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암송말씀 Bible Verse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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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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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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장 사명과 목적]
2장 1조. 사명. C&MA는 사명선언문에서 그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C&MA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재림의 왕으로 경배하며, 맡기신 ‘대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골1:6

개체 교회, 지방회, 선교부, 산하기관, 그리고 교단본부 등 C&MA의
모든 단체는 그들의 자원을 이 핵심 사명을 성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ARTICLE II MISSION AND OBJECTIVES]
Section 2.1. Mission.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has defined its
purpose in its mission statement:
The mission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is to know Jesus
Christ; exalt Him as Savior, Sanctifier, Healer, and Coming King; and
complete His Great Commission.
All entiti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including local
churches and districts, overseas fields,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the
National Office shall focus their resources on the accomplishment of this
central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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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장년/영유아부/어린이부/Youth∙EM 오전11시
금요집회 장년/영유아부/어린이부/Youth∙EM 오후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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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주현절 여덟째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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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th Sunday after the Epiphany

2. 감사: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현배 목사님(시카고한인서부교회 원로목사)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인도 김선경 장로
Presider/ Elder John Sun Kim

예배로의 부름

3. 모임
오 늘 • Youth Group PTA: 오후1시30분, 교육관 204호(중고등부‧EM 예배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Call to Worship

• 금요집회: 1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주제: “지명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 엠마오”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 드림한국학교: 2일(토) 오전9시30분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다음주 • 주현절 아홉째주일

* 신앙고백

• 제직회 부서모임: 오후12시45분, 지정장소

Apostles’ Creed

• 제직회 부서장모임: 오후1시30분, 교육관101호

찬 송/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8)

• 정기당회: 오후2시30분, 당회실

Hymn/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대표기도/ 옥일권 장로

4. 3‧ONE 합심기도: 1일(금)부터는 3월 기도제목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Elder Il Kwon Ohk

※ 2월 합심기도카드는 다음주일(3일) 헌금시간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2월 암송말씀(딤후3:16,17)

5. 이스라엘 성지순례: 27일(수)까지(9박10일) 있습니다.

Announcement

헌 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 1,3절
Offering/ All to Jesus (1,3)

찬 양/ 어찌 날 위함 이온지 / 성가대

Choral Anthem/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 / Choir

* 성경봉독/ 출애굽기1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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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Exodus17:8-16

3‧ONE 합심기도

말 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현배 목사
Sermon/ We can pray. / Rev. Hyun Bae Cho

• 한국과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제직회 각 부서의 활성화를 위해
∙ 교회학교의 발전을 위해

* 찬 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
Hymn/ Sweet Hour of Prayer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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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한 섬김이

대표기도

친교

헌화

봉사

이번주일(24일)

옥일권

김석태

신수정

4구역

다음주일(3일)

민병길

오옥경

서평원

안내 민병화 박해옥 강은순

헌금 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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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주영

장년: 68명

어린이부: 12명

Youth∙EM: 6명

합계: 8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