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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조직교회 균일 헌법
제 16 장 재산 귀속

2019년 9월 8일

2. 재산 귀속 요건의 결정. 재산 귀속 요건의 해당 여부는 해당 교회가 소속
되어 있는 C&MA 지방회 실행위원회(또는 그에 상응한)에서 C&MA 이
사회가 제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그와 같은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재산 귀속 요건 발생 선언 3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소가 없는 한, 최종적이며 C&MA
와 해당 교회가 소속된 C&MA 지방회와 해당 교회에 구속력을 가진다.
그와 같은 제소는 재산 귀속을 결정한 지방회의 사기, 공모, 또는 임의성
의 경우로만 제약된다. 이사회의 위원회의 결정은 교회법으로서 최종적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
골1:6

UNIFORM CONSTITUTION FOR ACCREDITED CHURCH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RTICLE XVI REVERSION OF PROPERTY
2. Determination of a Property Reversion Event.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property reversion event has occurred shall be considered and decided by
the District Executive Committee (or its equivalent) of the district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in which this church is located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from time to time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The decision of such
District Executive Committee (or its equivalent)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the district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in which this church is located, and this church, except
an appeal from such decision may be taken, within 30 days of the
declaration of a reversionary event, to a committee of thre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Such
appeal shall be limited to the issues of fraud, collusion, or arbitrariness on
the part of the district in declaring a reversionary event. The decision of
such committee shall be final as a matter of ecclesiast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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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9월 암송말씀(로마서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강림후 열세번째주일/ 선교주일
13th Sunday after Pentecos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후 열세번째주일이며 선교주일(선교헌금)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예배로의 부름

3. 모임
오 늘 • 제직회 부장연석회의: 오후1시, 한국학교사무실
주 중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 수요성경공부: 11일(수) 오후6시, 오후7시30분
• 금요집회: 13일(금) 오후8시, 대예배실
※주제: “지명을 통해 보는 성경이야기: 버가모교회”
• 드림한국학교: 14일(토) 오전9시30분, 교육관
다음주 • 성령강림후 열네번째주일
• 제직회: 오후1시, 대예배실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찬 송/ 거룩한 주님께(42)-2절 (남), 3절 (여)

Hymn/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대표기도/ 김석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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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Elder Seok Tae Kim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우소식]
• 출타: 강유진 집사(한국), 김선경 장로/ 김명님 권사(한국), 민병화 장로/ 민인순 권사(WA)
백정숙 집사(한국), 심윤기 집사/ 심화옥 권사(한국), 오숙희 권사(여행)
이한진 집사/ 이혜윤 집사(한국)

헌 금/ 다 감사드리세(66)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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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양/ 주의 손길 / 성가대

Choral Anthem/ He touched me / 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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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에스겔36:33-38
Scripture/ Ezekiel36:33-38

말 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평원 목사

Sermon/ The Lord God has spoken like this / Rev. Pyungwon Seo
3‧ONE 합심기도

* 찬 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546)

• 한국과 일본의 화평을 위해
∙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Hymn/ Standing on the promises

*축도

Benediction

•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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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한 섬김이 대표기도
이번주일(8일)

김석태

다음주일(15일)

옥일권

안내 민병관 박해옥 강은순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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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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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

봉사

친교기도

4구역

민보경

5구역

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민효연
차량

이주영

장년: 67명

어린이부: 7명

Youth∙EM: 8명

합계: 8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