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의 기도제목

▷ 특별 기도제목
-목장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목장을 통해 순종과 섬김이 정착되고,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제자삼는 사역이 일어나도록

-마지막때 열방을 깨우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도록 

▷ 중보기도제목: “교인들의 건강을 회복케 하옵소서”

박하준(수신증), 이경자(암), 권경민(암)

▷ 교인의 직계가족들을 위한 기도

우리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성도들의 직계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명단을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자/목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홍재현 모친, 심장계통, 당뇨, 녹내장), 전봉자(박재표 모친, 혈액염성 말초 신경병), 

이은진(이지현 동생아내, 재활치료), 이종웅(이명수 부친, 파킨슨), 장인자(조의제 모친, 

척추골절), 서문진(서동환 부친, 간암말기), 백광윤(백유선 부친, 호흡기), 홍바울(홍성호 

아들, 아토피), 박재호(김미연 모친, 유방암), 박영희(김광복 모친, 메이그 증후군), 

유소연(유릴리 동생, 류마티스 관절염), 정예성(정혜령 조카, 뇌암말기), 류기숙(신부전증)

REMINDER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구체적인 목회 및 행사 / Upcoming Events

8
Today

9 10 11 12 13 14
【12/8】설립 13주년 감사예배 및 
 1, 2대 담임목사 파송식 및 위임식

【12/16-18】교역자 수련회

【12/22】성탄연합예배
【12/22】리더모임

【12/31】송구영신예배

【1/18-20】유스 겨울수련회
【1/25】리더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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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집회

평일 저녁기도 월 (12/9) 화 (12/10) 수 (12/11) 목 (12/12)

8:00-9:30pm 최사무엘 전도사 명수정 전도사 송민호 강도사 자율기도회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 찬 양 말 씀 대표 기도 다음주 기도

8:30-10:00pm 송민호 강도사 선교 간증 이윤수 장로 전병일 장로

친교 / 청소

오늘 (이번주) 12월 15일 12월 22일 12월 29일

이란/델리 블루몽/아키타/시리아 두사드/나바호 예슈마쉬/차드

지난 주 헌금 통계  

헌
금

주일 십일조 감사 선교 1불헌금 합계

$2,168 $12,120.21 $518 $5,080 $23 $26,270.31   

※북인도 전도지 헌금 누계:$3,901 / 추수감사헌금:$18,282 / 건축헌금 누계:$24,640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교회”
기도 공동체, 부흥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회                 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

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

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되

었습니다.

    비전 1   모든 교우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
    비전 2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가족 공동체” 만들기
    비전 3   모든 삶 속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위해  복음 전하기         

QT 주간말씀묵상
날 짜 성경 말씀 큐 티  제 목 성 경  암 송

8 (주일) 계 21:9-27 지극한 영화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
지
난
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
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3)

9 (월) 계 22:1-11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10 (화) 계 22:12-21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1 (수) 엡 1:1-14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

12 (목) 엡 1:15-23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기도 이
번
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
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11)

13 (금) 엡 2:1-7 죄로 죽었으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존재

14 (토) 엡 2:8-13 막힌 담을 허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모임안내

 영유아부 영유아-Pre  Adult Ministry 성인부

주일
Worship 11:35am-12:10pm 202호 주일 

Worship
1부 9:00am-10:10am 본 당

성경공부 12:10-12:35pm 202호 2부 11:00am-12:35pm 본 당

주일 영어예배 11:35am-12:30pm 몬테소리 Gym Children Ministry K-5th 
자율새벽기도 (화 - 금) 5:30am 본 당

