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3.21 제 235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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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일) 3.22(월) 3.23(화) 3.24(수) 3.25(목) 3.26(금) 3.27(토)

마 25:1-13 마 25:14-30 마 25:31-46 마 26:1-16 마 26:17-35 마 26:36-46 마 26:47-56

설교자    1, 2, 3부   피영민 목사    4부   이효천 선교사(NGO LINKER 대표)주일 낮 예배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14:00
  인          도 안성권 목사 최용준 목사 서정호 목사 이근도 목사
*입    례    송 ‘송축해 내 영혼’

은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예 배  선 언 인도자

*찬          송 어두움 후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 평생에 가는 길
예수로 살리

*교    독    문 78. 요한복음 14장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기          도 현광문 집사 이운덕 집사 이영욱 장로 김건우 성도
  헌금 및 특송 김지형 성도 백승렬 성도 한경빈 성도
  교 회  소 식 영상 광고
  성 경  봉 독 여호수아 3:1-6 사도행전 20:24

  말 씀  증 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3대 원리 사명

*축          도 설교자

수요하모니예배 am 10:45 스토리워십(수요 저녁) pm 7:00 금요성령집회 pm 8:30

●  설교 : 이윤섭 목사                     ●  기도 : 박성신 집사
●  찬송 : 너는 담장 넘어로 뻗은
●  말씀 : 요셉의 복 받기(창 49:22-26)

“찾아가는 스토리워십 특집(차세대편)”
●  게스트 : 고3 안진환, 윤종우, 정찬용,    
   정호윤, 최수빈 학생

●  설교 : 손석원 목사 
               (샘깊은교회 담임)
●  인도 : 이근도 목사

English Worship Service Sunday 12:00 화목한 가정예배 화, 목 pm 8:00 저녁기도회 pm 8:30

●  Prayer : Yong-pyo Park
●  Sermon : IN The Last Day(Micah 4:1-7)
●  Place : 멀티교육문화센터 205호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예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예배로 대체

(창 49:22)

1. 한 성도 돌보기
2. 한 교회 돌보기
3. 나그네 돌보기
4. 요셉의 복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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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예배 및 행사

✚ 현장예배 일정 안내
 주일 1~4부Ⅰ8시, 10시, 12시, 2시 예배           하모니예배(수)Ⅰam 10:45
 금요성령집회Ⅰpm 8:30                                             새벽기도회Ⅰ평일 am 5:30 / 주일 am 6:00
 ※ 모든 예배는 정부지침에 따라 20% 이내의 예배로 진행하고, 동일시간에 온라인 중계
 ※ 현장예배는 방역 절차 후 예배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

✚ 고난주간 새벽기도 및 금요특별예배 / 3.29(월)~4.2(금) / 은혜채플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

✚ 새벽기도 실시간영상 시험방송
 1. 공개시험방송기간 : 3월 23일(화)~26일(금)
 2. 공식 실시간영상 송출 : 4월 6일(화)부터 매주 화~금
 3. 방송채널 : ‘굿모닝강중침’채널 통해 송출 배포한 링크 채널구독 및 알람 설정 필요 
 *온라인 방송 봉사자들의 섬김으로 금주부터 온라인으로도 새벽예배가 진행됩니다.

모임 및 모집

✚ 워십 미니스트리 세미나 
 일시Ⅰ4.10(토)부터 4주간           내용Ⅰ미디어학교(am 10:00) / 찬양학교(pm 2:00)
 신청Ⅰ홈페이지(4.4 마감)                         문의Ⅰ이윤섭 목사(010-4781-0237)

1주(4.10) 2주(4.17) 3주(4.24) 4주(5.1)

찬양학교 KJBC 
Worship
(최병락

담임목사)

예배자의 삶과 자세 
/ QnA

(소진영 간사)

찬양팀 운영과 
리더십

(강명식 음악사)
음향 세미나 

(김상헌·방길환 간사)
예배음악 세미나

(UpDream&How-worship)
미디어 클리닉(KJBC 방송실)

미디어
학교

카메라 조작
 및 촬영
(이승준·  

정일 간사)

영상 편집
및 중계

(서재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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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am 9:40, 목 pm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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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

