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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일형 목사 안삼선 목사

경배와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찬 370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로 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새찬 442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황병은 장로 손동우 장로

 성경봉독 신태호 집사 김성빈 집사

특송 김유식 집사

설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박형은 목사 (마태복음 26:36-46)

결단기도 박형은 목사

파송찬양 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 (새찬 365장) 

봉헌기도 박형은 목사

축도 박형은 목사

2020년 10월 11일(36권 41호)

주일예배

*3부 한어예배는 2부 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 1-2부, 3부 영어예배

영어예배 English Service  (11:35am)

Presider Rev. John Oh

Call to Worship Presider

Opening Prayer Presider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Songs of Praise Give us clean hands / Christ in me

Corporate Prayer Altogether

Invocation Deacon Samuel Chun

Scripture Reading  Matthew 26:36-46

Sermon “Enemies of Our Spiritual Life – Prayerlessness”
Rev. Jim-Bob Park 

Offering Song Victoria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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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  박형은 목사 (1-3부 예배)

마태복음 26:36-46 (개역개정)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

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

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

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

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다시 오사 보

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새벽예배 본문  *생명의 삶 본문을 사용합니다.

10/11(주일)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10/17(토)

예레미야 

46:1~12

예레미야 

46:13~28

예레미야 

47:1~7

예레미야 

48:1~25

예레미야 

48:26~35

예레미야 

48:36~47

예레미야 

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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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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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팬데믹”
(사도행전 4:23-31)

설교 / 김시연 목사

“God Gives Us Foods”
(Genesis 1:29-31)

설교 / 추민지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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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예레미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2)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기”  

(빌립보서 4:5-6)
설교 / 명동혁 목사
기도 / 김방자 집사

우리가 꿈꾸는 교회 (2)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도행전 9:26-31)
설교 / 최세나 목사

주일 대표기도

10/18(주일)

1부
2부
영어   

조용근 장로
김승환 장로
정승주 집사

“Enemies of Spiritual Life – Prayerlessness” /  Rev. Jim-Bob Park (English Service)

Matthew 26:36-46 (NIV)
36 Then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37 He took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sorrowful and troubled. 38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39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40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Could you men not keep watch with me for one 
hour?” he asked Peter. 41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42 He went away a second time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not possible for this cup 
to be taken away unless I drink it, may your will be done.” 43 When he came back, he again found them 
sleeping, because their eyes were heavy. 44 So he left them and went away once more and prayed the third 
time, saying the same thing. 45 Then he returned to the disciples and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Look, the hour is near, and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46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새가족 등록 및 교육

환영합니다  Welcome to Chodae Community Church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둥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후 3주간의 새가족교육과 담당 교역자의 
심방이 모두 끝난 후에 등록교인이 되시고 공동체 순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문의 명동혁 목사(551.239.0105) / 오재현 집사(845.323.9249)

  새가족 온라인 등록하기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2oZVBHuc9E6lha5xkZXaQ_Eloje-bEdMpn9Kv0ExbihUOU05QlpKVlI3SlBMQkpIUTIxWkIxVE5JRSQlQCN0PWcu


교회소식 | 10/11(주일)

1. 다음 주일은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10/18)은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 2020 창립기념 부흥회 및 선교적교회 컨퍼런스
● 일시 : 10/30(금) 8pm, 10/31(토) 9am/7pm

11/1(주일) 1-3부
● 장소 : 본관 예배실

- 모든 집회는 현장과 온라인예배 병행
   ☞ 현장예배 참석 신청하기 (교회 홈페이지)

● 주제 : I am a Christian “Back to the Basic”
            “크리스천의 본질로 돌아가자”
● 강사 : 송민호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담임목사)
            서명구 교수(메릴랜드대학 경영학교수)
            김진수 장로(긱섬대표)
             Joshua Park(Etude Lounge 대표)
● 문의 : 오세준 목사(508.768.5135)

오선호 집사(551.214.7788)

3. 현장예배 안내
온라인예배와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함께 진행
합니다. 현장예배는 뉴저지 주지사의 지침을 준수함으
로 1-4부 각 112명(1,2부-한어예배, 3부-영어예배, 4부 
젊은이예배)으로 제한하며, 주일학교는 온라인으로 드
립니다. 예배참석은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 주시고, 자세
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장년부, 청년부
● 사전등록 : ☞ 현장예배 참석 신청하기 (교회 홈페이지)
● 문의 : 정일형 목사(201.449.5864)

4. 3부 교육관 현장 열린예배 Reopening 안내
10/18(주일)부터 3부 교육관 현장 열린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0/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정일형 목사(201.449.5864)

5. 교인증 지참 및 발급 안내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효율적 출입 확인을 위해 
교인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규 발급 신청 : adminoffice@njchodae.org

6. 금요예배 설교시리즈
● 주제 : “우리가 꿈꾸는 교회”
● 일시 : 10/9(금)-10/23(금) 3주간, 8pm

10/16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행 9:26-31)      
         - 최세나 목사
10/23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행 11:29-36)    
         - 오세준 목사

7. 초대 북클럽 모집 안내  
● 일시 : 매주 화요일 8:00-9:15pm(10/20부터) 

매주 수요일 8:00-9:15pm(10/21부터) 
매주 목요일 10:00-11:15am(10/22부터)

● 신청 : 온라인 등록(교회 홈페이지) 
● 문의 : 오세준 목사(508.768.5135)

김기홍 집사(201.742.3870)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탕부의 하나님” (팀 켈러  
 목사 저) 오디오북을 들으며 함께 읽고 나눕니다. (책값 $5)

www.njchodae.org

소천  ● 김경순c 집사 모친 : 故 안갑수 권사(86세, 10/10)

  교육부 소식 

Fall Festival 픽업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는 Fall Festival 행사(10/31)
를 위한 자료 Goody Bag을 아래와 같이 나눠드리
니 부모님께서는 시간을 내시어 픽업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일시 : 10/24(토) 1:00-2:00pm 
● 장소 : 교육관

8. 2021 사역부장 전체회의
● 일시 : 10/20(화) 8pm 
● 대상 : 현임, 신임 사역부장, 담당장로, 담당교역자 
● 문의 : 강병희 목사(415.246.6111)
*Zoom link : 바로가기(click)

9. His Friends 교재 Drive-Thru 픽업안내  
● 픽업일시 : 10/11(오늘)

        2부 성인예배부 2:00-2:50pm 
        3부 학령기 예배부 3:00-3:50pm 

● 장소 : HF 예배실 앞 주차장 
● 문의 : 권영제 집사(201.696.6551) 
*10/18(주일)부터 7주간 사용할 HF 성경공부 교재와 
  Art & Craft Pick Up

10. His Friends  ‘찾아가는 Respite’ (HF 가족 섬김)  
● 일시 : 10/18(주일) 4:30pm
● 문의 : 권영제 집사 (201.696.6551)

11. 구제기금 수혜신청
● 신청자격 :
1.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된 교인으로
2. COVID-19 사태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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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온라인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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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2oZVBHuc9E6lha5xkZXaQxkLCwizTX9AhNJuh69uMt1UQjY3QzNHR0tUQjRGTzVCSkY0NEpOSU0wVC4u
https://njchodae.org/worship_service_registration/
http://www.njchodae.org
https://us02web.zoom.us/j/88005827814?pwd=Tm5ZOXN4Z1JCdzljZm5RK0daNzF0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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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