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43호(536)      2020.10.25. 

1. 교회 창립 10주년 드라이브인(Drive-In) 온가족 연합예배

안내사항

 (1) 주차 시, 세단(sedan)은 주차장 앞열(교회건물쪽)에, 

SUV는 뒷열에 주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라디오 주파수는 FM 98.1 로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떡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주차장을 나가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주차위원의 안내를 따라 순서대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4) 이번주 주일예배는 촬영 및 녹화가 어려운 관계로 Youtube 영상예배가 

없습니다. 

준수사항 

- 차 안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 자동차 창문을 닫아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여실 때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교회 건물내의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6 ft)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2. 우편투표 결과

이현진 휴무장로의 재신임 우편투표 결과, 임시공동의회 므흠 입교인의 과반 이

상의 수가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교회헌법 ‘제4편 제5장 제8조’에 따라 이현진 

휴무장로의 시무장로 재신임이 승인되었음을 공표합니다. 

10/26 (월) 신명기 25:1-10 누가복음 11-12 

10/27 (화) 신명기 25:11-19 누가복음 13-15 

10/28 (수) 신명기 26:1-11 누가복음 16-18 

10/29 (목) 신명기 26:12-19 누가복음 19-20 

10/30 (금) 신명기 27:1-10 누가복음 21-22 

10/31 (토) 신명기 27:11-26 누가복음 23-24 

11/01 (주) 주일설교본문 요한복음 1-3 



 
 

 
 

 

 교회 창립 10주년 드라이브인 온가족 연합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 예배기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다함께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1번 (이사야 65장)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예배찬송………………………… 248장 ………………………………          다함께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사무엘상(1 Samuel) 7장 12-13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에벤에셀(도움의 돌)” … Pastor Sagar Mekwan 

성경말씀 ……… 에베소서 (Ephesians) 2장 20-22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예수 그리스도(모퉁이 돌)”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245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에돔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회복” (오바댜 1장 21절) 

 

                           10월 18일 $2,450.00 

 

 
<에벤에셀: 도움의 돌> 

사무엘상 7장 12-13절 
  

 

◆ 본문: (삼상 7: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삼상 7:13)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

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 하나님의 도움으로 (With God’s help)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

기까지 거의 20 년이 걸렸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았습

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금식하고 그들의 집단적인 불신을 하나님께 고

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

무엘을 통해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2. 에벤에셀: 기억의 돌 (Ebenezer - Stone of Remembrance)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세어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라고 불렀습

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돌을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경계석으로 세웠습니다. 그

리하여 그의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일깨워주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하

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

다. 히브리어 'Ebenezer'는 문자 그대로 “도움의 바위”를 의미합니다. 

 

3. ‘여기 저의 에벤에셀을 드립니다.’ (‘Here I raise my Ebenezer’)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궁극적인 '에벤에셀' 

(Ebenezer)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옵니다. 오늘 창립 

10주년이란 중요한 날을 맞이한 우리들은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기념비

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만져 주

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주일학교 안에서 자라나 성장한 청년이 되었고, 

이제 사회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들의 ‘도움’이 되셨음을 기념하며 우리들의 ‘에벤에셀’을 세워드립시다.  

 

◆ 결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서는 우리의 ‘에벤에셀’(도움의 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에베소서 2장 20-22절 
  

 

◆ 본문: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

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

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 하나님의 가족: 서로 사랑하는 교회  

(Family of God: Love one another)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

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

족이 되었다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품을 닮아 우리

들도 서로 사랑하고 깊이 배려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서로 섬기는 교회  

(Body of Christ: Serve one another)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특별히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심으로

써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몸인 교회에게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3. 성령의 전: 함께 예배하는 교회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Worship with one another)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

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

감으로 예배가 완전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며 공동체입니다.  

 

◆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너스톤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코너스톤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

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