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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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간의 화합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  에베소서 4:1-6
How to Grow together through Racial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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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성경암송구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할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들의 땅을 고칠지라� � �(역대하� �7�:�1�4�)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2 Chronicles 7:14, NIV)

회복과 치유의 길
The way for Restoration and Healing

대하: 7:14

설교�:� 김영련� 목사

* 헌금은 본당 입구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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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Bollinger Rd., Cupertino, CA 95014

 

(* 일어서서)

*

1부 09:30 AM
2부 11:45 AM

*

*

정성만 목사   

1부/ 오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2부/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1부/ 문태훈 집사 2부/ 박수정 집사

2부/ 참소망/ 하늘노래성가대

온누리 뉴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함께

에베소서 4:1-6

인종간의 화합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 정성만 목사
How to Grow together through Racial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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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Hymn and Offerings                    

축도                                 정성만 목사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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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내 우한폐렴과 관련한 심각한 수준으로의 전개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예방차원의 행동 지침 권고사항을 알립니다.

숙지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실수 있도록 홈원들과 나누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1. 최근 한국 방문후 입국한 성도

 1)방문지역이 대구 경북인 경우 본인 및 동거 가족 2주 격리를 원칙으로 함

 2)방문지역이 대구 경북외의 경우 본인 및 동거 가족 1주 격리를 원칙으로 함

2. 동거 가족들 행동수칙

  1)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최소화함 (화장실 별도, 잠 별도..)

  2) 자가 격리 기간중 마스크 착용, 손 세정에 특별히 주의

  3) 자가 격리 기간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등 체크 및 조치

3. 한국지역에서 방문객을 받는 경우 (친지, 친척, 바이어등)

  1) 상기 권고사항대로 예외 없이 진행 요청

4. 기타 (참고사이트)

  1) https://www.cdc.gov/

  2) https://wuhanvirus.kr

산호세 온누리교회 당회에서는 많은 피해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행동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정하여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서 귀국하신 사모님과 담임목사님께서 솔선수범

의 차원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되었습니다. (2/25 ~3/3)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목사님 부재기간중에 정성만목사님께서 많은 일을 

감당하실때 지혜와 또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목사 및 당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