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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재정위원회 재정팀 •예산위원회

제 직 회 감사위원회 감사팀

당   회 선교위원회 선교팀

찬양위원회 1부 찬양대 • 2부 찬양대

예배위원회 예배팀 • 멀티미디어팀

교육위원회 유치부 • 초등부 • 청소년부

섬김위원회 새가족팀 • 주차봉사팀 • 예배안내팀

교역위원회 교역자실 • 디자인팀 • 기획건축팀

절기위원회 절기팀 • 성례전팀

관리위원회 경조사팀 • 환경팀 •교적관리팀
주방팀 •예배준비팀

양육위원회 교육팀 •양육팀 •가정학교팀

2청년위원회 청년2부

1청년위원회 청년1부

샘터지기회 장년1교구 장년2교구 예배팀샘터

청년1부 청년2부

자치회 에녹 유니게

보아스 루디아

요셉 에스더

주내힘교회�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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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임무

위원회 직� � 무

재정위원회 교회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감사위원회 각 기관의 재정을 감사한다. 
선교위원회 선교팀의 제반 사항 및 재정을 집행한다. 

찬양위원회 1, 2부 찬양대 관리와 예배의 음악에 관한 사항을 협
력한다.

예배위원회 예배팀과 멀티미디어팀을 담당하고 예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율한다.

교육위원회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의 제반 교육 및 교사들의 
활동을 담당한다.

섬김위원회 새가족팀, 주차봉사팀, 예배안내팀을 담당한다.
교역위원회 교역자실, 디자인팀, 기획건축팀을 담당한다.
절기위원회 절기팀, 성례전팀의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관리위원회
경조사팀, 환경팀, 교적관리팀, 주방팀, 예배준비팀을 
담당하고, 전체 위원회의 공식 문서 보관 및 교회 건
물관리의 전반을 담당하며 이에 관련된 상가번영회 
및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담당한다. 

양육위원회
교육팀, 양육학교, 가정학교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청・장년 교인을 대상으로 양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2청년위원회 청년 2부의 교육 및 제반 활동을 담당하고 양육한다.
1청년위원회 청년 1부의 교육 및 제반 활동을 담당하고 양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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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직임�현황

 • 당�회

임원
당회장 김남국  담임목사

서  기 오호진  장로

회원
김인석 장로, 양신환 장로, 김영복 장로(피택), 
김은성 장로(피택), 김영석 장로(피택),
이  영 장로(피택)

 • 제직회
회  장 김남국 담임목사

서  기 정규용  집사

 • 공동의회
회  장 김남국 담임목사 

서  기 오호진 장로

부서기 정규용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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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인석 장로 

재정팀
팀 장 김은성 장로(피택)
팀 원 주용 집사, 남기용 집사, 문현걸 집사

예산위원회

김인석 장로, 오호진 장로, 양신환 장로,
김은성 장로(피택), 김영석 장로(피택),
이  영 장로(피택), 
남기용 집사, 안영수 집사, 홍원기 집사

 •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장로(피택)
위 원 전금주 집사, 오선영 집사

 • 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장로(피택)
선교팀 팀 장 김영석 장로(피택)

• 찬양위원회 위원장: 오호진 장로 / 담당교역자: 서찬극 목사

찬
양
대

1부 찬양대 팀장 안영수 집사

1부
찬양대

지휘자 박인실 집사
반주자 조수연 
총  무 문지영  
회  계 이소연 집사

2부 찬양대 팀장 안영수 집사

2부
찬양대

지휘자 박인실 집사

반주자
이경숙
이진영
하은애 

총  무 이초은
회  계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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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위원회 위원장: 이영 장로(피택) / 담당교역자: 이사야 교육목사

예배팀

팀  장 이  영 장로(피택)
찬양사 소진영 집사

인도자

소진영 집사

임정열 집사

정요셉 집사

멀티미디어팀
영상팀장 정규현 집사

음향팀장 박찬민 집사

• 교육위원회 위원장: 양신환 장로 / 담당교역자: 김지원 국장

유치부

부  장 홍성민 집사

교역자 정욱희 교육전도사

총  무 최혜옥

회  계 최소은

초등부

부  장 박진호 집사

교역자 김혜선 전도사

총  무 김하람 

회  계 안재성

청소년부

부  장 김미숙 집사

교역자 이사야 교육목사

총 무 김지운 

회 계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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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김위원회 위원장: 김승헌 목사 

새가족팀

팀 장 김인환 집사

총 무 박치원 

회 계 양은혜 

주차봉사팀 팀 장 배한진 집사

예배안내팀
1 부   장년부
2 부   청년부

• 교역위원회 위원장: 서찬극 목사
교역자실

팀 장 서찬극 목사
회 계 김혜선 전도사

디자인팀 팀 장 주  용 집사

기획건축팀 팀 장 최영희 집사

• 절기위원회 위원장: 황시온 목사
절기팀

팀 장 노수민
회 계 청년2부 회계

성례전팀
팀 장 이희자 권사
팀 원 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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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목사
경조사팀 팀 장 김영복 장로(피택)
환경팀 팀 장 최영희 집사

