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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안내 

  교회를 섬기는 이들 

주일예배

주일학교/오전 11:45

2017년 표어 :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408.483.8925   youngkim91@gmail.com

914.433.4776    kyoohan.lee@gmail.com

415.747.1950    petercatcher001@gmail.com

415.827.2269   oocaleb1@gmail.com

917.789.2814   joonl0127@gmail.com

408.784.3066   yhjoo581@gmail.com

408.472.1737   ocsjua@gmail.com

408.483.4711   onnuriadmin@gmail.com

김영련

이규한 

Peter Ryoo

오병우

이준희

주양혜

황선연

이정호 

담임목사(Senior Pastor)

부목사(Assistant Pastor)

Youth, 교육부 담당 목사

대학청년부 담당목사

유초등부 담당 전도사

유치부 담당 전도사

유아부 담당 전도사

사무행정 간사

 
 지난 주일 헌금 

(* 일어서서)

오전   9:30

오전   11:45

오후     2:00

오전    9:30

소예배실(Room15)

대예배실

소예배실(Room15)

대예배실

1부

2부

청년부

EM

아가방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Youth

-

-

-

-

-

-

1개월

17개월

43개월

Kinder

3rd

6th

16개월

42개월

Kinder 전

2nd

5th

12th

오전 5:45

오전10:00

오후 7:30

오후 7:30

오후 7:30

(월~금)

(목)

(금)

(금)

(금)
 

새벽기도

목요여성기도회

금요예배

AWANA

Youth 소그룹
 

주중예배

* 주일 설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nnurisj.org/ 

$5,782.22

$1,160.00

$1,646.00

$1,305.00

$10.00

$20.00

$387.00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작정헌금

구제헌금

지정선교

친교

11/26

추수감사절연합예배      10:30 AM

*

주님의 은혜를 잊지말라/ 시편 103: 1-5

킴 엥겔만 목사                    Come closer to God by His Word!

환영 Welcome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죄고백과 사죄선언
Prayer of Confession 

인사 Greeting 

찬송 Song

대표기도 Prayer

감사간증
Expressions of Gratitude

연합찬양
Combined  Choirs Anthem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오늘의 말씀 Message

특송
Special Performance

교회소식
Announcements

축도
Benediction

  1부               2부  

$100.00

$135.00

$10,545.22

개인지정

OCC

헌금합계

11월 19일 11월 26일

황위숙        김복수

1부/ 친교부, 2부/ 김복수 홈

12/1 유기혁 홈

김영련 목사 (Rev. Young Rhyon Kim)

Onnuri’s Praise Team  

김영련 목사 (Rev. Young Rhyon Kim)

Rev. Bob Harrison (WVPC)

거룩하신 하나님(Give Thanks)

Michael Clark(WVPC)/ 유광림 장로 

Celeste Misfeldt & 권오승 장로

찬송가 587, 감사하는 성도여, 
Raise the Song of Harvest Home

시편 103:1-5 (Psalm 103:1-5)

Rev. Kim Engelmann/ Rev. Young Rhyon Kim

다음누리 공연
Daumnuri Drum and Fan Dance Team

Rev. Bob Harrison (WVPC)/ 김영련 목사

Rev. Kim Engelmann (WVPC)

유광림

 
 예배봉사 

대표기도

친교봉사

예배안내

금요예배안내

예배봉사

윤완석 홈

김기헌 홈

11/24 금요예배 없음

  연합예배  

*

1부/ 예배부, 2부/ 김영민 홈

설교노트

 안개와 같은 인생
Life is a mist

야고보서 4: 13-17

설교: 김영련 목사

추수감사절 가정예배 순서지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절기
                                 입니다.  특별히 온가족이 함께 모일수 
있으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된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혹은 금요예배 시간에(27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산 신앙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인도자는가정예배의 순서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인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처음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아주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혹은 금요예배시간에 
맞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도로 준비한 후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예배 
순서를 제안해 드립니다.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예배 시작을 위한 기도: 가족중 한 명

•      찬양: 찬송 589장 (통 308) 혹은 559장 (통455) (한국말 1절, 영어로 
마지막 절 등 이중 언어로 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악기를 동원한다면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      말씀: 시편 136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어 보세요. 설교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사람씩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지 않고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      감사와 사랑 나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각자에게 또는 가정에 주신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랑의 의미로 서로 안아주세요.

•      기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 문장
(One sentence prayer)으로 합니다.

•      마침기도: 다른 가족이 돌아가면서 감사 기도 한 후에 마지막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의 손을 잡거나 손을 머리나 어깨에 올리고 
축복기도를 해 주세요. 아니면 주기도문(The Lord's prayer)를 함께 합니다.

•      다른 아이디어: 헌금을 해서 의미있는 곳을 지정해서 교회에서 
자녀들이 헌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성도, 이웃중에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카드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고백을 나눌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한 사람씩 
정하고 그 사람에게 나머지 가족이 다 같이 축복하는 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감격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