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교회 목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입니다.  

1. 성경을 읽고 쓰고 들읍시다! 

(로마서, 요한복음, 요한 1,2,3 서, 잠언...)  

2. 기도를 생활화합시다! 

(각자 정한 시간, 교회는 오후 8-9 시) 

3. 주일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립시다! 

4. 모든 성경공부에 꼭 참석합시다!  

(Zoom 성경공부 및 개인별)  

5. 서로 돌아보며 건강 지키기에 힘씁시다! 

(식생활 고치기, 30 분이상 걷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VAIBC 성도님 모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SBC (CP) 

NS (North Star) 

이바울 선교사 (캐나다) 

 

 

담임목사: 목사 민용복   원로목사: 목사 최봉기 

  통  역: 장로 곽두식 

어린이셀: 목사 박성신 

유 스 셀: 집사 릭 벡커 

  지  휘: 사모 민경동 

  음  향: 집사 스티븐 앤더슨 

웹사이트: 사모 최인경 

 

 

새벽기도회 
월요일     6:00 a.m. 
화~토요일 5:30 a.m. 

본당 

주일 낮 예배 주일  12:00 p.m. 본당 

유초등부 예배 주일  12:00 p.m.  
수요일 8:00 p.m. 

C1, C3 

중고등부 예배 주일  12:00 p.m. 본당 

금요 유스셀 모임 금요일 6:30 p.m. 본당 

찬양대 연습 
주일  11:20 a.m. & 2:30 p.m. 
수요일 9:00 p.m. 

본당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10:30 a.m. ~ 12:00 p.m. 사무실 

한어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8:00 p.m. ~ 9:00 p.m. C3 

영어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8:00 p.m. ~ 9:00 p.m. C1 

남성 성경공부 
토요일 9:30 a.m. 
문의: 릭 베커 집사, 스티븐 앤더슨 집사 

 

베트남인 
주일성경공부 

주일   4:30 p.m. ~ 6:00 p.m. 
문의: 이지숙 집사 

C3 

남성 골든 에이지 
(65 세 이상) 

주일예배 후 
문의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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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p.m.   인도자: 담 임 목 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통역: 곽두식 장로 

예배의 부름  인도자 

경배와 찬양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 26 장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훌리아현 집사 

환영 및 교회소식  인도자 

봉헌 및 기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50 장  

- 헌금위원: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히브리서 9:22> 다같이 

찬송 “Unfold Ye Portals” VAIBC 성가대 

말씀선포  민용복 목사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270 장 다같이 

축도  민용복 목사 

 
 

 

4 월 헌금위원 4 월 안내위원 

각 가정 각 가정 

4 월 18 일 대표기도 

송명진 집사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간구: 

1.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기쁨의 On Line 예배가 되도록 

2. Zoom 으로 진행되는 화요/수요/주일 성경공부 및 

영어권 모임에 은혜가 충만하길,  

3. 미국과 각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가 충만하길,  

4.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궤멸되고  

백신을 맞은 성도님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5. 자체 건물 구입을 위해,  

6.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 대표기도 명단 

• 2021 년 4 월  4 일: 이지숙 집사 

• 2021 년 4 월 11 일: 훌리아현 집사 

• 2021 년 4 월 18 일: 송명진 집사 

• 2021 년 4 월 25 일: 신유정 집사 

➢ 교회 일정 

❖ 코로나 19 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각 가정에서 On-line 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린이 셀 예배: 매주 오전 11:40 

 (장년예배 헌금시간까지) 

 장년/유스 예배: 매주 12:00 정오 (오후 1 시까지) 

➢ 교인 동정 

• 2021 년 4 월 생월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곽서진, 김세강, 김세준, 노소라, 문혜진,  

박용호, Lisa Becker, Quyen Luu, Edward Phan,  

Enoch Gravatt 

 

 

1. 어렵고 힘든 생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지난 부활주일에 여러 모양으로 봉사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영상예배 및 Zoom 성경공부가 잘 

진행됨에 감사드리며, 준비하시는 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헌물: 강단 꽃 및 꽃꽂이 

2. 부활주일 기념 가족사진이 액자와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3. 지난 주부터 교회 주보를 칼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4. 그동안 수고하신 반주자 서미영 집사(이탈리아로 출국)와 

웹사이트 담당자 이상윤 형제(직장 관계로 다른 주로 

이주)가 사임하였습니다.  

