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 샬롬! Happy New Year!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진실히 예배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들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보고 기뻐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과 개인위생 등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교회 입구에서 손 세정 후 체온 측정, 출석부 기입을 하신 후 예배당에 입장하십시오. 

- 자리에 앉으시기 전 나눠드린 항균 물수건으로 자기 자리를 소독 후 앉으십시오. 

- 예배를 마친 후 앉았던 자리를 다시 한 번 닦아 주십시오. 

- 자원하시는 분들은 출입문, 안내 테이블, 화장실, 강대상 등 공동 사용 구역을 소독해 

주십시오. 

- 큰 소리로 찬양,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 등을 삼가셔서 서로를 배려합시다. 

- 그러나 넉넉한 마음과 빛나는 눈빛으로 서로에게 문안합시다. 

 

• 2021 년 달력을 받아가십시오. 

 

• 매일성경 2021 년 1/2 월호가 나왔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다음 주 출석:  
 다음 주 대표기도: 권혜순 집사 (시 29) 
 이번 주 친교:  
 다음 주 친교:  
 

 
 
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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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주일 예배 

English Service 

새벽기도 (월-토) 

1:30 pm, 본당/YouTube 

12pm, Zoom 

6am, YouTube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10am, Zoom 

10am, Zoom 

12pm, Zoom 

•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 / 939 020 5125 (EM/Youth. PW: Sk) 

성경공부 및 모임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Zoom 

 역사서와 선지서 수 8pm, Zoom 

  Meeting ID: 914 874 3606 (Pw: 914)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21년 표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I will fulfill my gracious promise) 

 주일 예배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 인도자 
In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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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 33장(통12) “영광스런 주를 보라” ---------------------- 다함께 
Hymn Look, Ye Saints, the Sight is Glorious 

대표기도 ------------------------------ 시 147:12-20 ---------------------------- 기세학 집사 
Praye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시편 122 ----------------------------------- 인도자 
Word of God Psalms 122 

설교 ------------------------------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찬송 ------------------ 550장(통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함께 
Hymn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Gla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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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Lord, I Offer My Life to You”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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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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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 of God ---------------------- Hebrews 4:14-16 ------------------------------ Leader 

Sermon ----------------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 Pastor Kim 

Reflection / Prayer -----------------------------------------------------------------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29:10b) 

I will come to you and fulfill my gracious promise to bring you back to this place (Jer 29:10b) 

송구영신 예배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예레미야 29:4-14 

바벨론으로 쫓겨간 포로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비록 범죄하여 적국에 끌려갔지만 

그들을 향해 계획이 있으십니다. 곧 돌아갈 수 있다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밝은 미래와 참된 소망을 

주시려 지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미래, 우리 마음에 맞는 소망을 

꿈꾸며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쫓겨간 곳에서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하면 찾으리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전과 제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모이기 어려워진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기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소원대로 일찍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알거나 앞당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해야 할 일도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우선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열심히 살지 못할 핑계가 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장래를 위해 준비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증거합시다. 

살고 있는 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적국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책임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긍휼하신 분임을 알기에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헛된 말싸움의 편을 들지 않으며 소망의 사람들로 사회의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 하십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신비한 척 하는 점쟁이들의 말, 

간절한 소망이 만들어낸 헛된 꿈을 믿지 말고 “선한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 

욕심이니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전하고, 받아 준행하는 백성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되는 한 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목자를 따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욱 기도하고 성실히 살아가며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게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