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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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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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숙(신부전증)

REMINDER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구체적인 목회 및 행사 / Upcoming Events
3

Today
4 5 6 7 8 9

【1월-3월】성경정독대회
【1/3】신년감사예배

【1/8-10】신년부흥회 / 리더수련회

【2/13-15】유스부흥회
【2/21】셰례문답

【2/28】세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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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매일 저녁집회

평일 저녁기도 월 (1/4) 화 (1/5) 수 (1/6) 목 (1/7)

8:00-9:30pm 윤삼열 목사 강연직 전도사 윤삼열 목사 가정예배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 찬 양 말 씀 대표 기도 다음주 기도

8:00-09:30pm 강연직 전도사 이경렬 목사 전병일 장로 이경우 장로

친교 / 청소

오늘 (이번주) - - -

팬데믹 기간 중에는 없습니다

지난 주 헌금 통계  

헌
금

주일 십일조 감사 선교 1불선교 합계
$1,375.55 $14,503.57 $3,342.60 $11,120.00 $21.00 $45,761.82   

                                   *COVID-19 구제헌금 $10,050.00
                                            성탄감사헌금 $5,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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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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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일) 요일 2:12-27 세상 유혹을 이길 힘, 주님의 기름 부으심
지
난
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

4 (월) 요일 3:1-10 주님 만날 소망이 이끄는 깨끗한 삶

5 (화) 요일 3:11-24 ‘서로 사랑’계명은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6 (수) 요일 4:1-12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번
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

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
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

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 2:3-4)

7 (목) 요일 4:13-21 상호 내주의 기쁨, 온전한 사랑의 성숙

8 (금) 요일 5:1-12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완전한 증언

9 (토) 요일 5:13-21 기도 응답의 축복, 보호하시는 사랑

교회모임안내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부 영유아-Pre  Adult Ministry 성인부

주일
Worship 온라인(홈페이지) 주일 

Worship
1부 9:00am-10:10am 본 당

성경공부 2부 11:00am-12:35pm 본 당

주일 영어예배 01:00pm-02:30pm 본 당 Children Ministry K-5th 
자율새벽기도 (화 - 금) 5:30am 본 당

주일
K-1학년 온라인(홈페이지)

2-5학년 11:00am-12:30pm 102호 매일저녁기도회 (월 - 목) 8pm-9:30pm 본 당

금요저녁집회 8:00pm-09:30pm 본 당 Youth Ministry 6th-12th
삶공부 7:30pm (화,목) TBA

주일
Worship 03:00pm-04:30pm 본 당

주일, 새가족부Small Group ZOOM Meeting

금요일 Worship/QT 8:00-9:30pm 온라인 주일, 방문자

섬기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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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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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년사역: 윤삼열 목사 ☎ 682-320-6402 threeten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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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CM)사역: 강정은 전도사 ☎ 925-895-1589 jennyjegang@gmail.com

찬양/EM청년사역: 강연직 전도사 ☎ 510-709-9237 xdc12x@gmail.com

파 송 선 교 목 사 : 김궁헌 (세미연: FTT-GAP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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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역 선 교 사: 안강희(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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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 강대이 목사 (Daei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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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3일             신 년 감 사 예 배             제 15-1(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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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일어서서”
           

   1부 예배 / 본당 9:00AM               사회 : 강대이 목사

※ 회개와 예배를 위한 기도 (Prayer) ················································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31)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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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송 (Hymn)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304) ·········· 다같이

※ 통성기도 (Prayer)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벧전 2:1-3 (신378) ············· 강대이 목사

  설교 (Sermon) …………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 강대이 목사
   (Crave pure spiritual milk)

※ 찬양 (Closing Hymn)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찬546)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 강대이 목사

   2부 예배 / 본당 11:00AM                사회 : 강대이 목사 

         

※ 회개와 예배를 위한 기도 (Prayer) ················································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Choir) ················································································  4중창

  교회소식 (Announcements) ···················································· 강대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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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성기도 (Prayer)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벧전 2:1-3 (신378) ············· 강대이 목사

