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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 23)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쿠퍼티노 새 성전에서 1 년 반을 보내고 이제 만 2 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호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사는 쿠퍼티노와 산호세시의 경계선에 위치한 매우 전략적인 지역에 

위치로 인도하셨습니다. 

West Valley 장로교회 교인들이 푸근하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장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Multi- Cultral 교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장소를 허락하신 웨스트밸리 성도님들의 성숙함과 희생적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인 교회가 장소 대여가 아닌 영적 파트너로 건물을 공유하고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일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 실리콘 밸리 지역에서 미래 교회의 

모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 느껴집니다. 

올 해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고자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릅니다(사도행전 20: 28).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참으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로마서 12: 4-5).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고린도 전서 3: 16).성령이 계신 성전, 곧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안에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어 세상에서 소금과 빛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더욱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19.1.13. 
 

김영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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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목회계획과 목표 

표어(Slogan): 교회를 교회되게!(Let the church be church!) 

주제성구(Key Verse):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23) 

주제찬송: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있네(나를 사용하소서), 교회(염평안 곡) 

비전: 삶의 열매로 만민을 먹이고, 그 잎사귀로 열방을 치료하는 성도가 되는 것(생명을 주는 교회 되는 것) 

전체교회목표(Goal): 

1. 안으로 성도 개개인의 성숙과 성령충만을 이루는 것(엡 4:15, 요 7:38) 

a. 예배와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을 통한 개인적 영적 성숙 추구 

i. 전교인 성경통독 년 1 회이상 

ii. 금요집회에 기도훈련 강화 

b. 양육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로 준비됨:  

i.  핵심 프로그램: 새가족반, 새생명반, 큐티학교, 제자훈련 

c.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2. 밖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마태 28:19-20) 

a. 전도:  

i. 홈 모임에서 VIP CARD(전도대상자)를 가지고 기도하고 초대하기 

b. 사회봉사:  

i. The Refuge 사역 협력 

ii. 밀알 선교회 음식 봉사 

c. 선교 

i. IT 선교의 활성화: IT 기술을 통해 단기선교를 하거나 혹은 이미 파송된 선교사를 

돕는다(IT 선교부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ii. 미국교회와 협력 선교 (Rancho Santa Marta 단기선교 참여) 등 

iii. 파송및 후원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후원 

iv. 단기선교팀 파송 

3. 차세대를 중점적으로 세우는 해 

a.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미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사야 

58:12) 

b. 교육부 담당 목사를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히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통일성있는 신앙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Gospel Project) 

i. 2 세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자라도록 교육하기 

ii. 10 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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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교회 Youth 와 연합 훈련: 예) House Boat 

iii. 나이에 맞는 제자도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배워가기 

iv. 기독교세계관 ,정체성, Vision 세워나가기, 직업과 소명 ,창조론 

1. ‘직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직업과 소명에 대한 교육(내년 9 월중) 

목회적 특이사항: 

1. 직제자 선출하는 해 

a. 직제자선출, 훈련, 임직 일정: 

i. 공천위원장 및 공천위원 구성(내규 제 9 조 1 항에 근거하여) 

ii. 공천작업 시작: 7/7(일) 

iii. 직제자선출 공동의회: 9/29(일) 

iv. 피택자훈련기간: 10/2-12/11(11 주) 

v. 임직식: 12/15(일) 

2. 전교인 수양회 개최 

a. 일정: 5/10-12(금-일) 

b. 장소: Redwood Christian Park 

c. 한어부(청장년) 강사: 반태효 목사 (서울, 방주교회) 

d. 중/고등부 강사: TBD 

e. 유초등부 강사: TBD 

f. 유치부 강사: TBD 

g. 유아부 강사: TBD 

h. 영아부(아가방): 

3. WVPC 연합 행사 

a. 연합 예배:  

i. 성금요일 예배 4/19 

ii. 추수감사주일 예배 11/24 

iii. 크리스마스이브예배 12/24 

b. 연합 당회: 년 2 회 

c. 연합 제직 세미나: 년 1 회 

d. 교육부: WVPC 와 협력 확대 

i. Teddy Bear(5 월 첫째주 토요일): 선교 바자회 

ii. House Boat(Youth): 미국교회와 같이 

iii. VBS: 미국교회와 같이(선교스케줄, Boat House 스케줄과의 조화 필요) 

iv. Fall Festival(10 월 마지막 토요일):  

v. Hallelujah Night(10/31): OCSJ:  

e. 선교부: WVPC 와 협력 확대 

i. Mission Rancho Santa Marta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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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네이티브 어메리칸 선교사역 협력 

 

2019 직분자명단 

 
교역자: 

담임목사: 김영련 

부목사/청년부 담당목사: 이규한 

교육담당/중고등부 목사: 정성만 

유초등부교역자: 이준희 전도사 

유치부 교역자: 주양혜 전도사 

유아부 교역자: 청빙중 

시무 장로:  

2019 년 임기조: 권오승, 정일형 (2 명) 

2022 년 임기조: 유광림, 정철하, 김복수 (3 명) 

시무 권사: 

고광희, 김경순, 김계순, 박재연, 오화련, 유춘화 (6 명) 

시무 안수집사:  

김성주, 김선영, 박청아, 권석원, 류정민, 석영숙, 유기혁, 정원보, 윤완석, 이근석, 박수정, 황위숙 

(12 명) 

사역(휴무) 안수집사:  

정돈희, 정대석, 최성연 (3 명) 

협동안수집사: 김영민 

서리 집사: 

강대웅, 강상은, 강순석, 강은아, 강인정, 고명준, 권다님, 금선영, 김가빈, 김고은, 김국환, 김규남, 김기헌, 

김길순, 김남선, 김대종, 김동순, 김미연, 김선경, 김성자, 김소현, 김수희, 김연희, 김영숙, 김윤년, 김윤민, 

김정연, 김주연, 김지민, 김지현 A, 김진일, 김헬렌, 문태훈, 박석흠, 박세라, 박은아, 박준현, 박현영, 배지혜, 

변성연, 서유정, 설혜신, 손주영, 신규숙, 신기선, 신수민, 신유경, 신정수, 신종일, 안경호, 안재복, 오관석, 

오영환, 오혜림, 유희정, 윤민희, 윤승국, 윤은성, 이은주, 이인경, 이재희, 이정호 B, 임사무엘, 임    진, 

장수미, 장인애, 장지호, 정대현, 정우철, 정원숙, 정주원, 정희경, 조성진, 조웅식, 조태일, 진경화, 차영주, 

차용화, 최문규, 최민수, 최은정, 최자넷, 한문수, 한혜주, 함진수, 허지호, 현명은, 현    민, 홍유정, 홍형근 

(총 90 명) 

 

신임서리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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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찬, 김남희, 김문규, 문선명, 문성원, 박정환, 백영옥, 안지연, 양영은, 오은화, 이세운, 이유미, 이재윤, 

이정인, 이정훈, 장효정, 조상희, 주강석, 구지현, 지혜원, 채정인, 최거길, 최문대, 최순희, 하윤정, 한상희 

(총 26 명) 

 

은퇴전도사: 최애옥 

은퇴 장로: 권승도, 김희문, 심호섭, 탁정우 (4 명) 

은퇴 권사: 김정숙, 성영숙, 심경선, 탁명순, 김해옥 (5 명) 

 

회의 기관 

(1)의결기관 

 공동의회 

o 의장 : 김영련 목사 

o 당회 서기 

o 회원 : 본 교회 활동교인(Covenant member) 

