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초청        (요한복음 4:24)    인도자 

*예배기원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예배부름                    인도자 

*예배찬양         찬송가 14장           다같이 

*사죄은총   (엡2:8,마11:28 / 롬8:1-2,시19:14)   다같이 

*예배찬송         찬송가 197장    다같이 

*교독문              11번 (시편 28편)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찬송가 233장           다같이 

연보봉헌               반주자 

*봉헌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성경말씀           역대상 28장 9절          다같이 

찬양                                    찬양대  

말씀강해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찬송가 490장    다같이 

*축도           김영목 목사 

*표에서 일어납니다. 

 

 

내용        책임  담당 

헌금위원      이현진   이시영, 이명희  

주일친교      이영희   금주: 노아의 방주 순- 유주일(근아) 

내주: 잘 나가는 순- 김소림(정혜) 

강단 꽃 장식  전영란   금주: 이인근(미자) 

내주: Patric Lee 

내주 기도     유주일 

 

찬양경배        엘샤다이 경배팀            다같이 

묵도         인도자 

성경말씀           창세기 15장 1-6절         다같이 

말씀강해    “여호와: 내 방패, 내 큰 상급” 김영목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         다같이 

심야기도        예레미야 33:2-3            다같이 

(심야기도 이후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1.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자기만족’을 버리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라 

 

2. 너는 네 ‘열조’의 하나님을 알라 

 

 

예배초청          (요한복음 4:24)       인도자 

예배기원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사죄은총        (엡2:8,마11:28 / 롬8:1-2,시19:14)       다같이 

*예배찬송             찬송가 14장       다같이 

*교독문             11번 (시편 28편)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연보봉헌            반주자 

봉헌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성경말씀           역대상 28장 9절             다같이 

말씀강해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김영목 목사 

*결단찬송            찬송가 490장               다같이 

*축도               김영목 목사 

 
•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  타지키스탄: 정동식(미선) 선교사 

• 다윗 선교회 ― 인도네시아: 장영민(신애) 선교사 

• 한나 선교회 ― 인도네시아: 김경고(제인) 선교사 

• 스데반/리브가 선교회 ― 브라질: 주미자 선교사 

  
 

십 일 조 김병국(시내), 김소림(정혜), 김영목(지선), 김진규, 박정순 

          박성효(장수경), 유주일(근아), 윤석연(미숙), 이강명(경희) 

     이찬(민정), 이소영, 이용필(영희), 이인근(미자), 이현진(현희) 

     전창배(혜숙), 장확실, 전진홍(영란), 한원봉(춘화),  

주일헌금 김영목(지선), 김종만(영희), 김지미, 신재희, 이찬(민정) 

    이시영(명희), 이현진(현희), 장숙희, 정은영, 최현수(현주), 

 무명 

감사헌금 김일웅(정자), 김익환(국화), 서용재(옥주), 이강명(경희) 

     이용필(영희), 한원봉(춘화), 무명 

선교회선교헌금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한나 선교회 

주일학교 유초등부, EM 중고등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개혁복음주의독립교회 REIC

예수님이 친히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 받음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 <에베소서 2: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

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

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주일 오전 11시 (본당)

화~토 오전 6시 (본당)

금요일 오후 7시 50분 (본당)

주일 오전 9시 30분 (어린이부 예배실)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주일 오전 11시 (어린이부 예배실)

1.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도록

2. 시카고 한인사회와 자녀들과 민족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되도록

3. 교인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감사가 넘치도록

4. 각 선교회가 활성화되고, 각 선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5. 교역자들과 교회 청지기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담임목사 김영목   협동목사 김천사   교육전도사 김지선 William Hong

찬양전도사 노성진  시무장로 이용필 이강명 이현진   협동장로 김병국

날짜                    QT 매일성경                    성경일독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교사 예배

EM 예배

어린이 예배

코너스톤교회

33428 N. Sears Blvd. Grayslake, IL 60030
T. 224-541-4359  |  www.thececc.com

2017 약속의 말씀교회소식

예배시간 안내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QT / 성경일독

코너스톤 기도제목

교회를 섬기는 이들

오시는 길

45

94

W. Grand Ave.

W. Belvidere Rd.

N. Sears Blvd.College of
Lake County

코너스톤교회

Buckley Rd.

120

137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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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모임: 3/11(토) – 3/12(주) 

2. 순편성: ‘새롭게 하소서 순’이 추가 되었습니다. 

          (순장- 이용필 장로, 순모-이영희 권사) 

3. 정기당회: 3/19(주) 

4. 기관장 모임 (2017년 4-6월 사역계획): 3/24(금) 

5. 중고등부 Spring Lock in: 3/24(금) 

6. 2017 Habitat 선교 신청 시작: 3/26(주) 

7. 교우동정 •출타: 최복길, 어윤애, William Hong 

•환우: 김병국 

 

 

 

 

 

4/2(주): 선교회 월례회/기도회                                                                                                                                                                

4/8(토) – 9(주): 순모임 

4/9(주): 종려주일 

4/11(화)-15(토):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4/14(금): 성금요일 특별 예배 

4/16(주): 부활주일(성만찬), 입교/세례식 

 

 

 

 

03/13 (월) 누가복음 16:1-13 여호수아 23-24 

03/14 (화) 누가복음 16:14-31 사 사 기 1-3 

03/15 (수) 누가복음 17:1-10 사 사 기 4-6 

03/16 (목) 누가복음 17:11-21 사 사 기 7-8 

03/17 (금) 누가복음 17:22-37 사 사 기 9-10 

03/18 (토) 누가복음 18:1-8 사 사 기 11-13 

03/19 (주) 누가복음 18:9-17 사 사 기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