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신도훈련 2019년 수료자 및 2020년 입학자 명단

 2019년 필수과정 수료자

<큐티학교 봄학기> 

* 주간(이경자)
권은실 김경미M 김규리C 김명복 김미숙M 김미정V 김미지B 김미진G 김미희I 김사라B 김선정
김애숙C 김예진G 김지연N 김현숙J 김현숙Q 김현아G나보엠 박민정E 박서정B 박세라B 박온순 
백성조 백주희 서지원A 손양희 손지현 송신미 신동욱 신유미B 신인희 안혜련 안혜진D 양혜선B 윤미라 
윤희영B 이경숙K 이경희S 이동순 이민지 이선영G 이영혜B 이지연I 이현경A 이현아B 
임영숙 임은숙 임혜연 전수경 전은신 정경화 정세일 정예자 정혜원B 정혜진B 정효선 조은영C 
조인화 조중규 지은밀 지정은 진인애 최문희 최보경B 최신혜 하순이 한송희 허영미 호영미
홍혜원 황수영 황은정B (72명)

* 야간1(오인구)
강누리 강시은 김경미I 김규환 김규환B 김미라G 김민정P 김복주B 김예지B 김윤종 김정희I 김학수 
김현진E 김현철D 박성준 박종성B 박지현E 박지혜B 배충열 서성진C 설 인 신경화 안서영 윤성원B 
윤은주C 이미숙M 이상경B 이순혁 이은희J 이정은B 이태조 이현미E 임혜정 전복남 정미라C 정보경D 
정선주 조연화 하정아B 한상화 허정훈 홍영빈 황영자 (43명)

* 야간2(신훈식)
구성금 구정은 김갑만 김광호B 김노미 김미화D 김복민 김야긴 김용운B 김주선 김지강B 김태경B 김현구 
김효선C 도유철 박은경G 배애자 송은영B 심순엽 안상예 안세웅 윤정희D 윤지혜C 윤한덕 이민철 
이수진O 이순화E 이재열B 이정희Q 이진숙D 임숙희 전언경 전훈성 정은성 정진광 조 희 최명희B
최재명 한주연 (39명)

<큐티학교 가을학기> 
* 주간(이경자)
곽미나 권경란 김가빈 김가윤 김미선M 김보윤 김소영G 김영조 김지선D 김지연R 김현례 김혜숙P 
김혜숙Q 김희숙I 김희은B 박미영E 박정인 박지영K 박지은 박진희K 박희라C 변은정 서미경E 서희정B 
송미숙 송유니 송한나 신경진 신지윤A 안민영 여지희 우정숙 유선아 유선옥 유한나B 이경희Y 이경희U 
이미경T 이은실C 이주희B 이태희B 임명희C 장진옥 전은옥 정경숙C 정녕희 조윤미C 조해정 조혜정 
차지영 천효정 최미라C 최보라 최숙이 최은정E 하묘령 한가혜 허정심 홍미영 황경진 (60명)

* 야간1(오인구)
고비주 공미경 공한성 구현숙 권현정 김경희E 김난경 김동미B 김동재 김종배 김충화 김형욱B 남순옥 
노은석 문정훈 박보금 박현숙K 박희라 방수경 배종고 성경애A 손진록 신성미 오승남 원학수 이영숙K 
이정숙Q 인 숙 정혜경C 최혜정B 하임태 한태심 (32명)



* 야간2(신훈식)
강남조 강소윤 고 진 고명희 구성희 김경숙T 김광서 김광용 김민기A 김선안 김성미E 김수진L 김수홍 
김승연 김윤호 김정애L 김지영A 김학언 김향미B 김현정I 김효은 김희실 남상미 문용태 반인순 백형자 
손희정 신동화 심규환 심봉연 윤애리 이명득 이미숙K 이성호 이지혜I 이학송 이효정B 임서현 임소진 
임수경 장우석 전효진D 정은조 지미정 최학렬 최혜영C 허준철 황상인 (48명)

<일대일 7기 양육자반> 

* 화요반 (오규희)
강은혜A 권성경 김수용B 김수현A 김준호E 박종욱 윤진봉 윤혜진A 임태근 정진완A (10명)

* 수요반(김옥중)
권정희A 김외숙B 나영춘 이미순C 이주영C 조인고 진명숙B 최영미B 홍명선 (9명)

