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일정

멕시코(박성근)     필리핀(배상호)    미얀마(장문익)      페루(박남은)         볼리비아(황보민) 

* 지원하는 선교사/선교단체와 연락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정되지 않은 홈은 선교부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우성엽)     키프러스(이은혜)    몽골(길요한)              DL          도미니카(김호근)

파송 및 후원 선교사와 후원 홈

TIMA  /  한동대학교 / M.O.M / 성천농아학교후원 단체 및 학교 :

박재연
정일형/김선영

권석원/김정연B

김해옥
윤완석/박수정A 

EM

청년부
김기헌/김동순

김용배B/장명심 

터키(오세준)       내몽골(박대훈)   아프리카(김평육) 이스라엘(원동곤)   Call2All(서민정) 

심호섭/심경선
전용동/이옥주

 캄보디아 (서길성)         잔지바(박현석)                   

김성주/서유정
EM

청년부

유기혁/석영숙 
이진구/박문자
홍형근/박현영 

김길순
김영민/박은아

김진호A/김신영  
오영환/오화련

이현정
정돈희/윤민희
이근석/이재희

유광림/현명은
권승도

김복수/류정민

교역자 및 교우 동정

온누리 중보기도

지역,해외 선교위원회 소식

임사무엘/장인애

김희문/김경순          허지호          윤승국/김지현    

설교제목: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본문: 누가복음 2:1-20

설교: 권새희 교사

설교: 이준희 전도사

설교제목: 청년 포텐셜(3)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본문: 히브리서 2:5-9

* 산호세온누리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실리콘벨리에서부터 온세상 끝까지 흘려보내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 새해의 목회계획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통해 준비되고 계획되어 

더욱 풍성한 열매맺게 하옵소서.

* 산호세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그 사랑을 더욱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목양영역) 분주하고 바쁜 연말을 보내는 각 홈들을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이루게 하소서! 새해에는 교회의 영적부흥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홈이 더욱 활성화 되고 더 나아가 실리콘벨리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내려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게 하소서.

* 파송선교사: C국/이스라엘(우성엽/우미나), 키프러스(이은혜), 

             몽골(길요한/남소리), DL, 도미니카(김호근/김정숙), 터키(오세훈)

* 환우: 김진희 권사, 도한철 장로, 심경선 권사, 심호섭 장로, 유재연 권사,

            탁명순 권사, Mary Intoree(EM), 권승도 장로, 이순식 권사

설교: 이준희 전도사

설교제목: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본문: 누가복음 2:1-20

설교: 주양혜 전도사

* The Refuge 홈리스 봉사

 The Refuge 홈리스 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2/30, 토, 4:50pm, 

Murphy Park, Sunnyvale)

 

* 봉사의 예배: 웨스트 밸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Service Worship이 12/31

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8:30am. 간단한 아침(팬

케익), 봉사시작 9:15am 부터)

* 구제헌금 안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 불로 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피해자를 돕기원하시는 교우님께서는 "산불피해자헌금"이라고 봉투나 

혹은 체크에 쓰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선교/봉사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선교안내

란초 산타 마르타 단기선교(2월 17일에서 24일까지, 봄방학 기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여행은 멕시코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육부 예배온누리 소식

교회사무실휴무

송구영신예배

신년 특별새벽기도

신년주일 성찬식

금요큐티학교 1(총4주간)

직분자 임명식 

  "예배 10분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마음과 귀를 열어 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은 ocsjcounseling@gmail.com 로 해주세요. 
상담사역부(로뎀나무)

상담 신청 안내

* 귀국:  그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홍현영 성도 가정이 12월 26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7-29(수-금)

12/31(주일)

1/2-5(화-금)

1/7(주일)

1/12(금) 

1/14(주일)

설교제목: And they were amazed

본문: Luke 2:8-18

설교제목: Jesus and You

본문: Luke 2:1-20

* 새가족 환영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 새가족 부원의 안내를 따라 Room 8에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선교헌금 작정 안내
선교헌금 작정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선교 작정서를 제출 하지 못하신 분들은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작정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 12월 10일 ~ 12월 31일
방법 : 선교헌금 작정서를 기재하신 후에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문의 : 고동욱 장로, 이근석 집사

* 홈별 후원 선교사님께 성탄 카드 및 선물 전달 안내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각 홈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성탄 메세지와 선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께 많은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오늘 저녁 7시에는 웨스트 밸리 교회와 온누리 교회가 함께 하는 
성탄절 전야 촛불예배가 있습니다. 

* 송구영신예배: 다음 주일 (12월 31일) 저녁 10:30에는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새로운 해를 
대망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신년새벽기도회: 2018년 첫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1월 2일~5일)에는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45)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새 해를 기도
와 말씀으로 여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공동의회: 내년 1월 21일 주일에는 2018년 예산 등을 확정하는 공동
의회가 있습니다.

* 2018년 Calendar 수령 안내
2018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홈목자께서는 일괄수령하여 각 홈원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사무실)

* 유스 겨울수련회 안내
– 날짜: 12/28 (목) - 12/31 (일)
– 장소: Mt. Hermo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37 Conference Dr., Mt Hermon CA 95041)
– Theme: Kingdom Vision (Matthew 6:10)

설교: 이규한 목사

설교: 유진영 목사

설교제목: Jesus and You

본문: Luke 2:1-20

이번 주 금요찬양예배(12/29)는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Merry Christm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