 B 이종우 김진희 배은화 

정) 

이선해 윤미경 이혜숙 정경희 정아노 

부) 

키즈벤처 김종아 이태열 
  

정) 

김근희 김은혜 김진아A 김진아B 양진범 오현석 

파 

워 

웨 

이 

브 

파워웨이브 1 부 김도윤   문쌍찬 이화숙 박헌수 

정)  

강신애 강현원 고혜진 곽거영 김경남 김봉비 김봉석 김성애 김성임 김성태 김수지 김수진 김신철 

김창규 김채맹 김태윤 김한나 김혜연 노유진 동두봉 박권영 박미애 박영준 박인혜 박주영 박해정 

박혜림 손병현 송하은 양정실 양지연 연명은 유영선 유윤경 이경숙 이국희 이송희 이수연 이윤정 

이윤학 이지선 이지수 이초섭 임경화 임미라 임혜진 임호진 전상섭 정명현 정명훈 정성헌 정세준 

정윤미 조성우 조현경 천수경 최벽현 추다니엘 한인숙 한정화 한지우 황태훈  

부)  

구본영 김동환 김선영 박민제 백승철 오혜란 이연수 이원기 이진우 임유진 임종민 진화연 

파워웨이브 2 부 이재원 김세현 서병화 서영애 이연심 

정)  

권혁룡 김기훈 김민지 김선희 김청담 나태경 남지아 박계영 성은영 예상욱 유  은 이민경 이성례 

이진경 이효숙 장성우 지성찬 한연숙 함우석 함유선 홍승필 황근영 

부)  

김석중 김영석 김하린 박인양 유재은 윤지현 이지미 임수현 허웅범 허지영 

파워웨이브 3 부 김기락 
 

이광순 이성근 이석훈 

정)  

김세원 김지은 김한나 박민호 박수진 박정우 박  현 손영미 윤연정 이소윤 이윤경 이제승 장미령  

조선영 최석준 현소현 홍채은 

부)  

김재만 이주은 

파워웨이브 4 부 

김도윤 

윤수신 강태욱 박노업 오희정 

정)  

강희정 곽현정 국양아 권성은 김가윤 김다현 김동진 김명순 김반석 김세훈 김유선 김은란 김은주 

김지아 남이레 민병희 박명수 박문경 박  미 박예찬 박정아 선슬기 양영석 오희정 위성규 유다선 

이문정 이상협 이화영 이효선 임나경 전해순 정  원 정청미 정  희 최종문 최준석 홍윤태 

 

부) 

김규남 김유라 김지명 김현주 마은영 박준우 성정희 이승유 이정미 이호정 정선정 최주희 편인영 

학교중보기도 이재원 장광열 김재승 임경헌 권영현 김기락 김세현 신현민 윤수신 정상훈 정연상 

파워스테이션 윤수신 장광열    이소라    박주영 김강민 김수진 김아라 박민호 박영훈 박주영 이소라 장현도 조현우 최선용  

 

▪ 서빙고 캠퍼스_대학․청년  

구분 사 역 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대 

  

학 

  

청 

  

년 

  

  

사 

  

역 

화요성령집회 

(서빙고 본당) 

김승수 

홍기완 

원유경 

이우람 

권득한 우성식 박용익 

강근석 권태연 김강은 김동은 김빛나 김세환 김임춘 문슬기 박상진 박청비 박현우 박휘광 백두산 

백승범 윤승희 이승용 장준섭 정승원 조문경 조은영 황주안 강빛나라 김강민 김상민 김지훈 김찬송 

문보람 문은미 박소정 이소라 이은지 이진일 전아라 고현주 김선영 김승진 김은진 민지영 박성효 

박지영 안호진 이홍섭 이효진 장윤희 장정윤 정지영 주효섭 탁중인 황종훈 

청 

  

년 

  

부 

요셉 

(서빙고 본당) 

