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22일(35권 51호)

주중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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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이사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에베소서” 
“성탄예배” 

“How to Change”
 (갈라디아서 5:16-18)
설교 / 안삼선 목사 
기도 / 안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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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mber
12월 22일(주일) : 성탄주일, 일대일동반자과정 수료식
12월 25일(수) : 성탄예배, 세례식
12월 29일(주일) : 1월 순장교육 및 공동체 Together
          소망공동체 월례회
12월 31일(화) : 송구영신예배

January 2020
1월 5일(주일) : 신년주일, 성찬주일 
1월 6일(월)-11일(토) :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월 11일(토) : 순장수련회 
1월 26일(주일) : 선교엑스포, 소망공동체 월례회

February 2020
2월 2일(주일) : 성찬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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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준 목사 최세나 목사 김인집 목사

예배로 부름 인도자

찬양 귀중한 보배합을 (새찬 111장)

입례송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시온 성가대

기원 인도자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새찬 120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박영현 장로 박철수 장로 서성출 장로 

 성경봉독 이수호 집사 최성민 집사 이세형 집사

찬양 동방박사의 경배 헨델 ‘메시아’ 합창 모음
 The Many Moods

of Christmas

설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박형은 목사 (누가복음 2:1-14)

헌금 한미라 권사, 유재웅 집사 남성중창 유영광 집사

봉헌기도 박형은 목사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새찬 488장)

축도 박형은 목사

성탄주일

교육관 예배
(2부) 오전 9:35  (3부)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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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1-14)

설교 / 박형은 목사
인도 / (2부) 명동혁 목사  (3부) 정일형 목사
기도 / (2부) 박영현 장로  (3부) 박철수 장로

“The Full Armor of God 9”
(에베소서 6:10-20)

설교 / 김시연 목사 
기도 / (포트리)  정다은 성도

          (놀우드)  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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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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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쁨의 좋은 소식” /  박형은 목사 (1-3부)

누가복음 2:1-14 (개역개정)
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

였더라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

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

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

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Luke 2:1-14 (NIV)
1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2 (This was 
the first census tha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3 And everyone went to his own town to regis-
ter. 4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5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6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7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8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9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10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11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12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13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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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주일) 교회소식

1.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 정성껏 준비한 성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2. 성탄절 세례 및 입교식
● 성인 세례 및 입교식 : 12/25(수) 9am, 본당
● 유아세례식 : 12/25(수) 11am, 본당

 

3. 연말연시 특별예배
● 크리스마스 예배(한,영) : 12/25(수) 본당/교육관
  [1부] 9am   [2부] 11am 
● 송구영신예배(한,영) : 12/31(화) 
  [1부] 8pm, 본당/교육관   [2부] 10pm, 본당  

4. 일대일 동반자 수료식
● 일시/장소 : 12/22(오늘) 3pm, 본관
● 문의 : 송호선 권사(201.421.8004)

 

5. 2020년을 위한 공동체 투게더 및 1월 순장 교육
● 일시/장소 : 12/29(주일) 2:30pm, 본관 체육관 
● 참석대상 : 공동체 담당목사, 장로, 순장, 권찰, 
                   시무권사, 시무 안수집사
● 문의 : 전승규 집사(201.803.8333) 

 

6. 2020년 공동체 개편 안내
공동체는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순에
배정되지 않은 가정도 거주지역 담당교역자와 장로님의
목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순미배정 가정들은 조만간 목
회지원실에서 담당교역자와 장로님에 대한 연락을 받으
실 것입니다. 순에 배정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지원
실 (Adminoffice@njchodae.org)로 연락 주시거나 본관과
교육관 새가족 등록 데스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0년 서리집사 임명 
본 교회 서리집사는 매년 서약을 통해 임명을 받습니다. 
 ● 서약방법 : 1) 이메일 제출(adminoffice@njchodae.org)
2) 교회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약 (www.njchodae.org) 
3) 로비 양식제출함에 제출
● 서약 마감일 : 12/22(오늘)까지
● 문의 : 강병희 행정목사(415.246.6111) 
(*2020년 서리집사 임명 대상자 확인 : 교회홈페이지)

