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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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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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연
정일형/김선영

권석원/김정연B

김성주/서유정
이정호B/진경화

차용화/차영주

청년부

홍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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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호섭/심경선
전용동/이옥주

 캄보디아 (서길성)         잔지바(박현석)                   

유기혁/석영숙
청년부

홍형근/박현영 
심상호/심경숙

김해옥
오영환/오화련
현민/김소현

이근석/이재희
정돈희/윤민희

유광림/현명은
문태훈/변성연 김복수/류정민

윤완석/박수정
신수민/김가빈

허지호

김희문/김경순
안경호/배지혜

교회 일정

* 산호세온누리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실리콘벨리에서부터 온세상 끝까지 흘려보내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 2019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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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인수양회) 이번주 (5/10-12, 금-일)에 있는 전교인수양회와 함께 

하셔서 모든 분들에게 회복과 기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 우리 교회가 파송 및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실질

적인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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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예배지역,해외 선교영역 소식

전교인 성경통독이 진행중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표는 교회홈페이지 “사역과 양육 - 교회 행정서식”

탭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요어머니기도회

*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30분

* 장소: 대예배실

1부 : 어머니기도회 

2부 : 커피브레이크, 마더와이즈, 큐티방, 

      선교중보기도 소그룹

권오승/박청아 윤승국/김지현
신종일/신정수

2019 성경통독 안내

5/17(금) 5월 마하나임 모임

5/18 (토) 어와나그랑프리

5/19(일) 어머니/스승의 주일, 단기선교엑스포 1

5/23(목) 5월 당회

5/25(토) 어머니학교1, WVPC-OCSJ VBS Workshop

5/26(일) 단기선교엑스포2, 어머니학교2

5/28-6/1(화-토) 케이크 알라스카 선교지 방문

* 2019 전교인수양회 말씀을 전해주신 반태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5월 마하나임

5월 정기 마하나임은 5월 17일 금요일 저녁 9시 ~ 10시, 11번/12번 방

에서 있겠습니다.    

 * VBS 준비 워크샵 안내

VBS 준비 워크삽 "Faith Lab" 이 웨스트밸리 장로교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특별히 VBS를 준비하는 선교팀들은 꼭 참석을 부탁합니다. 

일시 및 장소: 5/25(토), 10 am - 1 pm (점심 제공), McHattie Hall. 

문의: 정성만 목사 (443-653-9867; p.schungg@gmail.com)

* 영아부 부장을 모십니다. 

 영아부를 섬기시던 한혜주 집사께서 이번주까지 사역하십니다. 앞으로

영아부 부장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정성만 

목사님께 알려 주세요. (p.schungg@gmail.com; 443-653-9867)

* AWANA 그랑프리

어와나 그랑프리가 5/18(토) 에 있습니다. 점심식사와 크래프트 및 경기가 

준비됩니다. 5월 5일과 12일에 등록을 받으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산호세어머니학교 안내

일시: 5/25(토), 5/26(일), 6/1(토), 6/2(일),  5pm-10:30pm

장소:새누리침례교회

1. 단기선교 엑스포

올해부터 미션바자가 단기선교 엑스포로 변경됩니다. 

성도님 여러분을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엑스포에 초대합니다. 선교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팀에 참여해 주세요.  

일시 : 5월 19일, 5월 26일, 2부 예배후

문의 : 유광림 장로, 이근석 집사

2. Recycle Day for Mission 

 - 일시 및 장소 : 5월 19일(셋째주), 오후 1:30 ~ 2:00, 주방 뒤 주차장  

 - 문의 : 정원보 집사

3. 필리핀 단기선교 일정 변경

 - 기존 : 6/7일 출발

 - 변경 : 7월말 출발 (확정 날짜는 추후 공지 예정)

온누리 중보기도

 

* 여름 성경학교(VBS)안내

올해 여름성경학교는 WVPC와 함께 과학 VBS 프로그램인 Faith Lab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6월 10일 ~ 6월 15일 **15일(토) block party 예정, 10am ~ 12pm

등록: 4월 28일부터, 산호세온누리교회 정원 60명

참가비: $50/ child (가족 할인은 $4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이준희 전도사(917-789-2814, joonl01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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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 / 7:30pm 예배봉사: 이정호B/ 문태훈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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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    .............................................................................................  이정호B 집사

* 설교   ...........................  구원 받을 상속자들   .........................  이규한 목사

                                      히브리서1:13-14

Identity: Kicking Shame in the Face 

Luke 24:1-12, Speaker: Brian Barcelona

놀라운 은혜, 눅19:1~10, 반태효 목사

Growing Up to be Like Jesus

Speaker: Julie Bona

 The Fruit of the Spirit

John 2:1-11, Speaker: Medy Clemente

 The Fruit of the Spirit

John 2:1-11, Speaker: Medy Clemente

상담 신청 안내

전 교 인 수 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