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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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천로역정 성경학교가 오늘 오후 2 시에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The Children’s Ministry Pilgrim’s Progress VBS will have the last session at 
2pm today. Please pray for them.

4. 김동우 목사님은 내일 8/9(월) 부터 8/21(토)까지 휴가를 가집니다. Pastor Dong Woo Kim
will be on vacation from tomorrow Monday, 8/9 till Saturday, 8/21.

5. 다음 주일(8/15)에는 당회전권위원회에 계시는 오지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Rev. Mark Oh, a member of our Session Commission, will be preaching on the next Lord’s 
Day(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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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On Break
금요중고등부모임 Friday Youth Group Meeting: 7 PM (Google Meet)
주중청년부모임: Young Adult Weekly Meeting: 목 Thu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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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Call to Worship*

*찬송 14(통 30) 주 우리 하나님 Hymn*
The God of Abraham Praise

*신앙고백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회개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사죄의 확신 사도행전 Acts 2:38-39 Assurance of Pardon

찬송 274(통 332) 나 행한 것 죄뿐이니 Hymn
One Thing I of the Lord Desire

기도 Prayer

헌금 Offering

헌금기도 Prayer for the Offering

성경봉독 학개 Haggai 2:1-9 Scripture Reading

설교 “이 성전의 나중 영광” Sermon
“The Latter Glory of This House”

*찬송 491(통 543) 저 높은 곳을 향하여 Hymn*
I’m Pressing On the Upward Way

*축도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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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Hag 2:1-9 “이 성전의 나중 영광 The Latter Glory of This House”

1. 여호와께서는 학개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To whom is the LORD speaking 
through Haggai? (1-2)

2.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이전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What does he mean by “this house”? Also what is “the former glory” referring to? (3)

3.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Why is the LORD telling them to be strong? How can they not fear? (4-5)

4. 하나님은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What is God about to do? (6-7)

5.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What is the “latter glory of this house” 
referring to? (8-9)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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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2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What i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A.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is, to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with all our strength, and with all our mind; and our neighbor as ourselve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십계명은 처음에 몇 개의 돌판에 기록되었는가? In how many tables were the ten 

commandments at first written?

2. 이 판들에 기록된 십계명의 포괄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What is the comprehensive duty 
of the ten commandments written in these tables?

3. 첫째 판의 율법의 강령/요약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um of the first table of the law?

4.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love the 
Lord with all the heart, and with all the soul, and with all the mind, and with all the 
strength?

5. 둘째 판의 율법의 강령/요약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um of the second table of the law?

6.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Who is our neighbor?

7. 우리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1 마 Matt 22:3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