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8 제 2340 호

새벽기도회(월~토) am 5:30, 주일 am 6:00 / 새벽기도 및 묵상 본문

11월 9일(월) 11월 10일(화) 11월 11일(수) 11월 12일(목) 11월 13일(금) 11월 14일(토) 11월 15일(주일)

살전 5:19~28 살후 1:1~12 살후 2:1~12 살후 2:13~3:5 살후 3:6~18 단 1:1~9 단 1:10~21

➊ 전교인 목장참여  ➋ 전목장 분가  ➌ 전목장 기도응답

(행 2:42)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14:00

  인          도 김수용 목사 안병국 목사 안성권 목사 권규택 목사

*입    례    송 ‘이 곳에 오셔서’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예수의 흔적

믿음으로 나아가네

*예 배  선 언 인도자

*찬          송
위대하신 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와 같이 길가는 것

복음들고 산을 
넘는 자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교    독    문 60. 시편 139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기          도 김찬경 집사 김근영 집사 신홍재 집사 김유경 성도

  헌금 및 특송 김지형 성도 고병준 성도 유하은 성도

  교 회  소 식 영상 광고

  성 경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5:12~18

  찬    양    대 그레이스 호산나 시온 엘피스

  말 씀  증 거
예수님께 길을 묻다 8.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단의 시간 합심기도

*축          도 설교자

설교자     1, 2, 3, 4부    최병락 담임목사주일 낮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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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교육국 온라인 주일예배

유아처
pm 2:00

초등처
pm 12:00

중등처
am 10:00

고등처
am 10:00

※ 차세대교육국 현장예배가 오픈되어도 On-line예배(유튜브)는 계속 제공됩니다.

English Worship Service Sunday 12:00 화목한 가정예배 화 pm 8:00

● Preacher : Dr. Glenn A. Jent, Pastor 
● Prayer : Hye-sin Hwang
●  Sermon : THE LORD IN PSALM 100 
                     (Psalm 100)

● Place : Educational Bldg. R. No. 205
                 (멀티교육문화센터 205호)

"온가족이 함께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
● 11.10(화) 묵상 :  시편 119편 81~88절

*유튜브 강중침 검색

예배순서 및 안내

수요하모니예배 am 10:45 스토리워십(수요 저녁) pm 7:00

● 설교 : 이근도 목사
● 찬송 :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 기도 : 이영금 권사
● 말씀 :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4:13~18)

“목사님 사이다 주세요!”
● 진행 : 고명환 집사 
● 게스트 : 최병락 담임목사, 이수복 담임사모
   담임목사님과 담임사모님께 묻고 싶었던 
   신앙생활의 질문들을 나누는 시간 
*유튜브 강중침 검색

금요성령집회 pm 8:30 저녁기도회 pm 8:30

Thanks Again
추수감사영상 UCC 콘테스트 본선
● 특별게스트 : 가수 조정민

● 저녁기도회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님 방송 설교 안내

CTSⅠ매주 금 pm 9:00    
C채널Ⅰ본방 매주 주일 am 8:30 / 재방 매주 수 am 8:30
CGNTVⅠ본방 매주 월 pm 1:00 / 재방 매주 목 pm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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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및 행사

✚ 추수감사주일 / 11.15(주일) 1~4부 예배 / 본당은혜채플

✚ 추수감사절 강중침 감사영상 콘테스트 “Thanks Again” 
      본선Ⅰ11.13(금) pm 8:30 금요성령집회 / 은혜채플 / 특별게스트∣조정민 가수
      인기투표(본선외 작품)Ⅰ11.12(목, am 9:00)~13(금, am 9:00)
      ※ 신청과 접수는 지난 토요일(11.7) 마감되었습니다. 
      모든 것 감사상Ⅰ백만원+스토리워십 출연권 / 그러니까 감사상Ⅰ70만원
      그래서 감사상Ⅰ50만원 / 그럼에도 감사상Ⅰ참가상 / 최다 인원상 등
 ※ 풍성한 행사를 위해 경품과 상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안성권 목사∣010-8887-0052, 문인성 전도사∣010-5277-3660)

✚ 제18회 선교축제 "선교, 우리의 사명" / 11.23(월)~11.29(주일)
      2021년 선교헌금 작정Ⅰ11.29(주일) 1~4부 예배 시(CMS 신청)         
      선교사 위문품 접수Ⅰ11.29(주일) 본당 앞마당 / 건어물, 라면, 과자, 학용품, 고추·짜장·카레 가루 등  
                                            (택배를 통해 교회로 보내셔도 됩니다)
      선교주간 예배 안내
      새벽예배Ⅰ11.23(월)~28(토) pm 5:20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안창국 선교사 이화섭 선교사 정.Y.S 선교사 안드레송
선교사

아난드박
선교사 안병국 목사

      수요하모니예배Ⅰ11.25(수) pm 10:45 / 주민호 선교사(카자흐스탄)
      금요성령집회(선교보고의 밤)Ⅰ11.27(금) pm 8:30 / 최병락 담임목사

