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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일형 목사 김인집 목사

경배와 찬양
다 와서 찬양해, 하나님의 나팔소리 (새찬 180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로 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주님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찬 546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주우식 장로 차경준 장로

 성경봉독 권영제 집사 김흰돌 집사

특송 김유식 집사 신혜원 자매

설교
“믿음의 사람” (창세기 16:1-5)

박형은 목사

봉헌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새찬 50장)
주일 찬양팀

봉헌기도 박형은 목사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찬 545장)

축도 박형은 목사

2020년 7월 26일(36권 30호)

주일예배

*3부 한어예배는 2부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 1-2부, 3부 영어예배

영어예배 English Service  (11:35am)

Presider Rev. Sam S. Ahn

Call to Worship Presider

Opening Prayer Presider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Songs of Praise Are you washed in the Blood, Lord I Give You My Heart

Corporate Prayer Altogether

Invocation Deacon Sung Min Choi

Scripture Reading Luke 15:1-10 

Sermon 「God Series」 “Loving God”
Rev. Jim-Bob Park

Offering Song Deacon Wansook Song

Offering Prayer Rev. Jim-Bob Park

Benediction Rev. Jim-Bob Park

인터넷 예배 
방송채널 링크 

바로가기

livestream.com/njchodae/live 
youtube.com/njchodae/live

주일 3부 한어예배 livestream.com/njchodae/3rdservice

주중예배(새벽기도, 수요여성, 금요예배) livestream.com/njchodae/live

njchodae.org/sundayschoolsermons교육부 주일예배

youtube.com/njchodae유튜브 채널

http://livestream.com/njchodae/live
https://www.youtube.com/njchodae/live
http://livestream.com/njchodae/3rdservice
http://livestream.com/njchodae/live
http://njchodae.org/sundayschoolsermons
http://youtube.com/njchodae


설교본문

“믿음의 사람” /  박형은 목사 (1-3부 예배)

창세기 16:1-5 (개역개정)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
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
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
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벽예배 본문  *생명의 삶 본문을 사용합니다.

7/26(주일) 7/27(월) 7/28(화) 7/29(수) 7/30(목) 7/31(금) 8/1(토)

로마서 

3:1~8

로마서 

3:9~20

로마서 

3:21~31

로마서 

4:1~8

로마서 

4:9~17

 로마서 

4:18~25

 로마서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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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Friends 주일예배
(성인) 오전 9:35   (학생) 오전 11:35

“New Chapter 4 :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사도행전 2:1-13)

설교 / 김시연 목사

“God’s Perfect Plan”
(Esther 2:1-8:19)

설교 / 추민지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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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온 편지 (8)
“뉴노멀, 뉴휴먼” 

(갈라디아서 6:14-18)
설교 / 명동혁 목사 
기도 / 이진희 집사

이사야서에서 보는 “종의 노래” (2)
“제자의 길을 걷다”
(이사야 50:4-9)

설교 / 김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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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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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대표기도

8/2(주일)

1부
2부
영어   

정재춘 장로
황병은 장로
박영현 장로

「God Series」 “Loving God” /  Rev. Jim-Bob Park (English Service)

Luke 15:1-10 (NIV)
1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gathering around to hear him. 2 But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uttered, “This man welcom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3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4 “Suppose one of you has a hundred sheep and loses one of them. Does he not leave the ninety-
nine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5 And when he finds it, he joyfully puts 
it on his shoulders 6 and goes home. Then he calls his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lost sheep.’ 7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8 “Or suppose 
a woman has ten silver coins and loses one. Does she not light a lamp, sweep the house and search carefully 
until she finds it? 9 And when she finds it, she calls her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lost coin.’ 10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is rejoicing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교회소식 | 7/26(주일)

1. 현장예배 안내
기존의 온라인예배와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함
께 진행합니다. 현장예배는 뉴저지 주지사의 지침을 준
수함으로 1-4부 각 100명(1,2부-한어예배, 3부-영어예
배, 4부 젊은이예배)으로 제한하며, 주일학교는 계속해
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
은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장년부, 청년부
● 사전등록 : ☞ 현장예배 참석 신청하기 (교회 홈페이지)
● 문의 : 정일형 목사(201.449.5864)

2. 금요강해설교 [이사야서에서 보는 “종의 노래”] 
● 설교 : 김인집 목사 
● 일시 : 7/24(금)-8/7(금) 3주간, 8pm 

(홈페이지 및 Youtube 생방송)
7/31 : 이사야 50:4-9 “제자의 길을 걷다”
8/07 : 이사야 53:1-9 “고난의 길을 걷다”

3. 8월 수요여성예배 여름 특별 시리즈 
● 주제 : 선교, 여전한 사명 
● 일시 : 매주 수요일 10am

(홈페이지 및 Youtube 생방송)
8/05 : 선교하시는 하나님 (안삼선 목사 )
8/12 : 하나님의 영광 (오세준 목사)
8/19 : 나라가 임하시오며 (김인집 목사)
8/26 : 열방을 위하여 (김시연 목사)  

4. 8월 순장교육
8월 순장교육은 방학으로 휴강합니다.

