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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문 : 여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
우리 자신은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1

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 마귀와2 세상과3 우리의 육체가4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 삶의 영적투쟁에5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굳건하게 원수를 대적하게 하옵소서.6
1

시편 103:14-16; 요한복음 15:1-5 2고린도후서 11:14; 에베소서 6:10-13; 베드로전서 5:8 3고린도후서

15:18-21 4로마서 7:23; 갈라디아서 5:17 5마태복음 10:19-20; 26:41; 마가복음 13:33; 로마서 5:3-5

6

고후5:17, 레19:2, 벧전1:15

고린도전서 10:13; 데살로니가전서 3:13; 5:23

제 128 문 : 이 기도의 결론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위의 모든 간구를 당신께 드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1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2
1

로마서 10:11-13; 베드로후서 2:9 2시편 115:1; 요한복음 14:13

제 129 문 : ‘아멘’이란 무슨 뜻입니까?
답 : “아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
는 나의 진실한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1
1

이사야 65:24; 고린도후서 1:20; 디모데후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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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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후 첫째주일/송년예배
1st Sunday of Christmas

2. 환영: 오늘은 성탄후 첫째주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3. 모임
오 늘 •주일예배: 12월말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찬양기도회: 송구영신예배 관계로 이번 주는 없습니다.

Grac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예배로의 부름 &신앙고백

주 중 •새벽예배(카카오톡): 성경통독 일정에 따른 음성화일 전송(화-토)
•송구영신예배(유튜브): 31일 저녁 11시 20분 *가정에서 초를 준비해 주세요.

Call to Worship & Apostles’s Creed

찬양과 경배/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음주 •신년주일(1월 3일) 예배는 대면으로 모입니다.
※건강에 취약하신 분은 가정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라/레위기 25:8-12

Praise & Worship/ Dadream Praise Team

대표기도/ 김석태 장로

4. Youth담당 전도사: 1월 3일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김태형,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Prayer/ Elder Seok Tae Kim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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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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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금/ 다 감사드리세(66장 1절만)
Offering/ Now Thank We All Our God

선교소식/ 선교소식 나눔

7. 2021년 친교, 헌화신청: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교($150), 헌화($30)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 신청서에 Sign-up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나 메시지로 신청가능)

성경봉독/갈라디아서4:4-7
Scripture/ Galatians 4:4-7

8. 금요 찬양기도회 기도 담당: 기도담당 권사님은 가정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찍어 목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1월 8일:김희옥, 15일:민명숙, 22일:민인순, 29일:김해성)

말 씀/ “유업을 받았습니다.”/ 박시몬 목사
Sermon/ You are an heir/ Rev. Shimon Pak

3‧ONE 합심기도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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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mn/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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