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표어: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 주일 설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nnuris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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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노트 하나님 아들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3: 9-21
The Purpose to come of Son of God

1/191월 성경암송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1, NIV)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The Reason whay we should read the Bible

히브리서 4: 12-13

설교�:� 김영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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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련 목사   

1부/하늘에 가득찬(찬9장), 여호와의 유월절

2부/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1부/ 박재연 권사 2부/ 고광희 권사

2부/ 믿음안에서 하나/ 하늘노래성가대

온누리 뉴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함께

요한복음 3: 9-21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 김영련 목사

The Purpose to come of the Son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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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Hymn and Offerings                    

축도                                김영련 목사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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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섬기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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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어�:�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에베소서 1: 23)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 해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에는 표어를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로 정하였습니다. 
작년 표어와 비슷하지만 한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의 원리가 실행되어지는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엡 1: 23).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사셨지만, 지금은 이미 부활 승천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현존
하십니다.

    한가지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또한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던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모여 큰 성전을 이루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바로 자기라고, 
자기 몸이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2: 19-21).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집인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교회는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라는 기치 아래, 우리 각 
사람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성숙하면, 전체로서의 온누리 교회도 
더욱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 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이나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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