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2019년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찬

알려 드리는 말씀
인도: 김하철목사

양 ..........................................기타찬양팀

통성중보기도 ....................................... 다같이
찬

양 ..........................................화요찬양대

성

경 ................ 눅 14:1-14 .................. 인도자

설
찬

교 ........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김하철목사
송 ........... #393 (통 447) 오 신실하신 주 .............. 인도자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인도: 이승태목사

찬

양 ...................................... Promise 찬양팀

성

경 ............ 삼하 24:1-17 (65) ............... 인도자

설
찬

교 ............... 위험한 계산 ..............이승태목사
양 .......... #366 (통 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인도자



 다음 주 인도: 이승태목사

배

교회학교

<환영과 감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주요행사 예정표>

• 공통영성: “경건을 훈련한다.”
• 개인적, 가정, 목장, 기관별로 참조: 기도, 협력, 참여, 격려 바람
• 주요행사를 사무실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람.

<공천위원 2차 모임>

• 오늘 오후 1:30분, 김하철 목사 사무실 (110호)

<제 5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목자/목녀 수련회>
•
•
•
•

참가 대상: 목자/목녀, 예비목자/예비목녀
강사: 이승태목사, 김하철목사
시간, 장소: 9/28 9:30AM – 4PM, 중고등부 예배실
특강, 대화, 친교

<토요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 개강일: 9월 7일
• 자원 봉사자 모집 (봉사 크레딧 제공)

• 등록 방법: 포스터 참조

<갈렙대학 개강>

집 회 안 내

예

2019년 9월 1일

• 오늘 오전 10시 새교우실
• 5기 입교식: 9/8 (주일) 2부 예배 중
• 문의: 김상철집사 sangckim1@gmail.com

금요찬양기도회
2019년 9월 6일 오후 8시

제47권 35호

1부 예배

주일 오전 8시 30분

EM 예배

주일 오전 9시 45분

영유아부

주일 오전 10시 15분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15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유치부-유년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청년예배

주일 오후 1시 15분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화요기도회

화

오전 10시 30분

금요찬양기도회

금

오후 8시

성가대성경공부

주일 오전 7:30, 10:15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시

토요한국학교

토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9시 45분

EM 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45분

EM 영어성인

주일 오전 11시 45분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목장모임

매월 1회

오전 10시

•
•
•
•

예비 소집: 9/6 (금) 오전 11시 갈렙회방
개강 예배: 9/13 (금) 오전 10시 본당
오전반: 성경읽기, 영어(중급), 요가, 탁구, 바둑, 기타초급, 미술(파스텔화)
오후반: 스마트폰, 탁구, 단어찾기 퍼즐, 영어(초급), 성악발성, 바둑,
기타중급
• 점심 봉사자 모집(유급)
• 문의: 김하철목사

<추석경로잔치>

• 일시: 9/7 (토), 오전 11시 30분
• 주관: 행사부, 여선교회

표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 장소: 친교실
• 지역 어르신들의 많은 참가 요망

마가복음 2:22

<추석가족예배>

• 오는 13일(금)은 추석 명절입니다.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조상들의 삶과
믿음을 추억하며 가족들이 함께 예배의 시간을 가집시다. (예배자료 유인물
참고)

<예배부>

• “앞자리 채워 앉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 요망
• 나중 오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아 주세요.

목

사 : 이 승 태

<관리부>

• 토요일 잔디깎기 봉사 감사: 베다니 목장

<선교>

선교사 중보 기도: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

<치유를 위한 기도>

김은자(팔목, 허리, 빌라델비아), 김신아성도(가데스), 오보영집사 (에덴),
김영희 집사, Ronny Yum형제
* 장년성경공부: 제1과 소문난 교회 (살전 1:1-10)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 (512) 454-1727 FAX: (512) 454-6888
Email: akpc@akpc.org Homepage: www.akpc.org

성령강림절 후 열두번째 주일

성령강림절 후 열두번째 주일

1부 예배
2019년 9월 1일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
인도자: 김하철목사

