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 명단

순번 지방 교회 직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허입년도 자격
1 남가주 경은 기관파송 범민훈 남 1966.11.19 2016 정회원
2 남가주 경은 기관파송 안데이빗 남 1983.12.5 2014 정회원
3 남가주 남가주나눔의 담임목사 이재삼 남 1957.8.15 1993 정회원
4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기관파송 송충섭 남 1959.3.26 1992 정회원
5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기관파송 임한욱 남 1988.5.16 2017 정회원
6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담임목사 임승호 남 1957.5.29 1996 정회원
7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부목사 박인수 남 1981.7.26 2011 정회원
8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선교사 최헌 남 1955.1.27 1996 정회원
9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장로 한욱 남 1957.12.29 2010 평신도
10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장로 정석철 남 1963.12.29 2018 평신도
11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권사 한용옥 여 1959.10.1 2003 평신도
12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권사 박영숙 여 1956.12.24 2007 평신도
13 남가주 남가주빌라델비아 권사 전귀옥 여 1965.11.10 2015 평신도
14 남가주 로고스제일 담임목사 강진수 남 1962.11.26 1998 정회원
15 남가주 말씀153사랑 담임목사 서희숙 여 1968.6.4 2005 정회원
16 남가주 사랑한미 담임목사 이성필 남 1975.11.24 2010 정회원
17 남가주 샬롬 담임목사 최성범 남 1958.5.18 1989 정회원
18 남가주 샬롬 장로 조래복 남 1953.1.7 2020 평신도
19 남가주 얼바인 담임목사 오수남 남 1963.1.27 1996 정회원
20 남가주 올네이션스 담임목사 김병두 남 1979.8.23 2017 정회원
21 남가주 월드비전 담임목사 홍신일 남 1979.12.19 2013 정회원
22 남가주 주사랑 담임목사 박병구 남 1973.2.3 2004 정회원
23 남가주 주생명 담임목사 남궁승준 남 1962.8.26 1994 정회원
24 남가주 진리 담임목사 권혁 남 1970.3.27 2004 정회원
25 남가주 참 담임목사 곽성자 여 1960.11.17 1991 정회원
26 남가주 큰믿음 담임목사 엄중호 남 1957.11.18 1991 정회원
27 남가주 큰빛 담임목사 조헌영 남 1956.4.15 1993 정회원
28 남가주 큰빛 부목사 장종일 남 1970.10.25 2019 정회원
29 남가주 큰빛 장로 김은희 여 1953.7.14 2008 평신도
30 남가주 클레아몬트 담임목사 송민환 남 1982.3.10 2020 정회원
31 남가주 팔로스버디스 담임목사 조계찬 남 1963.4.19 1995 정회원
32 남가주 팜스프링스한인 담임목사 박성일 남 1974.1.22 2003 정회원
33 남가주 팜스프링스한인 부목사 정두진 남 1981.1.14 2011 정회원
34 남가주 한길 담임목사 이길준 남 1971.11.5 2004 정회원
35 남가주 한길 장로 최인영 남 1958.5.25 2007 평신도
36 미동남부 머틀비치 담임목사 이용걸 남 1969.4.19 2001 정회원
37 미동남부 생명샘 담임목사 윤철호 남 1964.7.25 2011 정회원
38 미동남부 샬롬 담임목사 김학수 남 1975.2.1 2013 정회원
39 미동남부 애틀랜타광림 담임목사 류도형 남 1952.10.20 1986 정회원
40 미동남부 어거스타시온 담임목사 정찬의 남 1966.12.05 2000 정회원
41 미동남부 어번 담임목사 이병수 남 1969.2.1 2002 정회원
42 미동남부 에바다 담임목사 이종만 남 1953.1.1 2003 정회원
43 미동남부 오펠라이카안디옥 담임목사 이영우 남 1967.11.15 1998 정회원
44 미동남부 조지아동산 담임목사 류재영 남 1957.6.10 2020 정회원
45 미동남부 차타누가 담임목사 김황남 남 1966.3.24 2011 정회원
46 미동남부 컬럼버스 담임목사 김우영 남 1974.8.15 2006 정회원
