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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부활

남미에서 보내온 소식

“기도 받은 즉시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 장차 주실 상급과 영광에 대
해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한다.

3월 은사 집회 시 기도 받은 뒤 몸의 각종 통증이 사라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난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남미 성도들의 간증.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기도 받은 즉시 치료되고, 50년 동안 고통
받던 치질이 치료되는 등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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甡瞉毁菺螹放裑秪禹秱檢泮狱禝Ї簅硪Ј
獩徕毁朩禁沵硆穆禽翮廮禉湠瞝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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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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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안에서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

擙狱槑朩禹穕穕擝弥种簅磙
怽樱拝禹绝橁瞉浹毱瞥疭蟎漺禉翙徱螹昉硭穉螡
蟎漺禉摉毹瑝幅砋瓺攍攩氍禑螡藽砕筂禑弬祥螡螡

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砕拹矹揘瞉矁螥廈禹种瓺攍攩怽廈禅湙檡砱樱濉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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檅螹矁螝擙廈秊攍攩

簅瞉攍螥廈禁檡攩甡狱擙廈祦禝泽禁檡由弥甥橾螡

硍橍渽矁秪!積砕Ћ民涁漹攩庵簘晝弥由觍濅蕭螡

料徱拝氍茡漺禑秪禝硍矽故檡獽猆抢拥禝簚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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弥濅蕭螝擙祦禝廈朩禉榀螮攍攩禹獽猆砕獡硆礕螡

蟎螝砱捍覱氍禑幅筂禉滥弥拝砱衽碅愝珒螝槁Ќ橝

禹樵獽猆砕獡昉筁攝禝濅袡禉湄擙獶昉朩禝泭瓺禅

廈禅砋禁沵泭暕幅廵徲漅螝弥狱槁簅擙廈朩禹簅磙

"氕睅螝甥廈秊攍攩幅筂禅狹砕濞矹种禁清檡幅筂

狻砕故螡暕橩礅禹擝秕毱秦弥种恵枑浽秊攍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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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만민중앙성결교회

다니엘철야 기도회
새벽예배

대표전화 02) 818-7000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주일·금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십자가의 도
: :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천국(상•하)
지옥
믿음의 분량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 :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 : 생생한 컬러 화보로
: : 믿음의 본질과
각 처소와 상급 등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그 비밀
전하는 지옥의5536
참상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 03

2022년 4월 17일 966호(주간)

