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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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 / 7:30pm 예배봉사: 이근석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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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    ...............................................................................................  이근석 집사

* 선교보고    ..................................................................   김호근/김정숙 선교사

* 설교   .................... 성실: 풍요로운 삶의 영성 ..........................  이규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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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중보기도

설교제목: 요한이 본 예수님의 환상

본문: 요한계시록 1:9-20

설교: 박세라 교사

설교: 이준희 전도사

설교제목: 젊은날의 신앙 키워드(3) 관계

본문: 잠언 6: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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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교와 봉사영역) 예배 후 친교와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견고한 교회로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전도와 선교 영역)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충만과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이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교

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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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연 권사, 이순식 권사, 최향자 집사

설교: 주양혜 전도사

교육부 예배

설교제목: Paul Before Rulers

본문: Acts 24, 25, 26

설교: 이규한 목사

지역,해외 선교영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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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제목: Love and fear: redefined

본문: Mark 4:35-41 설교: 정성만 목사

허지호
권오승/박청아

윤승국/김지현

설교제목: 하나님의 가족이 자라가요

본문: 사도행전2:1-12

상담 신청 안내

* Refuge 홈리스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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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8/25(토) 4: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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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정일형 장로(408-355-0768)

* 금요중보기도 학교

2018년도 전교인 대상 중보기도학교가 금요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일시: 8월 24일, 31일 그리고 9월 7일(3주간), 7:30pm

주제: 기도와 말씀, 기도와 성령, 기도와 사역, 강사:이규한 목사

* 교회 Van 차량 운전봉사자 모집

주일 2부 예배를 위해 교회 Van 운전으로 섬겨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Pick-up (오전 10:10~11:30) 또는 Drop-off (1:30 ~ 2:50pm) 

입니다. 봉사자로 섬기시기 원하는 분들은 장철하 장로, 혹은 교회 사무실

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onnuriadmin@gmail.com, 408- 971-2353)

8/10(금) 김호근/김정숙선교사 선교보고

8/16(목) 김영련 담임목사 안식월 (귀임)

8/17(금) 네이티브 아메리카 단기선교보고/ 오영금 선교사 선교보고

8/19(일) 신임목자/부목자교육(1)

8/23(목) 8월 정기당회금주의 성경읽기 안내

* 8/6 ~8/8      월-수 역대하 36:22, 23/ 에스라 1:1~4:5, 4:24~5:1/ 학개1~2장

* 8/9 ~ 8/11  목-토 스가랴 1~8장/ 에스라 5:2~6장/ 다니엘 6장

* 새가족 환영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 새가족 부원의 안내를 따라 Room 8에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 성찬위원 안내

1부: 권오승/유광림/고동욱/김복수 

2부: 심호섭/김희문/권오승/유광림/장철하/정일형/김복수/김성주/권석원/이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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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인 야외예배 

전교인 야외예배 및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미리 일정을 확인하셔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2일 오전 10:30, John D. Morgan Park Site B

주소: 540 W Rincon Ave, Campbell, CA 95008

<준비물>

- 개인 : 성경, 운동 복장, 운동화, 볼펜, (썬글래스, 모자, 캠핑 의자, 등)

- 홈별 : BBQ 제외한 음식 (밥, 김치, 야채, 쌈장, 후식 등), 돗자리

- 마을별 : 아이스 박스, BBQ 그릴

<기타>

- 유치, 유아 놀이방 운영 예정

- 체육 대회를 위한 지정 헌금 및 상품 도네이션 받습니다.

- 당일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BBQ 마을별 1명, 게임 운영 8명)

- 관련 문의 : 체육부 문태훈집사 (408-828-7242)

* 금요예배 아가방 (11번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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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