 당회 

o 당회장 : 김영련 목사 

o 당회 서기 : 장철하 장로 

o 당회원: 시무장로 

  

 (2)직제자 모임 

 권사회 

o 회장: 박재연, 부회장: 고광희 

 안수집사회  

o 회장: 권석원, 부회장: 윤완석, 서기: 김선영 

 

  

 (3)평신도 사역자 회의 

 평신도사역자회의 

o 의장: 김영련 목사 

o 서기: 장철하 장로 

o 회원: 모든 임명받은 평신도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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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및 파송직원 

  

파송선교사 및 파송 직원 

 우성엽/우미나: 이스라엘 

 이은혜: 키프러스(싸이프러스) 

 길요한/남소리: 러시아(브리야트 공화국) 

 황대표/ 황사모: DL(Dream Land) 

 김호근/김정숙: 도미니카 

 오세준: 터키 

  

후원선교사 

 김평육(아프리카) 

 박남은(페루) 

 배상호(필리핀) 

 박현석(잔지바) 

 황보민(볼리비아) 

 장문익(미얀마) 

 박대훈(내몽골) 

 박성근(멕시코) 

 서길성(캄보디아) 

 원동곤(이스라엘) 

 서민정(Call 2 all) 

  

후원선교단체 

 월드미션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 

 TIMA(두란노 해외 선교회)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M.O.M(Messengers of Mercy) 

 NK 성천농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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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사역부서 조직과 일꾼 

  

예배영역사역(Worship)  담당: 목회실 

부서 담당자 봉사내용 일정 

예배부 

부장 : 고명준 

차장: 김대종 

팀장 1부 : 김대종 

        2부 : 고명준 

예배안내자: 신규숙, 김영숙 

금요예배팀장: 구지현  

 각 예배가 성령이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부서이다. 

 성찬식 준비 및 정리 

 각종 특별집회, 절기예배, 특별새벽기도회, 임직식등 

협력한다.  

 봉사자는 예배시작 30 분전에 교회 도착 

 예배실 : 냉 난방 준비.청결 상태 확인 및 준비, 강대상, 

헌금대, 설교자 물 확인 및 준비  

 예배순서자들에게 1 주전 연락 및 확인. 

 기도자에게 1 주전 기도자 지침서 전달 및 지침서에 

맞도록 준비  

 금요예배팀: 1 주전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자 연락 및 준비 

 예배 준비 및 안내: 주보/헌금봉투/각종간지 배부, 

주일헌금봉투 수량확인 및 사무행정부에 주문요청 

 동시통역, 통역기 준비, 관리 

 

*신년주일 1/6 

*신년특새 1/14-1/18 

*금요특별설교:”성경

적 교회의 3 가지 

특징”  1/4, 1/11, 

1/18 

*직분자 산상수련회 

1/26 

*창립 22 주년 

기념주일 3/24 

*고난주간특새 4/15-

19(월-금) 

○ 성금요예배 4/19 

*부활주일예배 4/21 

*어린이주일 5/5 

*어머니주일 5/12 

*스승의 주일 5/19 

*단기선교파송예배 

6/9 

*아버지주일 6/16 

*단기선교보고예배 

8/25 

*가을부흥회 11/8-10 

○추수감사연합예배 

11/24 

*선교헌금작정주일 

12/8 

*통독축하예배 12/16 

*성탄주일예배 12/22 

○ 성탄이브연합예배 

12/24 

*송구영신예배: 12/31 

○Service Worship 

3/31, 6/30, 9/29, 

12/29 

(○ 표는 WVPC와의 

연합예배입니다.) 

통역팀장 : 한상희  예배 및 특별집회 동시 통역 

성찬준비팀장 : 오화련 

팀원: 김계순 

 매월 첫째주 모든 부서 예배의 성찬식 준비 및 정리 

새벽예배팀장 : 유춘화 

팀원: 김해옥, 김계순, 한미

나 

새벽예배반주: 서유정, 유정

민 

 새벽예배 30 분전 도착, 알람해제, 조명, 음향준비 냉,난방 

점검 및 준비 

게스트사역팀장: 김선경,  

팀원: 오화련, 황위숙 

 각종 집회 및 세미나의 강사를 영접하고 접대한다. 

식사일정 배정, 호텔 환영바구니, 집회 전후 목회실에서 

접대를 준비하고 돕는다. 

미디어사역부 

부장 : 문성원 

차장 : 조웅식 

부원: 강인정, 김영민, 윤은

성, 유기혁, 유희정, 원광연, 

 음향, 영상, 조명 설치 및 관리 

 Presentation 제작 및  운영/각종 행사 홍보영상 제작  

 설교, 세미나 영상 녹화 및 관리(보관) 

 각종 영상 홈페이지 사역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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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무엘, 신종일, 이진수, 

이세운, 안경호 

 미디어 사역을 위한 기술훈련 

 연합예배시 WVPC 와 협력 

 
온누리뉴스팀: 김선영, 강인

정, 한혜주, 지혜원, 이유미 

 매주일 온누리뉴스 및 PPT 제작 
 

하늘노래성가

대 

대장 : 김희문 장로  모든 정기예배, 특별예배, 절기예배, 특별새벽기도회, 

세미나 등의 성가 담당 

 절기예배시 칸타타 및 특별 찬양  

 특별음악회등에 협력한다.  

 WVPC 와 연합예배시 연합성가대로 협력 봉사한다. 

 

 

지휘 : 박샘 

반주 : 김정연, 서유정 

총무 : 강석찬 

회계: 강인정 

 
성가대원: 소프라노: 윤민희(파트장), 강인정, 김길순, 장경민, 김수희, 구지현, 양영은,장경민, 한상희/ 엘토: 김지현

(파트장), 이연미, 최은정, 박재연, 이재희/ 테너: 강순석(파트장), 강석찬, 장철하, 현민, 임왕기 / 베이스: 한문수(파

트장), 차용화, 김병길, Corey, 이상민 

찬양사역부 

부장: 현민/ 총무: 이정호B 

찬양팀원: 정우철, 김기헌, 

신수민, 윤은성, 진경화, 김

문규, 박준현, 최현철, 설혜

신, 진경화, 박세라, 노경미, 

전현희 

반주자: 서유정 

김정연, 김소현, 금선영, 김

고은, 류정민(새벽예배) 

 금요, 주일 2 부 찬양을 담당하며 모든 집회 및 예배의 

찬양을 섬긴다.  

 정기예배, 특별예배, 절기예배, 특별새벽기도회, 세미나, 

공동의회, 목요중보기도회 등 반주가 필요한 모임에서 

봉사한다.  

중보기도 

사역부 

부장: 석영숙 

차장: 허지호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련된 모든 사역을 위해 영적 힘이 

되도록 기도로 돕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의 치유와 영적성숙을 위해 기도로 

돕습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 오도록 기도합니다. 

* 중보기도학교: 9/22, 

9/29, 10/6, 10/13, 

10/20  

목요어머니기도회 

 선교중보기도팀장: 

이재희 

 마더와이즈팀장: 현명은 

 커피브레이크팀장: 

문경일 

 큐티나눔팀장: 석영숙, 

부팀장: 허지호 

 매주 목요일 오전 10 시 30 분에 모이는 어머니기도회 

 1 부: 어머니, 누구나 참여하는 어머니기도회 

 2 부: 소그룹모임: 선교중보기도팀, 마더와이즈팀, 

커피브레이크팀, 큐티나눔팀 

목요어머니기도회 

상반기: 1/24-5/30 

하반기: 9/19-12/5 

매주 목요일 10:30am  

커피브레익 세미나: 

2/2, 10am - 4pm, 강

사 백은실 

수요중직자 기도팀장 : 권오

승 

 매주 수요일 새벽기도후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모여서 

교회, 목회자,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팀. 

