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Announcements  

1.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소그룹 리더께 출석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We thank God who led us to worship today. Please check with your small group 
leader for attendance.

2.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ontinue to pray for
church members and neighbors and the nation.

3. 현장에서 주일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매주 교회 웹사이트에 목요일 저녁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on-site Lord’s Day worship service,
please sign up through the link at our church website.

4. 중고등부 하이킹이 이번 토요일 오전 10 시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모든 교우들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Hiking for the Youth Group is at 10am this Saturday. All church 
members may participate. (장소 place: Patapsco State Park: McKeldin Area)

모임장소 Meeting Place:  
현장예배 Onsite: NLCC, Chesapeake I & II. 9411 Whiskey Bottom Rd, Laurel, MD 20723
온라인예배 Online: YouTube Live (link on cpchurchmd.org 에 있는 링크 참조)

모임일정 Meeting Times:
주일예배 The Lord’s Day Worship: 10:30 AM (YouTube Live)
주일학교 Children’s Sunday School: 주일 및 주중 진행 Lord’s Day & Weekday (Online)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주일 Sun 11:45 AM(YouTube Live)
소그룹모임 Weekly Small Group: 목 또는 금 Thu or Fri 8PM(Google Meet)
금요중고등부모임 Friday Youth Group Meeting: 7 PM (Google Meet)
주중청년부모임: Young Adult Weekly Meeting: 목 Thu 6PM (Google Meet)

웹사이트 Website: www.cpchurchmd.org
연락처 Contact: 김동우 목사 P. Dong Woo Kim: dongwoo17  @  cpchurchmd.org, 410-705-5272

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PCA) 한인수도노회 산하 선교교회입니다.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of Maryland is a mission church of Korean Capital 
Presbytery of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pcanet.org, pcakc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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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순서      Order of The Lord’s Day Worship  

사회 및 설교: Presider/Preacher: 
김동우 목사 Pastor Dong Woo Kim

*예배로의 부름 시편 Psalm 37:39-40 Call to Worship*

*찬송 86(통 86)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Hymn*
Oh, the Best Friend to Have Is Jesus

*신앙고백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회개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사죄의 확신 디모데전서 1 Timothy 1:15-16 Assurance of Pardon

찬송 257(통 189)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Hymn
I Can Sing Now the Song

기도 Prayer

헌금 Offering

헌금기도 Prayer for the Offering

성경봉독 다니엘 Daniel 2:25-45 Scripture Reading

설교 “손대지 아니한 돌” Sermon
“A Stone Cut Out by No Human Hand”

*찬송 585(통 384) 내 주는 강한 성이요 Hymn*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축도 Benediction*

*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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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요약   Sermon Summary  

단 Daniel 2:25-45 “손대지 아니한 돌 A Stone Cut Out by No Human Hand”

1.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던 꿈과 해석을 아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How was it possible 
that King Nebuchadnezzar could know his dream and interpretation? (25-30)

2.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What does the great image that
King Nebuchadnezzar saw in his dream represent? (36-40)

3. 신상의 각 부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가? What were 
the parts of the image and which kingdoms do they represent? (31-33, 36-40)

4. 넷째 나라가 강하였음에도 약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What was the reason that the 
fourth kingdom, even though very strong, proved to be very weak? (41-43)

5.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부수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What does the Stone cut out by no human hand that destroyed the image and
became a great mountain and filled the whole earth represent? (34-35, 44-45)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주제: 미조직 교회, 등록 교인, 교회의 직원
Theme: Mission Churches, Church Members, Church Officers
(adapted from Preface to The Book of Church of Order,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조직 교회 Mission Churches

특징 Distinctive

설립 과정 Establishing Process

임시치리기구 Temporary Government

미조직 교회의 목회 사역 공급 Provision of Pastoral Ministry

교인 받음 Receiving Members

등록 교인 Church Member

비수찬교인 Non-communing Member

수찬교인 Communing Member

신앙고백 없는 세례교인 Baptized Adults without Confession of Faith

수찬교인의 권리 Rights of Communing Members

교회 직원(직분자) Church Officer

사도 시대 The Apostolic Age

현재 교회 내의 보통 항존직 The Ordinary and Perpetual Office of Today’s Church

장로 Elder

집사 Deacon

장로와 집사의 직책은 남자들에게만 허락됨. Elder/Deacon’s officer allowed to men only.

월권 및 영적 존칭 금지 Usurping authority and official titles of spiritual preeminence 
forbid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