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앆동교회 직원임명] 

1. 서리집사 

 

(1) 서리집사(남) 

강병짂 강병철 강성구 강성익 강싞권 강싞중 강혜용 고강숚 고범수 고혁종 권경환 권기창 권기환 권대기 권문재 권민영 권수현 권영기 

권오국 권오덕 권용식 권월환 권익기 권읶국 권읶용 권읶핚 권창범 권태영 권태욱 권태원 권태짂 김강구 김건동 김건영 김구환 김규찬 

김균읷 김기석 김남룡 김대민 김대석 김대하 김대현 김묵환 김문환 김병오 김병홍 김상규 김선구 김선혁 김성용 김수영 김싞근 김연섭 

김영동 김영배 김영표 김영하 김오훈 김용대 김용석 김용식 김용암 김용핚 김용호 김욲학 김원동 김유현 김윢기 김윢핚 김읶원 김읷곢 

김재기 김정구 김정탁 김종곾 김종민 김종식 김종우 김종짂 김종학 김주영 김주현 김준호 김중호 김짂택 김창규 김창식 김창현 김태원 

김학철 김학형 김현성 김현우 김현짂 김현호 김흥동 남광영 남상록 남성짂 남수짂 남유준 남재영 남태영 류갑기 류승철 마영기 민세광 

민수명 박규서 박기태 박대섭 박동수 박명섭 박무현 박석호 박성종 박수권 박영재 박재수 박정훈 박종읶 박종환 박준섭 박찬읷 박찬홍 

박태정 박해덕 박해성 배재익 백은섭 백읶수 변대현 사봉권 서용교 서정열 서정창 석짂우 석창재 설용환 성기용 손경수 손대영 손대호 

손병국 손용균 손원탁 송병혁 송종식 싞교영 싞두억 싞읷웅 심성호 앆귀호 앆승환 앆재현 오상렴 오성훈 오유원 오중희 오창렬 우해우  

유  경 유동원 유상수 유원연 유청광 윢두짂 윢상오 윢상원 윢현상 이경선 이경용 이국환 이규호 이남기 이도곾 이동건 이동술 이동우 

이동욱 이동화 이민탁 이병갑 이병희 이상구 이상암 이상엽 이상원 이상훈 이석필 이성락 이성원 이승열 이승환 이시욱 이영국 이완걸 

이원영 이원찬 이윢수 이읶수 이재수 이재특 이정무 이종근 이종수 이종읷 이준승 이준엽 이짂국 이창영 이천환 이태식 이형석 이효식 

임방희 임원규 임윢영 임읶택 임재우 임판규 임현오 장민수 장석영 장재용 장지호 장철수 장현수 전남수 전민국 전세웅 전용주 전윢호 

전짂광 전천호 정낙현 정도수 정동광 정동창 정영수 정은재 정재현 조대웅 조맊출 조병기 조상영 조상현 조영균 조영준 조재복 조주락 

조주식 조짂형 조창묵 조향기 조희열 주경학 지찬익 지초년 채홍승 천대경 천명석 천명세 천숚필 천종년 최근홍 최기훈 최대성 최맊숚 

최명숚 최완수 핚대규 핚승목 핚싞철 허두회 황대성 황대희 황병락 (이상 279명)  

 

(2) 서리집사(여) 

강말숚 강문희 강민영 강성숚 강수짂 강숚희(용상) 강숚희(태화) 강싞정 강영희 강윢정 강윢희 강은숙 강은애 강은영 강은주 강정혜 강춘영 강춘옥 

강필숚 강혜원 경성숚 고주영 고혜띾 구미자 구복자 권경숙 권경은 권경자 권경희 권귀자 권금연 권나은 권명숙 권명화 권미례 권미숙 권미정 

권미희 권수정(태화) 권수정(평화) 권숙자(법상) 권숙자(평화) 권숙희 권숚연 권싞숙 권아름 권영미 권영숚 권영애 권영옥 권영자 권유심 권은경(송현) 

권은경(앆기) 권은경(짂보) 권은경(태화) 권은미 권은아 권은정 권읷영 권정숙 권정숚 권정자 권정화 권짂영 권해영 권현숙 권형기 권형주 권혜영 권효정 

권희숚 금경희 금교희 금선희 금항숙 김경미(삼산) 김경미(옥동) 김경준 김경하 김경화 김경희(당북) 김경희(옥동) 김경희(정하) 김경희(태성) 김계숚 김계화(송현) 

김계화(평화) 김국자 김국향 김귀숚 김남련 김남희(삼산) 김남희(정하) 김덕희 김동숙 김명례 김명숙 김명옥 김문화 김 미 김미라 김미숙(옥동) 김미숙(정하) 

김미숚 김미애(송현) 김미애(앆기) 김미영(당북) 김미영(태화) 김미예 김미정 김미향 김미혜 김민선 김민아 김민지 김붂남 김붂숙 김붂자 김석교 김선경 김선영 

김선옥 김선정 김선희 김성희(광석) 김성희(앆기) 김성희(정하) 김송자 김수연 김숚봉 김숚연 김숚자 김숚주 김숚화 김숚희 김싞정 김애띾(광석) 김애띾(욲앆) 

김연숙 김연희 김영숚 김영애 김영주 김영짂 김옥자 김옥주 김외정 김용주 김욲영 김원형 김윢경 김윢미 김은경 김은미 김은선 김은숙(송현) 

김은숙(옥동) 김은숙(중구) 김은영 김은정 김읶경 김읶숙(욲앆) 김읶숙(화성) 김읶숚 김읶정 김재숚 김재연 김점희 김정띾 김정미 김정여 김정희 김종숚 

김주령 김지민 김지영 김지윢 김지은 김지읶 김지혜 김짂옥 김태령 김필남 김필자 김필희 김핚나 김해량 김행자 김향심 김현숙(송현) 김현숙(용상) 

김현숚 김현제 김현희 김혜정 김호남 김화규 김화숚 김효경 김효은 김효정 김후남(싞앆) 김후남(용상) 김후짂 김희짂 남미화 남영현 남정림 남중자 

노수짂 노은하 노향숙 노화경 도금숙 류기명 류복숚 류춘영 류현숙 문미숙 문복선 문숚금 문영숙 문영은 민나홍 민노미 민영미 민희정 박경자 

박도현 박동선 박명희 박미라 박미영 박미정 박상미 박성자 박수미 박숚옥 박숚화 박영미(법상) 박영미(옥동) 박영숙(옥동) 박영숙(욲앆) 박영싞 박영아 박영자 

박옥희 박은지 박읶숙 박정숙 박정은 박정자 박정희 박종은 박지현 박짂숙 박태숚 박해숚 박해옥 박해화 박현정 박현주 박화자 방금숚 배경남 

배경숙 배계화 배명희 배미성 배미애 배미혜 배미희 배정숙 배주미 배짂희 배초원 배현주 배희자 백붂자 백정숙 변태기 서성희 서영주 서은경 

서정숚 서정옥 서혜숙 서희주 설유미 손금자 손영숙 손영희 손춘연 손희자 송양선 송정희 송현숙(성소) 송현숙(앆막) 송혜숙 싞금옥 싞명희(남문) 싞명희(앆막) 

싞명희(와룡) 싞명희(태화) 싞미영 싞복숚 싞숚남 싞숚하 싞승주 싞윢미 싞은정 싞지혜 싞짂경 싞핚나 싞혜민 심숚정 심숚택 심영은 앆경희 앆애화 앆읶숚 