주일
K-1학년 11:55am-12:35pm 201호

2-5학년 11:55am-1:15pm 201호 매일저녁기도회 (월 - 목) 8pm-9:30pm 102호

금요저녁집회 8:30pm-10:00pm 본 당 Youth Ministry 6th-12th
삶공부 7:30pm (화,목) 9월 개강

주일
Worship 11:35am-12:30pm 102호

주일, 새가족부 12:40-1:00pm 203호Small Group 12:30pm-1:00pm 각 방

금요일 Worship/QT 8:30-10:00pm 102호 주일, 방문자 12:40-1:00pm 207호

섬기는 분들 
담 임 목 사 :  김궁헌 목사  ☎ 925-858-3998 goongkim@gmail.com

부  목  사 : 강대이 목사  ☎ 978-766-8480 y2vision@gmail.com

E M 사 역 : Pastor Peter Kim ☎ 510-381-3841 kunpyo@gmail.com

찬 양 사 역 : 송민호 강도사 ☎ 925-364-1612 smhnono@gmail.com

유스(YM)사역: 최사무엘 전도사 ☎ 832-434-6416 c90sme@gmail.com

어린이(CM)사역: 명수정 전도사 ☎ 415-706-7698 sumyong@yahoo.com

영 유 아 사 역: 강정은 전도사 ☎ 925-895-1589 jennyjegang@gmail.com

파 송 선 교 사: 임영우/임리브가(T), 권예루살렘/가이레(IS), 김경희(M)

동 역 선 교 사: 안강희(GAP)

성령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 성령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

                                    

    담임 : 김궁헌 목사 (Goong H. Kim)                       

1239 N. Livermore Ave. Livermore, CA 94551/( 925-449-2241 Fax 925-449-2251/www.MaranathaVC.org   

 2019년 12월  8일                                     제 19-49(729)호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예배 10분전에 오셔서 예배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표는 “일어서서”

   설립기념 13주년 감사예배 / 11:00AM           사회 : 김건표 목사

Rev. Peter Kim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 사회자

※ 기도 (Prayer) ·············································································· 사회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같이

  찬양 (Choir) ················································································ 찬양대

  교회소식 (Announcements) ···························································· 사회자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찬양팀

※ 통성기도 (Prayer) ········································································ 사회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민 27:15-23 (구243) ············· 사회자

  설교 (Sermon) …………………“십자가로 승리” ………………임동하 목사
  (Victory by the Cross)

※ 찬양 (Closing Hymn)……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210) ·····················다같이

  기도 (Prayer) ·············································································· 사회자

   제2대 담임목사 위임식           사회 : 조병일 목사

Rev. Byungil Cho
 <순서지 참조>

               

   제1대 담임목사 파송식           사회 : 강대이 목사

Rev. Daei Kang
 <순서지 참조>

※ 축도 (Benediction) ······························································· 임동하 목사

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마라나타         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비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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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교회소식 (Announcements)

1. 예배회복을 위한 기도

각자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최소한 5분 이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혼자 혹은 그룹으로 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분간 더 기도하실 수 있으며, 
담임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앞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 전 중보기도

예배 전 중보기도회가 매 주일 10:30am에 203호에서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인도: 노병용 
장로님)  

3. 저녁기도회

아래에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설립 13주년 감사예배 및 1, 2대 담임목사 파송식/위임식

오늘은 설립 13주년 감사예배 및 1대 담임목사 김궁헌 목사님의 
선교목사 파송식과 2대 담임목사 강대이 목사님의 위임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파송받으시는 김궁헌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미전도종족 개척사역자 후원약정

미전도종족 개척사역자 입양후원을 위한 약정을 받습니다. 목장이나 
개인이 개척사역자를 입양하여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은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액은 300불 
이하를 약정하셔도 되십니다.

6. 인도 총동원전도 전도책자 헌금

인도 전역 1,300개 미개척지역에 220만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총동원전도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도책자 500만권 인쇄비 $140,000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역전도

매주 수요일에 지역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207호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화요목녀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2호에서 화요목녀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목녀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목요중보기도회

매주 목요일에 목요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초원별로 많이 나오셔서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0 Youth 겨울 수련회

2020 유스겨울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18-20 (토-월) MLK 휴일
- Redwood Christian Park (Santa Cruz 근처)
- Early bird discount by 12/15: $160
- Regular fees by 1/5: $200 *(Sibling discount 있습니다)
- 등록: http://bit.ly/mvc-retreat

11. 교회 캘린더

2020년 교회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 일인당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으며, 전도를 위해서는 한 부씩 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12. 새가족 환영

오늘 처음으로 본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마친 후 207호로 가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과 새가족 중 아직 목장을 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새가족실 (203호)로 
가셔서 친교하시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Mission)  