拹螡秕朩砕廑昑瞉幉攩擙狱甩秊攍攩

禉滥矹拹橩螝油猢狹禉秝槁拹擙瞉蝙禹杵毊攍攩怽

玭瓺攍攩甲秕幅衚滑禉湠禁甩枑擙禹瞉蝙昉弥瓩槅

樹簅槁昉瑡竊螝砱氍禑砕螥檅螝擙秕掅砕廑瞉滉簅

觍擕拁玭簅磙禹绝橁狱槑禝泽禉秊弥硩玭恵砕瞊螡

硍瑝攝禝穡秕朩禅故濅濉禹樱螡弥拡禝恽禉庽砍瓺

螝拝攝愝獡擙怽秕掅幅礕螝擙泭朥廈禉筁甡簅磙

禽猢朩禅硍瑝攝禉碽泭檡民漹弥沽甡绡故蟍瓺攍攩

攍攩濅袡螝甥硆彖禝筁攝禉澞弥獶橾禉湠禅褉砕擙

廵徲甲秕幅砕洀湚瞉筂硅簅磙

料磶改故螹穽獡瑡徕禝恽昉恵愁禹幙簅磙怽朩禹湠

禹绝橁翮獶蟍禉爕瞉攍槁氍禑禉硭穉觍螥檅螝砱

禅泭朥弥拡禅廵徲幆狱槑砕廑硭穉觍硆彖禁檡秊衅

獶廵禉禹欱硆袁朩禹湠擙猆恎禅翮獶禅螝晝氍禑禉

硍瑝攝愝獡擙 禹 泭朥 弥拡禉 秥秥觍 放螝玭弥狱

螥檅螝簅瞏禅硆袁朩禹湠擙猆恎彁擙绡簅繭禹槁擙

"禹樱螡泭簉弥拡禅廵徲氕螥瑝砋擙硆彖禁檡

廈禉瞑瞉矁螝廥瓺攍攩怽樱清檡疮矹簍廈朩禉瞉拑

昑瞉碙瓺攍攩彖矁禝蟌漚彁湙槑砕猆螝甥螁濅昉秝

弥毵昉穉獡秪積砕Ћ螹禝硆彖昉攩殹沵攱禝硆

砋禹濅簅樵觍筁攝瞣砕由矹矁螝擙廈秊攍攩

秦瑝甡簅昉筁浹甡簅昉洀螹煍民瞞猆螝甥泽昉濅袡

彖昉攩殹沵漉禝硆彖昉攩殽斵漉彁漉禝硆彖禹攩殹

螝由禁檡疭瞉毉攺廑湙扑砍瓺攍攩沽甡绡故毁湠禁甡

昉攩Ќ氕睅螮攍攩禹绝橁幆狱槑禝濅袡绹幅湡螝擙炠

斝硍瑝攝愝獡獽獽菥檢民碚禝碚民筁禝筁檡揗秉禉

禅怽狱槑砕廑秊衅簉硆彖砕杵槁攩殹簅磙

3. 주를 인하여 받는 고난은 고스란히 영광이 된
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湠禁甡廑晝砍簅磙

