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요 기 도 회 
 

오전 10시 30분 인  도: 김하철목사 
찬  양 기타찬양팀 
통성중보기도 다같이 
찬  양 화요찬양대 
설  교 선교의 하나님 (행  2:1-11) 이병택목사 

❖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금요 찬양 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  도: 김종대목사 
찬  양 수요찬양팀 
성  경 마태복음 9:35-38 사회자 
설  교 예수님 사역의 3가지 공통점 김종대목사 
찬양과 통성기도 다같이 

❖ 다음 주 인도: 김종대목사 
 

엠마오 성경 아카데미 
 

2017년 봄학기  

가정교회를 위한 "생명의 삶"  

 
가정교회를 위한 "새로운 삶"  

 
가정교회를 위한 "경건의 삶" 

 
가정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집 회 안 내  
 

예    배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영어) 
주일예배 3부 오전 11시 30분  (동시통역) 
주일예배 4부 오후  2시       (청년예배) 
새벽예배(월-토) 오전  6시 
화요기도회 오전 10시 30분 
엠마오성경아카데미(목) 오전 10시 / 오후 7시 30분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시  

교회학교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시 
장년제자훈련 주일 오전 10시 
영아부-유년부 주일 오전 10시 45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시 / 금 8시 
대학부(영어회중) 주일 오전 11:30 /수 8시(Campus) 

청년부(한어회중) 주일 오후  3시 40분 
영어성인(영어회중)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성가대성경공부 주일 오전 7:30, 9:45 
가정교회 매월 2회 
갈렙회 주일 오후 1-3시 

 
 

  

알려 드리는 말씀 
1. 환 영: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교우들과방문하신분들을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특별새벽기도회: “신년축복특별새벽기도회” 순서를 맡아준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예배용 성경과 찬송: 새해 첫주일부터 본 교회의 공식예배용 성경은         

“개역개정”, 찬송가는 “새찬송가”를사용합니다. 성경/찬송가구입문의는      
사무실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교회달력: 금년도 교회달력을 못 받으신 교우들은 예배후 로비에서 한         
가정당 한부씩 받아가십시오. 

5. 새가족성경공부: 2017년도 제1기 새가족 성경공부가 오늘부터      
4주예정으로  매주일 오전 10-1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6. 권사월례회: 신년 첫 권사월례회가 오늘 3부 예배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7. 당회: 1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8. 화요기도회: 이번주 화요기도회(1/10일 오전 10:30분)에서는 어스틴      

일본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병택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9. 금요찬양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금요찬양기도회 중에는 어린 자녀들과 Youth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부서별로 진행합니다. 

10.인도자훈련: 이번주 인도자 훈련은 인도자 친교모임관계로 교안으로       
대체합니다. 

11.성전터기도회: 예년처럼아래와같이성전터기도회를토요일오전 7시에        
갖습니다. (* 토요건축위원기도회는 따로 없음) 
● 1/14일 전임교역자; 시무, 휴무, 협동, 전입, 은퇴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원하시는 교인 
● 1/21일 전임교역자; 가정교회목자/목녀; 시무, 휴무, 전입, 명예, 은퇴 

권사 및 원하시는 교인 
12.안수식/임직식: 2019년조 제직 안수식/임직식이 1월 15일 3부예배중에       

있겠습니다. 
13.2017년 헌화 및 점심을 위한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부착된          

헌화표의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4.재정부: 1) 2016년도에 사용된비용이있으시면 1월 22일까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내역을원하시는분께서는재정부에신청하여주시고부부의경우          
배우자의 이름을 꼭 함께 적어주세요. 최병진 장로 cbjkym@yahoo.com 

15.중보기도: 1월 한달은 과테말라 Bruce Ahlberg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환자: 김영수집사(갈릴리), 김영희집사 (빌라델비아), 김은자권사     
(빌라델비아), 김홍일장로 (엠마오), 손수원집사, 오주선집사(브니엘),     
전성완집사 (길갈), 최옥녀권사(길갈) 

* 장년성경공부: 제6과 어리석은 사람 (잠 12:15-28) 

  

제45권 2호 2017년 1월 8일 
 

 
 

어스틴한인장로교회 
 

 
 

 
 

  
  

표어: 대를 이어 섬기는 교회 
 (시편 78편 4절) 

 
 
 

목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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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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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절 첫째주일 

1부 예배 
 
  2017년 1월 8일 오전 8시 30분 인도자: 김종대목사 

Liturgist: Rev. Joseph Kim 
 

교회소식 스크린 
(Sharing News) Screen 

*예배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Liturgist 

*성시교독 #2 시편 2편 회  중 
 (Responsive Reading) Congregation 

*사도신경 회  중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찬    송 새찬송가 #10 (통 34) 전능왕 오셔서 회  중 
(Hymn) (Come, Thou Almighty King) Congregation 

기    도 림형진장로 
(Prayer) Elder Hyung Jin Rim 

찬    양참  좋으신  주님 호산나찬양대 
(Anthem) Hossana Choir 

성경합독 출애굽기 14:21-31 목사와 회중 
(Scripture Reading) (Exodus 14:21-31) Rev. & Congregation 

설    교 바다를 향해 든 모세의 손 김종대목사 
(Sermon) Rev. Joseph Kim 

응답찬송 새찬송가 #400 (통 463)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회  중 
(Responsive Hymn) (Jesus, Hide Me) Congregation 

성도의 교제 인도자 
(Fellowship of Saints) Liturgist 

헌    금 장로회 (다음주: 에바다 기타팀)  헌금위원 
(Offering)  

*헌금찬송 새찬송가 #213장 4절(통 348) 나의 생명 드리니 회  중 
(Offertory Hymn) (Take My Life, and Let It Be / 4th Stanza) Congregation 

