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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전교인 목장참여  ➋ 전목장 분가  ➌ 전목장 기도응답

(행 2:42)

담임목사 최병락   1대 김충기 원로목사   2대 피영민 목사
Rev. Choi Byeong Rack

기독교한국침례회 강남중앙교회 0609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논현동 240-17)
양수리수양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길 244(구. 목왕리 101) 

전화번호 * 위급 & 입원 환자나 장례가 발생하면 담당 교구 사역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교구 담당

교회 대표
( 사무실 )

T  546-3221~4
F  546-1302

서점 「검과흙손」 T  546-3951
F  546-5067

선교위원회 T  546-3952

강남유치원 T  546-1673
F  548-4276

양수리수양관 T  031)772-6015 
F  031)772-6818

담당 교역자 담당 목양장로

0교구 이근도 목사(546-2689)
1교구 서정호 목사(546-2836)
2교구 이윤섭 목사(546-2838)
3교구 김수용 목사(546-2898)
4교구 강윤호 목사(546-2833)
5교구 김수용 목사(546-2898)
6교구 이윤섭 목사(546-2838)
7교구 강윤호 목사(546-2833)
8교구 서정호 목사(546-2836)
시니어교구 안성권 목사(546-3105)

이영욱 장로
양    민 장로
신종철 장로
전진옥 장로
강대립 장로
김성원 장로
장태수 장로
김선학 장로

시설 안내    본당 (Main Bldg.)

3F 은혜채플(중층) 방송실

2F 은혜채플 침례탕

1F
본당로비 아가페채플 사무실 교역자실 
목양실 새가족영접실 재정실

B1
제1찬양대연습실 소망채플 개인기도실 
친교실(식당) 루디아홀(휴게실) 한나실
여전도회실(폐백실) 화장실

B2 제2찬양대연습실

   멀티교육문화센터 (Educational Bldg.)

3F 엘리사홀(401호) 방과후 학교(무료 공부방) 장년교육실(401호)

2F 강남유치원 어린이화장실 마당(농구대, 놀이터)

1F

로비 카페 T&R 서점(201호) 디모데홀(202호) 
선교위원회(203호) 신생아실(204호) 에스라홀(205호) 
대학처(206호) 하박국홀(207호) 청년처(208호) 
가정사역위원회(209호) 역사자료실 은혜편집실(210호) 
다니엘실(211호) 남전도회실(212호) 
차세대교육국사무실-교무처(213호) 유아처(214호) 고등처(215호) 
중등처(216호) 초등처(217호) 화장실

B1
요셉실(101호 의료선교회) 여호수아실(102호) 
사무엘실(103호) 다윗실(104호) 기관실(105호) 샤워실
새가족교육실(106호) 사회복지위원회실(107호) 화장실 

www.kjbc.or.kr

목사 안병국(사역조정) 강윤호 권규택 김수용 김영광 김요한 서정호 안성권 이근도 이윤섭 최용준 홍지승︱전도사 강진모 문인성 박세환 박종진 
원기자 이길호 이영광 이정윤 이현아 장태원 천상운︱협동목사 구창설 권순식 김기철 김성철 김우태 김진원 박영철 배진호 성광원 신재길 
신제균 양승철 이교원 이삼수 이준철 이흥주 임영달 정동섭 최성호 최환종 최현서 Glenn A. Jent John S.︱파트전도사 김은성 김현산 문명철 
박성은 이은별 정다윗 정시현︱협동전도사 고원숙 곽신실 김연수 신승자 이금화 허정무︱사무국장 이동길︱직원 김상헌 김영래 남영희 박준완 
서재우 유종도 윤상숙 윤경혜 이보영 정세진 정 일 정환길 조이남 조장섭︱원로장로 류재휴 전영우 정하영 이석상 차재훈 이현우 오승일 양현홍 
목진일 엄춘택 이정수 정기원 조경식 김강남 김원일 이언호 박승렬 김동철 박재업 김성원 강대립 김선학 김종신 양   민 신종철︱시무장로 장석진 
전진옥 김재도 안성만 임종현 김승호 심홍근 이동길 장태수 국태환 김지욱 강성일 이영욱 임병길 문희권 박정호︱협동장로 김대식 조원건
양수리 수양관︱사무국장  김재도︱직원  김민철(사무과장) 정배영 이찬식 안수진 김해옥 전옥춘