운영위원회 : 이길탁 박일환 권득한 이상율 이영찬 박찬빈 

이길탁 

박천종 
박일환 이상율 유지영 

멘토 
권득한 김경수 김미숙 김미형 김성호 김승한 김정완 김현미 남경화 박찬빈 박혜경 

배준학 신재영 신화자 이정희 이영찬 이현철 조영재  

MC 김주혜 박상철 박현규 송경배 이설희 장유정 정한나 조성은 황혜진 

W 

(여의도사학 

연금 회관) 

운영위원회 : 김용민 문영기 유재홍 이광건 이경호 

김용민 

송동주 

김유민 

문영기 이광건 이경호 
멘토 

강민주 김광열 김수연 김용덕 김유미 김형석 성창섭 송기현 신귀현 신용애 신윤희 

신현숙 오석주 유재홍 이건창 이애연 임충남 조재식 한경화 허연무 홍순재 황명덕 

황지원  

MC 강가연 김영아 박선정 서상연 송이슬 이경선 이진선 임미진 정상섭 정정일 

길 

(대학로) 

운영위원회 : 조준목 한충희 권영철 이진원 

조준목 

강성효 
한충희 권영철 이진원 

멘토 김경희 김창현 박기일 신정화 이상호 이문희 전정식 홍정아 

MC 강  건 김진호 신필여 윤재필 양승란 양지혜 유덕희 안보배 

SNS 

(서빙고 본당) 

 운영위원회 : 원유경 안동혁 조성수 엄경숙 

원유경 
이종현 
윤현규 

박은빛 

안동혁 조성수 엄경숙 

멘토 
김명화 김진애 나소혜 신귀순 양혜령 윤기식 이무송 이정금 임영재 정순란 정혜정  
최성인 최혜영 허경은 홍성호 

MC 
김미영 김정하 김주희 서희수 안지수 이민구 이영재 이지예 이창선 이현존 
유명화 유준상 윤강진 조성원 최병현 한상희 

CH PLUS 

(대학로) 

운영위원회 : 이서진 박성호 장문석 이원장 

이서진 

박승홍 
박성호 장문석 이원장 

멘토 김인숙 김희준 오미영 이주은 독고석 김희정 

MC 김은혜 이보희 김주원 한신 곽유정 윤천만 주선옥 조은진 염주희 

대 

  

학 

  

부 

Pole2 

(대학로) 

운영위원회 : 정한효 이종우 황성룡 김영진 

정한효 

민희준 
이종우 황성룡 김영진 

멘토 
이은희 송명희 유영윤 권수라 박용익 박기홍 박선영 김학민  

김선미 연규선 민성혜 김신일 김이량 

MC 남건희 김윤지 김도현 김예원 임주영 함윤지 이지유 양우린 황정진 김희진 

하늘 

(서빙고 

두란노홀) 

운영위원회 : 배행삼 김은주 박성규 박순길 최채우 한상규 

배행삼 

최재윤 
박순길 최채우 김은주 

멘토 
김영환 박미경 박성규 박은정 윤복희 이병국 이상기 이형자 최방실 

최혜경 한상규  

MC 김주연 류채은 박소연 신영한 안지혜 유지원 전예지 정경일 정주효 정현우 

 

▪ 국제본부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운영위원회 스티브차 남명현 김재일 김철희 권조나단 남명현 다니엘박 렴문홍 문성기 민문기 신민호 웨슬리맥클루어 정영택 제라르 티네베즈 크리스챤 네이라 한충희 



 

영어예배 스티브차 남명현 

권조나단 다니엘박 웨슬리맥클루어 

정영택 

 

영어예배 Dave Won Chong Park 

권태동 최숙경 

Daisy Lee, Joshua Lee, Joshua Park, Kent Lee, Peter Kang, Roger 

Lee  

 

