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8. 2018

2018년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4 부 예배 SERVICES

1, 2, 3 부 예배 SERVICES
인도: 1부 진세관 목사 (Rev. Saekwan Jin)
2부 박영관 목사 (Rev. YoungGwan Park)
3부 박형규 목사 (Rev. Hyungkyu Park)

1,2부:성도여 다함께 (29장)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3부: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with a graceful heart

입례찬송
Opening Hymn

다함께
Together

찬양
Praise

박형규 목사

설교
Sermon

Rev. Hyoungkyu Park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송
Hymn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축도
Benediction

다함께

공동기도
Prayer

찬양
Anthem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유아/유치부
3부 찬양대
유초등부&중고등부

1부: 대속하신 주께 감사 - J. A. Haultman
2부: 만물아 감사찬송 부르자 - Katherine K. Davis
3부: You are the Christ&나는 여호와로
Grace alone — Scott Wesley Brown, Jeff Nelson
환영 인사 및 광고
Welcome & Announcement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영광송 & 봉헌
Doxology & Offering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설교
Sermon

누가복음(Luke) 17:11-19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김정호 목사
Rev. Chongho Kim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결단 찬송
Hymn of Response

축도
Benediction
표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at the mark

교회소식

ANNOUNCEMENT

01. 예배안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입교 및 등록은 3주간의 새가족반을 마친 후 하실 수 있습니다.

02. 섬김의 사역자 학교—예수님의 사람 1
일시: 매 주일 1:45pm, 6주 과정(12/16까지) 장소: 교육관 3층
강사: 담임목사

신청 및 문의: 목회실(정원: 25명)

03. 추수감사절 Dinner & Worship
청소년, 영어권 청년과 한어권 청년이 연합하여 추수감사절 예배와 식사를 합니다. 자녀들이나 주
위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1/23(금) 7:00pm

장소: 비전센터

문의: 이용지 전도사

04. 새가족 환영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1/25(주일) 5:00pm

장소: 교육관 3층

05. 이웃/가족 초청주일
12월 2일(주일)은 이웃/가족 초청주일입니다.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나 전도 대상자
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초,중,고,청년), 특히
영어권 자녀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 주세요.

06. 성인영어예배
12/16(주일)부터 성인영어예배(1:00pm)를 시작합니다. 찬양팀이나 예배팀으로 예배를 함께 도울
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 Donnie Bae 전도사

07. 주일예배시간 변경 안내
12/16(주일)부터 주일예배시간이 변경됩니다.
1부-8:00am, 2부-9:30am, 3부-11:00am, 4부-1:00pm(성인영어예배), 5부-2:30pm
*교육부(주일학교,중고등부)-11:00am

08. 아름다운 손 사역 봉사자 모집
80세 이상 교인들을 위한 손 관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월 1회). 함께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네일 재료 도네이션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목회실

09. 글리슨 주차장 이용 안내
글리슨 주차장은 교회 주차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 주일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북쪽
(Northern Blvd쪽) 주차라인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10. 예배 제단 꽃 섬김
제단 꽃 장식으로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원하시는 날짜에 성함을 기입해 주시고 헌금
($50)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예배부)

11. 후러싱제일교회 교적 프로그램
“https://member.fumc.net”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합니다.

교회 사명과 비젼

MISSION / VISION

MISSION: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어예배 KOREAN SERVICES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VISION:

VISION 50 (50 파트너교회 개척)
VISION 500 (500 선교지 지원)
VISION 5000 (5000 새 생명 전도)

예배안내

SERVICE ANNOUNCEMENT

< 11월 설교 안내 > 주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다시 찾는다
11/04
11/11

사나 죽으나 주의 것(성도추모주일) 롬14:8-9,히11:39-40
다시 부르시는 주님(3부:박형규목사) 요한복음 21:1-17
베드로 편견을 바꾸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0:9-16

11/18

주님 감사합니다(추수감사주일)

누가복음 17:11-19

11/25

인정받은 교회

사도행전 11:19-26

< 주일예배 기도 담당 >
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모임안내 MEETINGS

3부 기도

4부 기도

11/25

조수길 권사 강명식 장로 전재희 권사

김 미 성도

12/2

이양님 권사 김찬동 권사 김숙경 권사

이현강 성도

12/9

이한종 권사 김정희 권사 이봉구 장로

최정민 집사

주일 SUNDAY
::1부
8 am
::2부
10 am
::3부
12 pm
::4부 (청년) 2 pm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0 am
::WED
8 pm
::FRI (YOUTH) 6 pm

VISION CTR
VISION CTR
VISION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
::수요일
8:30pm
본당

교육부 주일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2 pm
유아부(만3세미만) 12 pm
유치부(만3-4)
12 pm
유초등(K-5)
12 pm
Jubilee (213호)
12 pm
(장애우 사역)
청소년 YOUTH (VISION CTR)
중등부(6-8)
12 pm
고등부(9-12)
12 p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제일유아원
(MOM & ME)

