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예배

2022년 7월 31일(38권 31호)
주일예배

한어예배

1부 (오전 7:45)

인도

강병희 목사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2부 열린예배

김시연 목사

3부 열린예배

최세나 목사

경배와 찬양

피난처 있으니 (새찬 70장),
완전하신 나의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태산을 넘어 험곡
에 가도, 주 임재 안에서, 예수로 사네

예배로 부름

인도자

-

기원

인도자

합심기도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새찬 15장)

-

사도신경

신앙고백
기도

손동우 장로

장범 장로

윤영호 장로

성경봉독

우정훈 집사

정승주 집사

김성민 집사

인도자

시온 성가대

-

찬양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장범 장로

“믿음과 선행” (에베소서 2:8-10)

설교
헌금송

손동우 장로

최종상 선교사

다같이(새찬 50장)

고경하 집사

김은영 집사

-

봉헌기도

인도자

-

파송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찬 546장)

삶으로

축도

영어예배

인도자

English Service

(11:30am)

Presider

Rev. John Oh

Welcoming

Presider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Songs of Praise

Worship & Praise

Invocation

Presider

Scripture Reading
& Sermon

“God’s Promise” (Genesis 15:1-21)

Response Song

Praise Team

Offering Prayer

Presider

Benediction

Presider

인터넷 예배
방송채널 링크
바로가기

Rev. John Oh

주일 1-2부, 3부 영어예배
livestream.com/njchodae/live
youtube.com/njchodae/live
주일 3부 한어예배
livestream.com/njchodae/3rdservice
주일 2-3부 열린예배
vimeo.com/event/394412
youtube.com/chodaemedia/live

주중예배(새벽기도, 수요여성, 금요예배)
livestream.com/njchodae/live
유튜브 채널
youtube.com/njchodae
교육부 채널 바로가기
His Friends 채널 바로가기
뉴저지초대교회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설교본문
“믿음과 선행” / 최종상 선교사 (1-3부 예배, 2-3부 열린예배)
에베소서 2:8-10 (개역개정)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s Promise” / Rev. John Oh (English Service)
Genesis 15:1-21 (NIV)
1
I After thi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m in a vision: “Do not be afraid, Abram. I am your shield, your very
great reward. “ 2 But Abram said, “O Sovereign LORD, what can you give me since I remain childless and the one who
will inherit my estate is Eliezer of Damascus?” 3 And Abram said, “You have given me no children; so a servant in my
household will be my heir.” 4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This man will not be your heir, but a son
coming from your own body will be your heir.” 5 He took him outside and said, “Look up at the heavens and count the
stars--if indeed you can count them.” Then he said to him, “So shall your offspring be.” 6 Abr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7 He also said to him,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out of Ur of the
Chaldeans to give you this land to take possession of it.” 8 But Abram said, “O Sovereign LORD, how can I know that I
will gain possession of it?” 9 So the LORD said to him, “Bring me a heifer, a goat and a ram, each three years old, along
with a dove and a young pigeon.” 10 Abram brought all these to him, cut them in two and arranged the halves opposite
each other; the birds, however, he did not cut in half. 11 Then birds of prey came down on the carcasses, but Abram
drove them away. 12 As the sun was setting, Abram fell into a deep sleep, and a thick and dreadful darkness came over
him. 13 Then the LORD said to him, “Know for certain that your descendants will be strangers in a country not their
own, and they will be enslaved and mistreated four hundred years. 14 But I will punish the nation they serve as slaves,
and afterward they will come out with great possessions. 15 You, however, will go to your fathers in peace and be buried
at a good old age. 16 In the fourth generation your descendants will come back here, for the sin of the Amorites has
not yet reached its full measure.” 17 When the sun had set and darkness had fallen, a smoking firepot with a blazing
torch appeared and passed between the pieces. 18 On that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and said, “To
your descendants I give this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19 the land of the Kenites,
Kenizzites, Kadmonites, 20 Hittites, Perizzites, Rephaites, 21 Amorites, Canaanites, Girgashites and Jebusites.”

