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낮 예배 

2016년12월18일                                                           인도: 유기천목사 

오전11:30 

 

* 경배와찬양 —————————————————————————————–———————————  다 같 이 

* 예배로부름 —————————————————————————————————————————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 찬            송  —————–——–44(지난 이레 동안에)———–———–———   다 같 이  

   기           도  ———————————————–——————————————–————   이영림전도사   

   성 경 봉 독 ——–—————–—   사9:1-7/시2:1-9 —————————  이윤정권사 

   찬         양 ——————————————————————————————————————  시온성가대 

   설          교———————   임마누엘-여호와의 열심 ——–————   김성은목사 

   찬           송  —— ————–120 (오 베들레헴 작은골)—–————–—-  다 같 이 

   헌           금 ————————————————–—————————————————————— —   다 같 이 

   헌 금 기 도 —————————————————————————————————————————  인 도 자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 파 송 찬 송 —————–——   122(참 반가운 성도여)  ———–—————   다 같 이

* 축         도 —————————————————————————————————–———    김성은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찬양: 오 베들레헴 작은 골 /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저 들 밖에 한밤중에 / 천사들의 노래가 (한 해의 마무리와 성탄.신년위해)   

 

금요저녁예배 

(저녁8:20) 

준비찬양 ————————————————————————————————————————————    다 같 이 

기      도 ——————————————————————————————————————  김종완 안수집사 

말      씀 ———————————————————————————————————————— —   김성은 목사 

새벽예배 

(월-금 새벽6시) 

성경강해 ————————————————————————————————————————————   인 도 자 

말      씀 —————————————————————————————————————————     김성은 목사 

 

 

 

 

 

 

생명의 샘 

임마누엘—  여호와의 열심                                                         김성은 목사 

이사야9:1-7 / 시2:1-7                                                 

 

임마누엘이란 성탄의 계절에 흔히 듣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역사

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임마누엘, 기묘

한 모사,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이란 칭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

습니다 (이사야9:6).  

 

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관련된 호칭입니다. 어떤 열심인고 하니 무

너진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원래 히스기

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상숭배에 열을 올

린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나 오히려 성전에 우

상제단을 세우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

습니다 (왕하16:2-3). 이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란 왕을 다시 주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9장).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기름부음을 받고 대관식을 하게 될 때 제왕시 (시편2

편)를 읊어 그의 즉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만군의 여

호와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기도해 주

었습니다. 아하스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져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와 “임마누엘, 

기묘한 모사,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예언

했습니다. 왜 이런 호칭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즉, 성전을 굳건하

게 세우고 백성을 그 신앙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

시고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품고, 기묘한 모사, 영존하는 아버지, 전능

한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라를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시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18:20).  

 

이 성탄의 계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혹 신앙생

활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

까? 이 계절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필

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추게 됩니다. 붙

들렸던 자들이 놓임 받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와 가정과 그리스도인은 

차례로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많으나 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는 적은 현실입니다.  

  

 

 

 

 

 

 

 

 

 

 

 

 

 

 

중보기도 

   1. 교회를 위한 기도 

 ①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제자가 양성되는 교회 되도록 

②은혜와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교회 되도록 

③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회 되도록 

④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2. 교우들을 위한 기도  

①건강: 전후숙 은퇴권사님의 영육의 강건함 위해 

②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의 영혼 구원 위해 

③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학업, 진로, 배우자를 위하여  

3. 선교를 위한 기도  

①윤도근(박향림)선교사: 영육의 강건, 볼리비아 어린이 구제사역 위해 

②김인선(신유선)선교사: 지역교회의 안정과 부흥 위해. 천사 어린이찬양  

   사역위해 

③이동홍(김연희)선교사: 맛사야 전도대회의 열매와 지교회 위해  

4. 우리 나라와 민족, 미국과 세계를 위한 기도  

①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교회의 개혁 위해 

②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위하여 

③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저출산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④뉴욕 교계의 지도자들과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⑤미국이 세계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소식        

  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② 12월중 교회 행사: 성탄축하발표회 (12월24일 저녁8:30-10), 성탄 

       예배 (12월 25일 주일),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9-10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③ 신년예배 1월1일 주일오전 본당에서 드립니다.  

   ④ 송구영신연합예배:12월31일 예배 (저녁 9-10시)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분병위원 (백성수.김종대장로)     

 ⑤ 교회공사: 다음주 중 본당에 프로젝트 (1개), 비디오 카메라 (2대) 

     가 주중에 설치됩니다.  . 

  ⑥ 시온아카데미오픈: 월-토요일까지 시온아가데미가 오픈했습니다.   

    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선교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 

    록 기도해 주세요. 

⑦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한국어를 영어와 중국어로 통역할 통역사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⑧ 12월 생신을 맞이하신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혜경 (2일) 전후숙 (5일) 

교회소식 및 중보기도 

예배 비전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식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과 친

밀한 관계를 갖게 맺고, 그 열매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또한 예

배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자신, 이웃,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열방

이 함께 모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는 비전을 꿈꾼다.   



 N e w   Y o r k   S h i o n   S e o n g  C h u r c h 

  12월18일 (대림절3) 12월25일 (대림절4) 

인      도 유기천 목사 김성은 목사 

대표기도 이영림 전도사 조현준 안수집사 

성경봉독 이윤정 권사 이영림 전도사 

헌금위원 이혜경.장문정 이윤정.장문정 

친교담당 시온 공동체 기쁨 공동체 

정리담당 기쁨 공동체 시온 공동체 

WORSHIP & MINISTRY 예배와 사역 

*EM Ministry 

Firm Foundation Class: 목요일저녁 7시 본당 

Praise & Worship team: 토요일저녁7-9시 본당 

Main service on Sunday: 주일 오후4-7 본당 / 1층교육관 

* 통역사 모집 (한국어를 영어와 중국어로 통역할 분을 모십니다 (문의전 

   화:732-947-2028)  

* 금요저녁 Hill Song 찬양집회: 지역사회 교회로 다가서기 위해 Hill Song  

   United 찬양을 새해에 준비해서 시작하려 합니다. 그 동안 모든 장비들이   

   다 구비되었습니다. 기타, 드럼, 보컬, 사운드 담당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구영신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12월31일 9-10시에 송구영신예배로  

   드립니다. 

* 저희 교회는 새찬송가와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Joyful Praise 찬양팀 연습 

주일오후2-2:30 (본당) 모임을 갖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경공부: 담당 유기천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30분 

장소: 2층 본당 

* 성탄축하예배: 12월 24일 (토) 오후 8:30-9:30 

* 송구영신연합예배: 12월 31일 (토) 저녁 9-10  

* 신년감사예배: 1월 1일 (주일) 오전11:30  

* 시온아카데미: 월-토 시온 아카데미가 오픈했습니다 (K-12) 

* Free SAT Tutoring Class: Monday 3-6PM (Fellowship H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