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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ew Year! 

2020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

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멈추게 되고 영적생

활 또한 게을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제단을 쌓는 

것, 기도생활, 말씀 묵상 등 모든 것들이 예전과 달리 많이 흐트러

졌음을 깨달으며 새해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다짐으로 2021

년 표어를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의 백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

다(호세아 6:1). 

2021년 신년 특별새벽기도는 예년과는 달리 지역 교회에서 사

역하고 계신 퀸즈 한인교회 김바나바, 뉴욕장로교회 김학진, 뉴

저지 온누리교회 Mark Choi, 뉴 프론티어 교회 류인현 목사님들

과 함께 동역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어

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기도

와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우뚝 일으키실 것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뉴저지초

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뉴저지초대교회 성도님들께

2021 신년 특별새벽기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월-금) 5:30am  (토) 6:00am
1/4(월) 박형은 목사 “빛에 속한 자녀들” (데살로니가전서 5:1-11)

1/5(화) 김바나바 목사 “압도하라” (창세기 49:22-26)

1/6(수) 류인현 목사 “펀더멘탈과 모멘텀” (신명기 31:19-29)

1/7(목) 김학진 목사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창세기 15:1-6)

1/8(금) Mark Choi 목사 “진정으로 복된 사람” (시편 84:10-12)

1/9(토) 박형은 목사 “빛에 속한 가정” (로마서 12:9-11)

2021 초대 가족 마가복음 산책 (1/1-1/31)
새해 1월 한 달간 가족이 함께 마가복음을 읽고 나눕니다.

● 매일 정한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마가복음의 주어진 본문을 읽습니다.

● 하나님(예수님)과 나의 삶에 대하여 깨달은 것을 간단히 적고 돌아가며 나눕니다.

●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가이드북 다운받기(Click)  *교회 로비에서도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2021 기도제목
뉴저지초대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 뉴저지초대교회의 2021년 사역을 인도하시고, 본질로 돌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뉴저지초대교회의 교육부 사역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삶을 위해
• 세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웃에게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관심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 가정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 가정이 전도의 못자리 판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되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 [

https://youtu.be/0m2Bn4fuw5g
https://njchodae.org/wp-content/uploads/2020/12/2021%EB%A7%88%EA%B0%80%EB%B3%B5%EC%9D%8C%EA%B0%80%EC%A1%B1%EC%82%B0%EC%B1%85_download.pdf
https://njchodae.org/wp-content/uploads/2020/12/2021%EB%A7%88%EA%B0%80%EB%B3%B5%EC%9D%8C%EA%B0%80%EC%A1%B1%EC%82%B0%EC%B1%85_download.pdf


CHODAE CONNECT WWW.NJCHODAE .ORG

2020년 3월, 코로나로 현장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

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었습니다. 7월에 다시 제한된 숫자로 현장예배가 재개되기

는 했지만, 빈자리 넘치는 예배당과 교회를 바라보며 빨리 

이 팬더믹이 종식되어야지 하는 기도가 늘 있습니다. 그러

나, 이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생활의 패턴이 어느새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진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어할수 없는 환경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건강

의 위협, 가족과의 갑작스런 이별, 직장과 사업체에서의 경

제적 어려움 등,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낸 가정들이 저희 교

회와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가정과 개인이 여러 

모습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은 믿는 자

들의 큰 특권임을 깨닫습니다. 상실과 손실가운데서도 우리

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하

지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확인하는 믿음은 우

리를 조이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2020 & 2021
서기장로님
신년인사

뉴저지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은 또 다른 감사입니

다. 만날 수 없고, 쉽게 움직이기도 힘든 여건 가운데, 마치 

이 때를 위해 훈련받고 준비한 듯,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움직이며 섬기는 각 사역부의 성도님들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감사입니다. 마스크 및 의료장비, 돌봄 음식지원, 예

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온라인 여건이지만 끊어지지 

않는 순모임들, 더 많이 참여하고 배우는 훈련 프로그램들, 

그리고 청년들,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방송

사역팀, 멈추지 않는 선교사역들, 학생들을 위해 더 애쓰고 

준비에 열정을 쏟는 교육부와 His Friends의 선생님들, 전

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의 목사님들, 또 이 사역들과 성

도들을 위해서 무릎꿇은 기도의 손길들..

지나가는 시간들은 언제나 아쉬움을 남기지만, 2020년 

팬더믹에 눌리면서 지낸 시간들은 오히려 그동안 당연시하

며 충분히 감사치 못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나의 부족한 

면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

는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를 것임을 확인

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소망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20년을 뒤로하고 맞이하

는 새해의 감회가 평소와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됩

니다.

