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일 예 배                         예 배 안 내 

*중보기도모임* 
1.주일 오전10시30분 
(본당2층 중보기도실) 
 
*목장 모임* 
목장별 월 1회 이상  
 
*Youth 금요모임* 
오후 7시 (소예배실) 
 
*소망회 모임*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찾아오시는 길 ▣ 정기 모임 

                담임목사    이  찬  우  
 

교회주소: 21353 Foothill Blvd, Hayward, CA 94541 

교회전화: 510-470-1628   

담임목사핸드폰: 510-566-9478  143lcw@gmail.com    

홈페이지: www.crosswayhayward.org 

E-mail: churchxway@gmail.com 

선교 편지 제 476-1 

박다윗/이소망(인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버님의 갑자기 소천하셔서 인도에서 48시간이 걸려  

한국에 도착해서 장례만 겨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님들께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인도 해주셔서 잘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에 인도로 돌아왔습

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저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순종하여 서 있는 자리이지만 더욱 충성되이 남은 시간을  

채워가도록 걸음 걸음에 은혜를 구해 봅니다. 
 

1. D지역 교회 

  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며 심방과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힌두 정부의 감시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 이곳저곳에서 선교사들이 잡혀가고  

교회가 핍박 받는 소식으로 저희들도 조심을 하며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S 전도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R지역 교회 

  교회 건축을 위한 등록 절차와 땅 값의 잔금 지불을 두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 계약을 할 때와 달리 

금액이 올랐습니다.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감당

하게 하시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R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득 저희들이 생각나실 때, 그때는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북동 인도에서 박 선생 가족이 드립니다. 

  2022년 9월 11일                                                     제 40권  37호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크로스웨이 교회   
Crossway Church 
 

▣ 차량 운행 

251 28th St, Oakland(9시 50분)  

- 1515 Market St, Oakland(10시)  

       교회 청지기 

 

  목회자     

  이찬우 담임목사            Grace Kim 전도사 (EM)  

  김신유 목사 (YG, 찬양)       최우로 목사 (CM, 새가족, 행정)                  

   이선숙 목사 (소망회, 심방)       유란희 전도사 (영유아) 
      
 

  시무장로  

  정복균 장로, 신영창 장로, 임정구 장로 

 

** 크로스웨이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 

고제란(프랑스), 이영광/장나라(인도네시아), 허도영/황보경(말리),  

채부흥/채사모(Rehope), 한병희/김현희(감비아), 심미란/브라이언(감비아), 

박다윗/이소망(인도), 안태성(중국동산교회), 유영준(오클랜드항구),  

원성업(몽고), 유득렬(중국단동), 김여호수아/사라(기니),  

길광야/남소리(러시아), 정현(탄자니아), 허지현(MK), 강주연(Corner Stone), 

이정근(필리핀), 이은수(Miracle Mission), 김종순(미안먀) 



     

예배 인도 / 이찬우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찬       양 ---------------------------------------- 다 함 께 

   1부)   찬 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2부)   주님 말씀하시면,  시편 23편, 

              오늘 이 곳에 계신 성령님, 임재.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대 표 기 도 -------------------------------------- 정복균 장로 

 봉       헌 -------------  1부: 제임스 정 ------------  다 함 께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성 경 봉 독 ----- 사도행전 8:4~13 (신약 p199) ------ 다 함 께 

 설       교 --- 복음의 씨앗이 은혜의 열매가 될 때 -- 이찬우 목사 

 찬       양 -------- 내가 주인 삼은 / 찬)497장 ------- 다 함 께 

*축       도 -------------------------------------  이찬우 목사 

 ( * )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통계: 14,330.00                일반:  $13,930.00                지정:  $400.00 

  2022년 표어:  성령의 충만으로“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세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1. 나는 그 말씀을 잘 받는다. (행2:41),                                                      

  2. 나는 나눔과 기도 찬송으로 칭송을 받는다. (행2:47) 

  3.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고 주께 나온다. (행5:14)                                      

  4. 나는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 (행6:1)     

  5. 나는 직분을 잘 감당한다. (행6:7)             

  6. 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늘 섬긴다. (행9:31) 

  7. 나는 목회자를 예절 바르게 돕는다. (행11:24)                                            

  8. 나는 국내외의 선교를 한다. (행12:24)  

  9. 나는 회의를 은혜롭게 한다. (행16:5)                                                 

 10. 나는 십일조로 모든 탐심을 파괴한다. (행19:20) 

         섬기는 분들 

      지난주 헌금 내역 

       교회 비전 (제자훈련)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요일: 오전 6시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주일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친교부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수고해주신 친교부에게 감사드립니다. 1, 2부 예배를 마친 후 

 개인에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오늘 새가족반 성경공부 다섯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오후 12시 30분 ~ 1시 15분 

 *장소: 제자훈련실 

 *제 5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문의: 강정자 집사(새가족부 부장),  

           최우로 목사(415-747-9820) 

 

3. 9월 17일(토) 오전 10시 30분에 소망회 모임이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4. 9월 18일(주일) 오후 1시 45분에 부장단 회의가 제자훈련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월 25일(주일) 2부 예배 후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6. 가을 부흥회 안내 

 9월 30일(금)부터 10월 2일(주일)까지 가을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게시판에 부흥회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귀보 목사(텍사스 큰나무 교회) 

 *주제: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라! 

 

7. 이찬우 담임목사 북가주 노회 참석 

 9월 12일(월) - 14일(수)까지 북가주 가을 노회에 참석하십니다. 

 13(화), 14(수) 새벽 기도회는 이선숙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 교우동정 

1. 방문/등록: 김남영/김원숙 

2. 출타: 변수철/권태연(한국), 송현정(한국), 신윤정(한국) 

3. 부고: 김광철 집사님 부친이신 고 김경열 성도님께서 9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장례 일정은 추후에 

LA에서 진행됩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08월 27일(토요)   목자교육  7am 

08월 28일(주일)   당회  1:30pm 

09월 17일(토요)   소망회 모임  10:30am 

09월 18일(주일)   부장단 회의  1:45pm 

09월 25일(주일)   정기 제직회  2부 예배 후 

09월 25일(주일)   당회  2pm 

09월 30일(금요) - 10월 02일(주일)   부흥회 

10월 01일(토요)   목자교육  7am 

 

      9월 행사 일정 

     설  교: 목회자        본  문: 생명의 삶 

 09월 18일 (1부/2부) 신영창 장로 주일예배  

대표기도   09월 25일 (1부/2부) 임정구 장로 

수 요 예 배         저녁 7시 30분 

친     교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단 헌화   이은경 권사 

예배 인도 / 이찬우 목사 

 

찬       양 ----------------------------------------- 다 함 께 

성 경 봉 독 ----------------------------------------- 인 도 자  

설       교 -------------------------------------- 최우로 목사  

찬       양 ----------------------------------------- 인 도 자  

축       도 ----------------------------------------- 인 도 자 

  

09월 헌금위원   1부: 백구자 집사      2부: 조희재 집사 

10월 헌금위원   1부: 송미영 집사      2부: 송미선 집사 

주 일 예 배  교 회 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