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예배 

예배 시간 성인 및 대학청년부 차세대 

오전 09:30 1 부 성인(본당)  파워웨이브(청소년, 드림홀) 

오전 11:30 2 부 성인(본당)  꿈땅(유초등부, 드림홀) 

예꿈(유치부, 비전홀) 

오후 02:00 3 부 대학청년부(NCom)  

 

주중예배 및 모임 

새벽기도 월 - 금 오전 5:30, 본당 

토요가족예배 토요일 오전 6:30, 본당 

여성예배(자녀를 위한 기도회)  수요일 오전 10:00, 본당 

전체 순모임(찬양과 간증)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30, 본당 

순 모임  매월 1. 3주 

순장 모임  매월 2. 4주 P.M 2시  

 

 

워싱턴온누리교회 

112 Glyndon ST NE 

Vienna VA 22180 

P. 703.938.0537 

www.onnuri.us 

  섬기는 사람들 

2017 
Thanksgiving & Praise 

예배공동체,성령공동체,선교공동체 

주일예배 

        

 

 

*경배와 찬양---------------------------------------------- 다같이 

(Praise & Worship) 

대표기도------------------------------------- (1-2 부)정동호집사  

(Prayer) 

교제 ------------------------------------------------------- 사회자 

(Fellowship) 

광고  ------------------------------------------------------ 사회자 

(Announcement) 

성경봉독                                        다같이 

(Scripture) 

 

말씀선포                             (1-3 부)김중원목사 

(Sermon)  

 

*봉헌                                           다같이 

(Offering) 

*축도 및 폐회 ------------------------------------------- 사회자 

(Benediction & Closing) 

                                   (*)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과의 화평  

로마서 5장 1-11절 

 2017 년 2 월 26 일 

통권 5 권 9 호 

 

(1 부)오전 09:30 사회 김중원 

(2 부)오전 11:30 사회 김중원 

(3 부)오후 02:00 사회 김완중 

※ 새가족반(5 주과정)은 매 주일 오전 10 시 50 분, 오후 1 시 20 분에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 교회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아웃백 및 웰스파고 은행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고 10 분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폰을 끄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순서] 

황민(3/5)김명석(3/12)장승욱(3/19)최병운(3/26)김인범(4/2) 

김해진(4/9)김영호(4/16)황남태(4/23)정동호(4/30)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교역자 

하신주선교사(꿈땅, 

교육디렉터) 

김완중 목사(예꿈,NCom) 

김희진전도사(새가족,양육) 

 

협동목사  

추길호 

 

간사 

백경원(예배) 

김경숙(꿈땅) 

정동호(행정) 

이은우(파워웨이브) 

 

반주 

김정은 

 

 

 

 



 

1. [환영]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드립니다 

 

2. [목회동정] 

1) 새가족부 5주차 교육(2017년 3월 5일 – 4월 2일)   

2) 목요모임이 워싱턴 D.C의 GW University에서 있습니다. 

   (문의 김완중 목사: 매주 목요일 P.M 7시 – 9시) 

3) NCom 리더 모임(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기도 모임(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 [공동체 및 목회지원] 

1) [섬김] 순 별로 식사와 청소를 섬깁니다. (문의: 서충원 집사) 

- 청소섬김 - 인도(박현미 3/4), 아이티(이수경 3/11), 생명의 샘(최병운 3/18) 

- 식당섬김 – 인도(박현미 3/5), 아이티(이수경 3/12), 생명의 샘(최병운 3/19) 

2) [찬양]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백경원 간사)  

3) 주차팀으로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이종철 집사) 

4) 올바른 헌금 계수를 위하여 헌금 봉투 우측의 헌금 내역에 내용을 확실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TD은행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불시에 토잉 합니다) 

 

4. [양육] 기초양육과정 

1) [새가족] 새가족반(문의: 김희진 전도사 - 5주 과정. 오전 10시 50분, 오후 1시 20분.새가족실) 

2) [성경공부] 7 단계 (하신주선교사: 화요일 오전 10 시, 김희진전도사 토요일 오전 9 시 45 분) 

3) [성경공부] 7 단계 인도자(김중원목사: 목요일 오전 10 시, 토요일 오전 8 시) 

 

 

1. [목회철학]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 [교회비전] 다음세대 양육, 가정 회복, 선교적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3. [중보] -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을 붙잡아 주시고 섬기는 사역마다 열매 맺게 하소서 

-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 준비된 일꾼을 세우게 하소서 

-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가정과 환우를 위해서 

   - 정지철 (면역체계 회복), 한철(항암치료), 션(영육회복), 김인범(허리),  

강성민(자반증), 황민영(수술회복), 전은기(회복) 

- 공동체의 새로운 순과 팀을 위하여. - 해외 거주 성도들을 위하여.  

- 12학년들을 위하여(오혜나,장윤지,강현아,전희연,조용건,강희조,이호준,황수진,이은정) 

- 교회 이전을 위하여  

 

워싱턴온누리교회는 고 하용조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Acts29” 비전을 따라 워싱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워싱턴온누리교회는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대로 워싱턴온누리교회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워싱턴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너져 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우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만남, 치유, 변화, 헌신”의 4 단계의 인투(INTO)교육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 교육과 성인 

교육에 접목시켜서 양육하려고 합니다. 영아반(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3 세이전의 아이), 

예꿈 영역(학년 전 어린이), 꿈땅 영역(1-6 학년), 파워웨이브(7-12 학년), 대학 청년부 ‘엔컴’ 

성인 공동체로 구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Jesus Christ is 

everything of us).”라는 것을 알려주고 경험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었을 때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워싱턴온누리교회의 

양육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1 년 1 독 성경읽기(맥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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