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지역	(11 교회)	

Bergenfield, Dumont, New Milford	
예배장소:	

설교자:	

시온성	교회	(이수원	목사	시무)					

한순규	목사	(땅끝교회)	

10McDermott	Pl.		
	Bergenfield,	NJ	

가스펠휄로쉽교회(성현경목사)	

뉴저지만나교회(강남수목사)	

뉴저지성산성결교회(박종일목사)	

땅끝교회(한순규목사)	

머릿돌교회(이상칠목사)	

생명의교회(이경삼목사)	

시온성교회(이수원목사) 

이레교회(김영철 목사)	

제자교회(이영기목사)	

참아름다운교회(권형덕목사)	

포도나무교회(최혁목사)	

하늘문교회(홍인석목사)	

	
제 3지역	(14 교회)	

Emerson, Hillsdale, Mahwah, Midland Park, Oradell, Ramsey, River Edge, Westwood	
예배장소:	

설교자:	

새언약	교회(김종국	목사	시무)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641	Church	St.		
Oradell,	NJ	07649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전영철목사) 

뉴저지	그레이스장로교회(한동원목사)	

뉴저지브니엘제일장로교회(서성환목사)	

뉴저지조이플교회(김유태목사)	

뉴저지주사랑교회(송재현목사)	

뉴저지지구촌교회 

뉴저지평강교회(정경남목사)	

리버델교회(노순구목사)	

새방주교회(박인갑목사)	

새언약교회(김종국목사) 

시나브로교회(박근재목사)	

정원장로교회(임희관목사)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목사) 

하희커뮤니티교회(서정학목사)	

	
	
	
	
	
	
	

제 1지역	(11 교회)	
Closter, Cresskill, Demarest, Haworth, Norwood, Old Tappan	

예배장소:	

설교자:		

클로스터개혁교회(주선종	목사	시무)	

권형덕	목사	(참아름다운	교회)	

300	West	St.		
Closter,	NJ	07624	

뉴저지새생명교회(국남주목사) 	

뉴저지선한목자교회(박원규목사)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목사)	

뉴저지하베스트교회(안민성목사)	

드림교회(유병우목사) 

예인교회(정철목사) 

클로스터개혁교회(주선종목사)	

팰리세이드교회	

하나교회(이춘기목사)	

한무리교회(박상돈	목사)	

한성개혁교회(송호민목사)	



제 4지역	(12 교회)	
Englewood, Englewood Cliff, Tenafly	

예배장소:	

설교자:	

뉴저지연합	교회(고한승	목사	시무)					

김에스더	목사(개신교수도원교회)	

147	Tenafly	Rd.		
Englewood	07631	

갈보리순복음교회(백형두목사)	

개신교수도원교회(에스더	김목사)	

구세군잉글우드한인교회(최다니엘사관)	

뉴저지복된교회(신철웅목사)	

뉴저지성실교회(장승철목사)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목사)	

뉴저지초원교회(임종화목사)	

유영교회(장병근목사)	

은혜와	평강교회(김학룡목사)	

참된교회(박순진목사) 	

C & G 교회(박지우,권기현목사)	

푸른하늘교회(이은희목사)	

	
제 5지역	(13 교회)	

Paramus, Fair Lawn, Ridgewood, Rochelle Park, West Milford	
예배장소:	

설교자:	

뉴저지방주교회	(오범준	목사	시무)					

오범준	목사	(뉴저지	방주교회)	

95	30th	St.		
Fair	Lawn	NJ	07410	

뉴저지	방주교회(오범준목사)	

뉴저지평화장로교회(김재준목사)	

뉴호프장로교회(조영길목사) 

리지우드장로교회(연영재목사)	

버겐카운티장로교회(김영덕목사)	

베들레헴장로교회(이요한목사)	

새노래교회(김신율목사)	

샘이깊은교회(이선구목사)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목사) 

언덕위의교회(하늘목사)	

주소원교회(육민호목사)	

참빛교회(황주목사)	

축복의교회(최재형목사)	

	
제 6지역	(11	교회)	
Hackensack, Teaneck	

예배장소:	

설교자:	

뉴저지영광교회	(정광희	목사	시무)					

허상회	목사	(성도교회)	

42	Court	St.		
Hackensack	07601	

뉴저지성도교회(허상회목사)	

뉴저지영광교회(정광희목사)	

샘솟는교회(오명석목사)	

순복음뉴저지중앙교회(이우용목사)	

시온제일교회(원도연목사)	

예수마을교회 

예수천국교회(차봉기목사)	

티넥연합감리교회(이재덕목사)	

푸른초장 교회(김종윤 목사) 

한소망교회	

	
	 	



제 7지역	(18 교회)	
Leonia, Palisades Park	

예배장소:	

설교자:	

임마누엘장로교회(우종현	목사	시무)	

우종현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397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07650	

갈보리교회(김주동목사)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목사)	

뉴저지목양교회(신광철목사)	

뉴저지세계로교회(정종식목사)	

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목사)	

뉴저지청암교회(김태수목사)	

뉴저지프라미스교회(박우신목사) 

라이프교회(윤양필목사) 

복음으로사는교회(김세중목사)	

산소망교회(조영재목사) 

세상의빛교회(민경수목사)	

소망장로교회(박상천목사)	

수정교회(이준규목사)	

열린문교회(허민수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우종현목사)	

주기도문장로교회(정종환목사)	

천광교회(고훈천목사) 

하늘소망교회(김지호목사) 

	
제 8지역	(13 교회)	

Palisades Park, Ridgefield	
예배장소:	

설교자:	

뉴저지순복음교회	(이정환	목사	시무)					

이정환	목사	(뉴저지순복음교회)	

1013	Virgil	Avenue	
Ridgefield	07657	

뉴저지길교회(양혜진목사) 

