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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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8 시에 부장모임이 있습니다. There is a Department Leaders meeting at 8pm 
tonight.

4. 이번 주 수요일(11/2/22) 저녁 8 시에 11 월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소그룹은 
쉽니다. We will have the November prayer meeting this Wednesday(11/2/22) at 8pm. The 
Adult Small Group will take a break this week.

5. 다음 주일(11/6/22)부터 Daylight Savings Time 이 끝납니다. The Daylight Savings Time 
will end starting the next Lord’s day(11/6/22, 3am => 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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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site and Online)
주일학교/중고등부 Children’s / Youths’ Sunday School: 현장 또는 온라인. On-site or 
Online at various times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주일 Sun 11:45 AM
장년소그룹모임 Weekly Adult Small Group: 목, 금 저녁 8 시 Thur/Fri Evening 

웹사이트 Website: www.cpchurchmd.org
연락처 Contact: 김동우 목사 P. Dong Woo Kim: dongwoo17  @  cpchurchmd.org, 410-705-5272
우편주소 Mailing Address: PO Box 2625, Ellicott City, MD 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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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Praise

*예배로의 부름 시편 Psalm 119:68 Call to Worship*

*찬송 31(통 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Hymn*
Praise Him, Praise Him

*신앙고백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회개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사죄의 확신 시편 Psalm 130:7-8 Assurance of Pardon

찬송 144(통 144) 예수 나를 위하여 Hymn
Jesus Shed His Blood for Me

기도 Prayer

헌금 Offering

헌금기도 Prayer for the Offering

성경봉독 디모데전서 1 Timothy 3:1-7 Scripture Reading

설교 “장로의 자격” Sermon
“The Qualifications of an Elder”

*찬송 311(통 185) 내 너를 위하여 Hymn*
I Gave My Life for Thee

*축도 Benediction*

*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 English translation is provided on-site through a translation receiver or online at 
www.mixlr.com/cpcmdenglish.

mailto:dongwoo17@gmail.com
http://www.mixlr.com/cpcmdenglish
http://www.pcakcp.net/
http://www.pcanet.org/


설교 노트   Sermon Notes  

딤전 1 Timothy 3:1-7 “장로의 자격 The Qualifications of and Elder”

1. 감독(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인가? Why is aspiring to be 
an overseer(elder) desiring a noble task? (1)

2. 장로의 자격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qualifications for an elder? (2-7)

3. 가르치기를 잘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What does it mean to be able to teach? (2)

4.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What does it mean to be the husband of one 
wife? (2)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Why 
should he rule his own household well and keep his children submissive? (4)

6. 새로 입교한 자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Why can’t he be a recent convert? (6)

7.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Why must he be well 
thought of by outsiders? (7)

8. 본문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성도인가? What kind of Christian is the one 
who has these qualifications described in this passage?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소요리문답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89.   말씀   The Word   
(adapted from Thomas Vincent,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Q89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How is the Word made effectual to salvation?

A.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효력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The Spirit of God makes the reading, but especially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effectual means of convincing and converting sinners, and of building them up in holiness 
and comfort, through faith, unto salvation.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효력이 있는 주님의 규례 또는 제정하심은 무엇인가? What is the 
ordinance or appointment of the Lord, in reference unto the Word, that it may be effectual unto
salvation?

2.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는가? How is the Word made effectual 
unto salvation?

3. 말씀이 어떻게 성도를 거룩함 안에 세우는가? How does the Word build up the saints in 
holiness?

4. 말씀이 어떻게 성도를 위로 안에 세우는가? How does the Word build up the saints in 
comfort?

5. 말씀 자체에 있는 어떤 덕이나 능력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Is the Word effectual unto 
salvation by any virtue or power in itself?

6.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있게 역사하는가? How does the Word work 
effectually unto salvation?

1 느 Neh 8:8-9; 행 Acts 20:32; 롬 Rom 10:14-17; 딤후 2 Tim 3: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