*봉헌기도 김종대목사 

(Offertory Prayer) Rev. Joseph Kim 

*축    도 김종대목사 

(Benediction) Rev. Joseph Kim 

*축복찬양 호산나찬양대 

(Praise of Blessing) Hossana Choir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기도: 이경재장로 
  

주현절 첫째주일 

3부 예배 
 
   2017년 1월 8일 오전 11시 30분 인도자: 김종대목사 

Liturgist: Rev. Joseph Kim 
 

교회소식 스크린 
(Sharing News) Screen 

*경배와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찬양인도자 

(Praise/Worship) 오 주여 나의 마음이 Praise Leader 
생명 주께 있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기    도 림형진장로 
(Prayer) Elder Hyung Jin Rim 

찬    양 나의  예수 /이  세상  험하고 할렐루야찬양대 
(Worship Praises) Hallelujah Choir 

성경합독 출애굽기 14:21-31 목사와 회중 
(Scripture Reading) (Exodus 14:21-31) Rev. & Congregation 

설    교 바다를 향해 든 모세의 손 김종대목사 
(Sermon) Rev. Joseph Kim 

응답찬송 새찬송가 #400 (통 463)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회  중 
(Responsive Hymn) (Jesus, Hide Me) Congregation 

성도의 교제 인도자 

(Fellowship of Saints) Liturgist 

헌    금 장로회 (다음주: 에바다 기타팀) 헌금위원 
(Offering)  

*헌금찬송 새찬송가 #213장 4절(통 348) 나의 생명 드리니 회  중 
(Offertory Hymn) (Take My Life, and Let It Be / 4th Stanza) Congregation 

*봉헌기도 김종대목사 
(Offertory Prayer) Rev. Joseph Kim 

*축    도 김종대목사 

(Benediction) Rev. Joseph Kim 

*축복찬양 할렐루야찬양대 

(Praise of Blessing) Hallelujah Choir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기도: 이경재장로 

바다를 향해 든 모세의 손 (출 14:21-31)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이스라엘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지 난 주  통 계  

예 
 
 

배  

1   부 103 새벽기도  331 바나바/베드로 14 십 일 조 13,457.00 

2   부 119 화요기도 38 바  울/요  한 4 주정헌금 2,444.00 

청소년 - 금요예배 - 누가/스데반 3 주일헌금 817.00 

3   부 276 찬양대성
경 52 마가/마태/디모데 - 송구영신 6,990.08 

4   부 55 갈렙대학 - 안  나  11 지정헌금 7,955.00 
 

성
경
공
부
반 

영아부 12 갈 렙 회 61 산  나 8 선교헌금 91.00 
 유아부 8 장년성경 781 로이스 5 건축헌금 1,020.00 

유치부 11 성경인도
자 - 한  나 7 어린이헌금 71.00 

유년부 51 새가족성
경 - 루디아/리브가 7 * 

청소년헌금 - 

한글반 8 마리아 4 마르다 8 * 영어회중 1,340.00 

중고등 - 사라/에스
더 5 드보라 5 합   계 32,845.08 

헌  금  내  역 
 

십 일 조 
공    희 김광섭 김광헌 김병훈 김소용 김송길 김순자 김신디 김인숙 김종환 김중호 김창주 김홍일 
김효진 노유선 림형진 맹주일 박희문 서준혁 성기택 송계태 신희진 안성일 안여진 오원석 윤수지 
이강애 이경재 이동환 이상엽 이애경 이영일 이재오 이정혜 이춘자 이혜경 조현철 주상욱 최병진 
한복선 한정란 한현택 함종원 허창도 홍인표 경자가나하 앤더슨로즈 무명(2)  Gerald O/Ok S. 
Dunlop 
 
주정헌금 
강길자 고동현 고성현 권해성 김경희 김문구 김미희 김상길 김석근 김영생 김옥희 김우진 김은미 
김일은 김종수 김주호 김찬선 김창호 김태동 김현우 김호임 김효진 류원선 류인화 맹주일 문동명 
민병운 박미란 박상욱 박용식 박재민 박지희 박현택 백삼열 성진원 손종래 손진승 심재학 안성일 
양수호 엄경미 여영규 오선주 오세권 오승원 용석순 유회정 윤종신 이    인 이광수 이성건 이애경 
이예람 이종순 이주운 이지훈 이춘자 이헌주 임창희 전필선 조광남 조동자 조현철 주기철 채수혁 
한재화 허창도 홍동학 홍보라 홍석준 홍애주 홍인표 무명(1)  Jack/Karen Oh,  Linda Y. Keck, 
Suncha French 
 
송구영신헌금   
 
선교헌금 나사렛가정교회, 양세관, 용귀란, 이애경, 이예람  
 
지정헌금 친교부(이혜경), 중고등부 Winter Retreat, 중고등부, 청년부(무명(1)), 구제(허창도), 

GO선교(조현철), 기타 
 
건축헌금 김경순 김하철 송흥경 신영균 이길상 이민숙 허창도 로이스선교회 무명(1)  Timothy 

F./Yang Ye Lee 

예배 및 친교 위원 
   1   월 2   월 
  1   부 3   부 1   부 3   부 
 헌금위원 배한원 

정인경 
김철호 김영실 
용석순 용귀란 

전기성 
허미자 

김영생 서인숙 
송현근 이정예 

 안내위원 1월 8일 서병도 서영희 1월 15일 민동하 배정주 
 친교 및 점심 1월 8일 갈릴리 1월 15일 여선교회 
 주차위원 관리자:최용락 최용락 관리자:최용락 최용락 
 이번주헌화 - 이번주점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