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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초

청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

하는 영혼들,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 상처

받아 교회를 떠난 영혼들.. 이들 모두가 아

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진

정한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입니다. 

2016년에 처음 시작된 한생명 초청주일

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표어 아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영혼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전도사역입니다. 

잃어버린 한생명을 주님의 품으로

온 교회가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첫 해 등

록된 305명의 전도 대상자 중 140명이 한생

명 초청주일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

하고 31가정(76명)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동안 한생명 초청주일을 통해 교회에 

출석하게 되신 분들 중에는 The Table 프

로그램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

고 순에 연결되어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가정도 있고, 이들 중에는 이슬

비 편지팀에서 지속적인 연락과 기도를 받

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뉴저지초대교회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한

생명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CHODAE CONNECT WWW.NJCHODAE .ORG

“한생명 초청주일로 인해서 평소에 기도

만 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촌 동생의 사업장

에 방문하여 세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며 성경책을 선물

하고 돌아왔다. 그 후에 초청일이 다가와서 

동생에게 당일 주일에 교회에 가자고 전화

를 했으며 동생은 화를 내며 바쁘다고 거절

을 했다. 마음이 아팠다. 아직 하나님의 시

간이 안된 것 같다.” “처가의 처형 가족이 오랜 불교 신자들

이었다. 결혼 이후 줄곧 기도를 해왔고, 초

청주일 3주 전에 갑자기 처형과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두 조카들이 미국을 방문 해

서 몇 주를 머무르게 되었다. 초청주일 전

날 토요일에 아내가 교회에 가자고 처형에

게 말을 했고 처형은 거절을 했다고 하였

다. 그런데, 마침 주일에 모두 늦잠을 자버

리게 되어 그 날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생

겼고 모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후 다

음 일정을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처형 가족

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응

답이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주일도 예배를 

드렸고 그 주간에 장로님 가정과의 저녁식

사 자리에서 권사님의 복음 선포를 듣고 한

국으로 돌아갔다. 처형과 두 조카들이 복음

도 들었고 예배도 드렸다. 우리 가족은 지

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한생명 초청주일에 대상자로 올라 온 

어느 집사님의 남편께서 수년 간 예배의 자

리에 나오지 못하고 계셨다. 이슬비 편지를 

보내달라는 부인의 요청으로 수개월을 보

내 드렸고, 수개월 후 편지를 통해서 다시

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회복되어 

우리 교회에 일부러 찾아 오셔서 감사의 인

사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라고 부탁하시고 캘리포니아의 본인 집

으로 돌아 가셨다.”

“한생명 대상자로 올라오신 70대의 믿지 

않는 어르신이었고 한국에 계신 어느 집사

님의 아버지셨다. 한국에 한 달 정도 방문

하신 집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했

을 때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고 영접

하고 소천하셨다.”

“초청주일의 기회로 순예배에 믿지 않는 

자녀들과 예배를 떠나있는 자녀들을 초청

하기로 기도하고, 아버지 주일에 맟추어 순

예배를 드렸으며 세 가정의 네 명의 자녀들

이 참여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은혜를 맛

보았다. 정말로 기적이었다. 모두 성인이 된 

자녀들이 순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기

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체험이 

모든 순원에게 임하는 예배였다.”

“우리 순에 장로님 가정이 순원으로 오

셨다. 그리고 초청주일에 한 가정의 이름을 

기도 대상자로 올려 놓으셨고 기도를 하셨

으며, 얼마 후에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시

고 우리 순에 오셨다. 그 후, 4년이 흐르고 

부부는 모든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일대일 

양육도 받고 계시며 세례교인으로 전도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

02 

만남

● 함께 식사하기

● 커피타임 갖기

● 운동 (골프, 테니스, 농구)

● 취미활동 (낚시,영화,요리,미용)

● 함께 장보기 

● 순모임 초청하기

● 교회모임 초청하기

01

기도
04

복음
매일 한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생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03

섬김 

● 내가 먼저 한생명의 결실을 맺는 

   새사람이 되게 하소서.

● 작정한 한생명이 구원의 

   빛가운데로 나오게 하소서 .

● 한생명이 교회를 통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 음식 나누기

● 라이드 해주기

● 신앙서적 전하기

● 대화 나누기

● 생일 및 기념일 축하하기 

● 아플 때 돌봐주기 

● 아이 봐주기

필요를 잘 살펴 
사랑으로 섬깁니다. 

●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누기 

●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기

● 한생명 초청주일 초대장 
   전달하기

한생명 전도 가이드 “기도하며 만남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2017 한생명 초청주일

간증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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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을 30일 동안 사랑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라마단 기간   5.6(월)-6.4(화)

단식(사움)은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신앙적 의무(아르칸–arkan-al-Islam) 중 하나로, 무슬림들은 

이슬람력 9월(라마단) 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모든 식음을 금하고 그들의 신, 알라에게 기도합니다. 

“Loving Muslim Through Prayer” 기도책자는 2011년 부터 무슬림들이 거짓신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라

마단 절기 동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교회가 금식과 기도로 무슬림들의 구원

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선교사역으로, 올해 그 아홉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책자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경적 이해와 묵상을 돕기 위한 30개

의 성경본문과 무슬림 나라들의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중보기도제목, 이슬람 종교 전통과 문화에 대한 내용 등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십계명 시리즈 주일설교를 통해 우리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다신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터에서 만나는 무슬

림 이웃, 끊임없는 전쟁으로 난민촌에서 희망없이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이웃들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무슬림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닫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며 땅끝을 향한 복음의 힘찬 전진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참여방법

01 이메일 수신 Sign-Up
교회 홈페이지 www.njchodae.org에서 싸인업을 하시면, 라마단 기
간동안 이메일로 매일의 기도제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 기도책자 
4/21, 28(주일) 본관, 교육관 로비에서 기도책자를 직접 받으실 수 있
습니다. (Suggested Donation : $5)

03 금식기도 신청
4/21, 28(주일) 본관, 교육관 로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4 새벽기도
30일 기도 기간에는 기도책자를 사용합니다.   

