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교육관(중고등부실) 
                  Esther Shin (3-5)

Director : Sarah Shin (K-2)
신영은 

신지은

11:00 AM

Pastor : Jeehae Joy Hwang
황지혜 전도사 

11:00 AM

Pastor : Daniel Kang
11:00 AM

금요일 8:00 PM

  

 -  10주, 전교인 대상

 김남석 목사, 곽은정 사모

주일 - :

주, 김남석 목사 

10 10 40am, 

8 매주 토요일 9:30am - 12:30pm  

6/15일 봄학기 종강

9/14 가을학기 개강

 

영아부, 유아부, 아동부
Baby-Kinder, Children

중고등부
Youth Ministry

English Ministry
대학,청년부

(University, Young Adult) 

금향로 금요 기도회

성경 네비게이션 뉴드림 한국 학교 

Intercession Prayer

1.  2019년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되게 하소서

2. 여름학교- 하나님을 경험하고, 2세들이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3. 각 속회들이 활발하게 모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4. 각 선교지가 부흥되게 하소서

5. Tres Dias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6. 2세의 교육

    1)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교사와 학생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2) 스토니부룩 대학 캠퍼스 전도를 위해

7. 청년들의 부흥

    대학생과 청년들의 선교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소서

8.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도 응답을 위하여

     1)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2) 군복무: 채종범(WestPoint), 김영록(한국 근무), 사무엘 김

9. 몸이 아픈 성도들이 성도의 기도로 치료되게 하소서

10. 북한 선교가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11. 중국 선교:신학교를 통해 사명있는 목회자가 양성되게 하소서

12. 새로오신 EM 전도사님께 영적 능력을 부어 주소서

중 보 기 도
우리는 이렇게우리는 이렇게

 드립니다.예배 드립니다.예배

기도로 지원하는 선교지

러시아 

대학생 KCCC

필리핀

중국

탄자니아

낙도선교

섬기는 사람들

찬양대

여호수아 찬양팀 

English Min

Youth

어린이

토요 한국학교 

오르겐

피아노 

곽은정 사모

이준영 권사

곽은정

오명진,이혜진  

Daniel Kang

Jeehae Joy Hwang

Esther Shin

Sarah Shin

신지은 디렉터

5:30am, 대예배실,(토 6am)

 

  8pm, 대예배실

  

새벽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장소:EM 예배실/Em Worship 
 Dream Praise Band

장소 : 대예배실
각 부서 별 주관

                                      주일 성만찬 예배

인도 : 김남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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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ise to Worship

                        

Prayer

Choir

Offering Song 

Offering

Announcement           

Benediction

Hymn of Praise

Apostle Creed

  

Scripture Lesson

Sermon

  

Hymn of Praise  

여호수아 찬양팀 
 TeamJoshua Praise

다   같   이

다   같   이

다   같   이

     

 서혜경 권사

할렐루야 성가대

김남석 목사

 

인   도   자

 다   같   이

 

다   같   이

1부 목회기도, 2부 이준영 권사

다   같   이

다   같   이

김남석 목사

 

예배를 향한 찬양

경 배 찬 송

신 앙 고 백

송         영

기         도

성 경 봉 독

성가대 찬양

말 씀 선 포

봉 헌 찬 양

봉          헌

교 회 소 식

결단의 찬양

축         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주  일 안  내 기  도(1,2부) 특        송

                 All

        

Choir

Rev.  Kim

All

                All

               All

1st. Pastor’s Prayer,  2nd. Joonyoung Lee

 Hyekyung Seo

Rev. Namsuk Kim        

All

All

Pastor

All

Namsuk

 

 

 

 

 

 

 

         

고린도전서 11:23-29

욯
 

 

사도신경

장소 : 교육관 (영아,어린이실)

찬송 67 장 (통 31 장) 

표는 일어서서 -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세요

 
  

은혜의 통로 - 성찬

4 장 (새 4 장)

2부  11:00 am
  

1부    8:00 am

기도로 지원하는 선교지

조영철 조수진 

윤필원 선교사

ZOOM 미션 선교회

박천달 선교사

신바람 낙도선교

선교사

찬송 1 장 (통 1 장)

