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오전 10시 30분** 

               (Thanksgiving Joint Worship)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8 절 / 1 Thessalonians 5:18) 

 

 

과일 바구니 입장 (영상)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op) - 이찬우 목사 Rev. Lee 

*경배와 찬양 (Praise) – 크로스웨이 연합찬양팀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송축해 내 영혼 (10,000 reasons) 

주의 이름 높이며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대표기도 (Prayer) – 임정구 장로 / Eric Ma 

특    송 (Special Song) – 이경태 집사 / 이명희 집사 

 

*봉    헌 (Offering) – 이찬우 목사 Rev. Lee 

광    고 (Announcement) – 이찬우 목사 Rev. Lee 

 

*표는 일어서서 하는 예배순서 입니다. (* Please Stand) 

 

 

 

 

 

 

 

 어린이 성경봉독 1.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3장 17절 / Matthew 3:17 (Hannah Mao) 

 설    교 1 (Sermon) / 어린이 설교 

▪ 최우로 목사 Rev. Choi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I give thanks in everything” 

 특    송 (Special Song) – 어린이부 찬양   

 

 성경봉독 2.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 4장 1~7절 / Philippians 4:1~7 (Siha Kim) 

 설    교 2 (Sermon)  

▪ 이찬우 목사 Rev. Lee              

“감사로 맺어진 한 가족, 교회”   

        “Church as a family, united in Gratitude” 

 유아세례/입교 (Baptism/Confirmation) 

                             – Noah Medalle / Erin Lee 

*찬    송 (Praise) - “거룩하신 하나님(Give Thanks)” 

 

*축   도 (Benediction)  

                - 이찬우 목사 Rev. Lee 

 

 



 

     교회소식 
 

1.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를 위한 정책모임 안내 

* 1차 정책모임: 11월 20일(주일) – 2023년 목회계획  

 담임목사실 / 목회자, 당회원 / 1pm 

* 2차 정책모임: 11월 27일(주일) – 2023년 부서별 예산안  

 제자훈련실 / 목회자, 당회원, 부장 / 1pm 

* 3차 정책모임: 12월 4일(주일) – 2023년 목장편성 

 제자훈련실 / 당회원, 목자 / 1pm  

 

3. 11월 24일(목)-26일(토) 새벽예배는 추수감사절 주간으로 

개인기도로 대신합니다. 24일(목)-26일(토) 기간동안 본당 

카펫 청소가 있으니, 본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1월 27일(주일) 2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총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2월 2일(금) 저녁 7시 30분에 금요 찬양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6. 도서/전도부에서 2023년 생명의 삶 구독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11월 27일(주일)까지 본당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한정순 권사(510-427-3734) 빈화란 권사(510-759-9738) 

 

7. 교우 동정 

1) 출타: 김윤수, 조희재(한국) 

 

 

 

 

 

 

 

 

 

 

 

2022년 11월 20일                              제 40권 47호 

      

추수 감사 주일 
Thanksgiving Joint Worship 

 
 

 

크로스웨이 교회 
 

담임목사 이 찬 우 Rev. Chanwoo Lee 

주소: 21353 Foothill Blvd. Hayward, CA 94541 

www.crosswayhayward.org 

** 섬기는 분들 ** 

대표기도 
(11월 27일) 

1/2부: 전 수 백 장로 

(12월 04일) 

1/2부: 진 용 식 장로 

헌금위원 

(11월) 

1부: 신 광 숙 권사 

(12월) 

1부: 김 귀 옥 집사 

(11월) 

2부: 윤 주 영 집사 

(12월) 

2부: 이 미 선 집사 

강단헌화 이은주 집사 

지난주일헌금 합계: 7,103.00            일반: 7,103.00        

                  임시 당회장       이 근 신 목사 

  

교회주소: 21353 Foothill Blvd, Hayward, CA 94541 

교회전화: 510-470-1628        사택: 415-346-3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