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26일(36권 4호)

주중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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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요한복음”

“현숙한 여인”
(잠언 31:30-31)

설교 / 명동혁 목사
기도 / 김혜경 집사

[조준모, 송영주, 김도현 초청 찬양집회]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

 (시편 133:1-3)
설교 / 김인집 목사 
기도 / 강성중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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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January
1월 26일(주일) : 소망공동체 월례회, 2월 순장교육

February
2월 1일(토) : BLESSED Conference
2월 2일(주일) : 성찬주일 
2월 6일(목) : 큐티기초반 개강 
2월 8,15,22(토) : 2020 기도학교

2월 16일(주일) : 선교엑스포, 새가족환영회
                          2019년 결산제직회 
2월 22일(토) : His Friends 부모님 모임
2월 23일(주일) : 소망공동체 월례회, 3월 순장교육

March
3월 1일(주일) : 성찬주일
3월 8일(주일) : Daylight Saving Time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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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400.2836 / dhmyu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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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삼선 목사 명동혁 목사 강병희 목사

예배로 부름 인도자

찬양 구세주를 아는 이들 (새찬 26장)

입례송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시온 성가대

기원 인도자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새찬 88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김일영 장로 김성모 장로 김재진 장로

 성경봉독 남정이 집사 박영승 집사 류동언 집사

찬양 거룩 거룩 거룩 주기도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설교
“당신은 진짜입니까?”

박형은 목사 (사도행전 5:1-11)

헌금 유재웅 집사 박승주 형제 최선정 성도 

봉헌기도 박형은 목사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찬 546장)

축도 박형은 목사 

교육관 예배
(2부) 오전 9:35  (3부)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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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진짜입니까?”
(사도행전 5:1-11)

설교 / 박형은 목사
인도 / (2부) 최세나 목사  (3부) 정일형 목사
기도 / (2부) 김일영 장로  (3부) 김성모 장로

“7 Signs”
(요한복음 20:30-31)

설교 / 김시연 목사
기도 /(포트리) 이은정 성도  

         (놀우드) 오수연 성도 

담임목사 

찬양, 공동체 

선교, 영커플, 일대일

공동체, 새가족, 수요여성

행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 

예배, 긍휼, 공동체 

훈련, 공동체

청년부(BM), 영성

고등부

중등부 

중등부  

KM 중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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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요한  목   사

옥Aileen  전도사

최   선  전도사

오 Karen  전도사

조은명  전도사

김유미  전도사

이계원  전도사

추민지  전도사

201.767.0400

201.705.8638

267.664.8841

551.239.0105

415.246.6111

201.388.2911

626.487.6445

508.768.5135

312.877.1157

201.274.9508 

201.574.3742

914.819.8353

781.888.2925

201.245.2557

816.718.0660

845.323.7010

845.893.6402

551.427.6856 



설교본문

“당신은 진짜입니까?” /  박형은 목사 (1-3부)

사도행전 5:1-11 (개역개정)
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
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
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
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 세 시간
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
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
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
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Acts 5:1-11 (NIV)
1 Now a man named Ananias, together with his wife Sapphira,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2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 
he kept back part of the money for himself, but brought the rest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3 Then Peter said, “Ananias, 
how is it that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that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and have kept for yourself some of the 
money you received for the land? 4 Didn’t it belong to you before it was sold? And after it was sold, wasn’t the money at your 
disposal? What made you think of doing such a thing? You have not lied to men but to God.” 5 When Ananias heard this, he 
fell down and died. And great fear seized all who heard what had happened. 6 Then the young men came forward, wrapped 
up his body, and carried him out and buried him. 7 About three hours later his wife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
pened. 8 Peter asked her, “Tell me, is this the price you and Ananias got for the land?” “Yes,” she said, “that is the price.” 9 Peter 
said to her, “How could you agree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Look! The feet of the men who buried your husband are at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also.”  10 At that moment she fell down at his feet and died. Then the young men came 
in and, finding her dead,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11 Great fear seized the whole church and all 
who heard about the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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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주일) 교회소식

1. 다음 주일(2/2)은 성찬주일입니다. 

2. 2020년 성가대 및 교육부 봉사자 임명
● 성가대 - 223명, 찬양팀 - 44명 
● 교사 - 320명, 보조교사(TA) -121명

3. 1월 새가족 수료자 
박현민/이효애, 박승호/남소희, 나희윤, 조재호/한지혜 
신영식/강미선, 최혜숙, 김혜라, 남기현/남정자, 김세희 
박정은, 나현선/최혜경, 유병규/김선주, 김정곤, 윤현조 
최정실, 김신홍/박상문, 권혁재/김지희, 장형진/이해정 
차제이(총29명)

4. 2월 순장교육
● 일시/장소 : 1/26(오늘) 1:15pm, 교육관 고등부실

5. 2020 선교엑스포
● 일시 : 2/16(주일) 1- 3부 예배후
● 장소 : 본관 로비 및 교육관 프라자
● 문의 : 오선호 집사(551.214.7788)
           박민수 집사(201.362.1606)
*2020년 단기선교 등록은 2/16(주일)부터 시작됩니다.