일본어예배 김철희 김재일 

김영숙 김상호 김삼인 신민호 

박금실 박준기 박현식 배성한 

이영훈 오카사오리 박형식 

김삼인 오오키미유키 

일본어예배 김상호 배성한 

박진오 박경녀 임충남 배수영 박종석 이애영 김정희A, 김정희B  

김혜영 김영란 김향선 나가노마사토 신카즈히데 안인숙 김미영  

홍유란 정길용 쵸노아유미 쿠가치에코  

중국어예배 렴문홍 문성기 
민문기 이태환 김성철 김규남  

박경화 
중국어예배 김규남 박경화 

김규남 김숙희 김창무 김효섭 민문기 박경화 신진철 엄익상 유충현 

유희진 이태환 임정자 전경철 정옌예 하태윤 황유정 황지연  정옌

예 하태윤 황유정 황지연 

프랑스어예배 
제라르  

티네베즈 
한충희 

제라르 티네베즈 임훈 백인호 최윤 

박희란 조우현  
프랑스어예배 박희란 조우현 김현정 서은영 신드보라 송휘석 심예찬 음두은 전설아 채상아  

스페인어예배 
크리스찬  

네이라 
 

강인경 김주흥 김가영 이주안 임채

화 한소연 크리스찬 네이라 
스페인어예배 한소연 이주안 Audrey Brayan Elias Grisel Laura Stephanie 김석진 

국제본부선교팀 스티브차 남명현 
김재일 김철희 신민호 렴문홍 문성

기 민문기 정영택 
국제본부선교팀 Dave Won  김재일 신민호 문성기 민문기 신민호 정영택 

 

▪ 서빙고 캠퍼스_CMN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CMN 

의료선교부 
양성민 

박영한 

강동수 김병순 김형겸  

남상옥 박명률 박영태  

박영한 송호철 신학철  

한덕종 함일성 김권일  

김동준 김의석 박귀홍  

송기선 양미혜 이대현  

이도희 이백권 이학일  

추적금 한경식 

본부 김의석 이대현 

(자문위원) 

김두진 김  원 문창호 박용원 손한기 신덕신 양유식 오성훈 윤기홍 

윤주헌 이  철 이경률 이원로 이은일 이희주 장광열 정문규 정파종 

정희원 차준구 최중언 한덕종 허필우  

김병순 대외협력 김권일  노정숙 박용원 문형남 이동엽 한덕종 

강동수 마하나임 김의석  

강동희 강유정 국수경 권세윤 권인호 김동윤 김미현 김민정 김서희 

김소헌 김영숙 김윤재 김종순 김준완 김준현 김지영 문경모 문석호 

박경희 박연이 박희선 서정옥 안선아 오현미 윤지영 이윤진 이종민 

이한나 이현주 이혜화 이황재 임미진 임봉자 임영효 장선규 전민혁 

정병희 정지애 정진희 정찬승 조성임 조윤서 차원재 차준식 최은영 

최충길 최형찬 하  영 한상옥 홍승현 

신학철 BEE 한경식 박정순 

강민구 강성훈 강숙현 강진희 고옥주 고혜선 권옥희 권혁명 김권일 

김기훈 김상현 김상호 김선아 김선호 김성심 김성현 김  수 김승희 

김영한 김우경 김은정 김영은 김정림 김정민 김정원 김태주 김한성

A 김한성B 김혜진 김현미 김현재 김효은 김희원 남현정 노현웅  

류희경 박선영 박성현 박순자 박용원 박유진 박은선 박정순 박정현 

박헌정 반수연 배성희 백영순 백은순 백재현 백정숙 성정희 손세기 

손신영 송호철 신완찬 신일철 신지연 신학철 안만수 양미혜 양정숙 

엄길웅 엄미라 오만태 오명진 우진희 유상욱 윤미영 윤상엽 윤세은 

윤승리 윤영걸 윤영자 윤희정 이국현 이난희A 이난희B 이누리  

이명숙 이명열 이명진 이부영 이성윤 이성훈 이소영 이순화 이아영 

이우석 이윤미 이은주 이주영 이재구 이재화 이정기 이지영 이지원 

이진우 이하영 이현정 이형원 임경자 임동진 임병훈 장미나 장은재 

전희영 정만철 정  선 정성화 정애란 정영화 조서엽 조영수 조윤희 

조태호 조혜진 지현숙 진양숙 최경우 최미경 최상진 최성운 최소영 

최순덕 최진희 하상욱 한경식 한상옥 한영조 홍윤애 황은하 황지현 

 

(서울역 노숙인사역팀) 