교적관리팀 담당교역자 김정환 목사

주방팀

팀 장 김은혜A 집사

부팀장

박희진 집사

전은주 집사

최수영 집사

회 계 전옥주 집사

예배준비팀 예배전청소  보아스, 요셉, 루디아, 에스더, 유니게

 • 양육위원회 위원장: 김지원 국장 

교육팀 팀 장  김혜선 전도사

양육팀 팀 장  정욱희 교육전도사

가정학교팀 팀 장  이사야 교육목사

• 2청년위원회 위원장: 황시온 목사 / 부장: 박태용 집사
청년2부 샘터지기

• 1청년위원회 위원장: 김승헌 목사 / 부장: 남기용 집사
청년1부 샘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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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담임목사 김남국 목사

부교역자

김정환 목사 장년1교구 • 관리

서찬극 목사 장년2교구 • 교역

황시온 목사 청년2부 • 절기

김승헌 목사 청년1부 • 섬김

김지원 국장 교육총괄 • 양육학교

이사야 교육목사 청소년부

김혜선 전도사 초등부

정욱희 교육전도사 유치부

찬양사 소진영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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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직

시무장로 김인석 양신환 오호진

피택장로 김영복 김영석 김은성 이영

은퇴권사 김정자

권    사 김명순 문경순 이희자

서리집사
(남자_41명)

고수근 곽동규 김성식 김수한 김은헌 김인환 김형도

김형진 남기용 남현우 류동환 문현걸 박경범 박종근

박준성 박진호 박찬민 박찬재 박태용 배한진 변대식

서장석 소현수 안영수 오주한 유경락 이경원 이광수

이승훈 임선호 임호 장용익 정규용 정규현 조영철

주용 최영희 최용성 한상구 홍성민 홍원기

신임
서리집사

(남자_11명)
김기원 김지호 김호진 봉기용 이상훈 이선우 임정열

장정식 정양민 정요셉 최홍준

서리집사
(여자_51명)

구혜민 김경진 김미숙 김성미 김성신 김영덕 김영신A
김용욱 김유정A 김윤희A 김은혜A 김은희 김진연 마정옥

박미선 박미연A 박인실 박정희 박지원 박희진 백진화

소진영 심명혜 오선영 오희봉 유정주 이경란 이선미

이소연 이오은 이재희 이주현B 이한나 이현정 이혜령

임성현 전금주 전옥주 전유미 전은주 전희영 정재린

조소희 조유민 최선아 최수영 홍경희A 홍은미 홍희진

황선희 황인혜

신임
서리집사

(여자_12명)
김미화 문아주 문재원 박동글 박연숙 윤금낭 윤순열

이진화A 지현주 진경희 최미나 황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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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 사

교육위원장 양신환 장로

교육 총괄 김지원 국장

유치부

부장 홍성민 총무 최혜옥 회계 최소은
강석진 김가진 김성민 김소영B 김수아 김희진 나영임
박재민 박진명 박채연 배민식 성세희 신하엘 양미소
양지원 이은혜 이지애 이한나 정세현 정하은 차민정
최문희 최수아 최혜린 한하은 홍우림

초등부

부장 박진호 총무 김하람 회계 안재성
김영신B 김영신C 김은진B 김재환 박주영B 박주은 신동석
양소미 양은미 오병하 윤가영 윤지영 이요한 임채린
장두환 전석구 정수지 최예찬 하은애 하정률 한상임
한정희

청소년부

부장 김미숙 총무 김지운 회계 임지혜
강지향 김시현 김지혜B 김찬빈 명창아 문주환 서태원
송예은 윤은구 이소망 이은솔 이정호 장은광 장지석
전은지 정은용 최재영 최지연 최찬양 현보영 홍경희B

자치회�임원

회장 총무 서기 회계
에  녹 김영복 변대식 김형진
유니게 김영덕 김성신
보아스 김수한 김호진 문현걸 임호
루디아 백진화 이오은 홍희진 박연숙
요  셉 박치원 이상훈 김정연 김동영
에스더 김미화 홍정은 차지숙 윤금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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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대

