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주제: 시련과 극복

설교노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약 2: 1-13

제 24권 33호

예배안내

Do not show favoritism

주일예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

2020년 8월 16 일
대예배

Online

오전   11:45

청년부/ Youth

Online

오후     2:00

2020년 표어: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Let The Church Be More Church!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야고보서 1: 12)

주일학교/오전 11:45(Online)
자기 대피 기간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서 길어지고 있고, 주일 예배와 금요예배와 
새벽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기간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역병으로 고생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미개한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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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사태로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인류는 여전히 질병의 공격에 취약
해 질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의 흐름을 동결시킬 

예배봉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봉사

8월 23일

대표기도

2부

2부

    
박수정

    
이근석

친교봉사

N/A

N/A

예배안내

N/A

N/A

(8/28) 류정민

(9/1) 권석원

2부 11:45 AM

이러한 시련의 시기가 우리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
면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복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금요 기도

됩니다.

8월 30일

지난 주일 헌금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 시대를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고국을 떠나 지중해 여러 

십일조

나라로 이민가서 설면서 여러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 야고보 사도는 그들
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8월 첫주일부터 한동안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찬송과 찬양

경배와 찬양

기도
축복송

Praise & Worship

서유정 집사

감사헌금

$270.00

주일헌금

$1,296.31

교회소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20.0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정선교

$250.00

성경 봉독
Scripture

오늘의 말씀
Sermon

합계

 $11,342.19

2020년 8월 첫 주일에,

8월 성경암송구절

설교: 김영련 목사

8/16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

혀를 제어하는 성도가 되자

김영련

담임목사(Senior Pastor) 408.483.8925   youngkim91@gmail.com

정성만

교육부/Youth 담당 목사

443.653.9867   p.schungg@gmail.com 

이준희

유초등부 담당 전도사

917.789.2814   sj.onnuri.elementary@gmail.com

주양혜

유치부 담당 전도사

408.784.3066   yhjoo581@gmail.com

설용성

유아부 담당 목사

913.278.9741   yongyong0727@gmail.com

이정호

사무행정 간사

408.483.4711   onnuriadmin@gmail.com

약 3: 1-12

stood the test, that person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at the
* 주일 설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nnurisj.org/

약 2: 1-13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김영련 목사
Do not show favoritism

* 찬송과 봉헌

주님의 마음

* 축도

김영련 목사

Hymn and Offerings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영련

인도자

Announcements

$620.00

구제헌금

다같이

Blessing & Fellowship

$8,885.88

선교작정헌금

야고보서 메시지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James 1:12, NIV)

김영련 목사

Call to Worship

Prayer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perseveres under trial because, having

* 예배의 부름

Hymn and Praise

그러나 이런 시련도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야고보서 1: 12)

(* 일어서서)

Benediction

* 헌금은 가정에서 우편으로 혹은 PayPal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 페이지 onnurisj.org 첫면 '온라인 헌금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6191 Bollinger Rd., Cupertino, CA 95014

온누리 소식
8월의 주제: 시련과 극복(Trial and Overcoming)
주제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야고보서 1: 12)

- 온라인 예배 기간중 헌금 방법 안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간 중에 헌금 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와 같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a. 헌금체크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회로 보냅니다.
To: Onnuri Church of San Jose
(Attention: Finance Department)
6191 Bollinger Rd., Cupertino, CA 95014

* 자가대피 기간중 온라인 예배 안내
코비드 19사태로 Shelter-in-place(자가대피)기간 중에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Youtube(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
니다.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시려면,
-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배 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Youtube에 들어가셔서 “OCSJ Media”를 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
면 됩니다.
* 코비드19 대책위원회 소식
코대위 모임 : 6/10/20 저녁 9시
논의 사항: 카운티 정부의 경제 활동 재개 지침에 따른 향후 교회 리오프닝
계획을 논의함.
논의 결과
- 점진적 경제 활동 재개되고 있고, 산타 클라라 카운티 6/5일 발표 기준,
종교 모임 또한 25명 이하의 실외에서의 모임을 허용하고있으나, 코로나