  설교 (Sermon) ………………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강대이 목사
         (Crave pure spiritual milk)

※ 찬양 (Closing Hymn)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찬546)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 강대이 목사



금주의 교회소식 (Announcements)

1. 팬데믹 기간 중 주일예배 안내
- KM 1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 본당
- CM 고학년(3-5학년) 주일 오전 11시 / 102호 (유스룸)
- CM 저학년 및 영유아 온라인 예배 또는 부모님과 본당
- EM 주일 오후 1시 / 본당   - YM 주일 오후 3시 / 본당

2. 예배 참석 관련 안내 (주일예배/금요기도회)
- 주일예배(금요기도회 포함) 참석 희망자(어른/자녀/EM/YM포함)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예배/금요기도회 참석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체크 후 37.3C(99F) 이상이실 경우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참석 시 지정된 색깔 의자 착석, 6ft 거리두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상단 리오픈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년감사예배

오늘 주일예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4.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201호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인도 – 김훈상 장로

5. 주중 저녁 기도회
주중 저녁기도회가 월-수, 금요일에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온라인 
스트리밍도 병행됩니다. 주 정부의 야간통행금지 명령에 따라 금요 
저녁기도회 시간을 저녁 8:00~9:30pm으로 변경합니다. 
(월-수요일,금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회는 EM/YM 연합예배도 온라인 스트리밍 됩니다.
*이번주 금요기도회는 신년부흥회로 진행됩니다.

6. 신년부흥회/리더수련회
1월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신년부흥회가 있으며, 1월 9일(토)에는 
리더수련회가 있습니다.(강사: 이경렬 목사님)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날 저녁집회 : 1월 8일(금) 저녁 8시 – 9시 30분
둘째날 저녁집회 : 1월 9일(토) 저녁 7시 – 8시 40분
셋째날 오전집회 : 1월 10일(주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리더수련회 : 1월 9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예배 참석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1월 6일(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미전도종족 개척사역자 후원약정
미전도종족 개척사역자 입양후원을 위한 약정을 받습니다. 목장이나 개인이 
개척사역자를 입양하여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은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8. 인도 총동원전도책자 헌금
인도 전역 미개척지역에 222만 가정을 대상으로 총동원전도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도책자 인쇄비 약 11만 불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지역전도 안내
지역전도에 함께 하실 분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201호에서 
모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0. 목장모임 / 중보기도모임
목장모임이나 중보기도모임은 ZOOM이나 Facetime 등을 이용하여 
화상으로라도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도 교제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임시당회
1월 3일(주일) 오후 5시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성경정독대회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성경정독대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성경읽기표를 참조해 주시고, 3개월간 성경을 천천히 정독하며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헌금 안내 (온라인 / 우편)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헌금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온라인 
헌금’란이 있으며, 교회 소식란에 가시면 온라인 헌금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14. 교회 방역 안내
매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청소 업체가 교회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사용을 금지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교역자 부임
강연직 전도사님이 찬양 및 EM청년 담당 사역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선교사 동정
건강상의 이유로 협력선교사로 전환되었던 백숙경 선교사님이 1월부로 
파송선교사로 복귀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교우 동정
지난 주간 임희정 자매님 부친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8. CM 안내
1월부터 3월까지 있을 CM성경읽기표가 저학년/고학년별로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있으니, 부모님께서는 자녀당 한부씩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19. YM 안내
유스 부흥회가 2월13일(토)부터 15일(월)까지 교회에서 안전수칙에 따라 (e.g., 
social distancing, meals at home and commute everyday)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를 위해 1월17일(주일)까지 다음의 링크를 이용해 참가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register-mvc-revival

20. 새가족 등록안내
팬데믹 기간 중에도 새가족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새가족 등록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M/YM/EM 주일설교