섬기는 사람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KEB하나은행

예금주: 강남중앙침례교회

십 일 조 / 630-004619-214          주일예배 / 366-890029-25604
선교헌금 / 630-008264-339          장학헌금 / 630-007759-930
건축헌금 / 630-069100-911          
*온라인 헌금시 입금자명+생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길동84

새벽기도회(월~토) am 5:30, 주일 am 6:00 / 은혜채플  ︱  새벽설교 및 묵상본문

7월6일(월) 7월7일(화) 7월8일(수) 7월9일(목) 7월10일(금) 7월11일(토) 7월12일(주일)

140:1~13 141:1~10 시 142:1~7 시 143:1~12 시 144:1~15 시 145:1~13 시 145:14~21

        

설교자      1, 2, 3, 4, 5부    최병락 담임목사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14:00 5부 16:00

  인          도 김수용 목사 입례송 : ‘이 곳에 오셔서’
<맥추절 감사음악회>

1. 찬양의 심포니 - Bob Krogstad
2. 크신 은혜 - Tom Fettke
3. 주는 나의 피난처 - Allen Pote
4. 영광의 탈출 Exodus - Eddi Rhei
     반주: 조윤희 권사, 임혜진 집사
     찬양: 지휘자 & 솔리스트 연합
               브라스앙상블

권규택 목사

*입    례    송 이 곳에 오셔서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예 배  선 언 인도자

*찬          송
세상

모든 풍파
(429장)

*교    독    문 51. 시편 118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기          도 김재도 장로 이영욱 장로 장태수 장로 김영국 성도

  헌금 및 특송 홍지승 목사 박철순 성도 송민정 집사

  교 회  소 식 영상 광고

  성 경  봉 독 시편 136:1~26

  말 씀  증 거
이전에 없던 영광 5.

       

  결단의 시간 합심기도

*축          도 설교자

맥추감사주일

이전에 없던 감사로(The Gratitude like neve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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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및 모집 

✚ 차세대교육국 여름사역 일정 안내

유아처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초등처
(Special Worship)

중·고등처
(World Assembly)

일시Ⅰ7.25~26일(토~주일)
회비Ⅰ1만원
장소Ⅰ추후공지

일시Ⅰ7.22~24일(수~금)
회비Ⅰ1만원
장소Ⅰ401호

일시Ⅰ7.25일(토)
회비Ⅰ1만원
장소Ⅰ401호

✚ 스토리워십 스텝 모집
 7월부터 수요저녁예배를 새롭게 준비할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분야ⅠPD, 작가(대본, 큐카드), 카메라 촬영, 영상편집, 조명, 소품팀, 간증접수, 행정 등
 문의Ⅰ이영광 전도사(010-5198-3335)

✚ 장년교육위원회 강의 재수강 안내
 온라인으로 진행된 소요리문답 1, 레위기, 히브리서에 한해서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문의Ⅰ이정윤전도사(010-2487-2978)

✚ 모바일교인증 관련 안내
 카드형 실물 교인증을 준비중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구 목자에게 신청 바랍니다.

교우 동정

✚ 장례식
 이환평 성도(이웅섭 집사 부친, 이미경 집사 시부, 이정진･이지혜 성도 조부)
 별세Ⅰ7.1(수)                                                                         발인Ⅰ7.3(금) 본교회장
 관련 부서Ⅰ시니어교구, 5교구, 청년위원회, 건축위원회

✚ 결혼식
 신랑Ⅰ김준근 군(김치균 집사, 정말순 권사 장남)          신부Ⅰ최희은 양
 일시Ⅰ7.11(토) pm 3:00                                                  장소Ⅰ마리아 쥬스퀘어 (논현동, SB타워 G층)
 관련 부서Ⅰ6남전도회, 시니어교구, 2청년처

