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요 기 도 회

오전 10시 30분 인  도: 김하철목사
찬  양 기타찬양팀.........................................................................................
통성중보기도 다같이...................................................................................
찬  양 화요찬양대.........................................................................................
설  교 김하철목사............................................... ..........................................
❖ 다음 주 인도: 김하철목사

수요 찬양 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  도: 김종대목사
찬  양 수요찬양팀.........................................................................................
성  경 마태복음 6:16-118 사회자............................... ..................................
설  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십니까? (III) 김종대목사............. ........
찬양과 통성기도 다같이..............................................................................
❖ 다음 주 인도: 김종대목사

엠마오 성경 아카데미

2016년 가을학기 

가정교회를 위한 "생명의 삶" 
13-14과   교회와 교회 멤버십   (약 1-5장)

가정교회를 위한 "새로운 삶"
7과   나의 삶 – 견고한 진을 다루는 법
가정교회를 위한 "경건의 삶"

10과   고백의 훈련
가정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8과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눅 14:33)

집 회 안 내 

 

알려 드리는 말씀
1. 환  영: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새가족성경공부: 제7기 새가족 성경공부가 매주일 오전 10-11시까지 담

임목사 목양실에서 진행중입니다.
3. 당회수련회:  내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 제직회 부서장 및 교회학교 부장 

임명을 위한 당회수련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4. 인도자훈련: 이번주 장년성경공부 인도자 훈련은 10월 26일 오후 8:30분

에 있겠습니다.
5. 입교식:  제 7기 새가족 성경공부를 마치는 3명의 교우들을 위한 입교식이 

다음주일 3부 예배중에 있겠습니다.
6. 설문지: 지난주에 배부된 교인설문지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픽업 

하실 수 있으며, 작성하신 설문지는 교회당 입구에 배치된 설문지함에 제
출해 주십시오.

7. 교단결별: 본 교회의 교단결별 신청에 대한 미션노회의 결정이 10월 29일 
정기노회(McAllen, TX)에서 결정됩니다. 은혜로운 결별이 이루어지도록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8. 교단가입:  ECO 교단가입에 따른 노회대표들과 본 교회 당회와 목회자들
의 인터뷰가 지난 18일 저녁에 교회에서 있었으며, 이 모임에서 3명의 목
회자와 본 교회의 ECO 교단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9. 공동의회: 지난 주일에 있었던 2019년조 제직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각 직책에 공천된 아래의 후보자 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 재임장로후보자: 김문석, 최병진, 민병운 • 신임권사후보자: 정미숙
• 재임권사후보자: 김선아, 림성민, 박경자, 박현영, 용귀란, 이병옥,

                  이종순, 허미자, 홍옥주
• 신임안수집사후보자: 맹주일, 전병훈, 신미진 
• 재임안수집사후보자: 배정주, 최영미, 손지영

10. 무료건강검진:  많은 교우들과 동포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사한 "무료
건강검진" 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주신 "세계의료선
교회" (회장: 김인철목사) 의 자비량선교사님들과 민박을 제공해주신 교
우들 그리고 의료선교부의 최영미집사님과 여러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1. 감사바구니: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 입니다. 각 가정교회에서는 어
스틴 임시노숙자 숙소인 Treaty Oaks 의 입주자 가족 (49가정)들에게 전
달 될 "감사바구니" 를 1개씩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주일예배
시 봉헌 후, 11월 21일 오전에 입주자 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12. 장학생 선발: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본 교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김종
환집사 781-301-1191, jybella@gmail.com)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학금 신
청서를 받습니다.

• 일반대학/대학원생: 2명 • 신학대학/대학원생: 3명
• 장학금 지급액: 5명에 각각 $1,000 • 신청서 교부: 교회 사무실
•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학업목적과 장학금 신청사유서
• 신청마감: 10월 23일                   • 장학금 지급일: 11월 6일

13. 할렐루야 페스티발:  교육부와 영어회중에서 공동으로 준비/진행해오던 
"할렐루야 페스티발"은 교회이전 후 더 잘 준비하여 실시하기 위해 금년
도에는 갖지 않습니다.

