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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제부 보고

제105회기 구제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부  장 박순석

서  기 나은영

1. 조직

1) 임 원 : 부장 박순석, 서기 나은영, 회계 홍승복, 총무 김용출

2) 실행위원 : 박주철 강구덕 이경직 허  은 이이복 오종대 김삼주 조창석 권택성 이경석 라양균 

김정호 김홍택 고상석 이재호 이경준 

3) 부 원 : 장성현 김희성 권기현 최돈훈 송병원 이영재 주영기 문금식 기우정 백장현 정운주 

김세출 문윤기 이종주 정역희 박성두 오한구 김홍표 장용섭 한현일 신승철 이상남 

김종구 최영수 김용수 부영찬 김동근 서정모 박명식 박병욱 권응화 이계수 윤병진 

노길용 추암성 나명주 현광욱 허영규 김성천 김형곤 조승호 박종윤 박창근 신후방 

장동식 안칠홍 하은수 박대성 윤두열 조영종 배연환 정석환 윤철수 박경한 이형구 

이재두 박원민 박광수 이동규 고창덕 박찬석 김명현 김중연 이재남

2. 회의

1) 실행위원회의

(1) 제1차 실행위원회

 일 시 : 2020. 10. 15(목)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제105회기 구제부 조직, 사업계획, 예산은 유인물대로 받고, 모든 구제부의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2) 임원회의

(1) 제1차 임원회

 일 시 : 2020. 10. 5(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실행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부장 : 박순석 목사, 서기 :나은영 장로, 회계 : 홍승복 장로, 총무 : 김용출 장로

박주철 강구덕 이경직 허  은 이이복 오종대 김삼주 조창석 권택성 이경석 라양균 김정호 

김홍택 고상석 이재호 이경준(이상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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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행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③ 사업보고는 유인물대로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④ 특별구제의 건은 아래와 같이 지원하되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실행하기로 하다.

가. 200만원 지원(37개 교회)

나, 100만원 지원(33개 교회)

다. 특별구제 부족분은 일반지원금에서 지원하기로 하다.

⑤ 특별구제헌금을 이중 입금하여 반환 요청한 백산중앙교회의 건은 1회분 반환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일 시 : 2020. 10. 15(목) 10:3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 회계보고를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② 재정부에서 이첩한 부곡소망교회 태풍피해복구 긴급 청원의 건은 구제부에서 100만원 지원

하기로 하다.

③ 차기 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모이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일 시 : 2020. 10. 29(목) 15:30

 장 소 : 이천은광교회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 회계보고를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② 일반구제의 건은 아래와 같이 100만원씩 8개 교회에 지원하기로 하다.

③ 재정부에서 이첩한 경남 /용초교회 /정성주도 100만원 지원하기로 하다.

④ 이천은광교회에서 헌금한 1,000만원은 특별구제헌금으로 받고, 기증한 백미 100포는 임원

들이 25포씩 배부하기로 하다.

⑤ 특별구제헌금 모금 광고비를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

 일 시 : 2021. 1. 28(목) 11:00

 장 소 : 동해횟집

 결의사항

① 회계가 회계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사택이 화재로 전소된 평양제일노회 /감정리교회 /박창덕 목사와 지난 태풍피해돕기에서 누

락된 김제노회 /삼면교회 /나영석 목사는 특별헌금에서 지원하되, 감정리교회는 300만원, 

삼면교회는 200만원 지원하기로 하다.

③ 일반재정청원의 건은 신청한 아래 20개 교회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다.

④ 차기 임원회는 3월 중에 모이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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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차 임원회

 일 시 : 2021. 3. 17(수) 10: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회계가 회계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② 일반구제 지원은 아래와 같이 10개 교회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다.

③ 경일/부평우리/김형중 목사는 질병의 경중이 중함으로 특별구제헌금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

 일 시 : 2021. 5. 28(금)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회계가 회계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② 일반구제대상 선정은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하다.

가. 200만원 지원(1개)

나. 100만원 지원(9개)

③ 특별헌금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안동 /배점/김성기에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다.

④ 지난 회기 미지급되었던 장로신문 광고비의 건은 제104회기 제16차 임원회의 결의사항 4번 

“모금된 특별헌금은 다음회기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에 의거하여 광고비를 본회기 구제

부에서 지불하기로 하다.

⑤ 총무 김용출 장로 모친상으로 근조화환을 보내기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

 일 시 : 2021. 7. 20(화) 11:00

 장 소 : 제이원호텔

 결의사항

① 회계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② 일반재정을 청원한 14개 교회는 아래와 같이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다.

③ 서류 미비로 제외되었던 조길수 목사(뇌경색 후유증)와 화재피해를 입은 곽병찬 목사는 부장 

박순석 목사의 특별헌금 2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다.