5/6 5/7 5/8 5/9 5/10 5/11

아침 101, 옥합9 아침 104, 옥합6 아침 202, 옥합3 아침 205, 향유9 아침 303, 향유6 아침 401, 향유3

점심 102, 옥합8 점심 105, 옥합5 점심 203, 옥합2 점심 301, 향유8 점심 304, 향유5 점심 402, 향유2

저녁 103, 옥합7 저녁 201, 옥합4 저녁 204, 옥합1 저녁 302, 향유7 저녁 305, 향유4 저녁 403, 향유1

5/12 5/13 5/14 5/15 5/16 5/17

아침 404, 2606 아침 502, 2603 아침 505, 2305 아침 603, 2302 아침 701, 2205 아침 704, 2202

점심 405, 2605 점심 503, 2602 점심 601, 2304 점심 604, 2301 점심 702, 2204 점심 705, 2201

저녁 501, 2604 저녁 504, 2601 저녁 602, 2303 저녁 605, 2206 저녁 703, 2203 저녁 801, 2105

5/18 5/19 5/20 5/21 5/22 5/23

아침 802, 2104 아침 805, 2101 아침 903, 2004 아침 906, 2001 아침 1003, 1903 아침 1101, 1805

점심 803, 2103 점심 901, 2006 점심 904, 2003 점심 1001, 1905 점심 1004, 1902 점심 1102, 1804

저녁 804, 2102 저녁 902, 2005 저녁 905, 2002 저녁 1002, 1904 저녁 1005, 1901 저녁 1103, 1803

5/24 5/25 5/26 5/27 5/28 5/29

아침 1104, 1802 아침 1202, 1704 아침 1205, 1701 아침 1302, 1603 아침 1305, 1506 아침 1403, 1503

점심 1105, 1801 점심 1203, 1703 점심 1206, 1605 점심 1303, 1602 점심 1401, 1505 점심 1404, 1502

저녁 1201, 1705 저녁 1204, 1702 저녁 1301, 1604 저녁 1304, 1601 저녁 1402, 1504 저녁 1405, 1501

5/30 5/31 6/1 6/2 6/3 6/4

아침 T1, Mosaic 1 아침 P2, Mosaic 4 아침 P5, Mosaic 7 아침 P8, BM1, Mosaic 10 아침 P11, BM4, 안삼선 아침 BM7, 강병희, 명동혁

점심 T2, Mosaic 2 점심 P3, Mosaic 5 점심 P6, Mosaic 8 점심 P9,BM2, Mosaic 11 점심 P12, BM5, Dave Park 점심 BM8, 김시연, 최세나

저녁 P1, Mosaic 3 저녁 P4, Mosaic 6 저녁 P7, Mosaic 9 저녁 P10, BM3, Mosaic 12 저녁 BM6, 김인집, Yosop Shin 저녁 BM9-10 오세준, 정일형

무슬림을 위한 30일 공동체 릴레이 금식기도표

● 30일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개인/가족/순이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합 

   니다.
● 기도에 앞서 책자 상단에 있는 성경구절을 묵상 후 그 날 지정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제목으로 기도합니다. 
● 금식기도는 개인/순별로 하루에 한 끼씩 정해진 시간에 합니다. 
● 순장이나 권찰이 일정표를 통해 금식 날짜를 확인하고 순원들에게 공지 

  하여 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라마단 기간 중 매주 금요예배(5/3-31)에서 진행되는 기도모임에 참여 

  하여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금식 : 6am-12pm   *점심금식 : 12- 6pm   *저녁금식 : 6-12pm



전교회 교육 청년 훈련/긍휼 선교

5월

성찬주일(5.5)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마련 골프대회(5.13) 
정기제직회 1/4분기 결산(5.19)

어버이날 큰잔치(5.26)

중고등부 Regional Prayer 
Night(5.3)

KKM 가족 피크닉(5.5)
KM중고등부 피크닉(5.5)

고등부 Exit Seminar(5.5,12)

순장교육(5.26)
Loving Muslim Through Prayer(5.6~6.4) 

단기선교팀 수련회(5.24~25)

6월
성찬주일(6.2) 

한생명 초청주일(6.16)
KKM 수련회(6.28~30)

부흥회(6.9) 
수련회(6.22~23) 

순장추가교육(6.1)
순장교육(6.30)

모로코 어린이/청소년 영어캠프(6.21~29) 
영국 어라이즈 전도대회(6.24~7.4) 

페루 와라스 선교(6.28~7.7)

7월 성찬주일(7.7) KOSTA(7.17~20)
순장추가교육(7.6)

순장교육(7.28)

도미니칸 리퍼블릭 단기선교(7.8~13)
페루 리마 단기선교(7.6~13)

New City Kids 캠프(7.14~20)
페루 냐우닐리야 단기선교(7.12~20)

페루 쿠스코 단기선교(7.26~8.4)
아틀란타 BM Mission for Muslim(7.29~8.2)

독일 청소년 선교(7.20~8.3)

8월
성찬주일(8.4)

정기제직회 2/4분기 결산(8.12)
순장추가교육(8.3)

순장교육(8.25)
NYC 도시선교(8.11~16)

■  2019 CHODAE 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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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15)

감사함은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 지원을 위해 “컴패션 WaSH Project”에 전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