수요일 오전 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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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영역사역(Pastoral Care)  담당: 목회실 

홈사역부 

 

부장: 권석원 

차장: 윤완석 

부원: 박수정, 김정연, 한혜

주 

 

-   1 마을장: 심호섭/심경선 

목자: 전용동/이옥주, 

심호섭/심경선, 

심상호/심경숙, 

김희문/김경순, 김해옥 

부목자: 김헬렌, 손주영 

-   2 마을장: 권오승/박청아 

목자: 차용화/차영주, 

문태훈/변성연, 

김성주/서유정, 

신수민/김가빈, 

안경호/배지혜 

부목자: 정대현/이인경 

3 마을장: 유광림/현명은 

목자: 유광림/현명은, 

신종일/신정수, 

홍형근/박현역, 

윤승국/김지현, 

이근석/이재희, 허지호 

부목자: 김윤민/이은주, 

한문수/강인정, 

최민수/김주연 

-   4 마을장: 김복수/류정민 

목자: 김복수/류정민, 

오영환/오화련, 

권석원/김정연, 

윤완석/박수정, 박재연 

 부목자: 이정훈/양영은, 

박석흠/황위숙, 

강석찬/최은정, 

김대종/홍유정 

-   5 마을장: 정일형/김선영 

목자: 정일형/김선영, 

유기혁/석영숙, 

현민/김소현, 

이정호/진경화, 홍은옥 

홈사역부장/차장의 역할 

 각 홈이 잘 활성화 되도록 도우며 목자들을 지원한다. 

 새로운 가족들의 홈 배정을 돕는다. 

 목자교육과 마하나임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교회의 중요한 행사들을 목자들에게 홍보하며 연락하여 

참여토록 하는 일을 한다. 

 새로운 목자/부목자를 추천한다. 

 

마을장의 역할 

 매주 금요일 오후 9 시 목자성경공부(마하나임)에 

참석한다. 

 교역자와 홈사역부장을 도와 마을 안의 목자들을 

격려하고 도우며  기도하는 일을 한다. 

 새로운 목자/부목자를 추천한다. 

 각 홈 사이에 친교와 연합하는 사역을 돕는다. 

 각 마을의 환자들을 심방하고 경조사를 돕는다. 

 

목자/부목자의 역할 

 목자성경공부(마하나임) 참석은 의무사항이다. 

 목자성경공부(마하나임)을 통해 교회 전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홈성경공부를 인도한다. 

 홈원 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홈원의 양육과정 참여를 권유하여 양육을 받지 

못하는 홈원들을 격려하며 돕는다. 

 홈모임이 4W (Welcome, Worship, Word, Works)의 4 가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홈 모임을 인도한다. 

 매주 홈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임을 주도해 

나간다. 

 홈이 정상적으로 분가해 나가도록 부목자를 교구목사와 

홈사역부에 추천한다. 

 매주 1 회 이상 홈원들에게 전화/카톡/이메일등으로 

격려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매일 한번씩 홈원들을 위해 기도한다. 

 홈원들의 경조사, 3 주이상의 장기결석, 병환 또는 긴급한 

일 발생시 교구목사와 마을장에게 알리고 돕는다. 

목자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onnurisj.org 홈보고서 

참조), 교적부 관리에 협조한다. 

*홈 개강 주일:  

상반기 1/27,  

하반기 9/15 

 

*2019년 월간정기 목

자모임: 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9시 ~ 10시 

(첫 목자정기 모임은 2

월부터 시작합니다.    

단 교회에 다른 주요 

일정이 금요일날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익

주 금요일로 같은 시간

으로 넘어갑니다.)  

 

* 홈목자교육: 2/3 

2pm-4pm ,강사: 백은

실 

 

*홈 종강:  

상반기 6/2 

하반기 12/8 

 

*목자헌신예배:  

2/8(금 7:30pm) 

 

*신임목자/부목자교육 

상반기: 1/20 

하반기: 9/8 

 

*가을 목자 산상 기도

회: 9/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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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자: 오관석/오혜림 

 

새가족부 

부장: 유기혁 

차장: 안혜진 

부원: 석영숙 

  

 

 새로 온 가족들을 환영하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이다. 

 6 주간의 새가족반을 운영하며 돕는다. 

 매 주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을 영접하며 교회를 소개하고 

환영하는 일을 한다. 

 새가족들이 새가족반을 수료할수 있도록 각 홈의 

목자들과 협력한다 

  새가족 방문시 자녀들이 교육부에서 예배를 잘 드릴수 

있도록 돕는다. 

 홈사역부/ 바나바사역부와 협력하여 홈에 연결 될 때 까지 

교회의 정착을 돕는다 

 

 

새가족반(매주일  

총 6주) 

*57기: 2/3 - 3/10 

*58기: 9/8 - 10/13 

바나바사역부 

부장: 김선영 

차장: 박은아 

부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온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안내하고 인도함으로 교회에 

정착하여 기존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돕는 

사역입니다. 

 새가족들의 교적부작성을 돕고 관리한다.  

 바나바사역부(첫째 주일) → 홈에 정착될 때까지 

 새가족 자녀들을 주일학교나 Youth 에 연결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한다. 

 

 

 

상담사역부 

지도교사 : 차영주 

부장 : 윤완석 

부원(비전문 상담사역자): 

권승도, 정일형, 현명은, 김

선영, 김연희, 박수정, 유광

림, 윤완석, 김성아 

 교회내에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한 부서 

 사역자 훈련은 상담아카데미 수료후 임명의 과정을 

거쳐서 평신도상담사역자를 세운다 

 상담, 심리, 부부, 치유, 관계, 커뮤니케이션 등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상담진행 : 상담신청 – 상담자 배정 – 상담 -  Supervision.  

 상담신청 : 교회홈페이지 상담사역부 혹은 

ocsjcounseling@gmail.com  

 제공되어지는 상담 : 개인, 부부, 가정, 그룹상담 

 

 

*부부 세미나 (RCP) 

4/12-13(금,토)  

 

*차세대위한직업소명

박람회 9/28 

긍휼/경조  

사역부 

부장: 심호섭 

차장: 오영환 

부원: 심경선, 오화련 

 

 교회 안 밖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역자와 협의 후 

재정적으로, 상담으로 돕는 사역이다. 

 

 

 교인들의 개업이나 경조사를 돕는다.  

 지역단체, 교회들의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꽃이나 선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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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과 훈련사역(Discipleship)  담당: 목회실 

세례사역부 

부장: 신규숙 

차장: 김영숙 

 

 교인들이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담당한다 

 세례와 관련하여 목자와 연결하는 일을 한다 

 4 주간의 세례/입교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간식과 장소 

정리, 준비하며 돕는다.  

 세례/입교 예배의 준비와 진행 및 순서를 돕는다 

 세례/입교 증서/기념품/명찰/기도의자 등을 준비한다. 

 

*세례/입교 교육  

(매주일,3주) 

상반기 2/10 - 2/24 

하반기 10/27 - 10/10 

*세례/입교 문답 

상반기 2/27,  

하반기 11/13 

*세례/입교식 

상반기 3/3, 하반기 

11/17 

큐티사역부 

부장: 

차장: 

 큐티는 산호세온누리교회 양육과정중 필수과목이다. 

