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KBS 섬기는 이들 (date: 100222)
고문: 조영진, 대표간사: 유남호, 총무간사: 이정실

지역

WA/OR/CA

담당

진용진
Seattle 1: 서로이
(김성애)

IL/IN/MI TN/GA/AL
/KS
TX/OK/AR
김현주
Wheaton:
김현주,

한경준

Upland: 이정실

DC

MD

NJ/NY

PA/CT/MA

김종곤

박정수

권순욱

김보경

이정실

UTK: 한경준 NOVA-Ann: GU3:
주은노
서늘
GA/TX:
Wegmans:
GW:
한경준

(유하나)
Local Seattle 2: 장성원
IL-Chicago: 김영하*
Group
PSU: 윤성준*, 이은혜
안성원
(여진수)
OR/CT: 신용준
Purdue:
USC: 조예리, 조희진 김현주
(정승아), (이성훈)

VA

김종곤
이영은
Merrifield: (박윤홍)
최정현
DC Online:

ECM 1: 최승걸 기혼자매: 김보경 Dickinson:
최성욱*, 김경하
ECM 2: 박찬수 Bergenfield:
Harrisburg/Hershey:
임준혁
Manhattan 1: 호준
Queens: 이형주
Long Island:

토요모임: 허수진

(박신영)
MI-FH:

오세일
VCUA:

김희진

(김찬미)

이승원, 이용훈
황지원

--------

진용진, (이정수)
Diamond Bar 1:
이정실, (구정은)

Global 강보미* (성윤선),
Group
이은아
Diamond Bar 2:

Temple: 윤은혜*

Boston 2: 김주혜*, 양경희
(강모나), (김건영)

Knoxville:

VOM:

한경준
장원석

이준범
USPTO:

(박진선)
OK/AR:

(정윤주)

(김제연)

Danville PA: 권태성
박정수 권순욱, 손호준 임성우*
겨자씨 1: 조성숙,이소윤
AU
박성호,
기혼형제: 임성우
UPenn (online): 김상훈
(English):
Manhattan 2:
(정강훈)
김연주
이혜련, (강경원)
한은진
GU2:
Upstate NY: 전장배
이길회 BSB: 이진나
GU1:

김종곤

김민주

이정실, (구혜민)

PA-Suburb 2: 윤은혜

(김성기), (김현진)

국중현,
김혜영

PA-Suburb 1: 양지현

SUNY SB: 안다니엘, Boston 1: 김진광, 양시형

KU: 구혜린*
Fullerton 1:

(김수연), (김윤식)

UM1&2:

Queens-Brooklyn:

Joy: 박세희
Elkridge:
박세희
DS2: 손호준*

NKF/OPM
유남호
NKF-GULC: 이원규

OPM2: 이승환, 구건재, (김 이)

OPM7: 배주희*, (송시원), 김승윤

OPM9: 이참히*, 최성희

NKF-ARL: 이원민,

OPM3: 김은혜

OPM10: 김동한, 김상훈

OPM12: 한민준, (박보경)

(이나래)

OPM4: 고귀혜

OPM11: 양수현, (이승희), (이아름)

OPM13: 장영덕, (백진영), (이성훈)

NKF1/2: 김종민,

OPM5: 이견석, (이윤형)

OPM1: 정윤지, 고귀한, (서한나),

OPM8: 김희진, (주백규), (전정호)

설지연

OPM6: 민현정, 윤성로,(정연오), (이엘은)

OPM14: 서준용, (김수정), (정충현)

(금정현)

NKF3: 장지은, 김주희, (구자진)

NKF4: (이지성), (문정림)

* 캠퍼스책임간사, ( ): Teaching Coordinator

코디

PSU: 정동명, Diamond Bar 2: 박성연, 박지선, Upland: 이수경, 신영주
IL-Evanston: 송민철, KU: 이영민
Purdue: 오승환
GA: 주현아
VOM: 김영주
AU: 김현민, GU2: 정종민, GU3: 윤보미
Edgewater: 전성배, 윤수빈
OPM: (임지은), (오하얀) (김한결), (정승은), (임지혜)

안식년

[OR] 이지영, [CA] 정윤아, 유지연, (하경미), (정재용), 신동윤, 김혜리
[IL]: 신유정, 이초롱, (이윤조), [MI] 임주희
[GA]: 김운학, (조규원), (김형준), (서현식), [AL]: 신애희, [TX]: 김상일, 차은미, (오지연), 이윤진, [AR] 장지훈
[VA]: 맹근호, [MD]: 이형태, 강윤정, 김세미, (이서영), (함정호)
[NJ/NY]: 유선희, [CT] 박성열 [CT-Yale] 이성일, (김소연), [PA] (노요홍), (임민영)
[OPM]: 최선희, 이가빈, (김화선), 이재민. (고병은), (김혜수), (현정인), (박성균), (윤지영), 정승은

