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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부흥회

기간  1월 25일(금)-27일(주일)  

강사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목사)

일정  1월 25일 

● 금요저녁예배 8pm “변장된 축복-고난” (시 30:5)

1월 26일 

● 토요새벽예배 6am “하나님을 알자” (대하 7:14)

● 토요세미나 9am 1) 북한 복음화의 필요성  2) 충성된 일꾼

● 토요저녁예배 7pm “복음전도의 비상사태” (행 1:6-8)

1월 27일 

● 1-3부 주일예배 “선교한국의 꿈” (창 45:1-11)

하나님께서 2019년 뉴저지초대교회에게 주시는 꿈과 비

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뉴저지초대교회는 “하나님 나

라의 꿈을 꾸자”는 주제로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을 모시고 선교부흥회와 선교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또한, 본 교회의 선교사역을 소개하여 더 많은 성도님들

이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1월 27일 

제 7회 선교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단회적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지속되

어야 합니다. 뉴저지초대교회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전략

을 세워 중남미, 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슬람지역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매년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고 

있으며, 의료, 안경 및 치과, VBS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에

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의 부름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

다운 동역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하며, 선교부흥회와 선교엑

스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한 해를 시작하며 

2019년 「선교부흥회」와 「선교엑스포」에 초대합니다!

선교엑스포

기간 1월 27일(주일), 2월 3일(주일)  

장소 본당 로비 및 교육관 플라자

BLESSED Conference는 2013년 “견고한 교사를 세우

자” 라는 교회적인 목회 방향에 따라 시작된 교사 교육 컨퍼

런스입니다. 매해 열리는 BLESSED를 통해 다음 세대 교육

의 방향성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

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그해의 주제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

고 준비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19년 7차 컨퍼런스 주제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

배자”입니다. 박형은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토론토 밀알

교회 담임 노승환 목사, Loyola Marymount 대학 Char-

lene Lee 교수를 주강사로 모시고 이번 주제를 통하여 첫

째, 우리 예배의 대상을 기억하고, 둘째, 어떻게 다음 세대

를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로 세울 수 있을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 세미나 시간에도 여러 

강사들을 모시고 사역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부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교사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새롭

게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미나 토픽

●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 : Steve Yu 목사(새들백교회 소그룹 담당)

●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과 직업 : 조희창 목사(낮은 울타리 대표)

● 주일학교 찬양인도 : Kevin Ma 선생(어린이전도협회

                                 /얼바인 베델교회 주일학교 찬양디렉터) 

● 중고등부 찬양팀 세우기 : Ezra/Janet 전도사(고등부)

● 보조교사 : Dave Park 목사(Mosaic Ministry)

● 장애우 사역 : 추필립 집사(His Friends)

2019 BLESSED CONFERENCE

다음 세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세우자

주강사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는 교회의 중요

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마련된 BLESSED 컨퍼런스에

는 교사 외에도 교회 교육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

리며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뉴저지초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문의  뉴저지초대교회 오세준 목사 (508.768.5135)
KPCA 교육부 조희창 목사 (646.300.4790)

늘 감사 프로젝트

오늘 감사하셨습니까?

2019년 뉴저지초대교회에서는 늘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

하였습니다. 늘 감사 프로젝트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

는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건강하고 행

복한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잊

지 말고, 감사 노트에 적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금통을 채

우다보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더욱 풍성해 질 것

입니다. 감사 노트는 가정에 보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

혜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는데 사용하시고, 모은 저금통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금 전액은 연말에 컴패션의 WaSH Project에 전달됩

니다. WaSH Project(Water, Sanitation and Hygiene)는 

적절한 위생시설없이 살아가는 24억명, 콜레라와 같은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입원환자들, 설사로 사망하는 세

계의 어린이들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접근이 어려운 수많

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물결을 흘려 

보내는 ‘늘 감사 프로젝트’!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웃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

는 뉴저지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

님의 뜻이니라” (살전 5:1)

| 문의  강병희 행정목사 (415.24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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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녁예배 기도시리즈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주님의 은혜가운

데 마치고 계속해서 금요저녁예배 ‘기도’ 

시리즈 설교가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

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을 체험하고 뉴저지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성

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시길 기대합니다.   

