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Announcements
1.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e thank God who 
allowed each of our church family to gather through the online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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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년성경공부는 온라인으로 예전과 같이 예배에 이어 가지게 됩니다. The 
Adult Bible Studies continues after the worship in online format.

4. 자녀들의 주일학교는 각 반의 교사들이 따로 주중에 부모님과 상의하에 각 
가정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Children’s Sunday School is being 
facilitated by teachers and parents  at each family or through online 
methods.

5. 친교그룹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연락 못 받으신 분 계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e Fellowship 
Group is meeting online. Please participate in your assigned group. If you 
were not contacted yet, please let us know.

6. 오늘 저녁에 당회전권위원회가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Session Commission meets online this evening. 
Please pray for the meeting.

모임장소 Meeting Place:  
온라인 예배 (교회 웹사이트 또는 유튜브에서 “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 검색)
Online Worship (Link on our website. Or search 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 on Youtube)

모임일정 Meeting Times:
주일예배 Sunday Worship: 10:30 AM
주일학교 Children’s Sunday School: 주중 진행 during the week by each family/class
장년성경공부 Adult Sunday School: 11:30 AM
친교모임 Weekly Fellowship Group: 그룹별 진행 during the week by each group
금요중고등부모임 Friday Youth Group Meeting: 추후 공지 TBA

웹사이트 Website: www.cpchurchmd.org
연락처 Contact: 김동우 목사 P. Dong Woo Kim: dongwoo17  @  cpchurchmd.org, 267-626-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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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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of Maryland

주일예배 순서 Order of The Lord’s Day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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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송 15(통 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Hymn*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신앙고백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회개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사죄의 확신 히브리서 Hebrews 10:22 Assurance of Pardon

찬송 272(통 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Hymn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기도 고영범 교우 Young Bum Ko Prayer

헌금 Offering

헌금기도 Prayer for the Offering

성경봉독  이사야 Isaiah 6:8-13 Scripture Reading

설교  “보내시는 하나님 The Sending God” Ser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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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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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Isa 6:8-13 “보내시는 하나님 The Sending God”

• 이사야는 어떻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었는가? How could Isaiah 
volunteer himself to be sent by God?

• 하나님은 왜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는가? Why did God 
tell Isaiah to preach a message that people would not understand?

•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How does God save his 
people?

•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How were we saved?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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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What is God?

A. 하나님은 신이신데[1] 그의 존재하심과[5] 지혜와[6] 권능과[7] 거룩하심과[8] 
공의와[9] 인자하심과[10] 진실하심이[11] 무한하시며[2], 무궁하시며[3], 
불변하시다[4].
God is a Spirit,1 infinite,2 eternal,3 and unchangeable,4 in his being,5 wisdom,6 
power,7 holiness,8 justice,9 goodness,10 and truth.1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2.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가? How is God said to be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13.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What is the wisdom of God?

14.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Wherein doth the wisdom of God appear?

1.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심에서 In his perfect knowledge of all things

2. 피조물의 아름다운 다양함에서 In the beautiful variety of creatures 

3.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놀라움에서 In his admirable 
contrivance of our redemption through his Son

4. 피조물을 뛰어나게 다스리심에서 In his excellent government of all his 
creatures

1 신 Deut 4:15-19; 눅 Luke 24:39; 요 John 1:18; 요 John 4:24; 행 Acts 17:29
2 왕상 1 Kings 8:27; 시 Ps 139:7-10; 시 Ps 145:3; 시 Ps 147:5; 렘 Jer 23:24; 롬 Rom 11:33-36
3 신 Deut 33:27; 시 Ps 90:2; 시 Ps 102:12, 24-27; 계 Rev 1:4, 8
4 시 Ps 33:11; 말 Mal 3:6; 히 Heb 1:12; 히 Heb 6:17-18; 히 Heb 13:8; 약 James 1:17
5 출 Ex 3:14; 시 Ps 115:2-3; 딤전 1 Tim 1:17; 딤전 1 Tim 6:15-16
6 시 Ps 104:24; 롬 Rom 11:33-34; 히 Heb 4:13; 요일 1 John 3:20
7 창 Gen 17:1; 시 Ps 62:11; 렘 Jer 32:17; 마 Matt 19:26; 계 Rev 1:8
8 합 Hab 1:13; 벧전 1 Pet 1:15-16; 요일 1 John 3:3, 5; 계 Rev 15:4
9 창 Gen 18:25; 출 Ex 34:6-7; 신 Deut 32:4; 시 Ps 96:13; 롬 Rom 3:5, 26
10 시 Ps 103:5; 시 Ps 107:8; 마 Matt 19:17; 롬 Rom 2:4
11 출 Ex 34:6; 신 Deut 32:4; 시 Ps 86:15; 시 Ps 117:2; 히 Heb 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