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29일(36권 13호)

주일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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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명동혁 목사

경배와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예배로 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새찬 151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김재진 장로

 성경봉독 인도자

설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30)

박형은 목사

묵상기도 박형은 목사 

봉헌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새찬 50장)

봉헌기도 박형은 목사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새찬 405장)

축도 박형은 목사

*교회 웹이 다운될 경우 위의 링크로 직접 접속하세요.

livestream.com/njchodae/live

youtube.com/njchodae/videos

English Service  (11:35am)

Presider Rev. John Oh

Call to Worship Presider

Song of Praise There is none like you, How Great is our God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Invocation Elder Young Hyun Pak

Scripture Reading Presider

Announcement Presider

Sermon
“Fear of Loneliness” (2 Timothy 4:6-13)

Rev. Jim-Bob Park

Offering Give Thanks

Offering Prayer Rev. Jim-Bob Park

Benediction Rev. Jim-Bob Park

인터넷 예배 
방송채널 링크 

바로가기

예배생방송(Vimeo)

예배생방송(Youtube)

주일 3부예배(11:35am)

주일학교 설교영상

더 초대 3분 메시지(매주 수요일)

https://livestream.com/njchodae/live
https://www.youtube.com/watch?v=CpJm434qL0g
https://www.youtube.com/user/njchodae/videos
https://njchodae.org/sundayschoolsermons/
https://www.youtube.com/watch?v=Nsp6fFPmNr0&list=PLamemU2Tw778T63QNg6RaJrP0yqu7WxPr&index=2


설교본문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  박형은 목사 (1-3부 예배)

마태복음 11:28-30 (개역개정)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

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Matthew 11:28-30 (NIV)
28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29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30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새벽예배 본문  *생명의 삶 본문을 사용합니다.

3/29(주일) 3/30(월) 3/31(화) 4/1(수) 4/2(목) 4/3(금) 4/4(토)

신명기 3:1~11 신명기 3:12~22 신명기 3:23~29 신명기 4:1~14 신명기 4:15~24 신명기 4:25~31 신명기 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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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His Friends 예배
(성인) 오전 9:35   (학생) 오전 11:35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9:1-14)

설교 / 김시연 목사

“Jesus Helps a Man to Hear and Talk” 
(마가복음 7:31-37)

설교 / 추민지 전도사

“Fear of Loneliness” /  Rev. Jim-Bob Park (English Service)

2 Timothy 4:6-13 (NIV)
6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7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8 Now there is in store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nged for his appearing. 9 Do your best to come to me quickly, 10 for Demas, because 
he loved this world, has deserted me and has gone to Thessalonica. Crescens has gone to Galatia, and Titus 
to Dalmatia. 11 Only Luke is with me. Get Mark and bring him with you, because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12 I sent Tychicus to Ephesus. 13 When you come, bring the cloak that I left with Carpus at Troas, and 
my scrolls, especially the par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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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신명기”

“허다한 증인” (히브리서 12:1-3)
설교 / 명동혁 목사 
기도 / 이진희 집사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출애굽기 15:22-27)
설교 / 오세준 목사 

  특별 기도제목 

뉴저지초대교회를 위한 기도
●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소서.
●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미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
●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COVID-19 확산이 최소화되고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 환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 주님 안에 하나되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 나가게 하소서.  
● 경제적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인종적 차별없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소서.
●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교회소식 | 3/29(주일)

1. 예배 및 모임 안내  
●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COVID-19 감염에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카톡
이나 SNS로 무분별하게 전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한국, 중국, 유럽 등 COVID-19 확산지역을 방문 
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최소 
14일간 외부 활동을 자제와 자가 격리를 부탁드립니다. 

2. 주일 3부 영어예배 안내
이번 주일부터 영어예배가 실시간(11:35am)으로 진행
됩니다. COVID-19 사태로 한자리에 모인 온 가족이 함
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
랍니다.  예배 후 나눔을 위한 질문도 준비됩니다.  
(3부 한어예배도 계속 같은 시간에 드립니다.)

3. 회개와 회복을 위한 30일 특별기도 (4/5-5/2)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발생한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전교인이 회개, 회복, 부흥과 선교
적 사명을 위한 기도를 30일간 함께 드립니다.
● 4/5(주일)–11(토) 고난주간 : “Repent” (회개)
● 4/12(부활주일)–18(토) : “Restore” (회복)
● 4/19(주일)–25(토) : “Revive” (부흥) 
● 4/26(주일)–5/2(토) : “Rise” (선교) 

[릴레이 금식기도 싸인업]
30일 특별기도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을 받습니
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 3/29(주일)–4/2(목) 교회 웹사이트
● 매주 2회까지 금식을 싸인업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경구절과 기도제목이 
담긴 PDF화일이 이멜로 전송됩니다. 

