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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보고
제104회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직 및 현황
1) 조 직
• 대표회장 : 김수읍목사(통합)
• 상임회장 : 김종준목사(합동)
• 공동회장 : 김태영목사(통합), 신수인목사(고신), 육순종목사(기장), 황형식목사(대신),
장종현목사(백석), 김성남목사(호헌), 문수석목사(합신), 채광명목사(개혁),
김남심목사(합동동신), 박남교목사(합동복구), 김영숙목사(합동중앙),
정서영목사(합동개혁), 김태경목사(개혁총연), 송종근목사(고려개혁),
신마가목사(합복), 박남수목사(개혁선교), 권오삼목사(보수), 김경인목사(합동선목),
유재봉목사(한영), 김희신목사(피어선), 김종복목사(합동해외),
홍계환목사(합동장신), 조성환목사(개혁개신), 도용호목사(호헌(의정부)),
김길곤목사(고려)
• 부 회 장 : 장향희목사(통합), 오정호목사(합동), 임인기목사(백석), 이재형목사(개혁),
양성수장로(합동), 원형득장로(백석)
• 서
기 : 황연식목사(호헌) / 부서기: 정성엽목사(합신)
• 회록서기 : 김종명목사(백석) / 부회록서기: 강세창목사(합동동신)
• 회
계 : 안옥섭장로(통합) / 부회계: 김충무장로(고신)
• 총
무 : 최우식목사(합동)
• 협동총무 : 변창배목사(통합), 이재천목사(기장), 조강신목사(대신), 강상구목사(개혁),
김영득목사(고려개혁), 강동규목사(개혁선교), 김명찬목사(한영)
• 사무총장 : 김명일목사(합동)
• 감
사 : 이영한목사(고신), 주문규목사(피어선), 강상용장로(통합)

2) 현재 가입교단 수: 26개 교단

2. 경과 및 사업보고
2019. 7.26
2019. 8.19-28
2019. 9. 3
2019. 9.21
2019.10.10
2019.10.11
2019.10.31.-11.1

독거노인을 위한 쌀 전달((사)해돋는마을)
미주지회 방문
목회자교육원 제26학기(2019-가을) 개강
선교위원회 전문인선교훈련원(PMTI) 2019 가을학기 개강
한국장로교신학회 제34회 학술발표회(주제: 한국장로교회와 사회참여)
제36-3차 증경대표회장 간담회(그랜드 앰배서더호텔)
회원교단 신임 총회장, 총무 취임감사예배(베스트웨스턴 아리랑힐 동대문호텔)
제36회기 임원 및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 수련회(더화이트호텔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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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2019.11.26.
2019.12. 3
2019.12.10.
2019.12.16
2019.12.17.
2020. 1. 6
2020. 1. 9
2020. 1.21
2020. 1.30
2020. 1.31
2020.2.10-14
2020.
2020.
2020.
2020.

4. 2
6.25
6. 29
7. 2

총회 보고서

제37회 정기총회 개최(대표회장 김수읍목사, 통합)
미스바 나라사랑 기도회(호헌, 총회본부)
미스바 나라사랑 기도회(합동해외, 한국기독교회관)
제37-1차 회원교단 총회장 간담회(그랜더 앰배서더 서울)
제37-1차 증경대표회장 간담회(만복림)
미스바 나라사랑 기도회(합복, 총회본부)
제37회기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 간담회(강릉 노암교회, 강릉 일대)
미스바 나라사랑 기도회(피어선, 평택대학교)
2020 신년하례회
제37대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한벗학교’ 방문 후원
미스바 나라사랑 기도회(합동복구, 서산)
제37-1차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한장총 세미나실)
실무임원 및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 워크샵
(한장총 임직원 및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 등 총 17명 참석)
미스바 나라사랑 기도회(한장총 세미나실)
2020 한장총 기후환경 온라인 포럼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회와 신앙
한장총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 간담회(한장총 세미나실)
제12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예배(영락교회)

3. 계획
1)
2)
3)
4)

한국장로교신학회 2020-가을 학술발표회: 2020. 9.
이주민 초청 문화행사 (예정) : 2020. 8.
제9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 : 2020. 9.
제38회 정기총회: 202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