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현장예배 참여 안내> :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 (optional) 
 
<제 4기 새가족 입교식>: 오늘(5/7일) 2부예배중 
   -  김기석(미정), 나영미(무소속/시니어), 문선화(가데스),  
 이은정/김형인(아가페), 임영선(가데스), 주희/정장환(코람데오) 
 
<5월 정기당회> : 오늘 오후 3시, zoom 
 
<목요예향(종강)>: 5월 11일(목) 오전 10시  
 
<제 5기 새가족반 모임> : 온라인 및 현장 
   - 일정: 5월 14일, 21일, 28일 주일 오전 9:45분 
   - 문의: 최란조 권사 papayajoyjoy@gmail.com 
 
<목자 목녀반 모임> : 5월 13일 “토요 무릎 기도회” 이후 8시 본당에서 
 
<중보기도학교>  
   - 일시: 5월 13일, 20일, 27일 (토) 4주간, 오후 2시,  2층 청년부 예배실 
   - 문의: 곽은희 전도사 
 
<시니어 어버이날 행사> : 일시: 5월 9일(화) 오전 11시, 친교실 
   - 대상: 만 70세 이상 모든 성도 
 
<2023년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  
   - 일시: 5월 27일 오후 5시, 친교실 
   - 대상: 2022년 12월 이후 오신 모든 새가족분들 
 
<2023년 드림키즈 여름 사역> 
   - 어린이 VBS: 6월 5일(월) - 9일(금) / 교회 웹사이트에서 등록 
      - 문의: 각 드림키즈 부서 사역자  
   - 드림키즈 Summer Camp: 7월 10일-28일, 3주간 
      - 교사 지원: 교회 웹사이트에서 등록  
      - 문의: 정지혜 집사  jeehye518@gmail.com 
 
<음악부> : 주님께 영광 올리고 함께 믿음으로 섬길 찬양대 지휘자를 찾습니다. 
   - 접수기간: 5/1-5/31 
   - 문의: akpc-music@akpc.org 
 
<이주>: 오정록/김예진 집사 가정(연아, 엔게디), 5월 7일 타주  
 
<선교 중보 기도> : 인도/태국 이승현 선교사 
 
<치유를 위한 기도> 
   전성완 집사(길갈 북), Charles Thomas 성도, 김영수 집사(갈릴리),              

손효순 집사(길갈 남), 조현철 집사(벧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온라인 등록은 교회 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akpc.org” > 교회소개 > 새가족부 > 온라인 새가족 등록 

 

담임목사 김준섭 

부 목 사 John Staples 이강현 김상범 이윤선 김지수 Brian Kim 

교육목사 이정민 

교육전도사 곽은희 이희정 

시무장로 

최병진 최병호(23)  

김종환 민동하 이성신(24) 

김상철 김우진 손종래 이상엽 이인권 천금화(25)  

휴무장로 김광헌 김상보 지정인 한현택 

은퇴장로 
김문석 김중호 림형진 박경일 박현영 서병도 신영균 오원석  이경재  

이은혁 이충남 

협동장로 장영식 홍재성 Nico Schuler 

찬양대 지휘 김도겸(호산나) 박연하(할렐루야) 

찬양대 반주 피아노: 김석영/정유리  올겐: 백기숙/김혜은  

 제 51 권 19호 

 2023 년 5월 7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EM 예배 주일 오전 11시 

청년 예배 주일 오후 1시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유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영유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오전 6시 30분 

토요 무릎 기도회 토 오전 6시 30분  

화요광야기도회 화 오전 10시 30분 

중보기도(목요기도회) 목 오후 8시 

mailto:sangckim1@gmail.com
https://akpc.breezechms.com/people/view/12421956#


 

 

  
 주 일 예 배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최병호 장로(기도), 최민정 집사(성경봉독)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 새벽날개 찬양팀 

Praise Team 

말씀 

Message 

사무엘하 17:15~29 김준섭 목사 

Rev. Kim 

토요 무릎 기도회 

가스펠 프로젝트 5-2 

샬롬! 영적 거장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는 갈멜 산의 위대한 승리

를 이뤘지만, 이세벨의 위협 선언을 듣고는 브엘세바로 도망합니다. 그리고는 광야 로뎀나

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위

로하십니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

할까 하노라”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사랑으로 돌보시

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일을 걸어 호렙 산에 이

르고, 굴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강력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 임

재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

각을 바꿔주십니다. 엘리야는 신앙의 위기의 시대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

나님은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동역자들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

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새 왕 예후와 아람의 새 왕 하사엘을 세우게 하

십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우상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

십니다. 엘리야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고, 엘리야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55:8). 하나님은 이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낙심

한 그 분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십자가 사랑으로 돌보시고 용기를 주

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자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위로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멋진 사명자로 일어나시는 AKPC 성

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Amen!                    
          

핵심 교리 14: 편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특히 이신론자들, deists) 생각하는 것처럼 피조세계와는 아무런 관

계도 맺지 않고 천상의 보좌에만 앉아계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히, ‘편재

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엘리야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에 직면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

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서 무수히 많은 반대를 무던히 참으셨습니다.                 
 

Family Talk     
(영유아부)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유치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나요?         

(CM)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능력을 받았나요?    

(Youth)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장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빠진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돌보며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응답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일설교산책 

1부      8시 30분 

2부    11시 

사회: (1부) 김상범 목사 

(2부) 이강현 목사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사회자 

Moderator 

 찬양 

 Praise 

———————————————— 1부: 김상범 목사 

2부: Promise 찬양팀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다같이 

Together 

 기도 

 Prayer 

———————————————— 천금화 장로 

Elder Chun 

 찬양 

 Special Song 

1부: 오직 성령이 

2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Reading Scripture 

열왕기상(1 Kings) 19:1~8 

 

오세권 집사 

Deacon Oh 

 설교 

 Sermon 

가스펠 프로젝트 5-2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2) 
엘리야: 위로하시는 하나님 

김준섭 목사 

Rev. Kim 

 응답찬양 

 Responsive Hymn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다같이 

Together 

 헌금 

 Offering 

오정록 집사                                           다같이 

Together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김준섭 목사 

Rev. Kim 

 성도의 교제 

 Fellowship of Saints 

———————————————— 김준섭 목사 

Rev. Kim 

*찬송 

Hymn 

455장 1, 4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 김준섭 목사 

Rev.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