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6일                                                                       오전 10시

주일예배
The Order of Worship

예배인도:  이 범 목사

예배의 부름 …………………….…….….…...…...….….. 인도자
Prelude

기원 ……………………..….……………..………...….…..인도자
Call to Worship

찬송 …………………..25장(면류관 벗어서)...................다같이
Hymn

성시교독 ………….………..시편 32편….........................다같이
Responsive Reading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the Apostles’ Creed

찬송………399장(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다같이
Hymn

기도 ………………..…...…...……..............................이 범 목사
Congregational Prayer

봉헌송….................(우리 보좌앞에 모였네)...................다같이
Offering & Tithes

봉헌기도 ……………….….….........….…....….….…..이 범 목사
Prayer for Offering

환영 및 교회소식……………….…….……........……….. 인도자
Announcements & Greetings

성경봉독 ……….…...…(말라기 3:6-12)….............류경희 자매
Scripture Reading in English (Malachi 3:6-12)................Arthur Lee
Scripture Reading in French (Malachi 3:6-12)...........Theodore Lee
말씀 ……………….……(신실한 믿음)......................이 범 목사

Sermon                       “Sincere Faith”
축도……………...…. ……..…..….……....……..........이 범 목사

Benediction

교  회  소  식
Announcements and Prayer Requests

Baptism & Deacon/Deaconness Trainings will be offered from February.
Please plan to take eight 30 min. Zoom meetings (time: TBD) to learn the

basics of Bible and the role of the Deacon/Deaconness.

Anyone can join the training but the church recommends the candidates
and appoints them after completion of the training:

Candidate for Baptism: Joice Lee.
Candidates for Deacon/Deaconness:

Kyung Hee Ryu, Rebecca S. Lee, Theodore J. Lee.

Those who did offerings last Sunday: Hugh McIntosh,
Rev. Bum Lee, Hae Young Lee, Rebecca Lee.

Offerings are accepted via Venmo (ID: @MannaPC)

교  회  소 개
Our Membership with KPCA

❖ 워싱턴 만나교회는 한국의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명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과 신앙의 뿌리를 같이하고 있으며,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KPCA)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우리 교회는 수도노회 (버지니아, 메릴랜드,텍사스, 테네시) 소속으로
버지니아시찰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  교  지  원
Supporting God’s Missionaries

❖ Good Spoon Ministry (굿스푼 도시빈민 선교)

❖ 이태진 선교사: LGVC India Mission, Gospel Camp for All Nations, New  Delhi,

India)



교독문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교회  약도
Map of the Church

워싱턴 만나교회
Washington Manna Church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롬 8:28)
(ἐκκλησία, πά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όν)

( 에클레이시아, 판타 수네게이 에이스 아가톤 )

Oakton United Methodist Church Chapel (소예배실)
2951 Chain Bridge Road, Oakton, VA 22124

Website: www.mannapc.org 703-343-3056

담임목사: 이 범 목사  Sen. Pastor: Rev. Bum Lee
반주자: 박해영 사모

Webmaster: 이소진 자매

예배시간
주일예배  Sunday Worship  10:00 AM.

Online Worship on Zoom: Please contact Pastor Lee
for the Zoom link prior to 10:00 AM.

Email: Gideonblee@gmail.com

http://www.mannap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