모든교 인들이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실천하도록 한다 

 생명의 삶으로 모든 홈에서 큐티와 주말 성경공부를 하며 

말씀을 깊이 나누고 묵상하는 홈 모임을 갖는다 

 

*큐티학교 

3/17-4/14 

새생명사역부 

부장:  

차장: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하는 성도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또한 서로 도우며 질문하고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기초 성경 공부 과정으로 초대된 게스트를 

사랑으로 섬기는 부서. 

 기독교 신앙을 실제적으로 소개하는 10 주 프로그램 

 일반 성도 재교육 

 새가족반을 수료한 성도들을 권장하여 새생명반을 

이수하도록 돕는다. 

 

*새생명반  

봉사자교육: 

3/5,  

 *새생명반 일정: 3/17 

- 5/26 

 

*성령수양회 

봉사자교육: 4/23 

성령수양회: 4/27 

제자훈련사역

부 

부장: 임사무엘 

차장: 안경호 

 제자훈련반은 산호세 온누리 교인이면 누구든지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다. 

 총 12 회의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명확히 알고 실천하며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필수 

주제들을 습득하게 한다. 

 

*제자훈련반:  

10/6 - 12/15  

매주일 오후 1:45, 11

주 

전교인성경통

독 
목회실: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통독으로 3 년째 시행  

가정사역부 

부장: 

차장: 

 아버지학교: 산호세아버지학교에서 진행하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돕는다. 

 가정세미나(외부강사) 등을 통해서 성경적가정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산호세아버지학교: 

10/12-13, 10/19-20 

장소: 산호세온누리교

회 

*산호세어머니학교 21

기: 5/25-26, 6/1-2 

장소: 새누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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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사역(Fellowship)  담당 장로: 권오승 

친교관리부  부장: 권오승 

차장: 홍형근 

 주일친교 향상 방안 연구 및 실행 

 친교장소 시설 관리 

 주일친교 봉사 조 편성 및 협조 

 

창고물품 관리팀장:   부엌 창고 정리 및 정돈<재고관리규정> 

 부엌 창고 물품(식자재) 구입 및 비치<물품구입대장 

유지> 

 

부억관리팀장/주일친교담

당:  

 부엌 정리 및 정돈<부엌사용규정> 

 부엌 기물 및 사용 관리<사용계획 및 사용일지 유지> 

 

에녹사역팀장: 김계순, 김윤

년 

 에녹회의 주일 친교(식사)를 섬기는 사역  

체육부 부장:  

차장: 강대웅 

 야외예배, 수련회의 체육행사를 돕고, 탁구대회, 배구대회 

등 산호세지역 친선 체육대회 등을 주관한다. 

 

지역선교/ 전도/ 봉사사역(Local Mission/Outreach) 담당장로: 정일형 

전도부 

 

부장: 정일형 

 

 주님의 지상명령인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안 

믿는 가족과 친지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매년 

초부터 전도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 홈예배와 

주일예배에 초청하는 일 

 

 

지역사회봉사

부 

부장: 정일형 

홈리스사역팀(The Refugee) 

팀원: 김문규 

 지역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돕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 사회에서 전파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웨스트밸리 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한다. 

  각 홈이 돌아가며 4W 중 Works 의 실천으로  홈리스봉사 

사역에 참여한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

일, 4pm-7pm at 

Murphy Park,  

(194 N Sunnyvale Ave, 

Sunnyvale, CA 94086) 

 장애우사역팀장: 문선명 

 

 교회 안에 장애우들이 잘 정착할수 있도록 돕고 지역 

장애우기관과 협력하여 돕는일. 

 지역내에 장애우 선교단체(밀알 등)협력 

*연 10회 사역: 밀알장

애우모임 점심봉사 

Service Worship팀장:  

정돈희 (유스부장) 

 5 주가 있는 달, 제 5 주일은 웨스트밸리 교회와 함께 지역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4/29, 7/29, 9/30, 

12/30 

해외선교영역        담당 장로: 유광림 

해외선교영역의 역할  산호세온누리교회가 선교적교회가 되기 위한 비전을 

실행한다.  

 산호세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비젼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선교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사역한다. 

 

선교부원 : 고광희, 권석원, 김연희, 변성연, 신기선, 이근석, 이재희, 이정훈, 오영환, 오화련, 유광림, 정원보, 조웅식, 조태일, 주강

석, 황위숙, 현명은, 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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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부 

(통일비전부 

포함) 

부장: 권석원  단기선교 기획 및 실행  

 단기선교팀 동원 및 훈련관리 

 선교 바자회  

 단기 선교지 현지선교사님과의 연락관리 

*단기선교모집 

2/3, 주일 

*선교사 재파송 예배 

2/4, 주일 

*단기선교교육  

4/6, 4/13, 4/20 (토) 

*선교바자 5/4, 토 

*파송예배 6/9, 주일 

*단기선교보고예배 

8/25, 주일 

*선교헌금작정 12/8,

주일 

 2019 년 각 단기선교 담당  

 필리핀 선교팀: 권석원 2019 년 6 월초 출발 

(약 1 주일간) 

네이티브 어메리카 선교팀: 유광림 6/17-6/21 

DL 선교팀: 이근석 TBD 

IT 선교팀: 주강석 모든 단기선교팀 지원 

멕시코 Rancho Santa Marta: 정성만 목사 2/16-2/22 

선교지원부 부장: 이근석 

중보 기도팀장 : 이재희 

기도 편지팀장 : 조웅식 

 

선교홍보팀장: 조태일 

 

 

IT 선교팀:  

주강석, 권석원 

 

 교회 선교정책 규약 및 지침서 관리 

 후원(파송) 선교사 발굴 및 후원 활동 

 선교 재정 활동 관련 기획(작정헌금 및 펀드레이징) 

 교회 선교 행사 기획 및 주관 

 선교홍보물 제작(동영상,선교지등) 

 교회홈페이지 선교사이트 관리 

 선교사역의 문서화 

 IT 선교를 지원함 

 

선교펀드부 부장: 정원보 

차장: 황위숙 

Mission Food팀장:  

황위숙 

Recycle 팀장: 정원보 

선교재정팀회계: 조태일 

 선교 Fundraising 개발 및 실행 관리 

 매 주일 커피 판매대를 운영하여 선교 펀드를 조성하는 일 

 필요시에 선교 펀드 조성을 위한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 

 

선교펀드부 Mission Café 팀장:  

오화련 

  

행정관리사역(Administration)       담당 장로: 장철하 

사무행정부 부장: 장철하  교회 전반적인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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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행정간사: 이정호  교회 전반적인 행정 지원, 문서제작, 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 

 목회행정 협조 

 교회 홍보자료(뉴스) 제작 및 배포 

 요람/달력/교적부 관리 및 업데잇 

 헌금봉투 주문 및 예배부 전달 

 공동의회, 평신도 사역자 회의와 같은 공적인 회의 

준비(자료 및 장소 셋업 등). 

