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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개 ABOUT US
우리교회는⋯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소속 교회로서
개혁주의 보수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2.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3. 2020 교회표어: 예배를 우선으로 아는 교회 (요 4:23-24)

교회 비전

CHURCH VISION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함을 최우선으로 아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목회 철학

담임목사 | 문신언 moontcpc@gmail.com
(917.603.6086)

예배/총무팀 | 엄영민 집사 (917.963.0933)
worship/administration

찬양팀 | 정토니 집사 (917.586.9693)
praise

미디어 | 김기훈 전도사 (917.332.7939)

pastor (media)

교육부 | educational dept.
중고등부: 우영제 간사 (510.499.9624)
youth

아동부: 이세진 간사 (360.584.0035)
children

전도/친교팀 | 이재임 권사 (347.256.2821)
evangelism/fellowship

선교팀 | 황일환 집사 (917.957.6976)
mission

새가족팀 | 정소연 집사 (917.586.9693)
welcome

다함께

* 고백기도

다함께

confessional prayer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함께

apostle creed

* 찬송가
헌금

다함께

offering
intercessional prayer

대표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announcement

설교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스바냐 3:17

message

미디어팀 | 임찬미 집사 (347.806.7881)
media

presider: Rev. Shineon Moon

마지막 날에
호산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임재

praise

hymn

섬기는분들 SERVANTS
senior pastor

찬양

PASTORAL MIND

교회의 존재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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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문신언 목사

주일예배 | 12:30PM (온라인 동시예배)

문신언 목사
Rev. Shineon Moon

축도

문신언 목사

benediction

* 가능한 분은 일어서서
address |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email | crosschurchofny@gmail.com
phone | 917.410.1157
website | thecrosschurch.org
교회헌금 pay to the order:
“The Cross Presbyterian Church”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배위원 WORSHIP HELPER
Date

기도

prayer

인도자

헌금

offering

각 가정

친교 fellowship

온라인 성경공부

ONLINE BIBLE STUDY

이번주 (9/2) 성경인물시리즈 5 -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삭

1. 롯의 선택
- 눈을 들어 ( 소돔과 고모라 ) 땅을 선택함 (Gen. 13:10)

2.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 소돔성의 타락: ( 동성애 )의 유행 (Gen. 19:5)
-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Gen. 18:17, 20-33)
- 하나님의 심판: 물이 아닌, 불과 유황 - 물이 아닌, 불로써 심판하신 하나님 (Gen.
19:24)
: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 공의 )의 하나님 / 용서의 하나님 이전에 ( 심판 )의 하나님
☞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과 용서야 말로 하나님의 값비싼 ( 은혜 )이다.
그 용서와 사랑의 절정이 바로 ( 십자가 )이다.

3. 영적 영향력이 없었던 롯
- 의인 10명도 없었음: 롯이 아무런 ( 영향력 )을 그 곳에서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
-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사위들에게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음
1) 롯, 본인의 미련 -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는 것을 주저함 (Gen. 19:16)
2) 롯의 아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본 결과 ( 소금기둥 ) 이 됨
(Gen. 19:26)
3) 사위들: 롯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김 (Gen. 19:14)
4) 두 딸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자녀들을 낳음 - ( 모압 )과 ( 암몬 )
족속의 조상 (Gen. 19:32)
1)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세속적이고 죄악 된 삶의 ( 습관 )을 그대로 따라함
2) 두 딸에게 바른 ( 신앙교육 )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
3) 롯의 영적인 ( 어두움 )을 의미 (Gen. 19:33, 35)

4. 이삭 - 끊임없는 방랑생활의 연속
- 정착하려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장소를 옮김 (창 26:22)
(질문 - 왜 믿음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어려움만 있는가?)
: 우리의 ( 착각 ) -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응답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 개인비) 처럼 생각
하나님을 ( 수단 or 도)로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 교제 )하는 것이 아님
- 이삭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Gen. 26:24)
예) 다윗의 고백 – Ps. 23:4 / 사망의 ( 음침한 골짜기 ) vs. 주의 ( 지팡이와 막대기 )

5.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
- 축복을 주는 데 성급했음
: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축복을 주려함 (Gen. 25:23)
: 축복 받을 아들과의 깊은 ( 교제 )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 차려진 ( 음식 )에
만족하여 축복하려 함
* 다음주 (9/9) 성경인물시리즈 6 - 야곱

광고

ANNOUNCEMENT

1. 예배장소와 시간 변경 안내:
예배시간: 매주일 오후 12:30
예배장소: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만나교회 예배당)
2. 자모실 예배안내:
자모실에 방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자모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침 QT 안내: “에스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4. 온라인성경공부 안내: 첫번째 주제 - “성경인물시리즈”
1)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업로드
2) 성경인물의 스토리를 통해 성경전체의 내용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주보에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5. 교회설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 안내 (교회설립일: 2019년 9월 8일)
따라서 9월 첫주 (9/6) 주일예배는 1주년 기념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6. 목자회의: 다음주 (9/6) 예배후, 친교실
7. 온라인 헌금안내 (자세한 문의: 예배/총무팀장)
1) 체크: 4703 Bell Blvd. 2FL, Bayside, NY 11361 (Note: 주일, 십일조, 선교, 감사, 건축 등)
(Pay to the order: The Cross Presbyterian Church)
2) Venmo: "The Cross Presbyterian Church" 로 검색
3) Chase QuickPay: email - crosschurchofny@gmail.com / phone - 917-410-1157

교회기도 제목 PRAYER REQUEST
1.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2. 삶의 묶임들이 풀리며, 질병이 치료되며, 마음이 치유되는 특별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3. 우리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4.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헌금자 명단 OFFERING LIST
주일헌금 | 강상수 문신언 한선영 문유빈 문찬빈 우영제 신찬양 배자경 임하영 민정현
윤순자 정토니 정소연 박예승 엄금자
십일조헌금 | 김용훈 이민욱 이하린 배자경 임하영 전은애 이재임 정토니 정소연 박용숙
엄금자 배에스더 박예승
감사헌금 | 문신언 한선영 배자경 임하영 윤승욱 윤수잔 박예승 이민욱 이하린 김용훈 강응길
이온유 이주안 윤순자 정토니 정소연 이재임 엄영민 김소연 엄금자 우영제 신찬양
박예승 문유빈 문찬빈
선교헌금 | 이민욱 이하린 이온유 이주안 윤순자 문신언
건축헌금 | 이민욱 이하린 정토니 정소연 한혜수 문신언 윤순자
구제헌금 |박예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