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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웹  www.njnewsongchurch.org / EM www.newsongchurchnj.org

2018 그리스도 안에서 한교회 한몸 한가족

이와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5)

2018년 2월  11일 (제28-15호)

성령강림주일

교회소식

뉴송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방문하신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담임목사님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주를 여는 화요새벽
- 특별한 기도로 새벽을 여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테이블 조립 도움
- 교육관 어린이용 테이블 조립 도움을 구합니다.
- 일시: 오늘 친교 후/ 내용: 테이블 조립 (안내:이경태 집사)

헌금증명서 발급
세금보고에 필요한 헌금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재정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시: 2/11(주일) 까지/ 발급일시: 2/25(주일) (문의: 김인숙 권사 혹은 이경태 집사)  

교인인적사항 업데이트
1~2월 기간 교인인적사항 업데이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용: 교적부 기록/ 사진촬영 (새가족부담당: 정은주 집사)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일정
- 2월 중: 사운드 및 영상 시스템 설치 중
- 2월 말/3월 초: 교육관 리모델링 감사예배 예정
- 교육관의 캐노피 공사는 날씨가 풀리는 3월 이후에 진행할 예정 

방송부원 모집
- 방송부에서 섬기실 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최대영 집사 973-687-9253)

교우동정  김인숙 권사 (한국 출타, 2/8~2/22) 

* 심방:  가정/사업체/병문안/출산후/특별 심방 (문의: 담임목사)
* 주일중보기도: 매주 주일 10:30AM, 교육관 1층 도서실 
* 차량:  주일과 주중예배  (문의: 이경태 집사  201-779-3367) 주일예배

오전 11:00/본당

EM 청년부 1:30pm/본당

주중예배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 월요일 새벽예배는 쉽니다.)

화~금요일 오전 5:45/본당

토요일 오전6:00/본당

주일예배
어린이부 예배(주일) 오전 11:00/2층 성가대실

중고등부 예배(주일) 오전 11:00/본당 1층 친교실

주중예배
어린이부 금요모임 오후 8:00/2층 성가대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본당1층 친교실

목장데이
목자 양육 

남.여선교회 모임 
Coffee Break 성경공부

넷째주일
셋째 수요일 8:00pm
매월 셋째 주일 예배후
목요일 10:00am (계절별)

성인예배 주일학교 예배

주요 모임

월별행사

2월(February)

16일: 중고등부 수련회 (2박3일)
21일: 2월 목자양육
25일: 2월 목장데이 2차

3월(February)

4일: 새가족반
11일: 일광절약제 실시(Daylight Saving)
7일: 3월 목자 양육
21일: 3월 목자 양육
27일: 고난주간특새 시작(27-31일)
30일: 성금요예배

             기도
             (다음주)

봉사위원

주일

금요

이옥자

이규익

헌금위원
(2월)

정은주
신미영

안내위원

이경하
신미영
이옥자
정은주

친교봉사

사랑(2/11)
벧엘(2/18)
비전(2/25)
은혜(3/4)

친교작정

임광석/전영자 (2/11)
유정희 (2/18)

유순임 이수천/장충녀 (2/25)
이상주/김연화(3/4)

담임목사: 김신율 목   사 (Rev. Shin Yul Kim)   201-294-1449

EM 청년부 : Ryan Song 전도사 (Pastor Ryan Song) 201-248-6930

중고등부: 이재광 전도사 (Pastor Carson Lee)  201-390-3263

어린이부: 노수현 간사 (Director Sooyeon Noh) 201-937-5869

지휘자: 안세훈 집사/ 반주자: 안혜선 집사

교회를  섬기는 사람

One Church One Body One Family in Christ

중고등부 수련회

- 일시: 2/16(금)-18(주일)
- 장소: Harvey Cedars Bible 
Conference (Harvey Cedars, 
NJ)/ 회비: $60 (*교회 50% 
보조)



설교: 김신율 목사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뉴송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3주) 과정과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며 목장에 배정되면 
                 뉴송교회의 등록교인이 됩니다.
= 새가족교육일정: 매월 1~3주(주일) 1pm/장소: 교육관 1층 회의실
= 새가족환영식: 새가족교육 3주를 모두 마치면 넷째 주일에 환영식(예배)을 갖습니다.

새벽예배
(화-금) 오전 5:45  (토) 오전6:00

[요한복음] 
말씀묵상

금요비전예배
(저녁 8:00)

사무엘서 (9)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3-14)

기도:  김연화 집사

설교요약

하나님의 전신갑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 설교:  김신율 목사

에베소서 6:18-20 (개역개정)

주중예배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
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
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예배

인도: 김신율 목사

찬송

예배로의 부름

찬송가

신앙고백

대표기도

찬 양

교회소식

성경봉독

설교

봉헌

찬송

축도

주일 예배 (오전 11:00)

 완전하신 나의 주/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 하나님 독생자*/나는 찬양하리라*

(두나미스 찬양팀)

인도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새찬20장)*

사도신경*

김현광 장로

주는 나의 목자 (주사랑 찬양대)

인도자

다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6:18-20) 설교:김신율 목사

값비싼 향유를 (새찬211장 1,2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새찬351장 1,4절)
 

김신율 목사

(*다같이 일어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