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예배안내]
코로나19 관련 2차 공지

March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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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예배 참석 시 준비된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 단톡방에 가셔서 링크를 누르시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4. 교회 장소 확장 문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5. WDCT 기쁜 소리방송 1310 AM 라디오에 주일 설교가 이번 주일 오후 1:30분에  

   방송됩니다.    

[Announcement]
 교 회 소 식

예   배 시   간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청년모임 오후 8:30

 www.onewayus.org
703.609.0365  /  703.509.1156
10090 Main Street. Suite 203   
Fairfax VA 22031

Rev. Sanghoon KO
담임목사: 고상훈

 March 22, 2020

원웨이 교회
ONE WAY CHURCH

날     짜 대 표 기 도

3월 22일 고상훈 목사

3월 29일 박찬희 집사

4월 5일 박동수 집사

4월 12일 김용명 집사





























  







 
 
 
 

11:00 a.m. 인도자: 고상훈 목사
Presider: Rev. Sanghoon KO

봉헌기도 및 축    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인도자
                  Presider

설    교
Sermon

     인도자
                  Presider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찬    양
Worship & Praise

     인도자
                  Presider

   (Genesis 16)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대표기도
Representa've Prayer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환    영
Welcoming New Comers

     인도자
                  Presider

 설교노트
[Sermon No)]

     인도자
                  Presi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