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교 회 명 담임목사 전화번호 주  소

용인서

능력 박수정 010-8287-6489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70-1, 401호 (상현동, 중앙프라자)

생명 문  영 010-2828-7737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02, 2층 (상현마을현대성우1차 상가)

월드베스트 장병식 010-8441-0591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17, 205호（영덕동, 세림프라자）

위드어스 조희은 010-4537-7670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0, 지하 104호（죽전동）

주음성 노지환 010-2238-2952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2번길 34, 4층（풍덕천동, 리빙캐슬）

해든 권오영 010-5168-7707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8번길 12, 201호 (구갈동)

열방유업 신기철 010-5254-7787 용인시수지구 만현로 88, 408호（상현동 상현종합상가）

생명문 이승원 010-9253-4210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 7층（보정동, 현타워）

진성 배종명 010-5680-9260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86, 상가동 2층（언남동）

광주동

그레이스 박성민 010-4246-3319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221, 2층

기쁨의 황은신 010-3334-8787 광주시 곤지암읍 가마을길138번길 108-1

주사랑 장성음 010-4211-1078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14-23 풍산상가 3층

새사랑 이한웅 010-2973-3834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70, 2층

예본 이병훈 010-9919-1967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34

뉴라이프 손종화 010-2744-0114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31-22, 3층

한사랑 배학기 010-9150-6536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로 44-1

성남동

새날 안현아 010-9107-0194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9 럭키 참조은 201

주님의 제자 김현중 010-9357-1654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24-1, 3층

행복한 정다니엘 010-4693-3299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72번길 5-4, 지층

쓰임 이재훈 010-7345-5927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40

사이좋은 허경호 010-8965-0580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61, 지층

분당

포도나무 형진택 031-765-0742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122번길 4, 지층

은혜의 유종은 031-712-1148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74번길 42, 2층 201호 

분당좋은 이성열 010-8991-6575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12 탑마을근린상가 B1（야탑동）

잃은양선교 최영복 031-716-4147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7 대명프라자 502호

보배로운 정영환 070-8771-3543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19번길 4-4

분당 김치국 031-705-9217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54 복정상가 B1

목양 신낙균 010-7914-1794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65, 304호

성남

큰기쁨 김남철 031-625-9852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99, 2층（태평동）

신나는 이규운 010-2755-7049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35 신성위캐슬 10층（창곡동）

주는사랑 심기도 010-7171-2882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300 8층 816호

주민 배동욱 010-9508-7004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100번길 9, 2층 

/주/변/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기 세 번째 프로젝트

/인/앤/아/웃/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하는 캠페인으로서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예배를 드리고(in) 주일에는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out)을 

뜻합니다.

/실/천/은/이/렇/게/
①토요예배에 먼저 참석합니다. 

② MMP(MannaMissionPlan)교회로 흩어져 예배와 전도 등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합니다.

③만나교회 주변(성남, 분당, 광주, 용인 등)에 있는 교회로 흩어져 예배합니다.

④각 부서별로 준비한 사역에 참여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무식구들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이용주목사(010 7375 1098)

지역 교 회 명 담임목사 전화번호 주  소

1기(6개 교회)

세종 세종만나 양성승 010-4347-4142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98(보듬3로 95) 해피라움 3동 602호

대전 예수은혜 김영주 010-3230-9191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368, 3층(옥타브상가 1)

서초 새로남 김태훈 010-9034-991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4-11

안양 복음자리 정재학 010-8842-0567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길 23 서원빌딩 3층

송파 본향 천동욱 010-2201-6999 서울 송파구 문정동 82-10

안동 안동제일 백종석 010-3861-3210 경북 안동시 태사2길 85

2기(7개 교회)

대전 아름다운 강경택 010-9384-6522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 91-4 3층

광교 예수사랑 이성준 010-4609-3131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2 블루스퀘어604호

분당 주사랑 이승열 010-2290-078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0-1

여주 영일 강종식 010-9312-1831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472-19 (현진아파트 상가 2층)

수원 제자로 김동이 010-2780-0191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17, 4층（당수동, 삼성프라자）

강릉 한라소망 김현석 010-4646-7033 강릉시 옥계면 옥계로 895

도봉 성흔 이경섭 017-224-4467 서울 도봉구 도당로 9길 53

3기(11개 교회)

송파 신나는 이규운 010-2755-704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35번지 10층

영등포 영광 김미숙 010-2214-5528 영등포구 디지털로 412, 2층

계룡 건강한 박인철 010-8880-2079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2길 15-6

보령 풍정 배유신 010-3494-0803 충남 보령시 청소면 김좌진로 46-20(재정리 532-4)

아산 쉼터 시승호 010-6275-4780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72-9 문영빌딩 3층

강화 동검 박종찬 010-6281-9101 인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582-1

이천 장호원중앙 우현영 010-9282-8114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829번길 53-7 (장호원리 374번지)

군포 선한이웃 김종은 010-6344-0894 의왕시 내손동 동부시장 3길 2 (내손동 657번지)

용인 팔복 최승원 010-8437-7634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231번길 71

공주 하늘소망 김진호 010-4022-7184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41

인제 신남 송대천 010-2975-3514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로 94번길 27

4기(10개 교회)

강동 오빌 오만종 010-3227-1352 서울 강동구 성내로 3길 18

은평 부활 강용희 010-2653-2440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341-2 3층

은평 은혜 이은갑 010-7250-3207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1번길 19-2

양주 빛과소금 이은재 010-3208-8312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399번길 10, 2층

인천 넘치는 조정용 010-3418-9069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169

고양 Y Church 김기승 010-5291-614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5 포오스프라자 2차 301호

남양주 제자 배영호 010-7412-0558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74 한강우성A 상가 308호

의정부 은혜 김영광 010-9878-1379 의정부시 호원동 419번지

천안 착한이웃 정진 010-9921-712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645-1

제주 법환 고영대 010-6627-288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로 20

네트워크 (2개 교회)

철원 철원만나 조남성 010-8830-134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길 17 (269-802) 

이천 이천만나(로뎀) 엄태호 010-2730-5757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32-41

/M/M/P/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