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창립10주년 기념집회
    - 주제: Reset
    - 일시: 4/29(금) - 5/1(주일) 
    - 말씀 : 박종길 목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 Acts29 본부장)

10. Shodai Japanese Church 예배 
     - 일시: 4/17(주일) 2pm
     - 장소: 비전센터 
     - 봉사자 모집: 찬양,피아노,악기,통역,안내
     - 문의: 조기칠 목사 (sarangcho@gmail.com)

▶ 선교소식
1.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무슬림들의 종교적 금식 기간인 라마단 동안 무슬림의 구원을 위해  
    성도들의 음성으로 제작된 기도 영상을 보며 하루 3분씩 30일 동안 
     함께 기도해주세요.
    - 기간: 4/2(토) ~ 5/1 (주일) 
    

2. SBS 시즌 5 교사 모집
     선교지의 영혼과 일대일로 매칭이 되어 주 1 회 영어를 가르치며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
    - 기간: 5/7 - 6/25 (총 8주/주 1회 수업) 목요일  or 토요일
    - 지역: 팔레스타인 (성인, EM)
    - 신청: 선교본부 홈페이지(njonnurimission.org)
    - 문의: SBS 행정팀 (sbs.admin@njonnuri.org)

3. Prayer for the Nations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 "Prayer for the Nations" 2022년 4-6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로비에 인쇄본이 비치되어 있으며, 선교본부 홈페이지 
    (njonnurimission.org)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체 소식
● 새가족 환영 

● 축하합니다
     - 출산: #7  박원찬/이재희 가정의 딸 Ella Minah Park (3/30)                

● 사랑의 떡나눔
     - 1-3부: 이상헌/박순영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 일반 소식
1.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www.njonnuri.org)를 
    통해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새가족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 진행
    - 문의: 새가족팀 (newfamilyteam@njonnuri.org) 

2. 이번주 비전헌금은 Lewis F. Cole Intermediate,
    Middle School (포트리 중학교)을 위해 드려집니다.

3. 교회 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뉴저지 주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의 변화에 따라 
     교회 내 마스크 사용에 관한 변경된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4/10(오늘)부터 교회 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합니다.

4. 4/17(주일)은 부활주일 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절기봉투를 사용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5. 2022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주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 일시: 4/11(월) - 4/16(토) 6am
    - 말씀 : Marc Choi 담임목사
       1) 고난주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일 한 끼이상 금식하고 
        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불필요한 미디어 (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 사용을 자제하는 
           미디어 금식도 병행합니다.
       3)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참석합니다.

6. 2022 성금요일 예배
    - 일시: 4/15(금) 8pm

7. Community Blessing
     - 일시: 4/17(주일) 부활 주일예배 후 
     - 대상: 교회 주변 300가정
     - 준비: 4/16(토) 2pm
    
8. 2022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 Youtube: 바이블 프로젝트- 역대상하 개요 
       https://tinyurl.com/OT-Chronicles
    - 이번주 성경읽기 본문

교 회 소 식교 회 소 식

 2022년 4월 10일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1 Corinthians 12:1-11
Pastor Steven Park

영어예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Luke) 10:25-37

김도일 목사

수요성령집회

예배시간 및 인도

  1부             
 2부
 3부         

2pm  정용환 목사    
심형진 목사
심형진 목사

정용환 목사  
 

담임목사 Marc Choi

 ● 주소: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전화번호: 201-461-4010   ● 홈페이지: www.njonnuri.org

차 . 세 . 대 . 예 . 배

꿈이 자라는 땅 United

Power Wave 

예수님의 꿈 아이 B

예수님의 꿈 아이 A

제   목: Who is your king?
본   문: Mark 11:8-10
설교자: 이수연 전도사

제   목: See! Your King Comes 
              To You
본   문: Matthew 21:1-11
설교자: 안대진 전도사 

제   목: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본   문: 요한복음 12:13
설교자: 강요안나 전도사

제   목: 호산나 호산나 
본   문: 요한복음 12:13
설교자: 권유진 간사

다 함 께

1부:  박우형 집사

1-3부: 박유나

다 함 께 

인 도 자

인 도 자

다 함 께

찬 양

대 표 기 도

말 씀

비 전 헌 금

봉 헌

봉 헌 기 도

축 도

찬 양

성령 성령 성령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1-11

1-3부: Marc Choi 목사

4부: 정용환 목사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신 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8am   
       10am          
        12pm 