 게시판 관리 및 업데잇 

 그 외 주요 업무 내용들은 Job Description 참조 

 

홍보/디자인팀장: 박은아 

팀원: 홍유정, 권다님, 윤민

희 

 각종 배너/유인물/간지, 배너 등 디자인 및 주문  

자산관리: 이정호 간사  일정 금액 이상의 사무행정집기, 사무기기, 장비(미디어) 

등의 관리(구매, 유지관리, 폐기)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하는 일 

 분기마다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는 일 

 

홈페이지사역

부 

부장: 윤승국 

차장: 최민수 

부원: 정대현, 김문규 

 교회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 

 설교 및 집회영상 업로드(미디어사역부와 협력)  

 각종 홈페이지게시판 관리 

 새로운 정보와 교회의 새 소식 등을 계속 업데이트 하며 

교인들과 소통 

 교회의 유무선 네트워크 유지 관리 보수 

 

문서사역부 부장: 강인정 

차장: 유희정 

 교회 도서실 운영 및 관리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책/영상물/Audio 등을 비치. 

그 출입을 관리 

 책자 구매(생명의 삶, 양육교재 등 주문, 배부, 판매) 

 

건물/차량 관

리부 

실무담당간사: 이정호  모든 건물관리, 장소사용에 관한 요청사항은 

실무담당간사를 통하여 웨스트밸리교회에 전달한다. 

 교회의 차량 관리(정기적 Maintenance) 

 

차량봉사부 부장:김윤년 

차장:고명준 

 주일 에녹회 ride 봉사 

 운행일지 관리 

 

 

사진사역부 부장: 이정훈 

 

 교회 각종 행사 및 예배사진 담당 

 홈페이지에 사진 올리는 일 

 요람 사진 촬영 및 관리 

 교회 안에 사진기자 역할 담당 

 교회 사진게시판에 사진 업데잇 및 관리 

 

재정관리 사역    담당장로: 김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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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부장: 김복수 

차장: 이정훈 

계수위원: 김성주, 이정훈 

Deposit담당: 서유정 

 교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관리, 보고   

헌금의 계수 
 

차세대교육영역    담당 장로: 유광림, 담당 목사 : 정성만 

영아부 

(0-16개월) 

담당교역자:  

부장: 한혜주 

차장:  

 만 0-1 세까지 아기와 부모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 

-VBS:  

 

-Teacher's 

Appreciation Day: 

5/19 

 

-교육부 졸업식: 6/30 

-교육부진급주일 

7/7 

 

-할렐루야나잇: 10/31 

 

-성탄축하발표: 12/20 

유아부 

(17개월-40개

월) 

담당교역자:  

부장: 권다님 

차장: 조상희 

교사: 권새희, 금선영, 정주

원 

 17 개월부터 40 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교회 교육(예배/봉사/질서/관계 등)의 첫 

단계 훈련을 하는 부서이다. 

유치부 

(41개월-

Kinder) 

담당교역자: 주양혜 전도사 

부장: 김윤민 

차장: 김고은 

교사: 이은주, 김주영 

 41 개월부터 5 세까지를 대상으로 교회교육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가정, 이웃, 나에 대해 알게 

하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한다. 

유초등부 

(1-4학년) 

담당교역자: 이준희 전도사 

부장: 유희정 

차장:  

교사: 이정인, 최소영, 김가

빈, 송은애, 문사라 

 Kinder 부터 2 학년으로 구성 

 교회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도록 

도와주며 그리스도를 닮은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중등부 

(5-7학년) 

담당교역자: 정성만 목사 

부장: 김대종 

차장: 신종일 

교사: 강은아, 류정민, 허종

석 

 초등학교 3 학년부터 5 학년으로 구성 

 교회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도록 

도와주며 그리스도를 닮은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고등부 담당교역자: 정성만 목사 

부장: 정돈희 

차장:  

교사: 김기헌, 김동순, 박수

정, Matthew Park, Kevin 

Lee, Jennifer Chung 

 6th Grade ~ 12th Grade 까지 Youth 를 영적으로 깨우며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의 

일꾼으로 키우는 부서이다 

 

교육부 특별활동 부서 
어와나사역부 담당교역자: 이준희 전도사 

부장: 신유경 

교사: 임왕기, 김도균, 양한

나, 신정수, 홍성희, 양영은, 

홍유정 

 어와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로 양육하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돕는다. 

-상반기: 1/25~6/7 

-하반기:9/6~12/13 

-AWANA GrandPrix: 

5/4(토) 

청소년문화사

역부 

담당교역자: 정성만 목사  

다음누리 팀장: 정원숙   

 산호세 온누리 교회 차세대 자녀들이 각종 문화의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신앙과 정서 함양을 돕는다.  

성찬주일, 특별예배 및 

연합예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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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문화 체험과 배움을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에 대한 회복과 모든 열방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우리 고유의 악기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서의 

다음세대 온누리 청소년 찬양사역팀. 

대학청년부          담당장로: 장철하, 담당목사: 이규한 

대학청년부 부장: 장철하 

찬양팀장: 윤재곤 

미디어팀장: 장경민  

새가족팀장: 권새희 

 한국어권 대학생부터 결혼 전까지의 젊은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미래의 리더를 

키워내는 부서이다. 

 따뜻한 보살핌과 엄격한 양육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일꾼이 되게 

한다.  

  청년부의 핵심 교육 과정인 The GIFT & Plus 

(‘차고넘치는 공동체’ 행 2:42-47)는 생명을 주는 

교회(겔 47:1-12)의 비전을 품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청년리더(딤후 2:2)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일: 청년예배(2pm) 

양육: The GIFT & Plus 

양육 과정 

필수: 새가족반, 

새생명반, 제자훈련반 

마하나임: 매주 금요일 

저녁 (홈리더) 

매주일: 홈모임 

매월: 전체워크샵 및 

전체교제 

활동: 봄 영성수련회 

여름 캠프, 가을 

운동회/VIP, 겨울 

사경회 

위원회 

위원회 선교위원회  담당교역자: 이규한 목사 

 위원장: 유광림 장로 

 위원: 이근석, 권석원, 정원보, 주강석, 오화련, 이재희, 

황위숙, (조태일) 

 

교육위원회  담당교역자: 정성만 목사 

 위원장: 유광림 장로 

 위원:  이준희, 주양혜, 정돈희, 김대종, 유희정, 김윤민, 

권다님, 한혜주 

 

2019 예산위원회  위원장: 김복수 장로 

 위원: 이규한, 권오승, 유광림, 장철하, 정일형, 이정훈 

 예산위원회선정(당회) 

 예산위원회 Kick-off 

 2019 예산안 확정 

 예산위원회 Kick-

off 10/20(주일) 

 

전교인수양회 준비위원회  담당교역자: 김영련, 이규한, 정성만, 이준희, 주양혜 

 위원장: 정일형 

 위원: 

 등록및 행정팀 

 회계담당 

 홍보담당 

 

공천위원회  위원장: 권오승 장로 

 위원: 시무/사역/은퇴 장로, 권사, 안수집사+ 3 년 이상 

섬긴 목자와 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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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  위원장: TBD  

재정감사위원 (2018) 윤완석, 조태일, (2019) 윤완석 12/14, 토 

의결기관 
당회  당회장: 김영련 목사 

 서기: 장철하 장로 

당회원: 권오승 장로, 유광림 

장로, 정일형 장로, 김복수 

장로 

참석자: 이규한 목사, 정성만 

목사 

 매월 정기적인 당회를 통해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주요사항들을 의논하고 결정한다"(내규참조) 

부목사 비 당회원으로 

당회 참여  

(의결권 없음) 

공동의회  의장: 김영련 목사 

 서기: 당회서기 

 회원: 활동교인 

 직제자 선출 및 예산/결산결정과 기타 당회가 제시하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 결정한다"(내규참조) 

 

