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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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중보기도

설교제목: 바울이 준 소망

본문: 살전 4:13-5:11

설교: 박세라 교사

설교: 이준희 전도사

설교제목: G&P (5)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본문: 시139:7-8, 욘1:17-2:10

* 산호세온누리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실리콘벨리에서부터 온세상 끝까지 흘려보내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 2018년의 목회계획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실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 (영적 무장) 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더욱 강하게 무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영적 군

사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 (교육부 사역자 청빙) 자라나는 2세들을 주의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실 귀

한 종이 청빙되도록 친히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차세대

 인재들이 배출되는 능력있는 사역을 허락하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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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민 교사

교육부 예배

설교제목: A Cheerful Giver

본문:   2 Corinthian 8:1-15

설교: 이규한 목사

지역,해외 선교영역 소식

교역자 및 교우 동정

* 안식월: 김영련 담임목사 안식월 (7/17 화 -8/16 목)

* 휴가: 주양혜 전도사 휴가 (7/13-15, 금-일)

* 출산: 김용배/장명심 홈의 채대석/박초롱 성도 가정에 지난 토요일(7/7) 

딸 “로희”(Janice Rohee Chae)를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제목: Sin and Justice

본문: 2 Samuel 12:1-14 설교: 고동욱 장로

허지호
권오승/박청아

윤승국/김지현

설교제목: 땅과 물과 식물을 주셨어요.

본문: 창세기 1:6-12

* Refuge 홈리스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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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7/28(토) 4:50pm

- 장소 : Murphy Park (194 N Sunnyvale Ave, Sunnyvale, CA)

문의: 정일형 장로(408-355-0768)

* 금요예배 아가방 (11번방) 운영

금요예배를 위한 아가방 (11번방)이 운영됩니다. 아가들과 함께 예배드

리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온누리 청소년 국악찬양팀 '다음누리' 신입단원 모집

- 모집 분야 및 연령: 부채/장구팀 - 8세 이상, 북팀 - 9세 이상

- 모집 대상: 우리 전통타악과 춤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온누리 교회 남녀 청소년 누구나 환영합니다.

- 문의: 정원숙 집사 

* 차세대 교육 청소년 문화사역부 동역자 모집

우리의 춤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세대의 귀한그릇이 될 2세들을 

가르칠 다음누리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협력하여 열방을 향한 선교와 전도의 

꿈을 키우며 은사를 나누길 원하시는 온누리 교인 누구나 환영합니다.

- 문의: 정원숙 집사

7/15, 일           7월 정기 당회

7/17, 화           김영련 담임목사 안식월(-8/16, 목)

7/19, 목           교회 캠퍼스 대청소 기간(-7/21,토)

8/3,  금            서길성 선교사 선교보고

8/5, 일             성찬식

8/17, 금           네이티브 아메리카 단기선교보고/ 오영금 선교사 선교보고

금주의 성경읽기 안내

* 7/16 ~ 7/18, 월-수,  에스겔40~48장, 29:17~21, 30:1~19/ 열왕기하 25:27~30

                            예레미야 52:31~34/ 이사야 13~14:23

* 7/19 ~ 7/21, 목-토,  이사야 21장, 33~35장/ 다니엘 5장/ 이사야40~48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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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당회
오늘 오후 2시 11번 방에서 7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 담임목사 안식월
김영련 담임목사께서 7월 17일(화)부터 8월 16(목)까지 안식월을 보내
십니다.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임부목사(교육부) 및 유아부 전도사 청빙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하실 교육부 전담 부목사 및 유

아부 전도사를 청빙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종이 청빙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교회 캠퍼스 대청소 기간 
웨스트 밸리교회에서 7월 19일-21일 (목-토) 3일 간 교회 카페트 청소

를 실시합니다. 동 기간에는 캠퍼스내 모든 시설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행사 및 교회 사무실이 위 기간 

중 휴무하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 사무실 운영시간 변경 
교회 사무실의 open hour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휴무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  - 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주   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주일 점심식사 

주일 2부 예배후 식사를 위해서 식권(쿠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식권(쿠폰)은 친교실앞 테이블에서 구매하신 후 배식대에 제출해주

    시기 바랍니다

- 식권(쿠폰)을 다량으로 미리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편리 합니다

- 식권(쿠폰) 가격은 $2.0 입니다.

교회 대청소 관계로 이번 주 금요예배는 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 예배 휴회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