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의 교회 사역을 위한 합심 기도 제목 
(5 월 기도 책자 안에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 2018 년도 표어가 ”우리가 교회이다 :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의식과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의식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삶을 통해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리게 하옵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 여름 단기 선교팀들이 팀원을 모집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선교에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보다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3. 각 교육부서 마다 여름방학을 맞이 하여 VBS 와 여름 캠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4. 금주의 모든 사역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사역되길 기도합니다. 
 

♥이번주와 다음주 교회사역♥   

1. Blessing Family 하이킹 5/19 토 
2. 157 차 만남의 시간 5/20 주일 오후 3 시 50 분 은혜 채플 
3. 부부 성장 교실 6/2 부터 3 주간 

강단/말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1. 강단과 말씀사역을 위한 기도. 

 토요 새벽 예배 : 이성재 목사님 

 주일 예배 :  노창수 담임 목사님 

2. 교회 사역과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토요일 새벽과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 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노창수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목양에 지혜 더하여 주옵 

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 누리게 하옵소서. 

모임 순서                             2018.05.17 

찬양 --------------------------------------------------------사랑 프레이즈 찬양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 288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 304 장) 

 내 평생 사는 동안(기 159 장 0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기 404 장) 

 

설교--------------------------출애굽기 20 장 4-6 절 --------------최 영현 목사님 

“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강단 합심 기도회-----------------------------------------------------------------다 같 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기 578 장)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후렴) 

 나의 안에 거하라 (기 88 장) &죄에서 자유를(후렴) 

 약할때 강함 되시네(기 333 장) 

 시선(기 300 장) 

 
광고 및 공지사항 

1. 목요 강단 기도회는 예배와 강단 설교,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나 누구나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28 년 된 중보 기도 모임 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오셔서 편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 새로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경희 총무님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함께 기도 

하겠습니다. 

4. 이번주 점심은 8 조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다음주 점심 준비는 9 조입니다.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 

일자 신청자 대상자 기도 내용 관계/ 
나이 

교회 
출석 

5/17 조연희 이경희 항암과 수술이 잘되어 정기첵업 받고 

계시는데 후유증없이 재발없도록 

영혼구원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언니/ 

60 세 

안 

5/17 김미경 Hee 

Young 

Lee 

2 년전 뇌출혈로 거동도 못하시고 식사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내를 간호하는 

남편(이찬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딸 

지인/ 

60 대 

타 

5/17 김미경 최상임 녹내장으로 시신경과 망막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더 나빠지진 않은 상태인 

데  잘 지속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친정 

어머니

/85 세 

타 

5/17 김만금 이길수 신장암 수술이 잘되었는데 재발없이 

깨끗이 치유되도록, 이 기회에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인/ 

50 대 

후반 

타 

5/17 이영이 방상영 부정맥. 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 

고 평안한 마음 가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우/ 

44 세 
본 

5/17 박성운 이조이 소아당뇨. 갑상선 저하증. 식욕 조절과 

홀몬 밸런스가 제자리 잡을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성장기라 홀몬 지수가 

계속 불안정 합니다. 

지인 

딸/ 

14 세 

타 

5/17 Brian 

송 

송춘관 스트레스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노년을 

보낼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부/ 

74 세 

본 

5/17 유지수  에스더 

박 

8 년전 유방암 완치판정 받았었는데 최근 

임파선과 뼈에서 암이 발견. 항암 치료 

중이나 반응이 없고 병원에서도 절망적인

소견. 돌보시는 남편도 여러번의 

망막술술로 시력이 온전치 못함. 

낙심되고 고통도 심하고 식사도 못하심. 

주님이 고쳐주셔서 예전처럼 찬양하고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부부의 삶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인/ 

63 세 

   타 

5/17 비키 최 비키최 2015 악성 백혈병 골수 이식으로 회복 

단계. 최근 부작용으로 냄새를 못맡음. 

수술없이 후각 회복과 잘 안들리는 귀도 

잘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본인/ 

39 세 

본 

5/17 공재경 장희선 최근 자궁내막에 혹이 여러개 생겨 

암으로 가는 1 단계 진단 받음.당장 

수술할 컨디션이 안되어 3 개월 후 다시 

검사할것임. 그동안 면역력 회복되고 

자궁암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기도바람 

친구/ 

51 세 

타 

(한국 0 

5/17 김신자 김종원 왼손두번째와 새끼손가락 신경이 손상 

되었는데 의사 소견은 신경이 소멸된것 

같다고 해서 MRI 예정. 오른손도 장애가 

아들/ 

38 세 

본 

있어서 양손을 다 사용못하는 상황인데 

신경이 살아나고 손을 쓸수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금주의 선교사♣ 
 <최다니엘/헬렌 (데이비드,폴)선교사-P 국.의료 및 창의적 개척> 

1.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행전 10 장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복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소서. 

3. 다섯부부의 마을을 열어주셔서 기쁜소식 나누는 좋은 친구들 되게 하소서. 

4. 거주하는 집과 클리닉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조용중/경련 선교사- 한국. 복음 및 선교전략> 
1. 부산 연합찬양팀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2. 기획을 맡은자들의 협업이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좋은 시너지로 

사용되게 하소서. 

3.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선교사 모두 하나님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드려지게 하소서 . 

<쿠니/수연 (시온, 마레이)선교사-일본. 교회개척> 

1. 우리 가족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소서. 

2. 일본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이 생겨나고 그리스도 안에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소서. 

3. 사역의 진보를 위한 건물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바른 우선 순위를 

보게 하시고 시간관리 잘하게 하소서. 

♣세계 기도 정보♣ 

1. 조국 한국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될 한국땅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 남쪽과 북쪽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회개하게 하옵시고 정금과 같이 정결하여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땅 되게 

하옵소서 

2.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으로 과부와 고아가 생겨나고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베풀만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