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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님이야 (WAY MAKER)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I, even I, am the LORD, and apart from me there is no savior.

12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I have revealed and saved and proclaimed--I, and not some foreign god 
among you. You are my witnesses," declares the LORD, "that I am God.

13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Yes, and from ancient days I am he. No one can deliver out of my hand. 
When I act, who can reverse it?"

14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For 
your sake I will send to Babylon and bring down as fugitives all the 
Babylonians, in the ships in which they took pride.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I am the LORD, your Holy One, Israel's Creator, your King."

16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This is what the LORD says--he who made a way through the sea, a path 
through the mighty waters,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who drew out the chariots and horses, the army and reinforcements 
together, and they lay there, never to rise again, extinguished, snuffed out 
like a wick: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20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The wild animals honor me, the jackals and the owls, because I provide 
water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to give drink to my 
people, my chosen,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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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시작 10분 전 부터 기도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Isaiah) | 46 : 3 - 11인도: 주효식 목사

*표는 일어나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말씀
하나님이 나의 미래다 (You & me)  / 이사야 46 : 3 - 11

*입   례   송 | 큰 길을 만드시는 주 (WAY MAKER) | 다 같 이 

*개 회 기 도 | 요한복음 14 :1 - 6 | 인 도 자

경 배 와 찬 양 | 예수 피를 힘입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린 야의 피로, 주의 보혈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김일래 집사

 성 경 봉 독 | 이사야 43 : 11 - 21 | 다 같 이

 찬         양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 Stones Choir 성가대

 설 교 말 씀 | 나, 하나님이야 (WAY MAKER)  | 주효식 목사

 봉         헌 | 시편 23편 - 오세영 | 다같이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영   광   송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 다 같 이 

*축         도 | 주효식 목사



교회소식

2020년 주제 성구

2020년 표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이사야 40:31)
1 앙망 - 걸어가
2 새 힘 - 달려가
3 비상 - 올라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이 속히 회복되고 모든 성도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 질 수 
있도록 함께 쉬지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헌금은 Venmo 앱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YGARDENCHURCH).

6월 넷째주 ‘매3주5’ 성경읽기 프로젝트: 시편 77편 - 시편 99편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중보 특공대 :
목회자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담당자: 김일래 집사

선교후원
1. 엘살바도르 선교지 후원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2. 페루 결연아동 후원 (기아대책)
 - 히비샤 사쿠라 츄키야우리 울리 (B/ 03.24.2009)
 - 케니아 마리벨 에스테반 (B/ 12.18.2010)
 - 룻 에스테르 갈린도 (B/ 09.10.2008)

기도제목
- 조국과 민족, 교회의 성장과 부흥, 선교사와 선교지, 학업과 진로, 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을 위한 기도

실천방안(Practical Plan)
1 정비 (1월 ~ 2월)
2 이륙 (3월)
3 비행 (4월 ~ 10월)
4 착륙 (11월 ~ 12월)

*KENEKTID X GALLERY
커넥티드 갤러리는 뉴욕정원교회의 문화사역에 협력하여 KENEKTID Inc. 
에서 운영하는 아트갤러리 입니다. 전도를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갤러리 운영은 평일 예배시간 이전인, 오후 12시 ~ 오후 6
시까지 운영됩니다.    www.kenektid.us     www.kenektidxgallery.com

찬양단
찬양리더/ 김주영
보컬/ 김주영,구자연,김지수,신지혜
건반1/ 안신애 집사
드럼/ 임성종 집사
베이스/ 김일래 집사, 박지나 집사

성가대
지휘자/ 임성종 집사 
반주자/ 안신애 집사, 조나단
대원/ 박지나 집사, 김주영, 임선호, 장철순 
제임스 주, 구자연, 신지혜, 김지수

청년부
김일래 집사(부장)

미디어
김일래 집사, 고아현, 이진경, 김지수

사진부
박혜원 집사, 이진경

헌화부
 하주연
 박지연

주효식 목사님의 3대 사역

예배시간 안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회복을 위한 3대 사역”
  1. 문화사역을 통한 전도*
  2. 교회, 복음사역을 통한 양육
  3. 방송, 인터넷, 미디어사역을 통한 선교

뉴욕정원교회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 주효식 (Reverend / Hyo Sik Ju)
음악감독 | 안신애 (Music Director / Shinae An)

일요일 | 주일오전예배 | 11:00 AM
월요일 | 타임스퀘어 성전예배* | 9:00 PM
수요일 | 위대한 식탁 + 수요예배 | 7:00 PM
목요일 | Bryant Park 노방전도 | 1:00 PM
금요일 | 성령이 불타는 금요기도회** | 9:00 PM
토요일 | 토요일 청년 예배 | 2:00 PM
* 타임스퀘어 성전예배는 46가 Broadway Ave & 7th Ave 사이에 있는 티켓부스 위 
빨간계단에서 만나, 저녁 9:00에 시작합니다. 예배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저녁 8시 부터는 건물 현관문이 잠깁니다. 예배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문을 열어드립니다. 212-629-7327

예배위원 및 동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