윤상엽 김남일 김도환 김정숙 노정숙 박선영 박성현 박영욱 백영순 

신학철 안만수 양미혜 우미라 윤유선 윤혜정 이광규 이명진 이종은 

임동진 임병훈 임영주 정찬의 조혜진 진경화 최인정 한인회 황은하 

한영조 

남상옥 마노아 이대현 윤희성 

강  건 강남임 강희선 공지아 고은빈 김성국 김경호 김  영 김화숙 

문자영 박덕순 박미현 박세이 박인숙 박윤영 박혜진 배소영 송진희 

서경주 서희정 송영주 신정란 유채목 이동호 오성심 오창현 이세택 

윤은경 정서영 장명숙 장훈지 진하은 탁우영 한상옥 홍진의 

박영태 드림 이도희 김보현 

강진희 고은빈 고지령 구선숙 권승오 권준규 김근호 김명수 김관수 

김경희 김길선 김병희 김세희 김여호수아 김정무 김정은 김주형  

김태준 김현아 김현정 김휘열 나숙희 남정현 문정미 문중돈 박광재 

박용선 박용유 박주경 박혜신 서세창 서순영 서정금 성동환 신미정 

신성식 신혜연 신진영 신현식 오경원 오미선 오성현 오태연 우승엽 

유수현 유은숙 윤지호 이광건 이경순 이도희 이숙자 이순자 이군자 

이기선 이병규 이승희 이애숙 이정아 이정웅 이종찬 이지숙 이지아 

이지영 이지현 임무택 임진옥 임재욱 임준우 장동형 장명숙 장원규 

전입분 정경렬 정성훈 정우정 정은숙 정은주 장은정 정충일 조대현 

조성애 주인탁 장명숙 장수경 전입분 지상현 최모니카 최은미  

최승석 최영우 최유라 최정란 최정임 최현정 하지혜 한승주 한희진 

황현정 홍민영 

박명률 라파 박귀홍 김도환 

강미진 고복희 곽일훈 권해옥 김경란 김길준 김도환 김미정 김승욱 

김연희 김태경 김혜경 남주언 박명희 박재환 백경혜 백성아 서달원 

손현석 심형섭 안다솜 양승호 양우정 양윤석 윤해경 윤희정 이한흥 

이형욱 임지영 정미라 정수봉 정진우 진미령 최혜영 최혜진 하세동 

홍수지  

김형겸 토브 송기선 김명자 

강미경 공경애 김나래 김명섭 김성신 김양진 김예선 김은아 김은희 

김정현 김지혜 노지준 노희정 동재준 박경신 박경희 신진화 오종연 

윤형식 이소현 이주용 이초원 이학일 이혜인 장대순 신지운 진혜련 

전애육 최성원 최은영 최형찬 현정호 

함일성 샬롬 추적금  

강시현 기은정 김만이 김미옥 김선희 김옥영 김용준 김주영 김태균 

김형선 박영한 박정하 박종오 배제진 성진양 신수영 윤기홍 이명자 

이미경 이상범 이주원 이현숙 임명희 장선남 조은혜 함일성 황은미 

송호철 시온 이백권 이상범 

김병순 김은선 김종민 김창원 김충희 김현준 나은혜 노경철 류의란 

박용원 박주현 서효민 신은주 신혜원 이  선 이종은 이지원 이효일 

임동진 임지영 조상은 전영의 정찬의 표수진 한영조  

 지원팀 이학일 이황재 

박숙희 장숙희 정  선 한상옥 

(수기팀) 이황재  

서빙고-김덕희 김민종 박경신 박경희 박길자 오종현 이병삼 이한흥 

임명본 임미연 천미숙 한성희 

양  재-김정숙 서광열 서경희 서진봉 양오순 이윤석 최선영 현정호 

(발마사지팀) 

장숙희 김지은 김창희 박명애 박혜정 심봉섭 이영실 이일진 임성화 

임헌명 장숙희 조정환 최민애  

(서빙고 의료데스크) 

김정숙A 김정숙B 박병림 이군자 이희실 장정희 



 

