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 사랑방 

(사랑방별) 

Albert Ahn/Christine Han Albert Ahn/Christine Han 

Albert Ahn/Christine Han 이시목/윤혜정 2 

Albert Ahn/Christine Han 조한웅/이금주 

Albert Ahn/Christine Han 한성원/백은광 

Steven Lee/이미아 Steven Lee/이미아 

Steven Lee/이미아 Barry Robbins /김혜수 2 

Steven Lee/이미아 한영석/ 한윤희 

강정백/유병희 강정백/유병희 

강정백/유병희 권혜나 2 

강정백/유병희 김현혜 

 윤여준/정현숙 

강정백/유병희 이세형/임선옥 

강정백/유병희 조한진/선희언 

강총명/손서연 강총명/손서연 

강총명/손서연 김충환/곽은지 

강총명/손서연 이성빈/심보경 

강총명/손서연 이주형 2/최신영 

강총명/손서연 정진보/김은영 2 

곽재혁/전미파 곽재혁/전미파 

곽재혁/전미파 박수하 

 노미숙 

곽재혁/전미파 Ryan Brown/이선민 

곽태훈/곽윤명 Jennifer Lee2 

곽태훈/곽윤명 강영아 

곽태훈/곽윤명 강영희 

곽태훈/곽윤명 곽태훈/곽윤명 

곽태훈/곽윤명 권영자 

곽태훈/곽윤명 김효준/주영심 

곽태훈/곽윤명 나박/김명옥 

곽태훈/곽윤명 조일숙 

곽태훈/곽윤명 한성자 

곽태훈/곽윤명 한성호/한군자 

기병섭/장묘욱 기병섭/장묘욱 

기병섭/장묘욱 이상훈/김지영 

기병섭/장묘욱 이정훈 2/이성원 2 

기병섭/장묘욱 장세환/이원주 

기병섭/장묘욱 장영중/염혜원 

김건태/정정애 권기량 

김건태/정정애 김건태/정정애 

김건태/정정애 김경희 2 

김건태/정정애 김상열 2/김옥희 

김건태/정정애 박정선 

김건태/정정애 이명순 

김경진/박정순 김경진/박정순 

김경진/박정순 김은숙 2 

김경진/박정순 남상규 

김경진/박정순 백광자 

김경진/박정순 양재복 

김대중/최정애 김대중/최정애 

김대중/최정애 유영준/최주영 

김대중/최정애 이영한/유현승 

김대중/최정애 최동호/안향선 

김대중/최정애 최창화/홍은숙 

김도명/박기련 김도명/박기련 

김도명/박기련 오연강/오희순 

김도명/박기련 정성화/정경자 

김도명/박기련 최화미 

김보혜 강민지 2 

김보혜 김보혜 

김보혜 김은주 3 

김보혜 김지원 

김보혜 김혜영 

김보혜 이명철 

김보혜 임자연 

김상배/김외숙 Steve Park/박희정 

김상배/김외숙 김상배/김외숙 

김상배/김외숙 박장호/정혜지 

김상배/김외숙 이승곤/이영란 

김상배/김외숙 정영봉 

김원민/김동신 김원민/김동신 

김원민/김동신 김태우/김정림 

김원민/김동신 이엽/최효간 

김원민/김동신 이희택/민세희 

김은주/Fred Farley 김은주/Fred Farley 

김은주/Fred Farley 김혜수 

김은주/Fred Farley 안상욱/안정자 

김은주/Fred Farley 최경희 2 

김인영/김순남 김익성/전순황 

김인영/김순남 김인영/김순남 

김인영/김순남 류영기/윤혜자 

김인영/김순남 장재하/최정숙 

김인영/김순남 조창일/조송자 

김인영/김순남 홍승옥/홍명자 

김준일/방주은 김동수/박현아 

김준일/방주은 김준일/방주은 

김준일/방주은 김진현/김진경 

김준일/방주은 장하종/이다미 

김철승/고성옥 김동익/Ann Kim 

김철승/고성옥 김철승/고성옥 

김철승/고성옥 박종철/박성민 2 

김철승/고성옥 방명주 

김철승/고성옥 조성기/김희숙 

김철승/고성옥 최상율/이원심 

김태년/이영은 김태년/이영은 

김태년/이영은 박범섭/전채경 

김태년/이영은 유정호/김진실 

박건/강영숙 김경자 

박건/강영숙 김미선 

박건/강영숙 박건/강영숙 

박건/강영숙 옥동 

박건/강영숙 정성윤/정현자 

박건/강영숙 정우종/송은 

박광현/황진수 2 김성중/강시내 

박광현/황진수 2 박광현/황진수 2 

박광현/황진수 2 서진욱/신혜정 

박광현/황진수 2 시정희 