47 미동남부 탬파제일 담임목사 신장희 남 1980.9.14 2019 정회원
48 미동남부 펜사콜라한인 담임목사 김한표 남 1974.3.6 2008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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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방 교회 직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허입년도 자격
49 미동남부 포트피어스한인 담임목사 김선용 남 1968.4.15 2003 정회원
50 미동부 뉴저지제일 담임목사 최성남 남 1962.1.15 2013 정회원
51 미동부 뉴저지청암 기관파송 박효숙 여 1961.5.10 2019 정회원
52 미동부 뉴저지청암 담임목사 김태수 남 1957.11.28 2015 정회원
53 미동부 두나미스 담임목사 민경용 남 1968.11.18 2002 정회원
54 미동부 들꽃 담임목사 홍덕진 남 1970.8.1 2012 정회원
55 미동부 브니엘 담임목사 윤병철 남 1977.8.31 2008 정회원
56 미동부 사랑의 담임목사 권덕이 남 1965.1.16 1996 정회원
57 미동부 샘이깊은 담임목사 이선구 남 1963.12.13 1994 정회원
58 미동부 선한이웃 담임목사 정인식 남 1979.7.29 2014 정회원
59 미동부 아멘 담임목사 전국천 남 1962.2.10 2001 정회원
60 미동부 열방사랑 기관파송 강혜영 여 1963.6.9 2011 정회원
61 미동부 열방사랑 담임목사 김성도 남 1956.6.24 1991 정회원
62 미동부 예닮 담임목사 이장규 남 1963.6.9 1997 정회원
63 미동부 온유 담임목사 안대원 남 1964.8.1 1995 정회원
64 미동부 푸른들 담임목사 박성철 남 1958.2.20 1990 정회원
65 미동부 피츠버그 담임목사 이종만 남 1963.9.27 1997 정회원
66 미동부 필라델피아 담임목사 박치호 남 1979.5.11 2009 정회원
67 미동부 하비스트 담임목사 조동수 남 1958.4.1 2009 정회원
68 미동북부 NY Pillar 담임목사 고성민 남 1983.7.1 2015 정회원
69 미동북부 글로벌미션보스톤 담임목사 이준호 남 1972.7.9 2003 정회원
70 미동북부 뉴욕비전 담임목사 김연규 남 1964.5.14 2019 정회원
71 미동북부 뉴욕성문 담임목사 김성철 남 1960.9.3 1999 정회원
72 미동북부 뉴욕엘림 담임목사 고요한 남 1957.6.18 1997 정회원
73 미동북부 뉴욕한인제일 담임목사 송인규 남 1972.12.03 2002 정회원
74 미동북부 뉴욕한인제일 장로 권인태 남 1956.2.15 2009 평신도
75 미동북부 뉴욕한인제일 장로 방남인 남 1960.3.10 2017 평신도
76 미동북부 라이코스 담임목사 김광식 남 1957.1.30 1986 정회원
77 미동북부 로즐린한인 담임목사 김사무엘 남 1967.9.3 2003 정회원
78 미동북부 목돌선교 담임목사 인성재 남 1971.7.19 2003 정회원
79 미동북부 새하늘 담임목사 임성균 남 1971.5.28 2000 정회원
80 미동북부 애머스트은혜 담임목사 배동혁 남 1972.9.5 2006 정회원
81 미동북부 웨체스터한빛 담임목사 신성근 남 1984.6.2 2016 정회원
82 미동북부 좋은목자 담임목사 김신영 여 1964.1.20 2017 정회원
83 미동북부 주님의 담임목사 김웅태 남 1969.10.31 2003 정회원
84 미동북부 청암 담임목사 차철회 남 1961.10.16 1994 정회원
85 미동북부 케임브리지한인 담임목사 김태환 남 1952.1.4 1984 정회원
86 미동북부 퀸즈 담임목사 이철윤 남 1962.9.13 1995 정회원
87 미동북부 퀸즈 부목사 박성민 남 1977.4.12 2021 정회원
88 미동북부 퀸즈 장로 현창용 남 1965.7.3 2020 평신도
89 미동북부 흰돌제일 담임목사 김택용 남 1958.5.24 1995 정회원
90 미서남부 LA새중앙 담임목사 이대교 남 1982.1.15 2013 정회원
91 미서남부 글로벌 담임목사 이영명 남 1964.8.1 1993 정회원
92 미서남부 나성동산 기관파송 정진식 남 1962.8.18 1999 정회원
93 미서남부 나성동산 담임목사 이경환 남 1968.11.7 2011 정회원
94 미서남부 나성동산 권사 양영숙 여 1954.4.12 1991 평신도
95 미서남부 나성동산 선교사 정화진 남 1965.2.20 1999 정회원