한덕종 선교사케어 
김동준 

이학일 
임병훈  

한덕종 중보기도 양미혜 김지혜 김보현 김옥경 배소영 엄미라 이선희 이지원 장보경 

 

▪ 선교본부_서빙고캠퍼스 

본부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운영위원회 사역팀 팀장 총무 실행위원 

2000선교본부 김홍주 이승배 

김만순 김종호 김창옥 

남명현 홍범식 노규석 

송순동 손정훈 신원석 

신헌승 윤현덕 임  훈  

장광열 전영수 정대서 

조대식 황종연 이경희 

조경근 

융합선교팀 김병순 홍갑진 
남정진 민문기 신민호 렴문홍 신헌승 요시하라 임훈 이승배 전영수 

정대서 차준한 허복만 홍정희 홍범식 

선교연구소 넬슨 제닝스 이승배 한정국 정민영 김홍주 손정훈 임선아 채현석 남윤조 

캠퍼스 

운영위원회 
손정훈 임훈 

김도균 김종호 김영환 

손정훈 이승배 임현태 

임  훈 장광열 전영수  

하성기 

    

서빙고 선교 

손정훈 

이경희 

조경근 

임훈 

강태욱 남명현 박대호  

문영기 민문기 신길섭  

이정열 이태열 임  훈  

정광렬 조대식 조성현  

최주관 최현재 하성기  

한충희 허복만 홍범식 

OGP 

(조대식) 

(일만사역팀) 

최수일 
김수현 

전영수 김미형 김민혁 김영안 곽수철 이현철 이영미 전아람 정승옥 

조성은 황진현 

(현지인선교사 

지원팀) 

홍광식 

현혜련 김성철 배미령 

(국제동원A) 

   홍갑진 
김형윤 

(동북아) 남종욱 박상집 이원진 김홍구 이병태 김기환 김정호  

문명옥 차은주 임원영 이금하 이성수 임정희 

(동남아) 윤수민 차준한 조성건 김성국 권기현 이명선 신순남  

손은경 이영애 윤미영 총신 국문 

(국제동원B) 

변찬구 
노전기 노정은 정승환 박호준 김한이 

선교사 케어지원 

(임훈) 

(본부 

지원운영팀) 

임채열 

박성호 

이성호 
신철우 박애숙 홍정희 이성민 이소영 정세화 

(목요선교집회) 

김문갑 

노정은  

송영봉  

김종석 

백종신 김은희 송정숙 강태성 노정은 김문갑 정승환 신진철 박호준 

김한이 

(중보기도모임) 

이수연 
김주형 

(월요기도) 김현미 이수연 김주형 김지영 박효정 안정숙 이현주 

장지선 허인영 

(화요기도) 이지숙 이세영 김소연 김연주 황현선 황지원 최문희 

윤희연 백혜진 이정희 김서정 김소은 송진희 윤은경 홍승희 이현주 

(수요기도) 김주형 염경애 김연화 최민정 정지영 이진희 송윤희 

(목요기도) 이수연 김수현 백민영 이경희 이지숙 윤  숙 황은경 

황윤정 김소연 

(금요기도) 이경희 이수연 고은주 최현주 윤숙 이현주 

(유학생선교) 

박상훈 

곽태일 

유충현 

김선규 

노정은 김현령 이동현 김준희 권순덕 김윤수 이희준 황지연 전지영 

주주 김진경 최창연 오영신 박정수 권기현 안정희 김종석 위성계 

임정욱 송영봉 김지은 정세진 박수진 임상범 장성란 

(멤버 케어팀) 

한숙영 

박애숙 

최향묵 권오석 안지민 

교회홍보동원 

(남명현) 

(와이미션) 

정재호 

김동영 

이석구 

강재호 김선영 박명신 서미순 성정희 송정숙 신지영 이정석 이종택 

임종철 장재근 장진선 정미선 조은정 진승관 최민실 최주희 최형준 

한은희 홍소피아 

(갈렙선교) 

강어수 

노정은 
김기환 김순희 최정자 조명자 이종택 김인기 송진광 방재숙 정금자  

(전문인선교학

교) 

