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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주일

2020년 5월 24일
제 54 문 :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1 전 인류로부터2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3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4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5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며 보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6 언제까지나 그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7
1

요한복음 10:14-16; 사도행전 20:28; 로마서 10:14-17; 골로새서 1:18

26:3b-4; 요한계시록 5:9

창세기

3

이사야서 59:21; 고린도전서 11:26 4마태복음 16:18; 요한복음

10:28-30; 로마서 8:28-30; 에베소서 1:3-14
6

2

5

사도행전 2:42-47; 에베소서 4:1-6

7

요한일서 3:14, 19-21 요한복음 10:27-28; 고린도전서 1:4-9; 베드로전서 1:3-5

고후5:17, 레19:2, 벧전1:15

제 55 문 :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1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2
1

로마서 8:32; 고린도전서 6:17; 12:4-7, 12-13; 요한일서 1:3 2로마서 12:4-8; 고린도전서

12:20-27; 13:1-7; 빌립보서 2:4-8
제 56 문 :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1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2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3
1

시편 103:3-4, 10, 12; 미가서 7:18-19; 고린도후서 5:18-21; 요한일서 1:7; :2 2로마서

7:21-25 3요한복음 3:17-18; 로마서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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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25일(월)
잠16-19

후원
선교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

26일(화)
잠120-23

27일(수)
잠24-27

28일(목)
잠28-31

29일(금)
전1-4

30일(토)
전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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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몬 ∙원로목사 나윤태 ∙Youth 박경준 ∙어린이부

장 로

∙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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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암송말씀(베드로전서2:22)

부활절 일곱번째 주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7th Sunday of Easter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2. 환영: 오늘은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3. 모임
주 중 •예배당모임중단: 코로나19로 인해 5월 30일(목)까지 모이는 모임은 중단합니다.
•온라인 모임: Zoom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온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중보기도: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 주일 오후1시30분

신앙고백

-성경공부(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읽기), 시간: 수요일 저녁8시
다음주 •성령강림주일 ※말씀: 성령 공동체/고린도전서 12:3b-13

Apostles’ Creed

찬양과 경배/ 선한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4. 이웃사랑실천(푸드박스 지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이웃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추천해 주세요.
•전달방법: 추천인을 통해 혹은 봉사자를 통해 30-50불 상당의 물품을 전달합니다.

대표기도/ 옥일권 장로

Prayer/ Elder Il Kwon Ohk

•참고: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함께 하며, 하나님의

교회소식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Announcement

5. 이민자 보호교회: 이민자를 보호하는 교회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합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영어로 ‘Sanctuary Church’인데 ‘피난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헌 금/ 이 천지간 만물들아(5)

Offering/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좁게는 서류 미비자의 피난처, 넓게는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의미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온라인)설명회: 5월 27일(수), 10:00am-12:00pm

특별찬양

•이민자 보호교회 (온라인)창립예배: 5월 31일(일), 5:00pm

Choral Anthem/ Choir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4:12-14, 5:6-1

Scripture/ 1Peter 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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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박해를 견디는 믿음”/ 박시몬 목사

Sermon/ Faith as enduring persecution / Rev. Shimon Pak

찬 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440)

3‧ONE 합심기도

Hymn/ Anywhere with Jesus I can safely go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도우시 옵소서.

축도

∙이 나라의 경제와 가정 경제를 지켜 주시옵소서.

Benediction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은 갖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헌금 Offerings

예배를 위한 섬김이 대표기도
이번주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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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일(31일)

김석태

안내

친교

헌금

헌화

봉사

친교기도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