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0일(35권 45호)

주중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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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요한계시록” 

“도와 주소서”
 (마가복음 9:17-27)
설교 / 김시연 목사 
기도 / 최희재 집사 

“교회의 영광, 교회의 사명” 
 (요한계시록 20:1-6)
설교 / 김인집 목사 
기도 / 장우석 집사  

공동체 암송 및 특송 / 영커플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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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11월 10일(주일) : 정기제직회, 독감예방접종 
11월 17일(주일) : 새가족 환영회, 권사회 총회,
                            장요한 전도사 목사안수식, 
          KPM 강단교류
11월 24일(주일) : 추수감사주일, 공동체 Together,
          소망공동체 월례회 

December
12월 1일(주일) : 성찬주일, 대강절 첫째 주일
12월 8일(주일) : 장로임직식 
12월 14일(토) : 메시야 공연
12월 15일(주일) : 예산제직회
12월 22일(주일) : 성탄주일
12월 25일(수) : 성탄예배, 세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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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예배 (BM) 포트리 캠퍼스  

젊은이예배 (BM) 놀우드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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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am

1: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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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형 목사 오세준 목사 최세나 목사

예배로 부름 인도자

찬양 지난 이레 동안에 (새찬 44장)

입례송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시온 성가대

기원 인도자 

찬송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쁨 (새찬 182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이영수 장로 이원대 장로 장 범 장로 

 성경봉독 이춘삼 집사 김정필 집사 이정도 집사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 처럼 유빌라테 데오 찬양해 가라, 세상 끝까지

설교
“감사로 이루는 축복” 감사 시리즈(2) 

박형은 목사 (누가복음 17:11-19)

헌금 임다예 성도 현악 사중주 김지홍 집사

봉헌기도 박형은 목사

찬양 목마른 내 영혼 (새찬 309장)

축도 박형은 목사  

교육관 예배
(2부) 오전 9:35  (3부) 오전 11:35

젊은이 예배
(포트리) 오전 11:00   (놀우드) 오후 1:30  

“감사로 이루는 축복” 감사 시리즈 (2)
(누가복음 17:11-19)

설교 / 박형은 목사
인도 / (2부) 김인집 목사  (3부) 안삼선 목사
기도 / (2부) 이영수 장로  (3부) 이원대 장로

“The Full Armor of God 4”
(에베소서 6:10-20)

설교 / 김시연 목사 
기도 / (포트리) 하영빈 성도  (놀우드) 이범진 성도

담임목사 

공동체, 새가족

선교, 영커플, 일대일

예배, 공동체 

행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 

긍휼, 공동체 

훈련, 공동체

청년부(BM), 영성

고등부

고등부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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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집  목   사

안삼선  목   사

명동혁  목   사

강병희  목   사 

최세나  목   사 

정일형  목   사 

오세준  목   사

김시연  목   사 

남 Patrick  목   사

김 Janet  전도사 

장요한  전도사

옥Aileen  전도사

최   선  전도사

오 Karen  전도사

김지연  전도사

조은명  전도사

김유미  전도사

이계원  전도사

추민지  전도사

201.767.0400

201.705.8638

267.664.8841

972.400.2836

415.246.6111

201.388.2911

626.487.6445

508.768.5135

312.877.1157

201.274.9508 

201.618.2963

201.574.3742

914.819.8353

781.888.2925

201.245.2557

201.755.5808

816.718.0660

845.323.7010

845.893.6402

551.427.6856 



설교본문

“감사로 이루는 축복” 감사 시리즈 (2) /  박형은 목사 (1-3부)

누가복음 17:11-19 (개역개정)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
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
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Luke 17:11-19 (NIV)
11 Now on his way to Jerusalem, Jesus traveled along the border between Samaria and Galilee. 12 As he 
was going into a village, ten men who had leprosymet him. They stood at a distance 13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14 When he saw them, he said,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15 One of them, when he saw he was healed, came 
back,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16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and he was a 
Samaritan. 17 Jesus asked, “Were not all ten cleansed? Where are the other nine? 18 Was no one found to 
return and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19 Then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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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주일) 교회소식

1. 정기 제직회
● 일시/장소 : 11/10(오늘) 본당, 1:15pm
● 안건 : 1) 3/4분기 결산
            2) 제직회 서기 후보 추천 

2. Covenant Start (유아세례교육) 개강
● 일시/장소 : 11/30–12/14(매주 토, 3주간) 10am, 본관
● 신청 :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 문의 : 오재현 집사(training.planning@njchodae.org) 

3. 뉴비긴스 플러스(성인세례교육)
● 영세입교반 : 12/4-18(매주 수, 3주간) 8pm, 본관
● 영어반 : 12/1–15(매 주일, 3주간) 1pm, 본관
● 문의 : 오재현 집사(training.planning@njchodae.org) 

4. 독감예방접종
● 일시 : 11/10(오늘) 1-3부 예배 후(선착순)
● 장소 : 본당 - 체육관 / 교육관 - 플라자
● 비용 : $15 (65세 이상 무료) 
● 문의 : 김지은c 집사(201.981.5961)  

5. 사랑나눔행사 Food Drive
● 일시/장소 : 11/3-11/17(주일), 본관 및 교육관
● 행사주관 : 기관사역부, Mosaic Christian Fellowship
● 수혜대상 : 사랑의 집, 뉴욕 나눔의 집, YWCA, 
  The Church of the Holy Communion Food Pantry
● 품목 : 쌀,라면,캔푸드,이불,담요,자켓/코트및 기부금
(*티셔츠 및 바지류는 사양합니다. 새의류나 침구가 
아닌 것은 깨끗히 세탁해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 이스라엘 성지학습 안내
● 기간 : 3/13-3/21
● 등록 : 11/10(오늘)부터 2주간(본당에서만 받습니다.)
● 인원/비용 : 40명(선착순)/ $2,700 내외(항공료 포함)
● 문의 : 이태훈 집사(201.805.0453), 안삼선 목사(267.664.8841) 

