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브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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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소개
김주환 담임목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Yale Univ. 석사
Harvard Univ. 석사/박사
온누리교회 목사(1995-2014)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 신약학 교수(2009-2017), 현) 겸임교수
현) 허브교회 담임목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삶에 지쳐 있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정한 쉼과 풍성한 기쁨이 있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HUB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HUB는 여러분을 이웃과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HUB는 여러분을 세상과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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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개

01 교단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KAICAM)’소속
www.kaicam.org

02 연혁
2014년 5월 25일(주일) 포스코 빌딩에서 첫 예배
2014년 9월 14일 교회 창립예배
2017년 5월 서초구 반포동 반도빌딩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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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HUB의 비전

HUB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04 HUB의 핵심가치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ment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과 같으니 네 이웃
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39절

The Great Commission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
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HUB는 마태복음 22장 37-39절과 28장 19-20절 말씀을 이뤄가는 공동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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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사랑
공동체

이웃
사랑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1. HUB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라 하셨으니”
HUB는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2. HUB는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HUB는 소그룹과 사역과 봉사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입
니다.

3. HUB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HUB는 구제와 선교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더 지역사회와 민족과 온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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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HUB의 의미

His
Unique
Body

His
Unified
Body

His
Ubiquitous
Body

1. HUB는 ‘His Unique Body’를 뜻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생김새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듯
이, HUB는 부르심과 은사, 연령과 직업이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
중하고 상호의존하는 공동체입니다.

2. HUB는 ‘His Unified Body’를 뜻합니다.
HUB의 가장 아름다운 장점은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온전한 예수님의 몸
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HUB는 부르심과 은사, 직업과 재능이 각각 다른 지
체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보완해주며 함께 세워져가는 모자이크 공동체입니다.

3. HUB는 ‘His Ubiquitous Body’를 뜻합니다.
HUB의 지체들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의 여러 영역에서 흩어져서도 그리스도
의 몸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Sunday Christian이 아닌
Everyday Christian으로써 HUB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음을 알
고 각자 속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온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바 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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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클래식 예배)
2부 예배 오전 10시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차세대예배
1부 예배 오전 10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중예배
아침예배 매일 오전 6시 30분
수요회복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더깊은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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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공동체 소개

HUB에는 HUB장들을 중심으로
각 HUB 별로 여러 부부순과 여성순,
그리고 신혼부부 중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UB의 모든 소그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의 공동체 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건강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HUB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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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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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차세대 부서 소개
영유아부
HUB 영유아부는 세상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즐거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공과활동과 봉사를 통해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세상
을 섬기며 나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예배안내

시간 주일 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장소 반도빌딩 B1층, 영유아부실
대상 2~4세

유치부
HUB 유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반별모임을 통해서 친구들을 사랑하는 방
법을 배워갑니다. 나아가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세상을 섬기
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안내

시간 주일 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장소 반도빌딩 B1층, 유치부실
대상 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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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HUB 초등부는 초등 1부(저학년)와 초등 2부(고학년) 중심으로 모여 예배
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별 공과 모임과 봉사를 통해 친구들
과 이웃을 사랑하며 아웃리치와 구제를 통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아
이들로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예배안내

시간 주일 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장소 반도빌딩 1층, 중예배실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중고등부
HUB 중고등부는 메마른 이 시대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배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반별모임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웃을 사
랑하고, 아웃리치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청소년들로 자라가는 공동체입니
다.
예배안내

시간 주일 오전 10시
장소 반도빌딩 5층, 소망홀
대상 중 · 고등학생

10

청년부
HUB 청년부는 (20대부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모임과 사역과 봉사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구제와 선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민족과 온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
체 입니다.
예배안내

시간 주일 오후 1시
장소 반도빌딩 5층, 소망홀
대상 대학생, 미혼인 형제, 자매

그로잉 252
“컴패션과 함께하는 그로잉 252”는 한국컴패션과 파이디온과 교회가 협
력하여 5-10세(유아부(5세)~초등부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
는 주일 교회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영적, 사회, 정서적, 지적, 신체적인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양육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책임감있고 영향
력있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섬깁니다.
예배안내

시간 주일 오전 10시
장소 반도빌딩 1층, 중예배실
대상 5-10세(유아부(5세) - 초등부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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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나
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KJ Version, 1950)에서 첫 글자를
따온 이름입니다.
Awana는 말씀암송을 강조하며, 말씀암송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로 구원받고 믿음의 리더로 자라나도록 훈련하는 활동입니다.
Awana의 목적
Awana의 목적은 구원과 훈련입니다.
구원받고 훈련받은 허브교회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변과
이웃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안내

시간 주일 오후 1시~3시
장소 반도빌딩 1층, 중예배실
대상 Sparks (7~9세), T&T(초등학교 3학년~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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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사역팀 소개
구제선교
HUB의 구제선교 사역은 크게 해외 아웃리치 사역과 국내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
역은 지역사회와 구호단체를 돕는 바자회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아웃리치는 매년
겨울과 여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으로 청년사역, 차세대 사역과 의료사역을 포함해 컴패
션과 기타 다른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사역은 매년 상반기에 진행하여 모여진 수
익금으로 서울재활병원, 월드비전과, 컴패션, 지역사회를 돕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꽃과 여러 장식으로 예배하는 팀입니다. 매 절기 예배와 HUB의 여러
사역들을 아름답게 섬깁니다.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사역
HUB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사역으로 HUB의 얼굴입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안내와 등록
과 소그룹 배정까지 HUB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돕습니다. 교
회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새가족팀을 찾아주시면 됩
니다.

