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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의 기도 (Prayer)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웰컴 & 블레싱 (Praise) 찬양팀 

※코이노니아 (Praise)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합심기도 (Prayer) 터키 김원호 선교사 

  예배기도 (Prayer) 정진기 집사  

특별 찬양 
오영숙 권사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 

교회소식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봉헌 (Offering)    

  성경봉독(Bible Verse)   에스겔 37장 1-14절 

  말씀 (Sermon)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결단찬송 (Praise) 

※축도 (Benediction) 최준우 목사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는 일어섭니다.                                     

•헌금은 예배전에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ㅣ예배/모임/훈련 

수 요 예 배 

목 자 훈 련 

 주 일 예 배 

 

1부 예배      오전  7:45 

2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오후 12:30 

10:00 AM  

화 ~ 금요일 
토요일 

 새 벽 기 도 회 

수 요 일 저녁 7시 30분 

저녁 7시 30분 

바이블 칼리지 

가스펠  
프로젝트 

(Gospel Project) 

화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7:30 

목요일 오전10:30 

    [쉬운 길은 길이 아니다.] 
 

 안도현 작가의 단편소설 [연어]를 읽었습니다. 연어(Salmon)는 모천회

귀성(母川回歸性) 물고기입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모천을 떠나 광활한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성장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 

강으로 되돌아가서 알을 낳고 생을 마무리합니다. 연어의 이런 독특한 삶의 

방식을 모티브로 하여 안도현 작가가 소설 [연어]를 썼는데, 생떽쥐베리의 

[어린 왕자]처럼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마음에 새겨진 주인공 은빛연어의 말이 있습니다. “나

는 쉬운 길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연어들에게는 연어들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은 연어들을 위한 길이 아니야. 쉬운 길

은 길이 아니야.” 거대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든 길]을 선택할 것인

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로를 따라 올라가는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인공 은빛연어는 폭포 앞에서 동료 연

어들에게 “연어들에게는 연어들의 길이 있다 … 쉬운 길은 길이 아니다”라

고 외쳤던 것입니다.  

 언제나 쉬운 길, 넓은 길, 빨리 가는 길이 어딘지부터 본능적으로 찾는 

나에게 은빛연어의 외침은 한동안 제 마음 속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

는 제자의 길, 목사의 길, 남편의 길, 아빠의 길 등,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어느 것 하나 쉬운 길이 없습니다. 아니, 쉬운 길은 길이 아닙니다.  

 인생 길을 굽이굽이 따라 가노라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갈림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갈림길 사이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

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고생한 후의 기쁨과 십자가 후

의 영광을, 그리고 튼튼하게 거듭나 있을 우리의 영혼을… 

 

  에스겔 37장 1-14절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2020년 표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주제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좋은비전1: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Worship) 

 좋은비전2: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훈련  공동체

 좋은비전3: 

 좋은비전4: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 (Fellowship)  

 좋은비전5: 복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 (Mission) 

GOOD VISION CHURCH 

COVID-19 대응지침에 따라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는 ‘온라인예배’로,  
새벽기도회는 ‘가정예배’로 전환하였으며, 목자훈련과 바이블칼리지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파 송 선 교 사  김종성(가나) 전은주(태국)  

목장 및 개인지정 

선 교 사 

 김덕래(인도) 김원호(터키) 김용인(멕시코)  

 김재학(중남미)  조광수(캄보디아)  

 홍여호수아(중앙아시아K국) 

단 체  두레(창평탁아소) 물댄동산 미주복음방송 

섬    김 4월 26일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 

주일기도 정진기 이용구 정진무 정봉철 

강단헌화 이앤지   민영운, 미애 

점심제공 이경옥 민영운, 미애 조춘자 정의정 

점심봉사 

담 임   

행 정 

시 니 어   

 

방 송 음 향 

ㅣ소   식 ㅣ섬   김 

ㅣ선   교 

당분간 주중 예배 및 모임을 취소, 연기하고  

주일예배에 집중합니다. 

ㅣ행    사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하여, 또한 전염병 확

산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교회

와 성도가 이 시기에 감당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일상 속에서 실

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따뜻한 사

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2. 좋은비전교회는 [COVID – 19 대응지침]에 따라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새벽예배는  

 

3. 주일 헌금은 좋은비전교회 P.O. BOX 로 보내 주세요.  

   단, 현금(CASH)을 넣어서 보내지는 마시고, 개인적으로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됩니다.   

   체크(CHECK)로 헌금하실 때, PAY TO를 GOOD VISION CHURCH 또는 

GVC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비전교회 P.O. Box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Good Vision Church 

   P. O. Box 8115 

   Rowland Heights, CA 91748 

 

4. [온라인으로도 헌금]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goodvisionchurch.org에 접속한 후, 첫 화면 맨  

하단에 있는 ‘헌금 /기부 메뉴’를 클릭하면 온라인 헌금을 이용할 수 있

습니다.   

 

 

담임목사 설교방송  

AM1190 매주 목요일 오후2:00 

영   어   권 (English) 

한   어   권 (Korean) 

⊙ 새벽 만나 (가정 예배용)  

4/27(월) 4/28(화) 4/29(수) 4/30(목) 5/1(금) 5/2(토) 

※ 새벽 만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드립니다. 

ㅣ수 요 예 배                                               4월 29일 

예배 기도 사회자 

찬양 다같이 

기도 이신영 집사 

교회 소식 사회자 

사도신경 읽기 다같이 

말씀  
주기도문 강해(3)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마태복음 6장 9~13절 

결단찬송 주만 바라볼찌라 

축도          최준우 목사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는 카톡이나 텍스트로  

목자를 통해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섬    김 4월 29일 5월 6일 5월 13일 5월 20일 

수요기도 이신영 이은경 조현정 박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