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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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옥
오영환/오화련

이현정
이근석/이재희

유광림/현명은
유희정

김복수/류정민

윤완석/박수정
신수민/김가빈
고명준/고광희

허지호

김희문/김경순
안경호/배지혜

교회 일정

12월 14일 / 7:30pm 예배봉사: 신수민 홈/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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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    ...............................................................................................  유광림 장로

* 설교   ...........  전도자가 받는 축복 (마 28: 19-20).............   임현수 목사

* 전체기도 및 개인기도  ..........................................................................  다같이설교제목: 요셉이 꿈들을 설명했어요

본문: 창세기 39-41

설교: 권새희 교사

설교: 이준희 전도사

설교제목:  G&P I (7)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말라기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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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적성장) 산호세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더욱 

강하게 무장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모든 사역영역(예배, 

목양, 양육, 친교/봉사, 전도/선교 및 행정/관리, 차세대교육영역)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게 하소서!

* (영적부흥) 임현수목사초청집회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 (목회계획)  2018년 남은 목회일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019년 목회

계획과 인선작업에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추수기를 맞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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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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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우: 도한철 장로, 심경선 권사, 심호섭 장로, 탁명순 권사, 

설교: 주양혜 전도사

교육부 예배

설교제목: The Tower of Babel

본문: Genesis 11

설교: 이규한 목사

지역,해외 선교영역 소식

교역자 및 교우 동정

* 이주: 김용배/장명심 집사 가정이 12/13(목)에 씨에틀로 이주하십니다. 

* 정기휴가: 이정호 간사 (12월 11-24일)

설교제목: Advent is Here. Are you prepared?

본문: Genesis 6:5-8 설교: 정성만 목사

권오승/박청아
윤승국/김지현
신종일/신정수

설교제목: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본문: 누가복음 1:26-38 12/14 어와나 종강

12/14-16 (금-일) 임현수목사초청집회

12/18 (화) WVPC Blue Christmas Service

12/21 (금) 교육부 성탄축하 발표

12/23 (일) 성탄주일, 성경통독축하예배

12/24 (월) 온누리-웨스트밸리 성탄절 촛불연합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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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헌금작정주일
오늘 주일 1부 및 2부 예배 시간 중에 2019년도 선교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의 귀한 사역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수목사 초청집회
2018년 VIP 초청집회가 목회실/예배부/선교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 16일 (주일)
-주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비전
-강사: 임현수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목회 30년 , kWMC , GAP 이사장)
*집회 기간 동안 Child Care가 제공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전교인 성경통독 축하예배
12월 23일은 전교인 성경통독 축하예배로 지킵니다. 성경을 1독 이상 
마치신 분들은 홈목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성경일독 
마감일은 12/16 주일까지 입니다)

* 정기 당회
연말당회가 12월 28일 금요일 저녁 7:30pm에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 2019년 서리집사 신청안내
서리집사는 집사직을 준비하는 혹은 대신하는 직분입니다. 서리 집사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목자의 추천을 받아 서리집사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의 임기는 1년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자
동 임명됩니다. 신청양식은 교회홈페이지 http://onnurisj.org/에서 다운
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을장 회의 
2018년 홈사역 마무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마을장 회의를 갖습니다.
일시: 오늘 오후 1시45분, 장소: 도서실
안건: 2018 년 후반기 마을별 보고, 2019 년 홈을 섬기실 목자, 부목자 
추천, 2019년 전반기 홈 명단 개편 스케줄 의논 및 기타 토의 사항

* 어머니기도회 종강
2018년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12월 6일에 종강하였습니다. 2019
년에도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 Youth Group Seminar/weekend revival
유스 세미나/부흥회가 있습니다. 모든 Youth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제: "Bridging the gap between 1st & 2nd generation"
장소: 산호세온누리교회, Room #15. 
강사: Danny Pyon,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D.Min, 현 아주사 신학교 객원교수
일시 및 장소: 12/14(금)-12/15/(토) 7:30pm-9:30pm/10pm
                  12/16(주일) 12pm-1:30pm

* 대학청년부 겨울 캠프

대학청년부 겨울캠프가 열립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

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기도의 능력 (Power of Prayer), 성구: 히브리서 4:16

기간: 12월 28(금)~12월 30일(일) (2박 3일간)

장소: Lake Tahoe UMC & Retreat Center /Squaw Valley Resort

등록비 : $90 (12/9 까지),  $110 (12/9이후~당일)

문의: 이규한 목사 / 장철하 장로

* 교육부 성탄축하예배

성탄절을 맞아 교육부주관으로 성탄축하예배를 준비합니다.

일시 및 장소: 12/21(금), 오후 7시 30분, 본당

* 작정헌금 안내

2019년도 선교헌금 작정은 연말 (12/31)까지 계속됩니다. 2019년 한 해도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유광림 장로 / 이근석 집사 

* 선교부 점심식사 대접 

2018년 한 해 동안 마음으로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

사드립니다. 선교부에서 성도님들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오늘 점심식사를 대

접합니다. 메뉴는 소고기무국 입니다.

* 홈별 후원 선교사님께 안부 메일과 선물 전달 안내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각 홈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성탄 메세지와 선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시간과 분실 우려를 

생각해서 선물은 지정헌금 형식으로 보내주시길 추천합니다. 선교사님들께 

많은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 Recycle Day for Mission 

- 일시 및 장소 : 12월 9일 (12월 둘째주), 오후 1:30 ~ 2:00, 주방 뒤 주차장

- 1월 리싸이클로 $141.54 선교펀드가 모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에 감사드립니다.

- 리사이클 관련 문의 및 안내 : 정원보 집사 (408-489-6446)

- 당부사항 : 캔과 플라스틱병을 따로 봉투에 나누어 주시고 내용물은 완전히 

비워주세요.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보관장소가 따로 없으므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분류및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많은 분들의 지원 환영합니다.

온누리 중보기도

 

임현수목사초청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