모임 및 모집 

✚ 차세대교육국
 1. 차세대교육국 교사모집                                            문의Ⅰ김영광 목사(010-9525-9091)
      기간Ⅰ11.8(주일)~11.22(주일)                      모집부서Ⅰ유아, 초, 중, 고등처, 반주, 안무, 영상팀
       교사인터뷰Ⅰ11.29(주일) pm 12:00~14:00, 멀티교육문화센터 
 2. 초등처 프렌즈데이 “카스펠 (Car+Gospel)”
      11.14(토) 1차-pm 1:00, 2차-pm 3:30 / 강남중앙침례교회 윗주차장 
      문의Ⅰ이정윤 전도사(010-2487-2978)
 3. 중등처 프렌즈데이 “나 혼자라도 간다” / 11.15(주일) pm 12:00(중등처 예배 후 출발)                      
      장소Ⅰ뚝섬유원지(*교회 버스로 이동 합니다.)
      문의Ⅰ이길호 전도사(010-2749-8221)

교우소식

✚ 장례식
 진경희 성도 모친, 유원석 성도 장모, 유아현·유현철 성도 외조모
 별세Ⅰ11.2(월)                                                                           발인Ⅰ11.4(수) 가족장
 관련 부서Ⅰ8교구, 1청년처, 초등처

교회 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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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험생 명단(70명) / 2021년 수학능력시험 : 12.3(목)

강한솔  고태림  권민성  권혁빈  기로민  김고은  김민영  김성은  김세민  김소진  김예린  김예빈  
김유민  김은성  김의진  김지민  김주현  김태수  김하빈  김한결  남명헌  류병하  박연수  박주영  
백승안  송주은  신유경  신현우  신희성  양지웅  엄지혜  유준형  이담희  이명주  이성주  이수진  
이시윤  이예림  이예지  이해창  이    한  이   현  임석현  장태영  전세원  정경훈  정연우  정예인  
정윤서  정윤수  정지우  정주은  정의식  정지형  정현선  조수정  조건휘  조성우  조언우  조휘수  
지민석  차윤승  최수지  최승빈  최정원  한동호  한승훈  한아비새  한지영  한희영  황지영

*수험생을 추가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상운 전도사(010-4224-1324)에게 연락바랍니다.

교회 소식 2

2021년 실행위원 및 위원장 임명

2021 실행위원(9명) *가나다순

강성일 장로  국태환 장로  김지욱 장로  문희권 장로  박정호 장로  심홍근 장로  임종현 장로   
장석진 장로  전진옥 장로

2021 운영협의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1. 남전도연합회 장석진 장로 9. 문화체육 김승호 장로 17. 새가족 문희권 장로
2. 목양 전진옥 장로 10. 건축 심홍근 장로 18. 가정사역 박정호 장로
3. 예산기획 김경준 집사 11. 사무국 이동길 장로 19. 출판 최재우 집사
4. 차세대교육 임병길 장로 12. 선교 장태수 장로 20. 청년 이웅섭 집사
5. 홍보 강성일 장로 13. 감사 국태환 장로 21. 안내 김홍만 집사
6. 수양관 김재도 장로 14. 장년교육 김지욱 장로 22. 여전도 이채희 권사
7. 음악 안성만 장로 15. 예배 이영욱 장로
8. 재무 임종현 장로 16. 복지장학 소호영 집사

*

*

*

*

*

* 표시된 장로는 2020년 시무은퇴 장로입니다.

새가족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아가페채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가족 등록 신청은 홈페이지 및 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 하단 참고)

✚ 원데이 새가족 교육Ⅰ11.21(토) pm 1:00~3:00, 아가페채플

✚ 온라인 새가족 교육Ⅰ11.15(주일) pm 2:00, 1강 시작  
                                             (4주 과정, 인원 제한 있음, 팀링크 설치 후 참여)
 문의 및 신청Ⅰ이현아 전도사(010-9117-4370)

연번 이름 소속
256 박선민 8교구
257 여향미 5교구

연번 이름 소속
258 이경철 1청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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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임 교역자 담당 교역자

  담임목사 최병락 목사 목회비서실 김요한 목사, 이정윤 전도사

사역조정목사 안병국 목사 미디어 SNS 오명철 목사, 이현아 전도사

W 이윤섭 목사

예배위
이윤섭 목사 문인성 · 장태원 전도사(영어예배)

찬양인도: 박종진 · 이영광 · 정다윗 전도사안내위
음악위

홍보위 안성권 목사 오명철 목사

O 김수용 목사

목양위

지역교구

이근도 목사(이음교구 강청, 30대 부부)
김수용 목사(3-삼성동, 5-서울경기 북서지역)
서정호 목사(1-논현동, 8-서울경기 남서지역)
홍지승 목사(2-북강남, 6-서울경기 북동지역)
강윤호 목사(4-남강남, 7-서울경기 남동지역)

