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4일(35권 31호)

주중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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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빌립보서” 

팔복(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있나니”  
(마태복음 5:6)

설교 / 강병희 목사 
기도 / 고혜숙 권사  

“예수님의 쉼”
 (마가복음 1:35-39)
설교 / 정일형 목사 
기도 / 김일석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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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8월 4일(주일) : 성찬주일, 영커플 Large Group 모임   
8월 7일(수)-11일(주일) : 중등부 여름수련회
8월 9일(금)-11일(주일) : BM 리더십 수련회 
8월 9일(금)-15일(목) : 고등부 NYC 도시 선교
8월 11일(주일) : 정기제직회
8월 18일(주일) : 새가족 환영회 

8월 25일(주일) : 소망공동체 월례회, 교육부 졸업주일   

September
9월 1일(주일) : 성찬주일 
9월 2일(월) : 노동절 (Church Closed)
9월 17일(화)-9월 20일(금) : 창조과학탐사여행
9월 20일(금)-22(주일) : 영커플 가족 수련회
9월 29일(주일) : 소망공동체 월례회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 주요 연락처 
목회지원실

건물 ● 시설관리

장소 ● 차량 문의

공동체 순배정 문의

초대도서관

Book Cafe

중보기도 긴급전화

201.767.0400 / adminoffice@njchodae.org

201.638.4855 / myungchon56@gmail.com

201.767.0400 / njchodaespace@gmail.com

201.705.8638 / injibkim@njchod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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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집 목사 명동혁 목사 최세나 목사 

예배로 부름 인도자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찬 96장)

입례송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시온 성가대

기원 인도자 

찬송 그 참혹한 십자가에 (새찬 269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정재춘 장로 김일영 장로 김재진 장로

 성경봉독 곽동영 집사 정석찬 집사 박강배 집사 

찬양 주의 보혈 주님께 찬양하리라 하나님 나라

설교
“세워지는 교회” 

박형은 목사 (마태복음 16:13-19)

성찬식 갈보리산 위에 (새찬 150장) / 예수 나를 위하여 (새찬 144장)

헌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찬 304장)

봉헌기도 박형은 목사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찬 325장)

축도 박형은 목사 

성찬주일 

교육관 예배
(2부) 오전 9:35  (3부) 오전 11:35

4부 젊은이 예배
(오후 1:30, 본관 3층 예배실) 

  “세워지는 교회”  
설교 / 박형은 목사 (마 16:13-19)

인도 / (2부) 강병희 목사  (3부) 정일형 목사 
기도 / (2부) 정재춘 장로  (3부) 김일영 장로

“세워지는 교회” 
(마태복음 16:13-19)

설교 / 박형은 목사
기도 / 이승재 집사

담임목사 

Mosaic Lead Pastor

공동체, 새가족, 훈련 

선교, 영커플, 일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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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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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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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지는 교회” /  박형은 목사 (1-4부) 

마태복음 16:13-19 (개역개정)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

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

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

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

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리리라 하시고

Matthew 16:13-19 (NIV)
13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14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15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16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17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18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19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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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주일) 교회소식

1. 오늘(8/4)은 성찬주일입니다. 

2. 정기제직회 
● 일시 : 8/11(주일) 1:15pm, 본관 체육관
● 안건 : 1) 2/4분기 재정보고
            2) 김시연, 오세준, 명동혁, 강병희 목사 신임
                (1기, 임기 2년)

3. 고등부 NYC 도시 선교
● 일시 : 8/9(금)–15(목)
● 참가자 : Patrick Nam, Alexandra Kim, Becky 
Jhung, Bryce Kim, Erin Lee, Eugene Park, Isabelle 
Kang, Jason Kang, Jona Kim, Joseph Chung, 
Joseph H. Chung, Kyung Lee, Leejun Kim, 
Michelle Yang, Minjee Hong, Peter J. Han, Sharon 
Hwang, Sofia Lee, Sophie Han (19명)

4. 영커플 Large Group 모임
● 일시 : 8/4(오늘) 1:15pm 
● 장소 : 교육관 유년부실
● 문의 : 한제임스 집사(917.763.9339)

5. 2019  영커플 가족 수련회
● 주제 : 서로 사랑하자(요한일서 4:7- 8)
● 일시 : 9/20(금) 8pm–22(주일) 1pm
● 강사 : 백승원 목사 (Covenant Church of Miami 담임목사)
● 장소 : HNA Palisades Premier Conf Center & Hotel
● 등록방법 :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
-1차 마감 8/25 : 2박 3일 $200/1박 2일 $160/당일 $35
-2차 마감 9/6 : 2박 3일 $240/1박 2일 $200/당일 $50
*수련회 기간 중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6. 맨하탄 전도
● 일시 : 8/10(토) 8:30am, 교회 출발
● 문의 : 이용선 집사(201.747.7402)

