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3.27 제 2412 호

수요하모니예배 am 11:00 금요성령집회 pm 8:00

●  설교 : 서정호 목사
●  기도 : 최은영 권사
●  말씀 : 살아나고 살리는 말(창 1:1~3)

●  설교 : 최병락 담임목사
●  사회 : 김수용 목사

설교        1, 2, 3, 4, 5부         권  호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7:30 2부 9:30 3부 11:30 4부 13:30 5부 15:30

   인     도 김수용 목사 이윤섭 목사 권규택 목사 이근도 목사

* 입 례 송 우리 주 하나님

성령의
불타는 교회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예배선언 인도자

* 찬     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나의 하나님* 신앙고백 사도신경

  대표기도 김정한 집사 전진옥 장로 현광문 집사

  헌금 및 특송 시온 찬양대 이승호 성도

  교회소식 영상 광고

  성경봉독 역대상 11장 1~3절

  말씀증거 왕을 통해 깨닫는 것

* 축     도 설교자

주일 낮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am 6:30, 유튜브(화~금) 세움채플 am 7:00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4.2(토)

눅 24:1~12 눅 24:13~35 눅 24:36~43 눅 24:44~53 스 1:1~11 기차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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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및 행사

✚ <새롭게, 그리고 뜨겁게>
 3월 한 달 풍성한 말씀 축제로 초대합니다.
 - 3/27(주일) 권호 목사(1-5부)

✚ 기차 프로젝트(차세대 특별새벽기도회)
 일시Ⅰ4.2(토) am 7:00                                             장소Ⅰ세움채플(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차장(설교)Ⅰ김수용 목사(함성 프로젝트 담당)

✚ 남전도연합회 회장단 월례회
 남전도연합회 회장단 영상 월례회 및 기도회가 이번 주일(27일) 저녁 8시에
 팀링크로 열립니다. 팀링크 주소는 카톡방 공지입니다. 

모임 및 모집

✚ 장년교육위원회 302 성경학교, 302-1 성경학교예비모임 안내
 Re:BIBLE (The Cross in Genesis)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 고난주간 특별 성경사경회(창세기)
   일시Ⅰ4.11(월) ~ 15(금) pm 7:30
   장소Ⅰ세움채플
   강사Ⅰ최병락 담임목사
   대상Ⅰ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
               * ‘302 성경학교’ 과정입니다.
   문의Ⅰ김준수 전도사(010-9312-6072)

✚ 2022년 워십미니스트리 세미나 2기 수강생 모집
 일시Ⅰ2022년 4월 8일(금요성령집회) - 9일(토)
 장소Ⅰ강남중앙비전센터 세움채플
 강사Ⅰ최병락 담임목사님, 심종호 간사(마커스), 차은택 감독
 신청Ⅰ주보에 게시된 QR코드 참조
 문의Ⅰ김태희 전도사(010-6733-0815)

✚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왕십리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을 환영합니다.(관·현악기, 타악기 등)
 신청 및 문의Ⅰ이윤섭 목사(010-4781-0237)

담임목사 동정

✚ 3월 27일(주일) 세미한교회 주일예배

교회 소식

· 302-1 창세기 통독모임
   일시Ⅰ4.5(화) ~ 8(금) pm 1:00
   장소Ⅰ비전채플
   강사Ⅰ홍지승 목사, 안성권 목사
   대상Ⅰ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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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 소식

✚ 장례식
 - 장희정 집사 모친, 김기석 집사 빙모
   별세Ⅰ3.18(금)                                                                      발인Ⅰ3.21(월)   가족장
   관련 부서Ⅰ2교구, 10남·52여전도회

 - 박성식 집사 모친, 조묘순 권사 시모
   별세Ⅰ3.18(금)                                                                       발인Ⅰ3.22(화)   타교회장
   관련 부서Ⅰ8교구, 91여전도

 - 이명렬 집사 모친, 김영선 권사 시모, 이정환 성도 조모
   별세Ⅰ3.21(월)                                                                    발인Ⅰ3.23(수)   타교회장
   관련 부서Ⅰ5교구, 12남·93여전도회, 호산나찬양대

 - 고 이흥주 목사(김용자 사모 남편)
   별세Ⅰ3.22(화)                                                                       발인Ⅰ3.27(주일)  타교회장
   관련 부서Ⅰ시니어교구

