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n.28.2018 
 

Sunday Worship with All Generation 

Warm welcome                              다같이 

입례송 I Call to Worship                      다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회의기도 I Confession of sin                다같이 

신앙고백 I Personal statement of faith         다같이 

          사도신경 I The Apostles’ Creed 

찬양과경배 I Praise and worship  Connect Worship Team 

회중기도 I Prayer                        공민정자매 

헌금 I Offer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한수형제     

광고 I Welcome & TCC News             김지연목사 

말씀 I Message                          김지연목사 

기적의 통로 시리즈 4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역대상 17:16-27 

중보기도 I Intercessory Prayer                다같이 

축도 I Benediction                       김지연목사 

말씀노트 & 적용과 나눔 

 

 

 

 

예배후 나눔셀 편성표                           

믿음셀(김한수)박선영,윤태영,윤현수,이도원,류제희 

소망셀(백미정)홍림예,김지송,임동국,조혜령,정은별,채승찬,이경옥 

사랑셀(이채원)장한나,김대현,우지희,문정서,명희선,윤하은,윤기호 

기쁨셀(박요셉)정보람,오장우,지민준,공민정,오현민,심채은,정동준 
시니어셀(박하영)이진섭,박금순,윤진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요(John)13:35 

 

1. 한국방문(정라엘,정수아), 여행(이진섭성도) 

2. 2월생일자: 공민정(3일),정동준(16일),이경옥(22일), 

최유봉(27일)   

3. 비자: 지용남이은혜가정(영주권), 담임목사님가정(영주권), 

박선영(학생비자) 

4. 학교/진로: 문정서, 강류이, 박인영, 정세림, 김상우, 공민정, 

조혜령, 김대현, 채승찬 

5. 직장/구직: 박요셉(Full), 백미정(Part), 채승찬(Full)  

6. 치유: 박하영(무릎관절,감기), 박금순(관절,눈아픔,소화기관,당뇨) 

김명신(소화,감기몸살),오장우(건강),김지송(목디스크,허리),이미영 

(손목,허리디스크),최유봉(비염,등결림),우지희(허리,불면증,감기), 

박선영(머리,몸살),이채원(심장), 감기걸린 성도님들… 

7. 시니어성도 건강을 위해(윤진순권사, 박금순권사, 박하영사모, 

이진섭성도) 

7. 성도의 기업: 김명신자매(J&J Global) 

8. 공부하는 학생들과 직장생활 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 

9. 장기 결석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2 월 예배 봉사자 Weekly Bible  

Reading Chart 

 기도 특송 안내 Mon

29 

대상(1Chr) 22:1-23:20 

롬(Ro) 4:1-12 1 주  김지송형제 찬양팀 박선영 

2 주  홍림예자매 찬양팀 박선영 Tue

30 

대상(1Chr) 23:21-24:31 

롬(Ro) 4:13-25 3 주  지민준형제 찬양팀 박선영 

4 주 류재희자매  찬양팀 박선영 Wed

31 

대상(1Chr) 25:1-26:11 

롬(Ro) 5:1-5 5 주    

TCC 지난주 통계 Thu

01 

대상(1Chr) 26:12-27:22 

롬(Ro) 5:6-11  

헌금 

 

십일조:,백미정, 홍림예, 이채원 

감사:김지연, 김명신, 오현민 Fri 

02 

대상(1Chr) 27:23-28:21 

롬(Ro) 5:12-21 

방문  Sat 

03 

대상(1Chr) 29 

롬(Ro) 6:1-14 

인원 유아2, 어린이1, 유스4 

청년17 장년8 

Sun

04 

시(Ps) 90:1-91:13 

잠(Pr) 19:13-18 

 

예배 & 모임 소식 

1. 2018년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입니다’가 표어입니다. 

항상 자신을 향해, 서로를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호와의 열심이 반듯이 이루실 것입니다.  

2.. 교회의 공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합시다. 주일 예배 후 셀별 

나눔의 시간은 Connect with You and Me의 시간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세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고 셀편성에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3. 주일예배 15분 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순서를 맡은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주중 세별 모임인 Bible connect In(BC IN)모임에 열심히 참여 

합시다. 말씀이 없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대에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영어 알파, Alvin목사님이 진행하는 알파코스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매주화요일 저녁7시에 

교회 채플실로 오시면 됩니다.  

5. Stone Church 행사로 인해 다음주도 오늘 처럼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 

1. 2017년 ‘’하나님의 열심’ 간증집 편집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편집팀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이삭줍기에 적극 참여 합시다. 커피한잔, 도넛하나, 1불씩 

절약한 이삭을 헌금봉투에 사연을 적고 헌금하시면 결산해서 

이웃 사랑 실천인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에 보내 지게 됩니다.  

행사 소식 

1. 지역교회 들의 요청으로 ‘서서평’영화 앵콜 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대관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2018년 Youth KOSTA가 3월13일-15일 까지 무스코카 

우즈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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