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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믹을 맞아서 교회가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당연한 듯 드려왔던 예배도 멈추고

영적 고향을 잃어버린 것같은 2020 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본질을 질문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새로운 방법과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열했지만, 2020 년을 묵묵히 살아 내었습니다.

2021 년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으로 다짐을 모아봅니다.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자.

거룩한 공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로 하나됨을 이루자.

이 다짐을 모아, 열 교회가 MICA 이름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들리는 소식에 지치지만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2021신년 연합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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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6:8-13

오늘의
기도제목

1.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 분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기에 
신실하게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기에, 포기치 않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2. 새로운 한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상황과 관계, 상처로 인해 나의 감정과 정서가 흔들리지 않고 늘 변함 없이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충만을 구하며 순종하는 한해가 되게 하소서.

3. 선교적교회연합(MiCA)를 통해 교단과 지역을 뛰어넘어 복음과 비전으로 이루는 공교회의 연합이 깊어지게 하시고, MiCA 
신년연합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더 잘 알게 하시어 모든 교회가 지역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성도 개인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총체적 복음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소서.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2)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김신일 목사

유니온교회

 설교노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l 창 16:8-13
J E H O V A H  E L   R O I

1월 4일
월요일



1월 5일

창세기 22:1-14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레 권혁빈 목사

씨드교회
l 창 22:1-14

 설교노트

화요일 J E H O V A H   J I R E H

오늘의
기도제목

1. 팬데믹 기간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성도되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2. 백신의 배포와 접종이 시작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백신의 생산과 배포가 더 신속하게 되고, 속히 집단 면역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치료제의 개발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안전을 지키시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3. 하나님, 미국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In God We Trust라는 고백처럼 이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임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의 영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미국의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월 6일

사무엘상 21:5-9 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7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체바오트 김지훈 목사

동양선교교회
l 삼상 21:5-9

 설교노트

수요일 J E H O V A H   T Z E V A O T

오늘의
기도제목

1. 주님의 성도들, 골리앗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손 붙들게 하옵소서. 불안함과 초조함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2. 모이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해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주시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교가 
깊어질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가 팬데믹 등의 이유로 패배 의식이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전투적 비전과 공교한 목양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수천년 동안 계속된 우상숭배와 물질주의 등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립과 갈등을 겪는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가진 양극화와 분단, 환경 파괴 등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1월 7일

에스겔 48:35
요한계시록 21:3-5

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1)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삼마 이상훈 목사

미성대학교, 

MiCA Director

l 겔 48:35;
  계 21:3-5

 설교노트

목요일 J E H O V A H  S H A M M A H

오늘의
기도제목

1.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되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는 은혜로 회복되고 보내신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2. 주님이 피 값으로 사신 각 지역교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충만을 주시어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과 시기의 영은 떠나게 하시고, 팬데믹의 와중에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3. 북미주 4300여 한인교회와 이민 사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의 다음시대와 760만 한인 디아스포라가 새로운 시대의 
선교와 복음화를 감당하는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소서. 이 놀라운 비전을 위해 MiCA와 속한 교회와 단체들에 복 주옵소서.



1월 8일

빌립보서 4:4-7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샬롬 김우준 목사

토렌스조은교회
l 빌 4:4-7

 설교노트

금요일 J E H O V A H   S H A L O M

오늘의
기도제목

1.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게 하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 삶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2.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비록 죄악이 넘치고 가치관이 무너진 세대를 살아가는 중에도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왜곡된 세계관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3. 팬데믹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에서 다시 모일 그날을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보다 더 
근본으로(Ad Fontes)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올라인(All line)으로 모이는 변화된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창조적인 신앙 양식으로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설교노트

각 교회별 새벽예배 

설교제목:

본문:

1월 9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제목

EL  ROI  
JEHOVAH JIREH   
JEHOVAH TZEVAOT
JEHOVAH SHAMMAH
JEHOVAH SHALOM

JEHOVAH RAPHA
IMMANUEL  
JEHOVAH RAAH   
JEHOVAH MEKODDISHKEM
JEHOVAH NISSI         



1월 11일

출애굽기 15:22-27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파 윤대혁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l 출 15:22-27

 설교노트

월요일 J E H O V A H  E L   R A P H A

오늘의
기도제목

1. 치료의 하나님! 이시간 나의 연약한 육신에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주옵소서.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사오니, 주여! 모든 질병에서 나(가족)을 건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투병으로 마음의 질병속에서 
있는 나를 고쳐주옵소서, 의심과 낙심과 절망에서 믿음과 회복과 소망으로 주께 나아가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 팬데믹 기간 중에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코로나블랙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 관계의 단절, 영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전해지게 하소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소서

3. 팬데믹으로 인해 진로와 취업, 결혼과 자아상, 신분과 재정 등의 청년들을 겪는 삶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처럼 고난을 겪되 연단되어 가며 마침내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남가주 기독청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불일듯하게 하시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게 하소서. 



