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현장예배 참여 안내> :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 (optional) 

 

<감사>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 튀르키예와 시리아 구제헌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14,357이 모금되었
습니다. 모금 전액은 Ahbap Association과 The White Helmets 단체에 기부
하기로 함.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 VA) 

   - 일시: 3/24(금)-26일(주일), 금/토 오후 7:30, 주일 1부 8:30, 2부 11시 

   - 주제: “한번 인생” 

   - 예배 30분전부터 로비에 다과가 준비됩니다. 

   - Child care: 금요집회 및 토요집회시 제공  

 

<제 3기 새가족반 모임> : 온라인 및 현장 

   - 일정: 오늘(3월 19일), 26일 주일 오전 9:45분  

   - 문의: 최란조 권사 papayajoyjoy@gmail.com 

   

<성례식>: 4월 2일 

   - 유아세례, 세례 및 입교 문답: 4월 1일(토) 오후 2시 

   - 성찬식: 장년 1, 2부 예배, EM 예배, 청년예배 및 중고등부 예배 

 

<화요광야기도회> :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도를 사모
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2층 청년부 예배실 

 

<선교위원회 음식판매> : Love Austin Love Southern Africa 선교기금 마련 

   - 메뉴: 김밥, 캘리포니아롤, 타코야끼 (메뉴는 상황에 따라 변경) 

   - 가격: $5 / 예약주문 가능 

   - 문의: 김송자 집사 

 

<교역자 동정(휴가)> : John Staples 목사 (3/14∼21) 

      

<예배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오늘 광고시간에 있습니다. 

      

<선교 중보 기도> : 이디오피아 김명환 선교사 

 

<치유를 위한 기도> 

   전성완 집사(길갈 북), Charles Thomas 성도, 김영수 집사(갈릴리),              
손효순 집사(길갈 남), 조현철 집사(벧엘), 박미선 집사(르호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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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2023 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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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예 배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김종환 장로(기도), 이숙영 권사(성경봉독)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 새벽날개 찬양팀 

Praise Team 

말씀 

Message 

사무엘상 27:1~12 김준섭 목사 

Rev. Kim 

토요 무릎 기도회 

가스펠 프로젝트 4-9 

샬롬! 왕상 11장은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말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역대 최
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흥왕하던 솔로
몬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스라엘 10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 가장 어리석은 선
택을 한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잠 9:10),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 지혜의 근본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
략결혼으로 수많은 이방여인을 아내로 두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 신과 우
상들을 허용했습니다. 솔로몬의 문제의 근원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
님을 사랑했던 그가 이제는 이방여인 아내들을 사랑합니다(11:2).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
게 두 번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본질
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잠 4:23).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우상의 위험성을 깨닫
습니다. 우상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11:9). 솔로몬이 하나님으
로부터 돌아서자 하나님은 그를 향해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음을 무시하고 몰락의 길로 더욱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
엘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솔로몬과 달리, 예수님은 항상 지혜로운 선택
을 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했지만, 참 지혜의 왕 예수님은 분열된 하
나님 백성을 새롭게 연합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
고, 예수님의 지혜로 가정과 교회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AKPC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
니다.                   
          

핵심 교리 38: 죄-이기심 

죄는 이기적으로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반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기쁨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눅 11:31). 솔로몬의 죄 많은 선택은 그의 왕국을 분
열시켰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연합을 가져왔습니다.                
 

Family Talk     
(영유아부) 두 나라가 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사랑하지는 않나요?                    

(유치부) 나누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CM) 무엇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나요?   

(Youth)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들었고 알지만 실행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장년)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쫓느라 분열되었는지 어
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응답 찬양: 시선(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페한 땅 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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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하 장로 

Elder Min 

 찬양 

 Special Song 

1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2부: 너는 내 것이라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Reading Scripture 

열왕기상(1 Kings) 11:1~3, 9~13 

 

배정주 권사 

KwonSa Bae 

 설교 

 Sermon 

가스펠 프로젝트 4-9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다 

김준섭 목사 

Rev. Kim 

 응답찬양 

 Responsive Hymn 

시선(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다같이 

Together 

 헌금 

 Offering 

동지현 집사 다같이 

Together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김준섭 목사 

Rev. Kim 

 성도의 교제 

 Fellowship of Saints 

———————————————— 김준섭 목사 

Rev. Kim 

*찬송 

Hymn 

325장 1, 4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 김준섭 목사 

Rev.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