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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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부흥을 위한 40일 작정기도 + 10일 오순절 
성령대망 기도회
기간: 4월 1일 ~ 5월 20일

내용: 지난 부활주일부터 50일간 뉴욕정원교회의 전도와 부흥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중 편한 시간에 각자 성전에 

나와 기도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업무시간에는 목사님방 

앞 휴게실을 기도실로 자유롭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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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소식
1. 환우중보

 서아나 자매의 뇌종양 수술이후 완벽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출타소식

 안신애 집사님께서 한달간 연주회를 위해 한국에 방문중이십니다.

3. 기도제목

 조국과 민족, 교회의 성장과 부흥, 선교사와 선교지, 학업과 진로, 

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을 위한 기도

제 1회 NYGC 실내탁구대회
시간: 5월 27일 주일, 예배이후 오후 2시 ~ 6시

장소: 뉴욕정원교회(NYGC)

올해는 야유회를 대신하여,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개인전, 단체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다과와 저녁식사 및 다양한 게임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탁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이후 서용민 집사님, 임성종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뉴욕정원교회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 주효식 (Reverend / Hyo Sik Ju)

교육목사 | 하동호 (Education Pastor / Dong Hoh Hah)

음악감독 | 안신애 (Music Director / Shinae An)

2018년 주제 성구

2018년 표어

"시온성과 같은교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시편 132 : 13 ~ 16)

"시온성과 같은교회"
1 반석위에 세운교회(건강한 교회)

2 생명샘이 흐르는 교회(성장하는 교회)

3 축복이 넘치는 교회(행복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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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 주일오전예배 | 11:00AM

월요일 | 타임스퀘어 성전예배* | 9:30PM

수요일 | 위대한 식탁예배 + 청년부예배 | 7:00PM

금요일 | 성령이 불타는 금요기도회* | 9:00PM

* 타임스퀘어 성전예배는 46가 Broadway Ave & 7th Ave 사이에 있는 티켓부스 위 

빨간계단에서 만나, 저녁 9: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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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yorkgardenchurch



23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On their release,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own people and reported all that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had said to them.

24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When they heard this, they raised their voices 
together in prayer to God. "Sovereign Lord," they 
said, "you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You spoke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outh of 
your servant, our father David: "'Why do the nations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The kings of the earth take their stand and the 
rulers gather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Indeed Herod and Pontius Pilate met together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 of Israel in this city to 
conspire against your holy servant Jesus, whom you 
anointed.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They did what your power and will had decided 
beforehand should happen.

29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Now, Lord, consider their threats an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and perform miracu-
lous signs and wonders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After they prayed, (the place where they were 
meeting)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the word of God boldly.

지난주 설교말씀
없는 것(WANT)과 있는 것(NEED) / 사도행전(Acts) 3 : 1 ~ 10

사도행전 | Acts 4 : 23 ~ 31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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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AM | MAY 13, 2018
* 예배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 | 다 함 께 

합 심 기 도 | 다 함 께

대 표 기 도 | 서용민 집사

신 앙 고 백 | 다 함 께

성 경 봉 독 | 서용민 집사

찬       양 | Stone Choirs 성가대

설 교 말 씀 | 주효식 목사님

봉       헌 | 다 함 께

봉 헌 기 도 | 주효식 목사님 

축   복   송 | 다 함 께 

축       도 | 주효식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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