✚ 강청 아카데미 "주경야독 시즌 1"
 대상Ⅰ강청 모든 지체                                             신청 기간Ⅰ3.21(주일)까지
 과목안내Ⅰ1) 신앙의 뼈대 세우기(뉴시티 교리문답) 
                              이근도 목사 / 3.24부터 매주 수요일(6주) / pm 8:50
                         2) 구약 길라잡이(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이영광 전도사 / 3.25부터 매주 목요일(6주) / pm 8:50
 문의Ⅰ이영광 전도사(010-5198-3335) 
 *자세한 내용은 강청 올라인(카카오톡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교육국 교사연합기도회
 일시Ⅰ4.3(토) pm 8:00 
 장소Ⅰ멀티교육문화센터 401호 

차세대교육국

차세대교육국 온라인 주일예배
유아처

am 10:00 / pm 12:00
초등처

pm 12:00
중등처

am 10:00
고등처

am 10:00

교우소식

✚ 장례식
 - 이규정 성도 부친, 유승윤 집사 빙부
   별세Ⅰ3.12(금)                                                                     발인Ⅰ3.14(주일) 가족장
   관련 부서Ⅰ7교구
 - 송충식 성도
   (강영순 권사 남편, 송수영·송민영 집사 부친, 정대윈 집사 빙부, 정하윤·정하진·황서린 외조부)
   별세Ⅰ3.15(월)                                                                    발인Ⅰ3.17(수) 본교회장
   관련 부서Ⅰ시니어·7교구, 62여전도회, 초등처, 법률상담소위원회

✚ 출산소식
 - 김진한·김희윤 성도 득녀 / 이름 김예인 / 출생 2021.1.29
 - 차영동·이인애 성도 득녀 / 이름 차온유 / 출생 20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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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전건축을 위한 100만 기도시간

    * Youtube에 게시된 "응답받는 1시간 기도"를 활용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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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의창고 / 398-910030-11704         
*온라인 헌금시 입금자명+생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길동84

새가족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문의: 이현아 전도사 (02)546-3294 
 *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아가페채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가족 등록 신청은 홈페이지 및 옆 QR 스캔하여 신청)
 * 온라인 새가족 등록 신청은 홈페이지 및 영상 하단 링크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후 교구 담당 목사님을 만나셔야 정식 등록됩니다.

연번 이름 교구
64 김강민 이음교구
65 배혜미

강청
66 최진혁
67 권지완
68 권필립

연번 이름 교구
69 최진호

강청
70 최지연
71 양명길
72 김다은
73 유은정 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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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고난주간 새벽기도 및 금요특별예배

✚ 고난주간 새벽기도 및 금요특별예배 / 3.29(월)~4.2(금) / 은혜채플
 주제Ⅰ십자가 길에서 만난 은혜

*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 월~금 am 5:15

3.29(월) 3.30(화) 3.31(수) 4.1(목) 4.2(금)

설교 김수용 목사 이윤섭 목사 홍지승 목사 서정호 목사 안성권 목사

찬양
멜기세덱
(정다윗

전도사 인도)

멜기세덱
(오명철

목사 인도)

멜기세덱
(김태희

전도사 인도)

멜기세덱
(이영광

전도사 인도)

멜기세덱
(박종진

전도사 인도)

특별연주 정수정 성도
(비올라)

김민경 사모
(플룻)

박상민 성도
(일렉기타)

남수지·황규진 
성도

(트럼본,
트럼펫)

황의창 성도
(바이올린)

줌 인터뷰 1·8교구 2·6교구 3·5교구 4·7교구 시니어·강청· 
이음교구

* 금요특별예배 pm 8:30 / 가상칠언(옴니버스식 설교)

설교자 
및

본문

김영광 목사
눅 23:34

최용준 목사
눅 23:43

강윤호 목사
요 19:26-27

권규택 목사
마 27:46

오명철 목사
요 19:28

이근도 목사
요 19:30

안병국 목사
눅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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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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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호주
최춘식
양승순
인도
곽야곱
김바울
이재천
박.H.C
김.S.M
라오스
김.M.K
이.S.J
정.I.H
레바논
전세계
요르단
사미르

