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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권 34호]

C&MA 조직교회 균일 헌법
제 14 장 공천위원회

2019년 8월 25일

공천위원회는 담임 목사, 치리회 위원은 아니어도 무방하나 치리회가 선택한
교인 중 2인, 개체 교회 내규에 정해진 방식으로 연례 교인 총회 최소 한
달 전에 교인 중에서 선출된 2인으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제 15 장 선거
공천위원회는 각 직책에 최소한 한 명의 후보자를 제시해야 한다. 기타 공천
은 교회 내규에 정해진 방식으로 교인들에 의해서 시행된다. 임원은 연례
교인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다. 한 명의 후보자가 제시된 경우, 만장일치
로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골1:6

UNIFORM CONSTITUTION FOR ACCREDITED CHURCH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RTICLE XIV NOMINATING COMMITTEE
A Nominat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senior pastor, two members from
the church membership, selected by, but not necessarily from the
governance authority, and two elected from the church membership in a
manner stipulated by the local church bylaws, at least one month prior to
the annual meeting.
ARTICLE XV ELECTIONS
In consideration of elections, the Nominating Committee shall present at least
one name for each office to be filled. Other nominations may be made by
the membership as stipulated in the church bylaws. The officers shall be
elected by ballot at the annual meeting. Where only one name is presented,
the ballot may be waived by unanimous vote.
방송설교

시카고기독교방송(AM1590kHz), 매주 목요일 오전9시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26일(월)
단4-6
후원
선교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

27일(화)
단7-9

28일(수)
단10-12

29일(목)
겔1-6

30일(금)
겔7-11

31일(토)
겔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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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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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번째주일/ 구역모임주일
11th Sunday after Pentecos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후 열한번째주일이며 구역모임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예배로의 부름

3. 비전집회: 이번주 금요일(30일)부터 주일(1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제: 온 세상을 위한 헌신, 말씀: 강영철 선교사
∙30일(금)오후8시: 부르심(창12:1-4) ∙31일(토)오후7시: 희생(갈2:20)
∙1일(주일)오전11시: 명령(마28:18-20)/오후2시: 비전(롬10:13-18)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4. 모임
오 늘 • 구역모임: 오후12시45분-오후1시30분, 지정장소
1구역(친교실) 2구역(회의실1) 3구역(한국학교사무실) 4구역(회의실3)
5구역(어린이예배실) 6구역(교육실) 7구역(중고/청년부예배실)
8구역(친교실) 9구역(영유아실) 10구역(성가대실)
• 교역자모임: 오후1시30분, 당회실
• 청빙위원회: 오후2시30분, 당회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수요성경공부: 28일(수) 오후6시, 오후7시30분
다음주 • 성령강림후 열두번째주일/ 창조주일
• 드림한국학교 이사회 정기모임: 오후1시, 대예배실
• 정기당회: 비전집회 후, 당회실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찬 송/ 큰 영광 중에 계신 주(20)-2절 (남), 3절 (여)
Hymn/ Begin, My Thngue, Some Heavenly Theme

대표기도/ 이주영 장로

Prayer/ Elder Joo Young Lee

교회소식

Announcement

헌 금/ 다 감사드리세 (66)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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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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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 성가대

Choral Anthem/ What God Can Do / 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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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다니엘3:16-18
Scripture/ Daniel3:16-18

[교우소식]
• 출타: 김기영 성도(한국), 민병화 장로/ 민인순 권사(WA), 심윤기 집사/ 심화옥 권사(한국)

말 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서평원 목사
Sermon/ Even if he does not / Rev. Pyungwon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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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407)

3‧ONE 합심기도

Hymn/ Dying with Jesus

• 한국과 일본의 화평을 위해
∙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축도

Benediction

•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 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 Congregation stands if able

예배를 위한 섬김이

대표기도

친교

헌화

봉사

친교기도

이번주일(25일)

이주영

옥주희

신수정

10구역

민병길

다음주일(1일)

김선경

최기준

박해옥

3구역

안내 민병관 박해옥 강은순

헌금

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민병찬
차량

이주영

장년: 75명

어린이부: 8명

Youth∙EM: 9명

합계: 9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