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제45권 23호

오전 10시 30분
인 도: 김하철목사
찬 양 ..........................................기타찬양팀
통성중보기도 ....................................... 다같이
찬 양 ..........................................화요찬양대
설 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 8:12-24) .....김하철목사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2017년 6월 4일

어스틴한인장로교회

금요 찬양기도회
오후 8시
인 도: 김종대목사
찬 양 ..........................................금요찬양팀
성 경 ..... 새성전 입당 후 다시 시작합니다! ........ 사회자
설 교 ..................... ....................김종대목사
찬양과 통성기도 .................................... 다같이


엠마오 성경 아카데미
2017년 봄학기
 엠마오 성경공부반(수) (2월 8일부터 12주간; 오전반 10:30; 저녁반 7:30)
1.
2.

구약인물 성경반:
이사야 성경반:

종
종

강
강

3.

성경통독반:

종

강

 가정교회를 위한 “삶” 공부반(목) (2월 9일부터 12주간; 오전반 10:30, 저녁반 7:30)
1. 생명의 삶:
종
강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

종

강

표어:

대를 이어 섬기는 교회
(시편 78편 4절)

집 회 안 내

예

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예배 3부
주일예배 4부
새벽예배(월-토)
화요기도회
엠마오성경아카데미(수,목)
금요찬양기도회

오전
오전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전
오후

8시
10시
11시
2시
6시
10시
10시
8시

30분

한글학교
장년제자훈련
영아부
유아부-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영어회중)
청년부(한어회중)
영어성인(영어회중)
장년성경지도자반
성가대성경공부
가정교회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 금 8시
주일 오전 11:30 /수 8시(Campus)
주일 오후 3시 30분
주일 오전 11시 30분
금 오후 9시
주일 오전 7:30, 9:45
매월 2회

(영어)

목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30분
(청년예배)
30분
30분/오후 7시 30분

기도와 충성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사랑과 나눔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 김 종

대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2000 Justin Lane, Austin, TX 78757
☎ (512) 454-1727 FAX: (512) 454-6888
Email: akpc@akpc.org Homepage: www.akpc.org
Pastor JOSEPH J. KIM ☎ (512) 921-4222(휴대)

성령강림주일

알려 드리는 말씀
1.

주일합동예배

안내와 환영: 오늘 예배는 임시처소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참여하신
교우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7년 6월 4일 오전 10시

인도자: 김종대목사

2.

Liturgist: Rev. Joseph Kim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제직과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

교회소식 ............................................ 스크린
(Sharing News)

드립니다.

Screen

* 경배와 찬양 .......... 주님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Praise/Worship)

기

............찬양인도자

3.

(Prayer)

Elder Roy Kim

양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합찬양대

(Worship Praises)

합동예배: 임시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은 1부, 3부 및 4부가 함께
합동예배를 드립니다.

Praise Leader

도 .........................................김문석장로

찬

감사: 지난 주말 (토, 주일)과 월요일에 교회 이사를 은혜롭고 안전하게

AKPC Choir



1, 3, 4부 합동예배············ 대강당



EM과 YG 합동예배 ··········· 소강당



어린이부 예배 ················· 영아부 ··········· 교실 #167
유아부 ··········· 교실 #166

성경합독 .............. 민수기 10:1-10 ...........목사와 회중
(Scripture Reading)

(Numbers 10:1-10)

Rev. & Congregation

(Sermon)

유년부 ··········· Choir room

Rev. Joseph Kim

응답찬송 .......... #180
(Responsive Hymn)

(통 168) 하나님의 나팔소리 ........... 회
중
(When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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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유치부 ··········· 교실 #162

교 .....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김종대목사

설

Liturgist

4.

새가족성경공부: 새 성전 입당 후 다시 시작합니다.

5.

장년성경공부: 새 성전 입당 후 다시 시작합니다.

6.

정기당회: 6월 정기당회가 오늘 예배 후 교실 #166에서 잠시동안

금 ..................... .....................헌금위원

있겠습니다.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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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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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Lamar Blve., A/T 78753)에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 봉헌기도 .........................................김종대목사
(Offertory Prayer)

*축

바랍니다.

Rev. Joseph Kim

도 .........................................김종대목사

(Benediction)

8.

Rev. Joseph Kim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및 새성전시대의 사역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다.

AKPC Choir

 다음주 기도: 이인권장로

새벽기도회: 새성전 입당허가를 받을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
성전 1층 유치부 예배실에서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성전완공, 입당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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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30-12:00에 한인문화회관(11813 N.

9.

사역자 초청: 금년 7월 첫 주일부터 이시내전도사님의 후임 유년부
전도사로, 박인자전도사님의 후임 유치부 전도사로 각각 섬기실 사역자를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민 10:1-10)
1
2
3
4
5
6
7
8
9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청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임목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0. Summer SAT: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SAT Class 개강을 7월 3일로
연기합니다.
* 기간: 7월 3일-8월 11일 (6주간)
* 반 편성: 6/7학년반, 7/8학년반, 9/10학년반, 10/12학년반
* 수업료: $700 (4주), $1,000(6주) * 문의: 김하철목사 512-426-2745
11. 중보기도: 6월 한달은 전 구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환자:

김영수집사(갈릴리),

김영희집사

(빌라델비아),

김은자권사

(빌라델비아), 김홍일장로 (엠마오), 손수원집사, 오주선집사(브니엘),
전성완집사 (길갈), 최옥녀권사(길갈)
* 장년성경공부: 새 성전 입당 후 다시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