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일정

멕시코(박성근)     필리핀(배상호)    미얀마(장문익)      페루(박남은)         볼리비아(황보민) 

* 지원하는 선교사/선교단체와 연락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정되지 않은 홈은 선교부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우성엽)     키프러스(이은혜)    몽골(길요한)              DL          도미니카(김호근)

파송 및 후원 선교사와 후원 홈

TIMA  /  한동대학교 / M.O.M / 성천농아학교후원 단체 및 학교 :

박재연

권석원/김정연B

김해옥
윤완석/박수정A 

EM

청년부
김기헌/김동순

김용배B/장명심 

터키(오세준)       내몽골(박대훈)   아프리카(김평육) 이스라엘(원동곤)   Call2All(서민정) 

심호섭/심경선
전용동/이옥주

 캄보디아 (서길성)         잔지바(박현석)                   

김성주/서유정
EM

청년부

유기혁/석영숙 
이진구/박문자
홍형근/박현영 

유경희
김영민/박은아

김진호A/김신영  

고은영
정돈희/윤민희

유광림/현명은
권승도

김복수/류정민

온누리 중보기도

임사무엘/장인애

김희문/김경순          장수미          윤승국/김지현    

설교제목: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씻었어요

본문: 마태복음 26:6-13

설교: 황선연 전도사

설교: 이준희 전도사

9월 8일 / 7:30pm 예배봉사: 임사무엘 홈

설교제목: Jesus Walked on Water

본문: Matthew 14:22-33

* 2017년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시편 73:28)’라는 주제 말씀을 붙들고 

전교인이 성경통독에 기쁨과 열정으로 참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 웨스트벨리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 훈련과 교육을 통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한 

온누리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모든 성도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 (교육영역) 미국의 교육기관들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2세들이 성령충만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주님의 

인재들로 잘 성장하게 하소서.

* 파송선교사: C국/이스라엘(우성엽/우미나), 키프러스(이은혜), 

             몽골(길요한/남소리), DL, 도미니카(김호근/김정숙), 터키(오세훈)

* 환우: 김용배 집사, 김진희 권사, 도한철 장로, 심경선 권사, 심호섭 장로, 

           유재연 권사, 탁명순 권사, Mary Intoree(EM), 권승도 장로

금주의 성경통독 구절

9/4(월)~9/6(수): 눅1:1-4, 요1:1-5,9-13절, 마1:1-17, 눅3:23-38,

눅1:5-2:1-7,마1:18-25, 요1:14, 눅2:8-39, 마2:1-23, 눅2:40-52, 

요1:6-8,15-34 마3, 막1:1-11, 눅3:1-18, 21-22, 마4:1-11 막1:12-13, 

눅4:1-13, 요1:35-51, 2:1-12, 요3, 마14:3-5, 막6:17-20, 눅3:19-20, 

마4:12, 막1:14, 요4:1-44

9/7(목)~9/9(토): 마4:13-17, 막1:15, 눅4:14-30, 요4:45-54,마4:18-22, 

막1:16-20, 눅5:1-11,마8:14-17, 막1:21-34, 눅4:31-41, 눅4:23-25, 

막1:35-39, 눅4:42-44, 막8:2-4, 막1:40-45,눅5:12-16,마9:2-17,

막2:1-22, 눅5:17-39, 요5장,마12:1-21, 막2:23-3:12, 눅6:1-11,

마10:2-4, 미가3:13-19, 눅6:12-16

설교: 이준희 전도사

설교제목: 다윗을 사랑하고 돌보셨어요

본문: 삼상 17:34-37

설교: 주양혜 전도사

*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 임시공동의회 안내

일시 및 장소: 9월 17일(주일) 2부 예배후, 본당

안건: 감사 선출건

* 유,초등부 담당 사역자 부임 안내

오늘 (9월4일)부로 이준희 전도사님이 유,초등부 사역자로 부임 하셨습니다.

