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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비전교회 2020-2021 조직 

당회 

Ø 당회장: 담임목사 

Ø 당회원: 강성광, 김훈상, 이경우, 이윤수(서기), 전병일 (가나다순)  

선교위원회 

Ø 위원장: 담임목사 

Ø 당연직위원: 선교센터코디(이윤수, 전병일,) 재정회계부장 (김훈상)  

Ø 임기직위원: 고재홍, 박재표, 이광수, 송재복, 이완, 백유선, 안진원, 이지현, 정미영, 호유정 (임기는 1년이며 중임 가능) 

중보기도 사역 (코디: 강대이 목사 / 간사: 강정은 전도사) 

Ø 중보기도팀 (팀장: 각 초원목녀들) 화요기도회 및 목요기도회 

찬양팀 사역 (코디: 강연직 전도사 예정)/ 강홍구 (부장), 이명수 (총무) 

Ø 주일찬양팀: 김미연 (Liaison) 
악기: 이명수(드럼), 김하성 (베이스), 구본일 (일렉기타), 김미연 (1st 키보드), 이지예 (2nd 키보드), 손두연 (어쿠스틱기타) 

싱어: 권사라, 서종현, 석봉은, 손두연, 최성우 외 추가모집 중 / 자막: 방명배, 이지은, 김동호(후보) 외 추가모집 중 

음향: 고정복, 강홍구(sub), 송재근, 이양욱(sub) 외 추가 모집 중 

Ø 주일 1부 찬양  반주: 노민자/ 음향: 정승훈 

Ø 금요 찬양팀:  김유선(Liaison)  
악기: 이명수/한현석(sub)/김광복(sub)(드럼), 김하성/이세용(sub) (베이스)외 추가모집 중, 구본일 (일렉기타)외 추가모집 중, 

      임성진(어쿠스틱기타), 김유선(1st 키보드), 김지원(2nd 키보드) 

싱어: 이어서, 이명선, 이지명, 유경원 외 추가모집 중 

자막: 방명배, 이지은 외 추가모집 중 / 음향: 송재근 외 추가모집 중 

Ø 저녁기도회 찬양팀: 이지예 (Liaison) 
인도: 구본일, 김하성, 백원재, 서종현, 이명수, 이어서, 임성진(후보) 

악기: 구본일, 김광복, 이명수, 한현석(드럼), 김미연, 김유선, 이민정, 이지예(키보드), 김하성, 백원재, 김영웅(베이스) 

    외 추가모집 중 

자막: 방명배, 이지은, 김동호, 김미연, 서동환 외 추가모집 중 

Ø 자막팀: 서동환(신입팀장): 김동호, 박민혜, 오세희, 이윤, 이지은 

Ø 음향팀: 송재근, 고정복, 정승훈, 강홍구(후보), 이양욱(후보) 외 추가모집 중 
 

찬양대 사역 (코디: 김훈상 장로) 

Ø 마라나타 찬양대 (부장: 강태우 집사) 

지휘 :  김유나/ 부지휘자 : 김하성/ 반주자 : 피아노-김유선, 정숙희, 민보람, 이지영  가사번역-서종현, 이지명 

소프라노 : 송선미(파트장), 김유나, 노윤숙, 이승은, 정숙희, 김혜경, 임지현 

엘토 : 권영미(파트장), 서영안, 안소연, 안진원, 이영선, 최은실 

테너 : 황사무엘(파트장), 김훈상, 김하성, 강경상, 김재홍, 이상건, 송학주 

베이스 : 엄학용(파트장), 강태우, 오원석, 이상건, 정종현, 장진혁, 문재현 

 

제1사역부 (코디: 이경우 장로) 

Ø 예배지원 사역 : 이완 집사 (부장) 

예배기술지원팀 (신입팀장:강성훈) – 주중 온라인 기도회: 고정복, 김남호, 문재현, 최영린 / 온라인 영상기술지원 : 백원재 

예배준비팀 (팀장: 이지은) - 강대상준비: 이지은(1,2부, 금요) / 자모방관리: 오정미/ 주보접기: 김성주, 김순지, 송인섭, 황규례 

동시통역기기관리: 김연정, 함영순 

Ø 새가족사역 : 오장석 집사 (부장) 
새가족팀 (팀장: 김태욱) – 송미령, 송은주 

바나바팀 (팀장: 최순미) – 김지원, 이빛나, 최영미, 현혜원/  정보관리팀 (신입팀장: 윤상혁) 

주차관리팀 (팀장: 조의제) : 김동호, 이준욱, 조경욱, 김영관 

Ø 친교 및 훈련 지원 : 이광수 집사 (부장) 

친교봉사팀 (팀장: 고성애) /  키친봉사팀 (팀장: 함영순) 