4.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 일시 : 4/5(주일)-11(토)
● 주제 : Repent(회개) -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걸음
●설교 :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4/05(주) 교만을 회개합니다(창 3:1-7) 박형은 목사
4/06(월) 시기를 회개합니다(창4:1-7) 박형은 목사
4/07(화) 분노를 회개합니다(창 4:8-15) 최세나 목사
4/08(수) 나태를 회개합니다(삼하 11:1-13) 최세나 목사
4/09(목) 탐식을 회개합니다(창 25:27-34) 정일형 목사
4/10(금) 탐욕을 회개합니다(눅 12:13-21) 정일형 목사
 성금요일 : 다 이루었다(요 19:29-30) 박형은 목사  
4/11(토) 정욕을 회개합니다(롬 1:21-32) 박형은 목사

5. 온라인 순모임 안내 
Zoom(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온라인 순
모임을 지원합니다.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 신청 : ① 순모임 일주일 전까지 이메일로 신청
                 (eMeeting@njchodae.org) 

(예 : 2704순, 홍길동, 201-123-4567, 3/25, 
6-9pm, 공동체 담당교역자)

            ② 12시간 이내에 확인 이메일 발송
● 문의 : 전승규 집사(201.803.8333)
*Zoom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순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월 순장교육 : 4/5(주일), 교육영상과 순모임 자료를 메
일로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미리 보시고, 순에 맞게 자료
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온라인예배 시행에 따른 헌금방법 안내
[우편발송] 헌금을 Check로 보내실 경우 아래의 주소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Chodae Community Church
  Attn : Offering Ministry(헌금관리부)
 100 Rockland Aveue, Norwood, NJ 07648
[Zelle 은행 계좌 이체 서비스 사용법]
● Website 또는 Mobile App을 통하여 본인의 은행계좌
에 접속합니다.

● ‘Pay with Zelle’ 또는 ‘Send Money with Zelle’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Add Recipient’ 옵션에서 아래 사항들을 입력합니다. 
  a) Recipient name : Chodae
  b) E-mail(전화번호 아님): donate.online@njchodae.org 

  c) Memo : 교인번호(5자리), 영문성명(교적부와 일치), 
헌금종류 (Tithe, Lords Day, Mission, Thanks, Construc-

tion, 등)  *예 : 12345, Gil Dong Hong, Tithe
● Repeating Payment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donate@njchodae.org

7. COVID-19 Chodae Cares Project 
     (COVID-19 초대 나눔 프로젝트)

현재 국가 비상상황을 인식하고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
료진들을 돕기 위해 성도님들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병원
에서 필요로 하는 다음의 물품을 기부하기 원하시는 분들
은 본관 로비 선교부 데스크에 drop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물품 : - N95 masks

- Surgical masks
- Face shields or goggles
- Non-latex(nitrile) gloves
- Fluid resistant isolation gowns

● 문의 : 강병희 목사(415.246.6111)

8. 2020 Census 
미연방 인구조사국은 10년 주기로 인구조사를 실시하
며 그 자료를 기초로 연방예산이 주정부와 커뮤니티에
지급됩니다. 모든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
니다. 더 자세한 한국어 자료와 인구조사 온라인 접수는
www.2020census.gov/ko.html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인인구조사 추진위원회(718.460.5600 x 304)

9. 2019년 헌금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 : 본당 로비 양식함에 비치된 신청서 제출
또는 이메일로(donate@njchodae.org) 성명과 교인
번호, 부부합산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 (4/14까지)

10. 사진 모집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진
을 모집합니다. 
● 이메일 : adminoffice@njchodae.org

11. 미디어/인터넷 사역 봉사자 모집 
● 문의 : 석보현 집사(917. 533.4949) 

12. 긴급상황시 연락방법 
● 순소속 교인 : 공동체 담당교역자
● 비순소속 교인 : 명동혁 목사(551.239.0105)

www.njchodae.org

소천  ● 윤영호 장로(김은주 권사) 부친 : 故 윤재영 님(3/28, 92세, 한국) )

http://www.njchod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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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il

4월 5일(주일) : 성찬주일, 종려주일 

4월 5일-5월 2일 : 회개와 회복을 위한 30일 특별기도

4월 6일(월)-11일(토)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4월 10일(금) : 성금요일 예배 

4월 12일(주일) : 부활주일 

May

5월 3일(주일) : 성찬주일

5월 10일(주일) : Mother’s Day 

5월 31일(주일) : 성령강림주일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 주요 연락처 

목회지원실

건물 ● 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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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nue 
Norwood, NJ 07648
(Tel) 201.767.0400
AdminOffice@njchodae.org

Northvale 교육관  
119 Rockland Avenue 
Northvale, NJ 0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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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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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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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out  초대 상담실

참여신청 :  201.546.2073 / aoiumi742000@yahoo.com

큐티 나눔방

담임목사 

찬양, 공동체 

선교, 영커플, 일대일

공동체, 새가족, 수요여성

행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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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Lisa  전도사

장요한  목   사

옥Aileen  전도사

최   선  전도사

오 Karen  전도사

김 Eu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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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49.5864

508.768.5135

312.877.1157

201.274.9508 

201.870.3150

201.574.3742

914.819.8353

781.888.2925

201.245.2557

646.775.1769

816.718.0660

845.323.7010

845.893.6402

551.427.6856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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