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클 랜 드한 인 연 합 감 리교 회 안 내            www.newokumc.org

■�2020년�표어와�목표�■

���표어:�은혜와�진리가�충만한�교회��/��목표:�한�사람이�한�사람�전도하기

■�2020년�기도제목과�성구�■

���“한사람이�한사람�전도하여�성전의�빈자리를�채우게�하소서!”

����“말씀이�육신이�되어�우리�가운데�거하시매�우리가�그의�영광을�보니�
아버지의�독생자의�영광이요�은혜와�진리가�충만하더라”�(요한�1:14)�

■�신앙생활의�핵심가치�■

���1.�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2.�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3.�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4.�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5.�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6.�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한�세기를�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입니다.� 역사적� 숨결과�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은�
오클랜드교회는�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오클랜드 한국학교 www.theokschool.com�가을봄학기� 8/22~11/21� 온라인수업

예배 및 모임안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모� � 임 시� 간� 장� 소 오클랜드� 주일학교� Sunday� School

주일영상예배 오전� 10시� 유투브� 라이브예배 어린이주일예배
주일� 오후2시

ZOOM� 영상예배
유쓰주일예배

매일영상예배
화~토� 오전� 4시30분� 이후

유투브� 영상예배 어린이,유쓰� 성경공부�

청년대학부모임 주일� 오후2시� ZOOM주일아침말씀방 -

오클랜드� 한국학교 주중� ZOOM� 수업주일중보기도모임 -

주중말씀방 (3~4월� /� 8주간� 과정) - -

  

주 일 라 이 브 영 상 예 배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오전 10시 인도 정현섭 목사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장세원 전도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다같이 사도신경

찬       송 Hymn 589장(통308)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회 중 기 도 Prayer 오금희 장로

특 별 찬 양 Special Music 남성4중창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성 경 봉 독 Bible Reading 인도자 마태복음 25:14~21

설       교 Sermon 정현섭 목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령의 열매 #7) 

새가족 환영과 알림 Welcome & Announcement 

봉헌 및 찬송 Offering & Hymn 333장(통381) “충성하라 죽도록”

축       도 Benediction 담임목사

✜ 이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현섭 Hyun� Sup� Jung�

(916)276-6923� hsjungusa@hotmail.com

전도사:� 양주섭(음악)� � � �

� � 장세원(청년/행정)� 민예인(교육EM)

반주:� 황경숙(오르간)� 한선욱(피아노)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th S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 www.newokumc.org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매/일/영/상/예/배] 화~토 4:30am 이후 가정에서 

예레미야서� 묵상 /� 화:� 장세원� 전도사,� 민예인� 전도사� /� 수~토:� 정현섭� 목사

11월 예배섬김이                    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주일 주일예배� 회중기도 수요찬양예배 매일영상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1 담임목사

-

새벽� 4시반� 이후

원하시는� 시간에�

각� 가정에서

(화~토요일)

8 장세원� 전도사

15 오금희� 장로

22 추수감사주일

29 박희승� 권사

[회중기도� 변경요청이나� 불가피한� 상황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주중매일 영상예배 조회현황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영상예배 173회 매일영상예배(화~토) 64/78/83/68/58회

연회에� 예배참여�인원을�보고할� 때� 온라인예배� 참석인원도� 보고하게� 됩니다.�그래서�
당분간� 참여인원을� 유투브�영상예배� 조회수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14/10pm)

향기로운 봉헌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11월 1~7일 / 합계: $25,264.00]

[십일조] 권헌일 김국희 김윤자 박희승 배현희 양주섭 오금희 윤진자 장세원 정지현 조길호 

조종애 한선욱 현순정    [지정헌금] 권헌일(한국학교) 배현희(파라과이) 오금희(파라과이) 

[감사헌금] 권헌일 김국희(추수감사) 박희승 손동준 손옥순 엄미 장유익/정규 정현섭 

[월정/주정/주일헌금] 강일성 권헌일 김국희 김순찬 김우정 김태원 무명 박희승

  배현희 윤경섭 이덕실 이선희 이종혁/연진 이학주 이향미 장세원 정기호 

  정신애 정정수 정현섭 주영옥 최금열 한상현 홍승일   [속회선교헌금] 강일성 

[11월 8~14일 / 합계: $2,236.00]

[십일조] 손수락 임은자 정신애 정현섭 조재각 

[감사헌금 ] 윤숙자 조종애 한연우   [속회선교헌금] 조종애 

[월정/주정/주일헌금] 김우정 김정미 무명 소성희 정기호 정신애 정현섭 한덕순 한연우 

[기쁨의 언덕으로]

매일성경통독과 묵상

11월: 예레미야

11/16(월)� 예레미야� 43장 11/17(화)� 예레미야� 44-45장

11/18(수)� 예레미야� 46-47장 11/19(목)� 예레미야� 48장

11/20(금)� 예레미야� 49장 11/21(토)� 예레미야� 50장

[선교부/속회/선교회 후원] Cal-Nev� Annual� Conference� /�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총회�

/� Cal-Nev� AC� 한인연합감리교회협의회� /� 엠마오영성훈련(KWE)� /� 느헤미야� 운동본

부� /� 얼바인� 드림교회(PIM자매교회)� / 쿠퍼티노� 예수사랑교회� /� 나눔의� 동산(한국)�

/� 기아대책본부� 미주본부� /� 파라과이� 선교지� /� 러시아� 선교지

Welcome
오클랜드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 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교우

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

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이름으로�환영합니다!�

신 앙 생 활 안 내 / 2020년 11월 15일         진정한 동역은 참여입니다

1. 환영: 오늘도 영상예배를 위하여 제단과 가정에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영상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가정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주일 라이브 영상예배: 예배시간 오전 10시 / 가능하면 동시에 온 
교우들이 오전 10시 같은 시간에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3. 대면예배 재개 안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11월에도 가정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예배를 위한 준비는 계속되며, 필요에 따라 
준비상황 및 공지사항을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4.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11월 22일 지킵니다. 한 해 은혜로 인도하신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여 추수감사예물을 드리며, 감사절 강
단 장식에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 교인총회(Zoom): 12월 1일 화요일 오후7시 인도: 스테이시 
감리사 / 11월25일까지 부서별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교인총회 위원회 모임(ZOOM): 재단관리모임 지난 모임으로 대신 / 
은사계발 11월22일 주일 오후2시 / 재정 11월22일 주일 오후 3시 / 
임원회 11월29일 주일 오후 2시 

7. 남선교회 주관 줌 세미나(회장 김우정 권사): “코로나19와 우리들의 
믿음생활” 강사: 이성호 목사님(콩코드UMC) 12월 6일 주일 오후7시 

8. 신앙도서 안내: 교회 로비에 비치된 신앙의 양서들을 많이 빌려 가셔서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우정 권사  

9. 추수감사절맞이 영상찬양대: 찬양영상 녹화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참고, 문의: 양주섭 전도사 

10. 한국학교(교장 한선욱 권사): 온라인 학기 / 오는 토요일(21일) 종강 

11. 매일영상예배: 화요일~토요일 오전 4시30분 open 

12. 온라인 영상예배 연결안내: ① 카톡으로 제공되는 링크로 접속 ② 교회 
홈페이지(newokumc.org) ③ youtube.com에서 okumc 검색  

13. 교우소식: 건강을 위한 기도부탁 : 곽수쟌 자매님, 이복원 권사님, 
최정연 권사님, 박상근 권사님, 권경희 권사님, 강비비안 권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