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알려 드리는 말씀

오전 10시 30분
인 도: 김하철목사
찬 양 ..........................................기타찬양팀
통성중보기도 ....................................... 다같이
찬 양 ..........................................화요찬양대
설 교 ..... 최상의 계명, 최후의 계명 (신 6:4-9) .....김하철목사


1.

오후 8시
인 도: 김하철목사
찬 양 ..........................................금요찬양팀
성 경 ............. 시편 126편 (1-5) ............... 사회자
설 교 .......... 눈물로 씨 뿌리는 자 ..........김하철목사
찬양과 통성기도 .................................... 다같이



2018년 봄학기

환 영: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2.

교회창립주일: 오늘은 본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충성스럽게 섬겨주신 모든 교역자와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3.

교역자동정: 이승태목사님(노스 케롤라이나 샬롯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주시겠습니다.

4.

새가족성경공부: 오늘은 새가족 성경공부가 없습니다. 곧 다시 시작될

5.

금요찬양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본당에서 모입니다. 많은

예정입니다.
교우들이 함께 모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중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6.

인도자훈련: 이번주 성경공부 인도자훈련은 3월 9일 오후 9시에

7.

중고등부: 1) Youth Revival Night이 3월 10일 오후 6-9시까지

있습니다.

 엠마오 성경공부반(수) (12주간; 오전반 10:30; 저녁반 7:30)

있습니다. Guest Speaker: Eugene Baek, 주제: How to be salt and

1.
2.

구약인물 성경반:
이사야 성경반:

휴
휴

강
강

light in our schools

3.

성경통독반:

휴

강

2) 중고등부 주관 음향시스템 모금을 위한 돈까스 판매가 3월 11일

 가정교회를 위한 “삶” 공부반(목) (12주간; 오전반 10:30, 저녁반 7:30)
1.
2.

생명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휴
휴

강
강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역임)께서 이번주(3/9일 도착)부터 저희 교회 임시목사님으로 수고해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엠마오 성경 아카데미

2018년 3월 4일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허남기 목사님께 감사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금요 찬양기도회

제46권 9호

주일에 있습니다.
8.

일광절약시간: 다음 주일부터 일광절약시간 (Day 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10일 (토) 잠자리에 드실 때 시간을 1시간 앞당기셔야

표어:

대를 이어 섬기는 교회
(시편 78편 4절)

합니다.

집 회 안 내

예

배

교회학교

9.

경보(Alarm) 시스템: 교회건물내에 알람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교회
출입시에는 알람 시스템에 유의하셔서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EM 예배

오전 9시 45분

2부 예배

오전 11시 15분

청년예배

오후 1시

새벽예배(월-토)

오전 6시

화요기도회

오전 10시 30분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시

주일점심식사를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글학교

주일 오전 9시 45분

1) 애경사시 전교인 점심식사 대접 헌금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9시 45분

영아부

주일 오전 10시 15분

유아부-유년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대학부(영어회중)

주일 오전 10:45 /수 8시(Campus)

영어성인(영어회중)

주일 오전 10시 45분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성가대성경공부

주일 오전 7:30, 10:15

가정교회

매월 2회

10. 재정부: 헌금내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재정부에 신청하여 주시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이름을

꼭

함께

적어주세요.

최병진

장로

목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도와 충성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사랑과 나눔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cbjkym@yahoo.com
11. 주일점심: 당회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친교위원회(최병호장로) 주관으로

임시목사 : 이 승

2) 1년에 한가정당 $100 헌금

태

12. 중보기도: 3월 한달은 아시아 선교담당 임춘식/한연희 선교사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환자:

김영수집사(갈릴리),

김영희집사

(빌라델비아),

손수원집사,

오보영성도(EM), 이남주집사(길갈), 이정민전도사, 전성완집사 (길갈),
최옥녀권사 (길갈), 황영진사모(EM)
* 장년성경공부: 제1과 독선이 아니라 은혜! (갈 1:1-10)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2311 N atures Bend , Austin, TX 78753
☎ (512) 454-1727 FAX: (512) 454-6888
Em ail: akpc@akpc.org H om epage: w w w .akpc.org