손원민 

강승구 

김은식  

김재영 

박대호 정선희 김기섭 김문갑 박진구 김장기 박효재 배윤호 백승훈 

양현경 신우린 차현숙 김장기 한성희 남영표 양정실 김동원 고덕훈 

이동우 오  명 이동은 노정은 이강인 이밝음 이삼형 정호진 천사랑 

김진경 김종석 유승하 이정희 정 현 곽수환 박형숙 손종열 신철우 

장현석 김용희 서복례 위성계 장서봉 고길범 권재희  

(북한선교) 

김정완 

김정섭 김정완 양운철 송웅주 민경일 성현선 김정섭 윤태희 최숙희 최영일 

주영진 이충훈 이동걸 신혜용 강해옥 

(비즈니스선교) 

손원민 

김은식 고덕훈 이동우 오명 이동은 곽수환 박형숙 손종열 신철우 위성계 

장서봉 장현석 김동영 

(적정기술) 

이일형 

박석현 김동섭 최주희 문지현 송우영 최종순 황희주 이명은 성지중 김태연 

류완철 

(개발선교-

CHE) 

박수웅 

고대선 

김기출 
조성수 신귀순 고대선 박수웅 제강승희 장기홍 김순태 김경미 김기

출 지순진 이혜경 노정은 정선희 

(공동체선교) 

김채수 

강을구 

 

이강인 조영준 예상욱 김철환 김동근 조승종 박승식 금세종 남관우 

유영준 노전기 박  현 이미희 이영주 이찬주 곽태일 홍갑진 황태욱 

허륜석 김희철 김종익 정명규 이덕호 박기석 이기연 김상현 허  철 

강찬옥 장선규 김미희 형세우 

(온편지팀) 

박계수 

    최훈 

두한승 

(동아시아) 박주덕 김지은 김혜연 이한욱 정은영 김정미 한수지  

김지숙 이세인 이용아 이현숙 이종열 전순종 김민정 김희원 

(국내) 김문경 김지연 노유미 박선홍 박혜리 서필희 문은영 허효인  

박미휘 

(남아시아) 홍성현 김경훈 김명자 김재신 김정림 김희정 두한승  

문누리 박현주 배마리아 신승준 이경은 이영심 진선희 하현덕  

김혜림 윤현정 이경태 

(아프리카) 최주희 김인기 김정아 김한수 김희정 안정은 유정아  

홍영기 권아름 김지영 정연문 박숙자 

(중동) 최현욱 고진호 김정은 서원순 이숙현 이순복 이상명 이인수 

이정은 정성옥 최복순 팽혜정 권영식 양주희 이진현 홍선경 문주영 

염수원 

(유미오) 김효진 강형윤 김학제 민병숙 박예순 배경환 신지연  

이시정 차현숙 최훈 홍유란 김도희 김유라 류지혜 박미연 송지윤 

유화란 이겸담 민정원 

(중보) 손은휘 오금주 최미영 고봉옥 고영희 김정의 김필승 김홍자 

전경자 김정숙 한미연 이영희 백경화 공현숙 정성옥 정경희 홍기순 



 

민병숙 주미화 장경희 지영희 김혜숙 박명화 정지은 황석자 강해숙 

박은진 

(커버스토리)오지훈  (디자인)지순진  (발송)김민자 김인기 박계용 

정정화 (이메일발송)임동조  (데코)유경아 이세인 박백희 하화정 

(후원사역팀) 

