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2019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찬

알려 드리는 말씀
인도: 김하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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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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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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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 골 1:18-29 .................. 인도자

설
찬

교 ..........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김하철목사
송 ........... #600 (통 242) 교회의 참된 터는 ............. 인도자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인도: 이승태목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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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 삼하 22:1-25 (60) ............... 인도자

설
찬

교 ....... 행복한 불행 (케렌의 노래) .......이승태목사
양 ........... #368 (통 486) 주 예수여 은혜를 ............. 인도자



 다음 주 인도: 이승태목사

집 회 안 내

예

배

교회학교

2019년 7월 21일

<환영과 감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의회>
• 허창도 목사 사임 승인됨
• 교육 부목사 청빙위원 선출됨(최병진장로, 김광헌장로, 김종환집사,
동지현집사, 배한원집사, 김승남형제, 김보배자매)

<허창도 목사 이임 인사.송별식>
• 오늘 1, 2부 예배 중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금요찬양기도회
2019년 7월 26일 오후 8시

제47권 29호

• 오늘부터 4기 진행
• 우리 교회 활동교인이 되는 필수 과정
• 문의: 김상철집사 sangckim1@gmail.com

<Back to School 특새>
• 8/8 (목) – 8/10 (토), 6:00
• 이승태 목사 인도
• 8/10 (토)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전교인 대청소>

7/27(토) 오전 8:30부터, 많은 참여 요망

<SAT Class>

7/19(금) 종강, 기도와 수고에 감사

<하늘학교>

7/8 – 7/26, 기도와 격려 요망

1부 예배

주일 오전 8시 30분

<토요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EM 예배

주일 오전 9시 45분

영유아부

주일 오전 10시 15분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15분

• 개강일: 9월 7일
• 등록 방법: 포스터 참조
• 자원 봉사자 모집 (봉사 크레딧 제공) 및 점심봉사자(유급)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찬양대원 모집>

유치부-유년부

주일 오전 11시 15분

•

청년예배

주일 오후 1시 15분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찬양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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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부>

EM 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45분

• 봉사자 구함. 문의: 엄두간집사 512-785-0465

EM 영어성인

주일 오전 11시 45분

<선교>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목장모임

매월 1회

오전 10시

표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문의: 배한원집사 hanwbae@yahoo.com, 508208-7357

마가복음 2:22

찬양 리더, 찬양대원, 문의: 이경훈집사 praiselord091618@gmail.com,
779-348-4665

<목회자 동정>
• 황규민목사: 연장교육(Extended Education), 7/25-27, Province, RI

<이주>

서호근/이신혜 집사(엘림), 테네시 대학교로

목

사 : 이 승 태

선교사 중보 기도: 고광문 선교사(볼리비아)

<치유를 위한 기도>
김신아성도(김매튜성도. 가데스) 수술. 회복중, 오보영집사 (에덴), 김영희
집사, Ronny Yum형제
* 장년성경공부: 제8과 허무한 것을 기뻐하지 마라 (암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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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주일

성령강림절 후 여섯째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2019년 7월 21일 오전 8시 30분

인도자: 허창도목사

2019년 7월 21일 오전 11시 15분

인도자: 김하철목사

Liturgist: Rev. Chang Huh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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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ion)

중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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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urgist

* 성시교독 ................ #58

시편 133

................ 회

(Responsive Reading)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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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송 ....... #528

(통 31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회

중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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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찬

중

Congregation

(Hymn)

기

중

Elder Sang Yeop Lee

양 ............. 사랑은 하나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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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op Lee

양 ............. 이 작은 나의 빛 ........ 할렐루야찬양대

(Worship Praises)

Hallelujah Choir

성경봉독 ..........시 68:4-6, 요 17:17-21 ........ 이성민집사
(Scripture Reading)

설

(Psalms 68:4-6, John 17:17-21)

교 ..............

(Sermon)

제4의

Deacon Seongmin Lee

관계 ............. 이승태목사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79

(통 4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회
중
(2절: 남자, 3절: 여자, 1, 4절, 후렴: 다함께)
Congregation

(Responsive Hymn)

헌

금 ...........

청년부 (다음주: 실로암목장) ............

헌금위원

(Offering)

성경봉독 .......... 시 68:4-6, 요 17:17-21....... 이성민집사
(Scripture Reading)

설
(Sermon)

(Psalms 68:4-6, John 17:17-21)

교 ............... 제4의

Deacon Seongmin Lee

관계 ........... 이승태목사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79
(Responsive Hymn)

(통 4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회
중
(2절: 남자, 3절: 여자, 1, 4절, 후렴: 다함께)
Congregation

* 헌금찬송 ........ #549장 1절(통

금 ............ 청년부

(다음주: 실로암목장)

......... 헌금위원

(Offering)

(Offertory Prayer)

(Offertory Hymn)

431) 내 주여 뜻대로 ......... 회
중
(My Jesus, as Thou wilt / 1st Stanza)
Congregation

*찬

송 .... #79장 4절

(통 40)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 회
중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gregation

(Hymn)

*축

Litur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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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diction)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Rev. SeungTae Lee

 다음주: 김우진장로(기도), 이혜경권사(성경봉독)

(통 40)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 회

중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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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diction)

Rev. SeungTae Lee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다음주: 김우진장로(기도), 이혜경권사(성경봉독)

제 4의 관계(시 68:4-6, 요 17:17-21)
시

(Fellowship of Saints)

Liturgist

송 .... #79장 4절

(Hymn)

Rev. SeungTae Lee

성도의 교제 ........................................ 인도자

Rev. SeungTae Lee

(Fellowship of S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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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Congregation

성도의 교제 ......................................... 인도자

*축

* 헌금찬송 ........ #549장 1절(통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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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헌

431) 내 주여 뜻대로
(My Jesus, as Thou wilt / 1st Stanza)

(Offertory Hymn)

68: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요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