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표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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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노트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 1: 2-9

8/22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이사야 1: 12-20

설교�:� 김영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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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858 University Ave., Los Altos, CA 94024

 

(* 일어서서)

*

*

김영련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김성주 집사

다같이

인도자

이사야 1: 2-9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 / 김영련 목사

찬송과 봉헌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Hymn and Offerings                    

축도                                 김영련 목사
Benediction                                

지난 주일 헌금

교회를 섬기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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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련

주양혜

설용성

이정호

담임목사�(�S�e�n�i�o�r� �P�a�s�t�o�r�)

유치부� 담당� 전도사

유아부� 담당� 목사

사무행정� 간사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송과 찬양
Hymn and Praise

기도
Prayer

교회소식
Announcements

축복송
Blessing  & Fellowship

성경 봉독
Scripture 

오늘의 말씀
Sermon

*

장년� 주일

장년� 주일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대표기도

친교봉사

예배안내

� � � 금요� 기도

예배봉사

예배안내

예배봉사

�8월� �2�9일

�1�/�2부

� � � � 
오화련

�N�/�A

�N�/�A

�(�9�/�3�)� 김고은

�8월� �2�2일

�1�/�2부

� � � � 
권석원

�N�/�A

�N�/�A

�(�8�/�2�7�)� 권다님

1부: 10:00 AM / 2부 : 11:45 AM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작정헌금

지정선교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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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 � �9�:�3�0

오전� � � �1�1�:�4�5

오후� � � � �7�:�3�0

�A�-�5�,� 한어예배

본당�,� 한어예배

�O�n�l�i�n�e� �Y�o�u�T�u�b�e

�O�n�l�i�n�e� � �Z�o�o�m

�L�a�n�d�e�l�s� �R�o�o�m

�O�n�l�i�n�e� �Y�o�u�T�u�b�e

�A�-�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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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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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아가방

�1부

�2부

금요

화�~금

주일

금요

주일

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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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중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

�-

�-

�-

�-

�-

�9�t�h

�6�t�h

�1�s�t

�4�1개월

�1�7개월

�1개월

�1�2�t�h

�8�t�h

�5�t�h

�K�i�n�d�e�r

�4�0개월

�1�6개월

대학청년부

*

주제말씀:“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7월이 지나고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달의 주제는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번달

에는 ‘참된 신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도 그렇고(참기름!) 사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 7: 27)

  우리는 사도바울의 서신서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쇄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이사야 64: 6)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선의 기준에서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습

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 1-2)

 여기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

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대로 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8월 한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 김영련.

�8월의� 주제�:� 참된� 신앙�(�T�h�e� �t�r�u�e� �f�a�i�t�h�)
표어�:� 참된� 신앙인이� 되자�!

인도 :김영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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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일정

교역자 및 교우 동정

* 자가격리 기간 해제 후 예배안내:

  7월 18일 주일부터 본당 대면예배를 100% 오픈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주일 

 예배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백신을 맞으시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병행합니다.

 - 금요예배는 온라인 유튜브로 드립니다.

 -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줌(Zoom)으로 실시간 진행합니다(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아침 6:30 시작, )

   - 교회 홈페이지(onnurisj.org)에 들어가셔서 “예배안내”를 클릭하시거나

   - 또는 Youtube에 들어가셔서 “OCSJ Media”를 치시고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 중 사무실 오픈 시간(이정호 간사 근무)

 -  화,수,목,금 오전 9:30시-오후 5:00(점심시간:1200-12:30), 

 - 주일오전 9:30 부터 오후 6:00

온누리 중보기도

교회 예배당과 캠퍼스 안의 모든 부속실(교실, 친교실, 주방 등)을 

이용 후, 마지막 사용자는 소등점검, 청소상태, 분실물 및 문단속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시설사용 안내

온누리 소식

파송 및 후원 선교사와 후원 홈

8월 주제: 참된 신앙(True Faith)/ 표어: 참된 신앙인이 되자!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 21)

* 8/15 주일예배 1, 2부

* 8/17 (화) 저녁 홈 사역부 회의

* 8/17-20 (화-금) 온라인 새벽기도회(오전 6:30)

* 8/22 (일) 저녁 8시 성가대 임원회

* 8/25 (수) 저녁 7:30 정기당회

* 자세한 일정은 교회 홈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석찬 집사의 외조모 이기원 권사님께서 지난 주 목요일(8/5일) 아리조나 피

