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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엠서포터즈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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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
Worship Walk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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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
Time Truth Task

Mobilizing
Mission Training

Multi cultural Ministry
Missionary Support Services

Mission Network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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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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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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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스토리

OM WACA(T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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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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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원 교수는(albania@korea.com) 상담심리학을 전

공하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통영시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 일을 시작하여 지금

은 부산디지털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으며, 

93년부터 95년까지 한국오엠 선교사로 알바니아에서 

사역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엠을 비롯하여 고

신 총회선교위원회, 한국해외선교회(GMF) 등에서 선

교사들의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 상담사역으로 선교

사와 여러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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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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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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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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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이사장 김창근(무학 원로)
명예이사 박성수(E-LAND) 이동원(지구촌 원로) 정필도(수영로 원로) 최성규(인천순복음 원로)   
이사장 오정현(사랑의)   
부이사장 조건회(예능) 홍문수(신반포)   
실행이사 오정호(새로남) 
이사 고성삼(사랑의) 김정진(북성) 김판석(광주경신) 박광석(일산벧엘) 박은조(은혜샘물 원로) 박정곤(고현) 박중식(새중앙 원로) 
송태근(삼일) 이환용(평강한의원) 정재철(아시안미션) 
감사 양수모
자문위원 김성운 이정순

명예이사장 이동원(지구촌 원로)   
이사장 홍문수 (신반포)   
이사 권구현(선린감리) 김영복(성실) 김태일(계산) 송관용(새중앙) 양치호(인천성광) 이권희(신일) 이상화(서현) 이선목(숭의감리) 
이현국(운화) 이현종(ICG) 임병재(엘드림) 차형익(청주행복한) 
협력후원 김성겸(동산) 김형준(동안) 채미자(형제침례)

이사장 조건회(예능)   

이사 공석원(평화성결) 권오규(계산제일) 김낙춘(빛소금) 김연수(열방참빛) 김은호(안양대학) 박춘태(행복을전하는) 
안도엽(경기중앙침례) 오준형(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이덕만(행신임마누엘) 이상갑(산본장로) 이영한(성일) 이원영(신공항영락) 
이화영(금호) 정해우(신양) 조믿음(바른미디어) 황성준(성인)

이사장 오정호(새로남)  
부이사장 김등모(대전영락) 이영환(한밭제일 원로) 
실행이사 홍성현(판암장로)
이사 김종성(용산) 김철민(대전제일) 김 혁(선창) 심상효(성지) 원 철(예원) 이기혁(새중앙) 정승룡(늘사랑) 
정영호(새하늘시민) 

명예이사장 김창렴(동신 원로) 윤희주(대신대학)
이사장 김정진(북성)   
운영이사 권성수(동신) 박민영(범어) 박창식(달서) 장영일(범어) 정태성(대일) 조병우(김천제일) 최상희(최상희치과)
감사 이병철(동신)

고문 정판술(사직동 원로) 안용운(온천 원로) 
상임이사 정필도(수영로 원로)
이사장 박정곤(고현) 
부이사장 김두식(말씀) 변도우(동삼) 
실행이사 송종원(온천) 신인범(제2영도) 
이사 강동명(김해중앙) 김철봉(사직동) 김희종(유호) 백경현(광안생명) 손동후(동삼) 송영의(진주) 윤종균(경화 은퇴) 이성수(가덕) 
이외권(은혜로) 인태웅(부곡중앙) 장윤권(동삼) 전부경(진주동부) 정성훈(동래중앙) 조국현(새샘) 조 운(대영) 조정희(신부산)

명예이사장 김유수(월광 원로)  
이사장 김판석(광주경신)   
이사 강성찬(전주동부 원로) 고상석(중앙장로) 곽군용(양동제일) 권대현(광주제일) 권성만(군산성결 원로) 김부영(목포영락) 
김성천(여수제일) 김승연(전주서문) 김요한(월광) 노치준(양림) 마정선(광주양림) 모상련(목포주안) 박병란(광주기독병원) 
백주석(포도원) 서정수(전주동은) 송귀옥(목포영락) 송인동(광주양림) 송재식(서림) 신동민(군산) 오주환(예안) 유성은(광주새순) 
이기수(은혜의복음) 이의복(남원서남) 이재환(광주성지) 임동헌(광주첨단) 임부성(송월) 전희문(광주우리중앙) 조현용(빛과소금) 
채규현(광주중앙)               

중앙이사회

훈련원

서울경인지부

대전충청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울산경남지부

광주전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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