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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2조. 집사. 집사는 본 교회의 교인이어야 하며, 개체 교회 내규에 명시
된 대로 임명되거나 선출되어야 한다. 집사는 내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회의 사역들과 구제를 담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한 헌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고, 지시에 따라 월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집사가 없는 경우,
치리회는 집사가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집사의 사역을 맡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10장 3조. 여집사. 여집사는 본 교회의 교인이어야 하며, 개체 교회 내규에
명시된 대로 임명되거나 선출되어야 한다. 여집사는 내규에 명시된 사역
을 담당한다. 여집사가 없는 경우, 치리회는 여집사가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여집사의 사역을 맡는다.

골1:6

UNIFORM CONSTITUTION FOR ACCREDITED CHURCH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RTICLE X COMMITTEES AND ORGANIZATIONS
Section 2. Deacons. The deacons shall be members of this church and shall be
appointed or elected as specified in the local church bylaws. The deacons
shall have charge of those ministries and charities of the church as
specified in the bylaws, receive offerings for such purposes and dispense
the same, and make monthly reports as directed. Where there are no
deacons, the governance authority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ir
ministries until such are elected or appointed.
Section 3. Deaconesses. Deaconesses shall be members of this church and shall
be appointed or elected as specified in the local church bylaws. The
deaconesses shall have charge of those ministries as specified in the
bylaws. Where there are no deaconesses, the governance authority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ir ministries until such are elected or 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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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성령강림후 다섯째주일

1. 7월 암송말씀(요한복음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5th Sunday after Pente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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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후 다섯째주일이며 선교주일(선교헌금)입니다.

인도 김선경 장로
Presider/ Elder John Sun Kim

예배로의 부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3. 감사: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현배 목사님(한인서부교회 원로)께 감사드립니다.

Call to Worship

4. 모임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수요성경공부: 17일(수) 휴강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금요집회: 19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찬 송/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2절 (남), 3절 (여)

주제: “지명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 사마리아”
• V.B.S: 19일(금)-21일(주일) ※문의: 김지영 사모, 박아영 교사

Hymn/ Begin, My Tongue, Some Heavenly Theme

다음주 • 성령강림후 여섯번째주일

대표기도/ 김석태 장로

Prayer/ Elder Seok Tae Kim

5. 전교인 구약성경통독 (Part2): 36명이 참여하셔서 교단을 통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180 (36명X$5)를 기부합니다.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우소식]
• 선교여행: 김청일 목사/ 김영희 사모, 17일(수)-22일(월), 멕시코(몬테레이, 살티요)
• 휴가: 담임목사님께서 18일(목)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 출타: 박경준 전도사(한국)

헌 금/ 다 감사드리세 (66)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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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하나님의 말씀 이기리라/ 성가대

Choral/ God’s Word Shall Stand/ Choir

* 성경봉독/ 요한복음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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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John5:1-18

3‧ONE 합심기도

말 씀/ “상처입은 치유자”/ 조현배 목사

• 한국과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Sermon/ The wounded healer/ Rev. Hyun Bae Cho

* 찬 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 어린이부 V.B.S와 Youth Retreat를 위하여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Hymn/ Like the woman at the well

*축도

Benediction
* 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 Congregation stands if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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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NE 합심기도: (6월) 강유진 고혜자 김희옥 민 정 신수정 이성애 한고은
장년: 80명

어린이부: 8명

Youth∙EM: 7명

합계: 9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