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회 소 식  C h u r c h  N e w s

 대 표 기 도     Representative Prayer

10.	02.	2022

 기도요청  Prayer Request 

 교회 방문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신 후 입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방송을 위해 주일에는 WIFI 사용이 제한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 예배 및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www.onewayus.org 

[새 소식] 

 교회를 언제든지 출입하실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바꾸었습니다. 비번은 단톡방에    

공지해놓겠습니다.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Youth Service 

오전 10:00 

새벽예배   Early Morning

오전 6:00  (화요일-금요일)

금요저녁예배  Friday Evening Service

오후 8:00  

중/고등부 모임  Youth Meeting

오후 4:00  (토요일) 원웨이 교회
ONE WAY CHURCH

TEL. 703-268-0417 / 703-304-1300   WWW.ONEWAYUS.ORG 

예배/모임안내  

Service /Meeting Schedule

      담임목사 고상훈 I 교육전도사 김형승

말씀읽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되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 

•Michael & Susan Lee (인도네시아) 

     자녀: Samuel, Benjamin 

•원향기 (중국) 

10월 2일 조부연 권사

10월 9일 황 그레이스

10월 16일 김현주 집사

10월 23일 김소중 자매

10월 30일 문하람 자매

Address. 10090 Main Street. Suite 203 Fairfax, VA 22031

복 음 은  사 랑 이 다

마 태 복 음  강 해

http://www.onewayus.org


Presider	

Senior	Deaconess.	BuYeon	Cho	

Presider	

Presider	

인도자 

조부연 권사 

인도자 

인도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요약  I n  S p i r i t  &  I n  T r u t h   T h e  S u m m a r y  o f  G o d ’ s  M e s s a g e  

주일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찬     양 

대표기도 

설     교 

축     도

Praise	Worship	

Representative	Prayer	

Sermon	

Benediction

‘예수님의 순종’ (마 4장)  

‘Jesus’ Obedience to God’ (Matthew. 4) 

마태복음 4:1-25 - Korean (American Standard Revised 4th Edition)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

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

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

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

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

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

로 물러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 이

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

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8. [어부들을 부르시다(막 1:16-20; 눅 5:1-11)]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

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

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3.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

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