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Re:Born Worship

다시 태어남

주일

전도 부흥회
4.17 부활주일
VIP 작성시작(전도대상자)
최병락 담임목사

4.20 수
전도폭발 강사 김영광 목사

4.22 금
생명과 풍성한 삶 이승제 목사
(가까운교회 담임목사)

5.13 금
산기도: 전도와 정착을 위한 기도
최병락 담임목사
장소 양수리수양관

주일 1-5부 7:30 / 9:30 / 11:30
1:30 이음 / 3:30 강청
장소

세움채플(왕십리 역사 5층)

새가족 등록과 선물 증정
문의

4.29 금
전도전략연구소장 하도균 교수
(서울신대 전도학 교수)

강남중앙침례교회
(02.546.3221 / www.kjbc.or.kr)

5.1 1 수
우리동네 전도왕 이영희 전도사
(권선제일교회)

5.18 수
열혈청년 전도왕 최병호 집사
(다니엘 리더스 스쿨)

5.20 금
Re:Burn 다시 뜨겁게!
최병락 담임목사
장소 세움채플

리본축제
5.25 (수) - 5.29 (주일)

가수 김용준, 류지광, 비 온 후와 함께하는

스타강사 김창옥의

디노체 콘서트

VIP 디너쇼

김용준(SG워너비)

류지광(미스터 트롯)

비 온 후(배우 김영호)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저희 교회는 새가족 여러분들의 편안한 교회 정착을
위해 일대일 돌봄사역을 진행합니다.
4주간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pm 7:30 – 9:30

장소

디노체 컨벤션 (6층)

콘서트 / 간증 / 경품추첨 /
복음메시지(최병락 담임목사)
사회 및 특별 순서

비 온 후(그룹 비오케이 리누)

시간

pm 8:00 – 9:30

장소

세움채플

5.28

차세대 리본 축제

청소년처
시간 am 10:00
'닥터 스트레인지'(CGV 예배)
유초등처
시간 am 11:00
노아의 방주 워십 (ZOO 예배)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
서울여대 겸임교수,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출강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대표강사
MBN 내멋대로 출연 등 다수 출연
저서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외 다수

시간

pm 7:00 – 9:30

장소

디노체 컨벤션 (6층)

강연 / 식사 / 경품추첨 / 복음메시지(최병락 담임목사)

5.29

강청 리본 축제

주일
MBC 예능 '복면가왕' 출연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
대표곡: 장가갈 수 있을까? / 행복의 주문 /
내가 니 편이 되어줄게

시간

pm 3:30 - 5:30

고명환 집사(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장소

세움채플

임지은 집사(모던패밀리), 장미화 집사(KBS 코미디 대상)

게스트 커피소년

오윤아 집사(편스토랑, 2021년 KBS 연예대상)

토

5.29(주일) 강청 리본 축제

바나바 미니스트리
(Barnabas ministry)

시간

비 온 후(불후의 명곡 우승자 김용진)

서울 명문교회 원로장로
청송감호소, 교도소 근무
서울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 역임
현재 국내외 간증부흥회 인도중
저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5.28(토) 차세대 리본 축제

최고의 때, 최고의 만남에 귀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

5.27(금) 박효진 장로의 인생역전 스토리

5.25 수 ------ 29 주일

성경에 나오는 고위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세계관의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상한 마음이 근원에서부터 치료되어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목

5.25(수) 가수 김용준, 류지광, 비 온 후와 함께하는 디노체 콘서트

Festival

지리산 세석평전에 피는 철쭉은 어떠한 것도 견주지 못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철쭉보다 조금 먼저 피는 진달래를 볼
때 사람들은 탄성을 내지릅니다. 이때 철쭉은 진달래 밑에서
몽우리를 터뜨리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때 철쭉은 진달래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달래의 때가
지고 철쭉의 때가 오면 철쭉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아름답다 못해 하나의
비경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철쭉은 자신의 때를 기다려서
몽우리를 터뜨리고 향기를 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산속에서 언제나 다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

박효진 장로의 인생역전 스토리

5.27

5.26(목) 스타강사 김창옥의 VIP 디너쇼

환영사

5.26

새가족 환영사

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