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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권 30호]

C&MA 조직교회 균일 헌법
제 11 장 선교 동원

2019년 7월 28일

교회는
여해야
집하는
시해야
한다.

C&MA의 세계 선교와 교회 개척 사역과 대사명 기금
한다. 치리회는 국내외에서의 전임 사역을 위해 남성과
것과 기도를 포함 해서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동원하는
한다. 선교 대회나 선교 동원을 위한 교회적인 행사를

지원에 참
여성을 모
수단을 명
매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UNIFORM CONSTITUTION FOR ACCREDITED CHURCH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골1:6

ARTICLE XI MISSIONS MOBILIZATION
The church shall participate in the worldwide missions and church planting
ministri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nd the support of the
Great Commission Fund. The Governance Authority shall specify the means
by which it purposes to mobilize members’ involvement, including prayer,
recruitment of men and women for vocational ministry both at home and
abroad. A Missions Conference or congregation-wide event for missions
mobilization shall be held each year.

방송설교

시카고기독교방송(AM1590kHz), 매주 목요일 오전9시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29일(월)
사60-63
후원
선교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

30일(화)
사64-66

31일(수)
미가

1일(목)
나훔

2일(금)
스바냐

3일(토)
렘1-4

∙ 한국 강영철 김혜경 ∙ 인도 어영선 박미선 ∙ 도미니카공화국 김성화 김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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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로

∙시무 김선경 김석태 옥일권 ∙은퇴 이주영 민병관 민병화 민병길

성가대

∙지휘 오옥경 ∙피아노 민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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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강림후 일곱째주일

7th Sunday after Pentecos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후 일곱째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감사 ∙지난주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도움을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각작품(외부조형물 1점, 내부조형물 2점)을 재능기부해주신
김재길 장로님과 임길주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4. 모임
오 늘 • 임시당회: 오후1시, 당회실
• 성가대세미나: 성가대 연습 후, 성가대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수요성경공부: 31일(수) 오후6시, 오후7시30분
• 금요집회: 2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주제: “지명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 아하와 강가 ”
다음주 • 성령강림후 여덟째주일/ 연합성찬주일(성찬위원: 김선경 김석태 옥일권 이주영)
• 정기당회: 오후2시30분, 당회실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찬 송/ 전능왕 오셔서 (10)-2절 (남), 3절 (여)
Hymn/ Come, Thou Almighty King

대표기도/ 민병관 장로

5. Youth Retreat: 내일(29일)부터 8월1일(목)까지 J-Gen에 참가합니다.
※ 장소: Taylor University (236 W. Reade Ave., Upland, IN 46989)

교회소식

6. 3‧ONE 합심기도: 8월1일(목)부터 8월 기도제목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합심기도카드는 다음주일(4일) 헌금시간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헌 금/ 다 감사드리세 (66) 1,3절

7. 전교인 수련회: 8월 31일(토) 오후4시부터 9월 2일(월) 오전11시까지
Wisconsin, Conference Point Center에서 있습니다.
※ 참가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Elder James Min
Announcement
Offering/ Now Thank We All Our God (1,3)

찬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성가대

8. 2020년 교회달력: 안내석에 준비된 카달로그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달력번호를 3개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Choral/ You are my all in all/ Choir

* 성경봉독/ 이사야58:9b-11

[교우소식]
• 출타: 김기영 성도(한국), 박경준 전도사(한국), 이철상 성도/ 이춘희 성도(TX)
• C&MA 중부지역회 연장교육: 담임목사님께서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참석하십니다.

Scripture/ Isaiah58:9b-11

말 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서평원 목사

Sermon/ May our church be like this/ Rev. Pyungwo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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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3‧ONE 합심기도

Hymn/ May our church be like this

• 한국과 일본의 화평을 위해
∙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축도

•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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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병관

최인철

최인철

6구역

문희례

다음주일(4일)

옥일권

심윤기

박아영

7구역

안내 민병길 박해옥 강은순

헌금

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민 정
차량

이주영

장년: 72명

어린이부: 8명

Youth∙EM: 11명

합계: 9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