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요 기 도 회
2019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찬

알려 드리는 말씀
인도: 김하철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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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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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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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 행 2:37-47 .................. 인도자

설
찬

교 .......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김하철목사
송 ........#302(통 408)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인도자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금요 찬양기도회
2019년 1월 11일 오후 8시

인도: 이승태목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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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 삼하 6:1-23 (39) ............... 인도자

설
찬

교 ........... 왜 왕이 춤추는가? ...........이승태목사
양 ......... #202(통 24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 인도자



 다음 주 인도: 이승태목사

제47권 1호

2019년 1월 6일

<환영과 감사>
오늘 새해 첫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한 해동안 이 영성을 유지하도록 함께 힘쓰십시다. 특별새벽기도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새해 표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막 2:22)

<새가족 성경공부>
•
•

2월 3일(주일) 2019년 제1기 새가족 성경공부 시작
새가족실

<임직식>
•
•
•
•
•
•
•
•
•

1월 20일(주일) 2부 예배중 예정
신임장로: 김우진
재임장로: 이상엽, 이인권
신임안수집사: 동지현, 이순회, 한현주, Steve Chun, Dan Chung
재임안수집사: 강윤하, 손인숙, 김선숙, 이성민, Helen Pak
신임권사: 최영선
재임권사: 이숙자, 이혜경
협동에서 시무로: 김정희
명예권사: 김도자, 박찬심, 양영자

<은퇴식>
•
•

집 회 안 내

예

배

교회학교

2월 3일(주일) 2부 예배 중
은퇴자: 김중호장로, 신옥분권사

1부 예배

주일 오전 8시 30분

<예비목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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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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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

일시:
장소:
대상:
문의:

1/12, 1/19, 1/26 (토) 오전 9-11시
당일 본당 로비에 공지
• 베이비 시터 있음
각 목장의 예비목자/목녀 • 신청서: 안내 데스크에 비치
허창도목사

<토요한국학교 봄학기 개강>
•
•
•
•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개강일: 2월 2일
등록 방법: 포스터 참조
자원 봉사자 모집 (봉사 크레딧 제공)
점심 봉사(유급)

<선교>
<재정부>

마가복음 2:22

선교사 중보 기도: 콰테말라 Bruce Ahlberg 선교사
2018년도 지출 1/13/2019까지 청구

<2019 점심, 헌화 지원>
•

표어:

목

사 : 이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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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읽기표>

• 2019년 한해 성경통독 계획
• 안내 데스크에서 pick up

<점심>

이승태목사/이정열사모 제공

<치유를 위한 기도>
로즈앤더슨권사(길갈남), 김혜은집사(헤브론), 김수민 자매(EM), 오보영집사
(에덴), 김영희집사, Ronny Yum
* 장년성경공부: 제6과 성전 건축을 재개하다 (스 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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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 주일

새해 첫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2019년 1월 6일 오전 8시 30분

인도자: 허창도목사

2019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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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새해(1) .................

(Responsive Reading)

회

중

Congregation

Liturgist: Rev. Ha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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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진장로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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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기

Congregation

송 .......... #37

(Hymn)

(통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All hail the pow’r of Jesus’ name)

회

중

Congregation

도 ....................................... 최병진장로

(Prayer)

찬

중

Elder Byung Jin Choi

양 ................ 목자의 노래 .......... 호산나찬양대

(Anthem)

Hossana Choir

성경봉독 ...........잠 3:6-10, 막 2:19-22 ....... 손지영집사
(Scripture Reading)

설

교 ........

(Proverbs 3:6-10, Mark 2:19-22)

Deacon Jiyoung Sohn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 이승태목사

(New Wineskins for New Wine)

(Sermon)

Rev. SeungTae Lee

중

Congregation

Elder Byung Jin Choi

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 할렐루야찬양대

찬

(Worship Praises)

Hallelujah Choir

성경봉독 .......... 잠 3:6-10, 막 2:19-22......... 손지영집사
(Scripture Reading)

설
(Sermon)

(Proverbs 3:6-10, Mark 2:19-22)

교 ........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New Wineskins for New Wine)

응답찬송 ........ #289

(통 208)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What a wonderful change in my life)

(Responsive Hymn)

헌

Deacon Jiyoung Sohn

...... 이승태목사

금 ..........

Rev. SeungTae Lee

.......... 회

중

Congregation

교역자일동 (다음주: 장로회일동)...........

헌금위원

(Offering)

* 헌금찬송 ....... #111장 2절(통
(Offertory Hymn)

111) 주께서 주신 은혜 .......... 회
중
(Blest with all heav’nly / 2nd Stanza)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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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SeungTae Lee

응답찬송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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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ve Hymn)

(Fellowship of Saints)

헌

(통 208)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회
중
(What a wonderful change in my life)
Congregation

금 ........... 교역자일동

(다음주: 장로회일동)

........ 헌금위원

(Offering)

송 ..... #289장 5절

111) 주께서 주신 은혜
(Blest with all heav’nly / 2nd Stanza)

........ 회

중

Congregation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Fellowship of Saints)

*찬
*축

(통 208)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 회
중
(What a wonderful change in my life)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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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diction)

잠

Liturgist

송 ......#289장 5절

(Hymn)

막

3:6
7
8
9
10
2:19
20
21

Rev. SeungTae Lee

22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다음주: 서병도장로(기도), 신미진집사(성경봉독)

중

Congregation

Rev. SeungTae Lee

 다음주: 서병도장로(기도), 신미진집사(성경봉독)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잠 3:6-10, 막 2:19-22)

Rev. SeungT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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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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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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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208)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What a wonderful change in my life)

(Hymn)

*축

* 헌금찬송 ........ #111장 2절(통
(Offertory Hymn)

*찬

Liturgist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