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낮 예배 

2020년11월29일                                                           사회: 김진형목사 

오전10:00-11:00 

* 예배의부름 ————————————————————    다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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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           송 ——–—–— 105장(오랫동안 기다리던) –————  다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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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2:22-33 —–——–—–   이윤정권사     

   설          교  —–—–——— 위로를 기다리는 자 —–————  김성은목사       

   헌 금 기 도 —–——————————–—–—–——–—–   이해경권사 

   헌 금 찬 송  ————— 340장 (어지러운 세상중에) —————  다 같 이 

   광           고 ——————–—————–———————– 김호열장로    

   통 성 기 도   —–— 대림주일과 임마누엘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 다 같 이 

   파 송 찬 송 —–———– 505장(온 세상 위하여) —————–— 다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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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는 일어서) 

                          금주의 찬양: 하나님 어린양 / 주님 곁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예배와 교회부흥을 위해)     

             
2020년9월13일 (1:30PM)                    사회: 김진형목사            
                                             오후찬양           
                                        
                                        (당분간 오후예배는 쉽니다)      

   찬        송 ——–——————————–———————— 다 같 이    

   기       도 —————–—–——–—————————— 김호열장로  

   성경 봉 독 ————–—–—–—————–—–—–————— 인 도 자 

   말       씀 ——–——————————–—————–— 김진형목사    

   찬          송  —————–———————————————  다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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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도 —————–—————————————— 김진형목사 

생명의 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김성은 목사 

누가복음2: 22-33 

 

독일 나치 수용소의 처참한 곳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관찰하면서 기록으로 남긴 프랭클린 박사는 

그의 저서 “의미을 찾는 인간의 탐색”(Man’s Search For Meaning)에서 말하기를 “마음으로 포기한 사

람은 몸도 쇠약해지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이란 한마디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로마의 침략등으로 2천년 동안이나 나라 없

이 디아스포라로 사방에 흩어져 사는 비참한 역사를 가졌지만 그 속에서 언제나 선민으로서 특권의

식을 누렸고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가지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

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루 하루의 삶을 살아 나온 사람들만이 그 

영광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끈질기게 기

다리는 것이 그의 신앙이요 초대 교회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신앙도 그의 서신에 의하면 앞에 있는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약속이 너무 

완전하고 분명하여 황홀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자연적으로 소화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요한의 신앙도 언약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초점은 미래 지향적이요, 약속에 근거한 종말론적인 것으로, 예수의 재림사상에 그 뿌리

를 두고 있습니다. 그 보증은 십자가요, 주관적인 확증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날 그 기다림의 동기를 세상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이데올로기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림의 동기를 자기 자신을 성취하는 것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 자신

의 꿈과 환상을 근거로해서 막연하게나마 앞을 내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환상은 항상 이루어지지 못할 때 실망감을 안겨주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것은 자기 경건과 자기 성장에 기다림의 동기를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산으로 끝나게 됐

을 때 아쉬움과 미련이 남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런 막

연한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약에 근거한 동적인 기다림이었고 의롭고 경건한 기다

림이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성취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은 가지고 있으나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통한 그들의 정치적 꿈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90%가 이런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꿈꾸고 있으며 오늘날도 이 사실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주 드물게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메시야 세대에 대한 정치적인 꿈이 전혀 없고 구체적이며 인격적인 

메시야 그 한분만을 기다리며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야를 ㅂ리라”는 계시를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

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의하면 시므온이 메시야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어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야다’라

는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므온이 얼

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기를 안고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것만으로 감격했고 충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생전에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절기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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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정.이혜경 권사님위해 

②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의 영혼 구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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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교를 위한 기도  

①이동홍(김연희)선교사: 맛사야 전도대회의 열매와 지교회 위해  

②김인선(신유선)선교사: 지역교회의 안정위해. 어린이찬양 사역위해  

③윤도근(박향림)선교사: 영육의 강건, 볼리비아 어린이 구제사역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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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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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생신을 맞이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③ 대면예배: 12월6일과 20일 주일은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④ 1010기도: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저녁 10시에 온 식구가 함께 모여 
    10분 동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대림주일을 위해서 / 년말 
    연시를 맞이하는 성도들, 가정, 교회가 복을 받고, 조국의 신앙적 부흥과  
    이 땅 위에 참된 주의 일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⑤ 대림절 기념예배: 12월 6일 주일은 대림주일(강림절)로 지킵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온 누리에 기쁨과 복된 소식이 함께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대림절 말씀은 김진형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⑥ 성탄절 예배: 12월 25일(금) 오전10시에 각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⑦ 성탄주일: 12월20일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송구영신예배: 12월31일 저녁 10시에는 각가정에서 송구영신예배로 모이 
    겠습니다.  
⑨ 임시노회: 12월3일 목요일 저녁8시 뉴욕신일교회에서 임시노회로 모입 
    니다. 노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12월예배: 12월6일 (대림절예배) 12월 20일 (성탄주일예배)로 교회에서 대 
    면예배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영상예배(ZOOM)로 드리겠습니다.  
⑪ 펜데믹 가운데서 안전한 삶의 터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및 중보기도 

헌금 기도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맞이
하는 이 시간 언약에 근거한 소망을 붙들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예물
을 드릴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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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9일 11월29일 

사      회 김진형 목사 김성은 목사 

대표기도 김종완 장로 김호열 장로 

성경봉독 이윤정 권사 이혜경 권사 

헌금기도 이혜경 권사 이윤정 권사 

헌금위원 이혜경 권사 이윤정 권사 

친교담당 사랑 공동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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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coming Other Events  

* 추수감사주일: 2020년 11월15일   

* 제직회: 2020년 11월 15일 주일  

* 성탄주일예배: 2020년 12월20일 주일  

.  

                                 

월중 교회행사 안내  

 

* 추수감사주일 : 11월15일 주일   

* 성탄주일: 12월 20일 주일 

* 제직회: 11월15일 주일  

* 대림절 기념주일: 12월 6일 주일  

* 신년감사예배: 1월 3일 주일 

*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 온라인예배(ZOOM) 

* 대면예배: 11월 15일/12월6일/12월20일 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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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