幅秪花甥濉禅摉徱私悑磙'湙檡硍瑝攝禹甲攍攩

怽樵斵筁毁祉螹湠擙弥拡禝花恵擙硆彖禝花恵碅

筁攝愝獡擙禹樱螡濅袡禝硆彖禉泭朥硆袁彁料濍矹

禹枊砕獡狹攩幅绡徲砕朩矹幉狱槑策砕怽硆彖禹

窑瓺攍攩

炉檅螡攩擙狱甩禉恵矺螝甡恵湙槒攍攩桕螡檡氍獡

摉毱恵毁湙槁甲攍攩摉幅漺禑秪積砕Ћ捍覱檡拹

秪 積砕Ћ猢幆庹故衉秱禝弥拡禅秪繭磵毱砕廑拝茅

硍瑝攝愝獡擙禹枊砕獡徱獽筁檡獡禝狱泊禉硭穉觍

拝槁砕种矹拹猆砕獡汾弥氍甡沵桕擙漹竑砕瞎瞉禹

拥硆彖彁窶觍炉徕螥瑝砋昉攩Ќ螝甥氕睅禉恵矺螝砱

幕放螝甥褉螝拝攝禝漹竑磵藽砕瞎擙硆彖禉砀禁玭

瓩槁砝砹暕簅蕑毁攩瓩毱廑螝橩螝掽槁Ќ螝甥氕睅砕

矹柩弥拡砕绝螡攩螥簅槁昉恵犭禁檡瓾毱螹拝幅甡恵

瓺攍攩怽樵斵禹樱螡硆彖禉砀禁甡恵砕瞣獡硍瑝攝

怽幉積螡湙槑禹改廭种簅磙

毁濅茆朡氂攍攩

愝獡擙怽摉徱漹攩昉衾昊螡弥拡禉放螝玙矁蟍瓺攍

怽樵斵禹氕睅禉螝甡恵砕瞣獡攭獡毁濞禹玭瓺攍攩

攩氍肝竊彁幞禹拳禅秕毱砕绝螝玙獡泭暕毁獱恵玭

 f!積砕Ћ捍覱擙拝禝泭朥甡蠝策砕螲猆拝碅螭愝

狱槖螝擙獶昉砱樱濉

弥廵徲筂恵悑簅瑡竊螝砱螝拝攝禝榀禉禹欭玭瓺攍攩

螡秕朩禽篎拹瞉滉簅愝獡拝槁毁拹廑氦恵甥廈幞禹

筁攝禝濅袡禅磵毱砕廑硆礕螡狻砕故螹秪繭筁甩

炑"f

拝昉捍覱砕廑氦廭Ќ槁弥螝甥廈秊攍攩篎禹绝橁筁攝

猆恎彁硆彖砕故螹袚甥彁珑氢禉幛廑螮攍攩怽樱清

硍瑝攝愝獡擙獶橾禁檡秎茡晝矹拝玭簅民狱槑禝泽

禝猆砕獡汾弥氍甡擙硆彖禅硍瑝攝禝泭朥甡蠝策砕

檡筁攝禝濅袡禉螲猆晝猍恵沵濅袡砕繽硍螝擙狻禉

禉秊弥茡矹拝玭恵砕筁毱弥泮氍殹弥弩螥枑昉种禁

螲猆螭愝螝沵螝拝攝禝拝槁毁禹欭恵祉螹弥拡禉幕

狱甡恵毁筁攝禝禹毉禁檡翚礕螮攍攩

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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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몸의 각종 통증이 사라졌어요”
비앙카 아세베도 성도
(35세,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만민교회)

두글라스 바스께스 아세베도 성도
(53세,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만민교회)

幡礙禹猆簅珒晡摍禝由螡菺篢彁眵槁氁禁檡湩砕擙秝

绞翙砕浽穡幅种矹獡螡滍蠍毱毁忂觍油由螡菺篢禹簅珒

潁瑝砋砍擙斵恵昉湠禉枑獶橾禝濍禉湠禅曩檡擙菺篢禹

晝砍擙斵恵昉湠禉枑獶橾禝濍禉湠禅曩檡擙蠍毱毁忂衅昉

穉衅砋弥湩砕昉秝潁瑝种瓺攍攩

穉衅菺篢禹砋瓺攍攩

아나 뚜아나마 성도
(34세, 페루 만민교회)

에르미니오 까르바할 성도
(56세, 페루 세로 데 빠스꼬 만민교회)

磁紂矹悭濅荵蕙戍肝悑簅菺篢禹种矹獡蕙禉硱毹瑝昉砋

掉穉濅荵朶禝菺篢彁螭愝祉硁禁檡禽螹菺篢禹种砍擙

砍擙斵恵昉湠禅曩菺篢禹狱槁穽秕祥秕秱檡礅簆砱昉瞉浹

斵恵昉湠禉枑朶彁祉紂砕業庵礅禹秉螝料攍篎甡檡泭朥

禹猆禹砋瓺攍攩

菺篢禹狱槁窑瓺攍攩

호세 알바라도 성도
(46세, 페루 마사마리 만민교회)

루스 블랑까 빠체꼬 성도
(34세, 페루 이까)

硩槝穉濅荵甥秪彁绞翙禝浽穡檡弥菺禉湠瞉碙擙斵恵昉

泮彁曩菺瑝砕菺篢禹种矹獡秥昉穡故檡秝瑝幅砋砍擙斵

湠禅曩菺篢禹狱槁簅弥甥秪彁绞翙砕獡浹庵礅禹拝幅料攍

恵昉湠禅曩獶橾禝濍禹茡磵擙朴螡業庵礅禉绹蠝螡曩菺

私昉庵楱觍秝螥瑝种廑晝砍瓺攍攩

篢禹狱槁窑瓺攍攩

릴리아나 우사마 성도
(29세, 콜롬비아 소가모소 만민교회)

로사 께베도 성도
(73세, 콜롬비아 부에나 벤뚜라 협력교회)

硩殽紂朶砕菺篢禹种砍禁拝恵昉湠禉枑篎甡檡菺篢禹狱

瑝掉昞瞍硭泽彅積禝菺篢禁檡禽螹秥禉秝瑝幅砋砍擙

槁穽私矹拝泽禉昑橩漹弥蠍毱毁瑞砱漹瞉昉瞉浹禹猆禹

斵恵昉湠禅曩泭朥菺篢禹狱槁穽硭泽禹幅漒弥拥瞉幍廈

砋砍瓺攍攩

民幞瓺攍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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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기도 받은 즉시 치료됐어요”

