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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보고

제105회기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사업경과를 보고합니다.

보고인 : 회  장 윤경화

총  무 조용선

1. 조직

•명 예 회 장 : 이영철  •회     장 : 윤경화

•부  회  장 : 김영삼 석도희 김재규 정순진 김도형

•서        기 : 권영범  •부  서  기 : 김영은

•회 록 서 기 : 김나영  •부회록서기 : 안경욱

•회        계 : 김동민  •부  회  계 : 유혜진

•감        사 : 정진원 서봉원 유광식 •총     무 : 조용선

•부  총  무 : 장미리 류세영 이  진 전상욱 이두형

•협 동 총 무 : 전정하 권제혁 민수정 허  동 정일호 차충환 강성심 정일호 이호혁 정우철 

박명일 이선희 명남광 이승구 김관중 김정환 권태경 신정혜 김성렬 고연욱

2. 회의

1) 중앙위원회

① 1차 중앙위원회 : 2020. 12. 12(토) 14:00, 광주영천교회(김병옥목사 시무)

② 2차 중앙위원회 : 2021. 3. 27(토) 14:00, 금산장로교회(홍용춘 목사 시무)

③ 3차 중앙위원회 : 2021. 5. 22(토) 14:00, 광진중앙교회(지태동목사 시무)

④ 4차 중앙위원회 : 2021. 7. 24(토) 13:30, 울산동광교회

⑤ 5차 중앙위원회 : 2021. 9. 11(토) 14:00. 제천성도교회(최경욱목사 시무) - [예정]

2) 임원회의 

① 1차 : 2020. 11. 17(화) 19:00, 칠곡중앙교회 (김동식목사 시무)

② 2차 : 2021. 1. 28(목) 21:10, Zoom 화상회의

③ 3차 : 2021. 2. 23(화) 21:00, Zoom 화상회의

④ 4차 : 2021. 3. 18(목) 21:00, Zoom 화상회의

⑤ 5차 : 2021. 4. 13(화) 20:00. Zoom 화상회의

⑥ 6차 : 2021. 5. 13(목) 20:00, Zoom 화상회의

⑦ 7차 : 2021. 6. 12(토) 12:00, 청도 본가한정식 

⑧ 8차 : 2021. 7. 11(일) 16:30, 제천성도교회 (최경욱 목사 시무)

3. 주요사업

1) 72회기 출범 감사예배

(1) 일시 : 2020. 11. 23(월) 오전11시

(2) 장소 :총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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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2회기 임원 워크샵

(1) 일시 : 2020. 12. 27(금) ~ 28(토) 

(2) 장소 :완주 상관리조트(전북 완주 소재)

3) 72회기 중앙대회

(1) 일시 : 2021. 2. 26일(금) ~ 27일(토) 

(2) 장소 :안동그랜드호텔(경북 안동 소재)

(3) 일정 : ① 예배 : 19:30   ② 72회기 발대식   ③ 친교   ④ CE발상지 역사탐방

「설교 :이관형목사(내일교회) “너희의 시작을 생각하여 보라”」

4) 한국CE 100주년 기념대회

(1) 일시 : 2021. 4. 22(목) 14:00 

(2) 장소 :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부지(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 일정 : ① 기념감사예배   ② 기념식   ③ 100주년기념교회 건축 기공예배

「설교 :소강석목사(총회장) “우리의 젊음, 하나님께 바치자”」

5) 한국CE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1) 일시 : 2021. 6. 26(토) 14:00

(2) 장소 :광신대학교(광주광역시 소재)

(3) 일정 : ① 예배   ② 기조강연   ③ 주제발표   ④ 토론

「설교 :이상복목사(광주동명교회) “에덴을 회복하라”」

「세미나 :총신대 박용규교슈 /대신대 김병희교수 /광신대 김주원교수」

6) 영적각성집회

(1) 1차영적각성집회 : 2021.5.15(일) 19:00 송정중앙교회(김정렬목사) 강사 : 김성일목사(대구부광교회)

(2) 2차영적각성집회 : 2021.7.11(일) 19:30 제천성도교회(최경욱목사) 강사 : 류명렬목사(대전남부교회)

(3) 3차영적각성집회 : 2021.7.18(일) 19:15 전주양정교회(박재신목사) 강사 : 김정일목사(제천성광교회)

(4) 4차영적각성집회 : 2021.7.25(일) 14:30 대구부광교회(김성일목사) 강사 :이경우목사(경운교회)

7) 전국CE 제95차 하기대회 - [예정]

(1) 주제 :뜨겁게 예배하라!

(2) 일시 : 2021. 9. 3(금) 14:00시~ 9.4(토) 12:00시 까지

(3) 장소 :소노벨 청송

(4) 참석예상인원 : 150명

8) 한국CE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 - [진행중]

(1) 건축부지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산 50-2

(2) 대지면적 : 1,500평

(3) 건축면적 : 50평

(4) 건축비지원 :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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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 - [진행중]

(1)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 6월 28일 오후 2시

(2) 여야 대표 및 국회의원 면담, 성명서 전달 : 6월 28일 오후 3시

(3)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총회 대책회의 및 기도회시 홍보캠페인 : 7월 26일 오후2시

(4) 각노회별 차별금지법 특별주일 제정의 건 요청 및 현수막, 차량스티커 부착 홍보캠페인 동참 

요청 공문 발송함, 현재 신청한 노회와 교회에 지원중

10) 한국CE 100주년 기념 100년사 편찬 - [진행중]

