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Announcements  

1. 오늘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소그룹 리더에게 
출석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We thank God who enable us to worship 
today. Please let your small group leader know about your worship attendance 
after the service.

2.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 특히 COVID-19 환자들의 회복과 백신 접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for church 
members and neighbors and the nation, especially for the COVID-19 patients to 
be healed and the vaccines would be properly distributed.

3. 다음 주일(2/14) 오전 11 시 45 분에 공동의회를 현장과 구글미트로 가지게 
됩니다. 안건은 2020 년 사역과 결산 및 2021 년 사역과 예산 설명입니다.
There will be a congregational meeting at 11:45am on the next Lord’s day(2/14) 
through onsite and Google Meet online meeting. The agenda are 2020 ministry 
and finance report and 2021 ministry plan and budget explanation.

4. PCA 외지선교부에서 온라인으로 선교컨퍼런스를 2/19-20 에 가집니다. PCA 
Mission to the World(MTW) will host an online missions conference on Feb 19-
29. You can register here for free: mtw.org.

5. 2020 년도 헌금내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e Donation Receipt Letter for 2020 has been mailed out. If you have 
not received it, please let us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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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Call to Worship*

*찬송 74(통 74) 오 만세 반석이신 Hymn*
O God, the Rock of Ages

*신앙고백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회개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사죄의 확신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5:21 Assurance of Pardon

찬송 303(통 403) 날 위하여 십자가의 Hymn
My Life Flows Rich in Love and Grace

기도 Prayer

헌금 Offering

헌금기도 Prayer for the Offering

성경봉독 전도서 Ecclesiastes 11:1-10 Scripture Reading

설교 “헛됨의 의미” Sermon
“The Meaning of Vanity”

*찬송 375(통 421) 나는 갈 길 모르니 Hymn*
Jesus, Savior, Pilot Me

*축도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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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ccl 11:1-10 “헛됨의 의미 The Meaning of Vanity”

1. 1 절부터 6 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 What do verses 1-6 mean?

2. 빛이 있는 동안에는 다가올 캄캄한 날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While there is 
light, how are we to live, as we think about the  coming days of darkness? (7-8)

3.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How is a young man to live? (9-10)

4. 전도서의 저자는 그가 인용하는 전도자와 어떻게 다른가? How is the author of the book 
different from the Preacher that the author introduces?

5.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소망이 생긴 성도는 전도자의 권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가? How are Christians to understand the words of the Preacher, if we 
believe in Jesus Christ and have the true hope?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주제: 교회에 대하여 (4)
Theme: On Church (4)
(adapted from The Book of Church of Order,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조직 교회 구성 The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