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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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9:1-12
I am the Light of the World

2/1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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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에 이르는 길
로마서 10: 9-17

설교�:� 김영련� 목사

* 헌금은 본당 입구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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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191 Bollinger Rd., Cupertino, CA 95014

 

(* 일어서서)

*

1부 09:30 AM
2부 11:45 AM

*

*

김영련 목사   

1부/주예수 이름 높이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때에

2부/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1부/ 정원보 집사 2부/ 김대종 집사

2부/ 할렐루야 주를찬양/ 하늘노래성가대

온누리 뉴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함께

요한복음 9: 1-12

나는 세상의 빛이라/ 김영련 목사

I am the Light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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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암(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Hymn and Offerings                    

축도                                김영련 목사
Benediction                                

� � �1부� � � � � � � � � � � � � � � � � �2부� � 

예배안내

예배봉사

지난 주일 헌금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1부� � � � � � � � � � � � � � � � � �2부� � 

�2월� �9일

정원보� � � � � � � � � � � � � 김대종

�1부�/� 친교부�,� �2부�/� 정원보� 홈

�1부�/� 김기헌�/주양혜�,� �2부�/� 신수민� 홈

�2�/�1�4� 김해옥� 홈

세례/입교 교육에 대하여

�2월� �1�6일

오화련� � � � � � � � � � � � 유춘화

�1부�/� 친교부�,� �2부�/� 정돈희�/이정호�B� 홈

�1부�/� 김기헌�/설용성�,� �2부�/� 김해옥� 홈

�2�/�2�1� 차용화� 홈

세례와 입교는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할 때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는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 17)
그러므로 믿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례/입교 
교육은 우리가 믿는 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고백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우리와 같이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는 어
린 아이에게 주는 세례로서, 본인은 아직 신앙고백할 의식이나 능
력이 없지만, 그 부모가 대신 신앙고백을 하고 아이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로 약속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여 십대가 되고 자기 입으로 신앙고백 할 수 있을때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을 입교라고 부릅니다. 영어
로는 Confi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은 입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에서는 만 13세 이상의 자녀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자녀가운데 13세가 넘은 자녀들이 신앙
고백하고 입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세례 받지 않은 청소년들과, 성인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입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봄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세례 받지 않은 자녀들이나 아직 세례 받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우들은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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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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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만

이준희

주양혜

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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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S�e�n�i�o�r� �P�a�s�t�o�r�)

부목사�,� 청년부� 담당� 목사

교육부�/�Y�o�u�t�h� 담당� 목사

유초등부� 담당� 전도사

유치부� 담당� 전도사

유아부� 담당� 목사

사무행정�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