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목표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2) 입니다. 

 

1.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2. 기도합시다.  

(각자 정한 시간/새벽/금요 저녁 시간에)  

3. 성경쓰기와 공부에 모두 참여하자. 

4. 전도에 힘쓰자. (1 년에 1 명 이상)  

5. 매일 30 분 이상 걷고, 식생활을 고치자. 

(균형 있는 식사 습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SBC (CP) 

NS (North Star) 

이바울 선교사 (캐나다) 

조호중 선교사 (캄보디아) 

 

 

담임목사 : 목사 민용복 
원로목사 : 목사 최봉기 
  통   역 : 장로 곽두식 
어린이셀 : 목사 박성신 
유  스  셀 : 집사 뤽베커 
  지   휘 : 사모 민경동 
  음   향 : 집사 스티븐앤더슨 
웹사이트 : 사모 최인경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30 a.m. 본당 

주일 낮 예배 주일  12:00 p.m. 본당 

유초등부 예배 주일  12:00 p.m.  C1 

중고등부 모임 주일  12:30 p.m. C3 

찬양대 연습 주일  11:20 a.m. & 2:00 p.m. 
금요일 7:00 p.m.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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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 기도회 금요일 7:00 p.m. 본당 

수요성경공부 
(한국어) 

수요일 7:00 p.m. C1 

기초성경공부 
(한국어) 

목요일 1:00 p.m.  

남성 성경공부 토요일 9:30 a.m.  *문의: 스티븐 앤더슨 집사  

기초성경공부 
영어권 (통역) 

주일   1:30 p.m. C3 

베트남인 
주일성경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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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남성 골든 에이지 
(65 세 이상) 

주일예배 후           *문의: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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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 시 인도자: 담 임 목 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통역: 곽두식 장로 

예배의 부름  

*찬송 찬송 10 장 “전능왕 오셔서”  

합심기도  

예배기도 곽 영 화 집사 

환영 및 교회소식  

봉헌 및 기도 찬송 50 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헌금위원: 제이드하 집사 

성경봉독 « 호세아 10 장 12 절 » 

찬양 VAIBC 성가대 

 « 기도 » 

말씀선포 민 용 복 목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4) 

*찬송 찬송 364 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축도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간구: 

1.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기쁨의 예배를 속히 회복하며  

참된 부흥이 일어나길 

2. 화요(Zoom)/수요/주일 성경공부 및 영어권 모임에  

은혜가 충만하길 

3. 지금도 계류 중인 평등법(Equality Act, 포괄적 성평등 

인권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4. 미국의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도록 

5. 병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6.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9 월 18 일 예배기도: 강정옥 집사 

9 월 헌금위원: 제이드하 집사 

9 월 안내위원: 서승영 집사 

➢ 대표기도 

• 9월   4일 송명진 집사  • 9월 18일 강정옥 집사 

• 9월 11일 곽영화 집사  • 9월 25일 곽두식 장로 

  

 

 

◆ 방문자를 환영합니다!  

 

◆ 2022 년 9 월에 태어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인경, 최봉기 민희진 

 
 

➢ 교회 일정 

• 8 월 31 일: 2022 년 회기년도 마침 
• 9 월 18 일: Ezra Bae 선교사 선교 보고 
• 9 월 25 일: 교회 야외예배 
• 10 월 10 일(월): 사과 따기 
• 10 월 25 일(수): 신도사무처리회 
• 10 월 31 일(월): 할렐루야 나잇 (가족 동반 게임) 

➢ 모임 

• 유스셀 모임: 주일 오후 12:30~1:00 (C3 교실) 
• 주일성경공부-신앙의 출발(영어통역): 매주 예배 후 
• 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40 
• 목요성경공부(한어): 목요일 오후 1:00 
• 영어권 모임: 격주 토요일 

 
 
 

1.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이러스 전염에 항상 조심하시고  

면역력을 강화하시며 (손 자주 씻기, 소금물 가글, 걷기실천)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2. 헌물: 강단 꽃과 꽃꽂이(강정옥 집사), 송편, 점심준비 

3. 지난 월요일(9/5)에 있었던 실버셀 식사모임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여생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4. 다음 주일(9/18)에는 IMB 선교사셨던  

Ezra Bae 선교사가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 시간도 있겠습니다. 

5. 주보에 *표시된 첫 찬송과 마지막 찬송은 일어서서 

부릅니다. 

6. 심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입구에 비치된 심방카드를 

작성하여 곽두식 장로에게 제출 바랍니다. 

7. 온 성도들의 변동사항은 빠짐없이 연락을 바랍니다.   



 
 
The Church’s Goal is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Ephesians 4:32) 

 

1. Let us give our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2. Let us do our best in praying to God-- 
at our designated times/ 
early mornings/Friday evenings.  

3. Let us participate in all Bible studies and 
transcribing events. 

4. Let us do our utmost in our witnessing 
efforts (1 person per year). 

5. Let us walk at least 30 min./day and fix 
our dietary habits (and have well-
balanced meals). 

 

Let us overcome the myriad challenges 
posed by the COVID-19 pandemic  
with our faith. 

