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및 모임 시       간 장     소 

새벽기도회 6:00 a.m. (월), 5:30 a.m. (화-토) 본당 

주일 1 부 예배 7:00 a.m. 본당 

주일 2 부 예배 12:00 p.m. 본당 

주일 유초등부 예배 12:00 p.m. C1, C3 

유초등부 선교교육 8:00 p.m. (수) C1 

유초등부 한국학교 2:15 p.m. (주일) C1 

주일 중고등부 예배 12:00 p.m. 아가페 하우스 

찬양대 연습 
11:20 a.m. & 2:30 p.m. (주일) 

9:00 p.m. (수) 
본당 

화요 기도모임 9:30 a.m. - 12:00 p.m.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8:00 p.m. - 9:00 p.m. C3 

저녁기도회 9:00 p.m. (월-금) 본당 

연합기도모임 7:00 p.m.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본당 

 

 

   모임 안내 

 
@ 실버셀:  3 월 5 일 목요일 저녁 6 시 한상환 집사댁. 

@ 화요기도모임: 2 월 24 일 화요일 오전 9 시 30 분 교회 친교실. 

 

 

선교하는 곳 

 

미국: 바이블동서남북, 원의숙 (난치병 선교), 신학생, 실버셀, 

       베트남인 선교, SBC(cp), N.S(North Sta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2015 년 양띠해를 맞아 여러분과 가정과 하시는 사업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1. 복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2.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3.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 하십시다. 

4.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름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5. 만사가 형통하기를 기도합시다. 

6. 평생 감사하기로 기도합시다. 

7. 기적이 일어 나길 기도합시다. 부르짖으신 소원대로 이루어 

   지기를 기도합시다. 

8. 연말 아니 인생 마지막날에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간증을 

   큰소리로 외쳐봅시다. 

9. 시편 1 편 말씀을 지금 붙드시고 일 시작하실때 마다 

   고백하십시다. 

주의 크신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찾아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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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선교하는 교회(마 28:19-20)     모토: 복 있는 사람 되자(시 1:1) 

목표: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고전 4:2) 

 

담임목사 민 용 복 
 

협동목사: 유태훈 

전 도 사:  이성제 (실습, 유스), 전무희 (어린이, 행정), 

           이덕진 (웹사이트, 사무) 

찬양대 지휘: 민경동    

반주: 김미완 (성가대) 

음향: Steven Anderson 

통역: 곽두식 
 

 

8508 Hooes Road, Springfield, Virginia 22153 
703-864-2012 

http://www.virginiaagape.org 

http://www.facebook.com/virginiaagapebaptistchurch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http://www.virginiaagape.org/


주일예배 

07:00 a.m. 인도자: 민용복 목사 

12:00 p.m.                                                              통역: 곽두식 집사 

 

*예배의 부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새찬송가 23 장/통일 23 장) 

 

*회개, 감사및 결단기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감사, 

평생 감사하기로 결단함을 감사, 

매주 주보에 나오는 성경암송구절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한 사람 이상 전도하도록 성령님께 간구 

 

*찬양 (영어)                                Lord, I Offer My Life To You 

 

대표기도                                                     이덕진 전도사 

 

찬양대 찬양                                         주님을 찾아 볼지어다 

 

새교우 환영 

 

성경봉독 및 말씀                                            민용복 목사 

 
출애굽기 17:1-7 

 

“광야의 모든 노정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훈련기간이다”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새찬송가 382 장/통일 432 장) 

 

*봉헌 및 기도 헌금위원: 김지연 자매                         

 

*축도   민용복 목사 

 

*인사 우리는 사랑의 띠 

 

광고   프로젝터 

 

식사 및 교제  기도: 민용복 목사 

 

*표는 일어서서  
 

 우리교회는. 
 

 2015 년 교회 핵심사업  

1. 국내외 선교   2. 이중언어 성경공부 3. 셀리더, 모임 육성    
4. 가족수양회   5. 교회 행정, 사무기록부 정리. 

 
 

 2015 년 실천 사항 
1.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자. 2. 기도하여 능력받자. 
3. 찬양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4. 전도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자. 
5. 각 민족을 넘어선 예수의 영성을 갖자. 
 

 

 성경암송구절 

죄의 형벌 (히브리서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자의 사명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중보기도 

 화목한 가정이 됨을 감사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주신 영혼구원의 역사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기도 요청 

 찬양단 구성을 위해. 

 수요성경공부와 화요기도모임에 교인 모두가 참석하기위해 

 교회 재정을 위해 

 쾌유:  

 기도 요청은 vaibc.prayer.team@gmail.com 로 보내 주십시오. 

 

 이번 달 예배위원 

헌금위원 (3 월) 안내위원 

김지연 자매 (노성화 자매) 김복동 집사 

3 월 1 일 대표기도 

김미완 집사 

 

교회 소식  

 교회 일정  

2/27 (금) 연합기도모임 

3/1 (주일) 스윗하트 디너 (SUMC) 

* 2/18-4/4 사순절 

* 매월 넷째주 선교 런치세일 (2/22),  

* 1, 2 월 신년대심방 기간 

 

 

 교인 동정 

여행: 유임순 집사님 

교회 캠페인: 새롭게 단장한 교회 부엌을 깨끗이 사용하자. 

