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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권 52호
2022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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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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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로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이 특별히 산호세 지역에 있는 복음에서 소외된 분들

에게 들려 지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멀어진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겨울철을 맞이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홈리스 분들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늘지고 소외 된 분들에게 더욱 관심

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분들에게 긍

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

만함을 주셔서 선한 일에 힘쓸 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

소서.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로 더욱 건실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2023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교회를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종 조명재 목사 올림

크리스마스에 드리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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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Pastor Peter Yoo

교육부 설교

설교: 최지은 전도사

설교제목: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세요

본문: 이사야 7장

설교제목: Grinch who tried to steal Christmas

본문: Matthew 2:9-11

설교: 주양혜 전도사

박재연

이연미

에녹회에녹회

설교: 설용성 목사

설교제목: The Three Trees

본문: Jeremiah 29:11-13

[예배 안내]

[송구영신예배]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새해를 예배

와 기도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2월 31일(토) 오후  10시45분 / 본당

[신년예배]

1월 1일 신년예배는 2부 예배만 있습니다. 

[2023년 교회 표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신6:6-10)

   “"A Church Built Upon the Word” (Deuteronomy 6:6-10)

[2023년 신임 서리집사 신청]

2023년 신임 서리집사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후 1년 이상 된 세례교인 중 새가족반을 

마치신 분은 홈목자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 작성

하시거나 또는 온라인 폼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리집사 신청일 12월 25일.

[성경통독완독자(A방식 RH방식)]

A방식 : 강귀순, 권오승, 김가빈, 김경순, 김윤민, 김희문, 오영환, 오화련, 이근석, 이재희,

           정대현, 주양혜, 황정자. 

RH 방식 : 권승도, 두세리, 류정민, 박현영, 인미옥, 홍정순, 홍완철, Lilian Hong

* 금년에 통독하신 분들 중 명단에 빠져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두 방식(A방식과 RH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전교인이 성경 일독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새벽기도회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오전 6시

온라인 Zoom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호세온누리교회 홈페이지: 

https://onnurisj.org/

‘새벽기도 바로가기’

설교제목: Can I know God Personally?

본문: Revelation 3:20

[2023년 부서사역 신청서 ]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대로 교회의 한 부분이라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며 따뜻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예배위원께 제출 

[선교작정헌금 안내]

지난 2022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작정 선교헌금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마지막주까지 확대하여 많은 성도님들께서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사역에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폼으로 작성하시거나 작정헌금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권석원 장로, 조태일 집사

[2023년 신년 부흥회]

주제 :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일시 : 1월 6(금)-8일(주일) 금 토 저녁 7시 30분, 토 아침 7시, 주일 1, 2부 예배   

강사 : 이필찬 교수(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

   - 6(금) 저녁 요한계시록  2:1-11 /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 7(토) 새벽  요한계시록 2:12-17 /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 7(토) 저녁 요한계시록 2:19-29, 3:1-6 / 두아디라, 사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 8(주일) 주일1부 요한계시록 3:7-13 /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 8(주일) 주일2부 요한계시록 3:14-22 /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달력배부]

2023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홈원 숫자에 맞추어 홈별로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교사 모집]

유치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유치부를 섬겨주실 차장님, 찬양인도자, 교사분을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양혜전도사(408.784.3066

설교:  Pastor Peter Yoo

설교제목: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2:11)

* 12/25(주일) 성탄주일예배, 서리집사 신청일

* 12/27(화)-29(목) 청년부 수련회

* 12/27(화) 정기당회

* 12/30(금)-1/1(주일) Youth 수련회

* 1/1(주일) 신년예배, 성찬식

* 1/6(금)-8(주일) 말씀 사경회(이필찬 교수)

* 1/9(월)-13일(금) 신년특별새벽기도회

* 1/21(토) 오전9시-오후3시 신년직분자산상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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