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낮 예배 

2020년2월9일                        신년부흥성회3                   사회: 김성은목사 

오전10:45 

* 경배와찬양 ——————–————————————–——다 같 이 

* 예배의부름 —————————————————————다 같 이 

* 입   례   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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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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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김종완장로 

   성 경 봉 독  ——–———   막4:35-41 Mark  —————— 이현경사모       

   설           교   —–—–—— 어찌 믿음이 없느냐! ————— 조기봉목사 

   헌 금 기 도 —–——————————–—–—–——–—— 이윤정권사 

   찬           송 —————— 540장(주의 음성을) —–———–—  다 같 이 

   광            고 ——————–—————–————————–  사 회 자 

   친 교 기 도 —–———————————–——–————— 사 회 자  

* 파 송  찬 송  ——— 352장(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   다 같 이 

* 축           도  —————–—————————————   조기봉목사 

(* 표는 일어서) 

                금주의 찬양: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 우리 오늘 눈물로 

                  갈보리 산 위에 (후렴부터) (예배와 교회부흥을 위해)     

             

2020년2월9일 (1:30PM)                   사회: 김호열장로 

   기          원  ————————–——–—————————— 인 도 자  

   찬          송 ——––— 218장(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다 같 이 

   기         도 —————–—–——–—————–————    김종대장로  

   성 경 봉독 —————— 고전4:1-2 1 Cor. ——————  이혜경권사  

   특        송 ————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  회원일동 

   설          교 –——————  충성된 일꾼 —–——————  임선순목사 

   헌 금 기도 ————————————–—–—–——–——이윤정권사    

   찬         송 ——––—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  다 같 이 

   광        고 ————————————————————— 인 도 자  

   축        도 —————–——————————————  임선순목사  

 

생명의 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년부흥성회)                        김성은 목사 

마가복음10:46-52 Mark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심 혹은 계획과 소망을 가지

고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미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

상으로 새해의 결심과 계획에 대한 소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결심이 이렇습니다.:1 다이어트(71%), 2 운동(65%), 2 살 

빼기(54%), 4 저축과 절약(32%), 5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개발(26%), 6 

금연(21%), 7 독서(17%), 8 새로운 직장 찾기 (16%), 9 금주(15%), 그리고 

10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기(13%).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심과 계획만으로 우리 앞에 닥칠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험한 대양과 같아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계획 그리고 결심만으로는 

도저히 물밀듯 밀려드는 문제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요 피난처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이 아침 구원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합

니다.  

 

첫째로 인생의 문제는 항상 밀려 오기 마련입니다 (막10:46). 성경에는 인생

의 문제들을 시기와 우연으로 표현합니다 (전9:11). 사람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은 시기,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우연이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

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우연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본문

의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우연으로 가장한 인생의 불가항력적 문제가 

찾아 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

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둘째로 문제를 만난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

어야 합니다 (막10:49). 시편의 내용 중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53개의 시편

이 탄식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

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 

줍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들의 문제를 하소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나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막10:52). 본문의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소리치자 

사람들은 죄인된 자가 감히 메시야를 부른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 그런 소경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오라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질병만이 아니

라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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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시온성교회 자체 성전을 구입할 수 있도록   

2. 교우들을 위한 기도  

①건강: 이혜경. 최담연 권사님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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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위해. 어린이찬양 사역위해  

③이동홍(김연희)선교사: 맛사야 전도대회의 열매와 지교회 위해  

④오봉석(신정화)선교사: 남아공 은혜로 교회 ‘그 날개 아래’ 사역위해  

⑤백성철(오길순)선교사: 코트디브아 ECOWAS 15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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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② 생일축하: 서진아(14), 김애영(21), 마이클 김(22), Harry (25),  
③ 신년부흥성회: 2020년 1월26일-2월9일 주일 (강사: 김성은.임선순.조기봉 
    목사) 26일 오전: 김성은 목사, 2월2일 주일: 임선순 목사, 9일 주일:  
    조기봉 목사 / 주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10:46-52) 
④ 남녀선교회 헌신예배: 2월9일 주일오후 (강사:임선순 목사).  다음주 오후 
    예배는 남녀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⑤ 직분자 리더십교육: 일시:2월16일 주일 오후예배. 청지기십을 통한 리더십 
    교육에 모두 참석해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⑥ 세례입교자교육: 2월23일 주일—수난주일(4월5일 주일). 유아세례를 받고 
    13세 이상이 된 자녀들은 입교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⑦ 재의 수요일 아침 기도회: 일시2:26일 수요일 아침5:30분 / 장소: 본당. 
⑧ 총동원전도주일: (일시) 4월12일 부활주일 (주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요21:12) 
⑨ 단기전도학교 개강: 3월22일 주일 / 29일 주일 오후예배. 강사: 담임목사 
    전도학교에 모두 등록하시고 전도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마음속에 풍성히  
    채워 넣으시길 축원드립니다 
⑩ 사순절기념예배: (일시) 3월1일 주일오후, 준비위원: 남녀선교회회장 
⑪ 삼일절기념예배: (일시) 3월1일 주일오전,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⑫ Daylight Saving Time: (일시) 3월 8일 주일 
    

교회소식 및 중보기도 

헌금 기도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다시 한
번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풍파가운데 우리
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에 대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흠향하여 주
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즐겨 드
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
혜를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 e w   Y o r k   S h i o n   S e o n g  C h u r c h 
  2월9일(신년부흥성회3) 2월16일 (직분자리더십교육) 

사      회 김성은 목사 김성은 목사 

대표기도 김종완 장로 김호열 장로 

성경봉독 이현경 사모 이윤정 권사 

헌금기도 이윤정 권사 이혜경 권사 

헌금위원 이윤정 권사 이혜경 권사 

친교담당 소망 공동체(2조) 사랑 공동체(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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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coming Other Events  

* 직분자 리더십교육: 2020년 2월16일 (주일) 오후예배   

* 남녀선교회헌신예배: 2020년 2월 9일 (주일) 오후예배  

* 총동원전도주일: 2020년 4월12일 주일오전  

.  

                                 

월중 교회행사 안내  

 

* 신년부흥성회 3: 2월9일 주일오전 (강사: 조기봉 목사) 

* 남녀선교회 헌신예배: 2월9일 주일오후 (강사: 임선순 목사) 

* 세례입교자교육: 2월 23일 주일—수난주일(4월5일 주일) 

* 재의 수요일아침기도회: 2월 26일 수요일 아침5:30 

* 총동원전도주일: 4월12주일 (부활주일) 

* 단기전도학교 개강: 3월22일 / 29일 주일오후 (강사: 담임목사) 

* 삼일절기념예배: 3월 1일 주일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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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뉴욕시온성교회 
2020 복 있는 사람 
뉴 욕 시 온 성 교 회  

교회표어  

이어주는 교회 (Bridge Church) 

제38권 2월9일 

신년부흥성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