예배소식

수요여성예배

140여명으로 시작된 새해 첫 수요여성

예배에 많은 새로운 예배자들이 함께 하셨

습니다. 수요여성예배를 통해 ‘가정으로 파

송하는 선교사’의 비전을 세우고, 삶을 서

로 나누며 공감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기독교 

영화상영, 야외활동 등 다양한 계획이 준

비되어 있으며, 특별히 2월에는 영화 ‘천국

으로 간 아이들’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성

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관 2부 예배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를 돕기 위

해 올해부터 교육관 주일 2부 예배에도 찬

양팀이 함께 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

를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

랍니다.  

| 모집분야  악기, 보컬  

| 문의  명동혁 목사 (972.400.2836)

          황동하 집사 (201.456.6042) 

4부 젊음이 있는 예배

2019년 1월 20일(주일)부터 4부 젊음이 

있는 예배가 본관 3층으로 장소를 이전하

였습니다.

| 예배시간  주일 오후 1:30

| 문의  김시연 목사 (312.877.1157)

교회절기 전교회 교육 청년 영성 훈련/긍휼 선교

1월 신년주일(1.6)

신년주일, 성찬주일(1.6) 
신년특별새벽기도회(1.7~12) 

예산공동의회(1.13) 
제직세미나(1.13) 
정기제직회(1.27)

신년축복기도(1.13) 순장교육(1.27)
선교부흥회(1.25~27) 

선교엑스포(1.27)

2월
성찬주일(2.3) 
공동의회(2.24)

Blessed Conference 
(2.9)

Hackensack
Soup Kitchen(2.17) 

순장교육(2.24)

선교엑스포(2.3)
북아프리카비전트립(2.18~25)

3월 사순절 시작(3.6) 성찬주일(3.3)
중보기도학교(3.15, 3.22) 

중보기도수련회(3.30) 
신약통독(3.6~4.20)

순장교육(3.31) 컴패션 선데이(3.24)

4월

종려주일(4.14)
고난주간(4.15~20) 
성금요예배(4.19) 
부활주일(4.21)

성찬주일(4.7) 
다니엘특별기도회(4.1~20) 

부활주일 세례식(4.21)

리더십 오픈수련회 
(4.13~14)

Annual Chodae
Golf Tournament 

순장교육(4.28)
모로코 장애우선교(4.6~13)

5월
성찬주일(5.5) 
정기제직회 

-1/4분기 결산(5.12)

어린이주일 
(5.5)

순장교육(5.26)
Loving Muslim Through 

Prayer(5.5~6.4) 
단기선교팀 수련회(5.24~25)

6월
성찬주일(6.2) 

한생명 초청주일(6.16)
VBS & 수련회 

(6.15~22)

부흥회(6.9) 
수련회(6.22~23) 

해외선교(6.24~7.4)
순장교육(6.30)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비전트립(6.3~10) 

모로코어린이/청소년 영어캠프
(6.21~29) 

영국 어라이즈 전도대회(6.24~7.4) 
페루 와라스 선교(6.28~7.6)

