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은행 573-810034-10105         
: 하나은행 573-810034-09105
: 하나은행 573-910001-23005

헌금 온라인 안내      * 예금주 : 온누리교회 

십일조&일반헌금      
해 외 선 교 헌 금
비 전 의 땅 헌 금 

온라인 헌금은 교회에 오셔서 헌금 할 수 없는 성도를 위한 헌금 
창구입니다.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자리 또는 여섯자리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모모 501010)

세례안내

입교 및 세례식: 매월 마지막 주일

신청기간: 마지막 주일, 첫째주 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신청장소: 본관 1층 목회행정실 

교육장소: 주일 오후 7시 신관 4층

꿈이자라는땅

장애인 예배

경배와찬양예배

 수요예배

외국어예배

파워웨이브 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예배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안내

1부 06:50  / 2부 09:00  / 3부 11:30 / 4부 13:50
5부 16:00  / 16:00 영어예배
7부 21:00 9시에뜨는별예배 / S브릿지 13:30
1부 6:5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5부 16:00 / 7부 21:00 / 브릿지33+  15:00
도곡 1부 09:00  /  도곡 2부 11:30
서빙고 19:00 (서빙고 6부)/ 양재 19:00(양재6부)
서빙고 19:00

16:00     
11:30     시온홀(Zion Hall)
16:00     드림홀(Dream Hall)

11:00 

여성예배 10:20 / 수요목양예배 19:30
여성예배 10:20 / 수요저녁예배 19:30

09:00
09:00
09:00
11:30
중등부 09:00/고등부09:00

토요일   
주   일   
주   일   
            
            
주   일   
주   일   

1부 09:00 / 2부 11:30 / 3부 14:00
1부 09:00 / 2부 14:00
1부 09:00 / 2부 14:00
1부 09:00 / 2부 11:30 / 3부 13:50 
1부 09:00 / 2부 11:30 
1부 09:00 / 2부 11:30 / 3부(초등4~6년) 13:50

14:00  한동홀
13:30  경찬홀(선교관5층)
14:30  선교관 401호
10:30  안산 M센터 Joy 201
11:30  평택 온누리교회
13:30  프리스페이스 3층
14:00  선교관 301호 
10:00  안산 M센터 Onnuri hall

     14:0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일 군포 하나로
    10:30  안산 M센터 Peace 303
    14:00  본관 B102 /매월 첫째주 선교관402호
    14:30   선교관 203호
    14:00    양재캠퍼스 횃불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14:00    도곡 온유홀

11:00  콘서트홀
09:00  선교관 302호
09:00  콘서트홀
11:30  한동홀

1부 09:00 / 2부 11:30 / 3부 14:00
1부 09:00 / 2부 11:30 / 3부 14:00
1부 09:00 / 2부 11:30 / 3부 14:00
1부 09:00 / 2부 11:30 / 3부 13:50
1부 09:00 / 2부 11:30 / 3부 13:50
1부 09:00 / 2부 11:30 / 3부 13:50

^서빙고

^양재 

^열린새신자예배
^열린새신자어린이예배

^경배와찬양

^서빙고
^양재

^Adult Service
^OEM Youth
^Joy Zone(Grade 3~6)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몽골어예배

^러시아어 예배 

^네팔 예배 

^아랍어 예배
^페르시아어 예배
^프랑스어 예배
^스페인어 예배

^파워웨이브 1부
^파워웨이브 2부
^파워웨이브 3부
^파워웨이브 4부
^양재 파워웨이브

^유년부 (초등1~2년) 
^초등부 (초등3~4년) 
^소년부 (초등5~6년) 
^양재유년부 (초등1~2년) 
^양재초등부 (초등3~4년)
^양재소년부 (초등5~6년)

^누리사랑부 (장애성인) 
^꿈사랑부 (장애아동)
^사랑부 (장애청소년)
^예수사랑부 (장애청년)

^영아부 (18~40개월)
^유아부 (41개월~5세)
^유치부 (6~7세)
^양재영아부 (18~40개월)
^양재유아부 (41개월~5세)
^양재유치부 (6~7세)

^청년부     서빙고

                 양   재   

^대학부     서빙고
                 양   재

본당 / 본당,비전홀 / 본당,비전홀,두란노홀 / 본당,비전홀
비전홀 / 경찬홀 
본당 / 두란노홀
양재 사랑홀
양재 사랑홀 / 양재 하용조기념홀
도곡교육관
본당, 비전홀 / 양재 사랑홀
선교관 3층 드림홀

경찬센터(강남구 신사동)

본당
양재 사랑홀(본당)

