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26일(35권 21호)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40, 토 6:10)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Loving Muslims  

Through Prayer]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11-15)

설교 / 명동혁 목사 
기도 / 한현옥 권사 

“믿음의 한걸음” 
 (여호수아 3:14-17)
설교 / 강병희 목사 
기도 / 김성빈 집사

암송 및 특송 / 16공동체

*Simultaneous English Interpretation available for 9:35 KM Service (dial 201.479.9915) 

2019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1-2)

May
5월 26일(주일) : 어버이날 큰잔치

June
6월 2일(주일) : 성찬주일
6월 10일(월) :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마련 골프대회
6월 15일(토) : 유아부 VBS
6월 16일(주일) : 한생명 초청주일 

6월 21일(금)-22일(토) : 유치부 VBS 
6월 23일(주일) : 5,6월 새가족 환영회
6월 27일(목)-29일(토) : 유년부 VBS 
6월 28일(금)-30일(주일) : 초등부 여름수련회 
6월 30일(주일) : 소망공동체 월례회, 7월 순장교육  

July
7월 7일(주일) : 성찬주일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 주요 연락처 
목회지원실

건물 ● 시설관리

장소 ● 차량 문의

초대도서관

Book Cafe

중보기도 긴급전화

201.767.0400 / adminoffice@njchodae.org

201.638.4855 / myungchon56@gmail.com

201.767.0400 / njchodaespace@gmail.com

201.245.2491 / library@njchodae.org

201.923.3178 / bookcafe@njchodae.org

312.877.1157 / siyeonkim@njchodae.org

Norwood 본관  
100 Rockland Ave., Norwood, NJ 07648
(Tel) 201.767.0400   (Fax) 201.767.0470

Northvale 교육관  
119 Rockland Ave., Northvale, NJ 07647

Fort Lee Campus  
1355 15th St., 2nd Fl., Fort Lee, NJ 07024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젊은이 예배 (BM)   

영어예배 1부 (교육관)  

영어예배 2부 (교육관) 

특수예배 (His Friends) 성인 

특수예배 (His Friends) 학생 

유아부 1, 2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KM중고등부 

놀우드새벽기도회

포트리새벽기도회

수요여성예배     

금요저녁예배

목요중보기도회    

교회학교예배 (교육관) 

주중예배

주일예배

7:50am

9:35am

11:35am

1:30pm

9:35am

11:35am

9:35am

11:35am 

5:40am(토 6:10am)

(월-금) 6:00am

10:00am 

8:00pm

10:30am

9:35am, 11:35am

9:35am, 11:35am

9:35am, 11:35am

      9:35am, 11:35am

9:35am, 11:35am

9:35am, 11:35am 

11:35am

상담 신청 : 1층 로비 서류 수거함 (우측에 신청서)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njchodae.org)

Sprout  초대 상담실

참여 신청 :  201.546.2073 / aoiumi742000@yahoo.com
큐티 나눔방

주일예배

1부 (오전 7:50) 2부 (오전 9:35)* 3부 (오전 11:35)

인도 최세나 목사 김인집 목사 정일형 목사

예배로 부름 인도자

찬양 큰 영화로신 주 (새찬 35장) 

입례송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시온 성가대

기원 인도자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새찬 391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차경준 장로 김신호 장로 최치주 장로

 성경봉독 권용정 집사 정승주 집사 문인학 집사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성도여 다 함께

설교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예수님” 
박형은 목사 (마가복음 2:13-17)

헌금 남성 4중창 

봉헌기도 박형은 목사 인도자

찬양 온 세상 위하여 (새찬 505장)

축도  박형은 목사 인도자 

교육관 예배
(2부) 오전 9:35  (3부) 오전 11:35

4부 젊은이 예배
(오후 1:30, 본관 3층 예배실)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예수님”  
설교 / 박형은 목사 (마가복음 2:13-17)

인도 / (2부) 명동혁 목사  (3부) 강병희 목사
기도 / (2부) 차경준 장로  (3부) 김신호 장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빌립보서 4:21-23)

