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장로교회(PCA)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정확무오한 하나

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삶에 유일한 규칙으로 삼는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전통 위에 서 있는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안에서 제자도를 강조하면서, 평신도 사역

자들을 키워내는, 셀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온 열방을 향해 주께서 주신 "대위임 명령"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연혁...

2006년 

1월    6가정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개척 준비모임 

2월   미국 Canyon Creek Church 정기 당회시, Mission Partner로 공식 제안 

3월   Canyon Creek Korean Church라고 이름을 제정 

4월   미국 장로회(PCA) 서북노회에서 교회설립을 공식 승인 

7월   미국 Canyon Creek Church 구 교회당에서 공식 예배를 시작 

10월   미국 장로회 서북노회에서 김궁헌 목사 안수식(10/10) 

11월   Canyon Creek Church 건물을 완공하여 현 위치로 이사, 공동예배 

12월   설립예배(12/10), 김궁헌목사 제1대 위임목사로 취임 

2007년 

5월   최광언목사 인도로 제1회 영적각성집회(5/31-6/3) 

6월   유주희 전도사 부임 

9월   실행위원회/선교위원회/셀가족/마을조직 개편.

         제1회 목자/마을장/사역장 수련회(9/2-3)  

10월   Youth Group 사역자로  Daniel Kim 전도사 임명

12월  교회 설립 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임영우/임리브가 가정을 첫선교사로 터어키에 파송 

2008년 

1월   박봉만 부목사 , 송에스더 전도사(CM) 부임

2월   자매 Retreat / 큐티세미나 (강사: 주미향 집사, 온누리교회)

3월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

5월   제1회 전교인수련회 (23-26, Jenness Park. 강사: 최광언 목사)

6월   단기선교 파송(이자윤 T국, 백숙경 I국, Youth팀 멕시코)

8월   미주 선교캠프 (13-16, 애리조나 피닉스)

9월   셀교회로 전환―셀공동체 / 새로운 팀사역 / 제자훈련 센타  및 선교센타 출범

10월  요나선교학교 (17-19), 송에스더 전도사 사임

11월  David Yoon 전도사(CM) 부임

12월  설립 2주년 감사예배



2009년 

1월   리더수련회 (16-17)

3월  영적 각성집회 (6-7, 임이스마엘 선교사) 

4월   목자세미나 (4), 박봉만 부목사 사임 / 강대이 교육목사 부임

5월   이지선 자매 초청 간증집회 (16)

6월   Youth 감비아 단기선교 (11명, 13-29), 단기선교사 파송 (장건, 23-7/15, 시리아)

7월   제 2회 전교인수련회 (2-5, ARCG, 박순오 목사) 

        단기선교사 파송(정희경, 장정숙, 지희숙, 최영린, 6-21, 시리아)

8월   미주 선교캠프 (11-15, L.A.), 전교인 가정교회집회 (28-30, 이수관 목사)

9월   가정교회로 전환, 이형석 전도사 (CM) 부임, 

        콘트라코스타 연합부흥성회 (25-27, 김종필목사)

11월  선교기금마련 골프대회 (14)

12월  설립 3주년 기념예배

2010년 

1월   리더수련회 (8-9, 박원철 목사)

3월   중보기도 세미나 (26-27, 박원철 목사) 

4월  특별새벽기도회 (4-7)  

5월   에베소 중보기도회 참석 (16-27, 19명)

7월   제 3회 전교인수련회 (2-5, ARCG, 송용걸 목사) 

        단기선교사 파송(12-8/1, Youth 22명,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 

        13-28, 선희 Voelker 외 1명, 북인도)

8월   미주 선교캠프 (11-15, L.A.), 목회자 세미나 참석 (LA 사랑의교회)

       리더수련회 (28, 박원철 목사)

9월   유주희 전도사 사임, 큐티세미나 (24-26, 김은애 권사)

11월  홍대현 협동목사 부임 (21)

12월  설립 4주년 기념예배(5), 안수집사 임직식 (12, 김훈상, 신현채, 이 경우, 이방섭, 이윤수, 

        이종림),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뮤지컬 공연(12), 북인도 교회개척선교 (19-31, 담임목사 외 

        16명), 신년성회 (31-1/2, 박흥수 목사)

2011년 

1월   리더수련회 (21-22, 엄기영 목사), 성경통독대회 (1-2월)

2월   백숙경 제 3호 선교사 파송 (27, 북인도)

3월   STS (Simply The Story) 세미나 (이명수 목사)

4월   제 1기 선교학교 (4/25-6/20, 강사 : 장춘원 목사 외 6명),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9-22)  

5월   비전센터 구입 및 사무실 이전, 삶공부 수료식 (총 79명)

6월   CM/YM Promotion (총 46명), 제 1기 선교학교 수료 (총 50명)

7월   전교인 수련회 (1-4, 강사:이덕진 목사, ARCG), 2차 북인도 선교 (7/25-8/5, 담임목사 외 8명)

