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현장예배 참여 안내> :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 (optional) 
 
<신년감사예배> : 오늘은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창립 50주년 및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 2023년 1월 2일(월)-7일(토), 오전 6:30 
   - 월-금: zoom으로 진행, 토요일: 현장에서 진행 
   - 특새 마지막 날은 온가족 무릎 기도회로 드립니다. 
   - 1/2일(월)/김준섭 목사               1/3일(화)/이강현 목사 
     1/4일(수)/이윤선 목사             1/5일(목)/이정민 목사 
     1/6일(금)/John Staples 목사 1/7일(토)/김준섭 목사  
 
<정기당회>: 오늘 오후 3시, Zoom으로 
 
<임직식> : 다음주일(8일) 2부 예배중  
 
<제 1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 진행(Zoom) 및 실시간 
   - 일정: 1/8일, 15일, 22일 주일 (3주), 오전 9:45분  
   - 문의: 김상철 피택장로 sangckim1@gmail.com 
 
<목자/목녀반>: 다음주일(8일) 오후 3시, Zoom 영상으로 
   - 목자, 목녀, 예비목자 및 예비목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임명>: 송영중 집사/조귀애 집사(열매맺는 목장) 
 
<학부모/교사를 위한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 : 1월 14일(토) 오후 2시, 본당 
   - 강사: 김영환 목사(세미한 교회) 
    
<교역자 동정> - 사임: 정태군 목사(Peter Jung) Youth Interim 
  - 부임: 이윤선 목사(공동체 목양, 새가족 사역, 제자훈련) 
  - 변경: 곽은희 전도사(Half-time으로 변경) 
 
<소천> : 위로와 소망  
   - 이희정 전도사(김상범 목사) 아버지 고 이철재 성도(83세)    
   - 소천: 2022년 12월 26일, 장례 마침(12월 28일 국립서울현충원) 
 
<새벽날개 찬양팀> : 남/녀 싱어(각 1-3명), 기타(1명) 
      - 문의 및 지원: 이연숙 집사(hope1204@gmail.com) 
 
<토요한국학교> : 2023년 봄학기 학생 등록 및 교사진 모집(유급) 
      - 문의 및 지원: 김효진 집사(hellozini@gmail.com) 
 
<생명의 삶 2023년 1월호> : 1부 및 2부 예배 후 로비 (권당 5불)  
 
<선교 중보 기도> : 남아공 김보근 선교사 
 
<치유를 위한 기도> 
   전성완 집사(길갈 북), Charles Thomas 성도, 김영수 집사(갈릴리),              

손효순 집사(길갈 남), 김기원 권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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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용 

협동장로 장영식 홍재성 Nico Schuler 

찬양대 지휘 김도겸(호산나) 박연하(할렐루야) 

찬양대 반주 피아노: 김석영/정유리  올겐: 백기숙/김혜은  

 제 51 권 1호 

 2023 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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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기도회 화 오전 10시 

중보기도(목요기도회) 목 오후 8시 

mailto:sangckim1@gmail.com
https://akpc.breezechms.com/people/view/12421069#


 

 

  
 

1부      8시 30분 

2부    11시 

사회: (1부) 김준섭 목사 

(2부) 이강현 목사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사회자 

Moderator 

 찬양 

 Praise 

———————————————— 1부: 김준섭 목사 

2부: Promise 찬양팀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다같이 

Together 

 기도 

 Prayer 

———————————————— 민동하 장로 

Elder Min 

 찬양 

 Special Song 

1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2부: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Reading Scripture 

에스겔(Ezekiel) 37:1~6 

 

김상완 집사 

Deacon Kim 

 설교 

 Sermon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김준섭 목사 

Rev. Kim 

 응답찬양 

 Responsive Hymn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Together 

 헌금 

 Offering 

김도겸 형제 다같이 

Together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김준섭 목사 

Rev. Kim 

 성도의 교제 

 Fellowship of Saints 

———————————————— 김준섭 목사 

Rev. Kim 

*찬송 

Hymn 

428장 1, 4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 김준섭 목사 

Rev. Kim 

주 일 예 배  
  주일설교산책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이성신 장로(기도), 배한원 집사(성경봉독)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 새벽날개 찬양팀 

Praise Team 

말씀 

Message 

특별새벽기도회 김준섭 목사 

Rev. Kim 

토요 무릎 기도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샬롬! 2023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해입니다. 지난 50년 세월 동안 우리 AKPC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은 겔 37장을 통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겔 37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바벨론의 1, 2차 침공을 통해, 이

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왕궁과 성전의 보물은 수탈되고, 성전

의 기구들은 훼파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당시 그는 나이 25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소명받

은 에스겔은 낙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동족 이스라엘의 가슴에 조국의 회

복, 본토의 회복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은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

한 겁니다. 이것이 겔 37장의 배경입니다. 이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

데 한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

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뼈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은 뼈가 살아

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하고 또 하나님만이 불가능

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

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의 의지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

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회복시

키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위기와 침체에서, 영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

님은 말씀과 생기를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큰 군대로 일으키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 성취됩니다. 절망 속의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고레스 칙령). 이 놀라운 회복을 이

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이 시대의 무너진 교

회들과 가정들, 침체된 기독교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비밀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깊이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풍성히 나

누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Amen!                     

          

응답 찬양: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밸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