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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식 목사님의 3대 사역

가스펠 문화센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회복을 위한 3대 사역”
  1. 카페, 문화사역을 통한 전도
  2. 교회, 복음사역을 통한 양육

  3. 방송, 인터넷, 미디어사역을 통한 선교

카페를 통한 전도, 선교, 구제
1. 음료제공, 인터넷 사용
2. 묵상(Q.T.)과 휴식
3. 라이브 콘서트 실황 및 영화상영
4. 소규모 모임이나 세미나, 전시회, 콘서트를 위한 공간제공
5. 개인적 만남과 교제
6. 정기적 문화 이벤트 공연

가스펠 카페 사역

예배 위원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Sunday Morning Service)                11:00AM
타임스퀘어 성전예배(Time Square Night Service) 월(Mon)  9:00PM 
수요예배(Wednesday Service)                               7:00PM
금요기도회(Friday Night Service)                            9:00PM
청년부예배(Young Adult Service)           토(Sat)     5:00PM
화요, 목요 밤 기도회(Prayer Meeting)                     9:00PM

정원교회 동역자

광  고

신년 교회표어

"비전을 디자인하라"
(목적을 실체화하라)

담임목사: 주효식 (Reverend / Hyo Sik Ju)
교육목사: 하동호 (Education Pastor / Dong Hoh Hah)
음악감독: 안신애 (Music Director / Shinae An)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창세기 41:51~52/ 비전성취의 결실) 

대표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서용민 집사, 주평강 성도찬양단:
찬양리더, 기타/ 하동호 목사님  
보컬/ 강진영, 양한슬, 김주영, 
방성은, 전준호
건반1/ 안신애 집사
건반2/ 김예진 사모
기타2 전준호
베이스 기타/ 김일래 집사
드럼/ 임성종
음향/ 주평강

성가대:
성가대장/ 임성종 
반주자/ 안신애 집사
지휘자/ 임성종
대원/ 김예진 사모, 조양이 집사,
김성경, 김주영, 방성은, 임선호, 고승현,
민지현, 장철순, 박지나

유년주일학교: 장부숙 집사, 박혜원 집사, 이재련
영상부: 서용민 집사, 김성경
사진부: 박혜원 집사
청년부: 서용민 집사
미디어: 김일래 집사
헌화부: 김선아, 서아나

서용민 집사

5월 3일

서용민 집사

5월 17일

김일래 집사

5월 10일

김일래 집사

5월 24일

조양이 집사

May 3, 2015

제 11 - 18호

매주 월요일 밤 9시 – 장소: 타임스퀘어 광장 “열방을 향한 기도회”
타임스퀘어 성전예배 / Time Square Night Service

5월 행사 안내

5/10: 어버이 주일

5/11: 월요 타임스퀘어 예배 with 해리티지 매스콰이어
매주 드리는 월요일 타임스퀘어 예배에, 이날은 특별히 한국의 
가스펠 합창단으로 이름이 알려진 ‘해리티지 매스콰이어’팀 20명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5/17: 어린이, 스승의 주일

5/24: 하계 야유회
장소 - Port Washington
시간 - 예배 후 12:30 출발 



18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19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Now the LORD God had formed out of the ground 
all the beasts of the field and all the birds of the 
air. He 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what he 
would name them; and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 that was its name.

20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So the man gave names to all the livestock, the 
birds of the air and all the beasts of the field.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21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So the LORD Go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while he was sleeping, he took 
one of the man's ribs and closed up the place 
with flesh.

22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23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24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will 
become one flesh.

25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The man and his wife were both naked, and they 
felt no shame.

창세기(Genesis)  2  : 18 ~ 25

가정을 디자인하라!
All About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Worship & Praise Praise Team

합 심 기 도 다  같  이
All-together Prayer Together

사 도 신 경신 앙 고 백 다  같  이
Confession of Faith The Apostles’Creed Together

다  같  이
Together

축   복   송
Blessing

대 표 기 도 서용민 집사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Seo

창세기  2  : 18 ~ 25성 경 봉 독 서용민 집사
Scripture Reading Genesis 2  : 18 ~ 25 Deacon Seo

가정을 디자인하라!설 교 말 씀 주효식 목사님
Sermon Rev. Ju

주효식 목사님
Offering Prayer Rev. Ju
봉 헌 기 도

빛과 소금되어찬       양 성  가  대
Praise Choir

축       도 주효식 목사님
Benediction Rev. Ju

봉       헌 다  같  이
Offering Together

(장부숙 집사)

오전예배(Morning Service)
11:00AM

7:00 PM수요예배(Wednesday Service)

5:00 PM토요일 청년부 예배(Young Adult Service)
9:00 PM금요예배(Friday Prayer Service)

9:00 PM타임스퀘어 성전예배(Monday TimeSquare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