✚ 결혼식
 - 신랑Ⅰ천상운 전도사                                                          신부Ⅰ배예빈 양
   일시Ⅰ4.2(토) pm 1:00                                                    장소Ⅰ레노스블랑쉬(구, 무학웨딩홀)
   관련 부서Ⅰ교역자, 유아처

 - 신랑Ⅰ김희훈 군(김영억 집사, 채영해 권사 장남)          신부Ⅰ마주희 양
   일시Ⅰ4.2(토) pm 6:00                                                     장소Ⅰ롯데호텔잠실 3층 크리스탈볼룸
   관련 부서Ⅰ1교구, 22여전도회, 그레이스찬양대

왕십리비전센터 예배 안내
주일예배

1부 am 7:30 2부 am 9:30 3부 am 11:30 4부 pm 1:30
(청장년&이음)

5부 pm 3:30
(강청)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am 6:30 수요하모니예배 am 11:00 금요성령집회 pm 8:00

차세대교육국 주일예배

▶ 유아처(0~7세)
영아부(0~3세) 1부 9:20 / 2부 11:20
유치부(4~7세) 1부 9:30 / 2부 11:30

▶ 초등처(8~13세)
1부 am 9:30
2부 am 11:30
3부 pm 1:30

▶ 청소년처(14~19세)
 1부 am 9:30
 2부 am 11:30

*차세대교육국 온라인예배는 “유튜브 ‘차세대교육국’ 채널”에서 실시간 송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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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함성”
●  세걸음기도(장년): 378시간
●   시금석기도(시니어): 1878시간
●   오순절기도(여전도회): 316시간
●   밤세움기도(강청): 772시간
●   기차프로젝트(차세대): 1426시간

3월 집계

누적 합계

2818시간

4770시간

※ 3월 세걸음기도 이벤트
     최다 참여상(오영순 권사), 베스트 스토리상(신예진 사모), 베스트 포토상(조은영 집사)
※ 세걸음기도를 위한 “오디오 기도문(청년남녀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함성홈페이지 메인)
※ 안전한 세걸음기도를 위해 공사장 내부 출입과 공사 현장 촬영은 자제해주세요.

공지사항

✚ 교인증 관련 공지
 교인증으로 기존의 방역을 위한 체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지만, 
 왕십리 성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교인증 QR체크로 성전 출입 관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또한 새성전에서도 성전 출입과 장소 사용 등이 교인증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오니, 
 교인증 사용을 생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데스크나 해당 교구 목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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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교육국 공지
 차세대교육국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현장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주일부터 모든 처 현장예배를 오픈합니다.

✚ 차세대교육국 청소년 캠프 ‘크몽’(크리스도께 몽땅 가져와)
 일시Ⅰ1차 - 3.25(금)  pm 8:00(금요성령집회) 
                  2차 - 3.26(토)  pm 6:30  
                  3차 - 3.27(주일) am 9:30
 장소Ⅰ1차 : 세움 채플 / 2-3차 : 비전 채플 
 대상Ⅰ청소년처 전체
 강사Ⅰ임우현 목사(1차) / 이길호 전도사(2차) / 김영광 목사(3차) 
 문의Ⅰ이길호 전도사(010-2749-8221)                                             

차세대교육국의 예배 이야기

유아처
(0~7세)

찢어진 휘장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눅 23:45

신예슬 전도사

초등 1-2부
(초등1-6학년)

에너자이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이스
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
킬 능력이 있음을 배웁니다.

느 8:8~10

임설현 전도사

초등 3부
(초등1-6학년)

In front of W After Nehemiah completed 
building the wall, Ezra 
gathered people to listen to 
the Word.

Nehemiah
8:1-12

Ethan Lee

청소년
(중·고등)

넌, 불량품이
아니야

<크리스도께 몽땅 가져와 3차>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엡 2:12~19

김영광 목사

차세대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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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 제자훈련과정

✚ 강청 밤세움 기도
 일시Ⅰ3.25(금) ~ 4.15(금) 매주 금요성령집회이후 pm 11:00 ~ am 4:30 
 장소Ⅰ강남중앙비전센터 비전채플
 문의Ⅰ강청 올라인(카카오톡 채널)

강청

* 삼시세끼: 성경통독 프로그램 / 주경야독: 주제별 선택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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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문의: 이현아 전도사(010-9117-4370) 

* 오늘 처음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예배 후 새가족환영실로 오시면 새가족 등록 및 교육, 
      교회생활을 안내해드립니다. 
   - 새가족 등록 온라인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환영실에서 교구 목사님을 만나야 정식등록 됩니다.

