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1주일

[제50권 51호]
2020년 12월 20일

제 126 문 :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여러 죄들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악들 때문에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을 처벌하지 말아주옵소서.1

고후5:17, 레19:2, 벧전1:15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작정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2
1

시편 51:1-7; 143:2; 로마서 8:1; 요한일서 2:1-2 2마태복음 6:14-15; 1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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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주일예배순서

1. 12월 암송말씀(마태복음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대강절 넷째주일/성탄감사예배
4th Sunday of Advent/Christmas Sunday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2. 환영: 오늘은 대강절 넷째주일이며 성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3. 모임
오 늘 •주일예배: 12월말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촛불점화
예배로의 부름 &신앙고백

주 중 •새벽예배(카카오톡): 성경통독 일정에 따른 음성화일 전송(화-토)
•중보기도회(Zoom): 화요일 저녁 8시 30분
•금요찬양기도회(유튜브): 25일 저녁 8시
※사도행전강해42 (구브로에서의 선교II/사도행전13:9-12)
다음주 •송년주일 ※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갈라디아서4:4-7

Call to Worship & Apostles’s Creed

찬양과 경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4. 헌금: 교회의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옥일권 장로
Prayer/ Elder IL Kwon Ohk

5. 2021년 전교인 성경통독: 온라인(카톡)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카톡 그룹으로 묵상을 나누고, 오프라인의 경우 점검표 체크하여 제출
*단체 카톡방에 음원화일과 성경역사강의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카톡 그룹에서 진행될 순원을 모집합니다.

교회소식
Announcement

헌 금/ 다 감사드리세(66장 1절만)

6. 2021년 친교, 헌화신청: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교($150), 헌화($30)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 신청서에 Sign-up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나 메시지로 신청가능)

Offering/ Now Thank We All Our God

7. 금요 찬양기도회 기도 담당: 기도담당 권사님은 가정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찍어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12월 25일:고혜자, 8일:김희옥, 15일:민명숙, 22일:민인순)

찬양 영상/ 성탄의 축복
Praise

8. 12월 예배일정: 12월 20일(성탄감사예배), 12월 27일(송년예배),
12월 31일(송구영신예배, 11시 20분), *1월 1일 금요찬양기도회는 쉽니다.

성경봉독/누가복음 2:1-14
Scripture/ Luke 2:1-14

9. 감사: 여러분들께서 도네이션 해주신 겨울 외투를 잉글우드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말 씀/ “하나님께 영광”/ 박시몬 목사
Sermon/ Glory to God in Highest/ Rev. Shimon Pak
3‧ONE 합심기도

찬 송/ 우리 구주 나신 날(121장)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희년의 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코로나의 위기에서 건강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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