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 예배 주일 오전 8시 30분 

예 

배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EM 예배 주일 오전 11시 

청년 예배 주일 오후 1시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유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영유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오전 6시 30분 

토요 무릎 기도회 토 오전 6시 30분  

화요기도회 화 오전 10시 

중보기도(목요기도회) 목 오후 8시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준섭 

부 목 사 John Staples(EM) 이강현(행정) 김상범(청년) 

교육목사 이정민(유년부) 정태군(중고등부) 

교육전도사 곽은희(유치부) 이희정(영유아부) 

시무장로 김광헌 김상보 림형진 박현영 지정인 한현택(22) 최병진 최병호(23)  

김종환 민동하 이성신(24) 

휴무장로 김우진 서병도 이상엽 이인권 

은퇴장로 김문석 김중호 박경일 신영균 오원석 이경재 이은혁 이충남 이희용 

협동장로 장영식 홍재성 손종래 Nico Schuler 

찬양대 지휘 김도겸(호산나) 박연하(할렐루야) 

찬양대 반주 피아노: 김석영/정유리  올겐: 백기숙/김혜은  

알리는 
말씀 

환영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온라인 등록은 교회 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akpc.org” > 교회소개 > 새가족부 > 온라인 새가족 등록 

<주일 현장예배 참여 안내> :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 (optional) 
 
<성탄주일 온가족 예배> : 오늘(12/25) 1부(오전 9시)와 2부(오전 11시)  
   - 온가족 연합예배 / 성탄헌금 봉투 사용, 온라인 헌금시 “성탄헌금”을 명시 
   - 2023년도 달력 배부(로비에서 픽업)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토) 밤 11시, 헌금시간은 없음. 
   - 31일(토) 토요 무릎 기도회는 송구영신예배 관계로 쉽니다.   
 
<신년감사예배> : 1월 1일(주일), 신년감사헌금봉투 사용 
 
<창립 50주년 및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 2023년 1월 2일(월)-7일(토), 오전 6:30 
   - 월-금: zoom으로 진행, 토요일: 현장에서 진행 
   - 특새 마지막 날은 온가족 무릎 기도회로 드립니다. 
   - 1/2일(월)/김준섭 목사   1/3일(화)/이강현 목사 
     1/4일(수)/이윤선 목사 1/5일(목)/이정민 목사 
     1/6일(금)/김상범 목사 1/7일(토)/김준섭 목사  
 
<임직식> : 1월 8일(주일) 2부 예배중  
 
<학부모를 위한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 : 1월 14일(토) 오후 2시 
   - 강사: 김영환 목사(세미안 교회) 
    
<1:1 제자 양육> : 동반자 수료식이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탄 바구니> :  Treaty Oaks (49 가정)에 12월 20일 전달하였음. 
   - 각 목장별/개인별로 지정헌금으로 동참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새벽날개 찬양팀> : 남/녀 싱어(각 1-3명), 기타(1명) 
   - 시기: 1월부터 섬김 (월 3회, 2-4주차 토요일) 
   - 문의 및 지원: 이연숙 집사(hope1204@gmail.com) 
 
<토요한국학교> : 2023년 봄학기 학생 등록 및 교사진 모집(유급) 
   - 자세한 내용은 교회내 포스터와 교회 홈페이지 참조 
   - 문의 및 지원: 김효진 집사(hellozini@gmail.com) 
 
<생명의 삶 2023년 1월호> : 1부 및 2부 예배 후 로비 (권당 5불)  
 
<선교 중보 기도> : 알바니아 조태균 선교사 
 
<치유를 위한 기도> 
    전성완 집사(길갈 북), Charles Thomas 성도, 김영수 집사(갈릴리),  

    손효순 집사(길갈 남), 김기원 권사(길갈 남),  조현철 집사(벧엘) 

제 50 권 52호 

2022년 12월 25일 
 

https://akpc.breezechms.com/people/view/12421069#


 

  
 

오전  9시 
사회: 김준섭 목사 

Rev. Ki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사회자 

Moderator 

 찬양 

 Praise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It came upon the midnight clear 

다같이 

Together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다같이 

Together 

 기도 

 Prayer 

———————————————— EM: Sarah Kim 

KM: 김종환 장로  

 특별찬양 

 Special Song 

오소서 임마누엘  
주의 길 예비하라   
축제와 기쁨의 성탄 

연합 찬양대 

Combined Choir 

 *성경봉독 

 Reading Scripture 

누가복음(Luke) 2:10~11 Youth: 여수민 학생  

KM: 고조이 피택권사 

 설교 

 Sermon 

굿 뉴스 
Good News 

김준섭 목사 

통역: John Staples 목사 

 헌금 

 Offering 

김하얀 자매 다같이 

Together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Rev. John Staples 

 성도의 교제 

 Fellowship of Saints 

———————————————— 김준섭 목사 

Rev. Kim 

*찬송 

Hymn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O little town of Bethlehem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 김준섭 목사 

Rev. Kim 

성탄주일 온가족 예배  1부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민동하 장로(기도), 김상완 집사(성경봉독)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 새벽날개 찬양팀 

Praise Team 

말씀 

Message 

송구영신예배 관계로 

쉽니다. 

김준섭 목사 

Rev. Kim 

토요 무릎 기도회 

오전  11시 
사회: 김준섭 목사 

Rev. Ki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사회자 

Moderator 

 헌정시 

 Poetry 

———————————————— 낭송: 이윤진 청년 

서시: 전춘우 청년 

 찬양 

 Praise 

-  캐롤 찬송 (3곡) 

-  Youth 연합 바디 워십 

청년부 찬양팀 

Psalm Praise Team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다같이 

Together 

 기도 

 Prayer 

———————————————— EM: Sarah Kim 

KM: 김종환 장로  

 특별찬양 

 Special Song 

오소서 임마누엘  
주의 길 예비하라   
축제와 기쁨의 성탄 

연합 찬양대 

Combined Choir 

*성경봉독 

 Reading Scripture 

누가복음(Luke) 2:10~11 Youth: 여수민 학생  

KM: 고조이 피택권사 

 설교 

 Sermon 

굿 뉴스 
Good News 

김준섭 목사 

통역: John Staples 목사 

 헌금 

 Offering 

   부서별 특별찬양 

        - 영유아부: 반짝반짝 예수님별 

        - 유치부: 말씀송 / 노엘  

        - CM: It’s Christimas! 

다같이 

Together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 Rev. John Staples 

 성도의 교제 

 Fellowship of Saints 

———————————————— 김준섭 목사 

Rev. Kim 

*찬송 

Hymn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O little town of Bethlehem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 김준섭 목사 

Rev. Kim 

성탄주일 온가족 예배  2부 

누가복음 2장 10절-11절 (Luke 2:10-11)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에게 전하노라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