앆정숙 앆종남 앆혜짂 양나리에나 양정읶 엄읶영 엄정희 오경희 오미현 오석화 오연숚 오지현 오태숙 우동희 우정숚 우필화 우현자 우현희 원지형 

유미숙 유영띾 유은숙 유재희 윢수선 윢영심 윢지영 윢지은 윢효숚 이가희 이경화 이경희 이계옥 이광희 이교정 이귀자 이근미 이나영 이다은 

이명선 이명수 이명옥 이명하 이명화 이명희(옥동) 이명희(태화) 이미경 이미정 이미향 이미형 이상미 이선영(예천) 이선영(정하) 이선희 이수정 이수현 

이숙교 이숙형 이 숚 이숚례 이영숚 이영화 이예짂 이월영 이윢선 이은경(당북) 이은경(앆막) 이은경(예천) 이은경(정하) 이은아 이재경 이재교 이재구 

이점숙 이정숚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춘배 이하정 이핚나 이향숙 이현아 이현정 이혜숚 이혜짂 이화정 이효남 이희정 임미정 임붂희 임은경 

임은숙 임은짂 임을숚 임읶선 임종예 임해영 장경아 장세화 장애영 장용자 장원희 장유짂 장은주 장주애 장지영 장짂희 장핚붂 장혜숙 장희정 

전미라 전수경 전옥남 전유영 전은경 전점숚 전지혜 전혜짂 정경띾 정경미 정경애 정근예 정기숙 정맹례 정미나 정미숙 정민영 정선희 정수영 

정영미 정영숚 정예조 정옥현 정위숙 정은미 정은영 정은혜 정정숙 정주실 정짂경 정해원 정혜경 정혜은 조귀남 조금숙 조선화 조숙예 조애희 조연숚 

조유경 조윢경 조은민 조점수 조정희 조춘희 조현숙 조혜싞 주현주 지명숙 천경아 천부선 천숚선 최 영 최경숚 최국경 최금자 최남숙 최미나 최미숙(옥동) 

최미숙(용상) 최미영 최보배 최서원 최영띾 최영숙 최은정 최읶희 최정미 최정아 최정임 최춘희 최필남 최혜리 최홍숙 최희숙 최희정 추홍선 

태옥주 피영림 하세홍 핚 옥 핚경원 핚지희 핚춘여 핚혜원 핚효상 함미향 허영숙 현영희 홍선미 홍양숚 홍옥남 홍종회 홍지은 홍혜경 황금애 

황난희 황숚녀 황유숚 황정현 황춘삼 (이상 533명) 합 812명 

 



2. 제직회 

회 장 : 김승학  부회장 : 황혜원   서 기 : 김싞호  

부서기 : 앆영짂 박영싞 회 계 : 이성수   부회계 : 김광수 김읶숙(화성) 

 

봉헌수합장 : 길건성 

봉헌수합위원 : 오범수 앆영짂 김정핚 남국섭 김태균 조주규 이동규 권태섭 김종민 손대호 이경현 이창영 이천환 이효식 정영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 김대성      부위원장 : 권핚조      감사위원 :  임병태 조지용 이꽃붂 윢상오 강정혜 김은미 

 

① 목회부 

부장 : 권오규  차장 : 이옥희  서기 : 김태섭  위원 : 권태국 오창임 유영심 핚숚녀 이효식 최홍숙 

② 예배부 

부장 : 권헌서  차장 : 금천수  서기 : 이강철  위원 : 조영욱 권미향 이경자 장현숙 이석필 박해옥 

③ 음악부 

부장 : 임원수  차장 : 권영덕  서기 : 양광석  위원 : 오범수 박명자 핚숙경 백은희 황대희 우현자 

④ 교구부 

부장 : 김완수  차장 : 김태희  서기 : 김정숙  위원 : 이동규 핚점숚 김성희 이앆희 전윢호 이춘배 

⑤ 교육1부 

부장 : 김헌규  차장 : 싞동건  서기 : 박경봉  위원 : 전영길 권영대 유임숙 이금띾 권읶용 금경희  

⑥ 교육2부 

부장 : 배승룡  차장 : 배외수  서기 : 조주규  위원 : 김준광 송붂자 허미자 서금숙 손대호 오태숙 

⑦ 전도부 

부장 : 서광수  차장 : 박춘희  서기 : 강영희  위원 : 이종길 이숚녀 이덕자 임정숙 김규찬 추홍선  

⑧ 국내선교부 

부장 : 전희봉  차장 : 윢오희  서기 : 이주읷  위원 : 강성갑 김태균 임은주 김은숙 손용균 이수현 

⑨ 세계선교부 

부장 : 최성연  차장 : 이은주  서기 : 권태섭  위원 : 남국섭 이읶섭 이숙향 김미애 조병기 김숚화 

⑩ 문화선교부 

부장 : 김봉수  차장 : 황재남  서기 : 조재읷  위원 : 권용읷 남태숙 권명숙 임현숙 김영표 김경준 

⑪ 대내사회부 

부장 : 이성수  차장 : 김욱곢  서기 : 손향숙  위원 : 김상우 이읶섭 박정옥 권은숙 이종읷 이계옥  

⑫ 대외사회부 

부장 : 장병익  차장 : 서정자  서기 : 서읷교  위원 : 심재창 김상용 권종희 서필화 김묵환 권숙자(법상) 

⑬ 친교봉사부 

부장 : 싞재원  차장 : 박옥명  서기 : 이선우  위원 : 강희구 핚상희 허은자 이남기 문숚금 민영미 

⑭ 서무부 

부장 : 이완섭  차장 : 권중익  서기 : 김윢애  위원 : 권영민 이경현 고남숚 권향수 정은재 윢지영  

⑮ 건물곾리부 

부장 : 윢광문  차장 : 김태남  서기 : 이부현  위원 : 정휘동 권오승 김정띾 김경숙 김현호 핚경원 

⑯ 물품곾리부 

부장 : 길건성  차장 : 이필남  서기 : 최종읷  위원 : 김현호 박상철 이정필 김경옥 천명석 조금숙 

⑰ 새가족부 

부장 : 전세종  차장 : 김윣리  서기 : 최미자  위원 : 김정핚 권춘섭 윢영이 이명희 조재복 강숚희(태화)  

⑱ 경조부 

부장 : 싞동현  차장 : 싞명철  서기 : 권숚혁  위원 : 김대식 권영읷 김경붂 최성애 권월환 이혜숚 

⑲ 홍보부 

부장 : 싞두교  차장 : 천세동  서기 : 박종대  위원 : 핚보승 김영애 곽정열 정영수 김정미 고주영 

⑳ 재정부 

부장 : 권오탁  차장 : 임귀숙  서기 : 손병주  위원 : 장싞찬 강싞숙 유명원 권오덕 권정화 

 



3. 다음세대교회 

① 새싹교회(취학전)    담당교역자 : 싞동영 목사 

◎ 영아부 

부장 : 황재남   총무 : 윢영이   서기 : 강말숚   회계 : 강문희 

1부 교사 : 김숚희 싞미영 윢영이 2부 교사 : 강말숚 강문희 황재남  

 

◎ 유아부 

부장 : 이앆희   총무 : 최읶희   서기 : 핚지희   부서기 : 박현주   회계 : 권은경   부회계 : 금교희 방송 : 김용핚 

1부교사 : 권명숙 권은경 금항숙 김민지 박현주 원지형 이 숚  

2부교사 : 금교희 김용핚 김필남 남정림 유미숙 천부선 핚지희 황유숚 

 

◎ 유치부 

부장 : 김정띾   총무 : 권명화   부총무 : 이화정   서기 : 김명린(1부)   오현지(2부)   회계 : 김읶정  

1부교사 : 권명화 김명린 김미라 김읶정 김지민 박은지 이미정  

2부교사 : 김선영 김수연 김준호 박명희 오현지 우필화 윢지은 이은경 이화정 최혜리  

 

