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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권 13호]

C&MA 조직교회 균일 헌법
C&MA의 각 조직교회는 다음의 헌법을 채택하고 이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
전문
신약 성경은 개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가시적 표현이라고 한다. 하나님
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서 순종으로 살
며 섬긴다.
C&MA는 회중이 교단 안에서 삶과 증거로 성경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더
넓은 의미와 활동을 찾는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
본 헌법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1. 개체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위한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한다.
2. 개체 교회와 그의 핵심부인 지방회의 관계를 정의한다.
3. 개체 교회를 C&MA의 전 세계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교단 체제와 관
련짓는다.

2019년 3월 31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골1:6

UNIFORM CONSTITUTION FOR ACCREDITED CHURCH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Each accredited church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shall adopt and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Constitution.
PREAMBLE
The New Testament teaches that the local church is the visible organized
expression of the Body of Christ. The people of God are to live and serve in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and under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operates on the presupposition that the
congregation finds broader meaning and outreach in fulfilling its biblical
responsibilities within the life and witness of the denomination.
This Constitution has three objectives:
1. Set out in general an outline for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for this
church.
2. Define the relationship of this church to the district of which it is an integral
part.
3. Relate this church to the denominational framework through which the
worldwide work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i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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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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넷째주일/ 구역모임주일
4th Sunday in Len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사순절 넷째주일이며 구역모임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모임
오 늘 • 구역모임: 오후12시45분, 지정장소
1구역(친교실) 2구역(본관101호) 3구역(교육관101호) 4구역(본관104호)
5구역(교육관102호) 6구역(교육관103호) 7구역(교육관204호)
8구역(대예배실) 9구역(교육관104호) 10구역(교육관201호)
• 교역자모임: 오후1시30분, 당회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금요집회: 5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주제: “지명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 미스바”
• 드림한국학교: 6일(토) 오전9시30분, 교육관
다음주 • 사순절 다섯째주일/ 연합성찬주일 (성찬위원: 김선경, 옥일권, 이주영, 민병화)
• 정기당회: 오후2시30분, 당회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찬 송/ 예수 나를 위하여(144)-2절 남자, 3절 여자
Hymn/ Jesus shed His blood for me

Announcement

4. 전교인 구약성경통독 (Part2): 내일(1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1일-7월6일)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면서 게시판의 주별 점검표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단체 카톡방으로 음원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이번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도네이션합니다.
※ 구약통독(Part1)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별 점검표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헌 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 1,3절

5. 3‧ONE 합심기도: 내일(1일)부터는 4월 기도제목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합심기도카드는 다음주일(7일) 헌금시간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찬 양/ 참 평화 내 것 일세/ 성가대

6. 부활절 백합헌화: 부활주일(4월21일)에 백합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 신청서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분당 $20)

대표기도/김선경 장로

Prayer/ Elder John Sun Kim

교회소식

Offering/ All to Jesus (1,3)

Choral/ There Comes to My Heatr/ Choir

7. 친교 기도: 다음주일(7일)부터 친교 기도를 제직들이 순서대로(가나다순) 담당합니다.
게시판의 순서표를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봉독/ 룻기1:19-22
Scripture/ Ruth1:19-22

[교우소식]
• 출타: 민병관 장로/ 민효연 권사(한국), 최인철 집사/ 최안연 집사(한국)

말 씀/ “귀향(歸鄕)”/ 서평원 목사

Sermon/ Homecoming / Rev. Pyungwo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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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나는 갈 길 모르니(375)

3‧ONE 합심기도

Hymn/ Jesus, Savior, Pilot me

• 한국과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기쁨 안에서 신앙 성숙을 위해
∙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축도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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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한 섬김이 대표기도
이번주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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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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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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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진
차량 이주영

장년: 77명

어린이부: 8명

Youth∙EM: 8명

합계: 9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