창립기념주일

창립기념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2018년 3월 4일 오전 8시 30분

인도자: 김하철목사

2018년 3월 4일 오전 11시 15분

인도자: 김하철목사

Liturgist: Rev. Hachul Kim

Liturgist: Rev. Hachul Kim

교회소식 ........................................... 스크린

교회소식 ............................................ 스크린

(Sharing News)

Screen

* 예배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Liturgist

* 성시교독 ............... #126

사순절(3)

............... 회

(Responsive Reading)

(The Apostles’ Creed)

기

Congregation
(통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회
중
(All hail the pow’r of Jesus’ name)
Congregation

도 ....................................... 민동하장로

(Prayer)

찬

중

송 .......... #36

(Hymn)

Screen

* 예배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Liturgist

* 경배와 찬양 ............ 해뜨는데

부터 ..............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Praise/Worship)

Congregation

* 사도신경 ........................................... 회
*찬

중

(Sharing News)

Elder Dong-Ha Min

양 ................ 주의 옷자락 .......... 호산나찬양대

(Anthem)

Hossana Choir

성경합독 ............. 디모데후서 4:1-2 ........ 목사와 회중
(Scripture Reading)

(2 Timothy 4:1-2)

Rev. & Congregation

기

찬양인도자
Praise Leader

도 ........................................ 민동하장로

(Prayer)

Elder Dong-Ha Min

양 ............ 예수 거룩한 이름 ........ 할렐루야찬양대

찬

(Worship Praises)

Hallelujah Choir

성경합독 ............ 디모데후서 4:1-2 .......... 목사와 회중
(Scripture Reading)

설

(2 Timothy 4:1-2)

교 .........

(Sermon)

Rev. & Congregation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 허남기목사
Rev. Nam Kee Huh

응답찬송 .......... #600

(통 242) 교회의 참된 터는
(The Church’s one foundation)

(Responsive Hymn)

............ 회

중

Congregation

성도의 교제 ......................................... 인도자
(Fellowship of Saints)

헌

Liturgist

금 ..........

성이현자매 (다음주: 김광헌장로)...........

헌금위원

(Offering)

설
(Sermon)

교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 허남기목사
Rev. Nam Kee Huh

응답찬송 .......... #600
(Responsive Hymn)

(통 242) 교회의 참된 터는 ........... 회
중
(The Church’s one foundation)
Congregation

성도의 교제 ........................................ 인도자
(Fellowship of Saints)

Liturgist

* 헌금찬송 ....... #213장 4절(통

348) 나의 생명 드리니 .......... 회
중
(Take My Life, and Let It Be / 4th Stanza)
Congregation

(Offertory Hymn)

* 봉헌기도 ........................................ 김하철목사
(Offertory Prayer)

*축

Rev. Hachul Kim

도 ........................................ 허남기목사

(Benediction)

Rev. Nam Kee Huh

* 축복찬양 .................................... 할렐루야찬양대
(Praise of Blessing)

헌

금 ........... 성이현자매

(다음주: 김광헌장로)

........ 헌금위원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Hallelujah Choir

 다음주 기도: 이성신장로

(Offering)

* 헌금찬송 ........ #213장 4절(통
(Offertory Hymn)

348) 나의 생명 드리니 ........ 회
중
(Take My Life, and Let It Be / 4th Stanza)
Congregation

* 봉헌기도 ....................................... 김하철목사
(Offertory Prayer)

*축

Rev. Nam Kee Huh

* 축복찬양 ..................................... 호산나찬양대
(Praise of Blessing)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1

Rev. Hachul Kim

도 ....................................... 허남기목사

(Benediction)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딤후 4:1-2)

Hossana Choir

 다음주 기도: 이성신장로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