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예배

1부 이른비예배  
2부 단비예배  

3부 큰비예배  
늦은비청년예배  
EM Service

8am 본당 

10am 본당 

12pm 본당 

2pm 본당 

3pm 비전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And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Mark 16:15

교회학교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소그룹모임 

12pm 영아부실 

12pm 유치부실 

12pm 비전홀 

10am 비전홀 

매달 셋째 주일

[19-30호] 7월 28일 | 주일예배 

담임목사: 박순진 201-749-2788  
부목사(1-3교구): 김진주 201-968-7719 
부목사(4-6교구): 박승환 201-707-1746 

부목사(7-9교구): 고범석 201-213-9080 
행정/젊은부부: 조영태 201-401-3208  
파송목사: 박동은 201-375-1589 
병원선교: 이덕선 201-913-2071  
새가족/훈련지원: 민경숙 845-570-3591  

교육총괄/청년부: 한효 201-747-8123  
영아부/여성모임: 정현희 201-654-2926 
유아유치부: 진경은 551-277-7664 
유초등부: 나주현 201-951-5882 
중고등부/EM: E.K. Park 484-362-3458 

교역자

7월 암송 말씀

1부 이른비예배 
오전 8시

2부 단비예배 
오전 10시

3부 큰비예배 
오후 12시

인도 고범석 목사 김진주 목사 박승환 목사

예배로나아감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묵도 다같이

기원 인도자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의 기도 — — 다같이

찬양 524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비찬양팀과 함께

기도 문선식 안수집사 이기석 장로

찬양대
“어찌날 위함이온지” 

이른비 찬양대

“주님이 떡을 떼어주심같이” 

단비 찬양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 

할렐루야 찬양대

화답송 “우리에게 향하신”

설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 (Psa) 18:1-3 

박순진 목사

봉헌 찬송가 111장 2절 “주께서 주신 은혜”

교회소식 인도자

파송의찬양 찬송가 449장 1절 “예수 따라가며”

축도 박순진 목사

*헌금은 예배전 헌금함에 봉헌  
늦은비청년예배 2pm, 본당 / EM Service 3pm, 비전홀

주중예배 & 모임

새벽만나예배 
월요중보기도 
QT나눔방 
수요말씀예배 
예언서통독반 
금요찬양예배 
개인철야기도 
멤버십훈련

화-토 5:45am 본당 

월 7pm 본당 
화 7pm 자모실 
수 8pm 본당 
목 10:30am 유초등부실 
금 8:30pm 본당 

금 10pm 본당 
주 1:45pm 유초등부실

교회연락처
201-871-0191 
www.cdnj.org 

24 W. Sheffield Ave. Englewood NJ 07631

안내

버스운행 

경조사

201-281-7391 

212-203-8485

주일설교 라디오 방송

AM1660  매주 목요일 6:30am 

KCBN  매주 토요일 9am, 5pm

노방전도 
병원선교 
구제 

찬양대 
교사

201-983-1152 

201-774-2048 

917-597-5050 

201-359-4838 

201-978-777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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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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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족 환영회 
일시: 8/4(주일) 5pm    장소: 본당 

대상: 2019년 4월-7월 등록자 (새가족 환영회 후 친교실에서 저녁식사 제공) 

메인 원주민선교 파송식(큰비예배) 
선교기간: 7/29(월)-8/2(금)    선교지: Maliseet, Indian Township 

단기선교사 명단: 김경, 김종훈, 김춘자, 이성자, 최정혜, EK Park, Yumi Bae, Theodore Chai, 
Emily Chung, Joseph Kim, Joshua Kim, Ludia Kim, Seung Min Kim, Claire Lee, Lauren Lee, 

Ester Na, Eric Ocampo, Will Ocampo, Diane Park, Ian Park, Michelle Pak, Richard Pak, 

Clara Yoo (총 23명) 

교우소식 
결혼: 8/3(토) 김노아성도 (김창유장로, 김경애권사 아들) 장소: 하와이 

Meetings & Events 
당회: 7/31(수) 9:15pm, 2층 회의실 

교역자 회의: 8/2(금) 10am, 2층 회의실 

그 발을 안은지라 왕하 4:27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 엘리사를 위해 그가 오랫동한 사용할 수 있는 좋

은 방을 준비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공간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곳을 하나

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 죽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주의 종을 찾아갔

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녀 안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

음의 간청으로 인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 삶의 어

려움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믿

음의 야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  말씀

섬김의 손길들

오늘의 친교 “사랑의 친교나눔” 
조규성집사, 박홍일장로 
이정희집사 

배식 및 정리 소그룹  
(오늘) 52,53소그룹 
(다음주) 61,62소그룹 

수요예배(7/31) 담당  
43소그룹 

다음주일(8/4) 기도 
이른비: 조용욱안수집사 
단비,큰비: 민성식장로

주일: $14,428.13 감사: $2,295 십일조 $15,982 선교: $1,120 구제: $20 건축: $40 지정: $545 
기타: $500 계: $34,930.13 
*개인체크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Pay to 란에 "Cham Doen Presbyterian Church”  
혹은 "CDPC" 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통계 7.21

8월 안내 

이른비 
김광유안수집사 
윤건수안수집사 

단비 
김승훈집사 
홍인숙집사 

큰비 
이병천안수집사 
이혜경권사

8월 헌금 

이른비 
송성용집사 
송길연권사 

단비 
김백수집사 
김희숙A집사 

큰비 
이용숙권사 
정기숙권사

교회소식

2019 단기선교 일정 
(완료) 조지아 난민선교: 7/7(주일)-12(금) 
(예정) 메인 원주민선교: 7/29(월)-8/2(금) 
(예정) 과테말라 선교: 8/13(화)-1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