96 미서남부 대망 담임목사 이창로 남 1962.12.28 2000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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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서남부 벤츄라 담임목사 김민영 남 1968.3.17 1998 정회원
98 미서남부 빈들 담임목사 김용조 남 1960.3.15 1993 정회원
99 미서남부 새생명 담임목사 지성은 남 1966.1.15 1993 정회원
100 미서남부 생수의강 담임목사 박찬길 남 1964.8.25 1996 정회원
101 미서남부 성림 담임목사 배종완 남 1968.11.28 2003 정회원
102 미서남부 성림 권사 윌리엄 남 1967.7.22 2021 평신도
103 미서남부 성바울 담임목사 오광탁 남 1960.10.24 2020 정회원
104 미서남부 성바울 장로 이흥주 남 1953.2.23 1996 평신도
105 미서남부 솔트레익 담임목사 박승수 남 1963.10.8 1994 정회원
106 미서남부 시편 담임목사 박상훈 남 1969.9.24 2013 정회원
107 미서남부 시편 부목사 박정은 남 1983.10.27 2011 정회원
108 미서남부 엘에이중앙 담임목사 정동광 남 1956.12.25 1990 정회원
109 미서남부 주님마음 담임목사 김덕선 남 1960.11.17 1991 정회원
110 미서남부 주이레 담임목사 전석호 남 1954.2.9 1989 정회원
111 미서남부 초대 담임목사 양수용 남 1968.9.20 2003 정회원
112 미서남부 한마음 담임목사 정병준 남 1960.5.25 1997 정회원
113 미서남부 핸더슨한인 담임목사 김덕억 남 1971.12.2 2002 정회원
114 미서북부 목양 담임목사 김순호 남 1961.11.22 1997 정회원
115 미서북부 벨뷰한인 담임목사 강정원 남 1973.3.30 2005 정회원
116 미서북부 북가주한인 담임목사 신창순 남 1964.7.29 1999 정회원
117 미서북부 샌프란시스코선교 담임목사 현진광 남 1971.1.29 2005 정회원
118 미서북부 샌프란시스코참빛 담임목사 하시용 남 1962.7.3 2003 정회원
119 미서북부 선한샘 담임목사 김지성 남 1968.2.7 2000 정회원
120 미서북부 선한샘 부목사 김성호 남 1984.2.4 2021 정회원
121 미서북부 선한샘 선교사 송재호 남 1969.1.19 2002 정회원
122 미서북부 시애틀금란 담임목사 홍승연 남 1977.2.18 2007 정회원
123 미서북부 알래스카하나 담임목사 정용국 남 1972.1.1 2003 정회원
124 미서북부 에벤에셀 담임목사 김환중 남 1962.6.6 2002 정회원
125 미서북부 에벤에셀 부목사 임봉대 남 1960.8.19 정회원

126 미서북부 워싱턴영화 담임목사 민관영 남 1973.5.19 2006 정회원
127 미서북부 자유 담임목사 이진우 남 1968.8.1 2000 정회원
128 미서북부 좋은 담임목사 고척일 남 1974.5.22 2006 정회원
129 미서북부 주님의평화 담임목사 홍용선 남 1958.8.15 2006 정회원
130 미서북부 페어필드한인 담임목사 양성덕 남 1968.6.19 2002 정회원
131 미서북부 포도나무 담임목사 정주성 남 1961.1.26 1993 정회원
132 미서북부 한마음사랑 담임목사 고용국 남 1983.4.25 2017 정회원
133 미중남부 가족 담임목사 정윤철 남 1973.4.19 2005 정회원
134 미중남부 갈릴리 담임목사 윤은철 남 1956.7.12 1989 정회원
135 미중남부 겨자씨 담임목사 정병화 남 1970.3.24 2002 정회원
136 미중남부 레븐월스 담임목사 최진호 남 1966.8.26 2007 정회원
137 미중남부 로고스 담임목사 김오연 남 1966.3.15 1996 정회원
138 미중남부 볼더아름다운 담임목사 정다운 남 1982.2.10 2012 정회원
139 미중남부 새삶 기관파송 이재희 여 1968.3.1 2017 정회원
140 미중남부 새삶 담임목사 공병영 남 1956.1.6 1990 정회원
141 미중남부 수정 담임목사 박찬기 남 1986.8.14 2021 정회원
142 미중남부 에블린한인 담임목사 박정훈 남 1968.8.8 2004 정회원
143 미중남부 엠포리아비전 담임목사 임일호 남 1975.2.9 2012 정회원
144 미중남부 캔사스임마누엘 담임목사 허장 남 1962.2.12 1997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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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미중남부 한인감리 담임목사 임창구 남 1957.3.13 1988 정회원
146 미중북부 데이튼한인은혜 담임목사 김달진 남 1972.6.22 2003 정회원