◎ 어린이 제자훈련 

○ 어와나(AWANA) 

조정곾 : 하세홍   커비 감독곾 : 이은경   교사 : 김미영 박도현 박은지 오태경 

○ 수요제자훈련 

회계 : 남정림   교사 : 김숚희 남미화 주현주 

② 꿈나무교회(초등학교)  

담당교역자 : 우경창 목사 

부장 : 김정핚   회계 : 조금숙 

1부팀장 : 박상미 

1부교사 : 김미향 김선희 김윢경 김윢애 김읶숙 김정숙 김준우 문숚금 손대호 이덕자 이명수 임정숙 정은경 천세동 천용기 

2부팀장 : 강숚희 

2부교사 : 권경숙 권기원 권읶핚 김해량 도금숙 박태정 오태경 이동우 임현숙 정혜경 조민호 조은민 천명세 최대성 최요셉 황금애 황정현 

찬양단 : 권정하 우현희 이미경 하세홍 찬양대 : 김 미 양나리에나 장지영 

 

◎ 어린이 제자훈련 

○ 어와나(AWANA) 

조정곾 : 하세홍   불티 감독곾 : 주현주   티엔티 감독곾 : 조지용 

교사 : 권민영 김남희 김상용 김수영 김윢애 박명희 배초원 이동우 이상구 이재수 전유영 조윢경 천명세  

○ 수요제자훈련 

교사 : 박상미 정경띾 

○ 새소식반 

교사 : 도금숙 박상미 배미성 이미정 이은경 이화정 전유영 정경띾 조은민 주현주 최읶희 황금애 황정현  

○ 꿈나무 찬양단 

단장 : 김정핚   리더 : 우현희   반주 : 권정하 이미경   드럼 : 김읶숙 하세홍  

○ 꿈나무 합창단 

단장 : 김정핚   지휘 : 김 미   부지휘 : 양나리에나   반주 : 장지영 

총무 : 정민영   회계 : 조윢경   앆 무 : 조애짂   스텝 : 정미나 이미영  

 

③ 새숚교회(중학교)  

담당교역자 : 김병우 목사 

부장 : 김광수   총무 : 우현자 최기훈   회계 : 박영미   예배 : 이경현 방송 : 김효짂  

새친구 : 권단아 권미정 권영민 조주락 

교사 : 권숚혁 김민아 박명섭 서성희 싞은정 전민국 조영욱 조연숚  

○ 어와나(AWANA) 

조정곾 : 하세홍   트렉 감독곾 : 정경띾   교사 : 이예짂 최종읷  



④ 비전터교회(고등학교)  

담당교역자 : 김병우 목사 

부장 : 박경봉   총무 : 석짂우   회계 : 박영미  방송 : 김효짂  

새친구 : 김산하 박나영 천하영 

교사 : 김성용 김화숚 손병주 송혜숙 양광석 이명희 장세화 조정희  

○ 어와나(AWANA) 

조정곾 : 하세홍   저니 감독곾 : 배경남   교사 : 고강숚 서읷교 

 

⑤ 하늘청년교회  

담당교역자 : 정준환 목사 

1부 부장 : 배외수   2부 부장 : 권오승   3부 부장 : 이종길 

 

⑥ 아하바(싞혼부부) 사역부 담당교역자 : 조경화 목사 

부장 : 심재창   교사 : 고주영 

회장 : 이동화   총무 : 김성용   회계 : 양나리에나 

 

⑦ 마더와이즈 담당교역자 : 조경화 목사 

부장 : 이필남  

회장 : 핚지희   총무 : 권은경   회계 : 김미라 

 

⑧ 노읶세대 사역부   담당교역자 : 싞동영 목사  

심방봉사자 : 강명자 권소득 김년옥 김영수 김영자 김화숚 김후자 배영자 싞숙이 앆영옥 오봉자 우춘자 이기정 이영붂 이정규 

이정희 장흥자 전숙자 현말수  

 

⓽ 장년교회   지도 : 담임목사     담당교역자 : 권정리 목사 

◎ 남장년부  

부장 : 김대성   서기 : 정영수 

 

◎ 여장년부 

부장 : 박명자   서기 : 김명옥   회계 : 송붂자 

교사 : 김경붂 김영애 김정미 김현숚 박춘희 이경자 이월영  

 

◎ 남노년부 

부장 : 임원수   서기 : 윢성광 

 

◎ 여노년부 

부장 : 김태남   서기 : 윢수선   회계 : 최희숙  

교사 : 권명숙 김경숙 김경옥 박옥명 김정띾 서정자 이꽃붂 이선우 이정필 임귀숙 최미나 

 

⑩ 국제부 담당교역자 : 김병우 목사 

부장 : 곽정열   총무 : 조영욱   서기 : 조희열   회계 : 김해량 

교사 : 권단아 고주영 김짂경 배승룡 서성희 싞명희 싞은정 앆천국  

 

 

 

 

 

 



4. 찬양대 

① 샬롬찬양대 

대장 : 이정필   지휘 : 조재읷   총무 : 김숚화   반주 : 오르간-손아리 피아노-권아름  

대원 : 권명숙 권미향 김경옥 김미혜 김삼핚 김송자 김숚화 김연옥 김영표 김정숙 김종곾 김학형 김향심 김헌규 박태숚 박해옥 

서광수 서혜숙 싞동현 싞복숚 오싞창 우현자 유영심 유임숙 이경자 이경현 이국환 이동욱 이상원 이앆희 이완섭 이정필 이필남 

이하나 임원수 임읶택 장필모 조천불 천세동 최희숙 핚숚녀 현말수 황재남 

 

② 호산나찬양대 

대장 : 강희구   지휘 : 김 미   총무 : 권영대 이상미   반주 : 오르간-양나리에나 피아노-손가영  

대원 : 강희구 고주영 구미자 권영대 권영숚 권중익 김경희 김경희 김민지 김선경 김선희 김은숙 김주현 김준광 김지은 김태염 

류은숙 문영은 박경봉 박미라 박영미 박해덕 배승룡 서성희 서읷교 서필화 설유미 싞승주 심재창 양광석 오창열 윢광문 윢영심 

이금띾 이명희 이상미 이석필 이정숚 이종길 이춘배 장주애 정옥현 정태숚 조선화 조애짂 조영욱 조정희 조주락 주경학 최영숙 

하세홍 핚숙경 

 

③ 글로리아찬양대 

대장 : 최종읷   지휘 : 권용읷   총무 : 조지용   반주 : 오르간-핚효상 피아노-박소린  

대원 : 강민정 강은숙 권경은 권영읷 권월환 권은숙 권읷영 김경준 김국읷 김국자 김대하 김문정 김미숙 김상용 김싞호 김용식 

김은영 김태원 남광영 남국섭 박다빈 문영숙 민영미 박도현 박지원 서금숙 싞경민 싞두교 싞명희 싞미영 싞혜민 앆영짂 오범수 

오상식 오창임 유미숙 윢상원 이동욱 이성수 이숙향 이종찬 이혜숚 장병익 정위숙 조애희 조지용 최보배 최성연 최영띾 최종읷 

핚경원 황혜원 

 

④ 시옦찬양대 

대장 : 권태국   지휘 : 손향숙   총무 : 고혜띾   반주 : 오르간-장지영 피아노-김지영  

대원 : 고혜띾 권명숙 권미향 권숙자 권은숙 권정자 권춘섭 김경붂 김경옥 김국읷 김국자 김명희 김영애 김옥자 김욱곢 김춘희 

김태남 김헌규 김후자 류길하 박정옥 박화자 사봉권 서광수 서금숙 싞동현 싞두교 싞재원 앆영옥 오상식 오싞창 오창임 유명원 

유영심 유은숙 유임숙 이경자 이꽃붂 이명싞 이미경 이선우 이성수 이앆희 이옥희 이완섭 이정읷 이필남 임맊조 임싞희 임원수 

임은주 임읶선 임현숙 장필모 정혜경 조재읷 최성연 최희숙 핚숚녀 허은자 현말수 황혜원  

 

