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표어: 주님!! 저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26권 47호
2022년 11월 20일

설교노트

* 헌금은 가정에서 PayPal 또는 Zelle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 페이지 onnurisj.org 첫면 '온라인 헌금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합계

858 University Ave., Los Altos, CA 94024

(* 일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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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 역대상 16:7-13

성가대 찬양(2부)               모든 선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 하늘노래성가대
Chior

담임 목사 칼럼

빈손을 채우고 나오리라
출애굽기(8) 3:19-22

11/27 설교�:� 조명재� 목사

찬송과 봉헌                        주님께 감사드리라(For the Lord is Good)
Hymn and Offerings                   

축도                                 조명재 목사
Benediction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송과 찬양
Hymn and Praise

기도
Prayer

축복송
Blessing  & Fellowship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성경 봉독
Scripture 

오늘의 말씀
Sermon

다같이

인도자

역대상 16:7-13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조명재 목사, Peter Yoo 목사

조명재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김윤민 집사

*

유스오케스트라                  Give Thanks
Youth Orchestra

입교식                              Peter Yoo, 조명재 목사
Confirmation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되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다. 

사람들은 항해 도중 파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다. 

1620년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의 땅에 내렸을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다. 

전염병까지 돌아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는 뼈져린 아픔을 

겪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청교도들의 일곱가지 감사 조건 

첫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 마일로 항해했으나 117 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셋째,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선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한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째, 고통스러운 3 개월 반의 항해 도중 반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교회 일정

산호세온누리교회는 주일 예배와 금요찬양예배 모두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유투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병행합니다.

- 새벽기도회: 화요일 ~ 금요일, 오전 6시, Zoom으로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클릭)

- 예배 참여 안내: 교회 홈페이지(onnurisj.org)에서 “예배안내”를 클릭 하시거나 또는 

   Youtube에서 “산호세온누리교회”를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중보기도

온누리 소식

파송 및 후원 선교사와 후원 홈

1. 생명을 주는 교회로 세상과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2.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3.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4. 2023년을 섬길 각 부서장, 팀장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5. 예배 때 마다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6.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7.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8.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9. 주일학교와 2세 교육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10.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시옵소서. 

교육부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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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이연미

김윤민�/이은주

정대석�/최성연

일본�(고동욱�/고사라�)� � 아프리카�(김평육�)� 이스라엘�(원동곤�)� � � � �C�a�l�l�2�A�l�l�(서민정�)� � 알라스카�(장준호�)

� � 페루�(박남은�)� � � � � � � � � 필리핀�(배상호�)� � � � 도한철�(기도회복사역�)

글렌인�/인미옥

최민수�/김주연

조웅식�/김고은 이정호�/진경화

에녹회

정대현�/이인경

문태훈�/변성연 한문수�/강인정 강영찬�/강미선

윤은성�/신유경� 

윤승국�/김지현

에녹회 홍형근�/박현영

김복수�/류정민

[예배 안내]

[추수감사절 주간 예배 안내]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함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와 23(수)-25(금), 금요찬양예배는 없습니다(25일).

[홈사역부 안내]

- 마하나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므로 마하나임 미팅은 없습니다. 목자 카톡방에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연말 목자모임

일시: 11월27일(주일) 1:40-3:00pm

장소: 교회 2층 Janis White Room(현 성가대 연습실)

베이비싯(1층 Lendels Rm.)이 제공되며 간단한 간식이 준비됩니다.

- 홈사역부 종강 : 12월4일 

2022년 마지막 마하나임 목자 성경공부가 12월 4일 오후 4시에 Zoom 으로 진행됩니다. 

권사회 주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11시

장소: 본당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찬양팀 모집]

찬양사역으로 예배를 함께 섬길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복된 섬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권면 드립니다.

모집분야는 싱어, 악기 모든 분야입니다. (특별히 일렉기타연주자와 싱어 적극 모집)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올 겨울 Youth Winter Retreat 신청을 받습니다.

일시: 12월 30일 (금) ~ 1월 1일 (일)

장소: Mt. Hermon Retreat Center

신청방법: Youth Facebook Group Page 

(https://www.facebook.com/groups/onnurisjyouth/) 온라인 신청서 제출

참가비:  $280 Personal check (Payable to "OCSJ") or Cash

문의: 김기헌 집사 (408-806-3355)

[청년부 Winter Retreat]

날짜: 12월 27일(화)~29일(목)

장소: Santa Cruz House

문의: Peter 목사 또는 홍형근 집사(408-540-8238)

월요 중보기도회

* 11/23(수)-25(금) Thanksgiving 기간 Office Close / 새벽기도/금요예배 없음

* 11/27(주일) 출애굽기(8)

* 12/2(금) 금요찬양예배 설교 Peter Yoo 목사

* 12/4(주일) 남사현 선교사 설교 / 성찬식 / 마하나임 8

* 12/9(금) 황대표 선교보고

* 12/11(주일) 피택자 임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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