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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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인 멤버십 과정을 강의 녹음화일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김동우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urch membership 
classes are under way through the audio recording. If you are having a 
problem, please contact Pasto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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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5 AM
친교모임 Weekly Fellowship Group: 그룹별 진행 Online Meeting/Contacts by group
금요중고등부모임 Friday Youth Group Meeting: 7 PM Onlin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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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Psalm 96:1-2 Call to Worship*

*찬송 8(통 9) 거룩 거룩 거룩 Hymn*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신앙고백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Confession of Faith*

회개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사죄의 확신 로마서 Romans 8:33-34 Assurance of Pardon

찬송 250(통 18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Hymn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기도 황영규 교우 Young Gyu Hwang Prayer

헌금 Offering

헌금기도 Prayer for the Offering

성경봉독  시편 Psalm 42:1-5 Scripture Reading

설교  “하나님을 갈망함 Thirsting for God” Sermon

*찬송 338(통 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Hymn*
Nearer, My God, to Thee

*축도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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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dongwoo17@gmail.com
http://www.pcanet.org/


설교 요약 Sermon Summary – 시 Psalm 42:1-5 “하나님을 갈망함 Thirsting for God”

•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간절히 찾고 있는가? How desperately is the 
psalm writer seeking after God? (1)

•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does the psalm writer 
want with God? (2)

• 사람들은 기자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What do people say to the writer? How does it affect him? (3)

•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What does the psalm writer remember? (4)

• 그는 자신을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How does he comfort himself? (5)

•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는가? What do we thirst for and how are we comforted? How does 
the gospel of Christ comfort us?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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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하나님 한 분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A.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There is but one only,1 the living and true God.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왜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 하는가? Why is God said to be one only?

2.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 하는가? Why is God said to be the living 
God?

3. 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 하는가? Why is God said to be the true God?

4.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God is one 
only?

5.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God is 
living?

6. 하나님이 참되셔서 참된 존재를 가지신 것이, 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God is true, that he has a true being,
or that there is a God indeed?

1 신 Deut 6:4; 사 Isa 44:6; 사 Isa 45:21-22; 고전 1 Cor 8:4-6
2 렘 Jer 10:10; 요 John 17:3; 살전 1 Thess 1:9; 요일 1 John 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