박광현/황진수 2 안진성/이주연 

박광현/황진수 2 조한서/김혜연 

박병훈/김미원 박병훈/김미원 

박병훈/김미원 이용길/이영애 

박인성/김미희 2 박인성/김미희 2 

박인성/김미희 2 한광흥/한진실 

박정식/박영선 권혁성/이경화 2 

박정식/박영선 박정식/박영선 

박정식/박영선 이상욱/이옥진 

박정식/박영선 최태경/권경이 

박철준/김경아 2 박철준/김경아 2 

박철준/김경아 2 임진환/김민지 

박철준/김경아 2 Paul Fletcher/홍송희 

박태영/최영희 김춘하/김상자 

박태영/최영희 박태영/최영희 

박태영/최영희 송선자 

박태영/최영희 인두성/인화영 

박해성/최경애 박해성/최경애 

 신은애 

박해성/최경애 유성재/임경남 

박해성/최경애 이상삼/박현숙 

박해성/최경애 이재원/박소연 

박헌자 박헌자 

박헌자 신봉순 

박헌자 윤명순 

박헌자 윤황연 

박헌자 이수진 

박헌자 정명자 

박헌자 정진희 

박헌자 홍춘표 

박현/박혜원 곽정 

박현/박혜원 김강수/천미영 

박현/박혜원 박현/박혜원 

백은옥 김해련 

백은옥 박세진/노미소 

백은옥 백은옥 

백은옥 이민채/이지혜 

백은옥 이효미 

백은옥 정준무/홍지연 

서봉수/서은영 노갑신/임영아 

서봉수/서은영 서봉수/서은영 

서재호/조아라 김지윤/김연정 

서재호/조아라 서재호/조아라 

서재호/조아라 정기서/이현주 3 

서재호/조아라 Ryan Pili/한현선 

신송무/최현숙 김재옥 

신송무/최현숙 민경화 

신송무/최현숙 박충헌/유덕선 

신송무/최현숙 신송무/최현숙 

신송무/최현숙 양경환/양미경 

 주현종/김문옥 

신우준/문양순 김종열/황병남 

신우준/문양순 문현국/전은재 

신우준/문양순 박매현/박선애 

신우준/문양순 신우준/문양순 

신우준/문양순 이연수 

신우준/문양순 이원종/박리브가 

신우준/문양순 최승수/최옥 

신우준/문양순 홍경환/김경혜 

신익철/신혜선 신익철/신혜선 

신익철/신혜선 A)구현실 

신익철/신혜선 A)박시자 

신익철/신혜선 A)방규원 

신익철/신혜선 A)이혜정 2 

신익철/신혜선 B)권애임 

신익철/신혜선 B)이이환/이옥순 

염상준/심신화 고용주/고지연 



염상준/심신화 염상준/심신화 

염상준/심신화 이재환/박소영 

오진용/정수옥 이선나 

오진용/정수옥 오진용/정수옥 

오진용/정수옥 한민하/김유연 

우명주/박용혜 박경철/조현경 

우명주/박용혜 우명주/박용혜 

우명주/박용혜 정병선/진지영 

유택열/유정애 김장현/김선희 

유택열/유정애 유택열/유정애 

유학용/윤경옥 김용철/전숙자 

유학용/윤경옥 김형기/김혜영 

유학용/윤경옥 서근원/서승혜 

유학용/윤경옥 유학용/윤경옥 

유학용/윤경옥 이정락/이원옥 

유학용/윤경옥 조영래/조경애 

유학용/윤경옥 최진국/김현자 

유한욱/조영빈 박유나 

유한욱/조영빈 박종규/윤강희 

유한욱/조영빈 유영진/최희연 

유한욱/조영빈 유한욱/조영빈 

유한욱/조영빈 전영무/조환인 

이광화/임선희 김미혜 

이광화/임선희 박영순 

이광화/임선희 이광화/임선희 

이규상/김성은 이규상/김성은 

이규상/김성은 이원복/이은주 

이동훈/이현주 구본종/김혜자 

이동훈/이현주 유송완/유영선 

이동훈/이현주 이동훈/이현주 

이동훈/이현주 임신호 

이동훈/이현주 최승찬/최광순 

이득영/오숙정 문영춘/윤혜정 

이득영/오숙정 박웅서/최윤정 

이득영/오숙정 이득영/오숙정 

이득영/오숙정 홍보선/홍미경 

이명칠/임명옥 이명칠/임명옥 

이명칠/임명옥 이상격/김봉련 

이명칠/임명옥 한상혁/김선향 

이영찬/박미숙 남시진/김혜경 

이영찬/박미숙 이영찬/박미숙 

이영찬/박미숙 최화수/이주은 

이원기/이정실 구건차/구존종 

이원기/이정실 이성철 2/이현애 

이원기/이정실 이원기/이정실 

이을성/이숙영 김용회/김효순 

이을성/이숙영 신은경 

이을성/이숙영 이을성/이숙영 

이종성/이종옥 김강산/최사라 

이종성/이종옥 유재율/황문기 

이종성/이종옥 이종성/이종옥 

이종화/이부선 양용석/양은영 

이종화/이부선 이종화/이부선 

