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월의 중보기도 

 

 

1.  교회와 교우  

1)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2) 유아반과 찬양팀이 세워지게 하소서 

3) 교우와 가정을 축복하소서 

4) 최은정집사, 윤아름(영주권), 최익호집사(소송, 치유),  

정비비안(에밀리 아기의 건강), 윤데빗(직장) 

2.  C&MA 교단 

   1)  해외선교ㅡ 교단 web site (cmaalliance.org)를 참조하십시오. 

2) 한인선교사 - 이영동(타직키스탄), 황수(대만), 임병철,이현호 

(몽고),김요셉(아시아),전진표(북아프리카), 이정일(키르키스스탄),  

송태석(싱가폴), 김성화(도미니카 리퍼블릭), 독고훈(위암 치유)  

3) 교단의 교회들과 교단의 학교(Nyack College)를 축복하소서 

4) 한인총회의 백한영감독과 교회와 목회자를 축복하소서   

3. 전도와 구제  

1)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2) 많은 결신자를 주소서 

3) NY Love Mission이 부흥하게 하소서  

4. 사랑커뮤니티센타 

1) 교육사업(컴퓨터, 사진, 미술, 생활영어)을 왕성하게 하소서 

2) 구제사역을 축복하소서 -  

3) 신실한 봉사자들과 풍성한 재정을 주소서 

5. 마국과 한국 

   1)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소서 

   2)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주소서 

   3) 반성경적인 정책과 이슬람화를 막아 주소서 

 

 

예배와 모임에 힘써 참여합시다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 시 교회당 

새벽 예배 화, 목 오전 5 시 30 분 교회당 

LIPS 중보기도회 화요일 오후 8 시 30 분 교회/빌립보교회 

NY Love Mission 목요일 오후 8 시 소자교회 

Hispanic Ministry 금요일 오전 8 시 
사랑커뮤니티센타 

Northern Blvd  

 

                                                        

 

19. 9 - 13 

3 월은 복음서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새  선  교  교  회 

New Mission Church of C&MA 
41-54 149 Pl. #AC, Flushing, NY 11355 

 917) 704-6605 윤태섭목사 

www.newmissionchurch.org 

http://www.newmissionchurch.org/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 71:23)  

주일 예배 1 부  

  (* 표에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 묵  도            (예배의 부르심)                다같이  

  찬  양             찬송가 6 장 다같이 

* 참회의 기도    다같이 

 찬양과 경배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  도   (예배위원 참조) 기도자 

 찬  양     축복의 사람 다같이 

* 설교 말씀 (일어서서 봉독합니다) 설교자 

 찬  양   다같이 

 기  도 말씀기도, 선교기도, 삶의 기도 다같이 

 (성찬과 치유)  설교자 

 교회 소식  설교자 

* 찬양과 봉헌       737 장 다같이 

* 축도와 파송    설교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배   위   원 

 3/3 3/10 3/17 3/24 3/31 

기도 박연숙 최은정 류지홍 윤영혜 이상아 

헌금 최은정 최익호 최은정 최익호 최은정 

 

 

*  3 월의 주제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요. 

   

주 주일 절기예식 설교자 본문 말씀 설교 제목 

1 3/3  윤태섭목사 마 4/1-11 하나님만 섬기라 

2 3/10  윤태섭목사 막 10/35-45 우리의 구하는 바 

3 3/17  윤태섭목사 눅 6/27-38 원수를 사랑하라 

4 3/24  윤태섭목사 요 16/22-27 내 이름으로 구하라 

5 3/31 전도주일 윤태섭목사 사 55/6-13 내 생각은 다르다  

 

* 교회소식 – 교회와 교우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1 3/3 
* 다음 주일(3/10 일)에 썸머타임이 시작되여 1 시간이 빨라집니다.   

  토요일 저녁 10 시를 11 시로 하시면 됩니다. 

2 3/10 

 

3 3/17 

 

4 3/24  

5 3/31 
*  전도주일입니다. 온 힘을 다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 이달의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전도한 내용과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