■  2019 CHODAE EVENT  ■

교회 주요연락처

■ 교역자

박형은 담임목사

David Park 목사

김인집 목사

안삼선 목사

강대열 목사

명동혁 목사

강병희 목사

김시연 목사

신요섭 목사

Patrick Nam 목사

Janet Kim 전도사

오세준 목사

장요한 전도사

Karen Oh 전도사

김지연 전도사

조은명 전도사

김유미 전도사

이계원 전도사

추민지 전도사

■ 시무장로

박영현 서기장로 

김성모 장로

김신호 장로

김재진 장로

박경호 장로

손동우 장로

유을상 장로

윤영호 장로

이영수 장로

이원대 장로

장영실 장로

정해양 장로

주우식 장로

차경준 장로

최치주 장로

■ IT 사역원

IT운영지원부

방송미디어부

자료관리부

■ 공동체사역원

Bridgemakers

가정사역부

공동체관리부

상담실

소망회

영커플

■ 교육사역원

AWANA

KM 중고등부

고등부

교육지원부

대학부

유년부

jimbobpark@njchodae.org

davidpark@njchodae.org

injibkim@njchodae.org

samseonahn@njchodae.org

daeyeolkang@njchodae.org

dhmyung@njchodae.org

byungheekang@njchodae.org

siyeonkim@njchodae.org

yosopshin@njchodae.org

patnam@njchodae.org

janetkim@njchodae.org

johnoh@njchodae.org

dasworth@njchodae.org

karenoh@njchodae.org

jeeyeonkim@njchodae.org

chodaepjm@njchodae.org

youmekim@njchodae.org

kyewonlee@njchodae.org

mindychoo@njchodae.org

yhpak@njchodae.org

smkim@njchodae.org

shkim@njchodae.org

jjkim@njchodae.org

khpak@njchodae.org

dwsohn@njchodae.org

esyuh@njchodae.org

yhyoon@njchodae.org

yslee@njchodae.org

wdlee@njchodae.org

yschang@njchodae.org

hychung@njchodae.org

wsju@njchodae.org

kjcha@njchodae.org

cjchoi@njchodae.org

itmgt@njchodae.org

Media@njchodae.org

datamgt@njchodae.org

bridgemakers@njchodae.org

family@njchodae.org

community@njchodae.org

counseling@njchodae.org

somang@njchodae.org

youngcouple@njchodae.org

Awana@njchodae.org

kmyouth@njchodae.org

resurgence@njchodae.org

education@njchodae.org

MU@njchodae.org

pjm@njchodae.org

유아1부

유아2부

중등부

초등부

■ 긍휼사역원

기관사역부

돌봄사역부

지역사회부

■ 새가족사역원

새가족사역부

■ 선교사역원

북아프리카 선교부

아시아선교부

이웃선교부

전도부

전문인선교부

중남미선교부

행정지원선교부

훈련선교부

■ 영성사역원

영성사역부

■ 예배사역원

1부 성가대

1부 예배운영부

FirstLivingSeedMinistry@njchodae.org

GoodTree@njchodae.org

ffm@njchodae.org

kkm@njchodae.org

instsupport@njchodae.org

care@njchodae.org

neighbor@njchodae.org

newfamily@njchodae.org

missions3@njchodae.org

missions2@njchodae.org

missions.domestic@njchodae.org

evangelism@njchodae.org

missions.support@njchodae.org

missions1@njchodae.org

missions.admin@njchodae.org

missions.training@Njchodae.org

spiritualformation@Njchodae.org

choir1@njchodae.org

worship1@njchodae.org

2부 성가대

2부 예배운영부

3부 성가대

3부 예배운영부

His Friends

수요여성예배부

찬양사역부

■ 재정사역원

예산관리부

자산관리부

헌금관리부

회계부 

■ 행정사역원

교제사역부

도서실

북카페

안전관리부

총무사역부

행사부

삶터사역부

장년교육부

행정지원부 

훈련사역부

■ 건물관리

한명천 집사

강복구 집사

choir2@njchodae.org

worship2@njchodae.org

choir3@njchodae.org

worship3@njchodae.org

HisFriends@njchodae.org

worship.women@njchodae.org

praise@njchodae.org

chodae.budget@njchodae.org

assetmgt@njchodae.org

donate@njchodae.org

chodae.finance@njchodae.org

fellowship@njchodae.org

library@njchodae.org

bookcafe@njchodae.org

safety@njchodae.org

generalaffair@njchodae.org

events@njchodae.org

training.workplace@njchodae.org

training.adult@njchodae.org

training.planning@njchodae.org

training@njchodae.org

201.638.4855

201.281.7110

발행인 박형은 목사 발행처 뉴저지초대교회   Tel) 201.767.0400   AdminOffice@njchodae.org

NORWOOD 본관 100 Rockland Ave., Norwood, NJ 07648        NORTHVALE 교육관 119 Rockland Ave., Northvale, NJ 07647        FORT LEE 선교관 1355 15th St., 2nd Fl., Fort Lee, NJ 07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