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2020년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제48권 20호

알려 드리는 말씀

2020년 5월 17일

<환영과 감사>
주일공동예배(KM, EM, Youth, 각종 주일학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휴회

정부 지침에 의거 잠정 중단되며 영상을 통해 개인별로 드림.
- 영상은 공동예배 때와는 별도로 편집 진행됨.
- 영상과 기타 봉사 활동을 위한 참여와 협조, 후원과 기도에 감사
드림.



금요찬양기도회
2020년 5월 22일 오후 8시

<영상예배>
- 17일 주일(오늘)까지 실시 예정.

추후 변경 및 준비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 통보함.

<5월의 공동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휴회

- 가정에서 천국까지

<2020년 각급학교 졸업예정자 축하> (5월 31일 예정)



- 축하 영상을 위하여 각 가정, 각 목장, 각 기관에서 졸업 예정자
명단과

집 회 안 내

학교,

인물

사진을

교회

사무실(정순옥

집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람.

예

배

교회학교

1부 예배

주일 오전 8시 30분

EM 예배

주일 오전 9시 45분

<교육 전도사 임명>

영유아부

주일 오전 10시 15분

1) 이름: 이희정 전도사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15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유치부-유년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3) 일자: 20년 5월 3일부터

청년예배

주일 오후 1시 15분

<고별예배> (위로와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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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중보 기도> 태국 박재구선교사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치유를 위한 기도>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목장모임

매월 1회

오전 10시

표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2) 지도 부서: 영유아부 (36개월 미만 어린이)

고전 11:1

- 고준인 성도(유족: 고현철 장로, 고조이 집사, 고아리, 고아윤)
- 5월 14일 오전 11시 Austin Memorial Park Cemetery에 안장.

<귀국>

목

- 최경미 집사(류봄, 류가을) (엔게디 목장)- 5월 18일 예정

사 : 이 승 태

영유아부 교사 3년 봉사 감사

김기원

집사(길갈남,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응급실),

조현철

집사(벧엘,

ICU),

오보영

집사(에덴), 정정님 권사(길갈남), 김하철 목사, 박근석 집사 (청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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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절 제6주일

목회서신

1부 예배
2020년 5월 17일 오전 8시 30분

처음 열매
인도자: 이승태목사
Liturgist: Rev. Seung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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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Litur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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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mn)

Organ/piano

기

도 ....................................... 지정인장로

(Prayer)

Elder Chong In Chi

성경봉독 .......... 사 53:7-9, 마 27:12-18....... 엄두간집사
(Scripture Reading)

설

(Isaiah 53:7-9, Matthew 27:12-18)

교 ..............

Deacon Dugan Um

예수의 침묵........... 이승태목사

(Sermon)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286

어느 밤 예배에 선 글래스를 낀 채 참석한 사람이 있다.

(Responsive Hymn)

두툼한 옷을 겹으로 입은 차림이다. 초 여름 밤이다.

헌

(통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회
중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금 ................... 고아윤

그 선 글래스는 그가 처음으로 산 것이다.

(Offering)

내일 부터 쓰고 입고 멋내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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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Seung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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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송 ........ #338

(Hymn)

그는 무엇이든지 처음 생기면 교회가 먼저이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아마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초심으로 청춘과 삶과 신앙을 가꾸어간다고 믿는다.

Liturgist
(통 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 회

중

Congregation

어느 부부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농장을 만든다.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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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Rev. SeungTae Lee

 다음주: 민동하장로(기도), 이찬재집사(성경봉독)

그 집 어린 아이는 농장 주인이 되고 물을 주며 돌본다.
그에게는 처음 열매가 신통하다.
어느 날 엄마가 묻는다. 이 과일 누가 먹을까?.

예수의 침묵 (사 53:7-9, 마 27:12-18)
사 53:7

8

9
마 27:12
13
14
15
16
17
18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그런데 아들 대답, "교회에 가야지".
당연히 "내 꺼야" 할 줄로 안 아빠는 놀란다.
대지의 어머니는 황홀하다. 위대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내 눈물과 땀과 기도를 흙은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심고 가꾸고 아침마다 기쁨이 된 처음 열매는 가까운 분의 것이 된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나는 아무 것도 없이 여기 왔다.
내 뜰 안에 숨어 있는 꽃잎과 처음 열매의 꿈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승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