작년 코로나로 세상이 막히면서 겪었던 큰 변화가 새해

에는 코로나를 종식하며 아무일도 없었듯이 과거로 돌아

가지 않고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또 다른 모습의 종교개혁으로 예

배, 교회, 선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초대교회 신앙의 터닝포

인트가 되는 한 해를 기대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선

교적 교회로 가는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뉴저지초

대교회를 향한 기도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는 선교적 교회로 가는 여정이 결코 하루 아침

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준비하고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며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선교적 

교회의 유전자로 바뀌는 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아픔이 수

반되며 리더십들이 공부와 연구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고 비전을 제시해 성도들이 신

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당연시 하였던 외형적 성장 등 왜곡된 교회관을 바

로 펴고 소비자 마인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위

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우리들의 이웃을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온 성도가 월요일부터 토요

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며, 창

고를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땅끝까지 퍼트

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동우 장로
2020 서기장로

윤영호 장로
2021 서기장로

2020년 한해를 돌아보며[ [- 부서별 사역 및 행사 -

마스크 나누기 – COVID 초기
• 구매 ($25,500) 및 교인들로부터 donation 받은 것 27,000장
• 대상 : 노우드, 노스베일 타운, 우체국, 주변 의료 기관 등
COVID-19 구제 헌금 ($105,066)
• 교인지원 : $50,000  (현재까지 22가정 지원; 지속적으로 신청받고 있음)
• 뉴저지 노회 통해 작은교회 돕기: 12교회 지원,  $20,000
• 뉴욕, 뉴저지 서류 미비자 구제 : $20,000 (한국 7개교회의 $100,000 에 추가)
• 참전용사 돕기 : $1,000 (한국 남선교회에서 기증한 마스크 12 박스 추가)
• 뉴저지초대교회 출신 부목사 시무 7개 교회 : 총 $10,500 + 마스크 2600장
2020년 예산 집행
• 장학금 : 대내 24명 ($36,000); 대외 3명 ($3,000)
• 대외 협력 16개 기관 지원 (예산 $58,700) : 활동 확인 후 집행

긍휼사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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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화와 관계 초점
• 교역자, 교사들이 일대일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학생, 부모와 꾸준히 연락
• 교사들끼리 know-how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 진행 및 교회의 지원
• 온라인 PTA 모임
미디어 사역의 강화
•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영상으로 설교 제작
• Zoom 등으로 소통 강화
다양한 참여 방안 개발과 시도
•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하는 youth ministry 시너지 창출 
   - 주일설교, 특별행사(야외예배), 금요모임 함께 준비; 유대감 고취
• KM중고등부의 Welcome Drive-thru, 야외 movie night, 온라인 세미나   
  (과학자를 통해 배우는 성경이야기)
• 학생들의 소그룹 레벨의 소통위한 여름 프로젝트, 수요모임,  금요모임, 
   주일 소그룹 등의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 감

교육사역부

COVID19 으로 모든 단기선교일정 취소
현지 선교사들 예정된 지원과  긴급 지원 (마스크, 구제헌금 등)
• 중남미 ($17,500) : 페루 꾸스꼬, 리마, 와라스; 브라질 아마존 마스크 
   지원, 아이티 의료 지원
• 국내 ($4,500) : NCK, Oasis of Hollywood, 필라 우버스트릿
•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15,500) : 모로코, 아프카니스탄, 브루기나파소 
• 향상된 소통 : 문자와 이메일 선교보고 받던 방식에서, 
   (zoom 을 통해) 영상으로 선교사님들과  더 많이 직접 소통을 하고 있음

선교사역부

2020년 일대일 양육자 훈련 및 제자훈련반
• 일대일 양육자 훈련 수료 : 봄학기 (13명), 가을학기 (18명)
• 제자훈련 :  17기 4개반 50명 수료, 18기– 4개반 58명 진행 중
• 일대일 동반자 과정 : 59명 완료, 현재 41명 온라인으로 진행 중
장년교육 및 특별 세미나 (방문자수는 등록자보다 훨씬 많음)
• 건강한 나, 건강한 공동체 (52명), 요한복음 2 (112명), 통성경 (111명), 
   특강 - 청교도 400주년, 팬더믹 가운데 자녀 양육 (174명)
• 3개의 북클럽 (화, 수, 목) 진행

훈련사역부

공동체 순활동 현황
• 1-2월 : 대면모임 / 3-11월 : 온라인 야외대면 추가
• 순활동 : 79% (1-2월)  46% (3-5월)  58% (6-9월)  73% (10월) 
새가족 현황
• (3월부터 등록 중단 후)  8월 2일부터 온라인 등록시작
• 새가족 교육 : 9월부터 온라인 3주과정으로 시작함
• 올해 (2020년 11월까지) 새가족 등록: 52가정, 135명 (참조: 2019년 등록 139 가정, 360명)