1월 12 일

시편 113:5-9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송병주 목사

선한청지기교회

l 시 113:5-9

 설교노트

화요일 I M M A N U E L

오늘의
기도제목

1. 먼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한없이 자신을 비천의 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2.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학교마다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열방을 향한 거룩한 선교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세속 문화 속에서 
예수문화가 마중물처럼 부어지는 한해가 되게 하소서. 

3. 미국 부흥의 진앙지인 남가주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 있는 Biola대학교, Azusa Pacific대학교, Pepperdine대학교, 
Fuller신학교, AEU 미성대학교, 미주장신, 월드미션 등의 크리스천대학과 신학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소서



1월 13 일

 시편 23:1-6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라아 이정엽 목사

LA온누리교회
l 시 23:1-6

 설교노트

수요일 J E H O V A H   R A A H

오늘의
기도제목

1.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연약과 불의를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목자되신 하나님 
여호와라아를 기억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한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 추운 겨울에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녘 땅 동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구호의 손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어 그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를 돕는 일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악용되지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되게 하옵소서.

3. 인터넷도 하나님의 지경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투브 등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생산한 선한 컨텐츠가 많이 
유통되게 하시고 SNS가 팬데믹 기간 중에 성도들의 교제의 창구로 활용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수고하는 예배 사역자들과 
영상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1월 14 일

출애굽기 31:12-13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메카디쉬켐 우영화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l 출 31:12-13

 설교노트

목요일 J E H O V A H  M E K O D D I S H K E M

오늘의
기도제목

1. 거룩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거룩할 때 진정한 행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 복음 안에서 거룩이 주는 능력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는 세상입니다. 동성애와 낙태 등의 성경에 반하는 풍조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별해 
주시고, 차별과 경시의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섭리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과소비와 난개발, 자원독점 등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3. 2021년 한해 교회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주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1월 15 일

출애굽기 17:8-16 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닛시 고현종 목사

디사이플교회
l 출 17:8-16

 설교노트

금요일 J E H O V A H   N I S S I

오늘의
기도제목

1.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날마다 골방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여호와 닛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2. Korean-American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 육적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의 문화와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일당 백의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법조, 교육 등 사회 
전분야에서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소서. 

3. 2021년 한해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충성스러운 종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각 교회별 새벽예배 

설교제목:

본문:

1월 16 일
토요일

EL  ROI  
JEHOVAH JIREH   
JEHOVAH TZEVAOT
JEHOVAH SHAMMAH
JEHOVAH SHALOM

JEHOVAH RAPHA
IMMANUEL  
JEHOVAH RAAH   
JEHOVAH MEKODDISHKEM
JEHOVAH NISSI         

오늘의
기도제목



교회소개

Homepage: http://mca.network
Address: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 Tel: 626-228-6557 / E-mail: micanetworking@gmail.com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전, 코로나 19의 거대한 여파는 교회를 뒤 흔들며 그 기반과 사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이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시간이야 말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을 위해 새롭게 변화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약 5년 전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 소수의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삶과 사역을 나누며 시대를 향한 공동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Missional Church Alliance(이하 MiCA)가 시작되었습니다. MiCA는 지역교회의 선교적 사명 회복과 사역 촉진을 위해 

연합하고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시대적 대안을 찾고 세상을 변화시킬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운동에 함께 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상훈 박사 (PhD)

Director, Missional Church Alliance

동부사랑의교회는 2007년 4월 8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파송된 33가정의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지난 2019년 

4월,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우영화목사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던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을 

꿈꾸며,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부사랑의교회는 역동적인 예배, 변화되는 훈련, 하나되는 교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헌신된 평신도 리더들과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순전한 교사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Homepage: http://www.eastsarang.org
Address :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el: (909) 590-3722
E-mail.: eastsarangweb@gmail.com 

Believe in Jesus

Become a Follower

Build God's kingdom

Belong to Family

4B



교회소개

Homepage: https://www.omc.org
Address: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동양선교교회(The Oriental Mission Church)는 1970년 7월 26일에 임동선 목사가 “동양사람이 

