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11호(504)  2020.3.15. 

1. Covid-19로 인해 아래의 모임 및 사역이 잠정적으로 중단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 ‘코로나19 관련 교회 안내’를 참고.)

주일친교, 순모임, 선교회 월례회, 교육부 금요성경공부,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양육훈련(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제자반) 

2.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의 지침에 따라 13일(금), 대처 방안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나온 단계별 대처 방안 내용 입니다.) 

2단계의 대처 방안 

1) 교회의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임들을 축소 및 취소한다.

2) 예배 후 친교 시간은 잠정적으로 취소 및 폐지할 수 있다.

3) 교회는 주중 예배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교회와 교인 형편에 맞게

소셜미디어, 온라인 스트리밍 및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들

을 준비한다.

3단계의 대처 방안 

1) 주일 예배는 교우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가족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2) 주일 공적예배 취소를 원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한 사람

이라도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3)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릴레이 금식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3월 16~4월 12일)

03/16 (월) 요 7:45-53 사 사 기 7-8 

03/17 (화) 요 8:1-11 사 사 기 9-10 

03/18 (수) 요 8:12-20 사 사 기 11-13 

03/19 (목) 요 8:21-30 사 사 기 14-16 

03/20 (금) 요 8:31-36 사 사 기 17-19 

03/21 (토) 요 8:37-47 룻    기 1-4 

03/22 (주) 주일설교본문 사무엘상 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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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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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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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36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0번 (시편 27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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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표원철 집사 

(2부) 예배찬송………………… 210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다윗-한나 선교회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열왕기상 17장 8-16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성경 인물 시리즈 [엘리야] - (2) ………   김영목 목사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 송영찬송 ………………………  50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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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이현진 (이용필)    박혜덕, 임미라 

안내위원       김정혜                               

주일친교       이경희 (전영란)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안건국            신현찬 

내주 기도      이용필 (이강명)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념하라” (여호수아 4장 19-24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 8-16절 
 

 

◆ 서론. 그릿 시냇가에 찾아온 위기 

 

◆ 본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1. 또 다시 순종한 엘리야 

1)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 바알 우상의 본산지, 이세벨 여왕의 고향 

   = 엘리야는 또 다시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떠남   

2) 믿음이란?  

   =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2.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1) 사르밧 과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 

2)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 당시 수 많은 과부 중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심 

 

3.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삶 

1) 마지막 떡(방) 조각을 요구한 엘리야 

2) (v13) “먼저”, “그 후에” =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4. 작은 것을 심는 훈련 

1) ‘물 조금’, ‘작은 떡 한 개’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줌 

2) 작은 것을 심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 결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순종의 삶 

        

 

 

 

Covid-19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코너스톤교회 예배 및 모임 변경 안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코너스톤교회 모든 성도님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COVID-19(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늦추고, 변동하는 상황을 감지하며 교회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

하기 위해 COVID-19 대응방안 단계를 상향 합니다. 코너스톤교회

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참

을 바랍니다. 

 

1. 모든 훈련 모임, 봉사 모임, 친교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

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 후 친교, 순모임,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교육부 금요성경공부도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모임 재

개 시기는 추후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2. 주일예배, 새벽예배, 금요예배는 평상시처럼 진행하되, 자리를 

서로 떨어져서 앉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기도하라(대하 7:13~14)’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

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기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너스톤교회가 예배 드리는 공동

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복음의 사

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