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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조직교회 균일 헌법
제 13 장 재산과 기록

2019년 8월 18일

13장 2조. 기록. 교회의 모든 임원과 모든 부서의 공식 기록은 교회의 재산이
다. 현임자의 사망 또는 사직 또는 후임자 선출 시 기록 자료는 새로 선
출된 임원에게 전달 되어야 한다. 현재 기록 이외의 모든 기록은 치리회
가 정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13장 3조. 감사. 모든 재정 기록은 치리회의 명에 따라 매년 또는 이보다 빈
번하게 심사 되어야 한다. 치리회는 심사를 위해 회계 담당자나 교회 직
원이 아닌 적어도 3인을 임명해야 한다. 그들은 최근 갱신된 교회 회계
(목사)지침서의 절차들을 따라야 한다. 치리회는 교회가 소재한 관할 지
역에서 요구될 수 있는 추가 감사 기준에 부합되는 조치를 승인해야 한다

골1:6

UNIFORM CONSTITUTION FOR ACCREDITED CHURCH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RTICLE XIII PROPERTY AND RECORDS
Section 2. Records. The official records of all officers of the church and all its
departments are the property of the church.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resignation
of the incumbent or upon the election of his successor, the current records of the
office shall be passed on to the newly elected officer. All records other than
current shall be kept in a secure repository selected by the governance authority.
Section 3. Audit. All financial records shall be examined annually or at more frequent
intervals on order of the governance authority. At least three persons, none of
whom is a financial officer or a church staff member, shall be appointed by the
governance authority to conduct the examination. They shall follow procedures set
forth in the current edition of the Manual for Alliance Church Treasurers (and
Pastors). The governance authority shall authorize actions to conform with
additional audit standards that may be required by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hurch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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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8월 암송말씀(이사야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강림후 열번째주일

10th Sunday after Pentecos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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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감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한영 목사님(C&MA한인총회 감독)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로의 부름

4. 모임
오 늘 • 청빙위원회: 오후1시, 당회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수요성경공부: 21일(수) 오후6시, 오후7시30분
• 금요찬양집회: 23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다음주 • 성령강림후 열한번째주일/ 구역모임주일
• 교역자모임: 오후1시30분, 당회실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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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교인 합심기도: 교회의 안정과 목회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김석태 장로

6. 비전집회: 8월30일(금) 오후8시, 31일(토) 오후7시, 9월1일(주일) 오전11시, 오후2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제: 온 세상을 위한 헌신, 말씀: 강영철 선교사)
※ 전교인 수련회를 대신합니다.

Prayer/ Elder Seok Tae Kim

교회소식

Announcement

7. 드림한국학교 개강: 9월7일(토) 오전9시30분에 개강합니다. 안내석에 등록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록 및 문의: 김지영 교장)

헌 금/ 다 감사드리세 (66)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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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소식]
• 득외손녀: 민병화 장로/ 민인순 권사님이 16일(금) 외손녀(샬렛 변)을 얻으셨습니다.
• 출타: 김기영 성도(한국), 민병화 장로/ 민인순 권사(WA), 백정숙 성도(NY)

찬 양/ 할렐루야 나의 주 / 성가대

Choral Anthem/ Hallelujah! I Love Him / Choir

* 성경봉독/ 시편90:1-17
Scripture/ Psalm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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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우리의 손의 일을 이루소서”/ 백한영 목사

3‧ONE 합심기도

Sermon/ Establish the work of our hands / Rev. Han Young Baik

• 한국과 일본의 화평을 위해
∙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찬 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430)

Hymn/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Benediction
* 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 Congregation stands if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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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81명

어린이부: 8명

Youth∙EM: 10명

합계: 9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