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12호(505)  2020.3.22. 

1. 코너스톤교회는 COVID-19 대응방안 최종 단계인 3단계를 적용하여

오늘부터 주일예배를 영상예배로 전환합니다.

2. 새벽예배와 금요예배는 교회홈페이지(thececc.com)에 업로드 된

음성메시지를 통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립니다.

3. Youth/EM 주일 실황예배는 Sagar 전도사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

됩니다.

4. 주일학교 주일 녹화예배는 김지선 전도사님을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전달 됩니다.

5. 주일 영상예배 참여 후,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인증샷을 찍고 순모임 단체

카톡방에 올리며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PCA 중부노회 봄 노회가 COVID-19으로 인해 6월 1-3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7. 4월 12일까지 릴레이 금식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담임목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3/23 (월) 요 8:48-59 사무엘상 4-7 

03/24 (화) 요 9:1-12 사무엘상 8-10 

03/25 (수) 요 9:13-23 사무엘상 11-13 

03/26 (목) 요 9:24-41 사무엘상 14-15 

03/27 (금) 요 10:1-10 사무엘상 16-17 

03/28 (토) 요 10:11-21 사무엘상 18-20 

03/29 (주) 주일설교본문 사무엘상 21-2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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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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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28장 ………………………………  다함께 

 교 독 문 ………………… 11번 (시편 28편) ………………………     다함께 

 사도신경 …………………………………………………………………     다함께      

성경말씀 ……………  열왕기상 17장 17-24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성경 인물 시리즈 [엘리야] - (3) ………   김영목 목사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의 기도” 

 송영찬송 ……………………… 484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5장 1-9절)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7장 17-24절 
 

 

◆ 서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위기 

 

◆ 본론. 엘리야의 기도 

 

1. 타인의 아픔을 품에 안는 기도 

1) 죽은 아들의 시신을 자신의 침상 위에 뉘임 

   =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내용임에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자신이 사용하는 침상 위에 뉘었다. 이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2) 이웃의 아픔을 품고 있는가? 

   = ‘나 하나만 잘 버티면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 서로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삶 

 

2. 골방에서 홀로 엎드려 드리는 기도  

1) ‘엘리야의 다락방’ =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의 골방’ 

2)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는가? 

 

3.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1) (v20, v21) “여호와께 부르짖어…”  

   =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했음을 보여준다.  

2) (v21) “세 번 펴서 엎드리고”  

   =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함 

      3) 기도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 결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 주일 오전 11시 영상예배 안내 > 

 

1. 가정에서 예배드릴 장소를 정하고 예배를 위해 주변을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2.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주일학교 자녀 예배의  

경우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립니다.  

4. 전자기기보다는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합니다.  

5. 예배 시작 10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합니다. 

6. 예배 중 자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서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7. 하나님께 물질과 함께 마음도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린 헌금은 check

로 쓰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Pay of Order: Cornerstone 

Church / 주소: 33428 N. Sears Blvd Grayslake IL 60030) 

8. 축도 후 1,2분 정도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9.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10. 예배 후, 예배인증샷을 찍고 순모임 단톡방에 올리며 서로 격려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 영상예배 참여 방법 

- 주일 아침 각 순 순장/순모를 통해서 Youtube 주소 링크 전송 

- 예배 10분 전까지도 영상링크를 받지 못한 경우 순장/순모 혹은  

담임 목사님께 문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