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표어: 교회를 교회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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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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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노트 연합의 아름다움 시편133:1-3

The Beauty of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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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예배

10월 성경암송구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0)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moths and 
vermin do not destroy,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Mathew 6:20, NIV)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Store up treasures in heaven

마태복음 6: 19-24

설교�:� 김영련� 목사

* 헌금은 본당 입구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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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Bollinger Rd., Cupertino, CA 95014

 

(* 일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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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안내

예배봉사

지난 주일 헌금

교회를 섬기는 이들

10:30 AM

서곡 (Prelud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인사 (Greetings)

기도 (Prayers of the People)

연합성가대 (Combined Choi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설교 (Message)

연합성가대 (Combined Choir)

연합 성찬식(Combined Communion)

찬송 (Hymn)

광고 (Announcements)

축도 (Benediction)

기악합주

김영련 목사/ Pastor Morgan Murray

다찬양하여라, 주이름 찬양, 나같은 죄인 살리신

Pastors Bob & Jung

김복수 & Dan Yuen 장로

Communion Canon

시편133:1-3/ Maggie & 김성주집사

연합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Unity)
설교: 김영련 목사,  통역: 정성만 목사

Behold the Lamb

다같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Pastors Morgan & 김영련 목사

Pastors Morgan & 김영련 목사

WVPC-OCSJ JOINT WORSHIP SERVICE

피택자 명단

피택 장로: 권석원, 정일형

피택 권사: 황위숙 

피택 안수집사
김기헌, 김대종, 김윤민, 김지현, 문태훈, 서유정

유희정, 윤민희, 윤승국, 이재희, 장수미, 홍형근

매 주일 오후 3-4시, (오늘은 2-3시) 

-강사: 김영련 담임목사

-장소: 12번방 

** 피택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피택자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