 기도 : 조명자 권사
 

 인도 : 김남석 목사

일대일 제자 만남

다    같    이

다    같    이

다    같    이

다    같    이

 요한계시록 강해
 창세기 성경연구 III11  3 월  일 정혜정 신서현 목회기도/이준영 권사

11 7월    일  정혜정 신서현 신지은/안한식 장로

11 17 월  일  정혜정 신서현

박미숙/백광진 권사

‘축복하노라'

11 24 월   일 정혜정 신서현

문영수/김효태 권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227 장 (통 283 장)

비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비젼이 열리고

좋은교회를 만나면 참된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좋은교회

을 만나면 인생의 비젼이 열리고

를 만나면 참된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 4:8)

2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5)

3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4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5 신앙의 성장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뉴드림교회는 예배, 전도, 봉사와 섬김,

양육과 훈련, 교제와 친교,

믿음의 세를 세우는 가지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2 6

뉴드림교회는 

6가지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예배, 전도, 봉사와 섬김,

양육과 훈련, 교제와 친교,

믿음의 2세를 세우는 

1300 Jericho Oyster Bay RD., East Norwich. NY. 11732.
T. 516-504-5612,  516-922-8188

    www.NyNewDreamChurch.org   E-mail: NyNewDreamChurch@gmail.com

예배와 모임 안내예배와 모임 안내

주일주일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청년, EM

11  

11  AM

11  AM

11  AM

AM 유치부실

유소년부실

중고등부실

청년 예배실

주일주일

1부 주일한어예배

2부 주일한어예배

새가족반

성경 네비게이션

중보기도회(주)

8 AM

11 AM

1  PM

1  AM

10 AM

  

대예배실  

대예배실

Conference

교회-8주

중보기도실

주중주중

새벽기도회

수요성경공부

금요 금향로 기도회

일대일제자양육

화요성경공부

5:30 AM

(토)6 AM

8 PM

8 PM

주중

10:30AM

대예배실

대예배실

교회

교회

대예배실

모임모임

한국학교

여름학교

중고,EM청년기도모임

EM-청년 활동

 

(토) 9:30 AM

여름 6 주간(7월 첫 주부터)

(금) 8 PM

(수) 8 PM

교육관

교회,교육관

EM 예배실

 

EM 예배실 

뉴 드림교회는 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뜻을 이루어 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되려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소속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과 드림(Dream)

하나님께 드림(Giving)

1.  환영합니다: 어린이,중고등부, EM 청년부는 각각 11am 입니다.

.수요 성경 연구: 수요 8pm, 창세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수요연구 후에 식사가 제공됩니다-일터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점심준비: 은혜속회(인도자:윤종구,속장:이수진) 수고해주셨습니다.

10

  

                     

2. 성경통신 1독 시작 2020: 오늘부터 (담당-백미아 집사)

3. 새가족반 가을1: 11/10(주), 1:00-1:40pm

4.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매주 토요일 9:30am-12:30pm

    문의:신지은 선생님 (한국 문화, 전통놀이, 추석, 한글, 붓글씨 등 학습)

5. 히스패닉 그룹 주일 예배: 매 주일 3:30-6:30p, 중고등부실

6

7.화요 성경 연구: 화 10:30a,회의실

8.점심대접: 김상호 집사(김미영 집사) : 생일

9

.교우소식: 박도원(박미숙) 집사 부친상(박인환 목사) - 10/31 소천

                    전역 - 고태인(고경일/손상숙 집사 장남)

                    훈련종료 - 매튜조(조순옥 권사 장남)

 

 

   

 

      

 

     

온가족 성만찬

새가족반 가을

속장 모임

추수감사 예배, 

추수 감사절

행정위원회 모임

 

 

 

                

11 /  3(주)

11 / 3,10(주)

11 / 10(주)

11 / 24(주)

11 / 28(목)

2019년 11월 행사 안내2019년 11월 행사 안내

             2019. 11. 3.뉴드림 제 6 권 19 - 44  

              2019 표어 

                   “  성령의 능력을 입는 교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4편 2-3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교회주소 QR Code 

Rev. Namsuk Kim

방송설교 FM 87.7    매주 주일 9:30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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