7. 핵켄섹 Soup Kitchen 긍휼 사역 안내
● 일시 : 8/11(주일) 4:20pm
● 장소 : Housing, Health & Human Svc Center
           (120 South River Street, Hackensack, NJ)
● 문의 : 정석찬 집사(201.913.4987)

8. 방송미디어부 음향세미나 
● 일시/장소 : 8/8, 15, 22(목) 8-10pm, 본당  
● 강사 : 유성환(현 NV Studio 대표)
● 대상 : 미디어팀, A/V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
● 문의 : 최경선 집사(917.84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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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 중보기도 ● 매주 목요일 10:30am(3층 예배실)

[ 새벽예배 본문 ] *생명의 삶 본문을 사용합니다.

8/4(주일) 8/5(월) 8/6(화) 8/7(수) 8/8(목) 8/9(금) 8/10(토)

빌 2:1-11 빌 2:12-18 빌 2:19-30 빌 3:1-11 빌 3:12-21 빌 4:1-7 빌 4:8-13

새가족 3주차 환영의 시간 

8/4(주일) 황병은, 김기철 8/10(토) 이종혁, 이근우, 이용선, 정승주, 한경수, 한제임스 

새가족 1, 2차 나눔 및 교육 8/4, 8/11(1:10-2:50pm, 1층 102호)
8월 새가족 교육은 1주차(8/4) 교육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은 1층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김인집 목사(201.705.8638) / 정훈진 집사(917.756.1538)

8월 새가족 환영회는 8/18에 있습니다. (1부-1:10pm, 본관 체육관 / 2부-2:10pm 담임목사관)

9. 창조과학탐사여행(추가신청) 
추가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
들은 본관 및 교육관 안내부스에서 잔금지급과 여행 안
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9/17(화)-20(금) 3박 4일, 그랜드캐년 일대
● 신청 : 본관, 교육관 신청부스
● 문의 : 강승구 집사(215.876.5369)
            김명자 집사(201.390.9333)

10. 그린 캠페인-주보 리사이클
주보 재활용시 아래 사항을 유의해 주십시오 .    
-메모가 되거나 구겨진 주보, 당일 주보가 아닌 경우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주보 재활용 수거함은 로비 정문 오른쪽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예배실에서 나오는 방향 기준)

11. 헌금방법에 대한 안내
정확한 헌금관리와 기록을 위해 헌금봉투에 성명, 
교인번호, 헌금구분(감사, 십일조 등)을 명시하시고 
수표를 사용하실 경우 헌금 구분별로 각각 수표를 
발행하신 후 봉투는 봉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12. 교역자 동정  
● Karen 오 전도사 : 꾸스꼬 단기선교(7/26-8/4)

소천 

  교육부 소식 

[교사모집]
가을학기 교육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신청서는 
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본관 및 
예배실 앞 안내데스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집부서 : 유아 1부, 유아 2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신청 : 본관 및 교육관 안내데스크 
            이메일 (education@njchodae.org) 
● 모집기간 : 8/11(주일) 까지
● 문의 : 오세준 목사(508.768.5135)

[중등부 수련회]
● 일시 : 8/7(수)-11(주일)
● 강사 : David Park 강도사(뉴욕교회 EM Lead Pastor)
● 장소 : Refreshing Mountain Retreat Center 
● 문의 : 오세준 목사(508.768.5135)

주일 중보기도 ●  각 예배 15분전(303호)

●  故 안효민 성도(이미숙 집사, 향유 7순) : 7/31

디아스포라(이주 가정) 축복기도 문의/예약 : 강병희 목사(415.246.6111) 

8/11 주일 봉사위원 

1부

2부

3부

금요

수요 

헌금인도  

성경봉독 

황병은

정훈진

김성민

대표기도

김해동

서성출

박영현

김흰돌 

배영렬 

본관  

1부

본
관

교
육
관

안내 

헌금

2부 3부

주영수, 유선종, 최성단

금요

박미송

정영선, 이영조, 김형도
김운희, 박순호, 박은희

장승구, 변옥경, 홍경애

김광호, 이시경, 문영규
이영경, 곽동영

이원대, 양승화, 주안나

서철순, 김강아, 김동석
황현주, 임정선, 윤만진

-
최윤섭, 김해동
오영희, 이진경

박철수, 손동우
김숙애, 김복수

-
이진혁, 함윤경, 
김숙애, 김동연d

김명진, 이정희
박오숙, 이종원

8월 안내 및 헌금위원

-

-

-

교육관  

 -

김해동

서성출 

안내 

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