설교 / 김시연 목사
기도 / 송원철 성도     

담임목사 

Mosaic Lead Pastor

공동체, 새가족, 훈련 

선교, 영커플, 일대일

공동체 

예배, 공동체 

행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 

긍휼, 공동체 

청년부(BM), 영성

대학부

고등부

고등부 

중등부, 교육부 총괄  

중등부 

KM 중고등부 

초등부(Gr. 3-5)

초등부(Gr. 3-5)

유년부(Gr. 1-2) 

유치부(4-6세)

유아부(18개월-4세)

His Friends

박형은  목   사 

박 David  목   사

김인집  목   사

안삼선  목   사

강대열  목   사

명동혁  목   사

강병희  목   사 

최세나  목   사 

정일형  목   사 

김시연  목   사 

신요섭  목   사 

남 Patrick  목   사

김 Janet  전도사 

오세준  목   사

옥Aileen  전도사

장요한  전도사 

오 Karen 전도사

김지연  전도사

조은명  전도사

김유미  전도사

이계원  전도사

추민지  전도사

201.767.0400

201.895.6138

201.705.8638

267.664.8841

518.429.4674

972.400.2836

415.246.6111

201.388.2911

626.487.6445

312.877.1157

201.741.6392

201.274.9508 

201.618.2963

508.768.5135

914.819.8353

201.574.3742

201.245.2557

201.755.5808

816.718.0660

845.323.7010

845.893.6402

551.427.6856 



설교본문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예수님” /  박형은 목사 (1-3부) 

마가복음 2:13-17 (개역개정)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6 바리

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

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

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Mark 2:13-17 (NIV)
13 Once again Jesus went out beside the lake. A large crowd came to him, and he began to teach them. 14 As he 
walked along, he saw Levi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Jesus told him, and Levi 
got up and followed him. 15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Lev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eating with him and his disciples,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16 When the teachers of the law who 
were Pharisees saw him eating with the “sinners” and tax collector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17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사랑의 식탁

새가족 등록과정

환영합니다  Welcome to Chodae Community Church

뉴저지초대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3주간의 새가족교육과 담당 교역자의 심방이 모두 끝난 후에 등록교인이 되시고 
공동체 순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1,2차 나눔 및 교육

새가족 문의

친교부(201.206.3370)

5/26(주일) 교회소식

1. 다음 주일(6/2)은 성찬주일입니다. 

2. 한생명 초청주일
계속해서 전도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한생명 초청주일 예배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6/16(주일) 1-4부 예배
● 담임목사님과의 만남 : 3부 예배 후,  교육관
  (동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 문의 : 안삼선 목사(267.664.8841)
             이용선 집사(201.747.7402)

3. 2019 소망공동체 큰잔치 
● 일시 : 5/26(오늘) 1:15-4pm 
● 장소 : 본관 체육관 
● 문의 : 김영기 집사(917.364.9488)

4. 6월 맨하탄 전도
● 일시 : 6/1(토) 8:30am 교회 출발
● 문의 : 이용선 집사(201.747.7402)

5. 6월 선교사역원 기도모임
● 일시 : 6/1(토) 7:10am 
● 장소 : 본관 1층 성가대실 

6. 영커플 공동체 피크닉
● 일시 : 6/8(토) 10am
● 장소 : Rockland Lake State Park
● 문의 : 한제임스 집사(917.270.3309)
*6월 Large Group 모임은 없습니다.

7. 창조과학탐사여행 신청(40명 선착순) 
● 일정 : 9/17(화)-20(금) (3박 4일, 그랜드캐년 일대) 
● 신청 : 본관, 교육관 신청부스 
● 문의 : 김기홍 집사(201.742.3870)
             김명자 집사(201.390.9333)

8. 제 9회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마련 골프대회
우천으로 인해 날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수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시/장소 : 6/10(월) 7am, Rockleigh Golf Course
● 등록비 : $125(참가비 및 점심)
● 등록 문의 : 최성민 집사(201.669.9976)

9. 제 47기 뉴저지 아버지학교 
● 일시 : 6/15, 6/22, 6/29(토) 6pm, 6/30(주일) 5pm
● 장소 : 뉴저지초대교회 3층 예배실 
● 신청 :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로비 부스
● 문의 : 김기홍 집사(201.742.3870)

출산전후 축복기도 문의 (사전 예약 필수) : 강병희 목사(415.246.6111)

목요 중보기도 ● 매주 목요일 10:30am(3층 예배실)

[ 새벽예배 본문 ] *6/4까지 Loving Muslims through Prayer 기도책자 본문을 사용합니다.

