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예배

1부 이른비예배  

2부 단비예배  
3부 큰비예배  
늦은비청년예배  
EM Service

8am 본당 

10am 본당 

12pm 본당 

2pm 본당 

2pm 비전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니라 요한일서 5:4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our faith. 1 John 5:4

1부 이른비예배 
오전 8시

2부 단비예배 
오전 10시

3부 큰비예배 
오후 12시

인도 고범석 목사 고범석 목사 김진주 목사

예배로나아감 “내가 주인 삼은”

묵도 다같이

기원 인도자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의 기도 — — 다같이

찬양 265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3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큰비 찬양팀과 함께

기도 마도선 안수집사 문종구 장로

찬양대
“존귀하신 예수 그 이름 앞에” 

이른비 중창단

“참 좋으신 주님” 
단비 찬양대

“주안에 있는 나에게 ” 
할렐루야 찬양대

화답송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설교
“기업 무를 자” (룻 4:7-12) 

박동은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봉헌 찬송가 549장 1절

교회소식 인도자

파송의찬양 “살아계신 주"

축도 박동은 목사

*헌금은 예배전 헌금함에 봉헌  
늦은비청년예배 2pm, 본당 / EM Service 2pm, 비전홀

[16-33호] 2016년 8월 14일  
주일예배

8월 암송 말씀

교회학교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소그룹모임 

12pm 유아부실 

12pm 유치부실 

12pm 비전홀 

10am 비전홀 

매달 셋째 주일

주중예배 & 모임

새벽만나예배 

중보기도모임 
수요말씀예배 
EM 성경공부 

전도폭발 2단계 
요한복음 
금요찬양예배 
금요철야기도 

멤버십훈련

화-토 5:45am 본당 

월 7pm 본당 

수 8pm 본당 

수 8pm 비전홀 

수 9pm 찬양대실 

목 10am 영아실 

금 8:30pm 본당 

금 10pm 본당 

주 1:45pm 2층교육관

예수님이 주인되신 교회“ 2016 표어 ”

교회연락처

201-871-0191 
www.cdnj.org 
24 W. Sheffield Ave. Englewood NJ 07631

담임목사: 박순진 201-749-2788  
부목사(1-3교구): 박동은 201-375-1589 

부목사(4-6교구): 김진주 804-572-8604 
부목사(7-9교구): 고범석 201-213-9080 
행정/Seeds모임: 조영태 201-401-3208  
EM: Andrew Chun 201-697-2695  
병원선교: 이덕선 201-913-2071  

문서/제자훈련: 민경숙 845-570-3591  
전도/새가족: 황보은 917-941-4538  

Anna싱글맘: 정현희 201-654-2926 
영유아부: 임성은 201-375-1752  
유치부: 진경은 434-363-6415 

유초등부: 김송이 201-708-5448  
중고등부: John Yeo 201-282-1487  
청년부: 한효 201-747-8123 

교역자

안내

버스운행안내 

경조사안내 
노방전도문의 
병원선교문의 

구제

347-489-4924 

201-566-8299 

917-715-2147 

201-913-2071 

매주일 캔푸드 
& 생필품 수거

http://www.cdnj.org
http://www.cdnj.org


등잔 밑의 어둠 
눅 7:18-20 

등잔의 빛이 밝으면 밝을 수록 등잔 밑의 어둠은 더욱 진하듯이 ‘등잔 밑의 어둠’이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 곁에 있지만 은혜 받

지 못하며 은혜의 영적 사각 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요 

1:32)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감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이 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일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 많은 신앙인들도 수 없이 

많이 교회를 드나들지만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때 현실의 문제에 쉽게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스스로 은혜의 사각지대에 숨어버린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어

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듯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우리를 향해 은혜와 회복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를 등잔 밑의 어둠으로 끌어 내리

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던져 버리고 다시 한 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때 등잔 위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말씀 교회소식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테말라 단기선교를 위한 도네이션 

과테말라 선교에 필요한 물품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방법: 헌금봉투에 “과테말라 단기선교”라고 기입하고 헌금함에 봉헌 

❖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붙여진 포스터 참조 

선교기간: 8/31(수)-9/6(화)    

장소: 과테말라 코반 

Youth Fundraising (수련회) 
일시: 오늘 12pm-2pm    

장소: 교회 앞 마당 

수련회기간: 8/21(다음주일)-23(화) 

기도제목: 1)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2)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성장하도록  

 3)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순서들이 은혜 안에 진행되도록 

한글학교 교사모집 
2016년 가을학기 한글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강: 9/10(토) 9am  

문의: 434-363-6415 

교우소식  
출산: 한별 (한효전도사, 이한나사모 딸) 

Meetings & Events 
영유아부 PTA모임: 오늘 1pm, 영유아부실 

해외선교부 모임: 오늘 2:30pm, 유치부실 

히스패닉 섬김 사역: 오늘 7pm, 세계선교교회 (50 W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광복절 음악회: 8/15(월) 7:30pm, 참된교회 본당 (주관: 뉴저지 상록회) 

광복절 연합 기도 대회: 8/15(월) 7:30pm, 필그림교회 (주관: Hug Mission) 

전도폭발훈련 2단계 첫모임: 8/17(수) 수요예배 후, 찬양대실

섬김의 손길들

오늘의 친교 “사랑의 친교나눔” 
김창유안수집사, 배진안수집사 

이영애집사 

배식 및 정리    제26,27소그룹 
수요예배(8/17) 담당    제3소그룹 

다음주일(8/21) 기도 
이른비: 민종수안수집사 
단비, 큰비: 홍영석장로

주일: $7,753.60 감사: $1,950 십일조: $21,895 선교: $1,070 구제: $340 건축: $290  
목적: $1,045 헌신예배: $527 기타: $830 계: $35,700.60 
*개인체크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Pay to 란에 "Cham Doen Presbyterian Church”  
혹은 "CDPC" 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통계 8.7

8월 안내 

이른비 
홍정숙권사, 이정숙집사 

단비 
안춘자권사 

최정혜권사 

큰비 

박상화권사, 김석경권사

8월 헌금 

이른비 
전영규집사, 전영례집사 

단비 
김정관안수집사 

최영숙안수집사 

큰비 

김광유집사, 김영순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