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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조직교회 균일 헌법
제 10 장 위원회와 기관

2019년 7월 21일

10장 4조. 관재인. 관재인은 본 교회의 교인 이어야 하며, 개체 교회 내규에
명시된 대로 임명되거나 선출되어야 한다. 관재인은 내규나 교회가 소재
한 주의 법에 명시된 사역과 의무를 담당한다. 관재인이 없는 경우, 치리
회는 관재인이 선출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관재인의 사역과 의무를 맡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10장 5조. 여선교회. 개체교회는 여선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여선교회는 교
회사역지침서에 있는 규칙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골1:6

UNIFORM CONSTITUTION FOR ACCREDITED CHURCH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RTICLE X COMMITTEES AND ORGANIZATIONS
Section 4. Trustees. The trustees shall be members of this church and may be
appointed or elected as specified in the local church bylaws. Trustees shall
have charge of those ministries and duties as specified in the bylaws, or
the laws of the state in which the church is located. Where there are no
trustees, the governance authority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ose
ministries and duties until such are elected or appointed.
Section 5. Great Commission Women. Local church Great Commission Women
may be established. They shall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Great
Commission Women policies as contained in the CM Handbook.

방송설교

시카고기독교방송(AM1590kHz), 매주 목요일 오전9시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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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3-45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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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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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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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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암송말씀(요한복음13:34)

성령강림후 여섯째주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6th Sunday after Pentecost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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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후 여섯째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3. 모임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오 늘 • V.B.S: 오전10시-오후3시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수요성경공부: 24일(수) 오후6시, 오후7시30분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금요찬양집회: 26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 신앙고백

다음주 • 성령강림후 일곱번째주일

Apostles’ Creed

• 교역자모임: 오후1시30분, 당회실

찬 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2절 (남), 3절 (여)
Hymn/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4. 전교인 수련회: 8월 31일(토) 오후4시부터 9월 2일(월) 오전11시까지
Wisconsin, Conference Point Center에서 있습니다.

대표기도/ 옥일권 장로

※ 참가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Elder Il Kwon Ohk

교회소식

5. 2020년 교회달력: 안내석에 준비된 카달로그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달력번호를 3개씩

Announcement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헌 금/ 다 감사드리세 (66) 1,3절

[교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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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타: 김청일 목사/ 김영희 사모(멕시코), 박경준 전도사(한국)

찬 양/ 세 편의 복음성가 모음/ 성가대

이철상 성도/ 이춘희 성도(TX)

Choral/ Gospel Medley/ Choir

* 성경봉독/ 이사야3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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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Isaiah30:18-22

말 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서평원 목사

3‧ONE 합심기도

Sermon/ Blessed are all who wait for the Lord/ Rev. Pyungwon Seo

• 한국과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찬 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545)

• 어린이부 V.B.S와 Youth Retreat를 위하여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Hymn/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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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한 섬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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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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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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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문희례
차량

이주영

3‧ONE 합심기도: (6월) 김영희 김청일
장년: 80명

어린이부: 9명

Youth∙EM: 8명

합계: 9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