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 예배 주일 오전 8시 30분 

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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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준섭 

부 목 사 John Staples(EM) 이강현(행정) 김상범(청년) 

교육목사 이정민(유년부) 정태군(중고등부) 

교육전도사 곽은희(유치부) 이희정(영유아부) 

시무장로 김광헌 김상보 림형진 박현영 지정인 한현택(22) 최병진 최병호(23)  

김종환 민동하 이성신(24) 

휴무장로 김우진 서병도 이상엽 이인권 

은퇴장로 김문석 김중호 박경일 신영균 오원석 이경재 이은혁 이충남 이희용 

협동장로 장영식 홍재성 손종래 Nico Schuler 

찬양대 지휘 김도겸(호산나) 박연하(할렐루야) 

찬양대 반주 피아노: 김석영/정유리  올겐: 백기숙/김혜은  

알리는 
말씀 

환영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온라인 등록은 교회 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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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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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예배> 

   - 오늘은 한 해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추수 감

사예배로 드립니다. 

 

<제 9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 진행(Zoom) 및 실시간 

   - 일정: 오늘(11/20일), 27일 주일, 오전 9:45분  

   - 문의: 김상철 피택장로 sangckim1@gmail.com 

 

<2022년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  

   - 일시: 12월 3일(토) 오후 5시, 친교실  

   - 문의: 김상철 피택장로  

 

<추수감사절 브레이크> : 11/23 - 26일/교회 건물 Close 합니다. 

   - 굿모닝 말씀산책, 목요기도회, 토요 무릎 기도회 쉼 

   - 11/22(화) 화요기도회 쉼 

  

<세례, 입교, 유아세례> : 12월 18일(주일) 

   - 신청: 12월 4일까지 사무실 

   - 교육: 12월 10일(토) 오후 2-4시, zoom  

   - 문답: 12월 17일(토) 오후 2시, 교회 

 

<문서선교부>  

   - 문서선교부 부원을 모집중 

   - 간증문이나, 시, 수필, 독후감 등의 원고 접수중 

   - 연락처: 오선주 집사 (kingkids780@hotmail.com) 

 

<선교 중보 기도> : 남아공 모잠비크 박성원 선교사 

 

<치유를 위한 기도> 

    전성완 집사(길갈 북), Charles Thomas 성도, 유계선 집사(엠마오),  

    김영수 집사(갈릴리), 손효순 집사(길갈 남), 김기원 권사(길갈 남),   

    조현철 집사(벧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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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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신 장로 

Elder Yi 

 찬양 

 Special Song 

1부: 묘한 세상 주시고 

2부: 감사 찬양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Reading Scripture 

전도서(Ecclesiastes) 1:1~3, 3:13 

 

이종순 권사 

KwonSa Cho 

 설교 

 Sermon 

오늘의 감사 김준섭 목사 

Rev. Kim 

 응답찬양 

 Responsive Hymn 

감사 & 송축해 내 영혼 다같이 

Together 

 헌금 

 Offering 

오정록 형제 다같이 

Together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김준섭 목사 

Rev. Kim 

 성도의 교제 

 Fellowship of Saints 

———————————————— 김준섭 목사 

Rev. Kim 

*찬송 

Hymn 

588장 1, 4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 김준섭 목사 

Rev. Kim 

주 일 예 배  
  주일설교산책 

‘ 오늘의 감사’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샬롬! <전도서>는 인생을 ‘헛되다’고 말합니다(전 1:2-3).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헤벨은 안개, 수증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생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세상의 지혜자들도 인생의 헛됨을 알고, 인생의 헛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Carpe Diem(오늘을 즐겨라, 
Seize the day)’입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내일이 아닌, 오늘의 현재를 잡으라. 그리하여 
오늘을 즐기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의 헤벨(헛됨)에는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
님의 존재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과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이 인생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인생은 ‘Carpe Diem’이 아닌, ‘Carpe Diem Coram Deo(하나님 앞에서 오
늘을 즐겨라, Seize the day in the presence of God)’을 살게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
까요? 그는 인생의 헛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현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
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전 3:13).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
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 될까요?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
께 영광을, Glory to God alone)’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내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즐기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는 삶을 살아가는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Amen!                     
          

Family Talk     

(영유아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아요.                   

(유치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CM)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부모님과 나눠보세요.  

(Youth) 룻기에서 보아스의 이웃사랑의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할까요? 

(장년) 한 해 동안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감사합시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즐길 수 있는지’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응답 찬양: 감사 & 송축해 내 영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되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심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김광헌 장로(기도), 이병옥 권사(성경봉독)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 새벽날개 찬양팀 

Praise Team 

말씀 

Message 

추수 감사절 브레이크 김준섭 목사 

Rev. Kim 

토요 무릎 기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