b. PayPal구좌를 만들어 송금합니다.
Step 1. PayPal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우선 가입하면 됩니다.
Website: www.paypal.com
Mobile Downloak “Paypal-Mobil Cash”
PayPal 계정 생성 후 Payment Method (Bank Account or Credit/
Debit Card) 연결
Step 2.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온라인 헌금하기:
PayPal 온라인 접속: paypal.me/offering4ocsj
화면에 헌금액수를 입력하고 “Next: Button을 Click함
‘Add note’ 칸에 성도 이름과 헌금 세부내역(주일헌금, 십일조, 선교헌
금, 감사헌금 등과 헌금 유형별 금액)자세히 기록한 후 헌금 완료
PayPal 헌금시 유의사항: 헌금 화면에 “Paying for goods or a service”
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Paying for goods or a service”
를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 해 주세요.
c. 은행에서 계좌 이체로 헌금 합니다.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 되지 않은 현 상황에, 아직 교회 예배 방송 송출
및 예배 활동을 위한 교회 건물 사용을 허용하기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감당해야할 Risk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이에 현재와 같은 온라인 예배 송출의 방식을 지속 유지 하기로 하였음.
- 향후 일정 부분 교회 리오프닝 가능 시점을 대비하기 위한 방역 및 필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나아가기로 함.
- 한달 뒤 7월 중순 시점에 향후 교회 리오프닝 계획에 대해서 재 논의 하기
로 함.
* 마을별 목자/부목자와의 화상(Zoom) 컨퍼런스 일정

*
*
*
*
*

산호세 온누리교회 은행 계좌 정보:
Bank Name: Citibank
Bank Address: 1221 Lincoln Ave., San Jose, CA 95125
Checking Account: 204490148
Routing Number: 321171184
Name of Account: ONNURI CHURCH OF SAN JOSE

교육부 안내
* 교육부 각 부서 진급 환영 예배가 zoom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9월4일(금) 7:30pm / 대상: 유치부 -고등부
문의: 정성만 목사 669-265-5550

교육부 예배
설교제목: God’s Blessings in Ordinary Times
본문: Ruth 2:17-23
설교제목: God’s Blessings in Ordinary Times
본문: Ruth 2:17-23

설교: 정성만 목사

“온라인 예배”
설교: 정성만 목사

설교제목: Jesus’ Time
본문: Malachi, Nehemiah 13

설교: 이준희 전도사

설교제목: 예수님이 큰 무리를 먹이셨어요
본문: 마태복음 14; 마가복음 6

설교: 주양혜 전도사

설교제목: 예수님이 큰 무리를 먹이셨어요
본문: 마태복음 14; 마가복음 6

* 온라인 새벽기도 안내

지역,해외 선교영역 소식
1. 네이티브 어메리칸을 섬기는 제이슨정 선교사님의 건강과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유튜브 방송)으로 새벽기
도회를 진행합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이나
혹은 하루중 편한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방법: 유튜브에 가셔서 검색창에 “OCSJ Media”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
데서도 사역지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기도
해주세요.

* 찬양 ....................................................................................................... 다같이
* 기도 ............................................................................................... 홍형근 집사

설교: 설용성 목사

온누리 중보기도

* 설교 .................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 김영련 목사
약 2: 14-26

교회 일정
COVID-19 사태로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라는 주제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성경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맛보아 알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COVID-19 사태가 하루 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날
이 속히 오게 하여주시고, 이 기간 중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하게 도와주소서
* 미국의 영적 부흥이 오게 하시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8/16(일) 7마을(마을장: 정일형 장로)
- 8/22(토) 청년마을(마을장: 정돈희 집사)

8월 21일 / 7:30pm

*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스라엘(우성엽/우미나), C국(이은혜), B국(길요한/남소리), DL을
위한 일꾼들, T국(오세준), 일본(고동욱/고사라)

파송 및 후원 선교사와 후원 홈
이스라엘(우성엽)       C국(이은혜)      B국(길요한/남소리)       DL               T국(오세준) 
김해옥
박재연
정일형/김선영

정돈희/윤민희
조웅식/김고은

윤완석/박수정
신수민/김가빈
허지호

오영환/오화련
현민/김소현

유기혁/석영숙
청년부

IM(박빌레몬)      아프리카(김평육) 이스라엘(원동곤)   Call2All(서민정)  알라스카(장준호)
김희문/김경순
안경호/배지혜

권오승/박청아

윤승국/김지현
신종일/신정수

김성주/서유정
이정호B/진경화

유광림/현명은
심상호/심경숙

일본(박성근)       필리핀(배상호)    미얀마(장문익)       페루(박남은)          볼리비아(황보민) 
문태훈/변성연

권석원/김정연B

심호섭/심경선
전용동/이옥주

청년부

김복수/류정민

 캄보디아 (서길성)       잔지바(박현석)     네이티브아메리카   일본(고동욱/고사라)

* 알라스카 케이크섬의 장준호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500여 섬 주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차용화/차영주

홍은옥

홍형근/박현영
윤은성/신유경 

이근석/이재희

후원 단체 및 학교 : 월드미션프론티어 / TIMA  /  한동대학교 / M.O.M / 성천농아학교

*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한철 장로, 이진구 장로, 심경선 권사, 제이슨 정 선교사, 김정숙 권사

* 지원하는 선교사/선교단체와 연락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정되지 않은 홈은 선교부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