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예배

1부 이른비예배  

2부 단비예배  
3부 큰비예배  
늦은비청년예배  
EM Service

8am 본당 

10am 본당 

12pm 본당 

2pm 본당 

2pm 비전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
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7-18 

Though the fig tree should not blossom And there be no fruit on the vines, Though the yield of the olive 
should fail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 flock should be cut off from the fold And there be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exult in the LORD, I will rejoice in the God of my salvation Habakkuk 3:17-18

[16-48호] 2016년 11월 27일  
대강절 첫째 주일예배

11월 암송 말씀

교회학교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소그룹모임 

12pm 유아부실 

12pm 유치부실 

12pm 비전홀 

10am 비전홀 

매달 셋째 주일

주중예배 & 모임

새벽만나예배 

중보기도모임 
피택자교육 
수요말씀예배 

EM 성경공부 
요한복음 
제자훈련 2단계 
제자훈련 3단계 

전도폭발훈련 2 
금요찬양예배 
금요철야기도 

멤버십훈련

화-토 5:45am 본당 

월 7pm 본당 

화 7pm 찬양대실 

수 8pm 본당 

수 8pm 비전홀 

목 10am 영아실 

목 8pm 찬양대실 

목 8pm 영아실 

금 7:30pm 2층 교육관 

금 8:30pm 본당 

금 10pm 본당 

주 1:45pm 유초등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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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68-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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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6685 

유초등부: 이하나 347-556-9355 
중고등부: 이진구 214-797-2862 
청년부: 한효 201-747-8123 

교역자

안내

버스운행안내 

경조사안내 
노방전도문의 
병원선교문의 

구제

347-489-4924 

201-566-8299 

917-715-2147 

201-913-2071 

201-486-6832

1부 이른비예배 
오전 8시

2부 단비예배 
오전 10시

3부 큰비예배 
오후 12시

인도 고범석 목사 박동은 목사 김진주 목사

예배로나아감 “내가 주인 삼은”

묵도 다같이

기원 인도자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의 기도 — — 다같이

찬양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큰비 찬양팀과 함께

기도 강희열 안수집사  원호련 장로

찬양대
“너는 거듭 남을 아는가” 
이른비 중창단

“기쁜 찬송” 
단비 찬양대

“새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대

화답송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설교
“자발적 순종” (출 21:5-6) 

박순진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세례식 — — 유아세례, 입교

성찬식 다같이

봉헌 찬송가 549장 1절

교회소식 인도자

파송의찬양 “살아계신 주"

축도 박순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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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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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감사가 되지 않게 하는 법 
레 7:15 

참된 감사와 거짓 감사가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편 79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도 혹독한 겨

울을 지나며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고 첫 해 농사가 변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

니다. 이렇듯 참된 감사는 환경의 풍성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드리

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감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구체적인 것을 나누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위에 가난하고 약한자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상대적인 부유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

을 통해서 진짜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봉헌과 나눔과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림으로 인해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말씀 교회소식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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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식, 성찬식 
오늘 성찬식(1-3부)과 세례식(3부)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김성웅, 김주원, 소은수, 한별 
입교: 김예주, 박예성 

남녀선교회 월례회 (총회) 
1남 12/11 3:30pm, 찬양대실   1여 12/11 2:30pm, 정기숙권사 자택 
2남 12/11 큰비예배 후, 본당 뒤   2여 12/4 1:30pm, 유치부실 
3남 12/11 4pm, 유재우집사 오피스  3여 12/11 큰비예배 후, 본당 앞 

4남 12/11 4:30pm, 윤건수집사 자택  4여 12/11 4:30pm, 윤문숙집사 자택   

5남 12/11 5pm, 안재옥안수집사 자택  5여 12/11 5pm, 동보성     

6남 12/11 큰비예배 후, 본당 뒤  6여 12/4 3:30pm, 유치부실 

7남 12/11 큰비예배 후, 영아실   7여 12/11 2pm, 영아실 
   

제3회 참된가족 볼링대회 
일시: 오늘 5pm     

장소: Bowler City (85 Midtown Bridge St, Hackensack, NJ 07601) 

새가족 환영회 
일시: 12/4(다음주일) 4:30pm   장소: 본당 

대상: 8-11월 등록자 (새가족 환영회 후 친교실에서 저녁식사 제공) 

교우소식  
장례: 故 이영우성도 (이수미A집사 부친)  장지: 한국  

Meetings & Events 
안수집사회 모임: 오늘 2pm, 유치부실 
부서장 회의: 11/30(수) 수요말씀예배 후, 2층 회의실 
교역자 회의: 12/2(금) 10am, 2층 회의실 

섬김의 손길들

오늘의 친교 “사랑의 친교나눔” 
김희동성도, 장다영성도 

배식 및 정리    제 27,1소그룹 
수요예배(11/30) 담당     EM 

다음주일(12/4) 기도 
이른비: 김창유안수집사 
단비, 큰비: 임두하장로

주일: $6,902 감사: $4,080 십일조: $16,205 선교: $250 구제: $20 건축: $330 지정: $220 
기타: $15 추수감사: $31,646 계: $59,668 
*개인체크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Pay to 란에 "Cham Doen Presbyterian Church”  
혹은 "CDPC" 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통계 11.20

12월 안내 

이른비 
홍정숙권사, 이정숙집사 

단비 
김종원집사, 전명배집사 

큰비 
최정혜권사, 박양님권사

12월 헌금 

이른비 
전영규집사, 전영례집사 

단비 
허충구안수집사, 허춘상권사 

큰비 
정기숙권사, 이용숙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