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 (480) 726-0191
website: ctccaz.org / email: ctccaz@gmail.com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및 성경공부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9:20 (본당) 
  ·3부: 오전 11:00 (본당), 영/유아/유치/유년/중고등부 (각 예배실)
   오전 10:30 - 12:00 : 사랑부
  ·4부: 오후 12:45 / 영어부(EM)예배 (본당)

 새가족 성경공부: 주일 각 예배후 / 새가족실 

 수요 성경대학 
    수: 오전 10:00,  오후 7:00 

 새벽 기도회 : 월-금 오전 5:30 (본당) / 토 오전 6:30 (본당) 

새벽기도회 / 대표기도 / 성경공부 

 한국학교 / www.ctcckoreanschool.org
  교장: 전경휘 집사 (금 오후 5:30-8:30) / 문의: 강인숙 권사 (480-760-1020)

 한미문화교육센타 / ctccaz.org/kacec  
  원장: 최영훈 장로 / 문의: 한혜윤 집사 (480-862-0853)

 십자가의교회 실버대학 
  학장: 문성원 장로 / 문의: 김은숙 집사 (480-254-0945) 

부 설 기 관 

교  회  약  도 

2019년 4월 21일 

예배 안내 / 친교 봉사 

교회를 섬기는 분 

모 임 안 내 

 중보기도 모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주일 오전 8:10 (회의실)  

 ·담임(지역) 목사님/교회/사역/행사를 위한 기도: 화 오전 9:30 (중보기도실)                          

 ·성도들의 가정/사업/건강을 위한 기도: 목 오전 10:00 (중보기도실)  

 청년부 모임: 주일 2부 예배 후 

  청년 찬양 기도회: 매주 목 오후 7:00 (교회/ASU Campus)

 중고등부 성경 공부: 금 오후 7:00 (중고등부실)

 큐티 모임 문의: 강인숙 권사 (480-760-1020)

날 짜 안내봉사 헌금위원 강단헌화 토요새벽 친교

4/21 박영순/신정희 박영순 전종근/비비안 리 4/20 최예규/최한나

4/28 박영순/신정희 신정희 최근창/최자랑 4/27 최영훈/최정옥

5/5 조원석/최성규 조원석 윤연노/윤혜경 5/4 윤연노/윤혜경

5/12 조원석/최성규 최성규 이안식/이혜숙 5/11 김영란
 

 담임목사: 양성일

 부목사: 정순학 / EM 목사: Charles Kim / YM 목사: David Lee / 사랑부 목사: 정희성

     전도사: 원성애 (초등부) / 백성아 (Music Director) 

 목사 후보생: 한원형, 이수철

  원로장로: 문성원

  시무장로: 박 준, 윤연노, 최예규, 윤영복, 신현붕, 이동형, 김대용

 협동장로: 김동린, 최영훈

  시무안수집사: 김형준, 김형남, 박세진, 안길준, 조원석

  협동안수집사: 김형준 B, 서수복, 최성규, 최연호, 강선민 

  시무권사: 전분식, 김수연, 윤혜경, 이강희, 최한나, 강인숙, 박영순

    신정희, 오수경, 윤은희, 이천숙, 정은혜, 최미숙

 사무행정간사: 이혜정 

날짜 4/22(월) 4/23(화) 4/24(수) 4/25(목) 4/26(금) 4/2(토)

본문
야고보서
1:1-11

야고보서
1:12-27

야고보서
2:1-3

야고보서
2:14-26

야고보서
3:1-18

야고보서
4:1-10

설교 이수철 전도사 정희성 목사 정순학 목사 한원형 전도사 양성일 목사 정순학 목사

토요 새벽기도회 주일 1부 / 2부 / 3부 

이희주 집사 (4/27) 박준 장로 (4/28)

김은숙 집사 (5/4) 최예규 장로 (5/5)

선교지원

 • 파송 선교

  ·Aprinus Laia (인도네시아 Rawas 종족)  ·David Living Stone (인도네시아 Lintang 종족)     