꽃봉사팀 (팀장: 노혜주) –김수민, 김슬기, 이소연, 이정미 

훈련준비팀 (팀장: 김미연) – 강태우 

Ø 웹/홍보사역 : 정승훈 집사 (부장) 

웹관리팀 (팀장: 한현석) – 김진동 

홍보팀 (팀장: 신승헌) 

영상제작팀 (팀장: 정승훈) : 양찰리, 김광복, 유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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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역부 (코디: 강성광 장로) 

Ø 건물지원 사역 : 박재표 집사 (부장) 

환경관리팀 (팀장: 이어서) – 김하성, 안진원, 전영덕, 정정수, 조현경, 추지연 

시설유지팀 (팀장: 최호영) –권경민, 박민구, 오원석, 이봉복 

Ø 서무지원 사역 : 전진균 집사 (부장) 

지킴이팀 (팀장: 황사무엘) – 전영덕(화), 이봉복(수), 김순지(목) 

복사기관리팀 (팀장: 유우철) – 김민선(오피스비품관리) 

Ø 전도지원사역 : 이준욱 집사 (부장) 

거리전도팀 (팀장: 이준욱) –조의제, 박재표, 백원재, 김동호, 호유정, 정영선, 양차선, 임옥숙, 박두순, 김순지, 김순자, 김성주,  

                          백유선, 이승은, 추지연, 손두연, 유재권, 민보람 

새소식반팀 (팀장: 이소연) - 이지예, 김미연, 이정미, 송선미, 최혜육 

Ø 지역사회 봉사사역 : 이용수 집사 (부장) 

구제봉사팀 (신입팀장 : 김슬기) 

Social Work팀 (신입팀장: 최순미) 

양로원 전도팀 (신입팀장: 이은주) 

교도소 전도팀 (신입팀장: 조의제) - 이용수 

지역선교 사역 (코디: 김건표 목사) 

지역1팀 (팀장: 이지현) 

지역2팀 (팀장: 정미영) 

팀원: 권사라, 김슬기, 김연정, 백유선, 석봉은, 안진원, 유경희, 이소연, 이영선, 이승은, 이자영, 오준희, 주은희, 정현정, 최희영,  

최성우, 호유정, 홍재현 

선교 센터  

제1지역 선교 코디: 이윤수 장로 (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터키, 이집트, 북아프리카) 

제2지역 선교 코디: 전병일 장로 (현, 북인도, 네팔, 미얀마, 일본, 중국) 

아시아 선교 지원팀 (팀장: 이광수) 

중동 선교 지원팀 (팀장: 박재표 ) / 선교행정팀 (팀장: 송재복) 

선교바자팀 (팀장: 호유정) / 영상 홍보 선교팀 (팀장: 정승훈) / 중보기도팀 (팀장:백유선) 

재정회계부 : (코디:  김훈상 장로) 

Ø 수입회계사역: 최영준 집사 (부장) 
계수팀 (팀장: 최헬렌) –정미영, 우수정, 홍민희, 황성원, 황윤자, 최효은 

Ø 지출회계사역: 방명배 집사 (부장) 
지출 및 Payroll팀 (팀장: 방명배) – 이상건 권사라 

공동의회 감사 

Ø 감사팀 (팀장:최혁만, 김하성) 

주일학교 

주일학교사역: 최영린 집사(부장)  

Ø 영유아부 Ministry : 강정은 전도사 

Director: 최현정 

교사: 1세: 류경민, 한진슬, 2세: 홍민희, 이현영, 3세: 엄신영, 조한나, 4세: 우성현, 정윤정, Sub: 고아영  

     / Childcare 코디: 송선미  

Ø Children Ministry: 강정은 전도사 

Director: 이정미 

Ø 교사: 이소연, 이현옥(Kinder), 김민선, 김현성(1학년), 송재복(2학년,저학년 찬양), 최헬렌 (3학년), 오준희, 허정화(4학년), 민보람 

(5학년), 서동환(저학년 찬양, 대체교사), 김동호 (대체미디어) 

Ø Youth Ministry: Samuel Choi전도사  

YM 선교코디: 고재홍 /  Director: 김상학  /  Parent Liaison: 황윤자 

교사 : 백원재, 오복균, 오지민, 유우철, 이어서, 최헨리, 호유정, 홍재현, 윤데비 
 

KM 대학청년 (사역자: 송민호 강도사/ 부장: 김태욱)   목자: 김태욱/박설, 허정화 

EM 사역 (코디: 이경우 장로, 사역자: Peter Kim 목사) 

목자: 이경우/이영순, 고석준/고세훈, 서종현/송선미, 오경훈/김미리, Charlie Lui/오복균 

 

행정담당 : 송민호 강도사 

※ 혹시 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은 송민호 강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