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2020년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알려 드리는 말씀

제48권 48호

2020년 11월 29일

<환영과 감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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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 막 12:17

설

교 ........... 예수님 말씀의 무게 ..........김하철목사



금요찬양기도회

<대림절>
-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계속.

-

육신으로 오신 메시야를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

-

몸과 마음, 시간과 공간을 아기 예수를 맞을 정돈 기간.

<12월의 공동과제> : “믿음의 시작, 성탄”

2020년 12월 4일 오후 8시

<12월 주요 행사 참조> : 응원, 협력, 참여, 기도 부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휴회

<공동 의회> : 12월 13일 오전 11:30. 줌(영상)과 주차장 드라이브 인
-



안건:

2021 예산안

<새 담임목사 부임>

집 회 안 내

예

배

교회학교

-

12월 21일부터 사역 예정. 계속 기도와 격려 협력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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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길갈남), 김하철 목사, 박근석 집사 (청년부), 이길상 집사, 지정인

청년예배

주일 오후 1시 15분

장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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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목장모임

매월 1회

<선교 중보 기도> 탈북자 조종화/조혜선 선교사
<치유를 위한 기도>
김기원 집사(길갈남), 조현철 집사(벧엘), 오보영 집사(에덴), 정정님

표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전 11:1

목

사 : 이 승 태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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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절 제1주일

목회서신

1부 예배
2020년 11월 29일 오전 8시 30분

인공지능(AI)과 인간

인도자: 이승태목사
Liturgist: Rev. Seung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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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Litur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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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mn)

Organ/piano

기

도 ....................................... 박현영장로

(Prayer)

Elder Hyun Young Pak

양 ................. 계시는 주 ................. 찬양대

찬
(Anthem)

Choir

성경봉독 ......... 겔 37:19-23, 고전 1:18-21 ..... 김효진권사
(Scripture Reading)

(Ezekiel 37:19-23, 1 Corin. 1:18-21)

교 .............. 제4의

설

KwonSa Jeanie Hyotu Kim

십자가 .......... 이승태목사

(Sermon)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415
(Responsive Hymn)

헌

(통 471) 십자가 그늘 아래 ........... 회
중
(Beneath the cross of Jesus)
Congregation

인간만 유일하게 기계를 만든다.
가장 고급화 된 기계는 인공지능이다.
인간의 건강과 수명, 선택과 탐사,행복과 사랑에
자신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은 경쟁자를 넘어 지배자로 다가오고 있다.

금 .................. 정찬/정환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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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Seung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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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송 .......... #104

(통 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O come, O come, Emmanuel)

(Hymn)

*축

Liturgist

.......... 회

중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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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diction)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Rev. SeungTae Lee

 다음주: 지정인장로(기도), 김성우집사(성경봉독)

제4의 십자가 (겔 37:19-23, 고전 1:18-21)
겔

37: 19
20
21
22
23

고전

1:18
19
20
21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대 동양에서의 주자학은 운명론 같지만 사실은 통계학이다.
인공지능도 통계학적 기능을 하고 있다.
운명론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정보 입력과 출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계속해서 배움을 반복하며 발전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르게 좌절이나 실수는 없다.
단지 “ 오류”가 있을 뿐 배신은 없다.
그러기에 입력된 상처를 출력은 하지만 그 자체에 상처는 없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 초인간적 경지에서
인간에게 화와 복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됨은 다른 생물보다 힘이나 속도,
그리고 오감이 우월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때로 어린이 발표회에서 부모님들의 렌즈의 각도를 본다.
그들 촛점은 누가 잘 생겼나, 누가 발표를 더 잘 하는가에 있지 않다.
당신의 피와 살이 이어지면 못난이일지라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인간은 그 입력자의 공의와 긍휼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가치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에게 양보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관계이다.
만일 이 사실에 눈물이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사실이 어디 있으랴.

이승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