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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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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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예배위원 및 동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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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소식
어려운 시기에 코너스톤 프로젝트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각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당분간 (1월, 2월) 온라인 예배를 YouTube를 통해 드립니다.

송구영신예배 (31일 금요일 밤 11시)와 신년 축복기도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기도회가 월-금 매일 밤 9시 Zoom을 통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담당자: 김일래 집사

선교후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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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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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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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Cornerstone Project (집짓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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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8시 부터는 건물 현관문이 잠깁니다. 예배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문을 열어드립니다. 
212-629-7327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일예배를 현장과 동시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요예배를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중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newyorkgardenchurch

청사진 (Blueprint) 
"내가 교회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0-22)

Planner - 하나님의 설계(Plan)
사람에게는 버린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4-5)

Networker - 예수 그리스도의 시행(Conduct)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20-21)

Builder - 성령의 운행(Operation)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WWW.NYGC.US   www.instagram.com/newyorkgardenchurch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thankyou #jesus #joyful #holy #sunday

약손된 미래를 계획하라

Service

11:00 AM | DECEMBER 26, 2021
* 예배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Luke) | 21 : 25 - 36인도: 주효식 목사

*표는 일어나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말씀
ALL STARS WITH YOU / 마태복음  2 : 1 - 11

 *기         원| 마태복음 28 : 18 -20  | 인 도 자

 경 배 와 찬 양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김주영 집사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21 : 25 - 36 | 다같이

 주 제 찬 양 | 교회의 참된 터는 (242장) | 다 같 이 

 설         교 | 약손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라 | 주효식 목사

 봉         헌 | 어려운 일 당할 때 (342장) | 다 같 이

 광         고 | 인 도 자 

영 광 찬 양 | 하나님의 나팔소리 (168장) | 다 같 이 

*축         도 | 주효식 목사

25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 moon and stars. On the 
earth, nations will be in anguish and perplexity at the roaring 
and tossing of the sea.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Men will faint from terror, apprehensive of what is coming 
on the world, for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27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At that time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and up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29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He told them this parable: "Look at the fig tree and all the 
trees.

30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When they sprout leaves, you can see for yourselves and 
know that summer is near.

3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Even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happening, you know 
that the kingdom of God is near.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I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3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Be careful, or your hearts will be weighed down with 
dissipation, drunkenness and the anxieties of life, and that 
day will close on you unexpectedly like a trap.

35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For it will come upon all those who live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that you may be able to 
escape all that is about to happen, an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2021년 주제 성구

2021년 Cornerstone Project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0-22)

1 청사진 (Blueprint)
2 Planner - 하나님의 설계 (Plan)
3 Networker - 예수그리스도의 시행 (Conduct)
4 Builder - 성령의 운행 (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