5/26(주일) 5/27(월) 5/28(화) 5/29(수) 5/30(목) 5/31(금) 6/1(토)

고전 9:22 고후 2:14-16 갈 3:8-9 엡 3:6-8 빌 2:10-11 골 1:27 딤전 2:3-6

새가족 3주차 환영의 시간 

5/26(주일) 6/1(토)  노은영, 김흰돌, 박민수, 안병우b, 전승규, 정훈진 

새가족 1, 2차 나눔 및 교육 6/2, 6/9(1:10-2:50pm, 1층 102호)
6월 새가족 교육은 1주차(6/2) 교육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은 1층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김인집 목사(201.705.8638) / 정훈진 집사(917.756.1538)

5, 6 월 새가족 환영회는 6/23에 있습니다. (1부-1:10pm, 본관 체육관 / 2부-2:10pm 담임목사관)

10. 여호수아스쿨 1기 수료식
● 일시 : 5/30(목) 8pm
● 장소 : 본관 3층 예배실
*수료명단(32명)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11. 교인 교적부 업데이트 
● 일시 : 한생명초청주일(6/16) 
● 장소 : 본관, 교육관 부스
● 대상 : 주소,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으신 성도  
             또는 가족의 사진이 누락되거나 자녀들의 사진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성도
*특별히 순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전승규 집사(201.803.8333)

12. 봉사자 모집 
[새벽예배 방송실]
● 문의 : 명동혁 목사(972.400.2836)
[1부 성가대 피아노 반주]
● 문의 : 이종혁 집사(201.621.3554)

13. 교역자 동정 
● 사임 : 강대열 목사(5/31)  

소천  ●  故 조휘숙 집사(심춘식 집사, 디아스포라) : 55세, 5/20, 한국 

  교육부 소식 

[Awana Club 학기말 일정]  
-Awana Fair & Closing Ceremony

● 일시 : 5/31(금)  8pm, Club 예배실과 체육관
  *이 날은 그동안 모았던 포인트를 모두 가져 옵니다.

-새학기 Awana Club 등록
● 일시 : 6/1(토) 9-11am, 본관 2층 (우측 방)
● 등록 : 뉴저지초대교회 등록교인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참조.

-새봉사자를 위한 Basic Training
● 일시 : 6/8(토) 9am-12pm, 본관 2층 우측 방
*Awana Club은 새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
대를 양육하는 일에 열정있으신 많은 분들을 기다
립니다. 새봉사자는 기본교육(3시간)에 필참하여
야 합니다.
● 문의 : Karen Oh 전도사(201.245.2557)

[Resurgence Missions Conference]
● 기간 : 6/21(금)-23(주일)
● 등록 : 고등부실 로비와 본관 로비에 등록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 Pat Nam 목사(201.274.9508)

주일 중보기도 ●  각 예배 15분전(303호)
디아스포라(이주 가정) 축복기도 문의/예약 : 강병희 목사(415.246.6111) 

6/2 주일 봉사위원 

1부

2부

3부

금요

수요 

헌금인도  

성경봉독 

신동근

우정훈 

류형우

대표기도

김성모

최윤섭

정재춘

이동규 

문행희  

본관  

1부

본
관

교
육
관

안내 

헌금

2부 3부

손동우, 박인선, 박정려

금요

송상미

윤익경, 이혜옥
윤만진, 김영경

유을상, 오은순, 정숙교

최성민, 최미현, 황성혜 
김흰돌, 송상미

윤영호, 최영희, 김정희 

정인영, 이대옥, 이숙진
박상은, 이은희, 양나영

-
김재진, 김해동
최연근, 장혜신

김신호, 장 범 
황성숙, 김선희 

-
최 현, 팽재희
이준범, 강화정

이성환, 이동은d

6월 안내 및 헌금위원

-

-

-

교육관  

 -

김성모

최윤섭 

안내 

헌금

득남  ●  박성민, 김수진 가정(영커플) : 박찬영(Kai,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