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암송말씀 Bible Verse of the Month

[제49권 03호]
2019년 1월 20일

시편1편 1,2절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C&MA 신앙
교단 헌법시리즈
3
[제1장
고백]
[제1장 신앙 고백]
1장 3조.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시며, 신자에게 내재하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능력을 부여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14:15-18, 16:13, 행1:8,
요16:7-11)

골1:6

1장 4조.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축자적으로 기록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다.
성경은 신자의 신앙과 실천에 대한 신성하고 유일한 규정이다.
(벧후1:20-21, 딤후3:15-16)
[ARTICLE I STATEMENT OF FAITH]
Section 1.3. The Holy Spirit is a divine person, sent to indwell, guide, teach,
empower the believer, and convince the world of sin,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John 14:15–18, John 16:13 and Acts 1:8, John 16:7–11)
Section 1.4. The Old and New Testaments, inerrant as originally given, were
verbally inspired by God and are a complete revelation of His will for the
salvation of men. They constitute the divine and only rule of Christian faith
and practice.(2Peter 1:20–21 and 2Timothy 3: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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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환영: 오늘은 주현절 셋째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현절 셋째주일
3rd Sunday after the Epiphany

2. 모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오 늘 • 부서장모임: 오후1시, 교육관 101호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예배부(최은기), 교육부(옥주희), 전도부(한고은), 선교부(강은순)
양육부(박해옥), 친교봉사부(민병길), 관리부(최기준), 재정부(민계익)

예배로의 부름

• 에스더회 신년모임: 오후4시30분, Chef Ping

Call to Worship

• 성가대·찬양팀 신년모임: 오후5시, 최기준/ 최은기 집사 가정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금요집회: 25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주제: “지명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 갈릴리 호수 ”
• 드림한국학교: 26일(토) 오전9시30분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교회 창고정리: 26일(토) 오전10시

찬 송/ 지난 이레 동안에(44)

다음주 • 주현절 넷째주일
• 신년제직수련회: 오후12시45분-3시30분, 대예배실

Hymn/ Safely Through Another Week

대표기도/ 민병관 장로

Prayer/ Elder James Min

3. 드림한국학교 2학기 등록 및 개강: 2월2일(토) 오전9시30분

교회소식/ 1월 암송말씀(시1:1,2)

4. 세금보고용 헌금명세서 신청: 안내석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Announcement

5. 2019년 친교, 헌화 신청: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교($150)나 헌화($30)로 섬기시기

헌 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 1,3절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 신청서에 sign-up 해주시기 바랍니다.

Offering/ All to Jesus (1,3)

[교우소식]
• 사업체 이전: 배애니 집사님께서 세탁소를 이전하셨습니다.

찬 양/ 누군가 기도하네 / 성가대

Choral Anthem/ Someone Is Praying For You/ Choir

Bae Cleaner (살렘플라자) 1115 N. Salem Dr. Schaumburg

* 성경봉독/ 욥기12:13-25

※ Check로 헌금하실 경우 Alliance Holiness Church 혹은 A.H.C 로 써주세요.

Scripture/ Job12:13-25

3‧ONE 합심기도

말 씀/ “하나님의 지혜”/ 서평원 목사

Sermon/ God’s Wisdom/ Rev. Pyungwon Seo

• 한국과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교회 각 부서들의 활성화를 위해
∙ 새해에는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 찬 송/ 나는 갈 길 모르니(375)
Hymn/ Jesus, Savior, Pilot me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Benediction
* 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 Congregation stands if able

예배를 위한 섬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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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헌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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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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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배애니

서경자

안내 민병길 박해옥 강은순

헌금 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7구역
차량 이주영

장년: 69명

어린이부: 10명

Youth∙EM: 7명

합계: 8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