아래의 내용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CM: “The Humble King, Jesus Christ.” (Luke 19:28-40) - During 
Jesus’ triumphal entry, the people welcomed Him as King. Jesus 
was the Messiah spoken about by the prophet Zechariah (Zech9:9).  
Jesus is righteous and victorious, humble King who entered 
Jerusalem on a donkey to defeat the death on account of us. Let 
all children praise and worship our humble King; otherwise, stones 
would praise Him.
YM: “Restoration of the Worship” (Luke 19:41-48) - The first thing 
Jesus did after He entered Jerusalem for the Passion Week was He 
cleaned the Temple and restored worship. The religious leaders and 
the people were thinking they were okay just because they gave 
"sacrifices" or "worship" to God. However, it isn't religious acts that 
God wanted, God wanted true worshippers. And restoration of 
worship happens when all eyes are fixed upon Jesus.
EM:� "Two Ways" (Matt. 7:13-14) - We come at last to the 
conclus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The main teaching is now 
over and Jesus begins to make it personal and bring home His 
message. Jesus says "My teaching is not to be praised but to be 
practiced." Now we must decide. We can no longer delay. So 
which will it be?

선교 (Mission)  

▷ 열방을 섬기는 분들
협력선교사: 심요한/이은혜(T), 이병호(일본), 최광(북한), 임수훈(캄보디아),
탁수연(T), 이남종(아리조나), 전베드로(T), 박원철(N), 김하원(C)
선교단체: GAP, 세미연, 통일선교전략협의회, SWM, One Voice
NI 파송사역자: 라빈 윌슨(델리), 로미 싱(HP), 수닐(하리아나),
메이져 싱(펀잡), 수닐(펀잡), 라제쉬(우트라칸드), 아난드(U.P), 데니엘(네팔)
미전도 입양종족(사역자): 미얀마 보즈푸리 (스테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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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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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슈마쉬 강태우/김미연 13 5

니제르 최영준/이소연 8 7 로하르 이어서/최현정 8 7

AP 우수정 3 1 쟈낙풀 김상학/김연정 7 5

사우디 최영린/홍재현 10 8 몽골 고성애 4

예슈아 이완/이영선 12 6

7

이집트 박재표/노혜주 8 8

네팔 전진균/한은정 6 7 튀니지 박지훈/홍민희 8 4

2

샤이크 이광수/이민정 7 5 이란 고재홍/석봉은 6 6

크메르 이은주 6 에리트레아 강경상/오지민 8 8

시리아 김혜경 6 2 바라나시 서동환/김민선 6 2

혜주 이명수/이지은 8 7 개척 이희황/박아란 2

라고스 김하성/김유선 11 4

8

블루몽 방명배/이정미 11 14

부탄 유우철/엄신영 2 1 차드 김동호/백유선 8 8

3

쿠르만지 김훈상/김소연 10 10 두사드 조의제/호유정 11 8

라자스탄 구본일/이지예 7 6 헝가리집시 최호영/최헬렌 8 7

요르단 황윤자 4 하자라 조현경 2 1

북한 송재복/김수민 8 9

9

두루벳 노병용/노윤숙 14

하리에나 최순미 6 체첸 오원석/오혜숙 5 1

UP 윤상혁/이현옥 4 3 타직스 전영덕/전샤론 13

개척 김태욱/박설 2 2 미얀마 이동하 11

4

드루즈(새) 강성광/김경숙 4 2 난닝 김동범/김선 12

델리 이준욱/정영선 8 9 왓수룽 김성실 6

케마만 정승훈/안진원 2 2 탄타 황사무엘/황샌디 10

팔레스타인 이상건/윤일미 6 6

10

예루살렘 이경우/이영순 6 6

모로코 오장석/정미영 6 4 평양 찰리유/오복균 8 6

아바나 노시준/노민자 7 앙카라 서종현/송선미 2 2

5

청도(새) 전병일/황성원 2 2 EM청년 고석준/고세훈 9 1

나바호 강성훈/최효은 8 9 심라 오경훈/김미리 21 2

텔아비브 김슬기 5 청
년

청년 허정화 10
이스라엘 계동성/이진희 4 3

펀잡 이용수/이준 2 0
합 계 58개 목장 414/232

중국퉁 강홍구/강정은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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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