9 am (Sat)
10 am (T-F)

섬김의 사역자 학교

< 수요예배 안내-신명기 >
날짜

말씀

특송

기도

11/21

신명기 강해 32

큐티 테베방

김성태 장로

11/28

신명기 강해 33

미정

미정

12/5

신명기 강해 34

여선교회

양민숙 권사

가나안 주차장
Roosevelt Ave. 선상
144가와 147가 사이
쉴드 주차장
38thAve.선상
ParsonsBlvd.와 147가 사이
글리슨 주차장
149 Pl. 와 38 Ave. 사이

주 일
금요일

1:45 pm
8:00 pm am

노인복지서비스

월요일
9am-12pm (의료실)
헤밀턴-메디슨하우스

설교방송 TV/RADIO
주일
8 pm
단비 TV (TWC 1487)
주일
9 a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주일
7 am
FM 87.7 KRB krblive.com
월요일
5:3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월요일
8 am(재방송)
단비 TV (TWC 1487)
금요일
1 am (한국 시간)
C 채널 TV (www.cchannel.com)
토요일
9 p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목회수상

PASTORAL JOURNAL

회복과 부흥의 감사와 기쁨

담임목사 김정호

1980년대 많이 불렀던 ‘그날이 오면’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
한 후에/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그날이 오면…/그날이 오면…/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그 아픈 추억도/아
피맺힌 그 기다림도/헛된 꿈이 아니었으리/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어둡고 아픈 시절의 노래지만, 이
노래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의 간증이기에 언제나 은혜로 제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세월의 흐름을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때는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공동체의 정
체성(Identity)을 출애굽에서 찾는 것처럼, 저에게는 이와 비슷한 것이 감사주일입니다. 벌써 40년도 넘은
추수감사주일에 저의 아버지는 설교를 하시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버
지는 196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민 초청하기 위해 거의 10여년 떨어져 계셨습니
다. 그리고 다시 만난 지 꼭 3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지만 동생
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앞이 정말 캄캄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60세가 넘었습니다.
평양에서 목회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투옥되신 후에, 저의 아버지는 16살의 나이로 작은 형과
함께 월남하시다 형은 인민군에게 잡혀 끌려가고, 홀로 내려와 남한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진 채 사
셨습니다. 40대 중반 늦게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셨는데, 20명도 안되는 작은 교회였기에 “아버지! 코딱
지만한 교회 창피하다! ”라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갈때만 되면 저는 불평을 했었습니다. 반면 저의 아버
지께서는 늦게 시작한 목회를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을 수 없는 목회였기에 밤
일을 하셨고 결국 육신이 감당을 못해 50도 안된 나이에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저
의 인생여정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 저를 홀로 두지 않
으시고, 오히려 등에 업어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현 통일원장관인 저의 어린시절 친구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아침식사를
하다가 “우리 어린시절에 참 가난했었는데 왜 불행한 기억이 없을까?”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이 “다른 것은 몰라도 너는 교회생활이 행복했잖아. 나는 카톨릭 신자지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네가
다니던 감리교회에, 평상시에는 교회도 안다니는 친구들과 같이 몰려가서 캐롤 부르고 새벽송 돌았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을 같이
나눈 친구들이 있었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시절 경험했던 그 사랑이 오늘을 이겨
나가는 힘의 바닥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997년 제가 애틀란타 목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목회를 잘 할 가망이 없는 목사와 부흥이
불가능한 교회가 만났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예비하신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
다. 2015년 정말 급하게 뉴욕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문제 많은 교회를 회복시킬 사명을 가지고 왔다
고, 제가 큰 희생을 각오한 것처럼 말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참으로 저의 교만이 민망하기만 합니다. 문
제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흥과 확장의 가능성이 꿈틀거리는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확장의 넓은 지경을 예비하셨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었습니다.
여름에 맨하탄 청년선교센터 감사예배를 드렸고, 첫눈이 내려 온 산하가 새 하얀 땅에서 어제
기도원/농장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뉴욕 이민 1번지 후러싱은 중심을 단단히 세우게 하셨
고, 동편으로는 맨하탄 도시선교, 서편으로는 산과 호수가 많은 땅에서의 영성회복과 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지경을 확장시켜주셨습니다.
올 해 건물과 땅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는 틀의 회복
과 목회전반에 걸쳐 믿음생활의 행복과 기쁨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교육을 포함한 목회
사역 전반에 걸친 질적향상의 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성인영어예배는 그동안
‘길 건너 따로 모이는’ 것으로 여겨졌던 영어권 목회를 후
러싱제일교회 목회 중심으로, 그리고 우선되는 사역으로 자
리매김을 하는 중요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