* 이전 위원회 광고

1. 교회 이전작업 마무리를 위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창고이전 (S1, S2) 예정일 : 9/9(토) 8:30am - 11:00am

- 산호세 교회에 있는 창고와 짐들을 이전합니다. 산호세 교회 주차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 보관 물품 (S3) 정리 예정일 : 9/16(토) 9:00am - 12:00pm

* 상담사역부 및 교육부 주관 부모/교사/자녀 세미나 안내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초 세우기)

부모및 교사 세미나: 자녀의 신경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 

강사: 차영주 집사

초등부 세미나 (1학년-5학년) - 긍정적인 대인관계 방법 키워주기

강사: Kathlyn Clementelli, Ph.D 

유스세미나- 관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

강사: Valerie Plummer, PCC

일시 및 장소: 9/10 , 1:30-4:30, Room #: 11/12(초등부), 13~17(중고등부), 

2(for babysit), McHattie Hall(친교실-부모/교사)

등록: 오늘(9/3)까지 이메일 yws12@hotmail.com 과 2부 예배 후 

McHattie Hall(친교실) 앞

등록비: 성인- $15 (부부 $20), 학생 - $5

부모/교사 세미나를 위해 2세-킨더까지 베이비싯이 제공됩니다.

* 제자훈련반 개강 안내

일시 및 장소: 9월 24일 부터 12월 10일까지(12주), 오후 1시45분, 도서관

온누리교회 필수코스입니다. 새생명반(알파) 수료하신분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문의: 임사무엘 집사

* 세례교육반 개강

일시 및 장소: 9월 24일 1:30pm, #13/14

* 목요중보기도 개강

일시 및 장소: 9월 21일 목 10:15am, #15

교육부 예배온누리 소식

부모/교사/자녀교육세미나

어와나 개강

임시공동의회: 감사 선출건

목요중보기도 개강

세례교육 1, 제자훈련반 개강

박종호성가사 찬양및 간증집회(5:00pm~7:00pm)

  "예배 10분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10(주일)

9/15(금)

9/17(주일) 

9/21(목)

9/24(주일)

* 재정 신청함 안내

온누리교회 사무실(웨스트벨리교회 사무실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회 VAN 운전 봉사자 모집 안내

   매 주일 에녹회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 Van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오전에 교회로 모셔 오는 봉사자 2명: 10:00–11:30 AM(4–6 Stop)

 - 오후에 집으로 모셔가는 봉사자  2명: 1:20–02:30 PM (4–6 Stop)

 - 교회 이전 후(8월 20 이후)봉사: 오전, 오후 각각 편리한 시간에 월 2회 

 - 문의  김성중 집사(408-472-0668, Sjkkim59@gmail.com)

* 주일 친교 방식 변경 안내

 (1) 1부 예배후 친교를 위해 도넛과 커피가 예배실(15번방)앞 피크닉테이블에 

준비됩니다.

 (2) 2부 예배후 친교는 홈별로 진행됩니다

     - 홈별 자리 배정은 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친교관련 제안 및 건의 사항은 친교부(김윤년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와나 등록 및 교사 모집 안내

 - 어와나 등록 일시: 9월 15일 (금), 장소: 2부예배후 본당앞, 문의: 신유경집사

- 새학기를 맞이하여 어와나 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

랍니다. 문의: 주양혜 전도사 (email: yhj581@gmail.com)

* 수리신청서 사용 안내

  WVPC 사용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 WVPC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인 

“Maintenance Request Cards" 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찬양   ......................................................................................................   다같이

* 기도   ..........................................................................................  임사무엘 집사

* 설교   .....................  욥기 2: 1-10 [56회차]  ......................   김영련 목사

                 고난과 입술의 범죄(Trouble and the sin of our lips)

설교제목: 시애틀 오리배를 타보셨나요?

본문: 마태복음 10:16         설교: 오병우 목사

설교제목: Real Winner: Surrendered to God

본문: Genesis 32:22-33:4     설교: 유진영 목사

설교제목: Jesus Walked on Water

본문: Matthew 14: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