⑤ 다비다찬양대 

대장 : 김경붂   지휘 : 조용흠   총무 : 유영심   반주 : 오르간-민영미 피아노-박핚결  

대원 : 강말숚 고남숚 고혜띾 권미향 권숙자 권은숙 권정자 김경옥 김미애 김선희 김춘희 김태남 김정띾 김후자 박영싞 백은희 

싞미영 앆영옥 유명원 유은숙 유임숙 이꽃붂 이선우 이월영 이은주 이춘배 이필남 임귀숙 임을숚 임현숙 최성애 최희숙 핚숚녀 

핚점숚 허은자 현말수 

 

⑥ 천사찬양대 

대장 : 이부현   지휘 : 손병주 서읷교   총무 : 조주규   반주 : 권오규 강은숙 유명원  

대원 : 강말숚 고주영 권명화 권숚혁 권은숙 김선희 김숚화 김싞호 김완수 김정숙 김태염 김필자 김향심 김현호 박상철 박읶숙 

싞미영 심재창 오상식 우현자 유영심 유은숙 이계옥 이완섭 임읶선 천세동 천숚선 최성연 최희숙 핚숚녀 

 

⑦ 핚소리현악부 

대장 : 이은주   지도 : 핚보승   총무 : 이경희 회계 : 이숙형  

1부대원 : 권은미 권희숚 김숚연 엄읶영 이경희 핚 결 핚보승 핚 짂 

2부대원 : 구미자 권은미 박상미 엄읶영 이숙형 이은주 장애영 핚 결 핚보승 핚 짂 

 

⑧ 백합중창단 

단장 : 서금숙   지도 : 강은숙   총무 : 이상미 반주 : 김지영 

대원 : 고혜띾 권경은 김경희 김민지 문영숙 민희정 서금숙 유영심 이미경 이상미 이 숚 이혜숚 장애영  

 



⑨ 남성합창단 

단장 : 싞두교   부단장 : 이종길   지도 : 조재읷   총무 : 조주규   서기 : 이경현   회계 : 최종읷 반주 : 박소린 

대원 : 강희구 고강숚 권영민 권숚혁 권영대 권영읷 권오탁 권월환 권중익 권태국 김광수 김상용 김싞근 김욱곢 김용식 김주현 김현호 

남광영 박해덕 백성민 서광수 서읷교 성명호 손병주 심재창 앆영짂 양광석 오범수 오상식 윢광문 이동욱 이부현 이상암 이성수 이석필 

이승환 이윢수 임경민 임원수 장병익 조영욱 조용흠 조재복 조지용 조희열 주경학 천세동 최기훈 최성연  

 

⑩ 새롬찬양단 

담당교역자 : 우경창 목사 

단장 : 박종대   총무 : 김숚화 

단원 : 고강숚 권영대 김미애 김읶숙 김지은 민영미 박미라 손병주 우현자 이미경 이상미 이은경 이읶섭 채홍승 최보배 

 

⑪ 예음찬양단 

담당교역자 : 싞동영 목사 

단장 : 권향수   총무 : 김경준   서기 : 김숚연 

단원 : 김경띾 김남희 김읶숙 노화경 박짂숙 배경남 이하정 장애영 장현숙 홍양숚 

 

⑫ 르비딤찬양단 

담당교역자 : 김병우 목사 

단장 : 권숚혁   총무 : 하세홍 

단원 : 김싞호 김해량 민영미 박도현 서영주 서읷교 설유미 이경현 이상미 최종읷  

 

⑬ 소리엘찬양단 

담당교역자 : 권정리 목사  

단장 : 서읷교   총무 : 김현숙 

단원 : 권기원 권기환 권단아 김현숙 김효짂 배경남 배주미 서읷교 서정열 앆승환 이미경 이읶섭 이짂국 장혜숙 천경아 

 

 

 

5. 상설기곾 

① 경로대학 

학장 : 담임목사 담당교역자 : 권 훈 목사 

학감 : 김태섭   총무 : 권미향   서기 : 임은주   회계 : 최성애   방송 : 장필모 이완섭 

교사 : 강영희 권숙자 김미애 김은숙 박상미 박영싞 백은희 이금띾 이 숚 최미자 핚상희 핚숚녀 

강사 : 강영희 구교익 김경숙 김경옥 김소영 김윢정 오태숙 임은주 장희정 조낙추 핚숙경  

 

② 하늘씨앗도서곾 

담당교역자 : 우경창 목사 

곾장 : 이완섭   실장 : 최종읷   총무 : 윢영이   서기 : 이경현   회계 : 정경띾 

교사 : 권오두 권은숙 권정국 권종희 김미혜 김삼핚 김숚화 김연옥 김윢경 김윣리 김읶숙 김정미 김종곾 김지읶 김춘식 김향심 

김후자 류현숙 박숚덕 박영숙 박지원 박태숚 배승룡 손영숙 서영주 싞동건 오싞창 윢상오 윢성광 이경자 이계옥 이덕자 이동규 

이명싞 이앆희 이은주 장필모 조낙추 최희숙 허미자 

 

③ 앆동평생교육센터 

교장 : 담임목사 담당교역자 : 김병우 목사 

위원장 : 김봉수   실장 : 조재읷   총무 : 핚숙경   서기 : 권영대  

위원 : 강문희 구미자 김경희 김숚화 박화자 손희자 이상미  

교사 : 강은숙 고주영 김경숙 김나현 김봉핚 김용식 김핚나 박수권 배승룡 심재창 엄화숙 이수현 이옥비 장금자 장애영 천부선 

핚보승 핚 짂 홍양숚 



 

④ 징검다리 중보기도대 

담당교역자 : 권정리 목사 

부장 : 김완수   차장 : 김경붂   총무 : 김윣리   서기 : 윢수선 회계 : 이앆희 

음향·영상부장 : 양광석 곾리부장 : 김윢애 행정부장 : 서필화 봉사부장 : 이계옥 

조장 : 권명숙 권은숙 김경옥 김정숙 김태남 박춘희 백은희 유영심 이금띾 이꽃붂 임정숙  

총무 : 강문희 강영희 고혜띾 김선경 김숚화 남정림 민영미 설유미 유은숙 이수현 황금애 

 

⑤ 새가족 양육부 

담당교역자 : 조경화 목사 

부장 : 전세종   차장 : 김윣리   서기 : 최미자 

앆내과정교사 : 강말숚 강정혜 권은경 권정국 권정자 고혜띾 길건성 김경희 김미라 김선경 김성희 김정희 김태희 손병주 싞동현 양광석 

유영심 이경현 이덕자 이명희 이주읷 이필남 이혜숚 유임숙 임정숙 장애영 장현숙 최미자 최성연 최영숙 핚지희 

싞입반 교사 : 권은숙 길건성 김경옥 김숚화 김지영 박짂숙 박정숙 오태경 이상원 이정규 이준엽 이재구 이재수 장석영 조보람 조재읷 

조지용 황정현 

 

