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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일

제 113 문 : 제 10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에도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추호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항상 미워하고 옳은 것은 무엇이라
도 즐거워해야 합니다.1
1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시편 19:7-14; 139:23-24; 로마서 7:7-8

제 114 문 :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
습니까?
답 : 아닙니다.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순종을 시작할

고후5:17, 레19:2, 벧전1:15

뿐입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가 아니라 전
부를 지키기 위하여 진정으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2
1

전도서 7:20; 로마서 7:14-15; 고린도전서 13:9; 요한일서 1:8-10

2

시편 1:1-2;

로마서 7:22-25; 빌립보서 3:12-16
제 115 문 :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답 : 첫째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욱 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죄용서와 의로움
을 덧입기 위해서1 더욱 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로, 현재 생
애를 지나 우리의 목적지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2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더
욱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충실하게
살기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1

시편 32:5; 로마서 3:19-26; 7:7, 24-25; 요한일서 1:9 2고린도전서 9:24; 빌립보서
3:12-14; 요한일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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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11월 암송말씀(시편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성령강림 후 스물 두 번째 주일
22nd Sunday after Pentecost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성령강림 후 스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모임
오 늘 •주일예배: 예배당 예배, 드라이브인 온라인 예배, 가정 온라인 예배 중 선택
※ 어린이는 가정 온라인 예배로 지속하며, Youth는 예배당 모임
•구역장 모임: 예배직후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당회: 오후에 모입니다.
주 중 •새벽예배(카카오톡): 성경통독 일정에 따른 음성화일 전송(화-토)
•중보기도회(Zoom): 화요일 저녁 8시30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읽기(Zoom): 4일 저녁 8시
•금요찬양기도회(유투브): 금요일 저녁 8시
※ 6일/사도행전강해36 (고넬료의 세례/사도행전10:44-48
다음주 •성령강림 후 스물 세 번째 주일 ※ 말씀:등불의 기름을 채우라/ 마태복음25:1-13

예배로의 부름 &신앙고백
Call to Worship & Apostles’s Creed

찬양과 경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저 제자 삼으라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대표기도/ 김선경 장로
Prayer/ Elder John Sun Kim

4. 교회 모임에 대한 지침사항: 다음 주부터 실행합니다.
•70세 이상, 지병이 있으신 분, 어린이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권장합니다.
•다음의 예배는 전 교인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1부:11시, 2부1시)
추수감사주일(11월22일), 성탄주일(12월 20일), 신년주일(1월3일)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2시 예배당 일부를 개방하여 기도하며 헌금할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Announcement

헌 금/ 다 감사드리세(66)
Offering/ Now Thank We All Our God

5.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진행합니다. 별지참고

찬양 영상

6. 금요 찬양기도회 기도 담당: 기도담당 권사님은 가정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찍어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6일: 민인순, 13일: 서경자, 20일: 박해옥, 27일:박창옥)

Praise

성경봉독/ 마태복음28:19-20, 사도행전 15:13-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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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Matthew28:19-20, Acts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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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선교적 교회”/ 박시몬 목사

9. 다음주일 예배를 위한 방역담당자: 김석태(예배 전에 예배당을 소독합니다)

Sermon/ Missional Church / Rev. Shimon Pak

3‧ONE 합심기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믿음 주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 주소서

찬 송/ 온 세상 위하여(505장/3절)
Hymn/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헌금 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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