7. 2019 언더우드 오케스트라 연주회
● 일시/장소 : 11/10(오늘) 7pm, 본당
● 지휘 : 강혜미 권사(201.982.4433)
● 특별출연 : Rev. Underwood(언더우드 선교사 4세손) 
  Dr. McCreary(뉴브런스윅 신학대학 총장)  

8. 2020 중남미 단기선교 Early Registration
● 일시 : 11/17(주일)부터 4주간(온라인등록 가능)
● 기간 : 도미니칸 공화국 북부지역(7/6–11) - 30명
  도미니칸 공화국 남부지역(8/3–8) - 30명
  페루 와라스(7/11-19) 40명, 리마(7/27–8/2) 20명
  꾸스꼬 (6/26-7/3) - 30명
● 문의 : 박민수 집사(201.362.1606) 

9. 맨하탄 전도
● 일시 : 11/16(토) 8:30am 교회출발
● 문의 : 이용선 집사(201.747.7402)
*차량준비 위한 참석여부를 11/13(수) 자정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새벽예배 본문 ] *생명의 삶 본문을 사용합니다.

11/10(주일) 11/11(월) 11/12(화) 11/13(수) 11/14(목) 11/15(금) 11/16(토)

계 5:1-14 계 6:1-8 계 6:9-17 계 7:1-8 계 7:9-17 계 8:1-13 계  9:1-12

새가족 3주차 환영의 시간 

11/10(주일) 곽기화, 김지영 11/16(토) 김용희, 김동연c, 신동근, 양의혁, 이재광, 이현호

새가족 1, 2차 나눔 및 교육 11/3, 10(1:10-2:50pm, 1층 102호)
11월 새가족 교육은 1주차(11/3) 교육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은 1층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김인집 목사(201.705.8638) / 정훈진 집사(917.756.1538)

11월 새가족 환영회는 11/17에 있습니다. (1부-1:10pm, 본관 체육관 / 2부- 추후 통지)

10. 큐티 Banquet
● 일시 : 11/19(화) 10am
● 문의 : 김소희 집사(201.546.2073)  

11. Philly Turkey Drive
● 일시 : 11/23(토) 8am(교회출발)–4pm
● 문의 : 최대환 집사(551.206.8450)
            김명진 집사(201.417.0232)
*가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본인차량운전).
*고등부, 대학부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12. 대강절 성경필사
● 일정 : 12/1(주일)-24(화) 대강절 기간
● 신청 : 교회 홈페이지(www.njchodae.org)
            서미숙 집사(201.803.1843) 
● 필사노트 : $3(100부 한정)
*신청하신 분들은 11/17, 24(주일) 본관 2부 예배 후     
 로비에서 필사 노트를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13. 권사회 총회
● 일시/장소 : 11/17(주일) 1:15pm, 교육관 카페테리아
● 문의 : 양승화 권사(201.390.2757) 

14. 북카페 봉사자 모집 
● 봉사시간 : 1부예배 전후, 2부예배 중 
● 문의 : 유희연 집사(201.994.9208) 

15. 소망공동체 운전봉사자 모집
● 픽업 : 7:30–9:10am /송병용 집사(201.206.3371) 
● 귀가 : 11:30am–1:15pm/김재홍 집사(718.530.4265) 

16. 교역자 청빙
● 사역부서 : 고등부(Half time), 초등부(Half time)
● 자격 : 정규 신학교(M. Div) 졸업자 또는 재학생,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제출서류 :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자기소개서(사역
 경험과 비전포함), 신앙고백, M.Div.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추천서
•제출기한/제출처 : 11/30(토) HR@njchodae.org  

17. 교역자 동정
● 명동혁 목사 : 정기휴가(11/6-10)
● 오세준 목사 : 정기휴가(11/14-17)

  교육부 소식 

[유년부 Operation Christmas Child (OCC)]
● 일시/장소 : 11/3-11/17(주일), 교육관 유년부실
  (*상자 수집날짜가 17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 대상 : 유년부 어린이/학부모 
● 문의 : 조은명 전도사(816.718.0660)

[고등부 10,11학년 Lock - In]
● 일시 : 11/15(금요예배 후)-11/16(토, 1pm)
● 장소 : 교육관 고등부실 (신청서 : 고등부실에서 픽업)

11/17 주일 봉사위원 

1부

2부

3부

금요

수요 

헌금인도  

성경봉독 

김기홍

곽 환

류형우

대표기도

장승구

장영실

김신호

김승찬

문행희

본관  

1부

본
관

교
육
관

안내 

헌금

2부 3부

이영수, 이진경, 주란희

금요

 김은자 

조상준, 유방원, 변옥경
김봉오, 김유화, 구사회

박철수, 황성숙, 김정희

하상정, 석남주, 전지웅 
문태원, 김화영

서성출, 장윤빈, 윤명로

강재인, 정석진, 윤만진
김영경, 류형우, 정옥미

-
박영현, 주영수
조정일, 정숙교

유을상, 장승구
강경애, 양인정 

-
유보경, 김해수
한영일, 정명숙

박혜숙, 김명성
주화선, 남상임

11월 안내 및 헌금위원

-

-

-

교육관  

 -

장승구

장영실

안내 

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