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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순서 2013. 11. 14

1. 찬양 -------------------------------- 사랑프레이즈 찬양팀  

   - 찬송가 399장 -------------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기찬집 424장 ---------------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 기찬집 317장 ------------------------ 예수 우리 왕이여  

   - 기찬집 406장 ------------------------ 전능하신 나의 주  

2. 설교 -------  베드로전서 2 : 9 -------  김 상 윤 목사님  

“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라 ”

3. 강단 합심 기도회 -------------------------- 다   같   이  

   - 기찬집 333장 -------------------------- 오 신실 하신주

   - 찬송가 455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 조별모임

5. 식사와 교제

광고 및 공지사항

1. 목요강단기도회는 예배와 강단설교,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중보 기도회입니다.

2.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조별 모임 할 때에 앞쪽

으로 나오시면 임경원 총무님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번 주 식사 담당은 14조와 찬양팀이고, 다음 주는 1조 

입니다.

4.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제

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자 신청자 대상자 기도내용 관계/
나이

교
회

11/13 한영주 손사랑

태어나면서 뇌손상으로 인해 간질이 있습
니다.  내년 여름까지 약복용후 뇌파검사
예정임. 앞으로 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도록 약한 몸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딸/9 본

11/13 이은희 전은주
왼쪽 중뇌 혈관이 막혔고 목으로 내려오는 
혈관도 막혔습니다. 곧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합니다.

11/13 김수연 황봉금

어머니 갑상선  암이 온 몸에 전이되어서 
(머리와 뼈부분)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치료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어머니
/69

타

11/13 홍성란 박옥연

지난달 당뇨합병증으로 오른발 새끼 발가락과 
그 아랫부분을 잘라내셨습니다. 신장도 나
빠져서 소변줄을 끼고 계십니다. 신장과 
발이 치유되기를 기도 바랍니다. 

시어
머니/
68

본

11/13 황광선
Jasmine
Izumi
kawa

2년 내에 임파선 암의 재발이 없도록 담낭에 
돌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님의 치유
하심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딸/27

11/13
Sharon 
Kim

Andrew
Cho

대장암으로 수술 받고 계속 항암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도 전이 된 상
태에서 평생을 항암치료 해야 합니다. 기
력이 쇠하지 않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 육간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지인/
55

타

하나님의 나라/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금주의 선교사 ♣

<이용숙/이규성 선교사 – 필리핀, 장애인사역>
1. 정부 인가를 받은 장애인 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소서.
2. 훈련중인 10명의 스텝들이 헌신된 공동체로 서가게 하소서.
3. 11월 중순에 시작하는 2학기 교육을 통해 장애아들의 삶 가

운데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세계기도정보♣

<http://www.prayer24365.org 를보시면자세한내용이나와있습니다>

1.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슈퍼 태풍' 하이옌(Haiyan)으로 
사망·실종자 수가 1만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일자 신청자 대상자 기도내용 관계/
나이

교
회

11/13 임태순 임태순

편도선암이며 수술, 방사선치료가 잘 끝났고 
회복을 기다립니다. 배에 튜브로 영양공급 받고 
계십니다. 입으로 식사할 수 있게 되기를, 체력도 
많이 약한 상태인데 회복되기를 기도해주세요

본인/
66

본

11/13 김은현 김정자

다리건강(고관절 부분이 원래 장애가 있으심) 
그 부분에 금이 가서 수술하려고함. 마음속이 
허전하신 듯 불안해 하십니다.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58

안

11/13 권태남 권영순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부작용 
없어졌고, 지금은 방사선 치료중에 계십니다. 
완치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67

타

11/13 윤대하 윤대하
혈액암으로 판명되었으나 암세포가 모두 죽
었고 지금 회복단계입니다. 기도해주세요.

본인 본

11/13 임민선 김상실

갑상선 항진증 수술 후 몸의 저항력이 약해
져서 면역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현재 영육이 전반적으로 약해졌고 의욕상실, 
우울증, 상태입니다. 많은 기도바랍니다.

올케/
49

타

11/13 서영숙 서승용

10년전 진단받았던 녹내장이 더 진행되어 
시신경이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물치
료를 하고 있고 시신경에 상처가 많이 나서 
회복은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께서 더 나빠지게 
하지 않으실 거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
45

타

11/13 전근숙 전인숙
대장암 4기로 항암치료 중 다시 재발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고 완치위해 기도해주세요.

언니/
52

안

11/13 조기성 조미성
동생이 뇌종양입니다. 일상생활은 하지만 
뇌 속에서 혈관타고 계속 재발하는 병입니다. 
완치위해 기도해주세요.

동생/
30

타

11/13 최코라 최코라
난소암 말기로 치유 받았는데, 면역체계 강화
약을 복용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바랍니다.

본인/
60

본

11/13 이희원 권장군

12월달에 첫돌이 되는 장군이가 Scoliosis 
(척추측만증)가 있어서 척추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수술해야 합니다. 정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락방
가족/

1
본

           뒷 면 계 속...

금주의 교회 사역을 위한 합심기도제목

11월 책자에 교회 중요기도제목들이 있습니다.

1. 2013-2014 청소년 제자훈련(KYDT) 헌신예배가 11월 16일(토),  오후2
시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훈
련이 되게 하소서.

2. 멕시코 일일 선교가 11월 16일(토) 있습니다. 복음 들고 선교를 떠나는 
성도들에게 안전과 모든 환경을 주장 하소서.

3. 2013년 연말 특별새벽 부흥회 “보이지 않는 손을 보라(Seeing the 
Unseen Hand of God)”의 주제로 12월 2일부터 2주간 열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특새를 통해 온 교회와 자녀들이 하나 되어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소서.  

4. 모든 훈련사역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훈련생 
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강단/말씀, 3기 교회사역, 3대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1. 강단과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

♣토요새벽예배 : 이 근 목사님

♣주 일 예 배 : 노 창수 담임 목사님

   강단을 지키시고 강단에 은혜를 주소서.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소서. 강단에 말씀의 불과 능력이 임하여 
메마른 심령을  살리게 하소서

2. 교회 3기 사역과 3대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1) 3기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
이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역되게 하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
라를 섬기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2) 노창수 목사님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
님 닯은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잘 
돌보며 섬기실 수 있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