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세례/유아세례/입교식은 5월 10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온누리 소식
이 달의 주제: 회개와 겸손(Repentance and Humility),
주제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할 길에서 떠나 스스로

* 3월 15일 주일에 개강하려던 59기 새가족반과 2020 제자훈련반은 가을로

교육부 예배
설교제목: Jesus walking on Water
본문: Mark 6:45-56

설교: 정성만 목사

설교제목: Jesus Walking on Water
본문: Mark 6:45-56

설교: 정성만 목사

연기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1.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회는 대응단계를
2.5로 정하고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 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예배:

* 3월 21, 28에 예정되었던 유스와 청년들을 위한 직업 소개 세미나가 가을로
연기되었습니다.

* 새벽기도회 안내:

행합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

* 산호세 라이온스 클럽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 금요예배: 본당에서 드리고 각 가정에 송출합니다.
- 새벽기도회: 주중 화-금 4일간 새벽 6시에 방송으로 송출합니다.

신청마감: 2020년 4월 20일

요 17: 15-19
설교: 주양혜 전도사

설교제목: 사순절4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본문: 마가복음 10:52
설교: 설용성 목사

* 2020년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라는 주제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지역,해외 선교영역 소식
1. 선교사님 방문

6191 Bollinger Rd., Cupertino, CA 95014
b. PayPal구좌를 만들어 송금합니다.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다음 주일(22일) 2부 예배시 원두우 선교사님께서 선교보고를 해주십니다.

To: Onnuri Church of San Jose
(Attn: Finance Department)

*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1 기도와 특별 새벽기도
2. 2020년 단기선교 업데이트

(화-금 아침 6시, 온나링)에 교우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2020년 단기선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려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산호세온누리교회는 선교지와 선교사역에 물질로 더욱 후
원하고 선교사님을 격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3.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움 가
운데서도 사역지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기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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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송선교사: C국/이스라엘(우성엽/우미나), 키프러스(이은혜),
몽골(길요한/남소리), DL, 도미니카(김호근/김정숙), 터키(오세훈)

이근석/이재희
정돈희/윤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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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은행에서 계좌 이체로 헌금 합니다.
d. 자세한 설명은 홈 페이지 첫 화면에 있습니다. (www.onnuri.org)

3/26(목) 정기당회

온누리 중보기도

* 성경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맛보아 알며 영적으로 더욱

a. 우편으로 헌금체크를 작성하여 교회로 보냅니다.

교회 일정

합격자 발표: 2020년 5월 15일, 개별 통보

- 교회 홈 페이지 주소: www.onnurisj.org 혹은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검

2. 헌금 안내:

* 설교 ..................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 김영련 목사

신청방법: www.pioneerlionsclub.org에서 장학금(scholarship)페이지 선택

문의: 4pioneerscholarship@gmail.com

색하시면 홈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설교: 이준희 전도사

습니다.

b. 유스와 청년부는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c.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각 가정에 송출합니다.

설교제목: 예수님의 어린시절
본문: 마태복음2장; 누가복음 2장

* 찬양 ....................................................................................................... 다같이
* 기도 ........................................................................................ .... 이정호B 집사

새벽기도 방송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진

랍니다. 교회 홈페이지(www.onnurisj.org)에 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
a. 장년부: 2부예배만 본당에서 드리고 각 가정에 유튜브로 송출합니다.

설교제목: Ezekiel told about a future hope
본문: Ezekiel 11:19

3월 27일 / 7: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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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우: 도한철 장로, 홍정순 집사, 이진구 장로, 심경선 권사

차용화/차영주

홍은옥

홍형근/박현영
윤은성/신유경 

후원 단체 및 학교 : 월드미션프론티어 / TIMA  /  한동대학교 / M.O.M / 성천농아학교
* 지원하는 선교사/선교단체와 연락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정되지 않은 홈은 선교부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