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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권 09호]

[제1장 사명과 목적]
2장 2조. 목적. C&MA의 사명은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성취하면서

2019년 3월 3일

이루어져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성령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주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2.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춘, 그리고 그들을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과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대사명 교회들을 세우는
선교적 노력에 동원함으로

골1:6

3.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C&MA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다른 교회들이나 기관들과 합력하여 사역하므로.
[ARTICLE II MISSION AND OBJECTIVES]
Section 2.2. Objectives. The mission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shall be achieved through the accomplishment of the following objectives:
1. To proclaim the truth of God’s Word by emphasizing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th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e imminent return of
the Lord Jesus.
2. To evangelize and disciple person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incorporate them into Christ-centered, community-focused
congregations, and mobilize them in a missionary effort designed to plant
Great Commission churches among both unreached and responsive peoples
worldwide.
3.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other churches and organizations that share the
mission and vision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to extend
Christ’s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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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3월 암송말씀(요한복음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현절 아홉째주일
9th Sunday after the Epiphany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주현절 아홉째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감사: 성지순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4. 모임
오 늘 • 제직회 부서모임: 오후12시45분, 지정장소
예배부(대예배실) 교육부(교육관102호) 전도부(교육관101호)
선교부(교육관103호) 양육부(본관101호) 친교봉사부(친교실)
관리부(친교실)
• 제직회 부서장모임: 오후1시30분, 교육관101호
• 정기당회: 오후2시30분, 당회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재의 수요일: 6일(수) 사순절 시작
• 금요집회: 8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주제: “지명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 요단강”
• 드림한국학교: 9일(토) 오전9시30분
다음주 • 사순절 첫째주일/ 선교주일 (선교헌금)
• 제직회: 오후12시45분, 대예배실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찬 송/ 전능왕 오셔서(10)

Hymn/ Come, Thou Almighty King

대표기도/ 민병길 장로

Prayer/ Elder Byung Kil Min

교회소식

Announcement

헌 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 1,3절

5. 3‧ONE 합심기도: 2월 합심기도카드를 오늘(3일) 헌금시간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찬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 성가대

6. Daylight Saving Time 시작: 다음주일(10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밤에 미리 시계를
맞추셔서 주일예배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시⇒3시)

Offering/ All to Jesus (1,3)

Choral Anthem/ I Worship You, Almighty God / Choir

* 성경봉독/ 레위기26:1-3,9
Scripture/ Leviticus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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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서평원 목사

Sermon/ If You Follow My Decrees and Obey My Commands / Rev. Pyungwon Seo

* 찬 송/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217)
Hymn/ Give Me Thy Heart

3‧ONE 합심기도
• 한국과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제직회 각 부서의 활성화를 위해
∙ 교회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Benediction
* 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 Congregation stands if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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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70명

어린이부: 9명

Youth∙EM: 5명

합계: 8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