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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2019년 3월 3일

• 오늘 말씀 전해주신 장영호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일(10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한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 Tina Kim 집사님 아버님 이건용 집사님께서 지난 2월28일(금) 오후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향년 83세).
- 장례예배: 3월4일(월) 저녁 8시 (7시 Viewing 시작)
Dwyer & Michael’s Funeral Home (90 North Broadway, Tarrytown, NY 10591)
• 대심방 중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각 부서장들께서는 오늘 친교 후 2019 가족수련회 관련 논의를 위해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로 투표 공동의회
- 3월10일(주일) 예배 후 본당

예배안내

- 후보자: 김동수, 서영수
- 선출이 확정되면 장로임직식을 3월31일(주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3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민홍기 집사 (시 91:1-2, 9-16)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주일 예배

12pm / 본당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이번 주 친교: 한주루 권사, 전영자 권사
다음 주 친교: 김경화 집사, 백혜욱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주일학교

교역자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성경공부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3월개강)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060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2월 21일 말씀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어둠 속에 들린 말씀

이사야 6:1-13

어둠속에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소명을 받는
장면은 특히 “입”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앞의 두려움이나, 구속과 소명
모두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Apostle’s Creed ------------------------------------------------------------------- Together

그런데 듣지 않을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많은 말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Offering Prayer --------------------------------------------------------------------- Leader

소용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것도, 듣지 않아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Word of God------------------------ 1 John 2: 9-11--------------------------- Pastor Kim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사는 것입니다(겔 33:11).

Sermon---------------------------- “Live in the Light”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Power of Your Love” ------------------------- Together
✱Benediction ----------------------------------------------------------------------Rev. Lee

인도자: 이민영 목사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25장(통25장) “면류관 벗어서” ----------------------- 다함께
Hymn

Crown Him with Many Crowns

대표기도 -------------------------------- 시편 99 ------------------------------ 노미라 집사
Prayer

좋은 말씀만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듣자니 두렵고 안듣는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달라서 듣는 귀에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심장을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들을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듣자니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귀를 막고 듣기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일 예배
<오후12시>

듣지 않는 이유는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좋아라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백성들의 병을 쉽게 고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듣기 좋습니다. 아니

Psalm 99

찬양 -------------------------------- “온 세상 위하여” ------------------------- 세광 찬양대

세상 사람들, 특히 말로 사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직한 자기 신념보다는 남들이 많이
들어줄 말을 합니다. 대놓고 거짓말은 안해도 “조금씩” 과장합니다. 그 “조금씩”으로 인해 남이
많이 듣기도 하고, 자기도 조금 잘보이기도 하지만 그 “조금씩”으로 인한 폐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든 안듣든 있는 그대로, 자기 소원대로 말하십니다. 그 소원은 듣고
보고 돌이켜 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하십니다. “말 못할” 존재들이라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십니다.
자기를 희생해 우리를 살리는 소원을 이루십니다.
세상 풍문이야 듣든 말든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렸는데 순종치 않으면 듣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권위있는 명령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듣지 못해 행하지 못한 사람보다 죄값이
큽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었다 할 일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함부로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Sekwang Choir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을 듣지 않은 죄값을 자기가

봉헌기도 ---------------------------------------------------------------------------- 인도자

치르십니다. 숲의 나무가 모두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예수께서도 그루터기만 남은

Anthem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눅 24:44-49 -------------------------------- 인도자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듣든 안듣든 소원대로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까지

Luke 24:44-49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이 듣고 싶어하지도 않고, 들을만한 상태도 아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게 우리 실력입니다. 은혜 받을까

Greetings & Announcements

겁납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일어날 일을 어렴풋이 알기에 두려워 적당히 숨으려 합니다.

설교 ------------------------------- “너희는 증인이라” --------------------- 장영호 선교사

십자가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자는 없습니다.

✱찬송 ---------------- 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다함께

살리신 음성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지만 듣고 순종해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Word of God

Sermon
Hymn

그런데 있는 그대로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들린 말씀은 우리를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안깁니다. 우리 짐작과 판단과 욕심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듣기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