  4부             
          

4/10(주일) 4/11(월) 4/12(화) 4/13(수)

왕하 22-25 대상 1-3 대상 4-6 대상 7-9

4/14(목) 4/15(금) 4/16(토)

대상 10-12 대상 13-15 대상 16-18

믿음 인내 사랑

박수웅/김미영 이장원/진길남 이은경

 ● 예배드릴 장소에 "예배의 자리(여호와삼마)"와 컴퓨터(TV)를 준비합니다.
 ● 예배전,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 예배순서, 찬양와 기도, 설교 봉헌 축도 등 예배의 모든 순서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참여 합니다.
 ● 예배 후, 가족간 축복하며 말씀나눔과 식사, 다과 교제로 함께 합니다.

 ●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 오전 9시-오후 4시까지(화-주일) 교회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Pay to: NJ Onnuri Community Church Corp
        주소: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봉헌안내온라인 예배 드리기

성인공동체 / 홀팩 영어예배 Power Wave 꿈땅 예꿈 B

사랑홀 비전홀 비전센터 믿음홀 기쁨홀

4/29(금) 7:30pm 4/30(토) 7:30pm 5/1(주일) 주일예배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포트리 중학교를 위한 



주일
성인예배

예 배 안 내

뉴 저 지  온 누 리 교 회  안 내

차세대예배

주중예배

1부 아침 예배      
2부 찬양 예배
3부 열린 예배
영어예배

4부 Holy Impact 예배

예꿈A  (2-3세)
예꿈B  (3-4세)
꿈땅 United (K-5학년)
Power Wave (6-12학년)

  새벽기도회      6 AM (화-토)     사랑홀 
  수요성령집회      7:30 PM      비전홀 | 영상예배 

5주 새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시면, 등록교인이 되며 순 배정이 이뤄집니다.

1주 온누리교회 소개 

2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3주 구원자 예수님 

4주 큐티의 이론과 실제 

5주 담임목사님과의 만남

매월 첫째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입교, 성인, 어린이 및 유아세례 신청

신청 및 문의: 최은실 집사(eunsil.choi@njonnuri.org)

예배당 예배는 사전 등록 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njonnuri.org) 및 Youtube 채널(뉴저지 온누리교회)

prayer2021@njonnuri.org 

교회: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비전센터: 1355 15th Suite240, Fort Lee, NJ 07024

Lewis F. Cole Intermediate School: 467 Stillwell Ave, Fort Lee, NJ 07024

새 가 족 등 록

성 찬 식

세 례 식

예 배 당 예 배

영 상 예 배

중 보 기 도  핫 라 인

주 차 장 소

   홀리스타 대청 큐티나눔                     6:40-7 AM (월-금)      영상예배

   성인 순예배                                       7:30 PM (금)      온라인 | 오프라인 
         문의: 조용상 본부장
           (yongsang.cho@njonnuri.org)
   Holy Impact 
   순예배                                                비전홀 | 믿음홀
 (만19~39세 청년)                              3:30 PM (주일)                   문의: 정주영 MC
         (juyoung.jeong@njonnuri.org)

  8 AM
10 AM
12 PM
12 PM

 2 PM

10 AM 
10 AM / 12 PM
10 AM / 12 PM
10 AM / 12 PM

사랑홀 | 영상예배
사랑홀 | 영상예배
사랑홀 | 영상예배
비전홀 | 영상예배 

사랑홀 | 영상예배

드림홀 | 영상예배
기쁨홀 | 영상예배
믿음홀 | 영상예배
비전센터 | 영상예배

말 씀 노 트

성령 성령 성령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1-12

주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다
The Holy Spirit guides onto the right path of faith

1.  성령, ________________를 주로 고백하는 분 

    Holy Spirit: One Who Confesses _________________ as Lord

2. 성령, ____________________를 유익하게 하는 분 

    Holy Spirit: One Who Works for the Good of _____________________

3. 성령, ____________________를 주시는 분 

    Holy Spirit: One Who Gives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