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표어: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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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e Church Be Mor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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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노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7:41-51
Jesus is the Bread of Life

2/92월 성경암송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요한복음� �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ohn 1:1, NIV)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요한복음 9:1-12

설교�:� 김영련� 목사

* 헌금은 본당 입구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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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련 목사   

1부/주예수 이름 높이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때에

2부/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1부/ 윤민희 집사 2부/ 윤완석 집사

2부/ 나 주의 것/ 하늘노래성가대

온누리 뉴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함께

요한복음 7: 41-51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김영련 목사

Jesus is the Bread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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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해변서, 3, 4절
Hymn and Offerings                    

축도                                김영련 목사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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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 헌금

교회를 섬기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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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통독을 지속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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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희� � � � � � � � � � � � 윤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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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수민� 홈

성경읽기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 조금 피곤하고 지치거나 혹은 며칠간 
읽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읽는 것입니다. 즉, 혼자서만 하지 않고 가
까운 사람들과 같이 읽어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면 포
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
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전도서 4: 9-10)

오늘은 그래서 성경 통독 방식 그룹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A방식(전통적, 1년 통독)방식과, B(전통적, 2년 통독)방식을 택하신 
분들은 오후 2시 본당에서 C방식(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읽는 
방식)은 11/12번 방에서 그리고 D(RH방식, 짧은 책부터 시작하여 
100일만에 통독)방식을 택하신 분들은 8/9(친교실 내)번 방에서 
오후 2시에 모입니다.
그 장소에 가시면 각 방식의 리더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거기서 의견
도 나누고 좋은 자료도 받으시고 가능하다면 서로 같이 격려할 그룹
을 만들어 거기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번 통독을 시작하고 마치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꼭 
성경읽기 카톡방에 가입하셔서 함께 격려하며 일어나가신다면 원
하는 기간안에 성경을 통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한 구절 한 주절 자세히 읽는 큐티나 정독과는 달리 성
경의 전체를 흐름을 파악하고 각 책들의 내용을 빠른 속도로 읽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번 반복하시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
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
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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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청년부� 담당� 목사

교육부�/�Y�o�u�t�h� 담당� 목사

유초등부� 담당�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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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 담당� 목사

사무행정�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