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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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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설립 Nov 23 2014

챈 들 러 한 인 장 로 교 회
CHANDL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1200 N. Price Rd. Chandler  AZ 85226

이경우 목사 (T.480.570.8132)

www.ckpcaz.org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주 일 학 교

영 어 예 배

새 벽 기 도 회

08:45AM

11:00AM

10:45AM

12:40PM

교육관 B1

대예배실

교육관 B1

교육관 B1

05:30AM(화-금) 대예배실

06:30AM(토) 대예배실

수시 개강

8:00,AM(토) / 07:00PM(수)

교육관 A1

교육관 A1성 경 대 학

AWANA성경학교 06:30PM(수) 대예배실

예배장소
Chandler Bible Church

1200 N. Price Rd. 

Chandler AZ 85226

예배 및 모임 안내

오시는 길

경주자의 삶
이경우 목사

지금 한국의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의 성화가 한국 땅에 피어올랐습니다. 운동 경
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
람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매 4년 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
수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며 참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 일정을 올
림픽을 목표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노력의 결실은 불
과 1분, 5분, 10분 만에 결정이 됩니다. 훈련한 만큼 잘 한 선수가 있
는 반면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선수는 낙심합니다. 감격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올림픽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
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떠올려봅니다. 수 없이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며 이루어낸 성과들입니
다. 매일 매일 자신의 한계와 부딪치며 싸워왔을 모습을 생각하며 시
상대에 선 운동선수 못지않은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뛰어난 운동선수 혼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
루어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성빈 선수 머리 모양에
맞추어 3D 스캔 기술로 제작한 헬멧,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경기에 맞는 경기복을 만드는 일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도
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경주자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삶의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고, 인내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고 권
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현대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권면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동역
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 자신은 물론,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우리들입
니다.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양 칼럼

챈들러 한글학교 1:20PM(주일) 교육관 A6,7

제 자 훈 련 반

새 가 족 반 12:50PM(주일) 교육관 A5 예수님
을닮

아
가는공

동

체청 년 대 학 부 1:00PM(주일) 교육관 A1

섬기는 사람들
담 임

교육부목사(EM)

찬 양 사 역 자
성 가 지 휘 자
예 배 반 주 자

사 역 팀 장

이경우 목사 (480)570-8132

김세동 집사 (714)900-0329
김지연 지휘자 (213)436-7771
김지현 집사 (480) 236-8465

예배사역팀장: 
재정사역팀장: 남정송 장로 (480)751-9524
교육사역팀장: 김정엽 집사 (623)466-2188
선교사역팀장: 김영민 집사 (480)495-9343
친교사역팀장: 신영애 집사 (602)295-3592

시 무 장 로 남정송(480)751-9524



교회 소식주일 예배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문의: 이신우 집사 Tel.(480)577-4520

성례주일 다음 주일(25일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한 주간 성찬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찬양집회 일시: 2월 23일 금 오후 7시 30분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거라지세일

일시: 3월 24일 (토)
거라지세일 물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 여선교회장(신영애 집사(602)295-3592)

예닮 공동체
구역모임

이번 주일은 예닮 공동체 구역모임을 가지는
주일입니다. 

EM Retreat 일시: 3월 9일 (금) – 11일 (주일)
장소: Prescott UCYC
대상: 청년 대학부 및 Youth Group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각반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3월
목회 계획

2월 25일 (주일) 성례주일, 성찬식
3월 3일 (토) Feed The Hungry Min.
3월 4일 (주일) 생일축하, 정기제직회
3월 9일 (금)-11일(주일) EM Retreat
3월 11일 (주일) 전교인 야유회
3월 17일 (토) 정기당회
3월 25일(월) -31일(토)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지난주 헌금
(2월 11일 주일)

주일/주정 1,211.00    감사 330.00 
십일조 1,233.00      선교 40.00 건축 10.00
총 헌금 액 2,824.00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경 배 찬 양
1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2부: 경배와 찬양팀

기 도 김정엽 집사

찬 양 할렐루야 성가대

성 경 봉 독 사사기 21:25

설 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이경우 목사

찬 송 421장 ( 내가 예수 믿고서 )

봉 헌 봉헌위원 : 강성봉/신영애

축 도 이경우 목사

교 회 소 식 이경우 목사

교 제 찬 양 ‘축복합니다’

주일 1부 예배 08:45 AM
주일 2부 예배 11:00 AM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기 도 헌 금 예 배 안 내 친 교

2/18 김정엽 강성봉/신영애 김영민/강성자 이신우/장신옥/함윤경

2/25 남정송 김보현/아이린리 김영민/강성자 신영애/최혜원/김은주

3/04 강성봉 김영민/원희자 강성봉/장명순 원관식/원희자 가정

3/11 곽성식 스티브리/이신우 강성봉/장명순 전교인 야외 친교

3/18 김보현 김형우/이영희 강성봉/장명순 김지현/한영숙/이영희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 1:16

성경 문제 (02월

18일)
민수기 22장 – 신명기 4장 이름:

1.발람의 나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22:23)

2.발락의 저주의 부탁을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하
였는가? (23:11)

3.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모압 사람들의 신 바알
브올에게 절한 곳은? (25:1-5)

4.출애굽 후 제 2차 인구조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26:1-4)

5.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27:14)

6.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은? (28:26)

7.여자가 어려서 서원할 때 그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
게 해야 하나? (30:1-5) 

8.딸과 아내의 서원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나? (30:12-13)

9.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 각 지파는 몇 명씩 싸우러 나갔는
가? (31:4)

10.모세가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준 지파는? (32:33-42) 

11.레위 지파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업을 주셨는가? (35:2-8)

신명기
12.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1:2) 

13.여호와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산은? (2:5)

14.바산 왕 옥의 나라를 차지한 지파는? (3:13)

15.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셨다고 하였는가? (4:3)

지난 주 정답
1.고핫자손 2.아멘 아멘 3.나실인 4.기름을 발랐다 5.이스라엘 자손
의 초태생 6.크게 불어야 한다 7.메추라기, 한 달 동안 8.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9.에스골 골짜기 10.여호수아, 갈렙 11.제
단을 싸는 철판 12.레위 자손 13.잿물 14.므리바 15.이스라엘 백성
에게 전멸당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 : 강광수 선교사
필리핀 뚜게가라오 :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
멕시코 몬트레이 : 참빛 주안에교회(배도영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