✚ 새가족교육과정 안내(Zoom 온라인 교육, pm 2:00)
 이 과정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등록한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101 새가족교육(3주)과 102 복음학교(3주) 과정을 모두 마쳐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2 복음학교 2강 [그리스도와 부활]이 진행됩니다.

101 새가족교육 102 복음학교

1강
교회소개

2강
예수님과 구원

3강
목장이란?

1강
그리스도와

십자가

2강
그리스도와

부활

3강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서정호 목사 권규택 목사 김수용 목사 홍지승 목사

✚ 2022년 1차 새가족 환영회
 우리교회 새가족과 함께하는 담임목사님의 특별한 간증 시간이 열립니다.
 일시Ⅰ4.23(토) am 10:00 ~ pm 12:30
 장소Ⅰ강남중앙비전센터 세움채플
 대상Ⅰ2021.7.11. ~ 2022.4.17.까지 등록한 모든 새가족
 신청Ⅰ옆에 게시된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문의Ⅰ이현아 전도사(010-9117-4370) - 장년교구(청장년, 이음, 1-8, 시니어교구)
                 박철순 전도사(010-6524-5201) - 강청(20세~40세 청년)

새가족

[새가족 등록 온라인 신청]

[새가족환영회 신청]

연번 이름 교구
108 강중환 시니어교구
109 김지영 8교구
110 진주은 5교구
111 박해원 강청

연번 이름 교구
112 김영운 강청

113 오서육 이음교구

114 이시온 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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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님 방송 설교 안내  

C채널Ⅰ본방 매주 주일 pm 2:30
CGNTVⅠ본방 매주 월 am 8:20 / 재방 매주 목 pm 5:30, 토 am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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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상반기 제자훈련, 양육과정 안내

강  의 기간/ 일정 대   상 일  정 강   사

102
복음학교

4.10(주일)
~ 4.24(주일)

3주간 pm 2:00

초신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

1주차 – 그리스도와 십자가
2주차 – 그리스도와 부활
3주차 – 그리스도와 성령충만

홍지승 목사

201
새가족

심화교육

3.20(주일)
~ 4.10(주일)

4주간 pm 3:00

102 복음
학교를 수료한 
성도, 기신자

1주차 – 교회, 예배, 헌금, 기도
2주차 – 성례 : 침례와 주의 만찬
3주차 – 하나님의 뜻, 고난, 영적전쟁
4주차 – 교제와 전도

1주 – 홍지승 목사
2주 – 안성권 목사
3주 – 최용준 목사
4주 – 강윤호 목사

301 
교리학교

3.15(화)부터
10주간 am 

11:00~12:00
201 새가족 
심화교육을 
수료하신

성도, 기신자

소요리문답
(가정예배를 위한)

홍지승 목사

3.17(목)부터
8주간 am 

11:00~12:00
런던침례교신앙고백서 이윤섭 목사

302
성경학교

4.11(월)
~ 4.15(금)
pm 7:30

모든 성도

고난주간 특별 성경사경회
Re:BIBLE ‘The Cross in Genesis’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최병락
담임목사

302-1
창세기

통독모임

4.5(화)
~ 4.8(금)

pm 1:00-2:00

홍지승 목사
안성권 목사

      * 위 과정은 본교회에 등록된 교인들만 참여하실 수 있으며,
         302, 302-1 강의는 현장에서, 301 강의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 등록방법
         102, 201, 301, 302, 302-1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 나눔터 -> 문서자료실 -> 장년교육/복음학교
         문의Ⅰ안성권 목사(010-8887-0052) /김준수 전도사(010-9312-6072)

장년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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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비전센터 주차이용 안내문

✚ 주차료

평일
(월~토)

새벽예배 / 2시간 무료
사무국에 차량등록 후 

출차가능수요하모니예배 / 3시간 무료
금요성령집회 / 3시간 무료

주일 유료(사무국에서 할인권 구입)
1시간 1,000원  /  2시간 2,000원

 ▶ 토요일과 주일은 매우 혼잡해 주차와 출차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매장 이용시 추가 할인: 왕십리역사(비트플렉스몰)내 매장(이마트,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을 
         이용하시면, 해당 지점에서 추가 할인 가능
 ▶ 매장별 합산, 하루 최대 5시간을 무료로 이용 가능
 ▶ 타 지점 할인 우선 사용 후  ⇨ 교회 할인권은 다음에 사용 가능