직제사역자회의 
권사회 회장: 박재연 

부회장: 고광희 

회계: 김계순 

회원: 김경순, 유춘화, 오화

련 

 교역자를 도와 어려운 가정을 심방하며 성도의 가정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을 보이고 격려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 교회의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를 돕는일(내규 제 7 조 

참조) 

 

안수집사회 회장: 권석원 

부회장: 윤완석 

서기: 김선영 

회계: 박청아 

회원: 김성주, 유정민, 박수

정, 이근석, 유기혁, 황의숙 

 당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고, 예배, 친교, 봉사, 구제, 

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며, 각 위원회와 제반 부서의 정보 

및 활동사항을 교환한다(내규 제 6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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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월별 목회일정 

월 일(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보충설명 

1 월 

4(금) 교회 1: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목회실 금요예배  

6(일) 
신년주일, 성찬식, 임명식, 2019 

교회 비전선언: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실, 예배부 

 

 

 

11(금) 교회 2: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 목회실 금요예배 

13(일) 
2019 사역요람 및 

부서사역신청서 배부 
목회실 *교회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4-18(월-

금) 
신년특별새벽기도 

목회실, 예배부, 

교육부 

새벽 5:45, 본당 

 

18(금) 교회 3: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목회실 금요예배 

20(일) 

신년공동의회(예산/결산, 

감사선출) 

신임목자/부목자교육 

목회실, 당회 

목회실 
 

21(월) 
전교인성경통독시작 (성경의 

순서대로) 
목회실  

24(목) 어머니기도회 1 (개강) 중보기도사역부 1/24-5/30 (총 19 회) 

26(토) 직분자산상기도회 목회실/당회 
북가주세계금식기도원(교역자, 

항존직, 임명직분자) 

27(일)  
평신도사역자회의(1) 

홈개강, 목자임명, 홈명단 발표 

목회실 

홈사역부 
 

2 월 

1(금) 
금요예배(찬양, 말씀, 기도) 

마하나님 1 (개강) 

목회실, 예배부 

목회실 

 

2/1-5/31(총 16 회) 

목자성경공부교재 

2(토) 커피브레이크 세미나 중보기도사역부 강사: 백은실 

3(일) 

성찬식 

단기선교모집시작 

새가족반 1 (개강) 

전체목자모임(백은실 초청) 

목회실, 예배부 

선교부 

새가족부 

홈사역부 

 

3/31 까지 

2/3-3/10 (총 6 회) 

 

8(금) 홈목자헌신예배 홈사역부  

10(일) 
세례교육반 1 (개강) 

전교인수양회 Kick-off 미팅 

세례교육부 

전교인수양회위원회 

2/10-24 (총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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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목) 마더와이즈/커피브레이크개강 중보기도사역부 
 

 

17(일) 새가족부/바나바부 미팅 
새가족부, 

바나바사역부 
 

27(수) 세례문답 당회, 세례교육부  

3 월 

1(금)  인터넷사용, 게임중독 세미나 1 상담사역부 
강사: 권석원 집사 

3/1, 8 (금요예배) 

3(일) 
성찬식 

세례식 

목회실, 예배부 

세례교육부 
 

5(화)  새생명반봉사자교육 1 새생명사역부 저녁 7:30(#11) 

8(금)  인터넷사용, 게임중독 세미나 2 상담사역부  

10(일) 
Daylight Saving Time 시작 

새가족반 6 강 (종강, 환영만찬) 

 

새가족부 

새벽 2 시를 3 시로 

 

17(일) 
새생명반 1 (개강) 

큐티학교 1 (개강) 

새생명사역부 

목회실 

3/17-5/26 (총 10 회) 

3/17-4/14 (총 5 회) 

24(일) 
창립기념주일(23 주년) 

교육부비전행진 

목회실 

교육부 

 

 

4 월 

6(토) 단기선교교육 1 선교부 4/20 까지 (총 3 회) 

7(일) 
교역자 수양회 

성찬식 

목회실 

목회실, 예배부 

기간: 4/7-4/9(일-화) 

4/12-

13(금-토) 
부부학교  상담사역부 

RCP 

13(토) 단기선교교육 2  선교부  

14(일) 큐티학교 5 (종강) 목회실  

15-19(월-

금) 
고난주간특새 목회실, 예배부  

19(금) 성금요예배 목회실, 예배부  

20(토) 단기선교교육 3 선교부  

21(일) 부활주일 목회실, 예배부  

23(화) 새생명반봉사자교육 2 새생명사역부  

27(토) 성령수양회 새생명사역부 
세계금식기도원(8시-5시, 본당, 

소성전, 식당) 



25 

 

5 월 

4(토) 
Teddy Bear Fair(미국교회 행사) 

단기선교바자 

WVPC 

선교부 
 

5(일) 
성찬식  

어린이 주일 

목회실 

교육부 
 

10-12(금-

일) 

전교인수양회(청장년부강사: 

반태효 목사) 

교육부 (별도집회) 

준비위원회 
장소: Redwood Christian Park 

 

19(일) 어머니/스승의 주일 교육부(Youth) 꽃 준비(담당) 

25(토) 어머니학교 1 (개강) 가정사역부 
장소: 새누리침례교회 

(5/25-26, 6/1-2 토-일) 

26(일) 새생명반 10 (종강) 새생명사역부  

30(목) 어머니기도회 19(종강)   

31(금) 책별성경공부 14(종강)   

6 월 

2(일) 
성찬식, 홈종강 

담임목사 안식월 시작(6-8 월) 

예배부, 홈사역부 

 
Together with WVPC 

9(일) 단기선교파송예배 목회실/선교부  

16(일) 아버지주일 대학청년부 꽃 준비(담당) 

17(월) 네이티브아메리카 단기선교 선교부. 교육부 6/17-21 (월-금) 

30(일) 교육부 졸업식 교육부  

7 월 7(일) 

공천시작 

성찬식 

교육부 진급주일, 교육부 부장, 

차장, 교사 임명 

공천위원회 

목회실, 예배부 

교육부 

 

 

 

 

8 월 

4(일) 성찬식 목회실, 예배부  

25(일) 단기선교보고예배 선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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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1(일) 
담임목사 안식월 복귀, 성찬식, 

평신도사역자회의 (2) 

목회실, 예배부 

 
 

6(금) 어와나 개강 교육부  

8(일) 
새가족반 1 (개강) 

신임목자/부목자교육 

새가족부 

홈사역부 

9/8-10/13 (총 6 회) 

 

14(토) 목자산상기도회 홈사역부 북가주세계금식기도원 

15(일) 홈 개강 홈사역부  

19(목) 어머니기도회 개강  9/19-12/5 

20(금) 금요예배(찬양, 말씀, 기도)   

22(일) 
직제자후보발표 

중보기도학교 1 

공천위원회 

목회실 

 

9/22-10/20 (총 5 회) 

26(목) 마더와이즈/커피브레이크 개강 중보기도사역부 9/26-12/5 

28(토) 차세대 직업소명 박람회 교육부  

29(일) 공동의회(직제자선출)   

10 월 

2(수) 직제자교육 1 (개강) 목회실 10/2-12/11 (총 10 회) 

6(일) 
성찬식 

제자훈련반 1 (개강) 

목회실, 예배부 

제자양육사역부 

 

10/6-12/15 (총 11 회) 

7(월) 담임목사 영성 주간  10/7-12 (월-토) 

12(토) 아버지학교 1 (개강) 가정사역부 10/12-13, 10/19-20 

13(일) 
새가족반 6 /환영만찬 (종강) 

