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8일                                                                       오전 10시

어버이 주일 예배
The Order of Worship

예배인도:  이 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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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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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55장(하나님의 크신 사랑)..................다같이
Hymn

성시교독 ………..……….(시편 121편)…........................다같이
Responsiv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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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86장(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다같이
Hy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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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송…...................(약한 나로 강하게).........................다같이
Offering & Tithes

봉헌기도 ……………….….….......….……………….이소진 집사
Prayer for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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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룻기 2:1-14)…................류경희  집사
Scripture Reading in English (Ruth 2:1-14).........Mr..Hugh Mclntosh
Scripture Reading in French (Ruth 2:1-14).....DeaconTheodore Lee
말씀 ……..…….(효성으로 은혜를 입은 룻)...............이 범 목사

Sermon         Ruth received the grace through her filial piety
”
축도……………...…. ……..…..….……....……..........이 범 목사

Benediction

교  회  소  식
Announcements and Prayer Requests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Today is Mother’s Day in the U.S.A.
담임목사님 장로교회 총회 참석: 이범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출발, 금요일까지 Sacramento,
CA에서 열리는 해외한인장로교회총회에 수도노회총대로 참석하십니다. Rev.Lee will atten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Abroad in Sacramento this week.
기도제목 Prayer Requests: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평화롭게 끝나도록 for ending the war in Ukraine.
권이 스튜디오 계약과 학생모집을 위해 for Arthur’s new studio and settle his place with new

students, 준이, 조이스의 아기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순산되고 자라도록 For Jhoon and
Joice’s baby, 자매들이 배우자들 속히 만나 결혼시켜 주시기를 Sisters to meet their spouses

in Christ. 박경숙 집사님의 무릎 통증완화를 위해. Eddie의 새 직장을 위해.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교회로 보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헌금하신 분들 Those who contributed offerings last Sunday:

Rev. James Roh, Rev. Bum Lee & Hae Young Lee,
Mrs. Kyong Sook Park, Kyung Hee Ryu, Rebecca Lee,

Theodore & Joice Lee, Art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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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선교회 (Korea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Greater Washington)

❖ 북한 선교회 (Mission for North Korea in Metropolitan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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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ia)



교독문�27번�시편�121편

내가�산을�향하여�눈을�들리라�나의�도움이�어디서�올꼬
나의�도움이�천지를�지으신�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너로�실족지�않게�하시며�너를�지키시는�자가�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지키시는�자는�졸지도�아니하고�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너를�지키시는�자라�여호와께서�네�우편에서�네�그늘이
되시나니

낮의�해가�너를�상치�아니하며�밤의�달도�너를�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너를�지켜�모든�환난을�면케�하시며�또�네�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너의�출입을�지금부터�영원까지�지키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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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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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