8월  무슬림을 위한 중보기도 (1-30), 새가족환영회 (14)

9월  1부 예배 (오전 9시 30분) 시작

10월  사랑이야기 찬양콘서트 (8), 가을 영적각성집회 (27-30, 김혜택 목사), 할렐루야나잇(31)

12월  CM 성탄축하 뮤지컬 (11), 삶공부 수료식 (총 80명), 3차 북인도 선교 (8-30, 담임목사 외 20명)



2012년 

1월  신년금식기도성회 (1~4, 강사 : 이서 목사, 이수경 사모), 성경통독대회 (1~2월)

2월  리더수련회 (10~11, 강사 : 이덕진 목사)

3월  창조과학세미나 (10~11, 강사 : 최우성 박사), 특별저녁 세겹줄기도회 (26~4/6)

4월  콘트라코스타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8, 캐년크릭한인교회 비전센터), 특별복음전도집회 (13~14, 

       강사 : 지용훈 목사)

5월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 (6 , 장로 임직-노병용, 장로 장립-김훈상 이경우 이방섭 이윤수, 

       안수집사장립-강성광 강홍구 박희종 이완)

6월  데이빗하 전도사 부임 (10), 삶공부 수료식 (10, 총 63명), 전교인 다니엘 특별기도회 (4~22), 

      Promotion (17, 총 47명), 웃사브 선교축제 (23),  미전도종족 개척선교 컨설테이션 (25) 

7월  Youth 일본 단기선교 (2~13, 15명), 무슬림 형제들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20~8/18), 

      이스라엘 교회개척선교 (23~8/3, 김궁헌 목사님 외 10명),  청년부 수련회 (26~28, 비전센터), 

      YM Retreat (28~30, Mission Springs)

8월  CM VBS (14~17, 비전센터), 리더수련회 (24~25, 강사 : 이서 목사), 이형석 전도사 사임 (26)

9월   2기 선교학교 (9/2~10/1, 월-화, 강사 : 김궁헌, 박원철, 백에스더, 안강희, 장춘원, 총 52명 수료), 

    4차 북인도 교회개척선교 (2~13, 이광수 외 1명),  어린이 선교학교 (9/9~10/1), 건강세미나 (9, 

       강사 : Dr. Darrick Kim), 김종철 감독 간증집회 (14)

10월  다니엘 기도회 (1~26)

12월  교회 설립 6주년 감사예배 (2), 5차 북인도 교회개척 선교 (24~1/4, 홍대현 목사 외 31명/ 임마누엘장로

        교회 8명), 김궁헌 담임목사님 안식년 (~2013년 4월)

2013년 

1월  신년성회 (4~6, 강사 : 심창섭 목사), 삶공부 수료 (6, 총 22명), 성경통독대회 (1~2월)

3월  다니엘 기도회 (11~29)

5월  삶공부 수료 (12, 총 40명), 전교인 수련회 (24~27, 강사 : 김원기 목사)

6월  건강세미나 (9, 강사 : Dr. Darrick Kim), Promotion (16, 총 67명)

7월  6차 북인도 교회개척선교/미전도종족 개척선교훈련 (15~8/15, 강대이 목사 외 2명), YM 터키 

      단기선교 (29~8/12, 데이빗하 강도사 외 7명)

8월  리더수련회 (24)

9월  명수정 전도사 임명 (29)

10월  인도 뉴라이프 미션총회 및 북부지역 목회자 훈련 (7~21, 김궁헌 목사), 다니엘 기도회 (7~25), 

        7차 북인도 교회개척선교 (14~25, 김성주 외 6명) 

12월  설립 7주년 감사예배 (1), 삶공부 수료식 (15, 총 31명), 8차 북인도 교회개척선교 (19~1/1, 

        강대이 목사 외 15명), 다니엘  저녁기도회 (23~1/1)

2014년 

1월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3), 신년 특별말씀집회 (3~5, 강사 : 지요한 목사), 리더수련회 (3~4, 

      강사 : 지요한 목사), 성경통독대회 (1~2월), 북가주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 (27~4/4(월), 

      총 48명 수료)

2월  인도 뉴라이프 미션총회 (3~12, 김궁헌 목사님 외 1명)

4월  다니엘 기도회 (8~18)

5월  전교인 수련회 (23~26, 강사 : 임현수 목사)

6월  삶공부 수료 (1, 총 29명), Promotion (8, 총 29명), 9차 북인도 교회개척선교 (16~27, 명수정 

      전도사 외 4명), 승동교회 부흥회 인도 (15~18, 김궁헌 담임목사), 다니엘 기도회 (17~27)

7월  데이빗하 목사안수예배 (13)

10월 1239 N. Livermore Ave. Livermore, CA 94551로 이전, 캐년크릭한인교회에서 마라나타 비전

        교회로 교회 이름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