아버지학교 2 

새가족부 

가정사역부 
 

17(목) 정책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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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토) 아버지학교 3 가정사역부  

20(일) 

아버지학교 4 (종강) 

2020 예산위원회 킥오프 미팅 

중보기도학교 (종강) 

가정사역부 

예산위원회 

목회실 

 

26(토) Fall Festival 교육부/선교부 WVPC 연합사역 

27(일) 
교역자연석회의 1 

세례교육 1 (개강) 

목회실 

세례교육부 

 

10/27-11/10 (총 3 회) 

31(목) 할렐루야나잇(저녁 6-8 시) 교육부  

11 월 

3(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 

성찬식 

교역자연석회의 2 

 

목회실, 예배부 

목회실 

2 시를 1 시로 

8(금)-

10(일) 
가을 부흥회(박진석 목사)  목회실, 예배부  

13(수) 세례문답 당회, 세례교육부  

17(일) 세례식 예배부 WVPC 연합예배 

24(일) 
서리집사 모집시작 

추수감사연합예배 

목회실 

목회실, 예배부 
 

27-29 

(수-목) 
Thanksgiving 기간 Office Close  새벽기도/금요집회 없음 

30(토) 2019 전교인성경통독 종료일 목회실  

12 월 

1(일) 성찬식 목회실, 예배부 
 

5(목) 
어머니기도회 종강 

마더와이즈, 커피브레이크 종강 
중보기도사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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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선교헌금작정주일 

홈종강 

예배부/선교부 

홈사역부 
 

11(수) 직제자교육 10 (종강) 목회실  

14(토) 재정감사일   

15(일) 
제자훈련반 11(종강) 

직제자임직식 

제자양육사역부 

목회실, 예배부 
 

19(목)  연말당회 (예산, 임명자확정)   

20(금) 교육부 성탄축하발표 교육부/예배부  

22(일) 
성탄주일 

성경통독자발표 

목회실, 예배부 

목회실 

 

 

24(화) 성탄절 이브 연합예배 목회실, 예배부 저녁 7:00 

12/25-27 

(수-금) 
Christmas 기간 Office Close  새벽기도/금요집회 없음 

29(일) 
송년주일, 2019 제자훈련반 

수료식 
목회실, 예배부  

31(월) 송구영신예배(전교인연합) 예배부 밤 10:30 

 위 계획은 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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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청년부 2019 사역계획 

(The GIFT & Plus 2019’: 차고 넘치는 젊음 공동체) 

비전(Vision): 차고 넘치는 공동체 (사도행전 2:42)                  

사명(Mission): 리더를 세우는 리더 (딤후 2:2) 

2019 표어(Slogan): 차고 넘치는 젊음 공동체 (시편 110:3) 

2019 주제성구(Key Verse):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3) 

사역목표(Ministry Goals): 말씀(God’s Word) 과 성령(In Spirit)과 교제(Fellowship)와 동역(Together)이 차고 

넘치는 젊은이 공동체 (The GIFT & Plus Community)  

사역방향(Ministry Directions): The GIFT & Plus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그리고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   (교회비전: 생명을 주는 교회, 에스겔 47:9)  

 G: God’s Word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I : In Spirit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F : Fellowship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 

 T: Together       성숙의 지표 동역 마인드와 리더쉽  

& 

 Plus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 공동체 

사역중점(Ministry Focuses): 하나님 중심의 5 가지 사역 포커스 (Five Values) 

 Communication: 하나님 중심의 영적 소통을 지향하는 말씀과 성령 공동체 

 Communion: 하나님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이루어 가는 동역 공동체 

 Culture: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사역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 공동체 

 Commission: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비추는 사명 공동체 

 Community: 성경적, 예배적,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생활 공동체 

영적변화(Spiritual Formation): 영적 성장과 성숙 과정 (Transformation Process) 

 Curriculum Stage 1: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 (Firm Foundation) 

 Curriculum Stage 2: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Community Leader) 

 Curriculum Stage 3: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Reach the World) 



30 

 

 

2019 년 중점 사역 계획: 차고 넘치는 젊음 공동체 (행 2:42-47, 시편 110:3) 

→ Stage 1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에서 Stage 2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과정.   

 중점사역 1. 영적 성장과 성숙 (예배와 말씀):   

o 상반기 양육 주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o 하반기 양육 주제: “성경적 관계와 젊은이의 삶” 

 중점사역 2. 인재/리더키우기 (청년 양육):  

o 2018 년에 실시한 1 단계 기초 과정을 예배 후 양육 활동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o 2019 년에는 2 단계 양육과정을 예배와 말씀, 수련회 등을 통해 Build-up 

 중점사역 3. 공동체 세우기 (청년 활동): 

o Focus: 예배 강화, 양육 체계 세우기, 소그룹 활성화 (동아리방 사역), 교제 확대 

o Activity: 봄영성수련회 (리더쉽특강), 여름 캠프, 가을 펠로십리트릿, 겨울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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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청년부 사역일정(Ministry Schedule) 

 

월 일(요일) 행사명 보충설명 

1 월 

6(일) 청년기초교리(하나님은 누구신가) 종강   

13(일) 2019 청년부 비전 캐스팅 (총 3 주)   

14-18(월-

금) 
신년특별새벽기도 새벽 5:45, 본당 

21(월) 전교인성경통독시작 (성경의 순서대로)   

22(화) 청년부 Campus & 일터 Days (상반기) 1/22-2/2 

2 월 

1(금) 마하나임 1 (개강) 
2/1-5/31(총 16 회) 

목자성경공부교재 

3(일) 청년리더양성(새벽이슬반) 개강 2/3-6/2 (총 16 회) 

10(일) 청년새가족반 1 (제 2 기) 개강 
2/3-3/3 (총 5 회) 

GIFT & Plus 입문 

3 월 

3(일) 청년새가족반 5 (제 2 기) 종강  

10(일) 
Daylight Saving Time 시작 

청년새생명반 1 (개강) 

새벽 2 시를 3 시로 

3/10-5/26 (총 10 회) 

“생명을 주는 복음” 

4 월 

15(월) 고난주간특새 15-19(월-금) 

19(금) 성금요예배  

21(일) 부활주일  

5 월 

10-12(금-

일) 

전교인수양회(청장년부강사: 반태효 목사) 

교육부 (별도집회) 

장소: Redwood Christian 

Park 
  

26(일) 청년새생명반 10 (종강)  

6월 

2(일) 청년리더양성 (새벽이슬반) 종강  

9(일) 청년실천교리(주님 닮아가는 삶) 개강 6/9-9/1 (총 1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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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버지주일 

여름캠프참가자 사전모임 1 
꽃 준비(담당) 

23(일) 여름캠프참가자 사전모임 2   

28(금) 청년부 여름캠프 28-30(금-일) 

7월 7(일) 청년제자반 (젊은날의 신앙키워드) 개강 7/7-12/15 (총 16 회) 

8월   
청년실천교리(주님 닮아가는 삶) 

청년제자반 (젊은날의 신앙키워드) 

계속 

계속 

9월 

1(일) 청년실천교리(주님 닮아가는 삶) 종강  

8(일) 청년리더양성(관계키워드반) 개강 9/8-12/22 (총 16 회) 

15(일) 청년부 하반기 양육과정 개강  

17(화) 청년부 Campus & 일터 Days 9/17-10/4 

10월  
청년제자반(젊은날의신앙키워드) 

청년리더양성(관계키워드반) 