1부 찬양대 
팀장 안영수

지휘 박인실 반주 조수연 총무 문지영
회계 이소연 악보 문지영 부악보 김세림

소프라노

파트장 홍희진
고은미 권지윤 김복현 김세림 김윤희 김으뜸 김현욱 문재원
문지영 박미나 박지숙 박혜리 이소연 임성현 전금주 조은영
최선아 최형은

알토 파트장 박미선
김향해 백진화 양선애 양은진 오나영 오선영 이오은

테너
파트장 정양민
김은헌 김휘영 안영수 이경원 이상훈 임홍균 장정식 주 용
한충만

베이스 파트장 문현걸
류한성 민인기 이광수 장용익 정규용 정재호

앙상블
악장 이혜령

바이올린 길소천 김선화 변하연 이혜령 플루트 김주희
피아노 조수연 첼로 김미예

2부 찬양대
팀장 안영수

지휘 박인실 반주 이경숙 이진영 하은애
총무 이초은 회계 김선미 악보 고태현 

소프라노
파트장 김선미
김다애 김민정A 김신복 김호연 김희소 문지영 서호정 여종현
이미영 이은지

알토
파트장 하정민
강진주 국평원 송수지 신유미 오지영 이은미 이진화 이초은
최아름 한주희

테너 파트장 이진호
고태현 박나서 윤성민 조계범

베이스 파트장 김을
김진민 서정화 신영록 안영재 정지성

앙상블
파트장 김자혜

바이올린 김자혜 김하영 플루트 이소망
첼로 권은채 편곡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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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팀

팀장 이영
찬양사 소진영

예배인도 소진영 임정열 정요셉
회계 김지은

보컬

파트장 박미연A 이승훈
소프라노 구혜민 김누리 김희주 박미연A 이주희 정재린

알토 박시원 박은진 이가영 이슬

테너
김필석 박준성 봉기용 이승훈 임홍희 전범수
차대범

연주자

파트장 이민영
건반 김지은 박금진 이민영
기타 이영 장예진 베이스기타 김시영 이동원
드럼 추창완 홍지혜 색소폰 김동건

멀티미디어팀

영상팀장 정규현 자막 강진주 오성환 장은애
음향팀장 박찬민 팀원 박찬재

새가족팀

팀장 김인환
총무 박치원 회계 양은혜

팀원
김동영 김민기 김유정A 김주희A 김진주 박효진 소현수
우찬양 원가빈 윤보라 이동규 이주현B 이지선A 이혜인
전유미 최에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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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봉사팀

팀장 배한진

팀원 고수근 김건우 김도훈 김형도 김혜선B 배진성 신종민
윤선희 이기헌 임병완 최은재

예배�안내팀

1부 안내
요셉 보아스

김영석 김은성 남기용 최영희 홍원기 김수한

2부 안내
팀장 이주현B 총무 고미화 회계 이안나

김솔님 김슬기B 노수민 변지선 이혜인 임승희

재정팀

팀장 김은성
팀원 남기용 문현걸 주용

선교팀

팀장 김영석

절기팀

팀장 노수민

팀원 고은석 김근령 김예원 변지선 설소연 이수진 이요한
정하은 주은선 최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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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전팀

팀장 이희자
팀원 문경순 김명순

디자인팀

팀장 주용
팀원 김기원 박은조 이기쁨 이미영 임홍희

기획건축팀

팀장 최영희

경조사팀

팀장 김영복
총무 장용익 

환경팀

팀장 최영희

교적관리팀

팀장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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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팀

팀장 김은혜A 회계 전옥주
부팀장 박희진 전은주 최수영

김민정C 김선미 김유정A 김윤희 김은혜B 김은희 마정옥
여성팀 방윤이 손정은 오지영 우찬양 유수아 이주현B 이지선A

임진숙 지현주 진경희

남성팀
고태현 김인환 김정섭 김지호 김호진 박경범 소현수
이창명 한성욱

예배�준비팀

자치회
보아스 요셉
루디아 에스더 유니게

양육위원회

교육팀 팀장 김혜선
양육팀 팀장 정욱희

가정학교팀 팀장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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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부�샘터지기

1 교구
김은성 임성현 홍원기 박송이 김형진 조유민 곽동규 윤금낭
김호진 박연숙 장용익 전은주 정규용 백진화 김형도 김은희
이선우 지현주 문현걸 이오은 최홍준 진경희 차대범 이주란
김수한 홍경희 이희자 오희봉 박정희 홍은미 황선희

2 교구
박진호 박희진 최영희 박미선 김영석 이혜령 이상훈 박동글
송호수 김희주 임정열 박은조 김상남 이소연 김기원 김미화
김지호 최미나 안영수 오선영 류동환 문아주 이경원 황인혜
이은경A

예 배 팀
박미연 정재린 이승훈 정요셉

청년부�샘터지기

청년 1부
부장 남기용

임원 지기장 임세윤 총무 김근령
서기 차성현 회계 변한나

청년지기
강민영 김근령 김문혜 김하영 변한나 서해인A
양승완 임세윤 임홍지 차성현 최민 한상진
홍준기

청년 2부
부장 박태용

임원
지기장 오지영 총무 성온유
서기 최아름 임홍희 회계 김혜선B

그룹장 고태현 박나래 노수민 김주희A

청년지기

고태현 김용석 김윤미 김주희A 김혜선B 김희진
노수민 박나래 성온유 양한열 오지영 이초은
이후남 임진숙 임홍희 전석구 차민정 천지원
최상은 최승진 최아름



* 착오나 누락이 있을 시 김정환 목사에게 알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