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서용민 집사

찬양단
찬양리더/ 하동호 목사, 김주영
보컬/ 김주영,구자연,김지수,신지혜
건반1/ 안신애 집사
건반2/ 김예진 사모
드럼/ 임성종
베이스/ 김일래 집사, 박지나

성가대
성가대장/ 서용민 집사
지휘자/ 임성종 
반주자/ 안신애 집사
대원/ 김예진 사모, 조양이 집사, 김주영,
임선호, 장철순, 박지나, 구자연, 임희원,
신지혜, 김지수

유년주일학교
장부숙 집사, 박혜원 집사

청년부
김일래 집사(부장)

사진부
박혜원 집사, 이진경

미디어
김일래 집사, 고아현, 이진경, 김지수

헌화부
하주연

8월 25일
서용민 집사

9월 8일
서용민 집사김일래 집사

9월 1일
김일래 집사

9월 8일

조양이 집사

15 - 33

1026 6th ave suite 201 new york, ny 10018

tel: 212-629-7327 / www.nygc.us

AUGUST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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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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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돌아간 서아나 자매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다혜 자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기도제목
 조국과 민족, 교회의 성장과 부흥, 선교사와 선교지, 학업과 진로, 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을 위한 기도

1월/ 목표에 집중하라!
6일-신년주일
13일-재직회 세미나

3월/ 기도에 집중하라!(사순절 특별기도회: 3/6~4/20)

4월/ 주님께 집중하라!
14일- 종려주일/ 15~20일-고난주간
21일- 부활절

6월/ 성령에 집중하라!
2일- 승천주일/ 9일- 성령강림절
16일- 삼위일체 주일/ 23일- 순교자 기념주일

8월/ 수련(수양)에 집중하라!
16~18일- VBS 2019

10월/ 은사에 집중하라!
30일- 주일학교 Talent Market

12월/ 동계수련회(or 선교여행)
1일- 강림절 첫주/ 22일- 성탄주일/ 25일- 성탄절(동계수련회)
29일- 송년주일/ 31일- 송구영신예배

뉴욕정원교회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 주효식 (Reverend / Hyo Sik Ju)
부목사 | 하동호 (Associate Pastor / Dong Hoh Danny Hah)
음악감독 | 안신애 (Music Director / Shinae An)

2019년 행복 프로젝트 연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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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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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yorkgardenchurch

9월/ 선교에 집중하라!
15일- 선교주일

11월/ 결산에 집중하라!
17일- 추수감사주일
설립 15주년 기념주일(땡큐프로젝트 2)

2월/ 직분(사명)에 집중하라!
3일- 제직회 헌신예배/ 10일- 성가대 헌신예배
17일- 청년부 헌신예배/ 24일- 주일학교 헌신예배

5월/ 가정에 집중하라!
5일- 어린이 주일(Love with family)

7월/ 전도에 집중하라!
7일- 맥추감사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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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제 성구

2019년 표어

"하나님,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

"하나님,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이 주제(목적의식): 의미적, 길이, 가치, 열망과 열정
2. 하나님이 주어(목표인식): 가시적, 높이, 훈련, 집중과 몰입
3. 하나님이 주인(성취수단과 방법): 실천적, 넓이, 성과, 순종과 믿음

여호와 샬롬!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The LORD answered, "I will be with you, and you will 
strike down all the Midianites together."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Gideon replied,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give me a sign that it is really you talking to me.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Please do not go away until I come back and bring my 
offering and set it before you." And the LORD said, "I will 
wait until you return."

19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Gideon went in, prepared a young goat, and from an 
ephah of flour he made bread without yeast. Putting the 
meat in a basket and its broth in a pot, he brought them 
out and offered them to him under the oak.

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The angel of God said to him, "Take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place them on this rock, and pour out 
the broth." And Gideon did so.

21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With the tip of the staff that was in his hand, the angel of 
the LORD touch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Fire flared from the rock, consuming the meat and the 
bread. And the angel of the LORD disappeared.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When Gideon realized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he exclaimed, "Ah, Sovereign LORD! I have seen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But the LORD said to him, "Peace! Do not be afraid. You 
are not going to die."

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So Gideon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ere and called it 
The LORD is Peace. To this day it stands in Ophrah of the 
Abiezrites.

지난주 설교말씀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 골로새서 (Colossians) 1 : 28 - 29

Service

11:00AM | AUGUST 25, 2019
* 예배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   례   송 |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같 이 

*개 회 기 도 | 시편 121편 | 인 도 자

*송         영 |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46장)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시온성과 같은 교회 (245장)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서용민 집사

 성 경 봉 독 | 사사기 6:16-24 | 다 같 이

 찬         양 | Stones Choir 성가대

 설 교 말 씀 | 여호와 샬롬! | 주효식 목사님

 봉         헌 | 356장 (조양이 집사) | 다 같 이

 교 회 소 식 | 인도자 

*송         영 |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524장) | 다 같 이 

*축         도 | 주효식 목사님

사사기 | (Judges) 6 : 16 - 24인도: 하동호 목사님

*표는 일어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