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암송말씀 Bible Verse of the Month

[제49권 06호]
2019년 2월 10일

디모데후서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C&MA 교단 헌법시리즈 5
[제1장 신앙 고백]
1장 9조.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구속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에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중대한 임무가 있다.

골1:6

개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성찬과 침례를 집행한다. (엡 1:22-23, 마 28:19-20, 행
2:41-47)
[ARTICLE I STATEMENT OF FAITH]
Section 1.9. The Church consists of all those who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re redeemed through His blood, and are born again of the Holy Spirit.
Christ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which has been commissioned by
Him to go into all the world as a witness, preaching the gospel to all nations.
The local church is a body of believers in Christ who are joined together for
the worship of God, for edification through the Word of God, for prayer,
fellowship,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observance of the ordinances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Ephesians 1:22–23, Matthew 28:19–20, Acts
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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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환영: 오늘은 주현절 여섯째주일이며 선교주일(선교헌금)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현절 여섯째주일/ 선교주일
6th Sunday after the Epiphany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모임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오 늘 • 남녀선교회모임: 친교시, 친교실
• 남녀선교회장단모임: 오후1시, 교육관101호

예배로의 부름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Call to Worship

• C&MA중부지역회 정기총회: 12일(화) 오전11시, 대예배실
• 금요집회: 15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주제: “지명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 예루살렘(2)”
• M4G(Move For God) 리더쉽 수련회: 15일(금)-16일(토), 교육관 2층
• 드림한국학교: 16일(토) 오전9시30분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시카고 전지역 한국학교 교사연수회: 16일(토) 오후3시30분, 나일스한국학교

찬 송/ 전능왕 오셔서(10)

다음주 • 주현절 일곱째주일
• 연합구역예배: 친교 후, 친교실

Hymn/ Come, Thou Almighty King

대표기도/ 민병화 장로

• 교역자모임: 오후2시, 당회실

Prayer/ Elder Byung Hwa Min

교회소식/ 2월 암송말씀(딤후3:16,17)
Announcement

3. 2019년 친교, 헌화 신청: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교($150)나 헌화($30)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 신청서에 sign-up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민은기, 혜기, 영기(바이올린), 계익, 현기, 신주연(피아노)

4. 이스라엘 성지순례: 2월 18일(월)부터 27일(수)까지(9박10일) 있습니다.

찬 양/ 우리 하나 될 때 / 성가대

[교우소식]
• 출타: 김희선 집사(한국)

Offering/ The Lord watches over you

Choral Anthem/ One By One / Choir

* 성경봉독/ 민수기2:1,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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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Numbers2:1,2,17,34

말 씀/ “회막을 향하여”/ 서평원 목사

3‧ONE 합심기도

Sermon/ Around the tent of meeting / Rev. Pyungwon Seo

• 한국과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각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 드림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 찬 송/ 십자가 군병들아(352)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Hymn/ Stand Up for Jesus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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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한 섬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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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김화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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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역

안내 민병길 박해옥 강은순

헌금 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차량 이주영

3‧One합심기도: (12월) 김청일 (1월) 강유진 고혜자 김순이 김영희 김청일 김희옥 민 정
신수정 이철상 편옥순 편채석 한고은
장년: 78명

어린이부: 10명

Youth∙EM: 5명

합계: 9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