* 토요반(김성규)
강영순 김미자K 김이영 김혜영L 이성현A 정상영B 조준용 (7명)

< 일대일 동반자반 >
강미리(김경순C) 강상순(강동훈B) 강소윤(김미자H) 강시은(백형자) 강영일(송정섭) 강은진(신 희) 
강희현(김옥현) 고복희(홍경희) 고옥정(하미자) 고은나래(김귀숙B) 곽민진(한광희) 곽예진(김효정D)
구정은(김찬모) 권미애B(정혜연) 권현정B(김현미G) 김 현H(곽영미) 김경숙W(윤승희) 김경아(김명숙H)
김권자(진둘이) 김나영(이시화) 김난경(김혜정M) 김동우(김정태) 김명일(임서윤) 김미경Y(오향교)
김미라G(박옥심) 김미지B(김명숙S) 김민희B(조혜자A) 김선자E(윤석옥) 김성훈I(노현영) 김영이(고현주)
김용운B(황보성) 김윤성(이호기B) 김은미L(김향옥) 김은영H(최성애B) 김은자D(장은선) 김은정J(신리라)
김정희T(조갑선) 김종배(강동훈B) 김종화(홍기룡) 김지민(김지희A) 김지수E(권오용) 김태욱(오홍석)
김태은B(정선숙) 김학언(심정섭) 김화정(유현옥) (64명)

김희도(김종길C) 노동금(박미옥C) 마미경B(양은재) 문정은(곽희영) 민은혜(노혜정) 박경민D(김해정)
박경원(채미림) 박래영(신동욱) 박미영H(최애경) 박미주(공정한) 박선영E(김혜자B) 박성애C(민경숙)
박성진A(최정임A) 박소현B(김은숙F) 박숙경(김미화A) 박숙이(김진순A) 박순조(김미옥B) 박영애D(장귀숙)
박은영N(정세라) 박정애I(김경숙Q) 박종미(허명옥) 박준희(김경순B) 박지경(김정애A) 박지은(이혜은C) 
박진서(김은희E) 박진희K(송경숙B) 박창배(김태호D) 방윤정(김세나) 배정숙(조광희B) 배진욱(김성림)
백지혜B(정규원) 서민아(하미란) 성낙금(김미정A) 성영애(최선숙) 성춘기(권종현) 소경심(김은영)
손가형(김소심A) 손주연(전언경) 손지혜(이경애A) 손현주(김윤희H) 송경자(구지혜) 송신미(서정현)
송장재(김복철) 송정규(권종현) 신경진(장혜순) (64명)

신수정C(장미숙B) 신지윤A(고금란) 심영자(김점남) 심혜영(오선미) 양혜선B(오형란) 여다인(하미정)
염혜리(전명숙) 오태석(김복철) 유미리B(조정자) 유현순(이민자A) 윤상준(명창율) 윤한덕(허문성)
이근형(김순석) 이기남B(구미란) 이다교(윤신옥) 이미나C집사(이현선) 이상언(전국일) 이서현A(권경숙A)
이선미C(조영순) 이선미F(김은아E) 이선혜B(김혜진A) 이소라(김혜정O) 이손덕(김보희) 이애숙(조은희A)
이운주(이민자A) 이윤정J(허미애) 이은미J(이혜순) 이은순(최상례) 이주희B(윤보영) 이지연L(유지혜)
이지은H(유경숙) 이지혜I(신문자) 이진숙D(박상선) 이춘호(국승원) 이희성C(이종환) 임단비(신혜정C)
임혜정(곽영미) 장미경(유경숙) 장정윤(장미숙B) 장희욱B(손영희) 전길선(김신자B) 전미영D(권영숙)
전민철(박진남) 전수경(진둘이) 정녕희(윤정원) (64명)



정동국(최현두) 정미연(신유미) 정보라(서신애) 정영희D(강은실) 정은주I(도미성) 정현주E(정성순)
조미옥B(김은희E) 조인화(류경숙) 조해정(최영숙) 조현배B(백동현) 조혜정(구정란) 주미애(정명숙D)
지은밀(신영숙C) 진종곤(백동현) 차미경(조인복) 최민경(장계정) 최영이(성민선) 최윤석(진재호)
최정일(이동형B) 최혜진B(김정애A) 하임태(김영근) 한상화(이병준A) 한성민(전일조) 한승우(최경율)
허영미(이일순B) 허정심(김명숙N) 황경배(장세만) 황선이(이언정) 황성순B(김 은) 반인순(이영희G) 
김소선(김미현G) (31명)

