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표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교회 한몸 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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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0일 (제28-32호)

주일예배
장년예배                               11:00am  본당
EM 청년예배                       1:30pm  본당

교회학교예배
어린이부                                     11:00am  죠이 채플 (교육관1층)
중고등부                                     11:00am  비전 채플 (교육관2층)

교회학교 주중모임
어린이부 금요모임              8:00pm  죠이채플(교육관1층)
중고등부 금요모임              7:30pm  비전채플 (교육관2층)

주중예배/ 양육/ 모임
새벽기도회                            5:45am (화~금)/ 6:00am(토) 은혜채플(교육관2층)
금요비전예배                        8:00pm (금) 본당
중보기도회                            10:30am (주일) 본당 자모실
목장데이                                1:15am (넷째 주일) 교육관 2층
목자양육                                8:00pm (첫째, 세째 수요일) 교육관 회의실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    10:00am (목, 계절별)
남.여선교회                          1:30am (세째 주일) 교육관 2층

교회 연락처
(C)201-797-8898, (P)201-294-1449 / syulkim@gmail.com

(KM) www.njnewsongchurch.org (EM) www.newsongchurchnj.org

27-06 High St. Fair Lawn, NJ 07410

교회를 섬기는 사람

담임목사: 김신율 (Rev. Shin Yul Kim)   201-294-1449
EM 청년부 :송율선 전도사 (Pastor Ryan Song) 201-248-6930
중고등부: 이재광 전도사 (Pastor Carson Lee)  201-390-3263
어린이부: 노수현, Melanie 간사 (Director Sooyeon Noh) 201-937-5869

One Church One Body One Family in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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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배자입니다/나 속죄함을 받은 후(새찬283장)
주님같은 반석은*/예수 우리 왕이여*

(두나미스 찬양팀)

인도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새찬37장)*

사도신경*

김현광 장로

참 좋으신 주님 (주사랑 찬양대)

인도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다같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1-13)  설교:김신율 목사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새찬211장 1,2절)

빈들에 마른 풀같이* (새찬182장 1,3절)
 

김신율 목사

*별표는 다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에 기도제목을 적으시면 주중에 함께 기도합니다.

월별행사
6월(June)

3일:성찬식
5일: C&MA 동북부 월례회
6, 20일: 6월 목자양육
10일:새가족 환영식
17일:주일학교 졸업식
24일: 6월 목장데이

7월(July)

1일:성찬식
7일: 전가족 토요특새
12일: 여름성경학교 시작(VBS, 12-15일)
18일: 목자 양육
22일: 7월목장 데이/ 새가족 환영식

주일예배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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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을 갖습니다.

새벽예배
(화-금) 오전 5:45  (토) 오전6:00

[생명의 삶]

금요비전예배
(저녁 8:00)

다윗(4)

 “하나님 안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25-30)/말씀:김신율 목사

기도:  이경태 집사

설교본문

“성령의 역사는 복음입니다.” / 설교:  김신율 목사

사도행전 2:1-13 (개역개정)

주중예배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
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
동하여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 우리
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
아,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
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하고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 또 어떤 이
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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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족 환영식 및 수료자
- 일시: 6/10 (오늘) 예배 중/ 수료자: 유현수/김영숙 장영식/장은영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 일시: 6/10(오늘) 1:15pm (교육관 앞에서 함께 기도 후 출발)
- 장소: 한남마트 및 한아름(파라무스) - 전도부 
*전도부에서는 매주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에 참여하고 도울 성도님과
목장의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이옥자 권사 201-562-4545)

주일학교 졸업식
- 일시: 6월17일(주일) 예배 시/ 장소: 본당
- 어린이부: Sarah Kim(5th) 
- 중등부: 정예찬, Caleb Kim, James Kim, Hannah Yang(8th)
- 고등부: Rebecca Lim, Irene Lim, Stephanie Yim(12th)

춘계 대심방 
(*심방 스케줄 담당: 이경하 집사 201-779-1967, 정은주 집사 201-637-7038)

양육 및 모임
-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요한복음 이해하기2”: 6/14(목) 10am/ 장소:교육관 
- 6월 목자양육 : 20일(수) 8pm/장소: 회의실(교육관1층)

어린이부 - 여름성경학교 VBS (Shipwrecked)
- 일시: 7/12~14일(목~토) 목~금 9am~1:00pm /토 9am~3pm (등록비 $40) 
(* VBS를 위해 학부모님과 성도님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의: 신미영 집사 
201-390-1568) 

* 심방 :  가정/사업체/병문안/출산후/특별 심방 (문의: 담임목사/각 목자)

* 주일중보기도 : 매주 주일 10:30AM, 본당 1층 자모실 

* 차량 문의:  주일과 주중예배  (문의: 이경태 집사  201-779-3367)

* 교회 건물 사용 문의: 이규익 집사 (718-640-8498)

             기도
             (다음주)

봉사위원

주일

금요

이옥자

헌금위원
(6월/7월)

심신숙
이은서

강매선
정인화

주일위원

이경하
신미영
이옥자
정은주

친교섬김

사랑(6/10)
벤엘(6/17)
비전(6/24)
은혜(7/1)

주일 친교

정광윤/정은주(6/10)
홍기영/심신숙(6/24)

신숙이(7/1)
김주한/정인화(7/8)
김현광/곽옥순(7/15)

이주의 묵상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