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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권 48호
2022년 11월 27일

설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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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University Ave., Los Altos, CA 94024

(* 일어서서)

지난 주일 헌금

교회를 섬기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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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의 습관 � 출애굽기 (8) 3:18-22담임 목사 칼럼

겐그레아 해변에서
사도행전 18:16-21

12/4 설교�:� 남사현� 선교사

찬송과 봉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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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8) 3:18-22

순종의 습관/ 조명재 목사

조명재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김지현 집사

*

특송                                 월요중보기도팀
Special Praise

몰라큘 라이프(Moelecule Life)란?

몰라큘 라이프(Molecule Life)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회관계는 더 단절되었지만, 최소한의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몰라큘 라이프가 지향하는 공동체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삶의 방식이 ‘비대면’으로 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모든 조직과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자면,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개인주의적 

문화가 중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최소한의 만남이나 모임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몰라큘 라이프’의 경향성을 가진 현대인들은 전통적인 공동체처럼 획일적

이고 권위적인 집단이 아닌, 개인의 재량과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같이 

있어 주고 정서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신개념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소그룹 활용의 필요성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는 소그룹 활동을 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비활동

자 대비 신앙생활지표가 2~4배 정도 뛰어났다며, ‘몰라큘 라이프(Molecule Life)’

의 시대에 ‘소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

지 못하는 이유로 ‘소속된 모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또한 지 대표는 “아우슈비츠 생존의 기본단위는 강인한 개인이 아닌 ‘안정된 짝’

이었다”며 “이 시대도 안정된 사람이 살아남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는 말을 덧붙

입니다.

결국, 교회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은 ‘소그룹 모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처치(Hybrid Church)의 흐름 

속에, 중간지대는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교인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녹아 있는 장소, 

즉 ‘소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려면, 이 시대가 ‘몰라큘 

라이프(Molecule Life)’ 시대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죽은 소그룹을 일깨우고, 

소그룹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지용근 외) 내용 일부를 발췌 및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교

합계



교회 일정

교역자 및 교우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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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Pastor Peter Yoo

교육부 설교

설교: 최지은 전도사

설교제목: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본문: 역대하 36장

설교제목: God Defeated Jericho

본문: Romans 8:18

설교: 주양혜 전도사

미얀마�(장문익�)� � � � � � � 볼리비아�(황보민�)� � � � � � � 잔지바�(박현석�)� � � � � � � � 네이티브아메리카� � � � � �I�M�(박빌레몬�)� 

�*� 지원하는� 선교사�/선교단체와� 연락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정되지� 않은� 홈은� 선교부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우성엽�)� � � � � � � � � � �C국�(이은혜�)� � � � � � �B국�(길광야�/남소리�)� � �D국�(주바나바�/루디아�)� � � � � � �T국�(오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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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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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설용성 목사

설교제목: Is Christianity too narrow?

본문: Acts 17:16-31

YouTube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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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안내]

금요찬양예배

기도�:� 진경화� 집사

본문� �:� � � �A�c�t�s� �2�:�2�2�-�2�8

설교자� �:� �P�e�t�e�r� �Y�o�o� 

[12월 성찬식]

12월 4일 주일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 위원 명단]

예산 위원장 : 권오승

예산 위원 : 권석원, 이근석, Glenn Inn, 김복수, 정일형, 장철하

서기: 김성주

(*존칭 생략)

[홈사역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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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새벽기도 안내 ]

11/29(화) 최지은 전도사 

11/30(수) 설용성 목사 

12/1(목) 주양혜 전도사 

12/2(금) 길광야 선교사 

권사회 주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11시

장소: 본당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새벽기도회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오전 6시

온라인 Zoom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호세온누리교회 홈페이지: 

https://onnurisj.org/

‘새벽기도 바로가기’

찬양과 경배 : 산호세온누리교회 찬양단
설교제목: Why is there Pain and Suffering

본문: Romans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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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슈박스]

크리스마스 슈박스 40여개를 보냈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조명재 목사 휴가: 11/28(월)-12/3(토) / 부모님 방문차 한국방문

설교:  Pastor Peter Yoo

설교제목: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대림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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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금) 우크라이나 돕기 음악회(소리엘)

* 12/18(주일) 출애굽기(9)


	11.27.22. 주보표지
	11.27.22. 주보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