교구행정, 장례 박종진 · 강진모 전도사

시니어교구 안성권 · 최용준 목사, 장태원 전도사

새가족위 김수용 목사 이현아 전도사

청년위 이근도 목사 권규택 목사, 이영광 · 정시현 전도사

R 서정호 목사
복지장학위

지역복지 강윤호 목사

실버복지 최용준 목사, 천상운 전도사 

심방복지 장태원 전도사

문화체육위 권규택 목사 정시현 전도사

L 안병국 목사
선교위

안병국 목사 최용준 목사, 이영광 전도사
전도대: 김영광 목사남전도

여전도

D

A.D
홍지승 목사

장년교육위 홍지승 목사 이정윤 전도사 

가정사역위 강윤호 목사 이현아 전도사(결혼)

출판위 홍지승 목사 이길호 전도사 / 주보: 강진모 전도사 

N.D
김영광 목사

유아처 강진모 전도사 문명철 · 김현산 전도사

초등처 이정윤 전도사 이은별 · 임설현 · 박 건 전도사

중등처 이길호 전도사
고등처 천상운 전도사

S 김요한 목사 기타위원회 건축위, 사무국, 감사위, 수양관, 재무위, 예산기획위

2021 W.O.R.L.D Ministry



6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셨고, 더 놀라운 간증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에 없던 영광으로 우리를 통해 더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분들은 자기의 몫의 태인 십자가를 힘입게 지고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꾼으로 섬긴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책임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내가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지나
고 보면 사역이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나를 살려주었다고 모두 고백하게 됩니다. 한분도 맡겨진 직분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친히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교회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기
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장 임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람 저 사람에게 들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가 있기보다 담임목사가 직접 글로 전달하면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고 마음을 모으
리라 생각해서입니다.

우리교회는 2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16분의 시무장로님과, 5분의 집사님,  
그리고 1명의 권사님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일전에 주보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이나 성도
님들의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로님 선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21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 분의 시무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되어 위원장직에 다섯 분의 공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섯 분의 위원장을 세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새롭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 년만을 위해 집사님 중에 위원장을 세우는 것도 다음 장로님 선거의 후보군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형평성을 고려하게 되어 새로운 분들로 세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결정이 되고 전체 실행위원회와 위원회 모임에서 발표하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 분의 시무장로님은 올 12월 달에 규약에 따라 은퇴를 하고 은퇴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에서 2020년 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기에 아쉬운 2020년을 사역
은퇴로 마무리하기에는 담임목사의 마음에도 당사자들의 마음에도 주님 앞에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
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1년만 감당해줄 위원장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위원장 임명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고, 부임 3년 동안 담임목사에게 행정적 전권을 사무총회를 통해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다섯 분의 장로님들에게 2021년 위원장을 계속해서 맡으시도록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은퇴는 
하시되, 위원장직은 1년 더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모든 위원장, 시무장로님들, 실행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듣는 분들마다 하나
님이 주신 지혜라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 우리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임명되신 모든 임직자분들은 2021년에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종 담임목사    최병락

2021년 일꾼을 세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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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KOS CHURCH 목장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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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제목 I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교 동영상 보기] 
본문 I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8절

[ 설교 노트 ]

Sharing(나눔)

Q.    이번 주일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큰 깨달음이나 감동이 되던가요?

Q.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이드 라인 몇가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가이 드라인은 어떤 것인가요?

Q.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나 힘을 주나요?

Prayer(도고기도)

1. 개인기도

2. 교회기도<이번 주 주보 광고를 참고하여 기도제목을 나누세요>

3.  선교기도<K국 박 누리 / 강릴리아스(조이)선교사 >
 ① 온라인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② 예수님을 영접한 라노, 메룹, 민바가 가정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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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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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교구    이근도 목사(546-2689)
1  교  구    서정호 목사(546-2836)
2  교  구    홍지승 목사(546-3237)
3  교  구    김수용 목사(546-2898)
4  교  구    강윤호 목사(546-2833)
5  교  구    김수용 목사(546-2898)
6  교  구    홍지승 목사(546-3237)
7  교  구    강윤호 목사(546-2833)
8  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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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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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jbc.or.kr

목사 안병국(사역조정) 강윤호 권규택 김수용 김영광 김요한 서정호 안성권 오명철 이근도 이윤섭 최용준 홍지승︱전도사 강진모 문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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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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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옥 전옥춘

섬기는 사람들

지하철 강남구청역(7호선, 분당선) 2번 출구 200m 
B 간선버스 141, 472, 242, 301, 342, 401
G 지선버스 3011, 3414, 3426, 4412 
마을버스 강남 08 
공항버스 6703

오시는 길

강남구 
보건소 호텔임피리얼팰리스 

강남중앙
침례교회

멀티교육
문화센터

성수대교

KB국민은행 강남프라자약국

학동사거리

우리은행

서울세관사거리 KEB하나은행

주택공사

선정릉역

강남구청역(7호선, 분당선)
신한은행2번

출구

파라곤A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