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회교소회식소 식

▶ 일반 소식
1.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 2022 Vacation Bible School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www.njonnuri.org)를
통해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새가족교육: 1~3부 예배 후 새가족실 (본당 뒷편)
- 문의: 새가족팀 (newfamilyteam@njonnuri.org)

2. 8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Living Life, 예수님이랑 나랑, I Love Jesus, Sena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및 문의: 서점 (bookstore@njonnuri.org)

예꿈

꿈땅

일시

8/20(토) - 8/21(주일)
10am - 1:30pm

8/27(토) 9:30am - 2:30pm
8/28(주일) 10:30am - 1:30pm

장소

믿음홀

Lewis F. Cole
Intermediate School

인원

120명

180명

회비

예꿈A $10 / 예꿈B $20
*예꿈 A는 주일만 참석

$30

등록

3. 예배 에티켓
- 예배 전 10분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 예배 당 앞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 예배전 휴대전화는 OFF해 주세요.

날짜

문의

강요안나 전도사
(johanna.kang@njonnuri.org)

이수연 전도사
(suyoun.lee@njonnuri.org)

▶ 선교 소식
선교지를 품는 30분 기도시간

4. 2022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 일시: 8/4(목) 8pm
- 초대: 이용규 선교사(인도네시아)
- Zoom Meeting ID: 874 1700 8168

- Youtube: 바이블 프로젝트- 이사야
https://tinyurl.com/OT-Isaiah
- 이번주 성경읽기 본문
7/24(주일)

7/25(월)

7/26(화)

7/27(수)

▶ 공동체 소식

사 22-24

사 25-27

사 28-30

사 31-33

●

7/28(목)

7/29(금)

7/30(토)

사 34-36

사 37-39

사 40-42

- 완료자 : 이지영

- 대상: 등록 교인 중 가을학기(2022년9월)부터
순 예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
(기존 참여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주소가 변경되어 순 지역변경이 필요한 분
- 방법: 교회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서 신청
- 문의: 성인공동체 행정팀 community@njonnuri.org

1부
2부
3부

●

4부

2pm

노형수 목사
담임목사 Marc Choi

양

다함께

대 표 기 도

1부: 안병호 집사

찬

차.세.대.예.배
Power Wave
제 목: See The Goodness Of God
본 문: 1 Samuel 23:14-18, 25-29
설교자: 안대진 전도사

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Joshua) 14:6-13

축하합니다

꿈이 자라는 땅 United
1-4부: 정용환 목사

제 목: God encourged Joshua
본 문: 1 Peter 1:13-16
설교자: 이수연 전도사

사랑의 떡나눔

예수님의 꿈 아이 United

- 1-3부: 김재민/조윤진

제 목: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본 문: 열왕기상 18:39
설교자: 강요안나 전도사

▶ 교역자 소식
●

박대원 목사
박대원 목사
Marc Choi 목사

8am
10am
12pm

- 출산: #14 Damien Charbonneau/Abigail Charbonneau 딸
Lily Baek Charbonneau (7/18)

6. 2022 PW Summer Retreat: All In

7. 순 참여 및 주소지 변경 신청

예배시간 및 인도

말

윤영훈/신재원

●

- 일시: 8/19(금) - 8/21(주일)
- 장소: Camp Shiloh Bible Camp (Hewitt, NJ)
- 학년: 6-12학년 (June 2022 기준)
- 회비/마감: Regular: $120 (오늘)

새가족 환영
화평

5. 1000일 성경필사

2022년 7월 24일

7/31(주일) 까지

동정

- 사임: 정용환 목사(홀리임팩트) Austin,Texas 교회개척

봉

헌

주가 일하시네

다함께

봉 헌 기 도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찬

양

다함께

살아계신 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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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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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예배

수요성령집회

Living Hope
1 Peter 1:3
Pastor Steven Park

나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
빌립보서 (Philippians) 4:6-7
노형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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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노트

예배안내
1부 아침 예배
2부 찬양 예배
3부 열린 예배
영어예배

8 AM
10 AM
12 PM
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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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 Holy Impact 예배

2 PM

사랑홀 | 영상예배

예꿈 United (2-4세)
꿈땅 United (K-5학년)

10 AM / 12 PM
10 AM / 12 PM

믿음홀 | 영상예배
Lewis F. Cole intermediate school

Power Wave (6-12학년)

10 AM

| 영상예배
비전센터 | 영상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성령집회

6 AM (화-토)		
7:30 PM 		

사랑홀
비전홀 | 영상예배

홀리스타 대청 큐티나눔

6:40-7 AM (월-금)		

영상예배

주일
성인예배

차세대예배

주중예배

성인 순예배
7:30 PM (금)		
				
			
Holy Impact
순예배
		
(만19~39세 청년)
3:30 PM (주일)
		
				

온라인 | 오프라인
문의: 조용상 본부장
(yongsang.cho@njonnuri.org)

비전홀 | 믿음홀
문의: 정주영 MC
(juyoung.jeong@njonnuri.org)

뉴저지 온누리교회 안내
새 가 족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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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찬

식 매월 첫째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

례

식 입교, 성인, 어린이 및 유아세례 신청
신청 및 문의: 최은실 집사(eunsil.choi@njonnuri.org)

예 배 당 예 배 예배당 예배는 사전 등록 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영

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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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보 기 도 핫 라 인 prayer2021@njonnuri.org
주

차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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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Joshua) 14: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