2019년 9월 1일 오전 11시 15분

인도자: 김하철목사

Liturgist: Rev. Ha Chul Kim

*입

례 ..... “주님의 영광(보혈, 성령) 지금 이 곳에” ...... 회

(Procession)

중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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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urgist

* 성시교독 ............... #64

시편 148편

............... 회

(Responsive Reading)

Congregation

* 사도신경 ........................................... 회
(The Apostles’ Creed)

*찬

송 ........... #527

(통 317) 어서 돌아오오 ............
(O, come home)

회

중

Congregation

도 ....................................... 이상엽장로

(Prayer)

찬

중

Congregation

(Hymn)

기

중

Elder Sang Y. Lee

양 .............. 예수 나를 위하여 ........ 호산나찬양대

(Anthem)

Hossana Choir

Liturgist: Rev. Ha Chul Kim

*입

례 ..... “주님의 영광(보혈, 성령) 지금 이 곳에” ....... 회

(Procession)

중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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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urgist

* 경배와 찬양 ................................ Promise 찬양팀
(Praise/Worship)

기

Promise Praise Team

도 ........................................ 이상엽장로

(Prayer)

찬

Elder Sang Y. Lee

양 ............. 존귀한 어린 양......... 할렐루야찬양대

(Worship Praises)

Hallelujah Choir

성경봉독 ........ 잠 23:22-26, 요일 2:21-24 ....... 전병훈집사
(Scripture Reading)

설

(Proverbs 23:22-26, 1 John 2:21-24)

교 ...........

(Sermon)

처음부터

응답찬송 ......... #240

(통 231) 주가 맡긴 모든 역사
(When my life work is ended)

(Responsive Hymn)

헌

금 ......

Deacon Jason Chun

끝까지 .......... 이승태목사
Rev. SeungTae Lee

........... 회

임지희,임은혜,이예림 (다음주: 엔게디 목장)

중

Congregation

....... 헌금위원

(Offering)

성경봉독 ......... 잠 23:22-26, 요일 2:21-24 ..... 전병훈집사
(Scripture Reading)

설
(Sermon)

(Proverbs 23:22-26, 1 John 2:21-24)

교 ............ 처음부터

Deacon Jason Chun

끝까지 ........ 이승태목사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240

(통 231) 주가 맡긴 모든 역사 .......... 회
중
(When my life work is ended)
Congregation

(Responsive Hymn)

* 헌금찬송 ...... #304장 3절(통
(Offertory Hymn)

* 봉헌기도 ........................................ 이승태목사
(Offertory Prayer)

금 ....... 임지희,임은혜,이예림

(다음주: 엔게디 목장)

.... 헌금위원

(Offering)

(Fellowship of Saints)

(Offertory Hymn)

404)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 회
중
(Cound we with ink the ocean fill / 3rd Stanza)
Congregation

* 봉헌기도 ....................................... 이승태목사
(Offertory Prayer)

(Fellowship of Saints)

*축

Liturgist

송 ...... #240장 3절

(통 231) 이 세상을 일찍 떠난 ....... 회
중
(When my life work is ended)
Congregation

(Hymn)

도 ....................................... 이승태목사

(Benediction)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통 231) 이 세상을 일찍 떠난
(When my life work is ended)

........ 회

중

Congregation

도 ........................................ 이승태목사

(Benediction)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Rev. SeungTae Lee

 다음주: 이인권장로(기도), 고조이집사(성경봉독)

처음부터 끝까지 (잠 23:22-26, 요일 2:21-24)

Rev. SeungTae Lee

성도의 교제 ........................................ 인도자
*찬

Liturgist

송 ...... #240장 3절

(Hymn)

*축

* 헌금찬송 ...... #304장 3절(통

Rev. SeungTae Lee

성도의 교제 ......................................... 인도자
*찬

헌

404)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 회
중
(Cound we with ink the ocean fill / 3rd Stanza)
Congregation

Rev. SeungTae Lee

 다음주: 이인권장로(기도), 고조이집사(성경봉독)

잠 23: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요일 2:21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