^열방예배          9:00/11:00  안산 M센터 Manna hall
^캄보디아예배  10:00  안산 M센터 Peace 302
^캄보디아예배  11:00  김포 M센터 703
^미얀마예배  10:30  안산 M센터 Joy 202
^필리핀예배   10:30  안산 M센터 Peace 301
^태국 예배     14:00  안산 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예배  11:30  안산 M센터 Peace 304
^베트남예배  11:00   안산 M센터 Peace 305
^다문화꿈땅예배  11:00  안산 M센터 Star 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예 배  14:00  안산 M센터 Star tree
^다문화차세대 14:30  김포 M센터 705
^다문화 예꿈예배 11:00 안산 M센터 B105호

경찬홀
^Love Zone(Age 4~Grade 2)      16:00  자모실(Nursery)
^Hope Zone(Ages Newborn~4)  16:00  선교관 301호

경찬홀
두란노홀
신동아쇼핑센터 2층 믿음홀
경찬홀
양재 기쁨홀 / 양재 하용조기념홀  

^한마음정신회복예배  11:20  선교관101호
^양재사랑부(장애통합)  09:00  양재 비전홀B
^양재한마음 정신회복   11:20  양재 강의동 302호

누리홀
1부 한동홀 / 2부 시온홀
1부 시온홀 / 2부 콘서트홀
1부/ 2부/ 3부 양재 화평홀
1부/ 2부 양재 온유홀
1부 일동제약 지하1층 / 2부 JDS홀 / 3부 양재 온유홀

<도심/청년>
 주일   
          
<도심/대학부>
 주일      
<도심/열린예배>
 주일      ^CH PLUS  17:30  한성대 에듀센터 2층

선교관 2층 꿈아이홀
본관 2층 꿈터
선교관 3층 드림홀
양재 샤이닝홀
양재 꿈터
양재 꿈아이홀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신생아 축복기도 안내

신생아 축복기도 받는 날을

기준으로 '생후 100일' 이내의 

아기만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셉         
^SNS         
^J4U          
^갈렙         
^여호수아   
^하늘         
^허브         

17:00  본당
16:00  본당
11:30  양재 기쁨홀
14:00  중대부고 강당
16:00  양재 사랑홀
16:30  두란노홀
14:00  양재 기쁨홀

^길            14:00  한성대 에듀센터 2층
^W            15:00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Pole2       11:00  한성대 에듀센터 2층



2018년 9월 30일  / 제34권 39호

우)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 793-9686(서빙고) 
        (02) 573-9686(양재)
팩스: (02) 796-0747 / www.onnuri.org

골 2:6~7 

골 2:6~7 

골 2:6~7 

골 2:6~7 

골 2:6~7 

Mk 4:13~20 

시 121:1~8  

골 2:6~7  

 이재훈 목사

이재훈 목사

이재훈 목사

이재훈 목사

이재훈 목사

     P. Stephen Cha

이민욱 목사

이재훈 목사

다함께

인도자

인도자

1부 남상길 장로   2부 남상옥 장로   3부 김지홍 장로   4부 한양희 장로 

주 은혜임을

믿음과 감사 

믿음과 감사 

믿음과 감사 

믿음과 감사 

믿음과 감사 

Lessons of Fruitfulness 

나를 지키시는 주님 

믿음과 감사  

1부

2부

3부

4부

5부         

5부 영어예배

6부 열린새신자

7부 9시에뜨는별

담임목사 이 재 훈

다함께

^

^

^

^

^

찬 양

기 도

봉 헌 기 도

설 교

봉 헌

축 도^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다음주 기도 : 1부 이봉의 장로   2부 문충실 장로   3부 원종호 장로   4부 민문기 장로 

3부 예배(11:30) 시  일본어통역(                ),  중국어통역(中國語通譯), 
영어통역(English Translation)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예배서빙고

감사드리세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 

모든 것 주셨네 

주님 만드신 세상  

1부

2부

3부

4부

7부

주찬양찬양사역팀

주사랑찬양사역팀 

주향한찬양사역팀

온누리워십콰이어

여성선교합창단

^ 특 순

예배시간

1부 06:50   

2부 09:00                       

3부 11:30   

4부 13:50                       

5부 16:00 (비전홀)     

      16:00 영어예배(경찬홀)                 

6부 19:00 열린새신자예배          

7부 21:00 9시에뜨는별          

박종길 목사

박종길 목사

이기원 목사

권용갑 목사

신동식 목사

P. Jonathan Kwon
이지원 목사 

박시형 목사

주일 예배양재

1부         06:50                 이재훈 목사
2부         09:00                 이재훈 목사
3부         11:30                     이재훈 목사
4부         13:50                 이재훈 목사
5부         16:00                 김승수 목사
            새로운 삶의 시작 (살전 5:16~18)
6부         19:00                 윤길중 목사      
               감사지수 높이기 (살전 5:18)
7부         21:00                 이재훈 목사 
도곡 1부/2부     09:00/11:30     이재훈 목사
         믿음과 감사 (골 2:6~7)