동양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선교한다”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LA 지역에 창립한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난 

50년동안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왔습니다. 이제 창립51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에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바인에 위치한 디사이플교회는 지난 2009년 1월 10일 고현종 목사와 30명의 헌신된 성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Disciple)가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이름을 

디사이플교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디사이플교회는 예수님의 마음(HEART)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훈련하는데 쓰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Homepage: http://www.disciplecc.org
Address: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el: (949) 502-4923
E-mail: admin@disciplecc.org

Honoring the Lord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공동체

Equipping the Disciples 제자를 재생산하는 훈련공동체

Awaken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공동체

Restoring the Families 가정을 세우는 섬김공동체

Taking the Gospel to the Nations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선교공동체



교회소개

Homepage: http://www.lolmc.org
Address: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030
Tel: (626) 744-9191
E-mail: office@lolmc.org

교육과 문화의 도시 파사데나에 위치한 사랑의빛선교교회는 지난 1992년 창립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공동체, 훈련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섬김 공동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Run2020의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교회의 10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Run for Revival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며 달리는 교회 

Run with Unity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 달리는 교회 

Run to Next 다음세대와 열방을 향해 달리는 교회

2020 2천명의 예배자, 20%의 평신도 사역자, 20개국 20명의 파송 선교사

웨스트 코비나(West Covina)에 위치한 선한청지기교회는 지난 1991년 1월 일곱 명이 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시작하여 1991년 10월,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에 송병주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후 과거 은혜의 20년을 바탕으로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양대 핵심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한청지기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생활신앙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를 꿈꾸며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Homepage: http://www.gsch.org
Address: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el: (626) 913-6611
E-mail: goodstewardschurch@gmail.com

소박한 꿈으로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교회

오늘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선교적 활동보다 아버지 마음을 담아내는 선교적 교회

애틋함과 배려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사역의 동기가 순수 진실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교회소개

Homepage: https://seedch.org
Office Address: 1130 Soto Pl, Placentia, CA 92870
Tel: (714)337-6067
E-mail: info@seedch.org

2018년 11월 11일 Buena Park의 Gordon H. Beatty 초등학교에서 첫 예배를 시작한 

씨드교회(Seed Church)는 말씀과 기도, 사랑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선교를 핵심가치(Core 

Values)로 삼고 성도들을 세상 속의 예배자와 선교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imple, 

Organic, Missional 세 가지의 목회철학에 기반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단순한 교회, 일상적, 

비제도적, 자발적인 유기적 공동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는 한국의 온누리교회(당시 하용조 담임목사)가 Acts29의 비전을 갖고 

2003년에 개척한 비전교회입니다. 17년여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건강한 성장을 이루며 복음의 

능력을 가까이는 LA지역 한인 사회에, 멀리는 선교지로 흘려 보내기 위해 애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비전을 갖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선교적 삶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생동력 있게 예배하고 따뜻하게 교제하는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Homepage: http://vision.onnuri.org/la/ 
Address: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382-5658 
E-mail : laonnuri29@gmail.com



교회소개

Homepage: http://unionch.org/
Address: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10
Tel: (626) 858-8300
E-mail: unionevangelicalchurch@gmail.com

지난해(2020년) 창립 40주년을 지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유니온교회는 West Covina 

지역에 위치하여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차세대의 신앙적 가치들을 붙잡고 균형 있는 성장과 

성숙을 향해 전진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내고,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이끄는 교회(Biblical Principles)

동역자를 세워가는 교회(Fellow Workers)

선교적 잠재력이 드러나는 교회(Missional Potential)

한 영혼이 중요한 교회(One Soul)

사우스베이에 위치한 토렌스 조은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토렌스 조은교회는 관람객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내기를 기도하며 함께 

전진해 나갑니다.  

 

      토렌스 조은교회 비전:   

      모두가 제자되어 모두를 제자삼는 교회  Be Disciples! Make Disciples!  

Homepage: http://www.torrancegcc.org
Address: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el: (310) 370-5500
E-mail: gcctorranceca@gmail.com



가정을

위한

기도

2021 
새해 기도제목

Missional Church Alliance (MiCA)
2021신년 연합새벽기도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2021 
새해 기도제목

Missional Church Alliance (MiCA)
2021신년 연합새벽기도회



나를

위한

기도

2021 
새해 기도제목

Missional Church Alliance (MiCA)
2021신년 연합새벽기도회



Missional Church Alliance (MiCA)
2021신년 연합새벽기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