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2020년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알려 드리는 말씀

제48권 52호

2020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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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예배

정부 지침에 의거 잠정 중단되며 영상을 통해 개인별로 드림.

<성탄축하예배> : 성탄절(12월 25일, 금) 오전 10시. 줌(영상)
성

경 ................ 눅 2:34-38

-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탄축하예배

설

교 .......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 .......김하철목사

-

헌금봉투에 명시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은 메뉴에서 선택.

-

Zoom 으로 실시간 방송될 예정임.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목) 오후 11시 Zoom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금요찬양기도회
2021년 1월 1일

-

교회 웹사이트에서 송구영신예배 Zoom link를 클릭.

-

15분전부터 입장할 수 있음.

-

헌금봉투에 명시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은 메뉴에서 선택.

-

예배중 소리는 mute 해 주시고 video는 on 해주세요.

– 동시통역 제공

<주일예배> : 새해부터 주일 오전 9시(1부)와 오전 11시 15분(2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 회 안 내

예

배

교회학교

Zoom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

교회 웹사이트에서 주일예배 Zoom 링크를 클릭.

-

15분전부터 입장할 수 있음.

-

예배중 소리는 mute 해 주시고 video는 on 해주세요.

-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2부 예배후 녹화 영상 준비됨

– 2부 예배에는 동시통역 제공

<신년 새벽 기도회> : 1/4일(월)-1/9일(토) 아침 6: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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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기도회 설교 말씀은 전체 교역자가 참여하여 Zoom을 통해
매일 아침 6:30분부터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

1/4일(월)/ 이정민 전도사,

1/5일(화)/ 김상범 전도사

-

1/6일(수)/ 김하철 목사,

1/7일(목)/ 곽은희 전도사

-

1/8일(금)/ 이희정 전도사,

1/9일(토)/ 김준섭 목사

표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벽예배> : 새해부터 “Good Morning 말씀 산책”이 새벽 6시 30분에
실시간 방송
-

교회 웹사이트에서 “Good Morning 말씀 산책” 링크를 클릭.

-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녹화 영상 준비됨

고전 11:1

<성탄 바구니> : Treaty Oaks (49가정)에 12/22일 전달하였음.
-

지정헌금으로 동참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성가대성경공부

주일 오전 7:30, 10:15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시

<소천> : 위로와 소망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 10시

- 이동식 집사(이효진 집사) 아버지 이완수 집사 (87세)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9시 45분

소천: 12월 15일, 뉴저지에서, 12월 21일 장례

EM 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45분

EM 영어성인

주일 오전 11시 45분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선교 중보 기도> 북한 이삭 선교사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치유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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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김 준 섭

<토요한국학교> : 2021년 봄학기 교회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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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주일
2020년 12월 27일 오전 8시 30분

목회서신
인도자: 김준섭목사
Presider: Rev. Junseop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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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Pre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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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mn)

Organ/piano

기

도 ....................................... 김우진장로

(Prayer)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한 해 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면서도,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애틋하고 아픕니다.

Elder Woo Jin Kim

양 .................. 날마다................... 찬양대

찬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

(Special Song)

Choir

저는 담임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성경봉독 ............ 요한복음 21:15-19 ......... 손성태집사

수 있을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Scripture Reading)

세워져야 할지, 새로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설

교 ......

(John 21:15-19)

Deacon Shung Tae Shon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 김준섭목사

(Sermon)

미치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을지..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Rev. Junseop Kim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들으며,

응답찬송 ....... #315
(Responsive Hymn)

헌

(통 512)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금 .................. 리디아

....... 회

중

Congregation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야 할 것

최

(Offering)

같습니다. 광야학교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 봉헌기도 ....................................... 김준섭목사
(Offertory Prayer)

같습니다.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지났을 때 우리

Rev. Junseop Kim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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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Liturgist

송 ......... #215

(Hymn)

*축

(통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All for Jesus)

......... 회

중

Congregation

도 ....................................... 김준섭목사

(Benediction)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만이 것이 아닌, 다음 세대의 거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힘 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Rev. Junseop Kim

 다음주: 김광헌장로(기도), 엄두간집사(성경봉독)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따뜻한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목회를 통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요 21:15-19)
요 21:15

16

17

18

19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아닌 주님과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태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과 짧은
만남이었지만, 목사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따스한 사랑 잊지 않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준섭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