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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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러시아�(길요한�)� � � � � � � � � � � � �D�L� � � � � � � � � � 도미니카�(김호근�)

월드미션프론티어� �/� �T�I�M�A� � �/� � 한동대학교� �/� �M�.�O�.�M� �/� 성천농아학교후원� 단체� 및� 학교� �:

김해옥
박재연

정일형�/김선영

권석원�/김정연�B

김성주�/서유정
이정호�B�/진경화

차용화�/차영주

청년부

홍은옥

터키�(오세준�)� � � � � � � 내몽골�(박대훈�)� � � 아프리카�(김평육�)� 이스라엘�(원동곤�)� � � �C�a�l�l�2�A�l�l�(서민정�)� 

심호섭�/심경선
전용동�/이옥주

� 캄보디아� �(서길성�)� � � � � � � � � 잔지바�(박현석�)� � � � � � � � � � � � � � � � � � � 

유기혁�/석영숙
청년부

홍형근�/박현영� 
심상호�/심경숙

오영환�/오화련
현민�/김소현

이근석�/이재희
정돈희�/윤민희

유광림�/현명은
문태훈�/변성연 김복수�/류정민

윤완석�/박수정
신수민�/김가빈

허지호

김희문�/김경순
안경호�/배지혜

교회 일정

설교제목: 성전이 다시 세워짐

본문: 에스라 4-6; 학개

설교: 설용성 목사

설교: 이준희 전도사

* 2020년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라는 주제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성경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맛보아 알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2020년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겸손과

성실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 이번 주 직분자산상기도회를 통해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 새롭게 개편된 홈(H.O.M.E)사역을 통하여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되고 연합되게 하옵소서

* 새로 오는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과 온누리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뿌리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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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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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우: 도한철 장로, 홍정순 집사, 이진구 장로, 심경선 권사, 서기영 성도

설교: 주양혜 전도사

설교제목: Prophet to Israel

본문: Hosea

설교: 정성만 목사

지역,해외 선교영역 소식

설교제목: 신실하신 하나님

본문: 마가복음 5장 21-43절

설교:  정성만 목사

목요어머니기도회 안내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분

* 장소: 대 예배실 및 소그룹실

1부: 어머니 기도회

2부: 마더와이즈(회복), 커피브레이크(베드로전후서)

      큐티방 (생명의 삶)

** 베이비 싯이 준비됩니다.

권오승�/박청아 윤승국�/김지현
신종일�/신정수

설교제목: 라합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본문: 여호수아 2

1/19 일, 공동의회, 성경통독표 배부, 성경통독 신청서 접수1

1/24 금, 안수집사 헌신예배

1/25 토, 직분자 산상기도회

1/26 일, 사역 요람 배부, 성경통독 신청서 접수2 ,재외선거 홍보협조

1/27 월, 성경 통독 시작

2/7-10, 금-월, 박대훈 선교사 방문

2/9, 일, 단기선교 소개 및 모집1

* 새가족 환영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 새가족 부원의 안내를 따라 Room 8에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1/19), 2부 예배후 연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참석대상: 모든 활동교인, 안건: 예산/결산 확정, 감사선출 등

* 다음주 월요일(1/27)부터 전교인 성경통독이 시작됩니다. 성경통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안수집사 총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로 선출된 임원 입니다.

회장: 이근석 집사, 부회장: 윤완석 집사, 총무: 김선영 집사, 

서기: 문태훈 집사, 회계: 박수정 집사

    

* 이번 주 금요예배(1/24)는 안수집사 헌신예배로 드리며, 강사는 지호준 

교수 입니다.

* 직분자 산상기도회

일시 및 장소: 1/25,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세계금식기도원

대상: 모든 직분자 

준비: 금요 예배(1/24)후, 필요물품(미디어 장비, 악기, 예배용품 등)은 

교회 밴에 적재.

* 하늘노래 성가대에서 새로운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찬양을 사랑하고 성실한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늘노래 성가대 연습시간

주일 오전 : 10:15- 11:30 am, 주일 오후 : 2:00-3:00 pm

연습시간에 베이비시팅 제공됩니다 

문의: 김지현 총무(daun426@gmail.com, 617-913-8989)

온누리 중보기도

�1월� �2�4일� �/� �7�:�3�0�p�m 예배봉사�:� 유광림�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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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    ................................................................................................ 유광림 장로

* 설교   ...........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재정관리   ...............   지호준  교수 

                                    

설교제목: Sudden Appearance!

본문: Esther 2:1-18

교육부 예배온누리 소식

파송 및 후원 선교사와 후원 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 2020년 새로운 선교작정 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본인의 봉투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메모에 이름을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이근석 집사, 조웅식 집사

2. 페루 단기 선교 참가 모집

2020년 7월10일부터 2주간 페루 쿠스코에서 VBS, English Camp로 지역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모집기간 : 1월12일 - 2월 23일

선교기간 : 7월10일 - 7월24일 (2주)

페루 선교사: 박남은 선교사님

문의 : 정돈희 집사, 정성만 목사

�1월의� 주제�:� 창조와� 시작�,� � 주제� 말씀�:� 창세기� �1�:�1�,� 

“안수집사� 헌신예배”

* 교회 건물/시설에 관한 요청

교회 건물/시설에 관한 요청은 사무실이나, 웨스트밸리교회 건물관리인에

게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Rafael Acevedo

전화: 408-394-4844, 이메일: rafaacero8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