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김신율 목사 

 
1부 예배(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경배와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새찬 293 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입례송 만유의 주재 (새찬 32 장 1,3 절)* 

신앙고백 사도신경* 

대표기도 김주한 집사 

찬양 “그 사랑 크고도 놀랍네” 주사랑 찬양대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다같이(교독)* 

설교 

[믿음의 사람 - 아브라함] 

“어찌 … 가능할까?” 

(창세기 17:15-19) 김신율 목사 

성찬식 나같은 죄인 살리신(새찬305 장)/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새찬315 장) 

봉헌 나의 생명 드리니 (새 213 장 1,4 절) 

파송찬송 모든 상황 속에서* 

축도 김신율 목사 

 

                                          설교: 김신율 목사 

새벽예배 
(화-금) 오전5:45 (토) 오전6:00  

금요비전예배 
(저녁 8:00) 

[3월 생명의 삶] 
요한복음 16~21 장 
학개/신명기 1~3 장 

 - 마가를 통해 본 복음(9) - 

“누굴 위한 법인가?” 
(마가복음 2:23-28) 

기도: 이규익 집사 

 

“어찌 … 가능할까?” / 설교: 김신율 목사 
 

창세기 17:15-19 (개역개정)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뉴송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3 주) 과정과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며 목장에 배정되면 

          뉴송교회의 등록교인이 됩니다. 

새가족교육일정: 1~3 주(주일) 1pm/장소:교육관 1 층 회의실 

새가족환영식: 새가족교육 3 주를 모두 마치면 넷째 주일에 환영식(예배 중)을 갖습니다. 

주일예배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설교본문 

 

주중예배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첫 방문하신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친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위원:김주한 이경태 이규익 정광윤) 
 

4월 새생명축제 초청 VIP 전도카드 작성 및 제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 일정: 2월(4주간) /제출: 각 목자 및 목녀  
 
 

예결산 상반기 정기교인총회 결과 

- 2/23(주일) 총 24명의 등록교인이 참석하여 2019년 결산과 감사보고 및 2020년 예산에 

동의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뜻가운데 귀한 헌금을 투명하고 선하게 사용하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일광절약제(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임시 제직회 공고  

-  일시: 3/22(주일) 2pm/ 안건: 이규익 안수집사 장로 선출에 관해 
 
 

탁구대 구입 도네이션 

-  공동체의 친교와 교재를 위해 탁구대 구입에 성도님들의 도네이션(지정헌금)으로 참여합니다. 
 

C&MA 동북부 월례회 
- 일시: 3/3(화) 10am /장소: 뉴송교회 교육관 

- 여성도님들이 지역교회 교역자 점심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이경하 집사) 

 

3월 (March) 4월 (April) 
 

1일: 성찬식/ 목회협력위원회 정기모임 

3일: C&MA 동북부 월례회 

8일: Daylight Saving Time Start 

15일:  주사랑 찬양대 정기연습 

22일: 3월 목장데이 

 

5일: 성찬식/종려주일/사역부서장 정기모임 

7~11일: 고난주간 특새 

10일: 성금요예배 (Good Friday) 

12일: 부활절 및 새생명 축제 

19일: 정기제직회(1/4분기 결산)/ 주사랑 

찬양대 정기연습 

24~27일: C&MA 한인총회 

26일: 목장데이 

 

 
기도 

(다음주) 

헌금위원 

(3/4월) 
예배위원 친교섬김 주일친교 

주일 

1,2 
이경태 

이혜경 

정은주 정은주 

정인화 

이옥자 

은혜(3/1) 

비전(3/8) 

벧엘(3/15) 

할렐루야(3/22) 

이경태 이경하(3/1) 

이규익 이옥자(3/8) 

유정희(3/15) 

김주한 정인화(3/22) 

방진영(3/29) 
금요 이옥자 

엄윤신 

정은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6-47) 

2020년  3월1일  (제29 – 18호) 

 

 

 

담임목사: 김신율 목  사 (Rev. Shin Yul Kim)        

은퇴목사: 장승웅 목  사 (Rev. Paul Chang)         

영어예배: 송율선 전도사 (Pastor Ryan Song)       

중고등부: 브라이언 이 전도사 (Pastor Brian Yi)   

어린이부: 노수현 전도사 (Pastor Soohyun Noh)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8:30/본당  

2부 예배  오전11:00/본당 

3부 영어예배 오후1:30/본당 

주중예배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 월요일 새벽예배는 쉽니다.) 

화~금 오전 5:45/본당 

토 오전 6:00/본당 

 

주일예배 

어린이부 예배(주일) 오전11:00/ 교육관1층 

중고등부 예배(주일) 오전11:00/ 교육관 2층 

주중예배 

어린이 AWANA  클럽 (금요) 오후8:00/교육관1층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7:30/ 교육관2층 

 

목장모임 매월 1회 

제자훈련  수, 20주/ 토, 20주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매주 목 오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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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27-06 High St. Fair Lawn, NJ 07410 

☎201-797-8898/newsongchurch16@gmail.com 

웹 www.njnewsongchurch.org / EM www.newsongchurchnj.org 
 

교회소식 

교회를 섬기는 사람 

성인예배 주일학교예배 

주요모임 

월별행사 

2020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 공동체 

봉사위원 

http://www.njnewsongchurc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