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표어: 교회를 교회되게!

* 주일 설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nnurisj.org/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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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노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 14-18

Full of Grace a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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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 10)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1 Corinthians 15:10, NIV)

천국에서 큰자는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20: 20-28

설교�:� 김영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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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한 목사   

1부/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감사해
2부/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1부/ 유광림 장로,  2부/ 정원보 집사

2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네/ 하늘노래성가대

온누리 뉴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함께

요한복음 1: 14-18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김영련 목사

Full of Grace and Truth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송과 찬양
Hymn and Praise

기도
Prayer

찬양
Praise

교회소식
Announcements

축복송
Blessing  & Fellowship

성경 봉독
Scripture 

오늘의 말씀
Sermon

찬송과 봉헌                       은혜로다
Hymn and Offerings

축도                                 김영련 목사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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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 헌금

교회를 섬기는 이들

교육부 2019-2020 교사 명단

다음누리: 정원숙

유아부: 설용성 목사

부장:권다님 

차장:조상희

교사: 권새희, 정주원

유치부: 주양혜 전도사

부장:김윤민,

교사: 이은주, 김주영, 안현지

유초등부: 이준희 전도사

부장: 유희정

교사: 김가빈 홍수연 금선영 

       최소영, 장인애

중등부: 정성만 목사

부장님: 김대종

차장님: 신종일 

허종석, 류정민, 강은아

고등부:정성만 목사

부장: 정돈희

차장: 김기헌

교사: Matthew Park, Kevin Lee, 

          Jesse Kim, Mary Kang, 

      김동순, 박수정

어와나: 이준희 전도사

Sparks: 양영은, 유희정

Cubbies: 임왕기

3년 이상 봉사자
유아부 권새희, 조상희
유치부 김윤민, 이은주
유년부 유희정
중등부 김대종, 신종일, 류정민
고등부 정돈희, Matthew Park
다음 누리 정원숙

영유아부: 사역자 청빙 중

부장: 모집 중

보조교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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