14. 휴가: 사무직원 정순옥집사 17-28일까지 개인휴가를 갖습니다.
15. 중보기도: 10월 한달은 인도네시아 김충환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16. 환자: 김영수집사(갈릴리), 김영희집사  (빌라델비아), 김태규집사  (모리

아),  김홍일장로  (엠마오),  손수원집사,  오주선집사(브니엘),  전성완집사 
(길갈), 조화자권사(길갈), 최옥녀권사(길갈), 홍옥주권사 (르호봇)

* 장년성경공부: 제8과 새사람을 입으라 (엡 4:17-24)

예    배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영어)

주일예배 3부 오전 11시 30분  (동시통역)

주일예배 4부 오후  2시       (청년예배)

새벽예배(월-토) 오전  6시

화요기도회 오전 10시 30분

수요찬양기도회 오후  7시 30분

엠마오성경아카데미(목) 오전 10시 / 오후 7시 30분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시

교회학교

장년제자훈련 주일 오전 10시

영아부-유년부 주일 오전 10시 45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시 / 금 8시

대학부(영어회중) 주일 오전 11:30 /수 8시(Campus)

청년부(한어회중) 주일 오후  3시 40분

영어성인(영어회중)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년성경지도자반 수 오후 9시

성가대성경공부 주일 오전 7:30, 9:45

가정교회 매월 2회

갈렙회 주일 오후 1-3시

mailto:jybel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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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새롭게”

표어: 섬길 것입니다
(갈 5:13)

목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도와 충성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사랑과 나눔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 김  종  대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2000  Justin  Lane,  Austin,  TX  78757
☎ (512) 454-1727   FAX: (512) 454-6888

Email: akpc@akpc.org  Homepage: www.akpc.org
Pastor   JOSEPH J. KIM ☎ (512) 921-4222(휴대)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성령강림절 후 스물세번째 주일

1부 예배

  2016년 10월 23일 오전 8시 30분 인도자: 김종대목사
Liturgist: Rev. Joseph Kim

교회소식 스크린.........................................................................................
(Sharing News)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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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교독 #35 이사야 35장 회  중................................ ................................... 
(Responsive Reading)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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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송 #35 (새 298) 속죄하신 구세주를 회  중............................ ...........................
(Hymn) (I Will Sing of my Redeemer) Congregation

기    도 오원석장로.....................................................................................
(Prayer) Elder Harry Oh

찬    양 호산나찬양대................................................ .................................
(Anthem) Hossana Choir

성경합독 요한복음 3:14-15 목사와 회중............................. ......................
(Scripture Reading) (John 3:14-15) Rev. & Congregation

설    교 저주의 축복 김종대목사.................................... ..........................
(Sermon) Rev. Joseph Kim

응답찬송 #277 (새 499)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회  중................... ......................
(Responsive Hymn) (Far, Far Away in Heathen Darkness Dwelling)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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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금 이윤지자매 (다음주: 여선교회 임원들)  헌금위원......................... ..................
(Offering)

*헌금찬송 #69장 2절  나 가진 모든 것 회  중......................... .............................
(Offertory Hymn) (We Give Thee but Thine Own / 2nd Stanza) Congregation

*봉헌기도 김종대목사.................................................................................
(Offertory Prayer) Rev. Joseph Kim

*축    도 김종대목사.....................................................................................
(Benediction) Rev. Joseph Kim

*축복찬양 호산나찬양대.............................................................................
(Praise of Blessing) Hossana Choir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기도: 이상엽장로

성령강림절 후 스물세번째 주일

3부 예배

   201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인도자: 김종대목사
Liturgist: Rev. Joseph Kim

교회소식 스크린.........................................................................................
(Sharing News) Screen

*경배와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인도자..................... .........................
(Praise/Worship)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Praise Leader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것이 영원한 삶

기    도 오원석장로.....................................................................................
(Prayer) Elder Harry Oh

찬    양 구주께 드리는 찬미 할렐루야찬양대........................... ...............
(Worship Praises) Hallelujah Choir

성경합독 요한복음 3:14-15 목사와 회중.......................... ........................
(Scripture Reading) (John 3:14-15) Rev. & Congregation

