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5월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가지다 (Rainbow Family: 한국아동 입양가족들 초청. 장소: Birch Grove Park. 한국학교 주최.

2006년 1월

연회에서 본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실행 위원 발촉하다 (Task Force 위원장: Rev. Roberts).

2007년 3월

세계 여성 기도회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하다. 성가대 이름을 예함 (“예수와 함께” 라는 뜻)으로 정하다

2010년 2월
6월

연회의 Board of Church Location and Building 에서 성전 구입 최종 승인을 얻다.
새 성전을 구입하다 (6월 24일 목요일. 싯가: $440,000. 주소: 5340 White Horse Pike, Egg Harbor City, NJ 08291. 9 Acres).

2011년 7월

Atlantic City Boardwalk 전도 대회를 실시하다 (7월 8일).

2012년 7월

도미니카 공화국 희망학교에 장학금 지원을 시작하다.

10월

해외 단기 선교 (도미니카공화국)를 처음으로 다녀오다.

11월

처음으로 카네기홀에서 월드밀알선교합창단과 본 교회 성가대원들이 함께 찬양 발표회를 가지다.

2013년 7월

왕태건 목사님이 제6대 담임목사님으로 파송오다.

2014년 8월

처음으로 하이티 선교를 다녀오다.

2015년 4월
11월
2017년 7월
9월
2018년 1월

전교인 식수를 실시하다 (묘목 120그루).
교육관 건축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가지다.
박태열 목사님이 제 7대 담임목사로 파송오다.
제 1기 선교스쿨을 9주간 진행하다. 박태익 목사님을 교육협동목사님으로 모시고 성인성경공부를 시작하다.
문열림 주은혜 선교사 가정을 협력선교사로 중동국가(사국)로 파송하다.

3월

제 1기 기도수쿨을 7주간 진행하다. 김희기 박경선 선교사 가정을 협력선교사(NY Campus)로 후원하기로 하다.

8월

모든세대가 함께하는 One Thing Worship (원띵열린예배)을 시작하다.

10월
2019년 2월

교회벤을 구입하다. 여성북클럽모임을 시작하다.
교회이름을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남부뉴저지교회”로 명칭하기로 하다.

3월

도미니카공화국 (신현재 선교사) 단기선교비전츄립을 가다.

4월

한국학교학생들 3.1운동 100주년 기념 필라델피아 시가행진에 참여하다.

6월

창립 1974년 11월 3일

섬선교와 티벳선교에 재정지원을 시작하다.

치유와 회복의 찬양콘서트인 러브소나타(Love Sonata)를 시작하다. (Guest: Randy Brooks)
도미니카공화국 신현재 강지혜 선교사 가정을 협력선교사로 후원하기로 하다.

8월

Chosen People Ministries 선교단체의 국내선교 Shalom Philly를 다녀오다.

9월

첫번째 주파송 선교사로 황요엘 선교사를 중동국가(이국)로 파송하다.

광고


남부뉴저지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원근각지에서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훈경 목사님과 특별축하공연을 해주신 월드밀알선교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
배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여선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먼저
가셔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5340 White Horse Pike, Egg Harbor City, NJ 08215

Tel: 609-965-1222

www.nambuNJ.org

주님과 함께 교회가 걸어온 45년의 길

창 립 45 주 년 감 사 예 배

사회: 박태열 목사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1974년 11월 11월 2일 창립위원결성 (위원들: 심재우, 오화탁, 양창수, 최효섭 목사, Atkinson 목사).
11월 3일 최효섭 목사님 인도로 약 40명이 모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리다 (예배장소: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Landis Ave. Vineland, NJ 08360).

경배와 찬양 (Praise)

남부뉴저지교회연합찬양팀

1975년 3월
4월
1978년 4월

45주년감사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우인 장로
제직회 의장

성경봉독 (Scripture)

설교 (Sermon)

느헤미야 12:27, 43

“구원의 기쁜 소리”

사회자

9월

첫 제직회를 열다. 50여명의 세례 교인을 갖게 되고 성가대를 편성하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연회에 가입하다.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ern
New Jersey).

7월

주일학교, 한글학교, 영어학교를 개교하다.

1983년 3월

여선교회가 처음으로 조직되다 (회장: 정진희 집사). 한인 봉사 센터를 신설하다. 첫 교회 Van을 구입하다.

이훈경 목사
제2대 담임목사

8월
9월
1985년 10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수화찬양팀
박태열 목사
제7대 담임목사

특별축하공연 (Special Congratulatory Performance)

* 축도 (Benediction)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경로회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첫 여행을 다녀오다. Youth Group은 Drew 대학에서 첫 수련회를 가지다.
Bethel 성서학교를 개교하고 15명이 등록하다. 첫 5속회 모임이 이루어지다.
교회를 이전하다. 장소: Mt. Pleasant United Methodist Church, 801 N. Main St., Pleasantville, NJ 08232.
새벽기도회를 공식적으로 가지다.
이문기 목사님이 제3대 담임목사님으로 파송오다.
직장인을 위한 수요예배를 가지다 (시간: 수요저녁 8시).

1987년 7월

첫 심야기도회를 매월 마지막 금요일 실시하다. 경로회를 상록회로 개명하고 첫 회장에 이영규 장로 선출되다.

1988년 9월

Cross Way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 32명이 등록하다.

1989년 6월

제1회 하기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하다 (강사: 최상공 전도사).

9월

교회지 “아가페의 목소리”를 창간하다 (발행인: 이문기 목사).

1991년 8월

한글학교가 문교부 해외 교육부에 등록하다.

월드밀알선교합창단

1992년 3월

심재정 목사님이 제 4대 담임목사님으로 파송오다.

World Milal Choir

9월

첫 남선교회 (회장: 연응호 장로)가 조직되다.
제1회 Boardwalk 전도를 실시하다.
목사관을 구입하다 (싯가: $142,000. 주소: 617 Herzel Ave., Northfield, NJ 08225).

이건형 장로

4월

평신도 대표

1994년 1월

다같이

1995년 9월

한글학교가 한국학교로 개명하고 학교정관설립 및 운영이 재개편 되다 (남부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한국학

1996년 1월

한국학교 이사회와 학부모회를 발족하다 (이사장: 최영숙 집사. 학부형 회장: 백석인 집사).

10월

* 폐회찬송 (Closing Hymn)

제1회 장로 장립 예배를 드리다 (이협영 장로).

1986년 10월

1993년 1월

인사말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이훈경 목사님이 제2대 담임목사로 파송오다.

1982년 9일

10월

특별수화찬양 (Special Sign Language Praise)

교회를 이전하다. 장소: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West Main St., Mays Landing, NJ 08330.

1980년 6월

5월

다같이

월 1회 자체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주일에는 Atlantic City 국제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리다.

1979년 1월

1984년 4월

특별헌금 (Special Offering)

첫 부활절 기념 음악회를 가지다. 테너 박인수 외 5명을 초청하여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알리다.
최효섭 목사님 뉴욕으로 이임하시다.

제1기 제자성경 연구반을 개강하고 12명이 등록하다.
이중언어 예배를 실시하고 동시통역기를 구입하다 (통역: 권경숙 집사).
교 KUMC Korean School. 학교장: 이건형).

7월

이훈경 목사

1998년 7월

제2대 담임목사

1999년 9월
10월
2000년 2월

제1회 한국학교 여름 Camp를 실시하다 (장소: Christian Academy).
김희련 목사님이 제 5대 담임목사님으로 파송오다.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다.
제1회 성경 암송 대회를 가지다.
제1기 전도폭발훈련을 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