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Announcements  

1. 오늘도 온라인으로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thank God who led all our church family to worship together 
through online today.

2.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for
the health and livelihood of everyone in our church family.

3. 온라인예배를 드리신 후 각 가정마다 속하신 친교그룹 리더께 예배 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let your fellowship group leader know that your family 
worshiped together online each Sunday.

4. 다음 주일(8/2/20)부터는 North Laurel Community Center 에서 현장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실 성도들께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매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예배는 Youtube Live 로 계속 방송될 예정입니다. We will 
resume on-site Sunday Worship Service at North Laurel Community Center. If 
you are planning to attend, please register each week on the church website. 
Online worship broadcast will continue as before.

5. 자녀들 주일학교 모임은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Children’s Sunday School 
will continue online.

6. 8 월에 생일 맞으신 교우님들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to ll those who 
birthdays in August!: 박미영 Mi Young Park, 박효연 Hyo Yon Park, 박수향 Soo 
Park, 김세영 Seyoung Kim

모임장소 Meeting Place:  
현장예배 Onsite: NLCC, Chesapeake I & II. 9411 Whiskey Bottom Rd, Laurel, MD 20723
온라인예배 Online: Youtube Live (링크는 cpchurchmd.org 참조)

모임일정 Meeting Times:
주일예배 Sunday Worship: 10:30 AM (Youtube Live)
주일학교 Children’s Sunday School: 주중 진행 Weekday (Google Meet)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주일 Sun 11:45 AM(Youtube Live)
소그룹모임 Weekly Small Group: 금 Fri 8PM(Google Meet)
금요중고등부모임 Friday Youth Group Meeting: 7 PM (Google Meet)
주중청년부모임: Young Adult Weekly Meeting: 금 Fri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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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ca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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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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Call to Worship*

*찬송 29(통 29) 성도여 다함께 Hymn*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신앙고백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회개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사죄의 확신 골로새서 Colossians 2:13 Assurance of Pardon

찬송 265(통 199)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Hymn
Christ, Our Redeemer

기도 황영규 교우 Young Gyu Hwang Prayer

헌금 Offering

헌금기도 Prayer for the Offering

성경봉독 사도행전 Acts 9:19b-31 Scripture Reading

설교  “예수는 그리스도라” Sermon
“Jesus Is the Christ”

*찬송 502(통 259) 빛의 사자들이여 Hymn*
Heralds of the Light, Be Swift

*축도 Benediction*

*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 English translation is provided. Please ask an usher for a translation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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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요약   Sermon Summary  

행 Acts 9:19b-31 “예수는 그리스도라 Jesus is the Christ”

1. 사울이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How did people react when Saul proclaimed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in the synagogues in Damascus? (19b-22)

2. 유대인들은 왜 사울을 죽이려 했고, 사울은 어떻게 피신하였는가? Why did the 
Jews try to kill Saul, and how did Saul escape? (23-25)

3.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대했나? 누가 도왔나? When Saul try to join the disciples in Jerusalem, how did 
people treat him? Who helped? (26-27)

4.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What did Saul do in Jerusalem, and how did people react? (28-30)

5. 사울과 다른 여러 사도들, 전도자들의 복음 선포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What was the result of the ministry of Saul and other apostles and evangelists? 
(31)

6.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나?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가? What was the way that God proclaimed the gospel message 
and established churches? Why did he do it this way?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Study
(adapted from Thomas Vincent,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Q12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What special act of providence did God exercise towards man, in the estate 
wherein he was created?

A.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다.
When God had created man, he entered into a covenant of life with him, upon 
condition of perfect obedience; forbidding him to ea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upon pain of death.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언약은 무엇인가? What is a covenant?

2.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What is God’s covenant with man?

3. 하나님은 사람과 몇 개의 언약을 맺으셨나? How many covenants has God made 
with man?

4. 하나님은 언제 사람과 행위언약을 맺으셨나? When did God enter into a 
covenant of works with man?

5.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행위언약의 약속은 무엇이었나? What was the promise 
of the covenant of works, which God made with man?

6. 행위언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무엇이었나? What life was it 
that God promised to man in the covenant of works?

7. 자연적, 영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각각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Wherein 
does natural, spiritual, and eternal life consist?

1 창 Gen 2:16-17
약 James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