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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권 16호]

C&MA 조직교회 균일 헌법
제 3 장 교인
3장 1조. 자격.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중생의 증거를 고백함.
2. 다음을 믿음: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원본의 축자 영감; 주 예수 그리
스도의 대속;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고 그리
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벌이 있음.
3.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그리고 다시 오
시는 왕이시라는 교리를 받아들임.
4. C&MA의 사명과 핵심 가치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 사역을 위해 조
직적인 지원으로 협력함.
5. 회칙에 기술되었을 교인 자격을 갖춤.

2019년 4월 21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골1:6

UNIFORM CONSTITUTION FOR ACCREDITED CHURCH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RTICLE III MEMBERSHIP
Section 1. Qualifications.
1. Confession of faith in Jesus Christ and evidence of regeneration.
2. Belief in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in the verbal
inspiration of the Holy Scriptures as originally given; in the
vicarious atonement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eternal salvation
of all who believe in Him and the eternal punishment of all who
reject Him.
3. Acceptance of the doctrines of the Lord Jesus Christ as Savior,
Sanctifier, Healer, and Coming King.
4. Full sympathy with the mission and core valu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nd cooperation by systematic support of its
work.
5. Such other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as may be stated in the
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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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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주일
Esater Sunday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Grace and Peace of the Risen Lord Be with You!

2. 환영: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로의 부름

3. 모임
주 중 • 교역자모임: 오후1시30분, 당회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금요찬양집회: 26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 드림한국학교: 27일(토) 오전9시30분, 교육관
다음주 • 부활절 둘째 주일 / 구역모임주일
• 구역모임: 오후12시45분, 지정장소
• 대청소: 구역모임 후, 구역별 지정장소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찬 송/ 예수 부활했으니 (164)

Hymn/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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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선경 장로

Prayer/ Elder John Sun Kim

5. 창립48주년기념 행사안내
∙ 말씀사경회: 5월 3일(금) 오후8시, 4일(토) 오후7시, 5일(주일) 오전11시, 오후2시
※ 주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강사: 김영길 목사 (LA 감사한인교회)
※ 홍보용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창립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 5월 5일(주일) 오전11시, 권사임직: 최은기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헌 금/ 다 감사드리세 (66) 1,3절

Offering/ Now Thank We All Our God (1,3)

[교우소식]
• 담임목사: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교단총회에 참석하십니다.
• 출타: 민명숙 권사(한국)

부활절 찬양/ 부활의 새 아침/ 성가대

Easter Choral Anthem/ The Third Day / Choir

* 성경봉독/ 로마서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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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Romans6:6-14

말 씀/ “부활 신앙”/ 서평원 목사

3‧ONE 합심기도

Sermon/ Faith of Resurrection / Rev. Pyungwo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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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누가 주를 따라 (459)

Hymn/ Who is on the Lord’s side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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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 67명

어린이부: 8명

Youth∙EM: 6명

합계: 8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