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지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 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운영위원회 도육환 도육환 이강현 이남수 차준구 박대호 (자문위원 : 이병현 황용오 함선호 안태환 신흥근 신진일 공영호 최형규 정이숙) 

목회지원실 도육환 이강현 공애영 신민수 

공동체위원회 도육환 이강현 
차준구 이남수 박대호 강호철 육동신 박영재 최재웅 곽재은 천명신 정경열 박진수 조계진 서준오 조익철 김형채 박승권 

임상희 박용식 

사역위원회 도육환 이강현 

차준구 이남수 박대호 유건수 강호철 이병순 최재웅 곽병화 전영오 도경호 임상희 조영란 김윤진 배유미 최옥희 조련미 

정태선 천명신 고용식 오명규 이동구 김미옥 박용식 백승호 강경외 김영선 서인택 이혜숙 전지은 신익호 박승권 최원재 

박진수 이윤정 박광재 손용안 이정택 김준범 박영재 박용배 명길례 서준오 정태선 이해정 김경호 곽재은 주영근 박은숙 

김영빈 

예배 

사역 

예배위원회 도육환 이강현 
차준구 유건수 강호철 이병순 최재웅 곽병화 전영오 도경호 임상희 조영란 김윤진 배유미 최옥희 조련미 정태선 천명신 

고용식 오명규 이동구 김미옥 박용식 백승호 강경외 김영선  

주일 

예배 

1부 예배 

도육환 

차준구 

유건수 김중택 이재선 정지환 손용안 남경임 서인택 이재현 정명희 

2부 예배 강호철 신원용 강희주 최순빈 이창복 유동효 임성오 곽윤옥 최성훈 양영숙 

세례/성찬 이병순 최규순  

헌금계수 최재웅 최부열 이민희 

방송/영상 곽병화 오은혜  

드림씨드 전영오   

러빙 

핸즈 

주차 도경호 김태석 민경원 김정은 김경호 김창수 박혜정 안호정 이은영 한정훈 전지은 

셔틀 임상희 이정희  

스탠딩 펠로우십 조영란 강경구 강명숙 김미숙 지연주 최명자 

커피향기 김윤진 정홍미  

영접 배유미 신영미  

애찬준비 최옥희 전우창  

예배 

지원 

미화/데코 조련미 이현숙  

웨딩헬퍼 정태선 조련미  

시설(안전)관리 천명신 구자경  

장례사역 고용식 임근용 

이혜숙 최진혁 서인택 범미례 김정연 최부열 김동준 명길례 조익철 

곽재은 윤성원 이병순 박용배 이은기 김영빈 신진일 서준오 강  진 

신경훈 임경숙 

찬양/ 

기도 

1부 성가대 

이강현 

오명규 김영선 

김영빈 전미경 강진숙 김종미 임경숙 범미례 강춘옥 이혜경 임경숙 B 

이혜숙 윤지성 곽종근 조진숙 이정아 임수언 서지숙 장미옥 박지환  

양철훈 오이래 김정철 김은주 

1부 찬양사역 이동구 곽은미 강화숙 천명신 

2부 워십콰이어 김미옥  

서준오 최정원 전우창 한민영 김정숙 문은희 이우빈 조련미 김경희 

김문희 강경외 이정택 이윤희 서지숙 명길례 김정옥 김영삼 박상희 

장현익 이한수 

예배중보기도 박용식 곽종근 

조태임 서수진 이은주 이민희 이병현 김현기 권명순 최순빈 신영민 

고유미 안재현 정태선 전희경 이명수 김숙희 박종대 김영순 장성민 

한정아 곽재은 김옥식 황용오 홍무자 윤상헌 한선자 홍은희 장은주  

열방중보기도 백승호 
김미숙 

김복심 

최규순 조영란 이혜숙 이윤정 전지연 정석자 이병순 강춘옥 정은애 

서지숙 임정미 명길례 윤경희 

주중 

예배 

새벽/수요선교예배 강경외 안효남  