狱裑獡炉瓩礕砕猢袡狱檡恁浹螝弥种擙穅

螝簅民改放秕擙8+:廅狱砕獡膙檡拝急禹

擙穉袙碅簆穖湮浽禁檡矹殹甥朩禉昑瞉漹擙

矹擕穚昉瑝肝幅捝禁油矖獶禁檡拝硩弥秕

私禉螝弥种矹獡筁裑膙檡拝廅狱毁禝浹穆

幅苩蓽漹攩擙8+:廅狱幅褭睱料穚袚螡廈禹

禁檡湠瞉矁蟍瓺攍攩

槁沵廅狱毁攩甡湠擙廈砕故螹瑝磮螝簅瞏

怽樵斵簅拡礙私泮膙檡拝廅狱廵彁矖
獶蕕穚禉湠禅廈秊攍攩

穡幅廅狱毁攩甡湠禉瑝种廑螹攱槁弥庵

穅擙瑡幉捍浹拝放袮瓩樱礥簅民氍禑禉幅

朲穉袙螝攍穅禝廅狱廵彁擙穚袚觍矖獶蕕

槁瞎觍弥忑擪禝珕瑝庹蟎!"f禉幅瓹

穚禹槁氕螝沵氍簅洀螹菥磙私砕攩甡廅狱毁

砕故弥幉積螡氍禑禁檡放裑秪禹秱檢泮狱攝

湠禁槁弥螝硅瓺攍攩

禝秕昞禖攺獡炉瓩袝秕恵昉毁湠瞝瓺攍攩怽
毱弥秕幅廮毱砕朩矹幅廑晝砍簅磙
禝袝秕恵昉毁湠瞝禁攍秕幅苩蓽檡攩甡廅
穅擙放裑秪攝禝袝秕恵昉毁攩甡湠禅曩
秕幅苩蓽廅狱毁螝硅擙斵禑獶禹砍簅磙攩甡
螹漽秕幅苩蓽廅狱廵彁昉禑獶禹砍瓺攍攩

恎恵矁猍拁珕幅槂穚昉禝花恵檡肝螺窵簆禹茍
螲晝弥翡衍檡禽螹湵漅禹捍浹役檲弥觝朩砍瓺
攍攩脭杙玝禹瞍竐禉枑擙穡故檡庽禉瑝窵繭砋
禉穚昉檡弥菺瓩樱礥簅磙

毁湠瞝簅磙螥橕欭矁
秕肰秕幅廮毱螝沵弩槅禉廯禉瑝种擙猆
袮禹砍擙斵放裑秪攝禝袝秕恵昉毁菺螹膙檡
拝急禉茡礑筁甡弥攩甡穚猆穆禽狻禁檡裑漺

甡彅螥漹庹珑砕猆袮獩泊禉螝弥攩甡8+:

甡腡筁甥瞉滉簅螝拝攝愝泭朥幕狱碅硆彖禉

廅狱毁湠弥画攩弥螝硅瓺攍攩

硱橩朡氂攍攩

毁甡秖螝硅弥膙檡拝檡禽螹炉故油禁檡穉袝晝恵

“50년 된 치질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秖掉礙穅擙禹滍禅狱簖裑枑砕擙慲肝欑湠

穉悑簅筁私禹油猍漂甡砕私矹拝徕裑檡蟪螝弩
螝硅瓺攍攩徕裑砕昉繮螝油祦瑝毁筅炉螝弥故硍
湵褉獩庵簅毁螝弥穅掆硍湵毁氍肝油泽禹濍藽
螡獶昉攝朩禉襥绹矹砕茡礑徕裑滉瓩幅种擙弸悑
簅泭玙攩朡毵褉獶穉绲珑毁螝硅簅磙
怽槝昉湩!甡濅荵甡秖螝擙攩攍砝绥矁恵昉裑
悑簅氍肝弥湩甡幅捝矹簖禁檡蟪螝擙湡庽禑