담임목사 동정

✚ 회복을 위한 부흥 컨퍼런스 부흥회 인도 / 7. 8(수)~10(금) / 신길교회

예배 및 행사

✚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은 “절기행사봉투(맥추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맥추절 감사음악회/ 7.5(주일) 2-3부 예배/ 은혜채플

✚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변경 안내(12월까지 임시)
 주일5부(심플)예배Ⅰ7.19(주일)부터 3부예배(pm 12:00)와 병합하여 드려집니다.
 수요 저녁예배Ⅰ7.8(수)부터 '스토리워십'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예배 시간: 매주 수요일 pm 7:00 / 유튜브 온라인으로만 드려집니다.

✚ 2020 여름부흥성회
 일시Ⅰ7.22(수)~24(금) pm 7:30                                장소Ⅰ강남중앙침례교회 은혜채플
 주제Ⅰ“우리가 살아나리라”(호세아 6:1-3)            강사Ⅰ최병락 담임목사

✚ 영어예배 재개안내 
 7.12(주일)부터 영어예배가 현장예배로 재개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Ⅰ매주일 pm 12:00 / 멀티교육문화센터 205호

✚ 차세대교육국 현장예배 재개일정 안내

일시 고등처 중등처 초등처
(1,3,5학년)

초등처
(2,4,6학년) 유아처(전체)

7/5 12시
(205호)

10시
(401호)

10시
(유치원,102,103호) -

12시
(104,202,207호)

7/12

10시
(205호)

- 10시
(유치원, 102,103호)

7/19 10시
(유치원,102,103호) -

7/26 10시
(유치원, 102,103호)

*처별 온라인예배 영상제공(유튜브에 ‘차세대교육국’ 검색)
*어와나·바이블액션·캡스는 하반기 개강

교회 소식

✚ 환영합니다

연번 이름 소속
194 이은빈 1청년처
195 김여진 1교구
196 박건률 차세대교육국

연번 이름 소속

197 조신영
1청년처

198 김인범

새가족   ONE DAY 새가족 교육(2차)
  일시Ⅰ7.18(토) am 10:00 ~ pm 12:30 / 등록새가족, 새가족교육 중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성도
  *이 과정은 등록교인이 되는 필수과정입니다.

수요예배 am 11:00 스토리워십(수요 저녁) pm 7:00

● 설교 : 김영광 목사
● 찬송 : 주의 말씀 듣고서(204장)
● 기도 : 손남순 권사
● 말씀 :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왕상 22:1~14)

 ‘담임목사님과 특별 게스트’가 함께하는
  이야기와 찬양이 있는 온라인 예배
● Opening Guest : 은혜찬양대
     * 유튜브 강중침 검색

금요성령집회 pm 8:30 저녁기도회 pm 8:30

● 설교 : C.S.Lee 선교사(J국)
● 인도 : 안병국 목사
● 말씀 : 광야 성령(마 20:20~28)

● 일시 : 매주 월,화,목,토 pm 8:30
● 장소 : 아가페채플
     * 입장 시 발열체크와 방명록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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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KOS CHURCH 목장나눔

Grace(주일설교)                                                   *설교 동영상은 주일 pm 5:00 업로드 됩니다.

                                                                       [설교 동영상 보기] 
                                                

 

[ 설교 노트 ]

Sharing(나눔)

                
      

                
    

                
   

Prayer(도고기도)

1. 개인기도

2. 교회기도<이번 주 주보 광고를 참고하여 기도제목을 나누세요>

3.  선교기도<불가리아 변성붕 선교사> 
① 매주 수요일 노보셀티 지역에서의 예배와 교제의 모임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 지도록

    ②  셀리스테 집시 은혜침례교회, 아르차르 집시 비전스쿨도 속히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교제목 I 이전에 없던 감사로
본문 I 시편 136편

Q. 말씀에은혜받은내용을나누어봅시다.

Q. 네 가지 감사를 복습해보고, 외워 봅시다.

Q. 지난 6개월간 감사했던 내용들을 나누어 봅시다.

최용준
텍스트박스
Q. 당신에게 지금 이순간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최용준
텍스트박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