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ed Church Introduction 

1. Church History  
 
Seed Church is a new church that began in 2020 in Queens, New York area. 
The community is consisted of Korean people who love Jesus and love to 
share about Jesus. I thank God for giving Seed Church the chance to 
introduce itself to CRC, which I fall in love with the more I know about it.  
 
In January 2020, several congregations and I began to gather at 5 PM to have 
a prayer meeting. Starting from March 2020, we began our children’s service 
at 9 AM and adult service at 11 AM. Early morning services have been 
continued since Lent 2020 every Tuesday through Saturday, and online 
small groups have been held every Tuesday and Friday. Every Tuesday, we 
read the Bible and share each other’s reflections from the given scripture. 
Every Friday, we have had small groups in various forms, such as inviting a 
pastor from a Christian Publication/Mission Organization called Scripture 
Union as a guest speaker to give a series on Reflection Coaching, having an 
overnight prayer meeting, joining a program called “CityLab” hosted by City 
to City, and hosting a book club. 
 
Name of the church was decided while praying and by collecting candidates 
of names. Personally, I was deeply touched by the Holy Spirit from Luke 
13:19 during my first year in college at a retreat, in which I have kept in my 
heart for a long time–I am glad God used this name for the church. All by 
God’s grace, we were able to collect and give our special offerings on Easter 
Sunday 2020 to New York House of Sharing, which serves Korean homeless; 
we were able to donate and sponsor three children from Kenya through an 
organization called Compassion every month starting the summer 2020; 
also, we were able to have two adults and one child get baptized on 
Thanksgiving Sunday 2020. 
 
Although we registered as a non-profit organization at the New York City 
Court, we were continuing to pray, but were not able to choose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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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omination to join. By God’s grace, we were introduced to CRC and 
attended KIM Seminar. I thank God for guiding and leading us for the 
entirety of past year. 

2. Church Vision 
 
God gave me the heart and the scripture to plant a church and God has 
allowed me to look at amazing work he has been doing in New York City. 
 
I believe our church was called to be part of amazing story of God’s 
kingdom 
so that love and justice can flow like a river,  
so that a church with full of light and hope can rise, 
and so that the fragrance and remnant of Jesus can fill the city. 

1. Our Core Values 
1. Love 
2. Generosity 
3. Creativity 

2. Our Hearts 
1. Love Your God 
2. Love Your Neighbor 
3. The Call to Mercy 
4. Generous Justice 
5. Cultivate Faith in Family 
6. Hope for New York 

3. Church Status 

1. Congregation: five families with five children, and other five young 
adults/adults including m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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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cation: my current home 
As soon as the church was planted, finding a place became difficult due 
to COVID-19 and we are praying to look for a place to worship. 

3. Ministry: these are ministry work that we have done for the past year and 
plan to do 

1. “Love Your God” – Adult Sunday worship services, morning services, 
weekday small group Meetings & prayer meetings 

2. “Love Your Neighbor” –Scholarship during COVID-19, Book Club, 
“Ahnabada” (an event to save, share, switch, and reuse personal 
belongings to/for each other) 

3. “The Call to Mercy” – Easter Sunday special offerings, Christmas 
goodie bags for the homeless 

4. “Generous Justice” – Community ministry through an organization 
called Simplicity Mission  

5. “Cultivate Faith in Family” – Children’s Sunday worship services, VBS, 
Family Fall Festival 

6. “Hope for New York” – Creating praise songs/praising culture, 
becoming a church planter 

4. YouTube channel: https://www.youtube.com/channel/UCk-

trA2ryeiHdOqm5FOYGw 

5. We pray that one seed would sprout, grow to a tree, fruit, and become a 
deep forest of Jesus Christ together with CRC and our church in the story 
of God’s kingdom. 

 

4. Photos  
  
  Sunday  
  Worshi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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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ongregation and 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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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Volunteer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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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씨교회 소개 

1. 교회 역사 
 
겨자씨 교회(Seed Church)는 2020년 뉴욕 퀸즈 지역에서 시작한 새로운 교회입니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을 나누는, 주로 한국 사람들로 이
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알아갈 수록 너무나 좋은 CRC 교단에 이렇게 겨자씨교회를 소
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마지막 주부터 오후 5시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
했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는 오전 9시에 어린이 예배를, 오전 11시에 어른 예배를 드
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예배는 사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고, 주중에 화요일과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
니다. 화요일은 성경 읽기 모임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
지고 있고, 금요일은 조금 더 다양하게, 성서유니온 미주 담당자 목사님을 모시고 ‘묵
상코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철야 기도, City to City에서 주
관하는 CityLab 참여, Book Club등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성도님들하고 기도하면서 후보를 받고 투표를 통해 지었습니다. 저 개인
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갔던 수련회에서 누가복음 13:19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
았기에, 평생을 품어 온 말씀 구절이었는데, 교회 이름으로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부활 주일에 특별 헌금을 모아서 뉴욕에서 한인 노숙자 분
들을 섬기시는 ‘뉴욕 나눔의 집’에 드렸고,  여름부터 Compassion 단체를 통해 세 명
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 감사 주일에는 어른 2명, 아이 1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뉴욕 법원에는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을 했지만, 아직 교회의 교단을 정
하지 못해서 기도하며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CRC를 소개 받아서 KIM 세미
나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교회 비전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과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뉴욕에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고, 
빛과 소망인 교회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이 도시를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1. 핵심 가치 Our Values  
1. 사랑 Love 
2. 관대함 Generosity 
3. 창조성 Creativity 

2. 마음을 쏟을 곳 Our Hearts 

1. 예수님의 제자 (Love Your God) 
2. 사랑 공동체 (Love Your Neighbor) 
3. 가난한 자 부하게 (The Call to Mercy)  
4. 정의가 흐르게 (Generous Justice)  
5. 믿음의 가정 (Cultivate Faith in Family) 
6. 소망 있는 도시 (Hope for New York) 

3. 교회 현황  

1. 성도: 저의 가정을 포함해서 5 가정과 아이 5명, 5명 안팎의 청년 및 어른이 모이
고 있습니다.   

2. 장소: 현재 저의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개척 하자마자 Covid19 때문에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고, 기도하며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3.  사역: 한 해동안 했던 사역과, 계획하는 사역입니다.  
1. 예수님의 제자 - 주일 어른 예배, 새벽 예배, 주중 성경 및 기도 모임 
2. 사랑 공동체 - 코로나 장학금, Book Club,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
쓰고 다시쓰기) 

3. 가난한 자 부하게 - 부활절 특별 헌금, 성탄절 노숙자 구디백 사역 
4. 정의가 흐르게 - Simplicity Mission을 통한 community ministry  
5. 믿음의 가정 - 주일 어린이 예배, VBS, Family Fall Festival.  
6. 소망 있는 도시 - 찬양 및 문화 만들기, 개척하는 교회 되기 

4.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k-t-
rA2ryeiHdOqm5FOYGw 

5. 한 알의 씨앗이 움이 트고,  
순이 나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숲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CRC와 더불어 우리 교회도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4. 사진들  

 주일 예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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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 및 VBS 



구제 사역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