닉스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일본�(박성근�)� � � � � � � 볼리비아�(황보민�)� � � � � � 캄보디아� �(서길성�)� � � � � � 잔지바�(박현석�)� � � � � 네이티브아메리카

�*� 지원하는� 선교사�/선교단체와� 연락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정되지� 않은� 홈은� 선교부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우성엽�)� � � � � � � �C국�(이은혜�)� � � � � � �B국�(길광야�/남소리�)� � � �D국�(주바나바�)� � � � � � �T국�(오세준�)� 

월드미션프론티어� �/� �T�I�M�A� � �/� � 한동대학교� �/� �M�.�O�.�M� �/� 성천농아학교후원� 단체� 및� 학교� �:

박재연

김성주�/서유정

차용화�/차영주김윤민�/이은주 허지호

일본�(고동욱�/고사라�)� � 아프리카�(김평육�)� 이스라엘�(원동곤�)� � � �C�a�l�l�2�A�l�l�(서민정�)� � 알라스카�(장준호�)

�I�M�(박빌레몬�)� � � � � � � � 미얀마�(장문익�)� � � � � � � � � 페루�(박남은�)� � � � � � � � � 필리핀�(배상호�)

김대종�/홍유정
오영환�/오화련
현민�/김소현

김문규�/권다님

조웅식�/김고은

문태훈�/변성연

�T�B�D

김희문�/김경순
정대현�/이인경

권오승�/박청아 �T�B�D
강영찬�/강미선
심상호�/심경숙

홍형근�/박현영
윤은성�/신유경� 

이근석�/이재희

* 2021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라는 주제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COVID-19 백신이 안전하게 보급되고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되어 팬데믹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빨리 해소되도록.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정치를 잘 해서 더욱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오도록, 총기사고도 없어지고 타 인종에 대한 
  혐오감정이 사라지도록

*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모든 국민이 주님을 믿고 경외하여 복 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이 특히 이 팬데믹 기간중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
  시고 사역을 인도하옵소서

*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을 위하여: 도한철 장로, 이진구 장로, 김정숙 권사, 
  심경선 권사, 제이슨정 선교사, 박남은 선교사, 주온숙(주양혜전도사 모친), 
  길요한 선교사(폐의 손상 회복)

* 본당 대면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온라인 예배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 유니온 교회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서로 협력
   하여 이 지역과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 3대 담임목사와 교육목사(유스,  청년부, 교육부 총괄 담당), 유초등부 교역자 
  청빙을 위하여

�8월� �2�0일� �/� �7�:�3�0�p�m

* 찬양    .......................................................................................................   다같이

* 기도    ...............................................................................................  권다님 집사

* 설교    ...............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생기는 일   ..............  김영련 목사

                                           시편 14: 1-7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래의 4가지 방식을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1. 헌금 체크를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새 주소: 858 University Ave. Los Altos, CA 94024

2. Paypal로 헌금하기

3. Zelle로 헌금하기

4.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 헌금 방식별 자세한 헌금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https://onnurisj.org/)의

"온라인 헌금 /우편 헌금 안내"를 참고하세요.

심호섭�/심경선

* 지난 주일 부터 오전 10시 교육부 교사들과 이른예배를 원하시는 교우들을 

  위해 한어 1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2층 A-5입니다.

* 교회 열쇠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 이정호 간사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교회 시설 사용에관한 문의는 이정호 간사나 담임목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에녹회 차량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라이드가 필요하신 에녹회원께서는 

김윤년 집사님(650-283-5594)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시설사용요청’ 양식이 홈페이지에 준비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사역과 양육탭→ 온라인 행정실→ 교회시설사용요청

* 매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30 온라인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민�/김가빈이정호�B�/진경화당신의 이야기에 마음과 귀를 열어 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은 ocsjcounseling@gmail.com 로 해주세요. 

상담사역부(로뎀나무)

상담 신청 안내

“Online YouTube”

설교:  Lt. Harry Kim

설교제목:  Wise and Foolish Builder

본문: Judges 6:7-16 NIV 

설교:  Lt. Harry Kim

설교제목: Wise and Foolish Builder

본문: Judges 6:7-16 NIV 

교육부 설교

설교제목: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본문: 출애굽기 13-15장 

설교: 김윤민 교사

헌금 방법 안내

설교제목: 믿음의 방어

본문: 유다서

설교제목: Jesus gives new life to people who trust in Him

본문: Colossians 3:1-17

설교: 주양혜 전도사

설교: 설용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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