정세화 

두한승 (C그룹) 최향미 박수연 최성백 권혜수 김은애 김철민 박상조  

박혜연 손정현 신승아 오주희 이승미 이기문 이보라 이효림  

최훈지 황제경/앤써니 황혜정 

(T그룹) 이은경 이경희 김은숙 손선영 김미정 김미순 이세연 

(SH그룹) 김진욱 배지연 한정우 장화연 박소연 

캠퍼스선교 손정훈 임현태 
박영한 허복만 양충식 박지

수 송동섭 원종호 이남수 
캠퍼스선교기획팀 

  조성현 정광렬 남명현 황의서 민문기 박대호 강태욱 김영환 임  훈 

하성기 최주관 허복만 홍범식 최현재 전영수 윤현덕 정대서 김기호 

신헌승 민문기 김병순 임  훈 이승배 장광열 한갑수 김종호 김장렬 

박해한 최현주 

두란노 

해외선교회 
도육환 홍범식 

남정진 송순동 윤정노 

제치윤 김진원 조정래    

김경찬 류영민 김인숙 

조형진 김동희 김명지 김미림 김은영 김은주 신기해 유진현 장호연 황경훈 윤종희 

온누리M미션 노규석 김만순 

김두진 

김성종 

김영환 

노기홍 

신헌승 

서빙고 M 미션 

이비오 (담당) 

허루슬란 (러시아) 

데벤드라 (네팔) 

가나 (몽골) 

박미애 (아랍) 

박시마 (페르시아) 

 박윤영 

(러시아) 노기홍 

(네팔) 신도영  

(몽골) 한규종 

(아랍) 신헌승 안혜길 김선규 강선희 강진일 김가후 복인수 박윤영 

신우린 허제량 허미혜 정현정  

(페르시아) 박시마 

인천 캠퍼스  

박창홍 (몽골) 

김알렉산드르 (러시아) 

  최충호 김영분 (몽골) 양유미 김기연 오은혜 박혜심 김요셉 

남양주 캠퍼스 

양옥진 (인도) 

쇼바 (네팔) 

양옥진 (다문화) 

남종욱(인,네) 

곽권용(다) 

김종근(인 

김정훈(네) 

정혜진(다) 

(인도 네팔) 임현태 권미정 권희순 김미화 김선화 김성혜 명진향  

민영혜 박석홍 박 숙 백승철 석재연 심재형 안명진 안문례 양지연 

엄윤주 오숙자 유은희 이경숙 이규방 이미향 이성숙 이영숙 이인순 

이한나 이화영 정기영 정염자 정인숙 조미영 차은주 쵸레사친  

최우현 최윤정 최주진  

(다문화) 임현태 강미희 권미정 김미화 김성혜 소희선 오숙자     

오화영 이규방 정인숙 주정순 

대전 캠퍼스 

장요한 (중국유학생) 
최철민  

서성현 이희정 정진경 전택규 권영종 황보문정 김원구 박장순  

한희숙 전상현 

안산 M 센터 

윤용순 유삼열 

김연경 김지애 

김혜성 조의숙 

윤정권  

고선녀(러) 신태형(네) 백정림(스) 서원열(필) 최영환(캄) 김성회(태) 

백승철(몽) 이익식(베) 김혜정(미) 강철호(우) 김동현(인) 이조이(파) 

정예은(아) 윤정권(열) 

김포 M 센터 

민경윤 구자현  

신정빈 

이정선(캄) 

김연훈(꿈땅) 
김미화(꿈땅) 

(캄보디아) 정보원 이명옥 윤향일 전명옥 윤영애 이영심  

(꿈땅) 배성원 김영신 박민석  

(한글학교 및 재능기부 _캄보디아) 이신애 문지현 이건창 이상은 

박선호 김성영 이건협 유선주 

(한글학교 _다문화)   김미옥 이성정 최연수 유지현 진혜련 

화성 M 센터 

최명현 전홍렬 

사가르 

공광식  

노선희 소은선 유광호 이인우 정일교 이명자 김동열 황문회 김난희 

백수진 박인성 김태화 공광식 신은주 박명수 변정건 강선모 김남희 

기정석 후 산 김영흠 독고은 권혜영 진필녀 윤상임 정혜선 유부귀 

박호영 이영문 

평택 M 센터 

이광수 더기 

김경혜 오영민 

박연종  김원섭 조정환 김신인 박정희 

동원/스쿨 
전홍렬(이) 

강을구(한) 

백승철(이) 

최문경(한) 

