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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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D�L� � � � � � � � � � 도미니카�(김호근�)

월드미션프론티어� �/� �T�I�M�A� � �/� � 한동대학교� �/� �M�.�O�.�M� �/� 성천농아학교후원� 단체� 및� 학교� �:

박재연
정일형�/김선영

권석원�/김정연�B

김성주�/서유정
이정호�B�/진경화

차용화�/차영주

청년부

홍은옥

터키�(오세준�)� � � � � � � 내몽골�(박대훈�)� � � 아프리카�(김평육�)� 이스라엘�(원동곤�)� � � �C�a�l�l�2�A�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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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제목: 선지자 하박국

본문: 하박국

설교: 설용성 목사

설교: 유희정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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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도와 선교 영역) 2020년 단기선교 계획과 선교사 지원계획과 함께하셔서 

기도와 물질과 참여의 선교운동이 교회안에서 계속되게 하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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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철 장로, 홍정순 집사, 이진구 장로, 심경선 권사

설교: 주양혜 전도사

설교제목: Wisdom for God’s People (3)

본문: Song of Songs

설교: 이규한 목사

지역,해외 선교영역 소식

교역자 및 교우 동정

설교제목: Wise Up! - Entertainment

본문: 1 Corinthians:  6:12; 10:23; 10:31 설교: 정성만 목사

목요어머니기도회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분

* 장소: 대 예배실 및 소그룹실

1부: 어머니 기도회

2부: 커피브레이크, 마더와이즈, 자녀중보기도팀, 선교중보기도팀

** 베이비 싯이 준비됩니다.

권오승�/박청아 윤승국�/김지현
신종일�/신정수

설교제목: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본문: 창세기 21:1-2

11/13 세례입교문답

11/15 마하나임 5

11/16(토) 밀알장애우 식사봉사(장애우 사역팀)

11/17 세례입교식, 중보기도학교 개강, 직제자교육 7, Shoebox 2, 

          Rancho Santa Marta Breakfast(WVPC)

11/19(화) 연합 당회(저녁 6:30-8:30)

11/24(일) 추수감사주일(OCSJ 연합예배), Shoebox 3(final), 

* 새가족 환영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 새가족 부원의 안내를 따라 Room 8에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 전교인 성경통독 마감일

2019년도 전교인 성경통독이 11월 30일(토)에 마감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힘을 내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온누리 중보기도학교

- 기간: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3 회)

- 시간: 주일 오전 10:30-11:30  장소: 13/14번방  

- 문의/신청: 목회실 이규한 목사/문경일 사모 

                  (minkmoon1028@gmail.com, 914-471-0132)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Childcare를 제공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사역과양육/교회행정서식 탭의 “양육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2019년 가을학기 세례 입교 교육

-강의: 10/27(일), 11/3(일), 11/10(일), 오전 10:30-11:30, 13/14번방

-문답: 11/13 (수) 저녁 7시, 도서실

-입교/세례식: 11/17(일) 주일 2부 예배

-문의: 세례교육부 신규숙 집사

 (영어권 자녀들을 위한 입교/세례교육은 교육부 Youth Group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 2019 하반기 마하나임 성경공부 

일시 및 장소: 11/15, 12/6, 금요예배 직 후 9시-10시, 11/12번 방

강사: 김영련 담임목사

* 직제자 연석회의

- 일정: 11/10일(주일) 오후 4시30분

- 장소: 8/9번 방

- 대상자: 직제자(장로,권사,안수집사) 및 2019년 피택자 

- 안건

      1) 선교 지원 정책 변경 관련 의견 청취(주관 : 선교부)

      2) 주일 친교 및 특별 행사 음식/부엌 봉사 의견 수렴(주관 : 친교부)

 * Recycle Day for Mission

 - 일시 및 장소 : 11월 10일(오늘), 오후 1:30 ~ 2:00, 주방 뒤 주차장  

 - 문의: 정원보 집사

온누리 중보기도

�1�1월� �1�5일� �/� �7�:�3�0�p�m 예배봉사�:� 이근석�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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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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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교    ...............................   승리자의 노래  ..............................   김영련 목사

                                       요한계시록 7:9-17

* 2020 예산위원 임명

위원장/서기: 김복수

위원: 권오승, 유광림, 장철하, 정일형, 권석원, 정돈희, 김영련

* 임명합니다.

2019-2020 교육위원장: 정돈희 집사

* Operation Christmas Child Shoebox

Samaritan's Purse에서 주관하는 Operation Christmas Child 슈박스 

도네이션은 전세계 교회들과 협력하여 선물이 들어있는 신발박스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며 구제와 복음전도에 동참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뒤에 배치된 곳에 신발박스를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수거: 11/10, 17 (주일); 예배당 뒤 

문의: 정성만 목사, (669-265-5550)

*넣으면 안되는 물건 리스트를 안내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 아가방 장소변경

아가방이 1번 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TV가 설치되었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설교제목: 영적 분별력

본문: 마가복음 8:11-26

* 특별심방: 김영련 담임목사 (11/12-14, 화-목, 캔사스시티)

* 정기휴가: 정성만목사 (11/11-24, 2주)

교육부 예배온누리 소식

파송 및 후원 선교사와 후원 홈

�1�1월의� 주제�:� 감사� 
주제� 말씀�:� 고린도후서� �9�:�1�5�,� 주제찬양�:� 감사�(손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