차량 라이드: 알렉산드리아 지역, 문의: 곽두식 집사님.  

유스: 랩탑과 스피커 필요합니다. 문의: 이성제 실습전도사님. 

*성경공부: *신앙의 출발 4 주 코스- 매주 식사후 C-3 교실.  

*신앙의 출발 8 주 코스- 매주 찬양대 연습후 C-3 교실. 

*어린이 한국학교: 매주 식사후 C-1 교실. 

 

“2 월에 생일을 맞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림 

1. 감사: 예배 준비, 주일 식사, 과일 자원봉사. 

2. 선교를 위한 런치세일이 오늘 친교시간에 있습니다. 

3. 교회부흥과 발전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년대심방 일정: 스티븐 앤더슨 집사님 가정 (2/22), 김호연 형제님 

   가정 (2/28). 

   5. 교회 자원봉사자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6. 사순절 기간 (2/18-4/4) 요한복음을 읽으며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베이베샤워: 노성화자매님, 3 월 1 일 주일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8. 스윗하트 디너가 날씨로 인하여 3 월 1 일로 연기되었습니다. 

9. 올해도 평생감사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ailto:vaibc.prayer.team@gmail.com


Worship Service and Meeting Schedule 

 

Worship & Meeting Time Place 

Early Morning Prayer 
6:00 a.m. (Mon.) 

5:30 a.m. (Tue.–Sat.) 
Sanctuary 

Lord’s Day Morning Service 7:00 a.m. Sanctuary 

Lord’s Day Main Service 12:00 p.m. Sanctuary 

Children Worship 12:00 p.m. C1, C3 

Children Mission 8:00 p.m. (Wed.) C1 

Children Korean School 2:15 p.m. (Sun) C1 

Youth Worship 12:00 p.m. Agap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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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p.m. (Wed.) 
Sanctuary 

Tuesday Prayer Meeting 9:30 a.m. - 12:00 p.m. Fellowship Hall 

Wednesday Bible Study 8:00 p.m. - 9:00 p.m. C3 

Evening Prayer 9:00 p.m. (Mon.-Fri.) Sanctuary 

Consolidated Prayer Meeting 

(Last Friday of Every Month) 
7:00 p.m. Sanctuary 

   

Meeting In This Week 

   

@ Silver cell meeting: Deacon John Hahn’s residence on Mar. 5 (Thu.) 

at 6 p.m. 

@ Tuesday Prayer Meeting: Church Fellowship Hall on Feb. 24 (Tue.) 

at 9:30 a.m. 
 

 

Missionaries We Support 

 

U.S.A.: Bible Seminars, Ui Sook Won (Mission for the Severely Ill), 

Seminary Student, Silver Cell, Vietnamese Mission. SBC(cp), 

N.S(North Star)  
 

 
 
 
 

   To Our Beloved Congregation. 

    

In this Year of the Sheep, I pray that God’s goodness and 

great blessing overflows on you, your family, and your 

business. 

1. Let us pray that we become “blessed” ones.  

2. Let us not follow the counsel of the wicked, stand in the way of 

the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the mockers. 

3. Let us take joy in the Word of the Bible and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4. Let us pray so that we may bear fruits following the season and 

that our leaves do not wither. 

5. Let us pray that all of our affairs go well. 

6. Let us pray that we may have a thankful heart all of our 

remaining days. 

7. Let us pray for miracles in our lives and pray that all of your 

cries toward God will come true. 

8. So that, at the end of this year or at the end of your life, you 

can shout out, “Yes, God answered my prayers.” 

9. Let us hold on to the content of Psalm 1 and confess it every 

time we embark upon a task. 

 

I pray that from now to eternity the great blessing of the 

Lord will be with you all. 

 
 

 WORSHIP VOLUNTEER/STAFF 

 

 

 

Vol. 15, Issue No. 700                    February 22, 2015 

 

 
 
Vision: A church that actively missionizes (Mt.28:19-20) 

Motto: Be a blessed person (Ps. 1:1) 
Goal: Be Faithful to our Entrusted Work (1 Corinthians 4:2) 

 

                        Rev. Yong Bok Min 
 

Cooperating Pastor: Tae Hoon Yoo 

JDSN: Kevin Lee (Internship, Youth), Moo Hee Jeon (Children, 

Church Admin), Dj Lee (Website, Media, Church Clerk) 

Music Director: Kyungdong Min 

Piano: Mi Wan Kim (Choir) 

Audio: Steven Anderson 

Translator: Dusic Kwak 
 

 

8508 Hooes Road, Springfield, Virginia 22153 
703-864-2012 

http://www.virginiaagape.org 
http://www.facebook.com/virginiaagapebaptistchurch 

OFFERING PLATE USHER 

Sister Julie Kim 

Sister Skye Noh (March) 
Deacon Bok Dong Kim 

REPRESENTATIVE PRAYER ON Mar. 1 

Deacon Mi Wan Kim 

“Be the church 

that pleases God 
and makes its 

members happy” 

http://www.virginiaagape.org/


 Lord’s Service 

07:00 a.m.                                                    Presider: Rev. Yong Bok Min  