젊은이(BM) 주일예배

His Friends 주일예배

(오전 11:30, 본당)

(성인) 오전 9:30 (학생)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냄” (마가복음 9:23-24)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HF 2022 Family Retreat]

설교 / 노진준 목사

(고린도전서 15:9-10)
설교 /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 기도 / 정인영 집사

(요한계시록 3:7-13)
설교 / 강병희 목사 기도 / 강성중 집사

새벽예배 (월-금 오전 5:40, 토 6:10) *생명의 삶 본문을 사용합니다.
7/31(주일)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8/6(토)

고린도후서 13:1~13

창세기 1:1~13

창세기 1:14~23

창세기 1:24~2:3

창세기 2:4~17

창세기 2:18~25

창세기 3:1~13

환영합니다 | Welcome to Chodae Community Church

8/7 주일 봉사위원
대표기도

본관

1부
2부
3부
영어

교육관

성경봉독

장승구

-

노은영

주영수

장승구

곽동영

김성모

주영수

류동언

권영제

-

-

새가족 등록 및 7월 교육 일정
등록 후 3주간의 교육과 담당 교역자 심방 후에 등록교인이 되시고
공동체 순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등록 가능)
[1, 2주차 교육] 7/3, 24(주일) 1:10-2:30pm, 본관 1층 102호
*자녀돌봄 : 본관 1층 103호실
> 새가족 온라인 등록
[3주차 새가족 환영회] 7/31(오늘) 1:10-2:30pm, 본관 체육관
문의 강병희 목사(415.246.6111), 신주홍 집사(917.648.5625)

교회소식 | 7/31(주일)
1.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최종상 선교사님(영국,
암노스 유럽 선교회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www.njchodae.org
10. 주일 1부 예배 중보기도팀원 모집
일시 : 매 주일 7:10am
장소 : 본관 301-302호
문의 : 나영숙 집사(201.315.0099)
문행희 집사(201.724.2051)
●
●

2. 다음 주일(8/7)은 성찬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세례, 입교자)은 성찬키트
를 미리 교회에서 픽업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픽업 : 7/31(오늘)-8/6(토) 본관 로비
*가정에서 빵과 포도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3. 새가족 환영회
일시 : 7/31(오늘) 1:10pm
장소 : 체육관
대상 : 6, 7월 새가족 교육 수료자, 담당공동체 장로
및 담당순장

11. Compassion 어린이 후원자 추가모집
일시 : 7/31(오늘) 각 예배 후
장소 : 본관 로비 및 교육관 플라자 선교부 데스크
문의 : 박유정 간사(201.674.9784)
*저희 교회가 담당하는 도미니칸 공화국의 4개 지역
교회의 많은 어린이들의 후원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어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일본 선교세미나
일시 : 8/6(토) 8am
장소 : 본관 3층 예배실
강사 : 강호건 선교사(일본)
문의 : 전승규 집사(201.906.4360)

12. 관리직원채용
교회(건물. 대지 등) 관리, 유지, 보수, 보안 등을 성실
하게 관리하실 분을 모십니다.
문의 : 인사위원회
(HR@njchodae.org, 201.618.0427)

●
●

●
●
●

●
●
●
●

●

●

5. BM 청년부 예배안내
8/7(주일)부터 기존 예배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리지필드 11am(리지필드 선교관)
놀우드 1:30pm(교육관 MPR)
●
●

6. 8월 맨하탄 전도
일시 : 8/20(토) 9am, 교회 본당 출발
문의 : 곽동영 집사(201.316.3337)
●
●

7. 중앙아시아 선교세미나
일시 : 8/13(토) 8am
장소 : 3층 예배실
강사 : 한수아 선교사(중앙아시아 K국)
문의 : 전승규 집사(201.906.4360)
●
●
●
●

8. HF 2022 Family Retreat
일시 : 7/30(토)-31(주일)
장소 : Spruce Lake, PA 18325
●
●

9. 닫힌 지역 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일시 : 8/20(토) 7:10am
장소 : Zoom(ID: 820 4188 5195 Passcode: 0000)
●