이.B.G
이.C.S
터키
문.S.H
엄 폴
정케림
일본
공영환 
권정훈
권오석
박천해
박철호
옥경진
이동주
이경석
러시아
김동성
정.Y.S

슬로바키아
서일원
이스라엘
김.J.N
원바나바
정.J.S
남아프리카공
김.S.J 
김재춘
신갈렙
캐나다
김문영
미국
정.S.C
독일
권순태
김현중
안창국

우경식
윤바울
장원준
조영래
오스트리아
장웅현
태국
국.M.H
페루
지영민

우리교회(장이영 목사)  
우리사랑교회(정순효 목사)
유강침례교회(이성환 목사)
은총침례교회(장기영 목사)
은평침례교회(이철호 목사)  
은혜더하는교회(최병유 목사) 
음성중앙침례교회(김남전 목사) 
의령교회(김길훈 목사)
왕성한교회(박영광 목사) 
이음교회(정찬석 목사)
장암교회(이재혁 목사) 
장항교회(허향영 목사)
지천명교회(최덕호 목사)  
전동중앙교회(윤석운 목사) 
좋은나무교회(신재철 목사)  
주님의교회(장원영 목사)  
주사랑가정교회(배진국 목사)
주생교회(이계남 목사) 
주영광교회(하정호 목사) 
주영광침례교회(김영준 목사) 
주원교회(김주원 목사) 
주음성침례교회(김영만 목사) 
주인교회(유화수 목사)
주안교회(김요한 목사) 
즐거운교회(김상호 목사)
초곡교회(오재혁목사)
초대교회(성의제 목사)  

참소망교회(김재석 목사) 
천안축복교회(은금성 목사) 
청양침례교회(김은태 목사)  
타이소망교회(남진명 목사)   
포성교회(정용훈 목사)
평강교회(설상민 목사) 
평강교회(이완복 전도사)
평안교회(송성호 목사)  
품앗이침례교회(이건구 목사) 
하나교회(김봉석 목사) 
하늘뜻품은교회(노승환 목사)  
하늘동산교회(박영재 목사)
하늘빛교회(석원철 목사)
호남제일교회(이재영 목사) 
학포침례교회(이제중 목사) 
한국마라나타교회(전혁수 목사) 
한사랑표범교회(한성민 목사) 
한샘선교교회(김홍렬 목사) 
한생명교회(이송규 목사) 
한소망교회(박용주 목사) 
함께세우는교회(임병철 목사) 
함께하는교회(정진모 목사)
합덕꿈의교회(박현준 목사)
화서교회(신원선 목사) 
행복한충효로교회(노성도 목사) 

필리핀 국립교도소 홍콩신학교

현재  1628 /2000해외선교 (118)
1. 해외 선교사(113)
카자흐스탄
박누릭
김.J.K
김필립
마닷
문.S.J
송안드레
정사무엘
정요셉
정여호수아
주바나바
주스데반
캄보디아
박.K.S
이.K.C
양.J.S
네팔
공평

전.H.J
몽골
박바이라
우크라이나
김.H.S
김.M.H
우즈베키스탄
박.S.W 
정일리오스
서.H.K 
홍요한
키르키즈스탄
오요셉
이.H.O
이.J.S
대만
김.J.H
송요한

유득종
조나단
잠비아
홍.H.K
탄자니아
조강식
중국
김치
노아
문.J.Y
성경인
이.C.J
황요셉
파라과이
김돈수
양창근
말레시아
소.D.W

오.C.J
방글라데시
강유숩
미얀마
김.K.B
세네갈
김KH
이.H.S
임.Y.H
인도네시아
Ardi
김.C.R
정.Y.M
파키스탄
김.J.M
베트남
이바울
이사야

전.C.H
홍.I
필리핀
신명근
이상배
이재호
정대섭
조대환
조한영
황철중
에콰도르
김광수
불가리아
변성붕
양재학
파나마
고대권
튀니지

Operation 2000 선교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2000명의 일꾼세우기 프로젝트