  ·장기 파송 선교사 미정                 

• 협력 선교

  ·만나선교회(B국)            ·세계선교협의회   ·Global Partners    

  ·NANA Ministry (Nogales, 멕시코)    ·Penasco Christian Ministry (Rocky Point, 멕시코)  

  ·김승돈 (아이티, 바이블 교사 후원)    ·윤은수 (코스타리카)   ·최믿음 (C국)   

  ·사랑의 빚진자 교회 (Tucson, 정현모) ·새로운 장로교회 (Gilbert, 한수상)   

  ·인카운터 교회 (Dallas, 윤정용)

• 후원 선교

   ·Joy Center   ·피닉스 복음방송    ·참빛 주안의 교회 (Mexico, 배도영)

   ·강민숙 (일본)   ·김보라 (멕시코) ·김숭봉 (GP 선교회)     ·김인효 (필리핀) 

   ·박흥순 (케냐)   ·배선호/Eileen (C국)    ·설용희 (교도소 사역)    ·양성식 (브라질)  

   ·윤재관 /혜미 (튀니지)   ·이상민 (M국)    ·조규보(케냐)    ·지영범(쿠바)

   ·최재혁(Frontiers)   ·Amy Oh(K국)  ·Daniel Shin (영국)

부 활 주 일 예 배
설교: 양성일 목사   

1부 8:00 / 2부 9:20 / 3부 11:00

사회 1부 정순학 목사 2부 정순학 목사 3부 양성일 목사

※ 예배로의 부르심                              묵상기도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  양 161 장 경배와 찬양

 합심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

기  도                                   윤영복 장로

※ 헌금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광  고                                   광고 및 새가족 환영

부활절 칸타타 " 날 사랑하심 "

축 복 송 " 은혜의 주님이 "

성경봉독                                   마가복음 16:1-6

말  씀                                   " 돌을 굴리시는 하나님 "

※ 찬  송                               160 장

        ※ 축  도                               양성일 목사

                                                                              ※ 표시는 일어 섭니다



   
                                                    

         
 

  

목회 및 행사 계획 / 교우 및 교역자 동정ctcc

 

   ♣ 기도요청 

  · 포근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손목뼈 부상)

  · 이선자 권사님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무릎 수술)

  · 정휘경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신건철(신건실 권사 남동생) 형제님의 경추수술 후 재활 치료를 위해서

  · 이덕기(이인희) 성도님 키모 후 영.육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 Mr. Barnes 암 투병 및 회복을 위하여 

  · 김윤교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최예규 장로님 키모 6회, radiation 27회 치료 후 회복중

  · 손미화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영.육의 회복을 위해)

  · 그외 기도가 필요하신 교우들을 위하여

   선교부 소식
    

 ♣ 선교 중보기도 모임

  · 일시: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저녁 7시 / 새가족실

  · 선교지를 위한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Rocky Point 사역 / 4월 26일(금), 27일(토) 

 ♣ 자마 중보 기도 Conference

  · 5월 29일(수) - 6월 1일(토) / JAMA Global Campus

  · 문의: 이애니 집사( 512-695-2677)

    ※ 참가비는 선교부에서 보조 해 드리며, 비행기표는 개인 부담입니다

선교회 및 부서 모임

 ♣ 주일학교 4월 부장단 회의 / 4월 21일(오늘) 3부 예배 직후 (초등부실) 
  · 대상: 사랑부, 엑티비티룸,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각 부장

 ♣ 피크닉 (어버이 주일 기념)

  · 5월 11일(토) / Prescott Willow Lake

  · 문의: 이순원 장로(989-863-8031)

  ※ 버스 렌트를 위해 4월 21일(오늘) 까지 신청받습니다

   봉사자 모집

 ♣ 주일학교 교사모집

   · 주일학교에서 어린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모시고자합니다

    - Activity Room 보조 ( 2부 예배 봉사자 자녀 돌봄 사역)

