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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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1장 23절~28절 

      ‘믿음으로 모세와 그의 부모는’ 

 

 

 

 

 

202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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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김덕래 선교사 

  예배기도 (Prayer)   정봉철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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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례자의 노래’ 
 ‘목마른 사슴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 봉독 (Bible Reading)     히브리서 11장 23절~28절 

  말     씀 (Sermon) 
            믿음으로 걷다 (8) 

      ‘믿음으로 모세와 그의 부모는’ 

찬     송 (Hymn)   주만 바라볼찌라 

축     도 (Benediction)   최준우 목사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터 키 – 김원호 선교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좋은비전교회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그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터키는 국내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러시아 푸틴 대

통령과 줄다리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2배로 폭등하여 단적인 예로, 

예전엔 시장에서 수박을 한 통씩 샀었는데, 지금은 수박 값이 너무 올라 4분의

1로 잘라서 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프카니스탄과 시리아 및 중동 여러 나라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

너가기 위해 일단 터키로 많이 유입되면서 불법 노동 인구가 폭증함으로 인하

여 외국인 여행 장기비자 신규체류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더욱 까다로와졌

습니다. 앞으로 저희같은 외국인들의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지의 경제활동 상황은 매년 여름이면 구라파에서 오던 수많은 여행객들

이 현저히 줄어든 탓에, 대신 아랍 중동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외화벌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국내 경제가 속히 안정을 찾기를 간

절히 기도합니다. 

부딪치는 난관이 많은 여건 속에서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1. ‘육셀’ 형제가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구제 사역을 위하여 

2. 저희들이 제작한 <온라인 말씀교제 방>을  

3.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에게 바다 (Aegean Sea)에 

위치한 [차나칼레]로 이사한 ‘닐균’ 자매가 계속 십일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닐균’ 자매의 외동 딸이 불신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하는 어

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지 얼마 안되는 딸이 낙심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도록 

4. 교회에 나와 말씀은 듣고 있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탈칸’형제가 주

님을 만나도록 

5. 내년도에 있을 터키 총선에서 올바른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6. 저희 부부는 이스탄불 평강교회 사역을 후배 선교사에게 일임하고 순회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8월 첫 주일에 이스탄불 제이틴 부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이 교회 건

물을 빌려 예배드리는 <이란> 모임과 <아프카니스탄> 모임을 위해서 

7.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비전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땅에서 아브라함 김, 사라 김 올림 

 

믿음으로 걷다 (8) 



섬     김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8월 21일 

주일기도 정봉철 이원찬 백병기 조석제 

점심봉사 3조 은혜 4조 행복한 5조 큰돌 6조 한마음 

담 임   

행 정 

협 동 

시 니 어   

섬     김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수요기도 정재옥 오영숙 최현미 서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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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가 재확산 추세에 있으니 개인 건강과 방역에 특별히 유의

해 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 19 마스크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 7-8월 점심 식사 안내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 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7월과 8월 2개월간 

잠정적으로 점심식사 없이 도넛과 커피가 준비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22 Soul Salvation Project (2022 영혼 구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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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쉬고 있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2022 Soul Salvation Project 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장례 

- 서명수(서나오미) 안수집사의 모친 고 서진수 권사의 장례 예배가 8월 

23일(화), 오후 12시에 Glendale에 있는 Forest Lawn에서 가족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가 잘 준비되고, 천국의 소망

이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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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목) 

8/1(월) 8/5(금) 

8/2(화) 8/6(토) 

8/3(수) 

 김종성(가나) 전은주(태국)  

 김덕래(인도)  김원호(터키)  김용인(멕시코)  

 김재학(중남미)  

 홍여호수아(중앙아시아 K국) 

 두레(창평탁아소) 물댄동산  

 인 도: 박동욱 목사     

예배 기도 인도자 

찬   양 다같이 

기   도 정재옥 권사 

교회 소식 인도자 

말   씀  

구원의 여정 속에서 (3) ‘여호와를 기뻐하라’ 

결단 찬송 다같이 

주 기 도 문       다같이 

.  삶의 예배자 

⊙  

8/2(화) 8/3(수) 8/4(목) 8/5(금) 8/6(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