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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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과 치유의 길  에베소서 4:1-6
The Way for Restoration and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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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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요한복음 14:25-27

설교�:� 김영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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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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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09:30 AM
2부 11:45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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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련 목사   

1부/ 내 진정 사모하는(찬88장),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2부/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1부/ 홍형근 집사 2부/ 이근석 집사

2부/ 목마른 사슴/ 제니퍼 사모

온누리 뉴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함께

역대하 7:11-14

회복과 치유의 길/ 김영련 목사
The Way for Restoration and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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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Hymn and Offerings                    

축도                                 정성만 목사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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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관련
1. 예배안내: 주일1예배: 교회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2부 예배는 교회와 온라인으로 병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 혹은 Youtube에서 OCSJ media를 검색.
2. 예배 시 자리간격: 대책위원회에서 정해주는대로 접촉을 최소화
    하는 지점에 착석합니다.(전면 스크린의 좌석배치 파워포인트를 참조)
3. 예배안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최소 인원으로 줄입니다.
4. 새벽예배(화-금 오전 6시), 금요예배(오후 7시30분): 온라인 방송으로 
    참여합니다.
5. 안수집사회에서 2부 예배 전, 후에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자� 또는� 새신자
1. 한국, 중국 등지를 여행하셨거나 방문하신 분들은 2주간 격리원칙을 
   시행합니다.
2. 새신자들은 본당 왼쪽 뒷줄 2자리에 앉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부서별� 예배
1. 교육부 예배는 각 부서별로 가정예배  form을 지급합니다. 또는 
   온라인 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중 입니다. 각 부서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2. 각 부서는 11시 이전에 예배 설교 자료를 올릴 예정이며 부모님들은 
   자녀와 가정예배 후 온라인 성인예배를 참석합니다.

에녹회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히 고 위험군에 속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류희정 집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친교
  김밥은 판매합니다. 그러나 당분간 친교실 사용을 금합니다. 

각종� 모임
  목요어머니기도회를 비롯하여 모든 모임은 중단합니다.

현재 Level 2 경계 상태로 한시적으로 3월 말까지 적용 예정입니다.
CDC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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