瞉矁廥攩弥廵攭螝弥狱泭螭禁檡恍產彁恵昉檡筅

禅幅漒恵民螝硅瓺攍攩

炉螝硅瓺攍攩

禹绝橁蟎漺螝廑甥瞞猢袡蟍斝枑幅查硩殹沵穡

/+6湮珦禁檡繽獢螡禅狱簖裑甡螝拝攝愝獡擙

甥瞞禉昑瞉漹廑晝砍弥濅窶螡泭瓺禉裑幡螝沵

甡竊私彅穡廑氓禅禅衡毁濅矹筁玭瓺攍攩

瞉滉簅螝拝攝禝狱槖砕幕狱螭禁檡氍禑禉猍檲廑



螝硅瓺攍攩

穅擙放裑秪禹秱檢泮狱攝禝恵昉檡搑窽策禉肝



欑湠瞝瓺攍攩

禹樱螡禅衡幅磹斵放裑秪簆浹故蟎禹瑝簉泮狱

!! 掉礙砕搑衍彅禹氎衅硩殽珕砕氍炉幅硭

攝愝獡忑擪禝珕瑝庹蟎!"f禉朩弥袝秕毁

廈禹硩殽紂藽氍炉檡簉蟎晝矹穅擙私禉怽民暕弥

祉螹恵昉螹筁甩枑硅瓺攍攩

簖砕獡璱弥种砍瓺攍攩怽樵斵礙弥蟪股徱幅
纃瞉碅斵橩幉弸禹民湁策瞞徕裑Ї穡裑筁砵珒
蓾漉濅親獶裑Ј硅簅磙

袝濅幅業庵礑簅料攍肝螺禹朩矹幅擙擕拑禹朩

노의환 집사 (68세, 3대대 19교구)

禹枑民湁禝矖栁幅晡穅擙禹褉硍湵枑氍攩放

禁檡禽昉螹筁甡擙甥甩螝甥瞉滉簅螝拝攝愝泭朥

螝拝攝禅衡砕幕狱螹民湁潎狱故砕獡徲瑝潎狱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목포만민교회
● 무안만민교회
● 밀양만민교회
● 부산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사랑만민교회
● 서산만민성결교회
● 속초만민교회
● 순천만민성결교회
● 아산만민교회
● 여수만민교회
● 익산만민교회

簅恍悑簅湵漅甡翡衍昉濍藽螭昉穉衅砋瓺攍
掉晡簍漖禉肝欑螹筁甡弥擝漅螭砋擙狱槖

拝瞉穽氍肭拹硭穉觍庹幚禉裑漺螝硅瓺攍攩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砍弥袚禽螹漹攍悭抜螹簉廈秊攍攩螥橕欭矁 
攩螝欭螝欭幅甥恵螝弥幕狱螥杵毉秊攍攩

裑秪攝禝袝秕恵昉毁湠禁油獡氍炉晡泽禹穕繭

● 공주만민교회

8+:廅狱毁湠瞝瓺攍攩

穅擙肝欑湠瞝攩擙袚甥禁檡恵犡氍禑砕篎

穅擙掉昞瞍肝簍檡弥猢螝硅瓺攍攩肝簍禹
民衽穉晝擙幅画禁油攩甡秱湡螝弩螝硅簅磙

礑窑禑禉袚甥螝硅恵砕藽瞍螡氍禑禁檡攩甡
怽廵彁攩禑拥禽私私砕禑獶禹槁擙浽秕

狱螹潁廈禉忑螝玭瓺攍攩

绝禑湡漖蟍禉枑擙矂昉汾弥肝欑昉湠瞉漹瞝簅

礙私菥穅擙禹渽忑擪禝珕瑝庹禁檡放
裑秪攝禝袝秕恵昉毁湠禉枑膙檡拝急禹茡

私恍螭愝私螝擙忑狱攝禹穡廑放裑秪攝

강경희 권사
(53세, 대전만민교회)

瞝瓺攍攩

幕狱碅硆彖禉昑氂攍攩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전남 순천시 장평1길 13 2층
☎010-6803-7266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02)489-3766,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32)863-9857, 010-5611-7254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905-2419, 010-4710-9649
☎031)552-7397, 010-2290-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