이종화/이부선 조동춘/조경은 

이충목/김수정 2 김형규/임경현 

이충목/김수정 2 김호수/김희숙 

이충목/김수정 2 이요훈/오지선 

이충목/김수정 2 이충목/김수정 2 

이충목/김수정 2 정재호/최보미 

이한승/이수진 2 강순모/김영민 

이한승/이수진 2 박현민/박인영 

이한승/이수진 2 백승진/권영미 

이한승/이수진 2 유병학/박지나 

이한승/이수진 2 이한승/이수진 2 

이헌중/정준희 3 김영호/김정 

이헌중/정준희 3 노정아 

이헌중/정준희 3 이명재/김유혜 

 이정환/서정아 

이헌중/정준희 3 이헌중/정준희 3 

이현희/정명임 김건호 

이현희/정명임 이현희/정명임 

이현희/정명임 정경식 

임학재/김기혜 국진/김해나 2 

임학재/김기혜 김건우/박연희 

임학재/김기혜 김명일/전명숙 2 

임학재/김기혜 김상혁/이소용 

임학재/김기혜 김진석/이선영 2 

임학재/김기혜 이조영/백운희 

임학재/김기혜 임학재/김기혜 

임학재/김기혜 조수민 3 

장병식/최은정 김효준/황지영 

장병식/최은정 김효진/박진민 

장병식/최은정 백재일/최정수 

장병식/최은정 유지승/김사라 

장병식/최은정 장병식/최은정 

장병식/최은정 최형주/허정은 

장형구/임원주 남궁선정/임순미 

장형구/임원주 이승길/이윤실 

장형구/임원주 장형구/임원주 

장형구/임원주 최윤성/이현혜 

전은성/박지은 김인기/박진희 

전은성/박지은 박은찬/박형근 

전은성/박지은 전은성/박지은 

전은성/박지은 주남수/황인경 

전은성/박지은 홍승현/주은경 

정경호/정지윤 김경인/윤아림 

정경호/정지윤 정경호/정지윤 

정경호/정지윤 지성찬/정영은 

정경호/정지윤 황경욱/김주현 3 

정명기/이정희 계형일/방주선 

정명기/이정희 김민규/윤미정 

정명기/이정희 심한보/조아람 

정명기/이정희 정명기/이정희 

정명기/이정희 정재헌/전지윤 

정명기/이정희 최정준/피유진 

정헌석/정유나 Ben Fan/정한잎 

정헌석/정유나 이에릭/정현주 2 

정헌석/정유나 정헌석/정유나 

정헌석/정유나 하세가와 노리오/문은하 

정헌석/정유나 황찬호/김지희 

조도영/김필화 김영태/허혜경 

 박재선/최윤경 

조도영/김필화 조도영/김필화 

조도영/김필화 천현숙 

조도영/김필화 최선우/임혜선 

조영희 강상미 

조영희 김동섭/김민정 

조영희 조영희 

조은주 김성은 2 

조은주 김형화 

조은주 손지영 

조은주 조은주 

조은주 최정아 2 

조정수/임정화 김관준/김미경 

조정수/임정화 김남용/이주리 

조정수/임정화 석운용/정명희 

조정수/임정화 임응식/임진아 

조정수/임정화 조정수/임정화 

차학주/차김용길 김형배/김안젤라 

차학주/차김용길 류정석/류경자 

차학주/차김용길 박상태/노설자 

차학주/차김용길 송영우/송상자 

차학주/차김용길 신찬균/신영란 

차학주/차김용길 차학주/차김용길 

최종호/최혜영 이준철/이영 

최종호/최혜영 정철근/허은미 

최종호/최혜영 최종호/최혜영 

최종호/최혜영 허승회/허미영 

최종호/최혜영 허준영/정유영 

한규환/박인옥 Joseph Normann/Minhee Normann 

한규환/박인옥 강현숙 

한규환/박인옥 최종한/최성아 

한규환/박인옥 한규환/박인옥 

한민광/한경남 임용태/임금숙 

한민광/한경남 최봉호/최영자 

한민광/한경남 한민광/한경남 

한민광/한경남 한상칠/최혜민 

한정길/강미영 Phoebe Yoo 

한정길/강미영 이성호/이정혜 

한정길/강미영 한정길/강미영 

한태희/한영애 구자영/신향순 

한태희/한영애 한태희/한영애 

한태희/한영애 홍성혁/박신자 

한혜숙 강금숙 

한혜숙 김성문 

한혜숙 박정숙 

한혜숙 유경혜 

한혜숙 유성학 

한혜숙 이윤경 

한혜숙 최미아 

한혜숙 최혜연 

한혜숙 한혜숙 

황서하/윤은경 강원석/이주영 2 

 서성인/이수경 3 

 손인식/손은미 

 오경환/홍미경 

황서하/윤은경 이승준/주선영 

황서하/윤은경 황서하/윤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