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27-01 Fair Lawn Ave., Fair Lawn, NJ 07410
(교)201-797-8898, (담)201-294-1449 / syul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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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영혼을 품고가는 교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26)

2017년 7월  2일 (제27-33호)

주일예배
주일 1,2부 연합예배(주일)

오전 11:00/본당

English Service(Sun)오후 1:30/본당

주중예배
수요말씀교육 오후 8:00/본당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 월요일 새벽예배는 쉽니다.)

화~토요일 오전 5:30/본당

주일예배
어린이부 예배(주일) 오전 11:00/교육관 1층 (우측)

중고등부 예배(주일) 오전 11:00/교육관 1층 (좌측)

주중예배
주일학교 금요모임 오후 8:00/교육관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교육관

목장모임
목자 및 예비목자 모임 

남.여선교회 모임 
Coffee Break 성경공부

둘째, 넷째주일
첫째, 셋째 수요일 8:00pm
매월 셋째 주일 예배후
(목요반 10:00am, 주일반 1pm)

성인예배 주일학교 예배

주요 모임

성령강림주일

교회소식

1.뉴송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2.한영혼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3.제4기 새가족 교육 오늘 시작합니다.
  ·일시: 7/2, 9, 16, 23 (4주과정) 1pm / 장소: 담임목사관 

4.어린이부 - 예나 VBS (Maker Fun Factory)  
 ·일시: 7월 5일-8일(수-금: 9am-1:30pm/ 토: 9am-3pm 물놀이와 바베큐 포함)
 ·등록: 교육관 앞에서 등록을 받습니다.(등록비: $40, 새친구:$5 할인)
  (* 자원봉사도 모집중입니다. 문의: 최은영 집사 201-452-6771)

5.7월4일(공휴일: Independence Day) 은 교회가 쉽니다.  (*화요새벽 휴무)
 · 금주는 수요일(7/5)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하니 직분자는 
  수요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오늘은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를 휴무합니다.   

7.주방 친교 봉사 변경 
 ·오늘부터 목장이 주방의 친교봉사(요리 및 설거지 등)를 섬기게 됩니다. 
  귀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 순서는 주보 참조)

8.EM 사역자 청빙 중
 ·EM에서 사역자를 청빙하고 있으니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9.교육관 리모델링   
 ·자녀들의 예배와 믿음의 터가 될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에 Refinance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사역자 임명 
 · 노수연 간사 (Children Ministry Director) 

 * 주일예배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주일 10:30AM, 1층 자모실) 

 *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 심방을 합니다. (문의: 담임목사)

 * 차량문의: 교회에 나오기 위해 주일이나 주중에  차량이 필요하신 성도님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이경태 집사  201-779-3367)

월별행사
7월 (July)

5일: 여름성경학교 시작(VBS, 5-8일)/목자 및 예비목자 교육(1차)

10일: C&MA 동북부 월례회
12일: 창조과학세미나(I)
19일: 목자 및 예비목자 교육(2차)
26일: 창조과학세미나(II)

8월(August)
5일: 전가족 토요특새
6일: 새가족 환영식
9일: Youth Retreat (2박3일)
27일: 2/4분기 정기제직회 
 

봉사위원

1부

2부

수요

금요

기도
(다음주)

이경태

이경하

헌금위원
(7월)

김현숙
김연화

안내위원
(7월)

이경태
신미영
신숙이
이옥자

친교봉사
(목장 7월)

믿음(7/2)
은혜(7/9)
사랑(7/16)
비젼(7/23)
벧엘(7/30)

차량

이옥자

이경태

김현숙

친교작정
(7월)

김현정(7/2)

정광윤(7/9)

김연화(7/16)

유순임(7/23)

제단헌화
(7,8월)

이현경(7/2)

이현경(8/6)

정광윤(8/13)

김기열(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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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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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부: 강미라 전도사 (Pastor Mira Kang) 617-733-6547

                          노수연 간사 (Director Sooyeon Noh) 201-937-5869

교회를  섬기는 사람



설교: 김신율 목사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뉴송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4주) 과정과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며 목장에 배정되면 
                 뉴송교회의 등록교인이 됩니다.
= 새가족교육일정: 격월 1~4주(주일) 1pm/장소: 도서관(교육관 1층)
= 새가족환영식: 새가족교육을 마치면 그 다음주일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

“사도행전 묵상”

수요말씀교육
(저녁 8:00)

7월 목자교육(1차)

금요비전예배
(저녁 8:00)

아브라함(6)
 “단순한 믿음이 

능력입니다.”  
(창세기 15:1-11)

기도: 방진영 집사

설교요약

시편강해(11) -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 설교: 김신율 목사

시편 11:1-7절 (개역개정)

주중예배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
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  여호와
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주일예배

인도: 김신율 목사

예배로의 부름

찬송

대표기도

찬양

교회소식

성경봉독

설교

합심기도

봉헌

축복기도

찬송

축도

1,2부 연합예배 (오전 11:00)

인도자

주님 곁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주님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보좌 앞에

(두나미스 찬양팀)

  김현광 장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사랑 찬양대

인도자

인도자

시편강해(11) -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시편 11:1-7절) 김신율 목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경찬)

“내 주를 가까이” 김유식 집사(특주)

인도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새찬 445장 1, 3절) 

김신율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