New Zealand NZ-KBS: 정해인*, 함준식, 서석민, 김태형, (전종성) / 안식년: 김다우미, 안솔
NZ-CBS: 함준식*, (고성윤), (김강한), (소윤주), (여유경), (김의진) / 코디: 강정호, 최우용, 조용범

K-KBS

덕성여대/충무로: 박우철
K-KBS1: 이윤선, 이지혜, (윤정원), (송다은), (김하늘), (유혜빈)
K-KBS2: 장영균
K-KBS3: 장나경, 김주혜

BSK

서울 건국대 (20 대): 김영주
서울 삼각지 (30 대): 서민경
Jesus Café 싱글 (40 대): 오은주
싱글 온라인: 이현숙
기혼 온라인: 신자은
온라인: 강미정*, (이은혜)
안식년: 윤형선, 노연숙

Alumni

[CA] 김하나, (노준영), 이선주, 정준형/김지숙, 김소은, 윤현숙, (조혜미), 김정현, [OR] 이제혁, [WY] 기드온, [WA] (Lois
Yi), (박은철), [NE] 이승연
[IL] (윤은주), 최현은, [TX] 이새롬, 김영훈, 이승경, 박지영, 김민성, 김종호/노진숙, (김은재), [AL] (김은혜), [NM]:
(한미혜), [CO] 오택일/권혜진, 황지성, [OK] (문종형), (이한별), [OH] (이다경), [MO] (김수지)
[NC] 이승민, (정민정), [GA] 김미경, 백시은 [TN] 고지현
[VA]: 김수현, (오정화), 정사빈, 맹현정, 김정수, 임현식, 장선희, 박은혜, 최규영, 유일수, 문지혜, 배성우, 최영심,
이은주, (송정미), 김유희, 안익태, 정준혁, (한송이), 김연미, 이인규, 정인성, 이화정, 최규진/안은경, 최희창, 정성진,
추영규
[DC]: 박소현, 김리경, 정현선, 김은숙, Ken Kang, 허정, 김기원, 류용선, 김삼열, 강미경, (천성민), 강동인, 김지은
[MD]: 이은정, 민선영, 윤지은, (Peter Lee), 홍지민, 나영균, 어승일, 홍선예, 유병석, 김세미, 임예슬, 이선경
[NY/NJ] 박재성, 조혜진, (최웅식), 김양선, (문주원), (임기수), 김민지, 채수안, 박지수, (장성재), (이승연), (김은정),
(염요한), 우아해
[MA] 이창수, [VT] 구양모/구민, 강정원, 김고운, [CT] 임란아, (정진), [RI] 이문실, [DE] 강석영, 권지예
Canada-UT: 김한나, (김애숙)
[한국]: 오세종, 최현실, 박갑선, 이주옥, 김지은, 이재옥, 최인영, 이주현, 신현주, 박지영, 주리애, 동고은, 이주남,
이귀희, 김혜진, 양현정, 양유리, 김여진, 최종훈, 홍성혁, 이은경, 홍선겸, (김강욱), 김문희, 이한의, 이헌미, 이민경,
구일모, 김지혜, 박현진, 차나영(인천), 장안리, 한솔, 윤효영/(김원국), (태정호)(부산), (조주현) (울산), 신혜선(숙대),
전해정 (국민대), 박세규 (광운대), 오영균 (수원대), 문상호 (성균관대), 서정아 (명지대), (김성부)(서울대),이광원,
김인동 (대전), (윤사명) (부평), 최지욱 (대구), 주리아 [평택, 캠프 험프리스], 홍승훈/김지혜, (정수빈), (박강노),
김현화, (한동우), (이석원), 김철우 (가천대), (윤병훈)
[기타]: 한세진 (홍콩), 정지웅/조은영 (캄보디아), 박효은(필리핀), 제현수(싱가포르)

전체 지원 간사

[온라인 사역 지원]: [IT팀] 김종민, 박윤홍
[Design팀] 이소윤, 설지연, 신동윤, 장시온, 김의진
[QT/BOY 지원] 이소윤, 김현주, 호준, 신유정, 양지현
[타 지역 지원 및 묵상 훈련]: 이일형, 유남호
[운영위원회]: 김종곤, 김현주, 유남호, 이정실, 임성우, 한경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