147 미중북부 데이튼한인은혜 부목사 오요한 남 1979.11.27 2011 정회원
148 미중북부 새소망 담임목사 한철희 남 1958.2.5 1993 정회원
149 미중북부 세인트루이스조은 담임목사 이근우 남 1962.8.15 1999 정회원
150 미중북부 세인트루이스조은 부목사 김예송 남 1990.9.10 2021 정회원
151 미중북부 시카고열린 담임목사 조익성 남 1957.7.2 1992 정회원
152 미중북부 아멘 담임목사 송희섭 남 1962.10.21 2015 정회원
153 미중북부 예수안 담임목사 지일권 남 1959.3.10 1991 정회원
154 미중북부 제자 담임목사 전덕영 남 1962.12.28 2020 정회원
155 미중북부 콜럼버스조은 담임목사 배종현 남 1966.4.24 1996 정회원
156 미중북부 콜럼버스조은 부목사 주재현 남 1972.4.18 2005 정회원
157 미중북부 콜럼버스조은 기관파송 박은정 여 1968.4.1 정회원

158 미중북부 훼이스 담임목사 안상주 남 1961.10.21 1995 정회원
159 중남미 과달라하라한인 담임목사 김건형 남 1980.4.25 2017 정회원
160 중남미 께레따로한인 담임목사 서정현 남 1972.12.6 2004 정회원
161 중남미 멕시코하나 담임목사 곽춘식 남 1967.3.28 1996 정회원
162 중남미 몬떼레이그레이스한인 담임목사 신재권 남 1987.9.8 2021 정회원
163 중남미 몬떼레이그레이스한인 부목사 박승기 남 1975.11.26 2006 정회원
164 중남미 몬떼레이그레이스한인 장로 박헌준 남 1964.1.29 2013 평신도
165 중남미 무차아구아 담임목사 호세보다디쟈 남 1960.2.7 2020 정회원
166 중남미 물댄동산 담임목사 신현재 남 1971.7.12 2011 정회원
167 중남미 산루이스포토시한인 담임목사 손기수 남 1979.1.6 2012 정회원
168 중남미 산티아고한인 담임목사 박상균 남 1986.8.25 2018 정회원
169 중남미 산티아고한인 장로 지병기 남 1959.4.20 2009 평신도
170 중남미 자메이카갈보리 담임목사 이원하 남 1963.8.9 1990 정회원
171 캐나다동 21C희망의 담임목사 박인기 남 1970.3.10 2007 정회원
172 캐나다동 갈릴리 담임목사 유경식 남 1966.5.12 2005 정회원
173 캐나다동 갈릴리 부목사 이한 남 1976.10.22 2012 정회원
174 캐나다동 런던은혜 담임목사 정삼열 남 1979.12.15 2018 정회원
175 캐나다동 마니토바한인 담임목사 김태우 남 1984.8.7 2019 정회원
176 캐나다동 마니토바한인 장로 김만승 남 1954.8.26 2015 평신도
177 캐나다동 몬트리올한인 담임목사 김동녘 남 1972.11.26 2004 정회원
178 캐나다동 산돌 담임목사 이재후 남 1961.4.20 1998 정회원
179 캐나다동 새생명 담임목사 강성욱 남 1966.12.14 2004 정회원
180 캐나다동 새생명 부목사 조진주 여 1981.1.6 2010 정회원
181 캐나다동 엠마오 담임목사 최일권 남 1969.10.2 2014 정회원
182 캐나다동 킹스턴선교 담임목사 김기덕 남 1977.7.27 2013 정회원
183 캐나다동 토론토강림 담임목사 김주엽 남 1965.7.10 1995 정회원
184 캐나다동 토론토강림 부목사 윤경희 여 1973.1.3 2006 정회원
185 캐나다동 토론토제일 담임목사 남궁권 남 1968.1.4 2000 정회원
186 캐나다동 팔복 담임목사 박정호 남 1970.9.17 2003 정회원
187 캐나다동 해밀턴세빛 담임목사 김은성 남 1977.3.30 2011 정회원
188 캐나다서 동행 담임목사 김병태 남 1963.11.21 1997 정회원
189 캐나다서 라이프 담임목사 서규환 남 1970.1.26 2002 정회원
190 캐나다서 린벨리한인 담임목사 최성락 남 1971.3.20 2002 정회원
191 캐나다서 메이플리지한인 담임목사 조광준 남 1978.10.21 2010 정회원
192 캐나다서 벤쿠버안디옥 담임목사 국송근 남 1961.9.20 1995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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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캐나다서 생명의빛 담임목사 김요섭 남 1968.6.14 2018 정회원
194 캐나다서 추수하는 담임목사 김선호 남 1978.7.1 2011 정회원
195 캐나다서 포도나무 담임목사 이요한 남 1976.8.30 2008 정회원
196 캐나다서 필그림 담임목사 김병덕 남 1980.9.30 2013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