5. 독감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길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 팬데믹 가운데에도 2021 년을 잘 보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쓰기, 중보 기도시간 갖기, 좋아하는 성경구절 나누기,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기, 면역력 키우는 건강한 식사하기 

7. 보내주신 지난주 헌금 잘 받았습니다.  

헌금 보내실 주소:   

MIN YONG BOK  

6803 HUNTSMAN BLVD. SPRINGFIELD VA, 22152 

수표(Pay to the order: V.A.I.B.C)는 우편 메일로 보내시고,  

현금인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 온 성도들의 변동사항은 빠짐없이 연락을 바랍니다. 
  



 

 

The Church’s Goal for 2021 is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Hebrews 10:24, 25).  

1. Let’s read, transcribe and listen to the Bible  

(Romans, John, 1st through 3rd John, Proverbs, etc.); 

2. Practice praying in our everyday life  

(Designate your own prayer time;  

 or pray 8-9 p.m. at the church); 

3. Give the Lord’s Day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4. Attend the Bible Studies  

(via Zoom or individual Bible studies); 

5. Take care of yourself  

(Eat well, walk 30 min. or more per day).  

Though we are facing an unprecedented challenge  

due to COVID-19, let’s get through this with our faith! 

 

 

 

SBC (CP) 

NS (North Star)  

Missionary Paul Lee (Canadian Native Tribes Mission) 

 

 

   Senior Pastor: Rev. Yong Bok Min 

 Pastor Emeritus: Rev. Bong Gi Choi 

       Translator: Ord. Dea. Dusic Kwak 

   Children’s Cell: Rev. Sung-shin “Danny” Park 

      Youth Cell: Dea. Ric Becker 

  Music Director: Mrs. Kyungdong Min 

           Audio: Dea. Steven Anderson 

         Website: Mrs. In-Kyung Choi 

 

 

Early Morning Prayer 
6:00 a.m. (Mon) 
5:30 a.m. (Tue~Sat) 

Sanctuary 

Lord’s Day Service 12:00 p.m. (Sun) Sanctuary 

Children Worship 
12:00 p.m. (Sun) 
8:00 p.m. (Wed) 

C1, C3 

Youth Worship 12:00 p.m. (Sun) Sanctuary 

Youth Cell Meeting 6:30 p.m. (Fri) Sanctuary 

Choir Practice 
11:20 a.m. & 2:30 p.m. (Sun) 
9:00 p.m. (Wed) 

Sanctuary 

Tuesday Prayer Meeting 10:30 a.m. ~12:00 p.m. (Tue) Office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 9:00 p.m. (Wed) C3 

Wednesday Bible Study 
(English) 

8:00 p.m. ~ 9:00 p.m. (Wed) C1 

Men’s Bible Study 
8:30 a.m. (Sat)  
Contact: Dea. Ric Becker, Dea. Steven Anderson 

Lord’s Day Bible Study 
(Vietnamese Group) 

4:30 p.m. ~ 6:00 p.m. (Sun) 
Contact: Dea. Jisook Anderson 

C3 

Men’s Bible Study for Golden 
Age Seniors 65 yrs and above 

After Lord’s Day Service,  
Contact: Rev. Yong Bok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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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p.m. Presider: Rev. Yong Bok Min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to do so) Translator: Ord.Dea. Dusic Kwak 

