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주일

[제50권 37호]

제 101 문 :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2020년 9월 13일

답 :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와 신뢰를 보존하고 증진
시키려는 목적으로 맹세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하며1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적합하게 사용하였습니다.2
1

신명기6:13; 10:20; 예례미야4:1-2; 히브리서6:16

2

박시몬 담임목사 취임예배

창세기21:24; 여호수아

9:15; 열왕기상1:29-30; 로마서1:9; 고린도후서1:23

제 102 문 :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답 : 안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진실성을 보증하고 만일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내
게 벌을 내리시도록

나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

1

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2
1

로마서9:1; 고린도후서1:23 2마태복음5:34-37; 23:16-22; 야고보서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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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성령강림후 열다섯번째주일
15th Sunday after Pentecost

1. 9월 암송말씀(마태복음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 후 열 다섯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주일예배

인도: 박시몬 목사

3. 감사: 취임예배를 위해 수고해주신 C&MA 한인총회 감독님과 중부지역회 목사님들, 그리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로의 부름 &신앙고백 Call to Worship & Apostles’s Creed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송축해 내 영혼, 임재

4. 모임
오 늘 •주일예배: 예배당 예배, 드라이브인 온라인 예배, 가정 온라인 예배 중 선택
※ 어린이는 가정 온라인 예배로 지속하며, Youth는 예배당 모임
주 중 •새벽예배(카카오톡): 성경통독 일정에 따른 음성화일 전송(화-토)
•중보기도회(Zoom): 화요일 저녁 8시30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읽기(Zoom):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찬양기도회(유투브): 금요일 저녁 8시
※ 18일/ 사도행전강해 30 (사울의 회심/ 사도행전9:1-9)
다음주 •성령강림 후 열 여섯 번째 주일
※ 말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 마태복음20:1-16

대표기도 Prayer/ 이도형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헌 금 Offering/ 다 감사드리세(66)
성경봉독 Scripture/ 사도행전13:13-14 /진정호 목사
말 씀 Sermon/ “새로운 지경으로”/ 백한영 감독

취임식

집례자: 백한영 감독

취임목사 소개 Introduction of Pastor Shimon Pak

6. 예배 전후 안전수칙: 마스크 바로쓰기(입과 코까지), 6피트 안전 거리 유지하기, 인사는 목례로
하기, 실내에 모여 있지 않고 건물 밖에서 인사 나누기, 화장실은 한명씩 사용하기

서약 Constitutional Question
공포 Proclamation of the Installation

7. Youth와 주일학교 담당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패 증정 Presentation of Plaque

8. 드림한국학교 정기이사회: 27일(주일) 예배직후, 안건: 이사회 및 임원 재선출

축 하

인도: 이범훈 목사

주시기 바랍니다.

권면 Words of Encouragement/ 김형균 목사
축사 Words of Congratulations/ 조현배 목사

3‧ONE 합심기도
∙교육부 담당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취임목사 인사 Inaugural Message/ 박시몬 목사
인사 및 광고 Announcements/ 김석태 장로
찬 송 Hymn/ 부름 받아 나선 이 몸(323장 1절만)/ 다같이

헌금 Offerings

축 도 Benediction/ 안성기 목사
예배를 위한 섬김이

대표기도

친교

헌화

이번주일(13일)

이도형

강유진

민효연

다음주일(20일)

김선경

박정호

박정호

강은순, 박해옥

9. 다음주일 예배를 위한 방역담당자: 최기준(예배 전에 예배당을 소독합니다)
10. 교우소식: 정규진 장로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기념품 증정 Presentation of Gift

안내

5. 금요 찬양기도회 기도 담당: 기도담당 권사님은 가정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찍어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18일: 박창옥, 25일: 민인순, 10월2일: 민효연, 10월9일: 고혜자)

헌금

봉사

친교기도

옥일권

3‧ONE합심기도: 김순이 김희옥 박시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