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표어: 주님!! 저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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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0일

설교노트

* 헌금은 가정에서 PayPal 또는 Zelle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 페이지 onnurisj.org 첫면 '온라인 헌금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특별지정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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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과 봉헌                       주의 은혜라
Hymn and Offerings                    

축도                                 김영련 목사
Benediction                                

*

*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4-9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송과 찬양
Hymn and Praise

기도
Prayer

축복송
Blessing  & Fellowship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성경 봉독
Scripture 

오늘의 말씀
Sermon

조명재 목사

1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박재연 권사

다같이

인도자

에베소서  2:4-9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김영련 목사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줍니다
느헤미야 8:1-12(8)

3/27 설교�:� 조명재� 목사

떠나는� 목사와� 교회와의� 관계�(노회의� 지침�)� 

Statement of Ethics for Depar�ng Pastors 

(From the MPT Manual of Bluewater Presbytery) 

When a pastor vacates a ministry in a church, it is important that he/she 

abide by these standards. A session may choose to read and/or publish 

as a statement to help covenant partners understand the expecta�ons of 

the outgoing pastor. Here is a suggested statement: 

When a pastor leaves a call, there are bonds of affec�on between the 

pastor and covenant partners of the congrega�on that con�nue to be 

cherished. Rela�ons of friendship con�nue, but the pastoral rela�onship 

does not. In order for the work of the congrega�on to prosper, when any 

pastor resigns from a pastorate, re�res from services, or becomes a 

pastor emeritus, that pastor should cease to perform pastoral func�ons 

at funerals, bap�sms, and weddings—unless invited to officiate in such a 

capacity by the new pastor or by the Moderator of the session. Ordinarily, 

the pastor will not par�cipate in the life and worship of the church he or 

she is leaving for at least one year. Therefore, the pastor is encouraged 

to find another worshipping community for spiritual nourishment during 

this period of �me. Individual members are asked not to place former 

pastors in the awkward posi�on of asking their “friend” to perform the 

du�es of a pastor. Instead, congregants are to work through the 

Moderator of session, transi�onal pastor, or new pastor. During this 

season of transi�on, the space offered gives both the congrega�on and 

the pastor �me to work through the grief that always exists in a pastoral 

transi�on. 



교회 일정

교역자 및 교우 동정

* 자가격리 기간 해제 후 예배안내:

  본당 대면예배를 100% 오픈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주일 예배에 오실 수 있습

  니다. 안전을 위하여 백신을 맞으시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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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사무실 오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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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오전 9:30 부터 오후 6:00

온누리 중보기도

온누리 소식

파송 및 후원 선교사와 후원 홈

유아부 기도제목
1. 유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배우고, 믿음
    안에 잘 양육될수 있도록
2. 유아부 가족들( 어린이, 부모님, 교사, 교역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3. 유아부의 부흥을 위해서

유치부 기도제목
1. 예배와 찬양에 은혜를 주셔서 대면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도록 
2. 부감님보내주시고, 현재 섬겨주시는 학부모교사들에게 주님주시는 지혜
    와 기쁨이 넘치도록  
3. 유치부 온가족 모두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유초등부 기도제목 
1. 사역팀(교사, 전도사)영육간 건강 주셔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 하도록 
2. 어린이들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여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도록 

중고등부 기도제목
1. 교육부 담당 목사님 청빙이 속히 완료되기를 
2. 빠르면 여름이나, 적어도 겨울 (12월 말)에는 Youth Retreat을 올해는 
    재개할 수 있도록
3. 중등부 부장님도 세워져서 고등부와 중등부가 균형있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4. 현재 유스 예배를 드리는 A-5 room 에 멀티 미디어가 제대로 셋업될 수
    있도록

월요 중보기도회

설교:  Sr. Pastor Dave

교육부 설교

설교: 최지은 전도사

설교제목: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어요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설교제목: Jesus will return

본문: Revelation 22:1-6

설교: 주양혜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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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선교사�/선교단체와� 연락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정되지� 않은� 홈은� 선교부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우성엽�)� � � � � � � �C국�(이은혜�)� � � � � � � � � �B국�(길광야�/남소리�)� �D국�(주바나바�/루디아�)� � � � � � �T국�(오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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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이정호�B�/진경화

김성주�/서유정

김윤민�/이은주

허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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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박남은�)� � � � � � � � � 필리핀�(배상호�)

글렌인�/인미옥

김문규�/권다님

조웅식�/김고은

김희문�/김경순
이진구�/박문자

정대현�/이인경

문태훈�/변성연 한문수�/강인정 강영찬�/강미선

윤은성�/신유경� 

윤승국�/김지현
이근석�/이재희

심호섭�/심경선
신규숙

신수민�/김가빈
홍형근�/박현영

* 3/20(주일) 세례 입교 교육 1

* 3/25(금) 사도행전7

* 3/26(토) 봄 대청소의 날

*  3/27(주일) 느헤미야 9/ 마하나임 3, 세례 입교 교육 2/ 김영련 목사님 은퇴식

* 3/30(수요일) 3월 정기당회

* 자세한 일정은 교회 홈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철하�/장수미

설교: 설용성 목사

[2022년 표어]

주님!! 저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느헤미야 1:4)

[산호세 온누리교회 27주년 교회창립주일]

지난 27년 동안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신실하게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영련 목사님 고별설교]

지난 20년 동안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섬겨 주신 김영련 목사

님과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김성아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찬양예배 현장예배 재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렸던 금요찬양예배를 4월 8일부터 현장에서 재개

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

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세례/입교 교육]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방법: 3/20, 3/27, 4/3 주일 오후3시, Zoom으로 

세례문답: 4/10, 오후 3시

신청 : 사무실, 또는 신규숙 집사(408-599-4283)

[교회 봄 대청소의 날]

유니온 교회와 함께 3월 26일 토요일 오전9시- 오후12시까지 봄 교회 대청소

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화 ~ 금, 오전 6:30

방법 : 온라인 스트리밍

교회가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Zoom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줌 링크는 교회 홈 

페이지(https://onnurisj.org/)에 있습니다.

주중 새벽기도회

�3월� �2�5일� �/� �7�:�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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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    .................................................................................................  김문규 집사

* 설교    ..........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  조명재  목사

                                       사도행전 5:17-32(7)

* 부고: 고 심호섭 장로님께서 지난 12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경선 권사님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관예배일정 : 3월 26일(토) 시간 향후 결정,  

                          장소 : Skylawn Memorial Park

 - 추모예배일정 : 4월 2일(토) 오후 5시, 교회 본당 

권사회 주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11시

장소 : 본당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제목: 사순절3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본문: 누가복음 5:17-26

설교:  Sr. Pastor Dave

설교제목: The Cross and Me

본문: Romans 8:1-17

[김영련 목사님 은퇴감사예배 및 은퇴식]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20년간 사역하시고 섬겨주신 김영련 목사님의 은퇴식에 

교인분들을 초대합니다. 은퇴식 이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 3월 27일 오후 5시

장소 : 교회 본당

[선교사님 산호세 방문 안내] 

- 고동욱/고사라 (일본): 3/23 - 3/28

- 주바나바/루디아 (DL): 3/24 - 3/30

설교제목: The Walk 

본문: Matthew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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