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브레이크 
(Coffee Break) 

목요일 / 금요일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오전 8시 

주일 오후 12시 

좋은비전 바이블 칼리지 

1부 예배  오전 7:45 

2부 예배 오전 10: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0:1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15 

오후 12:30 

10:15 AM  

08:00 PM 

 주 일 예 배 

ㅣ예배/모임/훈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구원의 여정 속에서 (1) ‘항상 기뻐하라’ 

 

 

 

 

 

2022년 7월 17일 

새 벽 예 배 

화 ~ 금 (본 당) 오전 5시 30분 

삶의 예배자 

GOOD VISION CHURCH 

토 요 일 (본 당) 오전 6시 

수 요 예 배 

    인 도: 최준우 목사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     양 (Praise)   찬양팀 

코이노니아 (Blessing)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합심기도 (Pray Together)   멕시코 김용인 선교사 

  예배기도 (Prayer)   이선규 장로 

1부: 헤세드 찬양대 Choir   
2부: 비전 찬양대 (Choir)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교회 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 봉독 (Bible Reading)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     씀 (Sermon) 
  구원의 여정 속에서 (1) 

        ‘항상 기뻐하라’ 

찬     송 (Hymn)   찬송가 413장 (내 평생의 가는 길) 

축     도 (Benediction)   박동욱 목사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쉼표 둘,) 

내가 그 곳에 가는 한 가지 이유 

미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관광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 유타 주에는 자이언 국립공원(Zion National Park), 아리조나 주에

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Grand Canyon National Park), 몬타나 주에는 

옐로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 사우스 다코타에는 배

드랜즈 국립공원(Badlands National Park)과 러시모어 큰바위 얼굴(Mt. 

Rushmore  National  Memorial),  포 트 랜 드 에 는  멀 트 노 마  폭 포

(Multnomah Falls)),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Golden Gate Bridge),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 등등. 

그런데 이번에 저희 부부는 이처럼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지만, 금쪽같

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 찾은 곳이 있습니다. 집에서 약 1,738마일이나 떨

어진 곳, 쉬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로 꼬박 25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 직항이 없어 비행기를 적어도 한번은 갈아타야 하는 곳, 길 양쪽으로 

펼쳐진 끝이 안보이는 옥수수밭과 콩밭 대평원 말고는 볼거리가 거의 없

는 곳, 아마존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매우 선택적으로 배달되는 

곳… 여기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아이오와(IOWA) 주의 그린넬

(Grinnell)이라는 도시, 아니 시골입니다. 한국에서 쓰던 ‘깡촌’이란 단어가 

딱 어울리는 이 시골을 저희 부부가 찾은 이유는 단 한가지, 바로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넬 칼리지(Grinnell College) 4학년인 아들이 리서

치 프로그램(Research Program)에 참가하면서 이번 여름방학에 캘리포

니아로 오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아이오와 주(State of IOWA)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지만, 지금 우리 가족에게 아이오와 주가 캘리포니아 만

큼이나 의미있는 주(State)가 된 것은 그 곳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 저의 생각과 관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곳에 있느냐?’가 그 곳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캘리포니아 주, 특히 라하브라(La Habra) 도시가 의

미있는 이유는 날씨가 좋고 환경이 깨끗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

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좋은비전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

다.  

저에게 한없는 의미가 있는 이 곳, 라하브라에 돌아오니 다시금 감사의 

마음이 그린넬 하늘에서 보았던 뭉게 구름처럼 가슴 가득 피어오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섬     김 7월 17일 7월 24일 7월 31일 8월 7일 

주일기도 이선규 이용구 이원찬 정봉철 

점심봉사 1조 주행 2조 소망 3조 은혜 4조 행복한 

담 임   

행 정 

협 동 

시 니 어   

섬     김 7월 20일 7월 27일 8월 3일 8월 10일 

수요기도 이준진 이신영 정재옥 오영숙 

2022년 교회 표어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GVC! 

7월의 성경 암송 말씀: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도다.” 
 

(1) 2022 여름성경학교(VBS)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도네이션과 봉사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2) 코로나 19 마스크 배포 

    코로나 19가 재확산 추세에 있으니 개인 건강과 방역에 특별히 유의해 주

시기를 바라며, 코로나 19 마스크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3) 7-8월 점심 식사 안내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 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오늘 주일부터 2개월간 

잠정적으로 점심식사 없이 도넛과 커피가 준비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

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2022 Soul Salvation Project (2022 영혼 구원 프로젝트)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 또는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쉬고 있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2022 Soul Salvation Project 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장례 

- 조현정(조석제) 집사님의 부친 고 이윤우 안수집사님의 천국환송예배가 내

일(7/18), 오후 3시, Rose Hills Memorial Chapel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하

관예배가 장지(Terrace of Season)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천

국의 소망이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세요. 

 

   좋은비전 1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Worship) 

   좋은비전 2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훈련  공동체

  좋은비전 3  다음 세대를 성경적 리더로 준비하는 차세대 공동체  
                       (Next Generation) 

   좋은비전 4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 (Fellowship)  

   좋은비전 5  복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 (Mission) 

담임목사 설교방송  

AM1190 매주 수요일 오후 4:30 

7/21(목) 

7/18(월) 7/22(금) 

7/19(화) 7/23(토) 

7/20(수) 

 김종성(가나) 전은주(태국)  

 김덕래(인도)  김원호(터키)  김용인(멕시코)  

 김재학(중남미)  

 홍여호수아(중앙아시아 K국) 

 두레(창평탁아소) 물댄동산  

 인 도: 최준우 목사     

예배 기도 인도자 

찬   양 다같이 

기   도 이준진 권사 

교회 소식 인도자 

말   씀  

예수님의 산상설교 (4)  ‘복 있는 사람은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결단 찬송 다같이 

주 기 도 문       다같이 

.  삶의 예배자 

⊙  

7/19(화) 7/20(수) 7/21(목) 7/22(금) 7/23(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