 

 

 

SBC (CP) 

NS (North Star)  

Missionary Paul Lee (Canadian Native Tribes Mission) 

Missionary Joseph Cho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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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a.m. (Tuesday ~ Saturday) 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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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s Worship Service 12:00 p.m. (Sunday) C1 

Youth Meeting 12:30 p.m. (Sunday) C3 

Choir Practice 
11:20 a.m., 2:00 p.m. (Sunday) 

7:00 p.m. (Friday) 
San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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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Prayer Meeting 7:00 p.m. (Friday) Sanctuary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7:00 p.m. (Wednesday) C1 

Bible-Foundation Bible Study 
(Korean) 

1:00 p.m. (Thursday)  

Men’s Bible Study 
9:30 a.m. (Saturday)  

Contact: Dea. Steven Anderson 

Bible-Foundation Bible Study 
(English Interpreter provided) 

1:30 p.m. (Sunday) C3 

Lord’s Day Bible Study 
(Vietname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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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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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mn “Come, Thou Almighty King” Hymn10 

United Prayer  

Representative Prayer Dea. Joanne Kwak 

Welcome & Announcement 

Offertory Prayer “All to Jesus I Surrender” Hymn50 

 Collector: Dea. Jade Ha 

Scripture Reading « Hosea 10:12  » 

Praising VAIBC Choir 

 « Preghiera » 

Sermon Rev. Yong Bok Min 

“Break up your fallow ground” (4) 

*Hymn “Sweet hour of prayer” Hymn364 

*Benediction  

 

 
 

 Thank: God for salvation, His love and grace. 

 Church-wide Prayer Topics: 

1. Pray for joy-filled, Holy Spirit-presiding worship  
to be restored quickly and for true revival to come 
to VAIBC. 

2. Pray for God's Grace in the Tuesday(Zoom), 
Wednesday, Lord’s Day and Men’s Bible Studies. 

3. Pray that the so-called, "Equality Act", a still 
pending pro-LGBTQ comprehensive "human rights" 
legislation does not become enacted into law. 

4. Pray that the U.S. politics and economy is restored 
to proper order. 

5. Pray for the healing works of God will be with all  
who are suffering from illnesses. 

6. Pray that VAIBC will be a soul-saving, loving church 
as we prepare for the Second-coming of Jesus. 

 
 
 

 
 
 

Prayer on September 18: Dea. Tina Ok Kang 

September Offering Plate: Dea. Jade Ha 

September Usher: Dea. Seungyoung Seo 

➢ Representative Prayer 

• 9.04. Dea. Myungjin Becker  • 9.18. Dea. Tina Ok Kang 

• 9.11. Dea. Joanne Kwak  • 9.25. Ord.Dea. Dusic Kwak 

     

 
 

➢ Welcome, Visitors to VAIBC! 

 

➢ Happy Birth-Day September-born folks!  

In-kyung Choi, Bong Gi Choi, Hee Jean Min 

 
 

➢ Event Schedule 
• Aug.31(Wed),  2022 Fiscal Year for VAIBC ends 
• Sep.18(Sun),  Mission report by Ezra Bae Missionary 
• Sep.25(Sun),  Fall Church Picnic Service 
• Oct.10(Mon), Family Apple-picking Trip 
• Oct.25(Wed), VAIBC Annual General Assembly 
• Oct.31(Mon), Hallelujah Night (Games for Families) 

➢ Meetings 
• Youth Cell: Every Lord's Day 12:30~1:00 p.m. (C3) 
• Lord’s Day Bible Study-Start of Faith (w/ English trans.): 

  Every Lord's Day (after main service) 
• Prayers & Praising Sessions: Every Tuesday 6:30 p.m. 
• Thu. Bible Study (in Kor. language): Every Thu. at 1p.m. 
• Men's Group Bible Study: Every other Saturday 

 

 

1. With the new variant virus on the rise, let's all take extra 
care not to catch it, to strengthen our immune system 
(i.e., by washing hands often, salt water-gargling, exercise 
by walking, etc.) and stay healthy in the Summer-Fall 
transition period. 

2. In-Kind Offering received: 
- altar flowers & flower arrangement (Dea. Tina Ok Kang) 
- Chu Seok Rice cake 
- lunch prep 

3. Silver Cell get-together held under God's Grace on Sep. 5. 
Praying for your good health and blessed life. 

4. Next Lord's Day, Sep.18, we will have Missionary Ezra Bae,  
IMB Missionary as our guest preacher.  
Special offerings for mission funds will be collected. 

5. The congregation is asked to please rise for the first and 
last hymn songs marked with an asterisk (*) in the 
Program. 

6. Those who want home-visits to their homes,  
please fill out the Home-Visit Request Form placed in the 
church foyer/entrance and submit it to Ord. Dea.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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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