여성사역 김영선 조진숙 신청미 곽은미 이윤정 이병순 조련미 김은정 

양육 

사역 

양육위원회 도육환 이강현 박대호 서인택 이혜숙 전지은 신익호 박승권 최원재 박진수 이윤정 박광재 손용안 이정택 

새가족 

양육 

바나바사역 

이강현 

박대호 

서인택 

이혜숙 신미옥 한정덕 정동하 김혜경 김미숙 정태선 강춘옥 이병순 

새가족환영 전지은 윤해란  

새가족교육 신익호 박혜정 조혜경 정은숙 이명숙 최정원 김영빈 윤해란 

만남의잔치 박승권 장현익 최정원 신영미 주수환 강명숙 홍석준 김민정 김기목 

새가족교육 최원재 오영진  

일대일연결 박진수 김형채  

공동체 

양육 

QT 사역 

도육환 

이윤정 최정원 
한민영 김정미 윤성원 김택근 최부열 전희경 문은희 최희선 박용배 

최순빈 

OBC 사역 박광재 최순빈 김정은 오은혜 이필례 강진 이주혜 이병현 장현익 문은희 

가정사역 손용안 임경숙  

회복사역 이정택 김택근 전희경 김복심 박은주 차준구 신덕신 

전도 

및 

사회 

선교 

사역 

전도 및 사회선교위원회 도육환 이강현 이남수 김준범 박영재 박용배 명길례 서준오 정태선 이해정 김경호 곽재은 주영근 박은숙 김영빈 

전도사역 

해외선교 

도육환 이남수 

김준범 박종섭 김교정 민경원 이예림 이우빈 김지선 

의료선교 박영재 육동신  

맞춤전도 박용배 서정관  

지역전도 명길례 백승호 조련미 이해정 권명순 조영란 김미숙 신청미 김정미 정은애 안지현 

국내아웃리치 서준오 김성준  

사회선교사역 

긍휼사역 정태선 김경숙 안재현 이정아 김경숙 조련미 정태선 박용식 

이주민선교 이해정 한광국 
조련미 이정희 이윤희 권명순 명길례 김택근 김복심 이명숙 김영빈 

김미옥 서준오 최정원 김정미 신청미 

사랑의줄잇기 김경호 박영숙 
이해정 명길례 강경구 권명순 주영근 신태자 전희경 한정덕 윤경희 

김숙희 이정택 문윤자 

새사람선교사역 곽재은 최진혁 임근용 고용식 김정연 최부열 서인택 

직장인선교 주영근 안태현 
서준오 장현익 최정원 이한수 김문희 윤성원 신태자 박용식 오명규 

최순빈 신영희 한정덕 남현준 손용안 남경임 유건수 이재선 

서빙핸즈 박은숙 김은정 정태선 김혜경 김영순 이정아 



 

시니어아카데미 김영빈 김정미 
전미경 신청미 지연주 이예림 서준오 김수은 안지현 최명자 김미옥 

배유미 

차 

세 

대 

 

및 

 

대 

청 

사 

역 

차세대 기획위원회 도육환 이강현 김지선 양승순 최정현 서영철 허만호 박대호 박은숙 이지혜 김은정 신상미 임지욱 정동하 조익철 

예꿈 
유아부 

김지선 

박대호 

박은숙 이선아 
한민영 임덕수 나정희 유동진 강진아 최희선 남궁희 홍은아 조수연 

김선희 

유치부 이지혜 김혜원 김사랑 이은향 이효정 임미나 

꿈땅 
유년부 양승순 김은정 이주혜 엄은주 이정아 최용락 김정원 최현규 전지연 안지현 이진희 

초등부 최정현 신상미 강명숙 정미정 안효남 박미나 곽은미 주소진 이영신 김지완 오혜선 

파워웨이브 
중등부 

서영철 임지욱 
김준범 

김정은 이경섭 강하영 이승언 양준모 이예린 정하연 조계영 홍금란 
고등부 강하영 

AWANA 
불티단 

최정현 정동하 
전우창 유영순 김영순 박종섭 이성근 김효정 정태선 오남경 천명신 김혜경 

오영진 권성미 박은숙 이은향 신상미 한민영 최명자 정미정 티앤티 최용락 

대학청년 YJ 대학청년 허만호 조익철 윤상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