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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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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917-410-1157

website |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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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개

섬기는분들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함을 최우선으로 아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교회의 존재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속도(speed) 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direction) 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진정 큰 교회입니다. 

(형제 교회들의 영적네트워크를 통해 뉴욕을 변화시키는 교회)

담임목사 | 문신언 

전도팀 | 이재임 권사  김선아 성도

예배팀 | 최재훈 집사  황현숙 집사 

선교팀 | 황일환 집사  이유리 성도 

찬양팀 | 백다니엘 성도

총무팀 | 엄영민 집사  강상수 성도

교회 VISION

주일예배 | 10:30AM

헌금위원대표기도Date

09/15 최재훈 집사 백다니엘  박찬양
장소희  고정선이재임 권사09/22

목회 철학

*

*

*모두 일어서서

*



1. 뉴욕십자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2. 기존 성도님들을 위한 “기초교리 교육” 안내 (3주 과정): 

    다음주 부터 친교 후,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옥한흠 목사님 책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1)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9/15)

    2)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22)

    3)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9/29)

3. “The Bible” (주일 성경공부) 안내:

    10월 첫주부터 친교후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 “성경인물 시리즈”

4. “아침 QT” 안내:

    매일 성경 1장을 읽고 나누는 영상을 유투브에 업로드 합니다. 

    아침 QT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부터 시작).

    *youtube에서 “뉴욕십자가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5. 헌금송 자원하길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6.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총무팀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엄영민 집사님:917-963-0933)

7. 오늘 친교는 최재훈/이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1. 서로를 축복하고, 매주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2. 주일예배와 주중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장소가 준비되게 하소서

제목: 첫 예배의 감격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약 한달의 기간 동안 주일마다 다른 교회를 예배 드리는  
생활이 제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교회, 익숙치 않은 예배 순서들... 
모든 것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처럼, 어색함 투성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전에 누렸던 은혜가 진정 “진실된” 의미에서 은혜였던가, 아니면 
그저 익숙함에서 오늘 편안함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왜 불편해 하고 있는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색해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체크해 보았습니다.

원인을 찾자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 교회” 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정한 교회 없이 이곳 저곳을 찾는 
상태에서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내 교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과정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내 입에서 편하게 나올 수 있는 “내 교회, 우리 교회”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 한달의 기간이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뉴욕십자가교회” 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가 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오늘 그동안 뉴욕에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새로운 
교회,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에서 한 번도 드려지지 않았던 첫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정할 교회 없이 방황하는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의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뉴욕십자가교회는 이제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니까요.

오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마음껏 감사합시다. 
마음껏 우리 교회, 뉴욕십자가교회를 사랑합시다. 같은 공동체에서 알게 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리고 첫 예배의 감격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 기다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 합니다.

주일헌금 | 고정선 고정숙 임예인 황일환 
십일조 | 최재훈 이지혜(3) 문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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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칼럼 광고

교회기도 제목

헌금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