 2019년 선택과정 수료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주간(정하영)
- 1학기(하이델베르크상)
  김다혜 김선희P 김유영 김종엽 김지혜N 박양애 신지윤A 윤신옥 이나리F 전대식 조혜정 하남희 (12명)

- 2학기(하이델베르크하)
  고원혜 김다혜 김선희P 김지혜N 남궁순아 신지윤A 윤신옥 이나리F 이미정M 이용희C 전대식 전효진D  
  조혜정 하남희 (14명)

* 야간(윤우람)
- 1학기(하이델베르크상)
  구슬희 구지혜 금금화 김보희 김세나 김수련 김영미Y 김은옥 김태호D 김형남 노찬호 박길태 박봉상 
  박진아 박현아 백심선 손영주B 양혜지 예강해 이수현 이창훈E 주찬미 최은주B 황소미 (24명)

- 2학기(하이델베르크하)
  강시은 구지혜 김보희 김태호D 노찬호 박길태 박은빈 양혜지  예강해 윤지혜C 이다영B 이영형 
  이준재 장강건 제현지 조경숙 주찬미 최예은 황소미 (19명)

<전도폭발>

* 주간(김옥중 목사)
- 1단계
  강정미D 구미란 김경숙Q 김막이T 김은정V 김혜경I 김혜원E 박민정C 배종고 송은영 신석우 신혜정C 
  옥애진 이효진H 정미경E 정선숙 주차민 홍수정C 홍지영(19명)

- 2단계
  강정미D 구미란 김경숙Q 김영희T 김은정V 김혜경I 김혜원E 배종고 송은영 신혜정C 옥애진 이효진H 
  정선숙 주차민 홍수정C 홍지영(16명)

- 3단계
  류희순 전은주 (2명)



- 4단계
  박선화B  서윤옥  안은애 이경희X (4명)

- 5단계
  구난희 제현영(2명)

* 야간(김 현 목사)
- 1단계
  김미연B 김미향F 김미현G 김성훈E 김용관 김지희A 김해경 박경자B 박은실B 박진옥B 방경순 양기석 
  이정숙R 이호기 장만수 장은선 정경미B 정영애 정인숙 하정연 (20명)

- 2단계
  김미연B 김미향F 김미현G 김성훈E 김해경 박진옥B 방경순 이정숙R 이호기 장만수 정경미B 정영애 
  정인숙 허문성 (14명)

- 3단계
  강순중 김경순C  김민영F 김성규C 백정미 최근미 홍기룡 (7명)

- 4단계
  박승용 서기돈 이영숙K (3명)

- 5단계
  강명선 김수임C 김순석 배기자 서신애  신현술 안영임 주 발 최정미B (9명)

<바이블칼리지> 

* 에베소서 (유정훈)
강혜숙D 김경화H 김나영I 김도형E 김미연D 김미현E 김선봉 김선영H 김성정B 김숙자A 김윤호 김은주O 
김정산 김현숙J 김현정L 김형남 김혜진T 나보엠 류귀숙 문권선 박 경 박미영H 박용일 박윤점 박정례B 
박정하 서윤겸 유향금 이민철 이영미D 이영미J 이영형 이원진 이정미H 이정은C 이해경E 이헌경 임대희 
장귀숙 정득희 정은영 정춘희 조혜인 차경화 차정덕 채정선 최정미 한말희 한은미B 황미영B 황상열 
황영자 황은주 (54명)

* 사사기 (유승화)
김 은 김수현A 김인옥B 김주원 김형남 노영주 박성민B 배갑열 서선이 송경자 신유미 오대진 오덕순B 
오세나 옥미란 이경빈 이명희J 이미옥 이왕희 이진숙D 이현순C 임예진 장미숙B 장세령 정영숙I 최미영D 
한은미B (27명)

* 갈라디아서 (박정길)

고양임 공정한 곽춘덕 김 은 김경순C 김노아 김명숙Z 김순임B 김인옥B 김향옥 노수영 도영신 문선애 
박숙경 박해연 배갑열 서경자B 손현우 손희주 송경숙B 신유미 여남순 유미향 이경희J 이남화 이일순B 
이정은C 이현선 인 숙 정교순B 정선우 조은혜 최은주C 허순임 홍경희 (35명)



