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키면 삽니다

렘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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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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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윤승국

이재희

( 10/ 16) 김성주

( 10/ 23) 류정민

황위숙 권사
십일조

$ 10,187.61

감사헌금

$ 778.25

주일헌금

$ 1,512.71

선교작정헌금

$ 1,000.00

개인지정

렘 29: 10- 14

$ 300.00
$ 13,778.57

돌이키면 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273장)

10/11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눅 15: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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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이전추진위원회 발족
a. 위원장: 권석원 장로(총괄 진행)
b. 서기: 이근석 집사(회의록 등)
c. 위원: 장철하장로(행정), 유광림 장로(홈사역), 김복수 장로(재정), 정일형
장로(의사소통지원), 권오승 장로(친교), 박재연 권사(권사회),
윤완석집사(안수집사회), 정돈희집사(교육부), 고명준집사(예배부),
김대종집사(미디어부), 박수정집사(행정, 법적문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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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rath of God.
Romans 1:18-32

The wrath of God.
Romans 1:18-32

10월 9일

Lord of Sabbath 2

정일형 장로

Mark: 2 23-28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
잠 8: 17,34-36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9

* 10월중 온라인 친교:
a. 금주 2부 예배후 11:50부터 홈 별로 목자들이 홈원들을 Zoom으로 초청
하여 합니다.
b. 다음 친교: 10/18일 주일 예배 후 11:50부터
* 온라인 마하나임2: 다음 주(10/11) 주일예배 후 11:50부터
* 온라인 새가족반(59기) 개강
a. 목적; 온누리 교회 교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
b. 일정: 10/4일부터 11/8일까지(총 6주) 주일 오후 3시, 온라인(Zoom)으로
c. 문의 및 신청: 유기혁 집사(408-688-6726),
안혜진 집사(650-210-6902)에게
* 온라인 아버지학교 1기안내:
a. 일정: 10/19(월), 1023(금), 10/26(월), 11/2(금),
11/9(월) 저녁 7:30-9:30, 총 5회
b. 등록 문의: 권석원 장로(408-655-5179)

길광야/남소리

심호섭/심경선

강영찬/강미선

이홍인/서선앵

* 대표기도자 안내:
a. 10/9(금): 정일형 장로
b. 10/11(일): 윤승국 집사
c. 10/16(금) 김성주 집사
d. 10/18(일) 이재희 집사
* 온라인 예배시간 변경(9/27/20 부터)
- 장년부 주일예배: 1부-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0분
- 유스/청년부: 오전 11:30
- 유/초등부: 오전 9:30
- 유아/유치부: 오전 8시부터 가능함

오영환/오화련

허지호

김대종/홍유정

김윤민/이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