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2019년 4월 2일 오전 10시 30분
찬

알려 드리는 말씀
인도: 김하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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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중보기도 ....................................... 다같이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전교인 대청소와 산책로 공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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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 눅 13:1-9 ................... 인도자

<사순절 영성 수련>

설
찬

교 ....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김하철목사
송 ...........#292(통 415) 주 없이 살 수 없네 ............. 인도자

• 사순절 경건 훈련을 위하여(3): 인내/오래 참음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2019년 4월 5일 오후 8시

인도: 이승태목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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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 삼하 14:1-24 (49) ............... 인도자

설
찬

교 ............... 빗나간 지혜 ..............이승태목사
양 ............ #420(통 212) 너 성결키 위해 .............. 인도자



 다음 주 인도: 이승태목사

배

교회학교

(개인적 묵상이나 신앙활동을 통해 훈련합시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 4/15(월)-4/20(금) 아침 6:00
• 목장별 찬양

• 말씀 인도: 이승태목사

<장년.유아세례.입교 교육>
• 세례/입교자 교육 매주 토요일(4/13, 20) 오전 10시
• 당회 면담: 4/21 오전 10시

<유치부 부모님 간담회>
• 오늘 2부 예배후 유치부실
• 2019 새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교사와의 만남

<갈렙대학 소풍>
• 4/5(금)-6(토) 달라스
• 교회에서 오전 10시 출발

집 회 안 내

예

2019년 3월 31일

<환영과 감사>

찬

금요 찬양기도회

제47권 13호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수요 그림반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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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SA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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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박재민, 김은영 집사 가정, 감사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선교>

선교사 중보 기도: 임춘식/한현희 선교사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치유를 위한 기도>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로즈앤더슨권사(길갈남), 오보영집사 (에덴), 김영희집사, Ronny Yum

목장모임

매월 1회

오전 10시

• 주제: 페루 영혼을 위하여
• 날짜 및 장소: 4/6(토)-7(주일), 본당 로비

<선교기금마련을 위한 친선 골프 대회>
일시: 4/6일(토) 오후 1:30 (1시까지 등록)
장소: Forest Creek Golf Club
• 참가비: $70
골프대회 후 시상 및 저녁 식사 교제
• 게시판에 신청 바람
문의: 정윤만집사(512-293-1343), 손성태집사(512-589-1258)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마가복음 2:22

6/10-7/19, 6주, 월-금 10AM-3PM
Algebra 1반, Geometry반, SAT반 (Essay 특강)
설명희: 4/28 오후 1시, 부목사 목양실(110호)
문의: 김하철목사 512-426-2745

<2019 점심, 헌화 지원>
•
•

표어:

목

사 : 이 승 태

사무실 앞 지원양식에 날짜 선택 지원 바람 (신청서: 안내 데스크에 비치)
점심을 위한 헌금 요망(가정당 $100)

* 장년성경공부: 제5과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 (마 10:1-8, 16-22,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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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넷째주일

사순절 넷째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2019년 3월 31일 오전 8시 30분

인도자: 허창도목사

2019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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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

사순절(4)

............... 회

(Responsiv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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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

(Hymn)

기

(통 33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

(I’ve wandered far away from God)

회

중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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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찬

중

Elder Sang Y. Lee

양 ............. 하나님의 자녀된 자 ....... 호산나찬양대

(Anthem)

Hossana Choir

성경봉독 .......... 욥 9:20-23, 눅 10:38-42 ...... 동지현집사
(Scripture Reading)

설
(Sermon)

(Job 9:20-23, Luke 10:38-42)

교 ................ O.

Deacon Jeehyun Dong

O. O. ............ 이승태목사
Rev. SeungTae Lee

중

Congregation

Elder Sang Y. Lee

양 ............ 갈보리산 십자가에 ....... 할렐루야찬양대

찬

(Worship Praises)

Hallelujah Choir

성경봉독 ......... 욥 9:20-23, 눅 10:38-42 ........ 동지현집사
(Scripture Reading)

설

(Job 9:20-23, Luke 10:38-42)

교 ...............

(Sermon)

O. O.

Deacon Jeehyun Dong

O. .............. 이승태목사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286

(통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회
중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Responsive Hymn)

헌

금 ............. 유년부

(다음주: 찬양팀)

............. 헌금위원

(Offering)

* 헌금찬송 ..... #407장 2절(통

465)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 회
중
(Never a trial that He is not there / 2nd Stanza)
Congregation

(Offertory Hy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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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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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ve Hymn)

(Fellowship of Saints)

헌

(통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회
중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금 .............

유년부 (다음주: 찬양팀) ...........

헌금위원

(Offering)

송 ..... #286장 4절

465)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 회
중
(Never a trial that He is not there / 2nd Stanza)
Congregation

*찬
*축

욥

9:20

Liturgist
(통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회
중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23
눅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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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40

송 ..... #286장 4절

(Hymn)

(Benediction)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Rev. SeungTae Lee

 다음주: 이인권장로(기도), 이순회집사(성경봉독)

 다음주: 이인권장로(기도), 이순회집사(성경봉독)

O. O. O. (욥 9:20-23, 눅 10:38-42)
21
22

(Fellowship of Saints)

중

Congregation

Rev. SeungTae Lee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Rev. Seung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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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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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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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Hymn)

*축

* 헌금찬송 ..... #407장 2절(통
(Offertory Hymn)

*찬

Liturgist

41
42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하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