교육부 소식
고등부 야유회 (Fellowship Sundays) ☞ 신청하기
일시 : 7/31(오늘), 8/7(주일), 8/14(주일)
1:30-4:00pm(점심 제공)
장소 : Hogan Park (Northvale, NJ)
*음식 준비를 위해 행사 전 금요일까지 등록해 주세요.
●

●

●

소천 이지영(박재필) 집사(2504순) 부친 : 故 이엽 님(7/26, 78세, 한국)
정우현 성도(BM 청년부, 7/25, 30세, 미국)
●

●

온라인 헌금 안내 ☞ 교회 홈페이지 참조 *Zelle을 통한 온라인 헌금 시 수령인을 donate.online@njchodae.org로 등록해
주시고, 교인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창렬 집사(donate@njchodae.org)
●

2022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1)

중보기도 신청 안내
중보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으로 긴급 중보기도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기도제목을 보내 주십시오. 교역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의 : 오세준 목사(508.768.5135) ☞ 신청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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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섬기는 사람

주일예배
1부 예배 (본당)
2부 예배 (본당)
2부 열린예배, 교육관
3부 예배 (한/본당, 영/본관 3층)
3부 열린예배, 교육관
젊은이예배 (BM, 리지필드)
젊은이예배 (BM, 교육관)
특수예배 (His Friends) 성인
특수예배 (His Friends) 학생

7:45am
9:30am
9:30am
11:30am
11:30am
11:00am
1:30pm
9:30am
11:30am

교회학교예배
유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
9:30am(대면/온라인) 11:30am(대면)
중.고등부
9:30am(대면/온라인) 11:30am(대면)
KM중고등부
11:30am(대면/온라인)

주중예배
놀우드새벽기도회
수요여성예배
금요저녁예배
목요중보기도회

긴급상황시 연락방법
순소속 교인 : 공동체 담당교역자
비순소속 교인 : 강병희 목사(415.246.6111)

5:40am(토 6:10am)
10:00am
8:00pm
10:30am

담임목사
공동체(1-7), 새가족, 일대일

강병희 목 사 415.246.6111

가정, 공동체(16,17,37,38), 수요여성

최세나 목 사 201.388.2911

예배, 소망회, 공동체(25-27,29,30,40) 정일형 목 사 201.449.5864
훈련, 영성, 공동체(19-23,42-44), 영어예배 오세준 목 사 508.768.5135
찬양, 공동체(9-14), 영커플

박승근 목 사 201.232.6789

청년부(BM), 긍휼

김시연 목 사 312.877.1157

고등부

남 Patrick 목 사 201.274.9508

고등부

장 Grace 전도사 267.664.8018

중등부, 교육 지원

장 Yohan 목 사 551.216.1330

KM 중고등부

최 선 전도사 781.888.2925

초등부(Gr. 3-5), 교육 지원

오 Karen 전도사 201.245.2557

유년부(Gr. 1-2)

조은명 전도사 816.718.0660

유치부(4-6세)

김유미 전도사 845.323.7010

유아부(18개월-4세)

이계원 전도사 845.893.6402

His Friends

추민지 전도사 551.427.6856

휴무

명동혁 목 사 551.239.0105

교회 주요 연락처
목회지원실
건물 시설 관리
장소 차량 문의
공동체 순배정 문의
초대도서관
Book Cafe
중보기도 긴급전화
●

Norwood 본관
100 Rockland Avenue
Norwood, NJ 07648
(Tel) 201.767.0400
AdminOffice@njchodae.org
Northvale 교육관
119 Rockland Avenue
Northvale, NJ 07647
Ridgefield 선교관
585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청빙 중

서기, 선교, 행정, 공동체(32-33), 일대일 안삼선 목 사 267.664.8841

●

201.767.0400 / adminoffice@njchodae.org
201.638.4855 / myungchon56@gmail.com
201.767.0400 / adminoffice@njchodae.org
972.400.2836 / dhmyung@njchodae.org
201.245.2491 / library@njchodae.org
201.923.3178 / bookcafe@njchodae.org
508.768.5135 / johnoh@njchodae.org

Sprout 초대 상담실

상담신청 : 1층 로비 양식제출함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njchodae.org)

큐티 나눔방

참여신청 : 201.478.3117 / jlimc7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