설    교 저주의 축복 김종대목사.................................. ............................
(Sermon) Rev. Joseph Kim

응답찬송 #277 (새 499)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회  중................ .........................
(Responsive Hymn) (Far, Far Away in Heathen Darkness Dwelling)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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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금 이윤지자매 (다음주: 여선교회 임원들) 헌금위원....................... .....................
(Offering)

*헌금찬송 #69장 2절  나 가진 모든 것 회  중....................... ...............................
(Offertory Hymn) (We Give Thee but Thine Own / 2nd Stanza) Congregation

*봉헌기도 김종대목사.................................................................................
(Offertory Prayer) Rev. Joseph Kim

*축    도 김종대목사.....................................................................................
(Benediction) Rev. Joseph Kim

*축복찬양 할렐루야찬양대.........................................................................
(Praise of Blessing) Hallelujah Choir

* 표에서 일어서 주세요.  ❖ 다음주 기도: 이상엽장로

저주의 축복 (요 3:14-15)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 난 주  통 계 

헌  금  내  역
	

십	일	조
고현철 김건희 김광헌 김문석 김송길 김일은 김종환 김혜경 김혜은 김홍일 림형진 박은진 박준석	
서병도 성기택 손지영 신영균 신유식 신희건 양재우 유    진 이경재 이상돈 이상엽 이수경 이애경	
이인권 이재오 이정민 이찬재 이헌주 이    현 이혜경 조현철 주상욱 지정인 천금화 한정란 한현택	
무 			명 Kyong	C	Ganaha,	Pyong	C	Lim,	Guiok	Feldt,	Sun	Woo	James,	Farkas	Properties	Inc.	

주정헌금	
강경원 강선희 고동현 김경희 김광섭 김문구 김상길 김석근 김영생 김영수 김옥희 김우진 김일은	
김정선 김정수 김주호 김중희 김찬선 김창호 김태동 김현우 김현준 김형덕 김호임 남승광 맹주일	
문동명 민병운 박명자 박미란 박상욱 박영식 박인자 박재민 박준석 박지희 박현택 박희문 백삼열	
서복선 설혜원 성기택 심재학 안성일 안여진 안현주 양민희 양수호 여영규 여중현 염성호 오선주	
오세권 유회정 이광수 이길상 이대영 이병옥 이상혁 이성건 이성신 이애경 이용일 이주운 이지훈	
이춘자 이한시 이해나 임창희 장용희 장혜진 전병훈 정혜숙 조현철 조현철 채수혁 최예은 최옥녀	
한세현 한재수 허창도 홍석준 홍애주 홍인표	James	Lim,	Joseph	Park,	Karene	Oh,	Lenz,	
Rachel	B	Oh	
Rose	Anderson,	Sun	Woo	James	

감사헌금	
김송원 김인숙 김일은 김정섭 김정욱 김창수 민동하 설은찬 신동찬 양영자 오원석 이강애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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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2.00

유년부 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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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디아/리브가 * 청소년
헌금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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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00

`
중고등

사라/에
스더

드보라 합   계 18,621
.17



이상인 이인수 이희용 정두표 정정님 주영지 주은영 최은미	Binna	Lee,	Esther	Shin,	Gerald	
Dunlop	Myong	C	Koag,	Rye	Kim	

선교헌금 양세관, 이애경, 이예람 

지정헌금 장로회 (민병운), 청년부(송현근), 화요기도회(현성혜), 구제(이경재), GO선교(조현
철) 

건축헌금	 김경순 김문석 김순자 김희찬 동지현 신유식 신정수 윤웅구 이수경 정순례  
Jason Hong, Timothy Lee 

예배 및 친교 위원

  10   월 11   월

1   부 3   부 1   부 3   부

헌금위원
김주호
이가연

송현근 이정예
안성일 양영애

김칠성
권미혜

박재민 김은영
전병훈 고동현

안내위원 10월 23일 이인권 손지영 10월 30일 림형진 림성민

친교 및 

점심 10월 23일 실로암/다메섹 10월 30일 EM(한현택)/호렙

주차위원 관리자:최
용락

최용락 관리자:최용
락

최용락

이번주헌
화 - 이번주점심 김광헌/김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