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2019년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찬

알려 드리는 말씀
인도: 김하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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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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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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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 시 118:14-24, 28-29 .............. 인도자

설
찬

교 ........... 여호와는 나의 구원! ..........김하철목사
송 ......... #484(통 533)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인도자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제47권 5호

2019년 2월 3일

<환영과 감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적부 입력 자료>
•

작성 후 사무실에 제출

•

브리즈에 목장별로 사진 upload 요망

<은퇴식>
•

오늘 2부 예배 중

금요 찬양기도회
2019년 2월 8일 오후 8시

인도: 이승태목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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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 삼하 9:1-13 (42) ............... 인도자

설
찬

교 ............... 인맥과 은총 ..............이승태목사
양 ............ #527(통 317) 어서 돌아오오 ............... 인도자



 다음 주 인도: 이승태목사

배

교회학교

신옥분권사

<새가족 성경 공부>
• 2019년 제 1기: 오늘 오전 10시

• 장소: 새가족실

<정기당회>
• 오늘 오후 2시, 당회실

<2018년도 결산공동의회>

집 회 안 내

예

김중호장로

• 2월 17일 2부 예배 직후

• 활동교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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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예배

주일 오후 1시 15분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페루 선교>

화요기도회

화

오전 10시 30분

• 6/1-6/8; 페루 리마; 의료, VBS, 전도, 미용 사역

금요찬양기도회

금

오후 8시

• 장년부, 중고등부, EM, 청년부 (2/24 주일 신청 마감)

성가대성경공부

주일 오전 7:30, 10:15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시

토요한국학교

토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9시 45분

•

사무실 앞 지원양식에 날짜 선택 지원 바람 (신청서: 안내 데스크에 비치)

EM 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45분

•

점심을 위한 헌금 요망(가정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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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봉사>

• 지역사회 청소 참여

• 2월 9일 오전 8:30

• 문의: 김성우집사(206-251-2527)

<서리 집사의 날>
•

3월 2일 오후 5시

• 친교, 사역 안내

<갈렙대학 개강예배>

표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 2월 8일 오전 10시 본당

마가복음 2:22

• 문의: 이인권장로(512-698-7876, iklee60@hotmail.com),
손성태집사(512-589-1258, shungtae@hotmail.com)

<2019 점심, 헌화 지원>

목

사 : 이 승 태

선교사 중보 기도: GO선교회

<치유를 위한 기도>
로즈앤더슨권사(길갈남), 김혜은집사(헤브론), 김수민 자매(EM), 오보영집사
(에덴), 김영희집사, Ronny Yum
* 장년성경공부: 제10과 무사 귀환 (스 8: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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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절 후 넷째주일

주현절 후 넷째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2019년 2월 3일 오전 8시 30분

인도자: 허창도목사

2019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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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시편 96편 ................

(Responsive Reading)

회

중

Congregation

Liturgist: Rev. Ha Chul Kim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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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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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urgist

* 경배와 찬양 ................................ Promise 찬양팀
(Praise/Worship)

기

Promise Prais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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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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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Congregation

송 ............ #14

(Hymn)

기

(통 30) 주 우리 하나님

............ 회

(The God of Abraham praise)

중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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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찬

중

Elder Sang Y. Lee

양 .................. 날마다............. 호산나찬양대

(Anthem)

Hossana Choir

성경봉독 .......... 시 51:7-11, 계 22:11-14 ...... 김상보집사
(Scripture Reading)

설

(Psalm 51:7-11, Revelation 22:11-14)

교 ...............

(Sermon)

Deacon Sean Kim

하얀 아픔 ............ 이승태목사
Rev. SeungTae Lee

중

Congregation

Elder Sang Y. Lee

양 ............ 주께 찬양할 때에 ........ 할렐루야찬양대

찬

(Worship Praises)

Hallelujah Choir

성경봉독 ......... 시 51:7-11, 계 22:11-14 ........ 김상보집사
(Scripture Reading)

설
(Sermon)

(Psalm 51:7-11, Revelation 22:11-14)

교 ............... 하얀

응답찬송 ....... #426

(통 215)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Lord Jesus, I long to be perfectly whole)

(Responsive Hymn)

헌

아픔

금 ..........

Deacon Sean Kim

............. 이승태목사
Rev. SeungTae Lee

......... 회

중

Congregation

기악 4중주 (다음주: 안수집사회)...........

헌금위원

(Offering)

* 헌금찬송 ..... #433장 3절(통

490)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 회
중
(Offertory Hymn) (Nearer, still nearer, Lord, to be Thine / 3rd Stanza)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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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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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ve Hymn)

(Fellowship of Saints)

헌

(통 215)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 회
중
(Lord Jesus, I long to be perfectly whole)
Congregation

금 ........... 기악

4중주 (다음주: 안수집사회)

........ 헌금위원

은퇴식(Retirement
*찬

(Offering)

(Offertory Hymn)

490)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 회
중
(Nearer, still nearer, Lord, to be Thine / 3rd Stanza)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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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통 215) 그 상하신 발아래 엎드려서
(Lord Jesus, I long to be perfectly whole)

*찬

송 .... #426장 3절

(통 215) 그 상하신 발아래 엎드려서 ..... 회
중
(Lord Jesus, I long to be perfectly whole)
Congregation

(Hymn)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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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diction)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Rev. SeungTae Lee

 다음주: 이인권장로(기도), 고조이집사(성경봉독)

중

Congregation

Rev. SeungTae Lee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다음주: 이인권장로(기도), 고조이집사(성경봉독)

하얀 아픔 (시 51:7-11, 계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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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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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diction)

Rev. SeungTae Lee

(Fellowship of Saints)

ceremony)

송 .... #426장 3절

(Hymn)

* 헌금찬송 ...... #433장 3절(통

Liturgist

시

51:7

8
9
10
11
계 22:11
12
13
14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