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권 6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주일

2020년 2월 9일

제 16 문 :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답 :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1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2
1

로마서 5:12, 15; 고린도전서 15:21; 히브리서 2:14-16 2히브리서 7:26-27;
베드로전서 3:18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제 17 문 :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답 : 그 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1

고후5:17, 레19:2, 벧전1:15

1

이사야 53 장; 요한복음 3:16; 고린도후서 5:21

제 18 문 :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답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1 그 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와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2
1

마태복음 1:21-23; 누가복음 2:11; 디모데전서 2:5 2고린도전서 1:30

제 19 문 :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1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2 선지자들을3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으며,4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5
1

창세기 3:15 2창세기 22:18 ; 44:10 3이사야 53 장; 예례미야 23:5-6; 미가
7:18-20; 사도행전 10:43; 히브리서 1:1-2 4레위기 1-7 장; 요한복음 5:46;
히브리서 10:1-10 5로마서 10:4; 갈라디아서 4:4-5; 골로새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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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2월 암송말씀(베드로전서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현절 후 다섯째주일/ 선교주일
5th Sunday after the Epiphany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주현절 다섯째주일이며 선교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
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모임
오 늘 •담임목사와의 대화(집사): 오후1시, 유년부 예배실
주 중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C&MA 중부지역회 총회: 11일(화), 남서부교회
•금요집회: 14일(금)오후8시(사도행전강해6: 성령이 선포하게 한다 ,행2:14-21)
•드림한국학교: 15일(토)오전9시30분, 교육관 (점심봉사: 민효연)
다음주 •주현절 여섯째주일 ※말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고린도전서3:1-9
•새가족팀 교육: 오후1시, 한국학교사무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 경배/ 다드림 찬양단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찬 송/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87)-2절 (남), 3절 (여)
Hymn/ My Lord has garment so wondrous find

4. 심방일정: 이번주- 6구역(구역장:김선경), 다음주-7구역(구역장:박해옥)

대표기도/ 민병화 장로

Prayer/ Byung Hwa Min

5. 단기선교: 7월 중으로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6. 친교: 오늘(둘째주)은 구역별로 앉으셔서 친교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 금/ 다 감사드리세(66) 1,3절

7. 2020년 교회요람: 사무실 앞에 게시된 초안을 열람하신 후 수정, 추가할 내용
(사업체정보)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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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소식]
• 부상: 김영인 권사님이 발목 골절 후 회복 중입니다. 쾌유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타: 민병관/민효연(FL), 민병찬/민정(여행), 민혜기(여행), 심윤기/심화옥(FL)

찬 양/ 내 마음 속에 주의 음성/ 성가대

Choral Anthem/ Whisper to my heart/ Choir

* 성경봉독/ 고린도전서2:1-12
Scripture/ 1Corinthians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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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성령의 통달하심”/ 박시몬 목사

3‧ONE 합심기도

Sermon/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Rev. Shimon Pak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 신앙적인 가정으로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 Youth와 어린이부 담당 교역자를 모실 수 있도록

* 찬 송/ 속죄하신 구세주를(298)

Hymn/ I will sing of my redeemer

지난주 헌금 및 출석 Offerings & Attendance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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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위한 섬김이 대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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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옥 강은경 강은순 옥주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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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NE합심기도:(1월)강은순 고혜자 김길영 김순이 김영희 김청일 김화옥 김희옥 민병화
민 정 박시몬 박영신 무 명
장년: 71명

어린이부: 7명

Youth∙EM: 7명

합계: 8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