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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인도: 정호영 목사               Worship Leader: Rev. Joshua Jong
 찬양 Praising

최 영 조  전 도 사  
Assist. Pastor Young Jo Choi

*예배사 Call to Worship 인 도 자L e a d e r

*개회찬송 Opening Hymn 새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Come, Thou Almighty King

다 같 이T o g e t h e r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 이T o g e t h e r

*송영 Doxology 
새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다 같 이T o g e t h e r

 기도 Prayer 최 영 조  전 도 사  
Assist. Pastor Young Jo Choi

 성경봉독 Reading the Bible
갈라디아서 2:20-21
Apostles' Creed

임 현 정  사 모Mrs. Hyun Jung Lim

 설교 Message
별세의 삶

Extraordinary Life of Byeol Sae
구미리암 목사  
R e v .  M i r i a m  K o o

 찬송과 봉헌 Hymn & Offering 46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Are Ye Able

다 같 이T o g e t h e r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L e a d e r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L e a d e r

*폐회찬송 Sending Hymn 새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The Lord be with us as each day

다 같 이T o g e t h e r

*축도 Benediction 구미리암 목사  
R e v .  M i r i a m  K o o

*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Please stand if able on this mark *
†헌금은 미리 준비하셔서 봉헌위원에게 맡겨주세요.

†In advance, please prepare the offering 
and give to a person for the dedication.

4월 안내/봉헌  Guider/Offering 기도 Prayer 성경봉독자 Lector
이번 주일 This Sunday

윤연순
YeonSoon Yun

최영조
Young Jo Choi

임현정
Hyun Jung Lim

다음 주일Next Sunday
임현정

Hyun Jung Lim
정호영

Joshua Jong
인수진

Rebeca In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순서
Fifth Sunday of the Lent

[지난주 설교요약] 화목하게 하라(고린도후서 5:16~21)

모든 믿는자들이 평안하고  화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부부가 함께 오래 사는 것은 
좋고, 복된 일이지만 싸우면서 오래 산다면 흉한 일입니다. 싸워도 서로 배려하면서 지
혜롭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이 깨지고 평안을 헤치면서 싸우는 가정에 대해 잠언
은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잠21:9;25:24).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싸울 
대상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비오는 날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 손에 잡히지 않
는 바람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잠27:15-16). 이들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아무리 크고 호화
롭게 살아도 분란이 있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은 지옥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
니라.” (잠17:1)

주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사
랑과 의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인간들을 부르셨지만 인간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대속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눈감고 입을 막고 귀를 가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스럽게 외치는 외아들의 신음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다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인간 세상 어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
롭게 다툼을 승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화목의 희생을 감수하
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
십니다(고후5:19).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합
니다. 상대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항상 온순하고 긍정적이면 화목이 됩니다. 서로를 인
정해줍시다. 스스로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맞춥시다. 화목을 이루
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과, 삶과 죽으심 같이 놀라운 방법
으로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갈 2:20-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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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Welcom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1. 찬양과 감사
- 목회적 돌봄 선교교회를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

광을 돌립니다.
- 2019년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예배
-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기도로 준비하시

기 바랍니다.
- 말씀과 기도, 돌봄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 금요기찬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매월 첫째 금요일에는 치유기도회입니다.
-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모임이 6시 30분에서 7시(주일 빼고 매일) 있습니다. 참석

은 Zoom Cloud Meeting App에서 ID.  751-687-8294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3. 친교
- 예배 후 함께 식탁을 나누며 친교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를 위해 수고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 전도와 선교
- 다양한 사정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 못하는 분과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을  위

해 기도하고.,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근영 목사께서 자녀양육세미나 등 가정 사역을 위해 출국중이십니다. 여정과 

세미나 그리고 일어날 주님의 역사를 위해 중보기를 부탁드립니다.

5. 교육
- 주일 오후12시 20분에서 50분까지 30분간 친교실에서 신약통독을 합니다.
- 매주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 제일장로교회에서 오는 토요일 오후 2시30분에 어린이들을 위한 Easter 

Egg Hunt 행사가 있습니다.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6. 나눔
- 출타 중이신 서성주 집사님과 송해자 성도님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

립니다.
- 한국에 영어교육을 위해 떠난 이수진 성도를 위해 기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31 헌금합계 $184.00

설교 시리즈

4/ 7 별세의 삶 갈 2:20-21 구미리암목사

4/ 14 예루살렘을 향하여 눅 19:28-40 인 성 재 목 사

4/ 21 부활절연합예배 

4/ 28 The Greatness of God Luke 9:37-45 정 호 영 목 사

Since June 25, 2017 Today is April 7, 2019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ARISE, SHINE!” Isaiah 60:1

목회적돌봄선교교회
PASTORAL CARE MISSION COMMUNITY CHURCH

2019년 교회표어 “날마다 새롭게” (고후5:17)

At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New Hyde Park
16 South 9th Street, New Hyde Park, NY 11040

(Sunday Worship at Main Sanctuary)
mokdolsun@gmail.com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구미리암 
동역목사 인성재 임근영 정호영
찬양전도사 최영조
반주자   인혜진

People who serve
Senior Pastor        Rev. Koo, Miriam (D. Min) 
Associate Pastors  Rev. In, Sung Jea (M.Th/Min)

Rev. Jong, Joshua (D. Min)
Rev. Lim, Keun Young (D. Min)

Assistant Pastor of Music  Mr. Choi, Young Jo
Pianist                         Ms. In, Hye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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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Community Conc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