* 마가복음(박정길)
김현정DD 박주현B 배진학 유미향 유숙임 이일순B 전황하 최 은 최은수 최현아B 황경자 (11명)

* 스가랴(김성규)
강수선 김근령 김수민F 노은석 류 성 박영애C 박지민B 양수진 이명옥A 장춘성 정은영 조갑선 최병집 
하미자 하승호 김경화H 김수민F 김현정L 김현진E 김호일B 박용일 박정필 배영진 서명애 서성진C 
신경화 신영숙C 양은주B 이유진I 이창훈E 이헌경 장귀숙 장석문 장의성 정귀선 조영순 주 발 채정선 
하남희 황미숙 황상열 (41명)

<성경통독학교>

* 가을학기(장두홍)
강기옥 강태영C 김미진M 김수임C 김윤희J 김정애A 김현숙D 김호일B 김효선C 박은경G 박지경 박현숙A 
서명애 성경애B 송지혜B 신인희 이선미F 이영미J 이점덕 전규영 정병진 조연진 지미정 채영순 허준철 
허태권 황영자 황정희A (28명) cf. 겨울 봄 여름학기 명단은 교적에 등록됨

<성경탐구> 

* 주간(김의구)
고강숙 김경하B 김명심 김미숙M 김민정P 김보배B 김순임B 김승희C 김영경D 김용옥 김원수 김유미G 
김윤희J 김정하B 김종배 김지영C 김지우B 김해숙B 김현수L 김혜실 김희영J 류정애 민영애 박진희K 
박해연  서미라 설현경 손미옥 손진록 안선미 안예순 안혜진D 오선희  오연화 윤난숙 윤정완 윤진봉 
이경란D 이경숙K 이경아B 이라경 이명옥A 이성주B 이소희C 이연홍 이은미F 이점덕 이춘희B 이해경E 
이현선 임선희 장나실 전수미 정명화 정은혜D 정효선 조마음 조미경D 조인재 지준하  채순자  최경선 
최영미B 편난영 하보연 하선옥 하점숙 한은선 허미경C 홍경희 황은주 (71명)

* 야간(전종신)
김미연B 김미진M 김예은F 김지수E 김태완A 김향옥 도유철 류희영 박향련 배충열 신현갑 유선녀 유예슬 
이 직 이경민A 이민희A 이상근 이영순C 이정연C 이준재 이향선 장보기 전영실 정명숙B  정영욱 
정은혜E 정정화 정현심 조경순 조인복 주정혜 진영화 채영애 최영옥 (34명)

<독서치유> 

* 1학기(배한비)
경미희 구난희 김경숙O 김미경W 김종순D 김지영C 김지윤C 남정현 박민애 박승희 박진희L 서임숙 
손희정 신현심 양인지 오선미 윤소현 이미정M 이민철 이선희 이유선 이정아 이현순A  정명아 조미아  
조승원 조중규 최분옥 최연희B 하정아B 한상희 (31명)

* 2학기(배한비)
고양임 구난희 국미선 김경숙O 김미경W 김숙자A 김옥현 김윤정H 김정경B 김지혜K 김현수L 남정현 
류정애 문정미 박경진  박민애 박승희 박진희L 서임숙 손희정 양다정 양인지 오선미 윤경숙B 이지미 
이지혜L 이현순A 이혜덕 정명아 정보은 최연희B 최정임B 하정아B 한상희(34명)



 2019년도 <제자훈련> 수료자

* <남자> 박정길
고명호 김영부D 김창일 박해규 방병철 신 영B 이동화 주현후 황정규 (9명)

* <여자> 조진태
강명숙E 송현옥 이선영D 조경숙 지신혜 (5명)

* 서동의-신혼(여)
김현지E 김호선 유미연 이수영A 정유정 최혜려 홍주연B (7명)

* 서동의-신혼(남)
김성현D 김재형A 이일호 정민구 조동욱 (5명)

* 박도진-시니어
김정숙EE 김정애L 김형남 박승혜 손철연 조순종 지명순 (7명)

* 배한비
김진희J 김태정 류민희 문혜진C (4명)

