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13호(506)  2020.3.29. 

1. 코너스톤교회 주일예배는 영상예배로 진행 됩니다. (영상예배 시청이

어려우신 성도님께서는 담임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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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메시지를 통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립니다.

3. Youth/EM 주일 Live 예배는 Sagar 전도사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Link

주소가 전달 됩니다.

4. 주일학교 주일 녹화예배는 김지선 전도사님을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Link 주소가 전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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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방에 올리며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일영상예배 시 드린 헌금은 check로 쓰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

다. (Pay to the  Order of: Cornerstone Church / 주소: 33428 N. Sears 

Blvd Grayslake IL 60030) 

7.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

로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3/30 (월) 요 10:22-29 사무엘상 24-25 

03/31 (화) 요 10:30-42 사무엘상 26-28 

04/01 (수) 요 11:1-16 사무엘상 29-31 

04/02 (목) 요 11:17-32 사무엘하 1-3 

04/03 (금) 요 11:33-44 사무엘하 4-6 

04/04 (토) 요 11:45-57 사무엘하 7-10 

04/05 (주) 주일설교본문 사무엘하 11-12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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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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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79장 ………………………………  다함께 

 교 독 문 ………………… 12번 (시편 32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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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열왕기상 18장 16-4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성경 인물 시리즈 [엘리야] - (4) ………   김영목 목사 

“불을 내린 엘리야의 기도” 

 송영찬송 ……………………… 455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여리고를 정복한 믿음” (여호수아 6장 1-27절)  

 

 

 

 

 

 

 

 

 

 

<불을 내린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8장 16-40절 
 

 

 

◆ 서론. 만세에는 때가 있다. 

 

◆ 본론. 불을 내린 엘리야의 기도 

 

1. 오랜 기다림 

1) 그릿 시냇가와 사르밧 다락방에서의 기다림 

2)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엘리야 

3) 평범한 일상을 통해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2.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라 

1) 여호와와 바알 중 섬길 자를 택하라 

2) 숫자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라 

 

3. 온전한 헌신을 드려라 

1) 바알 선지자들의 헌신 = 헌신의 대상이 잘 못 됨 

   = 바알 선지자들의 헌신은 가치 없는 헛된 헌신 

2) 엘리야의 헌신 =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 

   =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헌신 

     

4.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 

      1) 제단 수축 = 예배를 회복 

      2)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4.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1) 첫 번째 기도제목 =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심”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함 

 

◆ 결론.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로 승리케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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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Ord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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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