    매 주일 오전 9:10 - 10:30 / 문의: 권지연 선생님 (571-432-6999) 

   - 영아부 교사 (1 - 2세 영아)

    매 주일 오전 10:50 - 12:10 / 문의: 채유리 선생님 (206-909-8179)

   - 유치부 교사 (4, 5세)
    매 주일 오전 10:50 - 12:10 / 문의: 정재숙 선생님 (480-245-9642)

  · 주일학교 총괄 문의: 조원석 집사 (602-405-8037)

      
   2019년 4월 / 5월 목회 및 행사 일정      

  · 4월 21일(오늘) - 부활주일, 칸타타
  · 4월 24일(수) - 투산 노숙자 사역 (중보기도사역)
  · 4월 26일(금) ~ 4월 27일(토) - Rocky Point 사역
  · 4월 28일(주일) - 정기당회, 새가족 환영회
  · 5월 3일(금) ~ 5월 5일(주일) - 부흥 사경회(강사: 정주채 목사)
  · 5월 5일(주일) - 임직식, 목장 리더 모임
  · 5월 10일(금) - 한국학교 종강식
  · 5월 11일(토) - 큐티간증회 / 실버피크닉
  · 5월 13일(월) ~ 5월 17일(금) - GP 이사회 (뉴저지)
  · 5월 14일(화) ~ 5월 23일(목) - 제 2차 성지순례
  · 5월 18일(토) - 북한선교 골프대회
  · 5월 29일(수) ~ 6월 1일(토)  - JAMA 기도 컨퍼런스

   감사헌금 내용

  • 범사에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아들 입교식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율이의 유아세례를 받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 주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 David 24살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 하루를 시작할때 꼭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시작하기  • 범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늘 감사합니다

        

교 / 회 / 소 / 식ctcc

 

1. 새가족 등록
  · 18-50 김명환, 18-51 문한솔 (청년2조 리더 조윤경)

2. 부활절 예배 / 4월 21일(오늘)

  · 부활절 칸타타 " 날 사랑하심 " / 2,3부 예배시

  · 부활절 감사헌금은 준비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3. 성경대학

  · 4월 24일(수) 오전 10시- 12시 / 오후 7시- 9시

4. 교육관 건축 헌금 작정서
  · 교육관 건축 헌금 작정서를 작성해서 4월 28일(주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작정현황

5. 한국학교 종강식
  · 일시: 5월 10일 (금) 오후 7시 / 본당

6. 제7회 북한 선교기금을 위한 골프대회
  · 일시: 5월 18일(토)  오후 1:45 / Whirlwind Golf Club ($80 / player)
  · 접수: 5월 4일, 11일 (본당로비 앞)

  · 문의: 윤영복 장로 (TXT메세지: 480-316-8054)

7. 차세대 교육관 입체도면을 로비에서 VR안경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8. 5월호 큐티책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3월 이전 큐티책은 보관 하지 않습니다

9. 부활절 백합 헌화 참여 하신 성도님
  강선민 강숙희 강순구 고영희 김대용 김동린 김명배 김선숙 김수연 김은혜

  김정자 김채연 김천애 김형남 김혜련 박준 박해나 박해진 반재봉 배정숙  

  백영은 박종수 서경혜 설케티 손미화 송남희 신현붕 안명수 안헬렌 오수경   

  오영순 우근제 원성애 위자랑 유영자 윤연노 윤영복 이강희 이계순 이달영 

  이동형 이명숙 이복순 이영숙 이용균 이천숙 이해숙 이화자 전경옥 정미진  

  정재숙 정형주 조원석 조정숙 최미숙 최미용 최예규 표현준 한복희 홍인순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환영실에서 식사 및 교제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새벽: 최예규(최한나)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강단헌화: 전종근(비비안 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월 목표 금액 현재 작정헌금 목표대비(%)

$30,000 $6,15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