5. 큐티 책 <생명의 삶 > 무인판매
본관 2층 북카페에서 생명의 삶 8월호를 40권 한정 판
매 중입니다. 무인판매대를 이용하여 구매하실 수 있
습니다. 

6. His Friends Online Good News Bible Camp
● 주제 : “Jesus’ Power Pulls Us Through” (사도행전)
● 일시 : 8/2, 8/9, 8/16, 8/23, 8/30 (8월 매주일)
● Package 전달 : 8/1(토) 각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 문의 : 권영제 집사(201.696.6551)

7. 초대 상담사역 안내 
● 상담대상 : 뉴저지초대교회 등록교인
● 상담내용 : 급격히 변화된 일상으로인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 관계의 갈등(가족, 부부, 자녀 
등), 중독, 신앙적 어려움 등

● 상담방법 : COVID-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전화 및 온라인 상담만 가능

● 신청방법 :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 counseling@njchodae.org(상담사역부)

8. 영어예배 찬양팀 모집
주일 3부 영어예배 찬양팀으로 섬기실 봉사자를 모집합
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7/5(주일)–26(오늘)
● 문의 : 오세준 목사(508.768.5135)

황동하 집사(201.456.6042)

9. COVID-19 Hotline 운영 
COVID-19로 인해 의료, 상담, 긴급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의료상담 :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지만, 현재 주치의가 

없어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돌봄지원 : 자가 또는 전체 가족들의 격리로 인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상담지원 : 정신적, 관계적, 신앙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문의 : COVID.Help@njchodae.org

명동혁 목사(551.239.0105) 

10. 구제기금 수혜신청
● 신청자격 :
1.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된 교인으로
2. COVID-19 사태로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 실직, 페업, 휴업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
- 특히, 서류미비자로 연방정부 현금지원이나 실업수당 신청,  
   타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검토
● 신청방법 :
교회 홈페이지(행정자료실 : 구제기금 수혜신청서)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구제기금위
원회로 이멜 또는 본당로비 구제기금 신청함에 제출

● 문의 및 신청서 제출 : ChodaeCares@njchodae.org

11. 온라인 예배 시행에 따른 헌금방법 안내
교회 웹사이트(www.njchodae.org) 참조
*Zelle을 통한 온라인 헌금 시 수령인을 이메일 주소
donate.online@njchodae.org으로 등록해 주시고, 
교인번호,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현호 집사(donate@njchodae.org)

www.njchodae.org

  교육부 소식 

유아부 어린이 등록
● 대상 : 생후 18개월 이상의 자녀(등록교인에 한함)
● 기간 : 8/2(주일)- 8/16(주일)
● 문의 : 이계원 전도사(845.893.6402)
☞ 유아부 어린이 등록신청서
*등록된 자녀에게 성경학습자료를 매주 우편발송
합니다.

이번 주 어린이 VBS
● 유아부 : 7/29(수)-7/30(목) 11:00am-12:00pm
● 유치부 : 7/31(금) -8/1(토) 11:00am-12:00pm
● 유년.초등부 : 7/29(수)-8/1(토) 2:00pm-4:00pm
각 부서에서 등록하신 부모님께 자세한 안내를 보
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
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1. 매 주일 소그룹 세미나 1pm (4주간) 
   “The 4 Ds”

● 7/26-Death and the Sanctity of Life
*Zoom ID 404 548 1327 (Password : resurgence)

2. WOW(Worship on Wednesday) 수요특강
● 일시 : 7/29(수), 8/5(수) 7:30pm
*Zoom ID #1과 동일

https://njchodae.org/worship_service_registration/
http://www.njchodae.org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8dvGEf560MHA1M0h3USePuxo2gcPluF9dcBQr7U09Fp1WxQ/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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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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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선교, 영커플, 일대일

공동체, 새가족, 수요여성

행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 

예배, 긍휼, 공동체 

훈련, 공동체, 영어예배

청년부(BM), 영성

고등부

고등부

중등부 

중등부  

KM 중고등부

초등부(Gr. 3-5),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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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기도 신청 안내
중보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코로나 바이
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가운데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제목을 보내 주시면, 교역
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 김시연 목사(312.87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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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신청
● 신청방법 :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 counseling@njchodae.org (상담사역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