국내선교 (154)
1. 국내후원교회 (133)
가버나움교회(최대한 목사)
가오교회(송인철 목사)
강남사랑의교회(김용남 목사) 
강서중앙교회(구용회 목사)
강진은혜교회(하성철 목사)   
건강한교회(한만진 목사)
경기중앙교회(심언용 목사) 
공도제일교회(노종근 목사)  
구암교회(박상규 목사)
꿈과 사랑의교회(이재성 목사)
그돌교회(강동희 목사) 
그본침례교회(김호균 목사) 
그사랑교회(강민기 목사)   
김포늘사랑교회(김진종 목사) 
김포침례교회(박영대 목사)
김포한마음교회(조해근 목사)   
나성교회(남철우 목사)
남송침례교회(강 평 목사)
남해전원교회(강민구 목사)  
내사랑교회(양오준 목사)
내포늘사랑교회(김기현 목사)
높음뜻열매맺는교회(최재현 목사)
뉴라이프교회(박진웅 목사)  
늘찬양교회(김상수 목사) 
늘함께교회(김우겸 목사)
다누리센터(진요한 목사)
단단한교회(고충호 목사)  

대은침례교회(김갑진 목사)
더바른교회(김민성 목사) 
더살리는중앙교회(한규현 목사)
더숲교회(장윤규 목사)
동로교회(차 준 목사)
동천안교회(최병훈 목사)   
동탄성광교회(이순영 목사)
동탄중앙교회(김광섭 목사)
동행교회(하호진 목사)
두리만나교회(김현중 목사)
로뎀나무교회(배효직 목사) 
마현교회(박진웅 목사)
말씀대로교회(유창동 목사) 
물금센트럴교회(김진우 목사) 
밀알교회(신은섭 목사) 
믿음소망사랑교회(장이수 목사)
밑밭교회(정태원 목사)
명동중앙교회(김명기 목사)   
반석샘물교회(최명신 목사)
배방제일교회(곽만석 목사)
벧엘교회(이재호 목사) 
벧엘중앙교회(김성현 목사) 
보혈의교회(최현권 목사)  
비전교회(박상호 목사)
빛과사랑의교회(김형섭 목사) 
뿌리교회(김진혁 목사) 
뿌리깊은교회(이민욱 목사) 

사랑은빛교회(김민수 목사)  
사랑침례교회(이승현 목사) 
사랑하는교회(김홍철 목사)  
새바람교회(선정기 목사) 
새소망교회(장명호 목사) 
새에덴교회(여승철 목사) 
새이래교회(정혜숙 전도사)
생명시내교회 (박성훈 목사)
선한사마리아교회(천성기 목사) 
섬김의 교회(서대승목사)
성광침례교회(김지만 목사)  
시온의영광교회(강희석 목사)
신평침례교회(신익호 목사) 
아름다운교회(임송택 목사)
아름다운하늘빛교회(여종철 목사)
양양교회(김영윤 목사)  
양평침례교회(이병리 목사)
에덴교회(오세웅 목사)
에덴교회(최영균 목사)
연미정교회(손양승 목사) 
열린사랑의교회(김영기 목사) 
열방누림교회(이종섭 목사) 
예닮중앙교회(이용우 목사) 
예수향기교회(박정수 목사)  
오천교회(정귀수 목사)  
옥천침례교회(조영권 목사) 
온누리교회(김태훈 목사)

2.해외 선교기관 (5)
FIM 국제선교회 TGC 코리아 침례교 해외선교회

2.국내선교기관 및 학원선교 (21)
(재)한빛누리
B.S.U(조 준 목사)
강남교경협의회
기침육군문화센터(김종식 목사)
공군선교후원회
국내선교회

국제기드온협회
군선교후원회
극동방송국
번개탄
빛과물나눔(양승철 목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안중 진중사랑교회(구창설 목사)
전국교도소선교회
태국 외국인 노동자교회(김남숙)
파평산기지교회(김우태 목사)
하남 외국인지원센터(우인식 목사)
한국교육자선교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한정협
C채널 방송국

※ 선교사 이름은 신분 보호를 위하여 예명이나 약자로 표기하였음.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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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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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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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회실(폐백실) 화장실
미디어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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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학위원회실(107호) 화장실 

기독교한국침례회 강남중앙교회 0609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논현동 240-17)
양수리수양관  1257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길 244(목왕리 101) 

www.kj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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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

선정릉역

강남구청역(7호선, 분당선)
신한은행2번

출구

파라곤APT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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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준 목사(546-2623)

이영욱·임종현 장로
양    민·안성만 장로 
국태환·심홍근 장로
전진옥·김승호 장로
강대립·임병길 장로
김성원·김종신 장로
장태수·강성일 장로
김선학·김재도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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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진 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