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119:65-72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30분
주일학교 (Online)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개월 - 16개월
17개월 - 40개월 오전 8시
41개월 - Kinder 오전 8시
1st - 4th
오전 9:30
5th - 7th
오후 2시
8th - 12th
오후 2시

새벽기도
(화~금)
어머니기도회
(목)
금요예배
(금)
AWANA
(금)
Youth 소그룹 (금)

오전 6:00
오전 10:00
오후 7:30
방학 중
오후 8:15

10월 4일

10월 11일

황위숙

윤승국

( 10/ 9) 정일형

( 10/ 16) 김성주

권석원 장로
십일조

$ 6,504.98

감사헌금

$ 330.00

주일헌금

$ 1,106.82

선교작정헌금

$ 246.80

부흥회

$ 440.00

지정선교

시119:65-72

$ 1,730.00
$ 10,358.60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10/4

돌이키면 삽니다
렘 29: 10-13

* 목요 어머니 기도회 진행중

* 자가대피 기간 중 예배 안내:
코비드 19사태로 Shelter-in-place(자가대피)기간 중에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Youtube(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시려면,
- 교회 홈페이지(onnurisj.org)에 들어가셔서 “예배안내”를 클릭하시거나
- 또는 Youtube에 들어가셔서 “OCSJ Media”를 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 코대위(코로나 방지 대책위원회) 소식:
- 홈모임 및 교육부 모임 진행관련하여,
- 기본원칙: 교회는 카운티 정부의 기본 Safety Guide를 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o 교육부,홈모임등 외부모임이 가능하나, 홈 및 교육부의 외부 모임 진행은
필요시 홈 목자 및 교육부 부서별 각 리더의, 판단 및 책임 가운데에 카운티
Safety Guide를 준수하며 진행 해주실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o 금주 카운티 정부의 새로운 Safety Guidance가 발표된 바, 홈 개강 시점에
맞추어 관련된 코비드19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성도들께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장철하 위원장(408-705-6922), 김윤민 서기(408-916-7607)
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보기도와 소그룹 모임: 9/24부터 12/10일까지(11/26 휴강)
- 소그룹: 오전 줌 그룹, 오후 줌 그룹, 카톡 그룹
o 하반기 모임은 큐티 나눔으로 진행됨
- 신청: 기존 회원- 상반기 그룹 리더에게, 신입회원- 부장 현명은 집사(408455-9391)나 차장 허지호 집사(408-784-8800)
- 코비드 19로 후반기 모임은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God’s Will Part 2
Colossians 1:9-10

God’s Will Part 2
Colossians 1:9-10

10월 2일

Lord of Sabbath 2
문태훈 집사

Mark: 2 23-28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 말씀을 사랑하며 삽시다 ..........................
시 19: 7-14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8장

* 온라인 예배시간 변경: 오늘부터
- 장년부 주일예배: 1부-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0분
- 유스/청년부: 오전 11:30
- 유/초등부: 오전 9:30
- 유아/유치부: 오전 8시부터 가능함
* 전교인 대상 오프라인 공청회(2차)
- 안건: 교회 이전건
- 내용: 교회이전 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
- 일시및 방법: 9월 27일 주일 오후 3:30 본 교회 본당에서
* 홈배정 발표, 마하나임과 홈모임 개강
- 하반기를 위한 홈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 마하나임 개강: 오늘 예배 직후 11:50부터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 이번 주일부터 홈 모임을 시작합니다. 한 달에 두번 꼭 모여주세요.

길광야/남소리

심호섭/심경선

* 교회 사무실 오픈 시간 변경 (이정호 간사 사무실 근무시간)
-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 주일: 오후 1시30분 부터 3시까지
- 오피스 방문이 필요한 교우님께서는 위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호 간사님은 10/4일까지 휴가입니다.

강영찬/강미선

이홍인/서선앵

오영환/오화련

* 온라인 새가족반(59기): 다음 주일(10/4)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허지호

김대종/홍유정

김윤민/이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