12:00 p.m.                                                Translator: Deacon Dusic Kwak 

 

 

*Call to Worship      “O for a thousand tongues…” (New H.23, Old H.23) 

 

*Thanksgiving- and decision-making prayer 

Thanking the Lord, for saving sinners like ourselves; 

For allowing us the heart to thank the Lord for the rest of our days; 

Ask Holy Spirit memory verse on weekly 

 bulletin to be my words; and to  evangelize more than one; 

 

Praising   Lord, I Offer My Life To You 

 

Representative Prayer                                            Dj Lee JDSN 

 

Choir                                                        Seek Ye The Lord 

 

Welcome 

 

Scripture Reading & Sermon                       Rev. Yong Bok Min 

 

Exodus 17:1-7 

“Wilderness Time is Training Time to  
Become a Heaven’s Citizen” 

 

*Hymn  “Be not dismayed whate’er betide” (New H.382, Old H.432) 

 

*Offertory Prayer    Collector: Sister Julie Kim  

 

*Benediction  Rev. Yong Bok Min 
 

*Passing the Peace “The Bonds of Love” 

 

Announcement     Projection 

 

Meal Time Prayer   Rev. Yong Bok Min 

 

* You may remain seated, if not able to stand up. 

  

Inside VAIBC  
 

 2015 VAIBC CORE AREAS OF MINISTRY 
1. Inland/Overseas Mission 
2. Bilingual Education. 
3. Cell Leader Training, Promoting Cell Meeting 
4. Family Retreat.  
5. Church Admin & Bookkeeping Filing. 

 

 2015 TO DO LIST 
1. Let us read, memorize, listen to and write the Word. 
2. Let us pray and receive the power from above. 
3. Let us restore the worship through praising. 
4. Let us expand the Kingdom of Heaven through witnessing efforts. 
5. Let us possess the Jesus’s spirituality beyond the ethnic boundaries. 

 

 VERSE TO MEMORIZE THIS WEEK 

Sin’s Penalty (Hebrews 9:27)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NIV) 

 

 THE MISSION OF THE EVANGELIST 

“And Jesus came up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18-20 (NASB) 

 

 INTERCESSORY PRAYER TOPICS 

 Thank the Lord for our peaceful family. 

 Pray that our children will be raised with the Word of the Bible and 

our Prayer. 

 Pray that we can be reborn of water and the Spirit. 

 Please participate fully in working for the glory of the church. 

 Please participate fully in spreading the gospel and the salvation of 

the people. 
 

 PRAYER REQUESTS 
 Forming the VAIBC Praising Team; 
 Pray that all congregation attend the Wednesday Bible Study and 

Tuesday Prayer Meeting 
 Pray for church finance. 
 Get-wells:  
 If you have any prayer request, send it by e-mail to 

vaibc.prayer.team@gmail.com 

 

VAIBC News 

 SCHEDULE 

2/29 (Fri.) Consolidated Prayer Meeting 

3/1 (Sun) Sweetheart Dinner with SUMC 

* 2/18-4/4 Lent Period. 

* Lunch Sale for Mission: Every 4th Week (2/22)  

* The Church-Wide Annual Home-Visits Period (Jan. – Feb.) 

 

 

 WHAT’S GOING ON IN THE CONGREGATION… 

Out of town: Imsun  McConnell 

VAIBC Campaign: Let use the newly renovated kitchen carefully. 

Need: 1. volunteers to give rides. Contact: Deacon Dusic Kwak   

2. Youth Laptop and Speaker. Contact: Kevin Lee Internist JDSN 

*Bible Study (4 weeks course): “Beginning of the Faith”, every Lord's Day 

in Room C-3, after Lunch. *Bible Study (8 weeks course): “Beginning of 

the Faith”, every Lord’s Day in Room C-3 after Choir practice. 

*Children Korean School: Every Lord’s Day in Room C-1 after Lunch. 

 

“Happy birthday to all who have birthday in February!” 

 

 

 ANNOUNCEMENT 

1. Thank you volunteers for Lord's Day meals, fruits and Worship 

    preparation. 

2. Lunch sale for mission today at fellowship meal. 

3. The Relay Fasting Prayer for the church revival and growing.  

Please keep praying for the church. 

4. The church-wide annual home-visits period. (Schedule: Steven Anderson 

   Family (2/21), Ho Youn Kim Family (2/21)) 

5. VAIBC Staff & Volunteer Position Announcement was postponed. 

6. The period from Feb. 18 through Apr. 4 will be kept as the Lent. Let us 

   read the book of John and have time of sincere repentance and holy 

   during the Lent. 

7. The Baby Shower: Sister Skye Noh on March 1, 2015 

8. Sweetheart Dinner was postponed. 

9. Let us start the New Year with gratitu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