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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의 기도 (Prayer) 다같이 

신앙고백(Confession) 사도신경 

웰컴 & 블레싱 (Praise) 찬양팀 

코이노니아 (Praise)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합심기도 (Prayer) 캄보디아 조광수 선교사 

  예배기도 (Prayer) 홍용화 장로 

특별 찬양(Special Hymn) 이은경 집사 “축복하노라” 

교회소식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봉헌 (Offering)    

  성경봉독(Bible Verse)   창세기 28장 10-19절 

  말씀 (Sermon) 행복한 동행 

결단찬송 (Praise) 

축도 (Benediction) 최준우 목사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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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 Lives Matter ] 
 

   뉴욕과 미니애폴리스에서 같은 날(5월 25일)에 발생하여 사람들 사이에 급속
도로 퍼진 두 영상이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 논란을 재점화하였습니다. 하나
는 뉴욕의 샌트럴 파크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는 백인 여
성에게 목줄을 채워 줄 것을 요구하는 흑인 남성을 911에 신고하여 아프리카계 미국
인 남자가 자신과 개를 위협하고 있으니 빨리 경찰을 보내달라며 울부짖는 영상이었
고, 또 다른 하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흑인남성의 목을 8분 46초 동안 압박함으로 목숨
을 잃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발생한 이 두 사건이 미국 시민들 뿐만 아니
라 전세계인들의 공분을 샀고,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세계 곳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시민들의 시위 행진이 일부 과격한 
사람들의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고 거기에 경찰의 과잉진압의 수위가 점점더 높아지면
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미국은 또 다시 혼
란과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우리 집 인근에서 열린 시위 행진에 우리 가족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구름떼처럼 모여든 시민들과 한 시간여 평화로운 가두행진을 하면서 마음
이 울컥했습니다. 우리처럼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 -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유모차에 타고 있는 어린 아이도 있었고,  나이 뿐만 아니라 피부색도 다양
한 사람들이 나란히 걸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는 정의로운 세
상을 꿈꾸는 축제와도 같은 행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NO JUSTICE, NO PEACE.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다) 

 시위 행진을 하면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설교학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들려 주
셨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목사님의 “I have a Dream(나에게
는 꿈이 있습니다)”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
턴 DC의 링컨 메모리얼에 모인 25만명의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 저에
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
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
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
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
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10-19절 

  행복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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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7일 6월 14일 6월 21일 6월 28일 

주일기도 홍용화 방인국 서건 이수호 

강단헌화     

점심제공 최문일, 세숙 박주영 이용구 이신영, 함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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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비전교회 현장 주일예배 재개; 6월 14일(좋은비전교회 설립 1주년) 

 COVID-19 사태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지침을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6월 14일

(좋은비전교회 설립 1주년)부터 1부 예배(7:45am)와 2부 예배(10:00am)를 

재개합니다. 단 수요예배, 새벽예배, 성경공부, 목자훈련 및 목장모임, 찬양대 

및 찬양팀 연습의 재개는 추후에 결정하고, 교회 모임에 대한 제약이 완전

히 해소될 때까지는 영상예배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CDC 보건당국의 권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좋은비전교회 주일예배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삽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사태 변

화에 따라 결정된 사항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당회의 결정과 CDC 보건 당국의 권고 사항을 따라 정한 가이드

라인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

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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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로, 새벽예배는‘새벽만나’로  

   [헌금] 은 좋은비전교회 P.O. BOX 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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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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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월) 6/9(화) 6/10(수) 6/11(목) 6/12(금) 6/13(토) 

※ 새벽 만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드립니다. 

ㅣ수 요 예 배                                               6월 10일 

예배 기도 사회자 

찬양 다같이 

기도 조혜숙 권사 

교회 소식 사회자 

사도신경 읽기 다같이 

말씀  
주기도문 강해(9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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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7월 1일 

수요기도 조혜숙 정재옥 김 자넷 오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