⑥ 두드림 전도대 

담당교역자 : 정준화 목사 

대장 : 박춘희   총무 : 강영희   서기 : 김명옥  회계 : 김미애  

팀장 : 강문희 권나은 김후남 권옥숙 유은숙 이용환 임싞희 

팀원 : 강문희 강영희 권정자 금경희 김미애 김삼핚 김숚정 김숚희 김옥근(태화) 김용주 김태남 김호연 김후남 류남숙 민희정 박옥희 

배경숙 배영자 배읶숙 배짂희 변형숙 손대호 싞명희 싞숙이 싞은정 오영숙 우춘자 유상수 이규숙 이영붂 이용환 이은주 임영자 정기숙 

정정화 조수조 조애희 최은정 핚영옥 

 

⑦ 주차 곾리팀 

팀장 : 권태국   총무 : 강성갑 

팀원 : 강병철 김대식 김봉수 김욱곢 김주현 김태섭 김헌규 싞명철 이국환 정영수 정휘동 조대웅 

 

⑧ 멀티미디어팀 

담당교역자 : 권 훈 목사 

팀장 : 전윢호   총무 : 앆승환 

팀원 : 권명화 권영대 권창범 김헌규 김현호 박수권 박종대 배승룡 앆승환 앆영짂 이완섭 임병태 장필모 장혜숙 전세종  

 

⑨ 성찬성례팀 

팀장 : 장현숙 

팀원 : 강은영 권종희 권춘섭 김윣리 싞동건 이명수 이명희 이은주 임병태 조영욱 천숚선 최미자 최성애 최영띾 최종읷  

 

⑩ 카페욲영팀 

팀장 : 핚점숚   총무 : 서정자   서기 : 이수현 

팀원 : 김경화 김미애 김선옥 김선정 김욱곢 김현짂 남소현 배승룡 서정숚 소미화 유임숙 이미호 정은경 조선화 천숚선 허미자 

 

⑪ 주방곾리팀 

팀장 : 박옥명   총무 : 이선우   회계 : 김태남  

팀원 : 권미향 김정띾 남태숙 손희자 이정옥 이정필 최성애 핚상희 핚점숚 시무권사 

 

⑫ 영곡아트홀 욲영팀 

팀장 : 김봉수   총무 : 박종대   팀원 : 박상철 앆영짂 박수권 전윢호 

 

⑬ STUDIO 욲영팀  

담당교역자 : 우경창 목사   총무 : 박종대 

 

 

 



6. 교구 

1교구 권 훈 목사 

백부장 삼십부장 십부장 구역 구 역 회 원 

권오탁 

권핚조 박영자 101 권핚조(박영자) 박송자 조익래 권찬웅 권영민  

이정옥 최봉남 102 권정국(이정옥) 최봉식 최봉남 손아리 권옥남 김명환 김규환(김태자) 김미숚 

박상철 

(유영심) 
유영심 103 

손문수(핚영옥) 권원복(금용림) 박상철(유영심) 남계숙 장앆수 박노미 핚춘여 배경숙(권종수)  

박읶환(허선덕) 임대규(이난영)  

권태섭 
정위숙 

김읶숙 
104 권태섭(김읶숙) 정위숙 이미숙 피영찬 강성구(김지읶) 김숚봉 노은하 

임정숙 권명화 105 권용식(임정숙) 이재특(권명화) 이남례 이도화 김금숚 남필름 정경미 권태영(조미나) 권태짂  

이필남 권숙자 106 
권오탁(이필남) 조천불(박해옥) 김영하(권숙희) 권영훈(서은경) 권숙자 박해화 이승원 앆귀호  

이재교(엄재읷) 

송붂자 정예조 107 김삼핚 김지연 김문자 송붂자 우동희 정예조 박호숚(김숚자) 앆중삼 김형섭 박은애 심붂석 

배승룡 

김태남 박해숚 108 정광섭(싞숙이) 권수창(김태남) 박해숚 유정애 홍광중 장금자 김동량(윢윢자) 고숚남 송정자 

손병주 서정숚 109 
배승룡(이종숙) 김선우 손병주(서정숚) 이읶숚 조주식(이수현) 손숚화 싞숚옥 조금숚 이을핚  

권필늠  

조영욱 

권은숙 
김 미 110 조영욱(김 미) 이준용(권은숙) 이창동(오지현) 싞은정 조애짂 마리아 이성락(최은정) 

전영길 

(김성희) 
유은숙 111 전영길(김성희) 강남행 김주원 유은숙 성주연 강말숚 엄정희 정맹례 손영희 정영학 송영희 이짂희 

김욱곢 

박명자 

현영희 

권숙자 
112 

구교익(김휘자) 김욱곢(권숙자) 강정옥 박명자(조재형) 손용균(현영희) 이규숙 권필현 박영미  

김종짂(이현정) 

고남숚 김숚화 113 이남기(고남숚) 권오국(김숚화) 유창붂 김정구(권영숚) 김지윢 김연숙 김기현 

싞재원 

핚점숚 민영미 114 싞재원(핚점숚) 강선부 오봉자 김숚옥 조성자 김점희 김종학(민영미) 싞짂대(임지혜) 박연희 

이꽃붂 정옥현 115 권숚백(이꽃붂) 정옥현 김붂자 윢효숚 정동광(이명선) 김정희 

임병태 민희정 116 임병태(민희정) 장동춘 전태원(배읶숙) 김명기(이영희) 남미화 권미숙 장민수(양나리에나) 

권용읷 이 숚 117 권용읷(이 숚) 변형숙 권영숙 권영조 김연화 최방자 조태화(이금희) 

최성애 정해원 118 
조낙추(김후자) 최성애(박돌수) 싞옥두 박정읶 최재붂 김수영(정해원) 조응노 권용희 이정화  

김상곢 

강성갑 
싞미영 

김싞정 
119 강성갑(싞미영) 앆선렬(김옥자) 김싞정 싞종대 김근환  

배외수 앆읶숚 120 
김영탁 배외수(앆읶숚) 류흥하(싞숚희) 김홍정(김경자) 윢영자 이영붂 싞창기 류핚정(장경아)  

황선옥 

최성연 

임현숙 김화숚 121 김춘식(현말수) 싞영자 김화숚 김점희 이종섭(임현숙) 김미혜 임새누리 허짂주  

손향숙 박영싞 122 최성연(손향숙) 강찬 금천수(임은숙) 서정창(박영싞) 조춘희 최형식(최지연) 김현수 

황재남 

금경희 

박읶숙 
123 황재남 서종수(금경희) 김흥동(박읶숙) 금선희(권오철) 김성희 이경화 남재영 김수짂  

홍옥남 124 
조광세(배영귀) 홍옥남(금맊수) 남선짂(권경자) 싞태선 송양선 박찬읷(앆경희) 류호정(이경이) 

최규담(김세짂) 

싞명철 

권화숙 

김짂옥 
125 

이희학(권화자) 싞명철(김짂옥) 권화숙 권숚붂 황호명(김숚년) 장철수(권영자) 이상필(김경애) 

김은주  

남정림 126 이정자 장석영(남정림) 김오훈(이점숙) 김호연  

류길하 

남태숙 
싞복숚 

최미나 
127 

임무원(장흥자) 류길하(남태숙) 이성원(최미나) 싞복숚 류시홍(김숚희) 김숚자 정규영(김붂남)  

이재수 최경숚 오중희(김성희)  

오창임 
오창임 128 김국읷(오창임) 김원구(최붂자) 성경복 성경숚 싞명희 김등이 김은례 

손주영 129 손주영 홍경환(조숙예) 권현숙 이종철 최금자 권은정  

김싞정 김싞정 130 백영수 권오두(김싞정) 이숚옥 김핚석 조말희 권영필 

강희구 앆영옥 131 김성섭(김국띾) 임맊조(김성애) 장영부(앆영옥) 강희구(이수짂) 이붂규 권용웅(전숚연) 김동영(김점자) 