3. 주요사업

1) 일반구제사업 : 총액 97,000,000원(총 96개 교회)

(1) 태풍피해 33교회

사랑하며섬기는 /박상필, 사랑제일 /오수환, 이리어양/윤광석, 빛된/전준영, 동원 /김현국, 

복있는 /박창희, 행복원 /윤정렬, 소망 /김도협, 생명나무 /박인섭, 생명의빛/이준영, 

광야/안태경, 넘치는 /최명영, 예수명문 /이창호, 천안예향/최종우, 성화 /장기용, 

주안소망 /이양구, 대흥/박수병, 부여신광 /김석용, 아가페 /이현두, 신현동 /유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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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청천/최재연, 수곡장로 /전병대, 통석중앙/방현강, 남문 /유호성, 빛고을 /최요한, 

가오중앙/김창수, 수륜제일 /장재호, 예천전원 /이교남, 포항제자들 /장영길, 온드림/이대우,

앵성 /서근원, 송천/주종환, 전서 /부곡소망, 교회 /정명순

(2) 수술 및 치료 63교회

동전주 /성신 /이민규, 함북/동산 /남서호, 군산남 /용지 /황치영, 평양제일 /일맥 /정융화, 

강중/산성 /김성지, 동부산 /새소망 /하명근, 충북/하동 /양병만, 충북/청주남부 /민기식, 

경남 /용초교회 /정성주, 광주 /풍암온누리 /전좌진, 고흥보성 /이동 /송기만, 

서울남 /꿈꾸는 /이태희, 서울남 /예향/정상용, 관서 /비전 /임현숙, 용천/새로운 /고영석, 

대전 /화평기도처 /강문석, 중앙/즐거운 /김성복, 관서 /희망찬/박임진,

황서 /주은혜로 /윤종일, 서중/시온중앙/나기철, 충북동 /충주예수사랑/이현수, 

경청/생미 /윤영환, 강원 /사랑하는 /이인철, 군산 /예인 /강성혁, 군산 /실로암/손용섭, 

이리 /낙원 /정은환 서울남 /평화의 /김성윤, 전서 /용곽시온/박문상, 충북/양성 /김진상, 

경일 /인천동산 /최양호. 경일 /부평우리 /김형중, 서울한동 /좋은씨앗 /박종호, 

광주 /청송/정문기, 제주 /새사람행복한 /박성희, 강중/초원 /이동이, 함북/축복 /정은용, 

함북/시냇가 /홍성진, 경중/곡현/배수운, 대전 /영광 /손우정, 중경기 /새힘 /김두옥, 

강원 /시동제일 /정호묵. 서울남 /서원 /김임봉, 인천/평강 /이상문, 서대전 /열매맺는 /최영배,

강중/함께가는 /박승철, 서수원1 /오산새언약/임명국, 충북/예향/양영지, 

충북/원동 /신철문, 안동 /배점/김성기, 충남 /창대 /윤덕홍, 남전주 /새롬 /박기호, 

서광주 /운암벧엘/김효석, 경서 /용암/윤병도, 동전주 /덕천/백종환, 제주 /서홍/박성남, 

호남 /월송/강대영, 목포/등대 /오진호, 광주 /홍농은혜 /최태승, 전서 /고사포/채명진, 

전북서 /부안반석 /김영노, 동대구 /장기 /이재식, 여수 /대옥/이종훈, 동인천/우리비전 /한철 

2) 특별구제사업 : 총액 87,327,694원

(1) 태풍피해 지원(38교회)

하늘바다 /양순철, 동천/최윤길, 복용제일 /정행원, 봉산제일 /김광식, 이길 /권영일,

월전 /전승윤, 새벽이슬/최영관, 늘푸른/백남권, 새에덴/맹준호, 에덴동산 /이동수,

신광 /임일수, 안디옥/김선웅, 승리 /홍광서, 생명샘/강지철, 아산중앙/홍은식,

충주새물결 /주만중, 내토 /백승열, 제천큰사랑/류창수, 하늘소망 /천창대, 본량제일 /서상용,

정금/조재호, 아산사랑스러운 /이창주, 광주참사랑/이배영, 은혜로 /하석준,

첨단포도원 /김종기, 함께하는 /진교소, 황등서부 /이전남, 의암/윤재한, 해리중앙/이만구,

왕촌/이성우, 생명 /배정환, 순동 /박창범, 대창 /김영복, 창주 /김영도, 벧엘/육종균,

서원 /김임봉, 사랑가득한 /이종관, 광주 /남평 /이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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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 및 질병(6교회)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전기이월 61,179 38개교회지원 75,000,500 수수료 500원

태풍피해교회돕기 

특별헌금
75,256,000 감정리교회 3,000,000 화재

이천은광교회 헌금 10,000,000 삼면교회 2,000,000 태풍

박순석목사 헌금 2,000,000 부평우리교회 2,000,000 백혈병

이자 10,515 배점교회 3,000,000 화재

조길수목사 1,000,000 뇌경색

예수영광교회 1,000,000 화재

잔액 327,194

합계 87,327,694 합계 87,327,694

4.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회의비 7,000,000 회의비 3,010,000

지원금 100,000,000 지원금 99,900,000
96교회 9,700만원

홍보비 290만원

잔액 4,090,000

합계 107,000,000 합계 107,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