계속 

계속 

11월 

3(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 2 시를 1 시로 

8(금)-

10(일) 
가을 부흥회(박진석 목사)   

30(토) 2019 전교인성경통독 종료일   

 

12월 

15(일) 
청년제자반(젊은날의신앙키워드) 종강 

겨울캠프 참가자 사전 모임 1 
  

22(일) 

성경통독자발표 

청년리더양성(관계키워드반) 종강 

겨울캠프 참가자 사전 모임 2 

  

  

24(일) 추수감사연합예배   

27(금) 청년부 겨울 캠프 12/27(금)-12/29(일) 

29(일) 
송년주일, 2019 제자훈련반 수료식 

Celebration Day 
 

31(월) 송구영신예배(전교인연합) 밤 10:30 

 위 계획은 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3 

 

 

                                              

                                              교육부 교육 방향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보다 구체적으

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교육 방향도 산호세 온누리 교회의 4단계 교인 양육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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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훈련 시기 프로그램 설명 

1 

단계 
전도 찾는 

이 

(Seeker) 

새 친구 환영식 & 

새가족반 교육부 소개 

수시 교회 부서를 알아가며 교회에 적응하는 훈련 

2 

단계 
새 가족, 

정착 

(New 
Comer) 

새생명 교육 연 1회 복음을 제시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훈련 

 

 

3 

단계 

 

 

제자 훈련, 

리더 

(Disciple) 

큐티학교 준비중 말씀 묵상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QT 의 의미와 

중요성, 방법등을 훈련 

 

중보기도학교 

 

준비중 

중보기도 훈련 강의와 기도훈련, 소그룸 나눔을 

통해 중보적기도의 의미와 자세, 필요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훈련 

 

바나바학교 

 

준비중 

바나바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새로운 학생들을 

케어 하고, 교회내 봉사 시스템에 따라 교회 

사역 등을 지원한다.  

 

전도학교 

 

준비중 

학생 전도 훈련을 통해 학교내 기도 모임, 전도 

방법, 전도자의 자세등을 훈련.  

4 

단계 
사역, 파송 

(Lay 
Minister)  

청소년비전트립 연 

1 회  

중고등부 학생은 다른 지역으로 선교 탐방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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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월별 일정 

 

 

 

1월 

● 부서별 성경통독 가이드 라인 

● 유아, 유치 입학식 (1/6) 

● 어와나 2 학기 시작 (1/25) 

 

2월 

● 새가족반 교육부 소개 (2/3. 6 주간)  

● 교육부 교사 모임 (2/9) 

● 중고등부 세례 교육 (2/10, 3 주간) 

3월 

 

● 교육부 새 생명반 (3/17, 10 주간) 

● 23 주년 창립 기념 주일 비전 행진 (3/24) 

4월 ● 교육부 부할절 행사 (4/21) 

5월 ● 어와나 GrandPrix (5/4) 

● Teddy Bear Fair (5/4) 

● 어린이 주일 (5/5) 

● 전교인 수양회 (5/10-12) 

● 어머니 날/스승의 날 (5/19) 

6월 

 

● VBS 행사 

● 어와나 졸업식 (6/7) 

● 어버이 날 (6/16) 

● 교육부 교사 모임 (6/29) 

● 교육부 졸업식 (6/30) 

7월 ● 교육부 진급예배 (7/7) 

8월 ● 어와나 1 학기 Registration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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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어와나 1 학기 시작 (9/6) 

● 새가족반 교육부 소개 (9/8, 6 주) 

● 교육부 교사 모임 (9/8) 

● 차세대 위한 직업 소명 박람회 (9/28) 

10월 ● Fall Festival (10/26) 

● Hallelujah Night (10/31) 

 

11월 

● Shoe Box Mission (11/3) 

● 교육부 부흥회 (11/8-10)  

● 추수 연합 감사 예배 (11/24) 

 

 

12월 

● 선교헌금 작정 주일 (12/8) 

● 어와나 Store/겨울 방학 시작 (12/13) 

● 교육부 성탄 축하 예배 (12/20)  

● 성경 완독 시상 (12/22) 

●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1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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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통독 초대의 글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여러분! 

지난 3년 우리는 연대기적 순서(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 배열한 성경의 순서)를 따라 성경을 통독하였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순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해오던 방식인 전통적인 성경의 순서에 따라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장점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통독은 특히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게해 주고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최소한 한번 이상 성경을 통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제롬이라는 신학자(4 세기)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과, 마태복음에서 요한 계시록까지의 신약으로 구성되는데, 신약이 

구약보다 더 중요하거나, 혹은 구약이 신약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신구약 모든 말씀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앎으로 신약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신약을 알아야 구약의 말씀도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면에서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의 통독은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높여주는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2019 년 한해(구제적으로는 1 월 21 이부터 11 월 30 일까지, 주일 빼고 270 일동안) 성경을 통독함으로 우리 

모두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안에서, 

김영련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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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통독 방법 안내 

2019 년 교회 표어: 교회를 교회되게 (Let the church be church!) (예베소서 1:23) 

성경통독 목표: 전 교인이 나이에 맞게 성경을 1 독 한다 

기간: 2019 년 1 월 21 일(월) 부터 11 월 30 일(토)  

대상: 온누리 모든 교인 및 자녀 

 

1. 청/장년부 성경 통독 방법 

1) 성경읽기 

- 본 교회에서 발행하는 책 별 성경읽기 순서표에 따라 읽습니다. 

 2019 성경읽기순서표는 예배당 입구나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총 90 회차로 구성 되어 있으며 1 회에 3 일씩 총 270 일동안 읽습니다 (주일 제외, 45 주간, 325 일간에 

걸쳐 읽음). 

- 방법: 한 주에 2 회차 분량을 읽습니다. 한 회차를 3 일에 나누어 읽어도 되고 혹은 3 일 중에 하루에 

읽어도 됩니다. 예, 월-수 한회차, 목-토 한회차= 일주일 분량 읽게됨(2 회차 분량) 

2) 통독을 격려하고 확인해 주는 방법 

혼자 하면 결심이 약해지고 중단하기 쉽습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면 오랫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홈별 성경통독 카톡방을 운영합니다. 

매번 읽은 분량을 개인 읽기표에 체크하고, 홈(Home) 공동카톡방에 통독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냅니다(카톡방 개설 전에 목자들이 홈원들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성경을 읽은 후에는 자신이 소속한 카톡 방에 “00 회차 읽었음”이라고 메시지를 올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사 4: 

12) 

2. 자녀들과 함께 통독하기 

유스를 제외한 다음세대 자녀들은 나이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독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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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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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호세온누리교회 부서 사역 신청 

사랑하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2019 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산호세온누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가고, 생명을 주는 교회로서 

산호세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도 여러분을 온누리 사역부서로 

초대합니다. 

         

        모든 성도가 1 인 1 사역 이상에 동참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귀히 드려져서 30 배, 60 배, 100 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달란트가 없으시다구요? 여러분 안에 잠재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발견 되어질 것입니다. 

               

  

원하는 

사역부서 

1 지망 2 지망 3 지망 

   

신청자 

이름 Cell Phone 소속 홈 

   

E-Mail  

* 교회 홈페이지의 [사역과 양육 탭  교회 행정서식]에서도 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onnurisj.org/ 

1. 재정관계 부서는 임명직 입니다. 재정관계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 팀원으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역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세온누리교회 양식번호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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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Bollinger Rd., Cupertino, CA 95014 

                                            Tel: 408-971-2353 

                                            Email: onnuriadmi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