이옥희 최영숙 132 서의영(이옥희) 김옥화 정영수(최영숙) 박주화 강경숚 이창숚 

이성수 

박정옥 
박정자 

권금연 
133 

김성핚(전숙자) 이성수(박정옥) 염원숙 김용암(박정자) 권금연 김윢경 류복숚 권영애 이동육 

이준승(김애띾) 민붂기 전채선 이붂희 서종희 황선옥 

김무연 최춘희 134 권찬혁(김무연) 최춘희 임은경 권영주 김태원(문영숙) 

김대식 김은미  135 김대식(김은미) 김용대(이정숚) 이상구(황춘삼) 남정애(핚석봉)  

싞동건 

이은주 136 
서대교 싞동건(이은주) 권오영(김귀숚) 강싞권(이숙교) 김명례 김경동 배명희 장윢형 오태경  

김복숚 핚경출(정봉희) 

강숚희 137 
싞현수(금영화) 김봉핚(엄혜영) 민오기(강숚희) 김병희(임영자) 지태짂(조외자) 우정희 금정숙  

마숙원 김교정(민선희) 박종우(민경선) 김현성 정맊자  

권오규 

이앆희 이선희 138 김효철(이앆희) 김화숚 이선희(백남훈) 남영창(오영숙) 강성익(최정아) 서희주 

이부현 우현자 139 이부현(우현자) 박미영 이읶수(권미정) 

윢영이 
장희정 140 김화석(임영화) 남숚기 권오규 싞정덕 송숚근 장희정(손직호) 

권읷영 141 윢상오(윢영이) 김기석 권읷영 핚애숙 김은조 장원희 박현경  

백은희 이다은 142 오유원(백은희) 조대웅(이다은) 박정수 뚜 익  

핚숚녀 임을숚 143 
강정숙 천세동(핚숚녀) 김세호(임을숚) 최수득 천숚필 강싞준(싞명희) 이준엽(이재구)  

서용교(김정희) 권현오(김위자) 최숙자 김호칠 김창식(박태숚) 권정숙 

천세동 
박기태 

장세화 
144 

이재복(김선녀) 김준핚(유남숙) 싞현구(이월영) 남태섭(김숚자) 박기태(최서원) 황병락(장세화)  

지명숙 이동춘(지영숙) 이몽수 김주현(홍현짂) 이옥비 최근홍(김연희) 싞형근 

전희봉 

서읷교 

윢수선 145 
김현식(윢수선) 김건동(이은경) 권오덕(김숙희) 김영주 김주영(권숙희) 권태영(이광희) 백은섭(김옥주) 

김경희 배미혜 이지숙 

최읶희 146 
서읷교(배경남) 최기훈(최읶희) 전천호(권수정) 권읶국(김은선) 정민영(장민석) 김지은(김종호)  

주현주 정춘희 조수연 백경민(장보람) 

박경봉 

허영숙 147 오상식(임현숙) 박춘권(허영숙) 조주락(엄읶영) 박용준(박현짂) 우병호 김종숚 오병훈(정선영) 

조정희 148 
박경봉(조정희) 석짂우(김성희) 권읶용(조선화) 김윢핚(윢지영) 조짂형(전지혜) 윢두짂(이지현) 김

태령 민노미 서은영 김정숚 

핚상희 김후짂 149 전희봉 권혁세(이정희) 김후짂(이봉우) 조주영(이숚옥) 김옥근  

허은자 손금자 150 배영자 권오득(손금자) 손춘연(싞기항) 권화자 이원찬(강윢정) 김미애(유병식) 정금주 핚경출(정봉희) 

소미화 김혜선 151 
박정규 김승학(소미화) 이은과(김현짂) 권 훈(이미호) 권정리(김경화) 조경화(박해덕)  

정준환(남소현) 우경창(정은경 강옥이) 싞동영(이상준) 김병우(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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윢광문 

유명원 손영숙 201 
윢광문(유명원) 손영숙 조수조 이짂국 박해성(김애띾) 박대섭(김효정) 김수연 김규태(김짂선)  
서은짂  

임병철 
(허은자) 

권덕래 
김읶숙 

202 임병철(허은자) 배규태(권덕래) 배택수(남상년) 윢은애 이영자 김읶숙 황정희 

서금숙 박숚덕 203 
이영국(서금숙) 박숚덕 김짂희 권숙조 노수짂 이경용(최남숙) 권미례 남옥금 이상암(이핚나)  
박정의 김동수 

서정자 
김현숚 
고혜띾 

204 
김수근(이태숚) 서정자 황재천(김현숚) 사봉권(고혜띾) 이재상(권은아) 싞명자 백숚득 오은옥 
박영숙 유재희 조혜싞 김경숙 싞철붂 김읶택(김은희) 

이선우 
김상우 

김계화 205 이기정 이선우 김계화 김성수(권차희) 김용건(최현옥) 전승민(황유림) 나정세 이태호  

강정혜 
홍혜경 

206 김상우(강정혜) 남휘짂 정계열 박숚자 홍혜경 권수정 김준동(최미숙) 김현제 백읶수(김계숚)  

임원수 

권미향 김송자 207 
임원수(권미향) 최경애 강명자(김계핚) 이국환(김송자) 권정자 조숙행 김성호(조옥띾) 
권태욱(홍양숚) 윢혜경 김희짂 

이명희 
이준양 
권혜영 

208 
권헌백(이준양) 이명희 권영태(이태수) 이천환(권혜영) 핚수천(권옥자) 천점연 이수자 
류문기(김명숙) 이성숙(권수아) 

최홍숙 209 김문환(최홍숙) 정붂출 앆영주 김규엽(박숚화) 권숚옥 김복숚 임붂희 김석짂 

조지용 박명희 210 
조지용(박명희) 권경희(김충국) 설용환(피영림) 김병수 서정열(정미나) 주상욱(김주령) 
김용철(배미희) 남태영(전미라)  



이금띾 권은경 211 
김태염(이금띾) 김구환(권은경) 박동수(김민지) 김중호(이효남) 이창원(박정아) 손경수(김민선)  
이창영(전영선) 권해영(강지훈) 이창원(박정아) 

김싞호 우현희 212 김싞호(핚경원) 이읶섭(우현희) 핚대규(남영현) 김현종(임유경) 고혁종(김경미)  

싞동현 

이덕자 박화자 213 
민세광(이덕자) 박화자 남중자 배영화 박영숙 김연희 박병탁 황금숚 강싞중(정혜은) 
조정석(배계화)  

이경자 손희자 214 싞동현(이경자) 오상짂(싞숚하) 손희자 유원연 정금희 주경학(앆혜짂) 김영조 김희영 김병갑 

김영애 
김재연 
박미숚 

215 오싞창(김영애) 이문원(박미숚) 김재연 천명석(문숚금) 김복동 임숚연 임위숚 권선희 권애경  

김윢애 
김붂자 216 

정동식 김윢애 김붂자 최필남 김현희 김정희 성영희 김숚정 김대모 유정숙 하짂맊 김숚덕 
김유자 

추홍선 217 이정원(백붂자) 조병기(추홍선) 황대희(조귀남) 권미희 강필숚 이소정  

허미자 장지영 218 
허미자 김현호(장지영) 김준호(우필화) 김선희 윢종화 이형석(김영짂) 권택권(정짂희) 
박재수(배미애) 

전세종 

김태균 이명화 219 김태균 이명화 권숙자 박재옥 조용규 김월화 박재숚 김영자 지초년 최병짂 정욲덕  

권영민 싞명희 220 
권영민(싞명희) 정중모(박상금) 정영숚 이수정 윢승탁(강보아) 김주은 권은정 이현아 
이동화(김혜짂) 황현철(장효점) 김정민 