(1) 자료수집, 취합, 편집 진행

(2) 발간목표 :전국CE 제73회 총회(10월 23일)까지, 1000권 양장본으로 발행

4. 로컬활성화 사업

1) 대전CE 찬양집회 : 2020. 10. 25(주일), 대전남부교회

2) 대구CE 태국후아야이교회 선교건축예배 : 2020. 11. 1(주일), 경운교회

3) 진주CE 정기총회 : 2020. 11. 14(토), 열방교회

4) 대전CE 찬양집회 : 2020. 11. 15(주일), 금산교회

5) 대구CE 정기총회 : 2020. 11. 21(토), 대구경운교회

6) 전서CE 코로나19 방역물품 미자립교회 전달 : 2020. 11. 21(토), 전서노회 경내 교회 34곳

7) 경북CE 정기총회 : 2020. 11. 21(월), 성주중앙교회

8) 전서CE 워크샾 : 2020. 11. 27- 28(금-토), 정읍 햇살펜션

9) 대경CE 정기총회 : 2020. 11. 28(토), 산격제일교회

10) 대구중CE 정기총회 : 2020. 11. 28(토), 오동교회

11) 경중CE 낙태반대 영화 목회자 초청 단체상영 : 2020. 11. 30(월), 안동 CGV

12) 대전CE 정기총회 : 2020.12. 19(토), 대전중앙교회

13) 경안CE 정기총회 : 2021. 1. 23(토), 안동동문교회 

14) 울산CE 선교건축 감사예배 : 2012. 1. 31(주일), 울산동광교회 은혜홀

15) 수성CE 비대면 성경공부 “어? 성경이 읽어지네” : 2021. 2. 2(화) ~5월중, 온라인(ZOOM) 활용

16) 북전주CE 정기총회 : 2021. 2. 21(주일), 전주아멘교회

17) 광주CE 정기총회 : 2021.3. 6(토), 광주 CBS 1층

18) 전서CE 아카데미 : 2021. 3.18(목) ~ 4.29(목), 전서노회 회관

19) 전서CE 정기총회 : 2021. 3. 19(금), 전서노회회관

20) 동대전CE 정기총회 : 2021. 3. 20(토), 중앙제일교회

21) 김제CE 정기총회 : 2021. 3. 20(토), 김제노회회관

22) 서서울CE 정기총회 : 2021. 3. 27(토), 문화촌제일교회

23) 제주CE 정기총회 : 2021. 3. 28(주일), 동홍교회

24) 울산CE 정기총회 : 4월 10일(토), 양문교회(김효범목사 시무)

25) 동전주CE 정기총회 : 4월 10일(토), 전주제일교회(최성진목사 시무)

26) 대구경북CE협의회 정기총회 : 2021. 4. 10일(토), 칠곡중앙교회(김동식목사 시무) 

27) 충북동CE 정기총회 : 2021. 5. 15(토), 제천성광교회(김정일목사 시무)

28) 울산CE 미자립교회 지원사업 : 2021. 5. 22(토), 울산노회 경내 교회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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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구중CE 콘서트 공연 “클래식과 함께하는 세계여행” : 2021. 6.12(토),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30) 울산CE 차별금지법 반대세미나 : 2021. 7. 4(주일), 양문교회

31) 대구경북CE협의회 차별금지법 반대세미나 : 2021. 7. 10(토), 큰숲맑은샘교회

6. 결산

수입부 지출부

항목 세목 예산 금액 항목 세목 예산 금액

분
담
금

회장 8,000,000 8,000,000 사
무
행
정
비

인쇄비 4,000,000 4,632,200

부회장 8,000,000 7,200,000 행정통신비 3,000,000 2,819,940

임원 14,000,000 11,800,000 소모품비 1,000,000 434,300

분과위원장 1,200,000 500,000 소계 8,000,000 7,886,440

분과차장 1,200,000 300,000

일
반
운
영
비

시설관리비 10,000,000 7,253,444

협찬위원 2,000,000 600,000 급여 19,700,000 15,205,500

소계 34,400,000 28,400,000 여비 20,000,000 12,957,708

예
배
헌
금

정기총회 1,000,000 비품비 3,000,000 863,743

중앙위원회 2,500,000 1,923,000 세계CE교류비 5,000,000

중앙대회 1,500,000 1,030,000
홍보 및

업무추진비
5,000,000 2,758,750

100주년기념 1,500,000 소계 62,700,000 39,039,145

영적각성집회 20,400,000 6,572,000
회
의
비

회의비 4,000,000 1,709,600

하기대회 5,000,000 총회 10,000,000

소계 31,900,000 9,525,000 중앙위원회 5,000,000 5,833,000

등
록
금

상회비 8,000,000 소계 19,000,000 7,542,600

총대등록금 5,000,000

사
업
운
영
비

지역선후배만남 3,000,000 1,579,200

비전트립 30,000,000
로컬활성화 및

장학금
20,000,000 3,750,500

하기대회 80,000,000 중앙대회 20,000,000 16,265,370

소계 123,000,000 0 100주년행사 50,000,000 62,981,134 

총
회
지
원
금

총회보조금 100,000,000 100,000,000
영적각성집회 12,000,000 4,315,000

하기대회 120,000,000 1,634,100

100주년기념
교회건축

20,000,000 10,000,000소계 100,000,000 100,000,000

찬
조
금

100주년기념 50,000,000 45,900,000 비젼트립 40,000,000

하기대회광고 40,000,000 13,100,000 차별금지법대책 20,000,000 10,104,650

선교건축광고 25,000,000
임원워크샾
및단합회

4,000,000 2,492,660

찬조금 5,630,000 1,400,000 소계 309,000,000 113,122,614

기타수입 70,000 7,809,935 기
타
운
영
비

경조비 5,000,000 3,174,750

예비비 6,300,000 2,450,460

소계 120,700,000 68,209,935 소계 11,300,000 5,625,210

수입합계 410,000,000 206,134,935 지출합계 410,000,000 173,216,009

잔액    32,918,926

2020.10.28 ~ 2021.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