알파사역
1976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코스로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독교에 관한 토크를 듣
고, 서로의 생각을 부담 없이 나누며, 함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코스입니다. 겨울방학과 여
름방학 때 진행되며 총 10주 코스로 예수님, 십자가, 믿음, 기도, 성경, 인도, 악, 성령, 전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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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기독교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
나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신 새가족분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안내사역
언제나 밝은 미소와 예수님의 친절함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교회 밖에서 더위와 추위, 미
세먼지와 싸우며 성도분들의 주차 안내를 돕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두 팔을 벌린 예수님처럼
HUB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귀한 섬김의 팀 입니다.

중보기도사역
2019년 6월 중보기도세미나를 시작으로 여러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HUB의 모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본
당 앞 중보기도 요청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더불어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보기도 세미나(3월, 6월, 9월, 12월)를 수료하신 후에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팀
HUB Worship 찬양팀은 현재 주일 2, 3부 예배를 섬기는 주일예배팀과 수요회복예배를 섬기
는 수요예배팀, 토요일 아침 토요더깊은예배를 섬기는 토요예배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HUB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도록 섬기는 사역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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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사역
HUB의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소그룹으로 구성된 남성 큐티방과 여성 큐티방을 운영하여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을 살도록 서로 돕습니다.

통독사역
“말씀이 살립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HUB를 만들어 갑니
다. 성경통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HUB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
인 필수 사역입니다. 90일통독, 150일 통독, 180일 통독, 365일 통독 등이 수시로 개설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푸드사역
HUB에는 영의 양식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일찍 오시는 분들
과 예배 후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합니다. 교회와 함께 성도들
의 섬김으로 운영됩니다.

Filled Coffee
필드커피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HUB입니다. 최고급 원두로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
니라 지역 주민들의 쉼과 안식처가 되어 드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HUB의 모든
장소들을 여러 지역주민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교회로 올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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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안내
세례 안내
•매 분기 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HUB의 갈망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와 그분
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세례과정

•세례식 : 매 분기 (3월, 6월, 9월, 12월) 첫주 주일 3부 예배시
•세례교육 : 세례식이 있기 2주전 두번의 만남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상 : 유아세례, 성인세례
로비에 비치된 WELCOME 카드와 새가족 책자 뒷편의 WELCOME 카드를 통해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안내
•저희 HUB는 예배 중 별도의 헌금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 전후 본당 입구의 헌
금함을 이용해주시거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헌금, 십일조헌금 : 하나은행 108-910006-40305 예금주 : 허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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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9
사평역

7

삼호가든
5차아파트

3

고속터미널역

경인고속도로
반포IC

서원초등학교
반포고등학교

반포
미도아파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반포레미안
아이파크아파트

지상
주차

서리풀공원

지하
주차

허브교회
(반도빌딩)

주호빌딩
주차장

구립
주차장

소방서

경복궁
빌딩

반포성당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
지방법원

교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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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빌딩 지상/지하 주차장과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1시간 무료주차권을 나눠드립니다.

•반도빌딩 지상주차 가능차량(주차확인증 소지차량)
•70세 이상 운전자
•2세 이하 영유아동반 차량
•새가족(3주가능)
•주차확인증은 로비 인포데스크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새가족은 새가족팀에서 발급해드립니
다.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 11번 출구 (도보 10분)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버스 이용)
버스 이용시

지선버스 3012 (삼호가든 1,2차 아파트 / 반포미도아파트 역에서 하차)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0 (한양아파트 역에서 하차 후, 신호등 건너서 골목 안으로)
자가용 이용시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올라오시다가 오른쪽에 아크로비스타를 지나서, 식당(경
복궁) 골목으로 좌회전 하시어 반포4동 성당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속터미널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올라오시다가 삼호가든 사거리를 지나서, 오른쪽에 스
타벅스 골목으로 우회전 하시어 서초교회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반도빌딩] 내, 새가족과 방문자(노약자와 유아를 동반한 가족)를 위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

니다.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10분 300원 (24시간 운영) / 주차 가능대수 : 1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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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 등록안내
•HUB 교인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거나 책
자 뒷편에 첨부된 WELCOME 카드를 작성하셔서 절취하여 목회지원실이나 헌금함
에 넣어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연락을 드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팀과 만남을 통해서, 혹은 WELCOME 카드에 원
하시는 순의 특성을 작성해주시면 담당교역자를 배정하여 적합한 순으로 빠르게 배
정해 드립니다.
(예. 주중에 모이는 순 /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순 등.)

•새가족 교육은 신청자에 한해서 알파코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SNS(홈페이지, Facebook,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UB 홈페이지 : www.hub.or.kr
•Facebook : 검색에 ‘HUB’ 검색
•유튜브 : ‘HUB허브교회’ 검색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친구검색에 ‘허브교회’를 검색, 친구추가!

교회 주소,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길 26 반도빌딩 1층, B1층
•전화 : 02-532-8484 팩스 : 02-6101-6269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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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길 26 반도빌딩 1층, B1층
전화 02-532-8484 팩스 02-6101-6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