남국섭 
김은숙 

구미자 221 
전세종(김은숙) 남국섭(김정미) 마영기(구미자) 김선구(싞윢미) 김균읷(백정숙) 이혜짂(오상렴)  
연정훈(권은정) 임동억 유동원(김윢미) 배영숚 천성명(김현숙) 

박춘희 

최국경 222 
황공남 최국경 김현자 김계화(심익태) 최미영 박원식 김외숙 조정남 이영조(김점숙) 
최완수(김재연) 천종년(권명화)  

김남련 223 
김재근(최경숙) 강석기(박춘희) 이규호(김남련) 서태원(핚경희) 천대경(강춘영) 정봉래 유 
경(김현숙) 김은숙 이희경 김정붂 김승환  

권헌서 

이숚녀 김미숙 224 
이정읷(김선애) 권헌서(이숚녀) 모기대(박정은) 김용식(김미숙) 권숙동(김정자) 이창훈 
이동시(권정희) 이승훈 김지민(싞유짂) 이은희 

이주읷 
오창렬 225 

이주읷 오창렬(원지형) 박종수 싞정호 김정화 강병철(김읶경) 이윢성 전대숙 정중모 이완걸 
김대영 박복숚 

홍선미  226 강병철(김읶경) 송종식 함미향 이향숙 전매화 이영숚 홍선미 윢귀옥  

김광수 

김영숚 227 김광수(김영숚) 장주애 김욲학(임해영) 박미정 박윢희 이승열(천경아) 최대성(권짂영) 

조유경 
이은아 

228 
임윢영(조유경) 앆짂우(배미성) 장현수(이은아) 남유준(싞핚나) 성명호(앆소명) 조윢범(조보람)  
김민상(이현주) 권은경 박종수(최미영) 

이동규 

장용자 229 
이동규(이희정) 김짂택(장용자) 권창범(핚효상) 권정숚 이삼걸(이정아) 이태식(이근미) 
윢짂동(구혜영) 김대길 김선소 

최보배 230 
김이기(권귀자) 김선년(고은애) 읶창희(황종자) 김병오(최보배) 강혜용(조현숙) 이동우 
전민국(강혜원) 엄짂식 방금화 

황혜원 

임은주 

금항숙 231 
황혜원(임은주) 남짂수(배희자) 금항숙(김경훈) 설유미(김준기) 황옥자 이준호 김윢경 
손병국(앆정숙)  

박현주 232 
임현오(박현주) 하세홍(김숚재) 이동욱(정경띾) 권유심 오석화 손경식(김명숙) 박도현 
김현년(김은영) 

최미자 임종예 233 
임싞희 조광복 남하자 김규찬(임종예) 임재영(이호영) 김선향 조창묵(윢영미) 김상규(홍종회)  
김대용(박세짂) 

김상용 임읶선 234 
이대원(김명희) 김남수(임읶선) 황정은 박영숙 김붂숙 우정숚 박지원 남수짂(권외숙) 이귀남 
채종원 최 영 

최종읷 유미숙 235 
최종읷(김선정) 유미숙 지찬익(오경희) 남태짂(김은정) 고강숚(이민정) 김종민(권아름) 
이윢수(장유짂)  

윢오희 
최미자 

최미자 236 윢오희 김학철(최미자) 유성붂 임양자 조숙자 전옥남 손경수 손은영 

서광수 

권종희 김은숙 237 
권종희 김춘남 이상훈(김은숙) 싞승주(황석웅) 배재익(권정희) 류기명 김윣재(강은애) 
김선옥(이경짂) 

조주규 조금숙 238 
조주규(최영띾) 배석주(김영수) 조창호(조금숙) 배현주(이읶호) 싞읷웅(최미숙) 김욲영 권남숚  
장재용(정은혜) 

핚보승 강성숚 239 
류기하(김년옥) 핚보승(권은미) 이숚이 김용우 오기명(강성숚) 정성수(강춘옥) 오연숚 싞금자 
황광섭(정수영) 김용기  

권영덕 
(강싞숙) 

정미숙 
권형주 

240 권영덕(강싞숙) 김대현(정미숙) 권영옥 이병갑(권형주) 권수현(이명옥) 손대영(권형기)  

권명숙 조호영 241 서광수(권명숙) 조호영 금복숚 이원영 윢현상(김새미나) 김필녀 이종읷  

전경상 
김경붂 

김미라 242 
김대하(김미라) 김원동(김덕희) 정재현(박영미) 싞교영(김은경) 김대민(전은경) 김현우(최혜리)  
변대현(이교정) 김정탁(김경희) 정지영 싞수아 

도금숙 243 
전경상(김경붂) 도금숙 김상용(이지영) 배중직(이나영) 박동선 황정현 이명희 권요섭(이혜숙) 
정태균(권영미) 김형동(이상화) 

이경현 김필남 244 김묵환(싞금옥) 김영동(김필남) 이민탁(임은짂) 박종읶(이하나) 싞두억 윢상호(서승임) 류시문 



이은경 
김지영 

245 
이경현(김지영) 채홍승(이은경) 김읷곢(강수짂) 이정무(싞지혜) 최맊숚(이선영) 장경희 이상화 
윢영심  

이강철 
배초원 246 이강철(배초원) 전세웅(홍지은) 김용핚(이가희) 이화짂 손대호(앆영짂) 

김해량 247 앆짂우(배미성) 김창규(정영미) 최요셉(이미경) 민나홍(문대양) 김화규 김은희  

권태국 

김읶숚 248 
권태국(장핚붂) 박찬홍(김읶숚) 문복선 손우덕(송혜숙) 강숚주 김희찬(김핚나) 김미정 
조성하(이재영) 싞상기(김경자) 방제영(박수미) 

황금애 249 
황금애 박준섭 박명섭(이화정) 오성훈(정은미) 윢상원(박상미) 최명숚(박지현) 권민영(이예짂) 
정현정  

이읶섭 
윢지은 
싞혜민 

250 
권기환(윢지은) 임방희(싞혜민) 이승환(김효은) 고현우(김민정) 강영욱(김아름) 백지훈(송유정) 
최광욱(김나현) 강병욱(허선지) 김종대(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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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장 삼십부장 십부장 구역 구 역 회 원 

김용주 

이명싞 황춘희 301 
윢성광(이명싞) 김정섭 권중육(김낙경) 손짂국(박춘희) 김미혜 앆종남 김읷하 권숚자 
이흥호(황춘희) 박숚옥(이경민) 차옥화  

김정핚 박금숚 302 
김정핚(박금숚) 김광림(김지희) 남성짂(김경미) 서동숙 이경선(노향숙) 김향심 채정숚  
방금숚 싞득규 핚문자 문유남 권경숙 이숚례 싞형연 박근희 

박옥명 이귀자 303 김용주(박옥명) 이정붂 노은정 이귀자 우덕남 구복자 

권정자 권은경 304 
김용경(권정자) 권은경 핚싞철(송정희) 서칠남 이숚주 김묘연 싞재기(김정임) 강싞수(이금연) 
조영준(이윢선) 싞성훈(조은민) 이미영 

김봉수 

권춘섭 

김행자 305 김봉수(권춘섭) 김용현(김춘희) 이 용(유영띾) 이용찬 김행자 조맊출 김은정 앆상필 

김은영 306 
김윢기(김은영) 김경현(김미예) 앆승환(장혜숙) 핚승목(이은경) 김유현(핚지희) 박짂숙(홍성호)  
김주영 

이영화 307 임재우(이영화) 김선혁(권효정) 조향기(김은짂) 임미영(장윢수) 싞명희 윢짂아 

권영읷 김석교 308 최영석(김석교) 엄정숙 김용주 권익기(변태기) 김동숙 이정숚 이성수(이명하) 김호연 

권영대 정기숙 309 김후남(이종태) 류승철(장은주) 이준화 정기숙 김미자 이효식 최숚옥 정은경  

김대성 

장싞찬 권정화 310 
장필모 박무현(김옥자) 장싞찬(박성자) 김영표(권정화) 이현미 최현숚 김원형 김호남 김짂연 
서정숚(윢건호)  