주일 예배부천

주일 예배수원

주일 예배대전

주일 예배  남양주

주일 예배평택

주일 예배인천

주일 예배양지

주일 예배강동

    09:00 이재훈 목사, 11:30 박형준 목사

믿음과 감사 (골 2:6~7) / 감사의 시 (시 100:1~5)

    09:00 신기섭 목사, 11:30 이재훈 목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살전 5:16~18) / 믿음과 감사 (골 2:6~7) 

    09:00 안광국 목사, 11:30 이재훈 목사   

여호와의 절기, 감사절 (신 16:12~17) / 믿음과 감사 (골 2:6~7) 

    09:00 이재훈 목사, 11:30 손신국 목사

믿음과 감사 (골 2:6~7) / 내 영혼아 감사하라! (시 100:1~5)

    09:00 이재훈 목사, 11:30 서경남 목사

믿음과 감사 (골 2:6~7) /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방법 (골 2:6~7)

    09:00  이재훈 목사, 11:30 노치형 목사   

               믿음과 감사 (골 2:6~7) 

    09:00 이재훈 목사, 11:00 강일영 목사

믿음과 감사 (골 2:6~7) / 감사는 능동태 입니다 (창 13:8~18)

    09:00 이재훈 목사, 11:30 박태영 목사 

믿음과 감사 (골 2:6~7) / 예수님의 감사 (마 11:25~26)



이신영

박남용

민세원

이방성

오철호

곽예진

윤주희

용산

서초D

고양은평

강동_믿음

경기A

강동_프라미스U

S브릿지

구 분 성 명 공동체

1131723

1131724

1131725

1131726

1131727

1131728

1131729

1131730

1131731

1131732

1131733

1131734

1131735

1131740

1131741

1131751

1131764

1131765

1131766

1131767

1131769

1131770

오어진

김수정

김승범

이혜경

오금옥

권경숙

전은미

유성훈

천순철

이범선

김영준

강경희

김재오

임영애

전지원

하늘

갈렙

갈렙

갈렙

강동_믿음

Bridge33＋

부천_화평

요셉

분당B

분당B

J4U

J4U

성동광진

부천_믿음

고양은평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 등록 과정

과 목구 분

목회철학과 Acts29비전

창조주 하나님

큐티의 이론과 실제

큐티의 나눔과 양육체계

일대일 연결&예수그리스도1~4

안내와 면담

1주

2주

3주 

4주

5주~8주

대학청년

본관 2층 순형홀 

홍보관 (이천만 광장)

선교관 401호

선교관 402호

선교관 403호

본관 지하 1층 101호

강미향 목사

이은일 장로 / 하주헌 집사

신동식 목사 / 박성은 목사

김종민 목사 / 황종연 목사

일대일 사역팀

조준목 목사 / 이서진 목사

장 소 담 당
주일 오전 10:30 ~ 11:20

● 8주 등록과정을 마치신 새가족은 본관 안내 로비 새가족 데스크(주일 오전8시30분~11시30분)와

   목회행정실(화요일~토요일)에서 '교패'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 목구 분

목회철학과 Acts29비전

창조주 하나님

큐티의 이론과 실제

큐티의 나눔과 양육체계

1주

2주

3주 

4주

매월 첫째 주일

매월 둘째 주일

매월 셋째 주일

매월 넷째 주일

본관 2층 순형홀 (주일 오후 1:00 ~ 2:00)

* 오후반 새가족 등록과정은 4주 간격으로 순환 진행되며, 
   5~8주 과정은 오전반(주일 오전 10:30)과 동시 진행됩니다.

일 정 장소 및 안내
주일 오후 1:00 ~ 2:00

구 분 성 명 공동체 구 분 성 명 공동체



 
말 씀 노 트

￭ 하반기 비타민C : 10월 15일(화) ~ 28일(주일) 양지 ACTS29비전빌리지

￭ 인도네시아 목회자 그룹 방문 : 10월 22일~29일

￭ FCBH 오디오 성경 세미나 : 10월 23일(화) 오전 9시 ~ 오후 5시, 서빙고 

   두란노홀

비전 2000을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과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십들이 주가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언제나 
   성령충만하게 하시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열방을 품은 교회 되게 하소서.
2. 2000선교본부, 선교분과 위원회 및 각 실행위원 조직들에게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온누리 공동체가 선교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3. 선교지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이켜 살아나게 하소서.
4. 76개국에서 사역중인 904명의 선교사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가운데도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