✚ 교회 주차할인권 사용방법

 주일 주차할인권 
 ▶ 교회 사무국에서 주차권 구매 1시간 1,000원 / 2시간 2,000원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차량번호 4자리 등록 후 출차 

 1. 주일 주차권: 교회 사무국 발행, 주일(일요일)만 사용가능 
 2. 사용 기한은 없으며, 혼잡하지 않는 시간대에 미리 구매 하시면 편리 합니다. 
           (1천원 / 2천원 두 가지이며, 현금 구매만 가능 합니다.)
 3. 할인시간 이외의 추가 주차는 요금이 발생합니다.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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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KOS CHURCH 목장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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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제목 I 왕을 통해 깨닫는 것                                                               [설교 동영상 보기] 
본문 I 역대상 11장 1-3절       

    

               

목장모임 안내  *아래의 순서에 따라 목장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Greeting(교제)  지난 한 주간의 자신의 삶을 간단히 나눠주세요.

✚  Praise(찬양)

✚  Sharing(말씀나눔)
1.    하나님의 우리의 때를 정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환경을 주도하심'과 '약속을 지키심'

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정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나누어 봅시다.

✚  Prayer(도고기도) 개인기도 제목 나눔

✚  Community Prayer(공동기도)
1. 개인기도
2. 교회기도<이번 주 주보 광고를 참고하여 기도제목을 나누세요>
3.   우크라이나 김환삼/박미경(기환, 은비)선교사 

   ①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군이 철수하도록 
②   식료품, 의약품등의 공급이 원활하고 균형있게 이루어져  

 우크라이나국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③   전쟁이 끝나는 날, 자원봉사자들과 우크라이나에 함께 들어가 교회가 재건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  Closing Prayer & The Lord’s Prayer(마무리 기도 및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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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중앙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안내

[카카오 채널] [강중침 유튜브 채널]

[차세대교육국] [강  청] [새가족 위원회]

[장년교육위원회] [목양위원회] [굿모닝 강중침]
(새벽예배 채널)

[강중침 찬양채널] [강중침 웨딩채널] [교통안내]

[비트플렉스 안내] [주차안내]

[강중침 홈페이지]



목사 서정호(사역조정) 강윤호 권규택 김성민 김수용 김영광 김요한 안성권 오명철 이근도 이윤섭 최용준 홍지승︱전도사 김준수 
김태희 문인성 이길호 이영광 이정윤 이현아 장태원 정시현 조경찬 천상운︱협동목사 구창설 권순식 김기철 김성철 김우태 김일엽 
김진원 박영철 배진호 설  훈 성광원 신재길 신제균 양승철 이교원 이삼수 이준철 정동섭 최성호 최환종 최현서 John Choi︱파트전도사 
강신우 김성은 박철순 신예슬 임설현︱협동전도사 고원숙 곽신실 김연수 신승자 허정무︱사무국장 이동길︱직원 김상헌 김의정 
박준완 유종도 정   일 조이남 조장섭︱원로장로 류재휴 전영우 정하영 이석상 차재훈 이현우 오승일 엄춘택 이정수 정기원 조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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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환 김태완 송홍헌 이상도 이웅섭 
홍성서︱협동장로 조원건 양수리 수양관︱직원  김민철(사무과장) 이찬식 김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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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중앙교회 왕십리성전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광장로 17, 5F (Tel. 02-546-3221)
강남중앙교회 강남성전 (건축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논현동 240-17)
양수리수양관 (1257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길 244(목왕리 101) (Tel. 031-772-6015) 

www.kjbc.or.kr

지하철          2호선 ⇨ 5번, 6-1번 출구 이용 또는 12, 13번 출구 이용
                         5호선 ⇨ 5번 출구 이용 또는 12, 13번 출구 이용 
                         분당선, 중앙선 ⇨ 12번, 13번 출구 이용
버스               2012, 2013, 2014, 222, 3201, 4211                                                          
                         N62, 302, 463
마을버스     성동02, 성동03, 성동08  
자가용          네비게이션에 “비트플렉스 주차장”을 검색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오시는 길

본당
비서실

영상실

자모실

사무국

새신자
환영실

비서실

영상실

자모실

사무국

비전채플 
(청소년처)

드림채플 
(초등처)

글로리채플 
(유아처)

새신자
환영실

고등부 예배실

세움채플 성전안내
세움채플

(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