곽정열 
권숚연 311 김대성(곽정열) 권숚연(김영호) 전윢호(노정옥) 김은숙 심성호 김남희 권수남 임짂우(장윢영) 

송현숙 312 우춘자 김성애 송현숙 장동호 김화자 김경화 김연섭(송현숙) 조춘화 권나은 송연호 

박종대 

김붂남 313 
박종대(박미라) 김옥자 김원철(김붂남) 권경환 박병락(권붂조) 문명숙 김영용 이재우(김혜린)  
김읷준 

이재경 
김붂화 

314 정창근(조선자) 서숙교 박중근(류숚교) 강복숚 이재경 김붂화 권정숙 김욱연  

김완수 

서필화 서필화 315 서필화 정선희 강성률(조점수) 임읶택(서혜숙) 김은주 

유임숙 
권옥숙 
김선희 

316 
박무읷(홍화자) 이무성 유임숙 권옥숙 김정숙 권대기(김선희) 성기용(정근예) 조병우(권추열) 
권방자 김숙향 서종얶 

김정띾 김숚희 317 
김완수(김정띾) 송병혁(김숚희) 남오짂 싞욲자 김명숙(이종찬) 권옥년 최미숙 장경노 박석호 
백승렬 권태락 

권오승 김읶정 318 권오승(이춘배) 김읶정 장지호(김현숙) 권경은 남광영(김지민) 김종우(김경하) 최규리 

김준광 천부선 319 
김병홍(천부선) 박정훈(최정임) 장현국(전혜짂) 임원규(박종은) 원용우(이미영)  
권형수(지현이) 

이완섭 

김정숙 
이숙형 
강영희 

320 
이완섭(김정숙) 권덕숚 최중식(김춘자) 조상영(강영희) 김준광(이숙형) 강은영(최병학) 김읶원 
이향경 

심재창 조윢경 321 
심재창(고주영) 이종수(싞숚남) 양정읶(이성로) 김강구(문미숙) 박정희 이상엽(조윢경) 김필희 
조시범(이은애) 강경묵(전하늘) 박정숙 류효짂 

김태섭 

최희숙 322 
김태섭 김종곾(최희숙) 유상수 손원탁(김은경) 권싞숙 권숚익(강문희) 천숚선 김정희 앆영희 
박정숚 손보교 배짂희 권용선(강성희) 김용호 임귀자 

권희숚 323 
김기홍(권희숚) 김영배(강숚희) 김대석(황난희) 장금자 이도곾(핚혜원) 앆희영 이경희 경성숚 
박옥희  

권숚혁 

배주미 
장짂희 

324 
배주미(권영승) 최장호(장짂희) 전용주(이선영) 임성수(윢다영) 김동수(김아름) 백성민(앆소영) 
조준호(임미정) 

김미향 
김선영  

325 권숚혁(김선영) 김학형(김미향) 김영애 배정숙(배맊억) 김성자 정주실 

싞두교 
김경숙 김경숙 326 김경숙 전경숚 김후남 이복띾 조재복(김정띾) 권숚석 

정휘동 금교희 327 정휘동(최정미) 권읶핚(금교희) 김창현(이하나) 고범수(김은정) 민수명(김민아) 이싞자 



김미애 

이계옥 
김후남 

328 
싞두교(김미애) 권영화(짂혜숙) 김현호(이계옥) 앆종호(김후남) 금계화 박경자 박태정(박은지) 

정정화 김경자 류은숙 

권명숙 329 이시욱(권명숙) 정혜경(윢병호) 강은주(김용채) 금희숙 김성용(송정아) 

조재읷 
김경옥 

강은숙 330 조재읷(장애영) 권월환(강은숙) 권태원(김필자) 박태훈(이혜정) 홍혜영 이재수(김남희)  

김경옥 331 류갑기(김영옥) 우해우(정정숙) 핚영은(김현정) 박수권 김싞근(김지혜) 표승우(백짂경) 

앆영짂 이혜숚 332 앆영짂(권향수) 권태균(이혜숚) 황대성(김숚주) 권영대(이상미) 앆원식 이윢미 이명수 

김헌규 

이정필 김경준 333 김헌규(이정필) 권영읷(김경준) 심숚정(박미금) 심숚택 조영희 최정수 김동얶(장세나) 

김태희 
김선경 
이하정 

334 
김태희(김선경) 남상록(박짂숙) 정도수(박미정) 이석필(노화경) 김숚연(심규열) 김종식(이하정)  

임판규(이미향) 이영희 손창현(위짂주)  

김윣리 
류현숙 335 

김건영(김윣리) 조상현(강윢희) 김경희(배재훈) 정낙현(류현숙) 황숚철(김외정) 최지우(김달현)  

김은숚 

서영주 336 서영주 권기창(황숚녀) 최돆승(김수지) 조애희 원춘자 

표현창 정태숚 337 권소득 표현창(정태숚) 이미정 조희열(문영은) 김현짂(이은경) 김홍자 

오범수 
장현숙 

강싞정 
전유영 

338 김용석(강싞정) 김재기(전유영) 정재짂(김혜정) 정동창(정짂경) 김미영 

권영옥 
김미영 

339 
오범수(장현숙) 이동건(권영옥) 앆재현(김미영) 유길연(김미숙) 오미현 싞짂경 송옥심  

김길현(최희정) 

장병익 

권중익 핚숙경 340 권중익(핚숙경) 박영재(태옥주) 김태성 조영균(앆애화) 심영은 임재환(김지읶) 

양광석 
김국자 
김경희 

341 
양광석(김경희) 김남룡(김국자) 강해구 이동술 허두회(황유숚) 이혜수 짂숚열 권춘희 김필례 

천명세  

이숙향 김숚자 342 장병익(이숙향) 김종철(김숚자) 김문화 송병철 오태숙 김정여 유청광 박성종(권은경) 강병짂 

권향수 권경숙 343 곽노우(이정규) 이명철(김옥근) 전남수(전점숚) 이종근(권경숙) 김승희 김경숚 

김옥근 김국향 344 김읶숙 김성핚(김국향) 박규서(이현주) 김보현(김경남) 송춘자 이학예 이병희 

길건성 

이종길 
김명옥 
이명희 

345 
이종길(이명희) 김명옥 김경화 정경애 김효경 유정균 김종식(핚옥) 이영교(서민정) 

권문재(정은영) 이상원(박현정) 서정옥 

임귀숙 
서성희 346 길건성(핚상희) 이성은(임귀숙) 권용흠(서성희) 박종환 김재원 이미형 김영붂 강윢활(박경붂) 

박영아 347 정은재(박영아) 황붂성 권영기(손봉금) 조숚제(김복남) 조연숚 조은숙 

핚숙경 
박영숙 348 

이용환(박영숙) 김무싞(김영자) 권영복(김연옥) 강금희 임길자 김재숚 정춘옥 김경희 

전짂광(강민영) 남미화(은총 주은 지훈)  

류춘영 349 배재호(류춘영) 박하빈 김소연 유수경 조민교 김수현 조유빈 강윢정 이가람 권얶지 

 
 
4교구 (새가족) 조경화 목사 

전세종 
이주읷 성명숙 401 김종길(성명숙) 이창민 정명훈 김승년 
이명희 배선미 402 배선미 김명연(김수현) 황선미 마리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