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 소식

  "예배 10분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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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길요한)            DL          도미니카(김호근)

파송 및 후원 선교사와 후원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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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연
정일형/김선영

권석원/김정연B

박준현/박세라

차영주

청년부
김기헌/김동순

김용배/장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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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호섭/심경선
전용동/이옥주

 캄보디아 (서길성)         잔지바(박현석)                   

유기혁/석영숙
청년부

이진구/박문자
홍형근/박현영 

김길순
김진호A/김신영  
오영환/오화련

이현정
정돈희/윤민희
이근석/이재희

유광림/현명은
유희정

김복수/류정민

윤완석/박수정
신수민/김가빈
고명준/고광희

김희문/김경순

  

교회 일정

6월 22일 / 7:30pm 예배봉사: 오영환 홈

* 찬양    ......................................................................................................   다같이

* 기도    ..............................................................................................  오영환 집사

* 설교   ................  구약책별공부 17강_사무엘하 1  ................  김영련 목사

* 전체기도 및 개인기도  ..........................................................................  다같이

온누리 중보기도

설교제목: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됨

본문: 행 27:13-44; 28:11-16

설교: 황선연 전도사

설교: 이준희 전도사

설교제목: 차고 넘치는 공동체(3)

본문: 사도행전 2:42-47

* 산호세온누리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실리콘벨리에서부터 온세상 끝까지 흘려보내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 (목양영역) 차기 홈사역을 위한 준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홈사역을 통해

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

기를 원합니다.

 

* (양육영역) 교회의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축복하시고, 하반기 양육사역을 

통해서 더욱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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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명순 권사, 

이순식 권사, 황선연 전도사, 최향자 집사

설교: 이준희 전도사

설교: 주양혜 전도사

교육부 예배

설교제목:  Children of God

본문:  Romans 8:12-39

설교: 이규한 목사

설교제목:  Children of God

본문:  Romans 8:12-39

지역,해외 선교영역 소식

교역자 및 교우 동정

* 귀국: 이은혜 선교사(키프러스)께서 6월 18일 (월)에 사역지로 귀임하십니

다. 사역과 건강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 구정희자매가 직장관계로 LA로 이주합니다

설교제목: On His Throne

본문: 2 Samuel 3:8-21 설교: Kimberly Go

허지호
권오승/박청아

윤승국/김지현

* 새가족 환영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 새가족 부원의 안내를 따라 Room 8에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 전교인 성경통독 

2018년도 전교인 성경통독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표는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 정기당회 

6월 정기 당회가 6월 24일 오후 4시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 오늘은 아버지 주일 (Father’s Day)로 지킵니다.

대학청년부에서 아버지들을 위해 꽃을 준비했습니다. 1부 및 2부 예배 후

성전문 앞에서 달아드립니다. 많은 격려와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 네이티브 아메리카 단기선교

피라미드 레이크 네이티브 아메리카 단기선교가 산호세 지역 6개 교회의 

연합사역으로 6월 18일에서 22일(월-금)까지 있습니다. 

선교팀장: 유광림, 팀원: 6개 교회 총 35명 중 (온누리 교회 20명 참여)

* 교육부 학제 개편

교육부에서 학부모들께 학제 개편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첨부된 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요저녁 구약 책별공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책별 성경공부"는 사무엘하 1 입니다. 

지난 교재와 바인더는 안내데스크 또는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목자회의

전체 목자회의가 6월 24일 오후 2시, 11번 방에서 열립니다. 목자/부목자

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점심식사 

이번주부터 2부 예배후 식사는 식권(쿠폰)을 사용합니다.

- 식권(쿠폰)은 식사 구매시 배식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권(쿠폰)을 다량으로 미리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편리 합니다.

- 식권(쿠폰) 가격은 $2.0 입니다.

설교제목: 엘리사와 어린소년

본문: 열왕기하 4:8-37

6월 성경암송구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ows from it.." 
(Proverbs 4:23)

* Refuge 홈리스 봉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홈리스 봉사하는 날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정일형 장로(408-355-0768)

* 여름캠프

2018년 대학청년부 여름캠프가 열립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6월 29(금)~7월 1일(일), 2박 3일

장소: Lake Tahoe UMC & Retreat Center

* 교회건물사용안내

교회 예배당과 캠퍼스 안의 모든 부속실 (교실, 친교실, 주방 등)과 옥외

공간(마당 및 놀이터)을 이용 후, 마지막 사용자는 소등점검, 청소상태, 

분실물 및 문단속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일)                      Father’s Day, 황대표 재파송, 

                        네이티브 아메리카 팀 파송식

6/18-22(월-금)         피라미드 레이크 네이티브 아메리칸 단기선교

6/24(일)                     교육부 졸업식, 6월 정기 당회(4시)

6/29-7/1 (금-일)      청년부 여름캠프

7/1(일)                        교육부 진급 주일, 성찬식

전체 목자 회의

일시�:� �6월� �2�4일� 오후� �2시

장소�:� �1�1번� 방

�*�*� 한� 학기동안� 수고하신� 목자�,� 부목자님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