* 김 현
김근희 김선희F 김혜미 문의숙 박춘희B 은정희B 이경아C 임지미 (8명)

* 권순욱
김신영B 김혜선 문경화A 박은주A 박진영 오현주 이동옥 이예나B 임원경 전형은 (10명)

* 윤우람
권계현 김미애A 김현숙M 박미옥G 박선영B 안미라 이미정K 이혜선B 정효진 (9명)

 2019년 사역훈련 훈련 수료자

<주간반> 
강미애B 권효정 김경미J 김경화G 김경희Q 김미선I 김소연D 김수진I 김아영D 김은하B 김은혜H 김정미B 
김주영H 김진옥C 노수영 모인숙 박윤희 배문영 백정미 소이영 손영숙 손현정 안희숙 여시덕 오수영 
이선미D 이소영D 이영옥C 이은경I 이정예 이현희B 장미자 전성희 정수연C 정영숙G 정영숙O 조미희 
지원정 천정희 최선혜B 최윤경 한 옥 허순임 황고은 황은정B 황은진C (46명)



<야간반>
강경근 고혜숙 구정임 김광조 김군영 김남희D 김다임 김미혜F 김성도 김유미B 김재현F 김점찬 김종찬 
김충희 김형섭 김환중 남영욱 류월형 모경현 박경숙F 박경옥B 박명자D 박미정J 박성호G 박찬욱 
박현민C 박형기B 배광주 부사라 서강옥 성백구 송승훈 신미라 유경화B 윤애경 윤은화 윤종필 이대순 
이향화 이현우 임영란 정경순B 정두철 정외순 정인수 정종술 정현숙 조현민 황현덕 (49명)
  

 2020년 필수훈련 훈련 입학자

<제자훈련>

* 김  현(남제자1)
구정은 김병성 김재원 서현덕 이규영 이준재 이춘호 허태권 홍성권 (9명)

* 정재윤(남제자2)
김상훈 김종엽 이창훈 장보기 정윤호 하정철 (6명)

* 김옥중(여제자1)
고비주 김유진H 김지혜N 노경복 도정원 신지윤A 오선희 이기남B 이정숙Q 임혜연 주미애 조승원 하남희
(13명)

* 박정길(여제자2)
권현정 김소선 남궁순아 박성애C 박희경 송신미 임민주 하보연 허수진 황진용 (10명)

* 장두홍(여제자3)
권현정B 박지은 박희라C 유선옥 이은희I 임예진 조미경C 최보경B 홍지영 황미영B (10명)

* 권순욱(여제자4)
고양임 김선희Z 송은영B 오숙경 정성희C 황선미 (6명)

* 박정길(여제자5)
강시은 김복민 김수진L 김현미I 박진서 신수정 임수정 (7명)

* 윤우람(여제자6)
강은주B 곽민진 이선미C 이효정B 전애리 (5명)

* 원한나(농아여제자)
박미경 양윤희 홍연미

* 서동의-신혼(남)
강영일 박용순 신근영 윤보람 이희성C 장우석 정세일 조수현D 천영민 홍영호 (10명)



* 김신애-신혼(여)
김미애F 박성미 여지희 이주희B 이해경F 정송희 지은밀 최수연B 허정심 (9명)

* 박도진-시니어(여)
김은숙E 손진록 안병임 양혜선 이경숙K 이성례 장영숙B 정정란 조옥춘 (9명)

* 박도진-시니어(남) 
고 진 김종범 김희도 배충열 장석문 (5명)

<사역훈련>

* 주간반
김근희 김미애A 김선희F 김영경D 김영지B 김재형A 김정숙EE 김현숙M 김현지E 김혜선 김호선 문경화A 
문의숙 박선영B 박은주A 박진영 박춘희B 손철연 유미연 유선녀 은정희B 이경아C 이미정K 이예나B 
이혜선B 임지미 정유정 조순종 지명순 최혜려 홍주연B (31명)

* 야간반
강명숙E 고명호 김성현D 김신영B 김영부D 김진희J 김창일 김태정 김형남 류민희 문혜진C 박해규 
방병철 손호철 송명화A 송현옥 신 영B 신태열 오현주 이동옥 이동화 이선영D 이수영A 이일호 임원경 
정민구 정성기 조동욱 주현후 지신혜 황은숙B 황정규 (3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