Call to Worship 

Praise “Praise the Savior, ye who know Him” Hymn 26 

United Prayer Family Members Pray Together 

Representative Prayer      Dea. Julia Hyeon 

Welcome & Announcement 

Offertory Prayer “All to Jesus I Surrender” Hymn 50 

Collector: A designated member of the family 

Scripture Reading <Hebrews 9:22> Together 

Praising “Unfold Ye Portals” VAIBC Choir 

Sermon  Rev. Yong Bok Min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Hymn “Let Us Sing of His Love” Hymn 270 

Benediction  Rev. Yong Bok Min 

 

 

 

April Offering Plate April Usher 

Designated Person  

from Each Family 
Each Family 

Representative Prayer on April 18th, 2021 

Dea. Myung Jin Becker 

 

 

 Thank: 

God for salvation, His love and grace. 

 Church-wide Prayer Topics: 

1. Pray for a joyful online worship in the Holy Spirit; 

2. Pray for God's Grace in the Zoom Tuesday, Wednesday, 

Lord’s Day and Men’s Bible Studies; 

3. Pray for the leaders of the U.S. and other nations to 

have knowledge of God and the wisdom to accomplish 

God’s Kingdom;  

4. Pray for COVID-19 Pandemic to stop & for those who 

are vaccinated to be healthy; 

5. Pray for our own church building;  

6. Pray that VAIBC will be a soul-saving, loving church as 

we prepare for the second-coming of Jesus. 

 

 

➢ REPRESENTATIVE PRAYER SCHEDULE 

• 4.04.2021: Dea. Jisook Anderson 

• 4.11.2021: Dea. Julia Hyeon 

• 4.18.2021: Dea. Myung Jin Becker 

• 4.25.2021: Dea. Ria Shin 

➢ CHURCH EVENT SCHEDULE 

❖ On-line Worship will continue  

until the National COVID-19 Crisis is resolved.  

 Children’s Cell Worship on Lord’s Day 11:40 a.m. 

(continuing into Adult Service until the Offering Collection ends) 

 Main Service (Adult/Youth) on Lord’s Day 12:00 p.m. 

➢ WHAT’S GOING ON IN THE CONGREGATION 

• Happy B-Day April-born folks!  

Brandon Park, Edward Phan, Enoch Gravatt, Isaac Kim, 

Jacob Kim, Lisa Becker, Quyen Luu, Sora Noh,  

Suhjin Kwak, Susanna Mun  

 

 

1. Lord’s blessings to all of you, who are patiently enduring the 

COVID-19 Crisis!  

Thanks to: all who put in time and effort into the last week's 

Easter Service. Pray that Lord's Grace and Blessing be with 

you!; Thank You Lord for the Lord’s Days on-line worship 

and the Bible Studies (via Zoom) going well; Thank you, 

those who prepare or participate in these online programs.  

Votive offerings: flowers and flower arrangement for the 

pulpit. 

2. The family photos taken on Easter Lord's Day have been 

placed in picture frames and are expected to be delivered 

this week. 

3. Starting last week, the new church worship programs are 

printed in color format. Thank you for designing it. 

4. Our piano accompanist Dea. Mi Young Seo and 

website/powerpoint person Aiden Lee, resigned their posts 

due to relocation to Italy (Dea. Seo) and relocation of work 

to out-of-state (Bro. Lee). 

5. Don’t get the winter flu!  

Play it safe and keep wearing your mask! 

6. A few helpful tips (on how to best spend your time during 

the COVID-19 days): Take family photos; reach out to loved 

ones with a letter or a video chat; hold a family sing-a-song 

contest; hold a Bible Quiz Contest; Intercessory prayer 

sessions; share your favorite Bible verses; give out goodie 

bags as a gift, make meals to increase your body’s immune 

system. 

7. Last week’s offerings arrived safely.  

Send this week’s offerings to:   

YONG BOK MIN,  

6803 HUNTSMAN BLVD., SPRINGFIELD VA, 22152 

Make your check payable to: ‘V.A.I.B.C.’ and send it by mail.  

If in cash, contact Pastor Min by Kaokaotalk first.  

8. If you have any changes to update, contact Pastor 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