(이주민선교학교) 신태형 한계순 윤명자 장구관 정명자 김재현    

백승철 이선규 김정화 윤찬주 고선녀 

(한글학교) 강을구 강경열 김묘술 김영관 김정숙 김현숙 박누리   

박신명 오세온 윤재아 이승희 이영복 최문경 최복순 최순정 최영희 

허  철 

양육/긍휼 하현택 홍만희 박종숙 이선규 허문자 

대외 협력 신헌승  
이비오 구자현 김정희 김지애 김혜성 최명현 민경윤 이광수 더기 

유삼열 양옥진 윤용순 유경 이경숙 전홍렬 조의숙 

Acts29 비전빌리지 황종연 윤현덕 
임  훈 민문기 차준한  

남주언 이학일 

훈련 
방갈렙 

허길 
김만철 

함선호 박영희 정인순 신영민 이선영 조성훈 최재웅 

행정 서병원 신진철 

기념관 

(안내) 
이화영 서인택 안태환 전구영 강승모 홍범식 이남수 한백진 채현석 

케어 정선미 김지혜 박지영 오범규 엄재준 이문희 이은경 민혜정 박광재 박영재 박진수 

제주Acts29훈련센터 
이재정 차준한 

김홍주 황종연 손정훈  

렴문홍 송순동 김명곤 

조금수 김경탁 윤장욱 유정훈 김좌연 

더 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김창옥 

신원석 
박대호 

김광동 김문갑 김병순 

김영규 김현주 노정숙 

문형남 박대호 신원석 

안용태 윤미기 이경숙 

정선희 조성수 최귀숙  

한동훈 

현장사역 

(담당장로: 

김병순 

안용태) 

주거환경팀 

(김영규) 

김문갑 

문석곤 이영욱 이영남 홍승필 

BLC팀 

(김현주) 
김익렬, 김은주 김요한, 이성우 정태선, 조기동, 최호림, 최훈 

의료/보건팀 

(노정숙) 

곽태일, 김수지 김문갑, 김정숙 노정숙 노영주 박성현 박미경 오 

명, 윤상엽, 이재화, 장동형 장선규, 정찬의, 주성대, 최용일 

CHE / AT팀 

(박수웅) 

김익겸 김일성 독고석, 문석곤, 박수웅, 박영무 이동현 이순용, 장

기홍, 제갈승희 조성수, 허광수 허영옥,  

교육팀 

(정선희) 
김인강 김현주, 김숙령 문형남, 박은숙, 백정화, 안수현, 정선희 

본부지원사역 

(조성수) 

중보기도팀 

(김현미) 

고영희 김미자, 김숙경, 김주형 노국자 노정은 백경화, 신귀순 양수

경 이경숙 이수연 이선화 장혜정 최태숙  

후원관리&케

어팀 

(윤미기) 

권영자 금종연 이미옥, 이지원, 조성란 최귀숙 최기애 최숙희 

홍보&디자인

팀 
강하영, 권영진 김동우 김은아 김성욱, 배지윤, 양진희, 장화연, 정



 

(한동훈) 지유, 조수경, 지순진, 

긴급구호/난민지원팀 

(성광제) 
김동휘, 김종석, 송영봉, 안정희, 이성호, 최홍희, 

협력기관 김홍주 

윤현덕  BEE Korea 김천봉 김선회 한숙영 반상섭 송인만 이성일 임숙민 손진영 정원만 안지민 

전영수 

SWIM 민문기 권기현 이동현 곽태일 김강촌 권일화 정세영 김준희 이순영 권순덕 유충현 

김윤수 이희준 김현숙 김윤숙 유환진 김정미 김은영 이호림 정원배 

김수진 김성국 강유선 

오성훈 

에젤선교회 홍정희 이성민 김창한 강문숙 공미정 김경아 김선환 김선희 김수연 김영주 김정은 

김채원 김혜영 김훈희 박기영 박동윤 박지영 서연순 손소연 심민아 

안형균 오숙경 유봉국 윤송희 이명숙 이상림 이숙주 이은화 이정자 

이진영 임지혜 정은숙 주선경 최혜연 호유진 이혜경 여혜승 

송만석 
KIBI 조영주 박영철 조영주 박영철 허은주 허신숙 최아영 노자영 정소현 정순자 문경혜 

임형순 이인수 김해리 정주영 고은님 이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