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회 소 식

2021년 4월 18일

예배시간 및 인도

※ 다음 주 기도 : 1부 장순국 집사 / 2부 김웨인 집사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5월 추천 도서: 「 보라 통독 」  이상준

5월호 생명의 삶, 차세대 큐티책
- 매일 9:00am-5:00pm 교회 정문에 비치(수량 한정되어 있음)

차세대 유치부 현장예배 안내
- 오늘(4/18)부터 차세대 유치부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 장소: 121호(영유아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드려집니다.)

현장예배 신청
- 예약방법: 교회 홈페이지, 카카오톡 링크, 또는 교회 전화(949-261-9100)를 통해 주일예배 예약
- 신청기간: 매주 화요일 9:00am-토요일 12:00pm 까지(주중예배는 예약 없이 현장예배 가능합니다.)

미션 컨퍼런스(현장)
- 일시: 4/24(토) 10:00am-1:00pm                        - 장소: 드림홀
- 강사: 임모세 선교사(레바논)                                 - 회비: $10 
- 신청: mission@irvineonnuri.org, 교회 홈페이지    - 문의: 송인엽 집사 562-677-4213

바이블 아카데미 ‘요한복음’(온/오프라인)
- 일시: 5/1(토)-6/5(토) 9:30-11:00am                    - 강사: 박찬민 목사
- 신청: ba@irvineonnuri.org, 교회 홈페이지            - 문의: 강제임스 집사 719-650-7133

샬롬아카데미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 감사예배: 5/6(목) 12:00pm                                 - 신청 및 문의: 이형근 목사 213-519-1160

차세대를 위한 성경암송 프로그램 ‘National Bible Bee Summer Study’
- 일정: 6/7(월)-8/12(목)                                         - 문의: Jacob Jeon 목사 949-664-1697
- 등록: Early 4/1-22($25), Regular 4/23-5/14($30), Late 5/15-31($35)

2021 얼바인온누리교회 차세대 VBS 'Legendary'(온/오프라인)
- 일시: 6/17(목)-19(토)                                           - 대상: Kinder-6학년
- 등록기간: 4/18-5/2(Early $30), 5/3-6/6(Regular $40)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문의: 김인혜 전도사 949-441-1004

헌금 안내
-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비전홀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Pay to: Irvine Onnuri Church / 주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공동체 소식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김동환/김경녀(W공동체)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vision.onnuri.org

얼바인
담당목사  박신웅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영유아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행 3:1-10
이지영 전도사

예수님의 꿈아이 유치부
Peter Healed a Beggar
행 3:1-10
이지영 전도사

꿈이 자라는 땅 유년부
Peter Healed a Beggar
행 3:1-10
Jeana Lee 전도사

꿈이 자라는 땅 초등부
Peter Healed a Beggar
행 3:1-10
Innhye Kim 전도사

Power Wave EM 중등부
The Spread of the Gospel
행 3:1-10
Esther Choi 전도사

Power Wave EM 고등부
The Spread of the Gospel
행 3:1-10
Daniel Kim 전도사

Power Wave KM 중고등부
담대한 복음
행 3:1-10
Jacob Jeon 목사

수요성령집회EM 영어예배

9:15am/ 11:15am
Trials and Maturity
James 1:1-18
Michael Lee 목사

수요성령집회 목요여성예배

목요일 10:30am
본이 되신 왕
요삼 1:1-15
이미령 목사

수요일 7:30pm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나 4:1-11
박신웅 목사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00am
생명의 삶 (출 7:1-9:12)
강성효/Jacob/우윤상
이형근/박찬민/박신웅

예배의 부름

찬             양

대  표  기  도

임재                                 다함께

다함께

1부 남영근 집사   /   2부 이경섭 집사

찬             양

설             교

1부

2부

3부

4부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삼상 26:19-25)

대청
이기심의 가시나무가

가득할 때
(삿 9:1-15)

우윤상 목사

박신웅 목사

     1부

     2부

     3부

주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원해

1부 챔버팀
장윤희 자매

얼바인온누리콰이어

· 1부  오전     7:30    
· 2부  오전     9:15   
· 3부  오전   11:15 
· 4부  오후     1:00 
· 대청  오후     2:30

이형근 목사
박찬민 목사
문성일 목사
이하나 간사

강성효 전도사

봉  헌  찬  송   

축              도

다함께

인도자

오직 믿음으로



예꿈 영아부(18-30개월) 

예꿈 유아부(30-48개월)  

예꿈 유치부(4-6세) 

꿈땅 유년부(1-3학년) 

꿈땅 초등부(4-6학년) 

Power Wave EM 중등부 

Power Wave EM 고등부 

Power Wave KM 중고등부 

수요성령집회

목요여성예배

새벽예배

홀리스타 청년 새벽예배

고등부 새벽예배

예배 중보기도

교회 중보기도

환우 중보기도

선교 중보기도

이스라엘 중보기도

여성예배 중보기도

북한선교 중보기도

어머니 기도회

예 배 / 모 임 안 내

얼바인 온누리교회 안내

  7:30 pm (수)

10:30 am (목)

  5:30 am (월-금)

  6:00 am (토)

  6:30 am (화)

  6:30 am (토)

본당(현장/온라인)

본당(현장/온라인)

본당(현장/온라인)

본당(현장/온라인)

비전홀(현장)

온라인

10:30 am (주일)

10:30 am (금)

  7:30 am (토)

  6:45 am (토)

  7:00 am (토)

  9:30 am (목)

  7:30 pm (목)

  9:30 am (수)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9:15 am / 11:15 am

9:15 am / 11:15 am

11:15 am / 1:00pm

11:15 am / 1:00pm

11:15 am / 1:00pm

11:15 am / 1:00pm

11:15 am / 1:00pm

1:00 pm

온라인

온라인

121호(현장/온라인)

130호(현장/온라인)

드림홀(현장/온라인)

비전센터(현장/온라인)

비전센터(현장/온라인)

122호(현장/온라인)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주일
차세대 예배

중보기도
모임

새 가 족 등 록

성     찬     식

세     례     식

주 차 장 안 내

교  회  정  보

1주 온누리교회 안내와 면담

2주 창조주 하나님

3주 큐티의 이론과 실제

4주 온누리교회 비전 및 소개

추후 재개 됩니다.

세례는 행정사무실에서 신청 받으며, 신청 후 2주간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교회 건너편 비전센터, Sparton(성가대, 모든 스텝), Markimex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앞 주차장은 새가족, 장애우, 노약자,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가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vision.onnuri.org/irv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el : (949) 261-9100

카카오톡에서       얼바인온누리교회  검색 후 친구/플러스친구 등록하고 소식을 받아보세요.

말 씀 노 트

교역자

*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및 email(member@irvineonnuri.org)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KM 대학청년부)
EM 영어예배 1부 
EM 영어예배 2부 

  7:30 am
  9:15 am
11:15 am
  1:00 pm
  2:30 pm
  9:15 am
11:15 am

본당(현장/온라인)

본당(현장/온라인)

본당(현장/온라인)

본당(현장)

본당(현장/온라인)

비전홀(현장/온라인)

비전홀(현장/온라인)

목사

협동목사

전도사

사역자

박신웅  문성일  박찬민  우윤상  이형근  Jacob Jeon  Michael Lee

강일하  김성연  김인숙  손미경  엄영기  이미령  정동윤

강성효  김인혜  이지영  조    단  Amos Lee  Daniel Kim  Esther Choi
Eunice Pak  Jeana Lee  Jeff Yoo  Rachel Back

김은애  김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