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43(592)     2021.10.31. 

1. 코너스톤 교회 창립 11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

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섬기시

고 봉사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로마서 8장 암송 9주차: 로마서 8장 26-28절

3. [개역개정성경] 주문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 11월 말)

성경 주문 희망 시, 본당 로비에 비치된 ‘성경주문신청서’에

신청자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일성경 큐티책 11-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큐티책을 주문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 추수감사주일예배: 11/21(주일)

추수감사주일예배는 EM&교육부와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11월 21일은 1부 예배가 없습니다. 

11/1 (월) 출 37:1-29 누가복음 9-10 

11/2 (화) 출 38:1-20 누가복음 11-12 

11/3 (수) 출 38:21-31 누가복음 13-15 

11/4 (목) 출 39:1-21 누가복음 16-18 

11/5 (금) 출 39:22-43 누가복음 19-20 

11/6 (토) 출 40:1-16 누가복음 21-22 

11/7 (주) 출 40:17-38 누가복음 23-24 



 
 

 

 Sunday Worship 11 am  

 (● Please Stand) 

 

.-       Call to Worship 예배부름  

● Worship 예배기원 “Jesus, I love you” 

● The Prayer of Confession 사죄은총  

● Opening Prayer 시작기도 

● Worship 감사찬송 “Holy Holy Holy” 

● Responsive Reading  “No. 39” 

●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Prayer 대표기도  

Worship 예배찬송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Offering 봉헌  

● Offering Prayer 봉헌기도 

Welcome and Announcement 환영과 광고 

Scripture Reading 성경말씀 “John 14:6” 

Message 말씀강해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 Closing Song 송영찬송 ”You are my all in all”  

● Benediction 축도 

 

 
 “” (사사기 1장 1-11절) 

 

  

 

1. Jesus is the way 

There is only one way to Heaven. Jesus said he is “the way.” 

It means he is the only way that will lead us to Heaven. 

There is no other way.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him. Therefore, the only way you can 

enter Heaven is by having faith in Jesus. If you believe that 

he died on the cross to forgive you and to save you from 

your sins, and if you accept him as your personal Savior 

and Lord, the bible says that you are being saved by the 

grace of God.   

 

2. Jesus is the truth 

Jesus is the truth. He is the only one who can provide you 

with the answers to your life. Are you looking for the 

ultimate purpose or meaning in your life? Seek Jesus and 

you will find the true treasure that you have been 

searching for. Jesus is the truth. He is the only one who 

can give us the true meaning of our lives.   

 

3. Jesus is the life 

Jesus is full of life. To tell you the truth, Jesus is the life 

itself! Jesus said in the Bibl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even though he or 

she dies, will live. And everyone who lives believing in me 

does not ultimately die at all.” There is no one like Jesus!   

 

Cornerstone Church, as we celebrate our church’s 11th 

anniversary, I want all of us to accept Jesus Christ as our 

personal Lord and Savior.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him: 

we can find the way to heaven through Jesus; we can find 

the answers to our lives through Jesus; we can find the 

true hope of the world through Jesus.  

 

1.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

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천

국에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

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

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을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분

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진 삶의 무수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궁극적

인 목적 또는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인생

의 진정한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는 이 세상의 진리 되

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십니다. 

 

3.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

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11주년을 기념하

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과 구원자로서 영접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아무도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

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

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합시다! 

 

10월 24일 헌금통계 $2,9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