공동체사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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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절기 전체행사 교육 영어예배 영성 훈련 선교 가정

1월
신년주일

(1.3)

신년주일(1.3)
특별새벽기도회(1.4~9)

선교적교회 리더십세미나
(1.26)

(교역자, 장로, 사역부장, 순장)

마가복음 성경읽기(1월)
신년축복기도 : 비대면

(1.9)

New Year
Special Revival,
Staff Training

기도학교
(1.23,30,2.6)

2월
재의 수요일

(2.17)
사순절 시작

초대아카데미(2월중)
결산공동의회(2.14)

Blessed Conference
(2.13)

고등부 Ski Trip
(2.15)

Special Winter
Seminar

큐티 기초반
(2.11~12, 
18~19)

세례 및 입교 
교육시작

초대 아카데미
겨울 특강

선교부 리더쉽 
수련회(2월 중)

Zoom : 
송민호 목사 초청

3월
정기 제직회(3.14)

10기 장로후보 선출
선교엑스포(3.21)

6th Gr. Lock-in
(3/5 online)

고등부 세례/입교식
(3.27)

초대아카데미
봄 학기 개강

초대 북클럽 모집

선교 엑스포
(21일)

마더 와이즈
(3월)

4월

고난주간
(3.29~4.3)
성금요예배

(4.2)
부활주일

(4.4)

부활주일 세례식(4.4)
예산공동의회(4.11)

7th Gr. Lock-in
(4/2 online)

Easter VIP
Sunday (예정)

부활절 세례 
및 입교

Loving Muslim 
Through Prayer

(4.13–5.12)

부부학교
(4.17~5.8)
매주 토요일

5월
정기 제직회

(1/4분기 결산)(5.9)

8th Gr. Lock-in
(5.7 online)

Awana Closing(5.28),
Awana 등록(5.30~6.13)

English Service
Congregation
(community)
Picnic (예정)

삶터사역부 
세미나

6월

새교사 훈련(6.5)
유아부 VBS(6.19)

고등부 졸업예배(6.27)
유치부 VBS(6.25~26)
유년부 VBS(6.24~26)

초등부 수련회(6.25~27)

Outreach Golf
Tournament,

Special Summer
Seminar

큐티뱅큇(6.6)
큐티나눔방
리더피크닉

(6.10)

초대아카데미
여름특강

■  2021 CHODAE EV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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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 담당사역 및 연락처

김인집 목사
찬양, 공동체

injibkim@njchodae.org
 201-705-8638

안삼선 목사
선임, 선교, 영커플, 일대일

samseonahn@njchodae.org
 267-664-8841

명동혁 목사
공동체, 수요여성예배

dhmyung@njchodae.org
551-239-0105

강병희 목사
행정, 공동체, 목회비서

byungheekang@njchodae.org
415-246-6111

최세나 목사
가정, 공동체

senachoi@njchodae.org
201-388-2911

정일형 목사
예배, 긍휼, 공동체

ihchung@njchodae.org
 201-449-5864

오세준 목사
훈련, 공동체, 영어예배

johnoh@njchodae.org
 508-768-5135

김시연 목사
청년부(BM), 영성

siyeonkim@njchodae.org
312-877-1157

Patrick Nam 목사
고등부(Gr.9-12) Resurgence

patnam@njchodae.org
 201-274-9508

장요한 목사
중등부(Gr.6-8) FFM

dasworth@njchodae.org
 201-574-3742

Aileen Ok 전도사
중등부(Gr.6-8) FFM

aileenok@njchodae.org
 914-819-8353

최 선 전도사
KM 중고등부(FJM)

sunchoi@njchodae.org
 781-888-2925

Karen Oh 전도사
교육지원, 초등부(Gr.3-5) KKM

karenoh@njchodae.org
201-245-2557

Eunice Kim 전도사
초등부(Gr.3-5) KKM

ekim@njchodae.org
 646-775-1769

조은명 전도사
유년부(Gr.1-2) PJM

chodaepjm@njchodae.org
816-718-0660

김유미 전도사
유치부(4-6세) SAM

youmekim@njchodae.org
 845-323-7010

이계원 전도사
유아 1부(18-36개월), 2부(3-4세)

kyewonlee@njchodae.org
 845-893-6402

추민지 전도사
His Friends(특수예배부)

mindychoo@njchodae.org
 551-427-6856

교역자
송구영신특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OknHlT6u-qk&feature=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