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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조직교회 균일 헌법

2019년 4월 14일

제 2 장 관계
본 교회는 그의 모체인 콜로라도주의 비영리 법인인 C&MA와 연결되어 속
해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파생된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C&MA가 그러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로 동의한다는 이해 하에 본
교회는 조직교회 재산 귀속과 관련된 제16장의 규정을 따르고 준수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골1:6

UNIFORM CONSTITUTION FOR ACCREDITED CHURCH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RTICLE II RELATIONSHIP

This church is connected with and subordinate to its parent
religious organization,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
Colorado nonprofit corpo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benefits generated and derived from this relationship, and
understanding that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is
relying hereon in agreeing to initiate or continue such relationship,
this church agrees to be subject to and abide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rticle XVI hereof relating to the reversion of
property of accredited churches.

방송설교

시카고기독교방송(AM1590kHz), 매주 목요일 오전9시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15일(월)
삼하13-15
후원
선교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

16일(화)
삼하16-18

17일(수)
삼하19-21

18일(목)
삼하22-24

19일(금)
대상1-3

20일(토)
대상4-6

∙ 한국 강영철 김혜경 ∙ 인도‧네팔 어영선 박미선 ∙ 뉴저지 김항욱

예배
모임
안내

∙
∙
∙
∙

주일예배 장년/영유아부/어린이부/Youth∙EM 오전11시
금요집회 장년/영유아부/어린이부/Youth∙EM 오후8시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화-금)
중보기도 주일 오전10시, 오후2시30분 ∙ 성경통독 주일 오후1시

∙ 우크라이나 한재성 ∙ 사할린 뽀로나이스크교회
교역자

∙담임목사 서평원 ∙원로목사 나윤태 ∙Youth 박경준 ∙어린이부 한진경

장 로

∙시무 김선경 옥일권 ∙은퇴 이주영 민병관 민병화 민병길

성가대

∙지휘 오옥경 ∙피아노 김희선 ∙올겐 최은기

샴 버 그 한 인 교 회
SC H A U M BU RG A LLIA N C E C H U RC H
210 S. Plum Grove Rd. Schaumburg, IL60193
T.847.895.6005 www.schaumburgchurch.org

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4월 암송말씀(갈라디아서2:20 a)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종려주일/ 선교주일
Palm Sunday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선교주일(선교헌금)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고난주간/ 부활주일 행사안내
∙고난주간 특별저녁집회: 내일(15일)-금요일(19일) 오후8시, 대예배실
※주제: 종의 노래
※예배담당
15일(월)
16일(화)
17일(수)
18일(목)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기도

* 신앙고백

이주영 장로

김선경 장로

민병화 장로

19일(금)

민병길 장로

특송 벧엘/모세/사라 베드로/한나 바울/루디아/마리아 디모데/에스더

Apostles’ Creed

시무장로
성가대

※새벽기도회는 기간 중(15일-19일)에 모이지 않습니다.
※18일(목)은 세족목요일로 세수식이 있습니다.
※19일(금)은 성금요일로 회개의 편지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연합새벽예배: 21일(주일) 오전6시, 포도원장로교회
∙부활주일 감사예배: 21일(주일) 오전11시, 대예배실

찬 송/ 왕 되신 우리 주께 (140)

Hymn/ All Glory, Laud and Honor

대표기도/ 민병길 장로

Prayer/ Elder Byung Kil Min

4. 모임
오 늘 • 지구의 날 영화상영: 오후1시, 대예배실, “Before the flood”
주 중 • 드림한국학교: 20일(토) 오전9시30분, 교육관
다음주 • 부활주일 (칸타타)

교회소식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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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요 성경공부: 5월 1일(수)부터 오후2시와 오후7시30분에 있습니다.
※안내석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10 (교재, 간식 포함)

찬 양/ 나의 뜻대로 하지 마소서/ 성가대
Choral/ Not My Will/ Choir

6. 창립기념 말씀사경회: 5월 3일(금)부터 5일(주일)까지 있습니다.
※강사: 김영길 목사 (LA 감사한인교회)

* 성경봉독/ 마가복음14:3-9
Scripture/ Mark14:3-9

[교우소식]
• 출타: 민명숙 권사(한국), 신승철 집사(GA), 최인철 집사/ 최안연 집사(한국)

말 씀/ “향유 옥합”/ 서평원 목사

Sermon/ Alabaster Jar of Perfume / Rev. Pyungwo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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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ONE 합심기도

* 찬 송/ 내 너를 위하여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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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mn/ I Gave My Life for Thee

*축도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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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한 섬김이 대표기도

친교

헌화

봉사

친교기도

이번주일(14일)

민병길

강우혁

오영자

9구역

강은경

다음주일(21일)

김선경

김희옥

김복언

에스더회

강은순

안내 민병길 박해옥 강은순

헌금 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차량 이주영

3‧ONE 합심기도: (3월) 강유진 강은순 고혜자 김순이 김영희 김청일 김희옥 민 정 신수정
이성애 이영자 이철상 편옥순 편채석 한고은
장년: 75명
어린이부: 9명
Youth∙EM: 7명
합계: 9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