▷ 열방을 섬기는 분들

협력선교사: 백에스더 심요한/이은혜(T) 이병호(일본) 이야고보/안마리아(T) 최광(북한) 
임수훈(캄보디아) 탁수연(T) 이남종(아리조나) 스테판(미얀마) 전베드로(T) 박원철(N) 김하원(C)  
자비량선교사: Bill & 선희 Veolker (I/P) / 선교단체: GAP, 밀알선교단 
NI 파송사역자: 라빈 윌슨(델리), 로미 싱(델리), 수닐(하리아나), 하라 나뜨(하리아나), 소누
(하리아나), 메이져 싱(펀잡), 수닐(펀잡), 라제쉬(우트라칸드), 아난드(U.P), 데니엘(네팔), 완추크
(네팔), 디페쉬(네팔), 시몬(네팔)
미전도 입양종족(사역자): 미얀마 보즈푸리 (스테판), 중국 난닝 (박광철)

▷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 북인도 가정교회마다 부흥하며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마지막 남은 과업완수에 동참하도록 
- 북인도에 중요한 거점 도시마다 지역교회 건물이 마련 되도록
- 우리교회가 세계선교의 집(미전도종족개척 선교사 훈련과 쉼터, 열방 중보기도)을 
  마련하게 하소서
- 2020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복음화율 0.1%미만 4,800개 종족(18억)을 개척하기 
  위하여 500개 교회를 일으켜주소서

목장 (Mokjang)                                                      어른/자녀
초원 목장 목자/목녀 인원 초원 목장 목자/목녀 인원

1

터키란 이윤수/이지현 11 10

6

쟈낙풀 김상학/김연정 2 2

니제르 최영준/이소연 6 5 아오모리 정수헌/정제니퍼 7 5

알마티 우수정 3 1 몽골 고성애 4

사우디 최영린/홍재현 10 8

7

한국 박재표/노혜주 8 8

예슈아 이완/이영선 12 6 튀니지 박지훈/홍민희 8 4

네팔 전진균/한은정 6 7 바라나시 이희황/박아란 8 6

2

샤이크 이광수/이민정 9 6 이란 고재홍/석봉은 6 6

크메르 이은주 6

8

블루몽 방명배/이정미 11 14

시리아 김혜경 4 2 차드 김동호/백유선 8 8

혜주 이명수/이지은 8 7 두사드 조의제/호유정 11 8

라고스 김하성/김유선 8 4 헝가리집시 최호영/최헬렌 6 5

아키타 명수정 3 1 하자라 조현경 2 1

3

쿠르만지 김훈상/김소연 10 10

9

두루벳 노병용/노윤숙 14

라자스탄 구본일/이지예 7 6 체첸 오원석/오혜숙 5 1

요르단 황윤자 4 타직스 전영덕/전샤론 13

북한 송재복/김수민 8 9 미얀마 이동하/이경자 11

하리에나 최순미 6 난닝 김동범/김선 12

4

드루즈(새) 강성광/김경숙 4 2 왓수룽 김성실 6

델리 이준욱/정영선 8 9 탄타 황사무엘/황샌디 10

아바나 정승훈/안진원 8 2

10

샌프란시스코 이경우/이영순 6 6

팔레스타인 이상건/윤일미 6 6 평양 찰리유/오복균 8 6

모로코 오장석/정미영 6 4 앙카라 서종현/송선미 2 2

5

청도(새) 전병일/황성원 2 2 이산 고석준/고세훈 6 2

나바호 강성훈/최효은 8 9 EM청년 피터김/신승헌 9 1

텔아비브 김슬기 5 EMCollege 오경훈/김미리 21 2

이스라엘 계동성/이진희 4 3

청
년
부

청년1 김태욱/박설 12 2

펀잡 이용수/이준 2 0 윤상혁/이현옥

중국퉁 강홍구/강정은 10 9 청년2 허정화 7

6

예슈마쉬 강태우/김미연 13 5 청년3 김남호/채아름 5

로하르 이어서/최현정 8 7 청년4 김재홍/이빛나

합 계 60개 목장 412/ 228

목장모임원칙: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을 지킵니다./ 목장은 매주 모입니
다. 목자가 출장 중에는 목녀가 인도하고 목자/목녀 모두 없을 때는 목원 중 한 사람이 인도합니
다. 목장은 예배(말씀/기도/찬양), 양육, 교제, 전도/선교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월~수요일: 저녁 8시/102호 목요일(자율기도회): 저녁 8시-9시 30분/본당

금요저녁기도회: 저녁 8시 30분/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