6. 2020 상반기 일대일 양육자반
● 일시 : 2/13(목)부터 14주간, 매주 목요일 8pm
● 장소 : 본관 102호
● 문의 : 송호선 권사(201.421.8004)

7. 2020 뉴저지초대교회 찬양집회 및 찬양세미나 
● 일시 : 1/31(금) 8pm - 찬양집회 
            2/2(주일) 2pm - 찬양세미나 
● 대상 : 모든 찬양팀원, 찬양에 관심 있으신 모든 성도
● 장소 : 뉴저지초대교회 본당 
● 강사 : 조준모(찬양사역자, “그의 생각” 작곡) 
            송영주(재즈연주자, 맨해튼 음대) 
            김도현(찬양사역자, “성령이 오셨네” 작곡) 

8. 삶터사역부 세미나
● 일시 : 2/8(토) 8-11am
● 장소 : 교육관 고등부 예배실
● 강사 : 서명구 교수(Univ. of Maryland 경영학과 교수, 
              Center for BAM 대표) 
● 주제 : 세상 속 삶터와 가정, 그 도전과 대응
● 대상 : 관심있는 모든 성도들

9. 큐티 기초반
● 일시 : 2/6, 7부터 3주간(목 8pm, 금 10am)
● 강사 : 김시연 목사, 박인선 권사
● 문의 : 김소희 집사(201.546.2073)

10. 늘 감사 프로젝트의 감사헌금 
2019 늘 감사 프로젝트의 감사헌금이 모아져서 다음
과 같이 1/19(주일)에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모아진 
헌금은 Compassion Wash Project에 전달됩니다.
● 현금 $6,249.00 + 코인 $2,240.80 = 총액 $8,489.80 

[ 새벽예배 본문 ] *생명의 삶 본문을 사용합니다.

1/26(주일) 1/27(월) 1/28(화) 1/29(수) 1/30(목) 1/31(금) 2/1(토)

요 6:60~71 요 7:1~13 요 7:14~24 요 7:25~36 요 7:37~52 요 7:53~8:11 요 8:12~20

새가족 3주차 환영의 시간 

1/26(주일) 김기웅, 김지나 2/1(토) 배영미, 강형욱, 김세진, 박현철, 신태호, 윤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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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혁 목사(551.239.0105) / 오재현 집사(845.323.9249)

2월 새가족 환영회는 2020년 2월 16일에 본관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11. 2020 기도학교
● 일시/장소 : 2/8, 15, 22(토) 10am-12pm, 본당
● 주제 : 바른 기도를 경험하라 (시 27:4)
● 강사 및 주제 :
- 2/08 기도+복음 :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
- 2/15 기도+말씀 : 고훈 목사(뉴욕하은교회)
- 2/22 기도+성령 : 김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
● 문의 : 이현수 집사(201.600.7125)
● 등록 : 홈페이지, 각 예배 후 본관, 교육관 로비

12. 소망공동체 지원부 주일 봉사자 모집 
● 봉사시간 : 9:40-11:30am 
● 문의 : 홍두식 집사(201.983.9621)

13. 1부 성가대 지휘자 청빙 
● 문의 : 박영현 장로(201.424.8345)

14. 주차부 봉사자 모집 
● 문의 : 강형욱 집사(917.572.47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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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교인정보 수정신청 안내
● 방법 : 1) 온라인 : 교회 홈페이지 하단 교인정보 수정 신청
            2) 이메일 : AdminOffice@njchodae.org 

  교육부 소식 

[잠언가족산책]
1월 한 달간 잠언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온 가족이 함
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0 BLESSED 교육 컨퍼런스]
● 주제 : “Caring Community of Believers”
● 일시 : 2/1(토) 8:30am-3:30pm
● 강사 : 박형은 목사, Steve Chang 목사(Living Hope 
               Community Church), 황영호 목사(Pascack      
            Bible Church) 외 다수
● 대상 : 교육부 교사 및 관심있는 성도
● 문의 : Karen Oh 전도사(201.245.2557)
*본교회 참가자는 본관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주일 봉사위원 

1부

2부

3부

금요

수요 

헌금인도  

성경봉독 

박현철

윤만진

안병우b

대표기도

서성출

이경원

박철수

이수호

김차경

본관  

1부

본
관

교
육
관

안내 

헌금

2부 3부

김신호, 김은주, 김자경

금요

우영자, 배남순, 신주홍
김상희, 장태석, 김경렬

김해동, 박미숙, 이종순

황호진, 문행희, 김순애 
이은희, 김창식

신동근, 정옥미, 박미송

안진오, 유선희, 이수란
이숙진, 박상은, 박승렬

-
김용수, 김일영
김영희, 유선희

김성모, 최윤섭
김현선, 민경숙

-
최원준, 최은진
조소영, 한주윤

손영진, 임수진
이종찬, 구자연

2월 안내 및 헌금위원

-

-

-

교육관  

 -

서성출

이경원

안내 

헌금

  강경애

소천  ● 김현희b 집사(천재영, 2902순) 모친 : 故 은영숙 집사(1/19, 85세)

목요 중보기도 ● 매주 목요일 10:30am(3층 예배실)주일 중보기도 ●  각 예배 15분전(3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