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브레이크 
(Coffee Break) 

목요일 / 금요일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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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장 1절~15절 
 

   ‘38년만의 안식’ 

 

 

 

 

 

2022년 11월 27일 

새 벽 예 배 

화 ~ 금 (본 당) 오전 5시 30분 

GOOD VISION CHURCH 

토 요 일 (본 당) 오전 6시 

수 요 예 배 

    인 도: 최준우 목사 

참회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     양 (Praise)   찬양팀 

코이노니아 (Blessing)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합심기도 (Pray Together)    멕시코 김용인 선교사 

  예배기도 (Prayer)   홍용화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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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는 소리요’ 

교회 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 봉독 (Bible Reading)     요한복음 5장 1절~15절 

  말     씀 (Sermon) 
        요한, 예수를 말하다 (13) 

             ‘38년만의 안식’ 

결단기도 (Prayer)   다함께    

찬     송 (Hymn)   찬송가 419장 ( ) 

축     도 (Benediction)   최준우 목사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자 

가나 김종성 선교사 

 

요한, 예수를 말하다 (13) 



섬     김 11월 27일 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주일기도 홍용화 백병기 서건 이선규 

점심봉사 3조 은혜 4조 행복한 5조 큰돌 6조 한마음 

담 임   

행 정 

협 동 

시 니 어   

섬     김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수요기도 이은경 정성임 이신영 조현정 

2022년 교회 표어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GVC! 

11월의 성경 암송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1) 예배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겨울로 들어서는 환절기인 요즘,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RSV(호흡기 세
포융합 바이러스) 등 세 가지가 한꺼번에 확산되어 감염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리플데믹(tripledemic)이 우려되는 상황이오니, 본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
니다.  
 

(2) LA 동부 교역자협의회 ‘성탄찬양제’  

    동부교협 성탄찬양제가 12월 4일(주일), 오후 5시 동부사랑의교회에서 
있습니다. 

    동부사랑의교회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3) 성탄주일 연합예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평화와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성탄주일 연합예배]를 12월 25일(주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예배 중에 
연합찬양대의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4) 2022-2023 송구영신 예배  

    지나온 한 해(2022년)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한 해(2023년)를 맞이하
는 송구영신예배를 12월 31일(토), 밤 10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드립니
다. 
 

(5) 2023년도 [주일 점심] 및 [강단 헌화] 헌금 

    가족의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주일 점심]이나 [강단 헌화] 헌
금을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우 등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승모 집사, 김현옥 권사 (교인번호: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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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예배자 

 인 도: 최준우 목사     

예배 기도 인도자 

찬   양 다같이 

기   도 이은경 권사 

교회 소식 인도자 

말   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 11과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 

결단 찬송 다같이 

주 기 도 문       다같이 

.  

⊙  

11/29(화) 11/30(수) 12/1(목) 12/2(금) 12/3(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