뉴저지명성교회(서경석목사) 

뉴저지순복음교회(이정환목사) 

뉴저지예손교회(김상웅목사)	

뉴저지코너스톤교회(임장기목사)	

뉴저지팰팍한인교회(이상조목사) 

백향목교회(정참수목사)	

사랑샘교회(김형준목사) 

섬기는교회(박순탁목사) 

세움교회(김주헌목사) 

임마누엘성결교회(박찬순목사)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목사)	

주예수사랑교회(강유남목사) 

충만교회(박순호목사)	

	
제 9지역	(12 교회)	

Cliffside Park, Edgewater, Fairview, Fort Lee	
예배장소:	

설교자:	

임마누엘장로교회	(우종현	목사	시무)	

우종현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397	Commercial	Avenue	
Palisades	Park	07650	

가스펠교회(이주남목사)	

꿈꾸는교회(이재두목사) 

뉴저지그레이스교회(김주환목사)	

뉴저지기쁨의교회(김경철목사)	

뉴저지등대침례교회(김화용목사)	

뉴저지성은장로교회(고구경목사) 

브니엘선교교회(홍상설목사) 
	

승리하는교회(김영훈목사) 

에셀장로교회(조재원목사)	

은혜선교교회(박영주목사) 

주은혜교회(권광희목사) 

조이플교회(이신구목사) 

하늘샘교회(김명진목사) 

	
	
	
	
	



제 10지역	(15 교회)	
Bogota, Little Ferry, Ridgefield Park	

예배장소:	

설교자:	

뉴저지동산교회	(윤명호	목사	시무)					

윤명호	목사	(동산교회)	

210	Washington	Avenue	
Little	Ferry	07643	

뉴저지동산교회(윤명호목사)	

뉴저지말씀교회(최원섭목사) 

뉴저지성결교회(김경수목사)	

뉴저지세계로교회(정종식목사) 

뉴저지은혜제일교회(이의철목사)	

뉴저지한결교회(황성현목사)	

뉴저지한길교회(이병준목사)	

미주제일장로교회(양영철목사)	

복음교회(이상민목사) 

빛진자들선교교회(강신균목사) 

새사람교회(김동권목사) 

새샘교회(이종묵목사)	

소망의교회(정은수목사)	

예수동행교회(유윤섭목사)	

예수반석교회(김원진목사) 

주님의사랑교회(송판주목사)	

	
제 11지역	(9 교회)	

Bayonne, E. Rutherford, Rutherford, Garfield, Hasbrouck Heights, Jersey City, Lyndhurst, 

Secaucus, Union City, W. New York	
예배장소:	

설교자:	

	뉴저지개혁장로	교회	(박형기	목사	시무)					

장동신	목사	(오늘의목양교회)	

98	Monroe	St.		
Garfield,	NJ	07026	

가나안한인교회(진박민목사)	

뉴저지개혁장로교회(박형기목사)	

뉴저지보은교회(김흥교목사)	

뉴저지영광감리교회(임희영목사)	

뉴저지우리교회(오종민목사)	

뉴저지제일한인교회(강상석목사)	

선한목자교회(서세광목사)	

예향장로교회(지용승목사)	

오늘의목양교회(장동신목사)	

	
제 12지역	(14 교회)	

Bloomfield, Clifton, Livingston, Milburn, Parsippany, Passaic, Pine Brook, Randolph, Roseland,  

Wayne, West Caldwell, West Orange, Woodland Park	
예배장소:	

설교자:	

내리연합감리	교회	(이성일	목사	시무)	

이성일	목사	(내일연합감리교회)	

317	Lackwanna	Ave.		
Woodland	Park	NJ	07424	

구원장로교회(장치조목사)	

내리연합감리교회(이성일목사)	

뉴저지반석교회(이기백목사)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이상성목사)	

뉴저지연합장로교회(손정모목사)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이희조목사)	

모리스한인연합감리교회(최상훈목사)	

베다니연합감리교회(이기성목사)	

복음장로교회(최은수목사)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김은범목사)	

산돌교회(김대호목사)	

성산교회(주선영목사)	

아름다운성결교회(장승기목사)	

은혜언약교회(박정식목사)	

	
	
	
	
	
	
	



제 13지역	(30 교회)	
뉴저지 중남부	

예배장소:	

설교자:	

갈보리	교회	(도상원	목사	시무)	

이후석	목사	(우드브레지 UMC)	

572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가득한교회(김성철목사) 

갈보리교회(도상원목사)	

뉴저지믿음장로교회(박상훈목사) 

뉴저지선교교회(유무성목사) 

뉴저지양지교회(장두만목사) 

뉴저지온누리교회(조인목목사)	

뉴저지임마누엘교회(장기수목사) 

뉴저지침례교회(문종성목사) 

로고스교회(김용복목사) 

맘모스은혜연합교회(정호석목사) 

새삶교회(김정기목사) 

생명의빛장로교회(나경집목사) 

세빛교회 

시온성성결교회(류태우목사) 

엘리자베스한인교회(소재신목사) 

여호수아장로교회(이만수목사) 

엘림유니온 UMC(박태열목사) 

올네이션교회(양춘호목사) 

은혜와진리교회(이병성목사) 

좋은소리교회(송인종목사) 

중앙장로교회(이광수목사) 

중부뉴저지장로교회(이원호목사) 

주소망교회(이창우목사)	

즐거운교회(김영삼목사) 

찬양교회(허봉기목사)	

참소망교회(양부환목사) 

참좋은교회(한위현목사)	

프린스턴연합교회(정창문목사)	

한마음교회(이종욱목사) 

행복한교회(김영일묙사)	

	
**	모든	지역	부활절연합예배의	헌금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를	위한	차세대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