 

8. 2019 가을학기 초대 아카데미 수료
각 과목별 수료자 명단은 교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9. 2020 권사회 임원명단
● 회장 : 강경애  ● 부회장 : 이명숙  ● 총무 : 최미현, 이수란 
● 회계 : 민경숙, 한순미  ● 서기 : 김혜련

 

10. 소망공동체 월례회
● 일시/장소 : 12/29(주일) 2부예배 후,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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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주일) 12/23(월) 12/24(화) 12/25(수) 12/26(목) 12/27(금) 12/28(토)

사 9:1~7 마 1:18~25 눅 2:8~20 마 2:1~12 엡 5:1~14 엡 5:15~21 엡 5:22~33

새가족 3주차 환영의 시간 

득녀  ● 김정헌, 강정원 성도(2904) : 김윤(12/19)

12/22(주일) 이낭주 12/28(토) 배영미, 곽동영, 박현철, 정석찬, 황동하

새가족 1, 2차 나눔 및 교육 1/6, 12(1:10-2:50pm, 1층 102호)
1월 새가족 교육은 1주차(1/6) 교육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은 1층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김인집 목사(201.705.8638) / 정훈진 집사(917.756.1538)

1월 새가족 환영회는 2020년 1월 19일에 본관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11. 늘 감사 사연 모집
올 한해 동안 주신 감사의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 제출기한 : 12/22(오늘) 까지
● 제출처 : 강병희 목사(byungheekang@njchodae.org)
*채택된 글은 Chodae Conncect에 게재되며,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12. 시온성가대(3부) 악기 봉사자 모집 
● 분야 : 현악기 ○명, 관악기 ○명
● 자격 : 본교회 등록교인(학생, 성인)
● 문의 : 이병현 집사(byungrhee@hotmail.com)

 

13. 2019년 헌금증명서 발급
● 발급기간 : 1/15-4/14/2020
● 신청 전 교인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 공식 영문/한글 
  이름, 전화번호 변경 시, 12/29/2019이전 주소 변경 시
*교인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소변경 시 새로운  
 교인으로 등록되며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헌금을 자주 
 하시는 교인의 헌금으로 등록됩니다.
● 발급방법 : 본당 로비 양식함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
  또는 교인번호, 영문/한글 이름, 주소를 적으셔서   
  donate@njchodae.org로 이메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별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부부합산으로 발급

  

14. 교인정보 수정안내
● 방법 : 1) 교회 홈페이지 하단 교인정보수정 온라인 신청
            2) 이메일(AdminOffice@njchodae.org) 신청 

 

15. 교역자 동정
● 강병희 목사 : 정기휴가(12/22)

  교육부 소식 

잠언가족산책 (Family Walk Thru Proverbs)
2020년 새해 1월에 잠언 (총31장)을 가족이 함께 
읽어갑니다. 가족이 정한 시간에 모여 매일 1장씩 
읽고 각자 기억하고 싶은 절을 가이드에 적고 나눔
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가정의 참여 바랍니다!

*잠언 읽기 가이드는
1) 본관, 교육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각 부서에서 학생들 
    에게 직접 배부합니다.
3) 더 어린 아동들도 동참할 수 있는 지침을 유아,  
    유치부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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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주일 봉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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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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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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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봉독 

장기윤

우성섭

김길택

대표기도

김성모

유을상

윤영호

김기영c 

-

본관  

1부

본
관

교
육
관

안내 

헌금

2부 3부

최윤섭, 현유숙, 최정선

금요

송선남

한순미, 송선남, 김남식
오재현, 오은순, 강성중

김성모, 최연근, 유선희

김정필, 조성희, 정인규
정진아, 김도현

최치주, 조현숙, 유혜경

정철영, 정경원, 김영기
박경희, 이정한, 임향화

-
박철수, 주우식
최미현, 박춘희

윤영호, 이원대
송선남, 이마리아 

-
이승혁, 안선영
구희모, 강승구

오정은, 박승재
손보혜, 하영복

12월 안내 및 헌금위원

-

-

-

교육관  

 -

김성모

유을상

안내 

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