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안내

2019

주일예배
예배시간

성인 및 대학, 청년부

오전 09:30

1부 장년(본당)

오전 11:00
오후 14:00

성령과 연합

차세대

2부 장년(본당)

예꿈(유치부), 꿈땅(유초등부)

The Generation Worship

E.M & Youth Group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주일예배

3부 NCom(대학, 청년부)

주중예배 및 모임
새벽기도

화–목 오전 5:30 본당

금요새벽기도(EM)

금요일 오전 6:30 본당

토요가족예배

토요일 오전 6:30 본당

수요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00 본당

Bible Academy

금요일 오후 7:30

순모임

매월 2, 4주

순장 모임

매월 1주 오후 12시 50분

유경민 선교사

중국

이건 선교사

메릴랜드

김영권 목사

오시는 길

(1부)오전 09:30 사회 김완중
(2부)오전 11:00 사회 김완중
(3부)오전 14:00 사회 김완중

워싱턴온누리교회
112 GLYNDON ST NE
VIENNA VA 22180
P. 703.281.2180
www.onnuri.us

*경배와 찬양 --------------------------------------------------- 다같이
(Praise & Worship)
대표기도 -------------------------------------------- (1부) 장제원 목사
(Prayer)

(2부) 구현모 집사

섬기는 사람들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
아이티

2019년 1월 27일
통권 7권 5호

교역자
하신주 선교사
(장년, 수요여성예배)
김완중 목사
(NCom, 행정)
PETER MUN 목사
(EM, Youth Group)
장제원 목사
(찬양)
김희진 전도사
(새가족, 양육)

간사
김경숙(꿈땅)
Jennifer Mun(예꿈)

성경봉독
(Scripture)
말씀선포

(1-2부) 빌립보서 2장 3 – 11절
(3부) 베드로전서 1장 13– 16절
(1-2부) 낮아짐의 능력
(3부) 하나님 닮아가기: 거룩한 삶

다같이

(1-3부)김영권 목사

광고 -------------------------------------------------------------- 사회자
(Announcement)
*봉헌
다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Offering)
*축도 ------------------------------------------------------------ 사회자
(Benediction)
( * )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아웃백 및 웰스파고 은행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고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순서]
김영호(2/3), 최병운(2/10), 서충원(2/17), 황남태(2/24)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교회 소식

말씀 노트

1. [환영] 워싱턴온누리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드립니다.
2. [목회동정]
1) 다음주 2월2일(주일) 12:50pm에 순장회의가 있습니다.
2) 1월30일(수요일) 6:00pm에 정관개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 1월20일(주일)부터 새가족 교육이 4주간 진행 중입니다.
(문의: 서충원 팀장, 시간: 10:20am, 장소: 새가족실)
4) 2019년 선교헌금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매주 금요일 새벽예배는 6:30am에 EM 예배로 드립니다.
6) 2019년 점심(다과)하실 분 Sign-Up 부탁드립니다.
7) 교회 전화번호가 (703)281-2180으로 바뀌었습니다.
3. [공동체 및 목회지원]
1) [섬김] 순 별로 식사와 청소를 섬깁니다. (문의: 임지희 집사)
-청소섬김: 김용하(2/2), 청년(2/9), 서충원(2/16), 최윤영(2/23)
-식당섬김: 서충원(2/3), 최윤영(2/10), 최병운(2/17), 이수경(2/24)
2) TD은행, Sweet Leaf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불시에 견인 합니다).
4. [양육] 기초양육과정
1) [새가족] 새가족반(문의: 김희진 전도사 새가족실)
2) [성경공부: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총12주, 매주 화요일 7:30pm 새신자실
(문의: 서충원 집사)
3) [Bible Academy] 매주 금요일 7:30pm (성경 이야기: 김희진 전도사).
5. [점심식사 섬김] 오늘 점심은 김찬욱 형제와 이해리 자매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교회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개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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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영육회복), 전은기(회복), 구현모(눈), 다니엘(영육회복)
- 공동체의 새로운 순과 팀을 위하여. - 해외 거주 성도들을 위하여.

워싱톤온누리교회는 마태복음 16장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복음의 정신으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와 친밀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사역에
중점을 두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톤온누리교회는 KM과 EM이 연합하여 다민족 사역과 다음세대와 가정을 살리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