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2020년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알려 드리는 말씀

제48권 44호

2020년 11월 1일

<환영과 감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예배

주일공동예배(KM, EM, Youth, 각종 주일학교)는
정부 지침에 의거 잠정 중단되며 영상을 통해 개인별로 드림.

성

경 ................. 요 9:1-3

설

교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김하철목사

<11월의 공동과제> : 분별하는 신앙
<11월 주요 행사 참조> : 응원, 협력, 참여, 기도 부탁



<공동의회 결과> : 성실과 지혜의 섬김, 격려와 협력과 기도

금요찬양기도회
2020년 11월 6일 오후 8시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2023년 조 직분자로 선출되었음:
-

장로 시무: 김문석, 최병진, 최병호

-

집사 시무: 맹주일, 배정주, 손지영, 전병훈, 최영미, 허윤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휴회

홍은영
-



권사 시무: 김선아, 림성민, 윤수경, 이병옥, 이종순, 허미자

<당회> : 오늘 (영상) 오후 3시

집 회 안 내

예

배

교회학교

<공동 의회> : 11월 8일 오후 1시. 줌(영상)과 주차장 드라이브 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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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

-

안건:

담임목사 청빙 건 및 교육담당 부목사 청빙 보고

-

소개내용: 별도 자료 참고 (영상)

<소천> : 위로와 소망을 기원합니다.
-

배영 집사님 남편 Jack Josey (79세)께서 10월 18일 소천되심.

-

장례일: 10월 29일(목) Beck Funeral Home에서

표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전 11:1

<일조 절약시간(daylight savings) 해제>
- 오늘(11월 1일)부터

<선교 중보 기도> 북한 조종화/조혜선 선교사
<출판 축하>
-

전수중 집사: 수필집(“흔들리는 고향”). 2020년 8월. Hightone.

주일 오전 11시 45분

-

엄두간 집사: 시집(“ 시 나라”) 2집. 2020년 8월. 좋은 땅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치유를 위한 기도>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목장모임

매월 1회

김기원 집사(길갈남), 조현철 집사(벧엘), 오보영 집사(에덴), 정정님
권사(길갈남), 김하철 목사, 박근석 집사 (청년부), 이길상 집사

목

사 : 이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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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강림 22째 주일

목회서신

1부 예배

바퀴와 인간

2020년 11월 1일 오전 8시 30분

인도자: 이승태목사
Liturgist: Rev. Seung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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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Liturgist

영 ...................... 올갠(백기숙집사)/피아노(정유리집사)

(Hymn)

Organ/piano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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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Elder Sang Yeop Lee

성경봉독 ........ 욥 24:2-8, 딤후 4:6-11, 21 ..... 김혜경권사
(Scripture Reading)

(Job 24:2-8, 2 Timothy 4:6-11, 21)

교 ............... 제4의

설

KwonSa Hye Kyung Kim

겨울 ........... 이승태목사

(Sermon)
(통 447)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Responsive Hymn)

금 .................

........... 회

중

Congregation

인간은 이미 포스트 바퀴 시대에 살고 있다.

(Offertory Prayer)

Rev. Seung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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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urgist

송 .......... #413

(통 470) 내 평생에 가는 길

.......... 회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중

Congregation

* 축복 및 축도 ................................... 이승태목사
(Benediction)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3 000 여 년 전 이미 제단 기구에까지 바퀴가 등장한다.
그룹들과 네 바퀴가 연결된 네 생물들의 모습이다.

* 봉헌기도 ....................................... 이승태목사

(Hymn)

바퀴와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날 포로가 된 한 선지자가 환상을 목격한다.

임은혜 자매

(Offering)

*찬

바퀴는 마찰을 줄여주고 유동성과 순발력과 기동력이 뛰어나다.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393
헌

인간만 바퀴를 궁리하고 활용한다

그 바퀴 속에 바퀴가 있다. 그리고 그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그리고 생물의 영이 그 바퀴 속에서 조절한다.
그 생물들이 멈출 때나 날아갈 때나 분리되지 않고 행동을 같이한다.
그것은 절대자의 존재와 그의 위치, 그리고 그의 활동성을 말한다.
그것은 절망과 갈등의 상황에 새로운 희망의 메세지이다.
모든 새로운 것 속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비움과 용기도 함께 가지고
온다.

Rev. SeungTae Lee

 다음주: 이인권장로(기도), 김흥균권사(성경봉독)

믿음의 사역은 각기 그 위치와 모양과 역활이 다르다.
그리고 그 역활의 시기와 상황, 내용도 바뀐다.

제4의 겨울 (욥 24:2-8, 딤후 4:6-11, 21)
욥 24:2
3
4
5
6
7
8
딤후 4:6
7
8
9
10
11
21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나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있다.
모든 역활은 운전의 동력과 함께 실핏줄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똑 같은 기회는 없다.
이승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