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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기도회 교회 연락처 안내

수요기도회
(7:30pm)

새벽기도회
(월-토, 6:00am)

팰리세이즈팍
500BroadAve,PalisadesPark,NJ07650
Tel. 201-944-5756
오클랜드
222RamapoValleyRd,Oakland,NJ07436
Tel. 201-337-1313 Fax.201-32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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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presbyterian.church.nj

한사람을위한탄원
(빌레몬서1:1-12)
말씀: 강용승목사

Zoom:83633702554(PW:12345)
Youtube:youtube.com/kpcnj

민수기,로마서(매일성경)

말씀:조희창목사

Youtube:youtube.com/kpcnj

주일예배(교사감사주일,구역모임)
팰리세이즈팍 오클랜드

장년1부
(7:00am)

장년2부
(8:30am)

장년3부
(10:00am)

젊은예배
(12:30pm)

English예배
(11:00am)

장년3부
(10:00am)

장년찬양예배
(11:30am)

인도:
노근래목사 강용승목사 노재균목사 노재균목사 DavidChang 이승희전도사(유초등부실) 강용승목사

입례송:찬송가4장(통4장)

시편128:1-6

노재균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는자의

복

Romans
8:24-25

David
Chang

Patience in
theThings
Unseen

찬양:
비전

찬양
•오직예수
뿐이네
•슬픈마음
있는사람
•큰꿈은
없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기원: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양: 찬송가28장(통28장) 찬양:
찬28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신경

참회와간구의기도 통성기도

기도:
노재균목사 김환석장로 기도:

변옥자사모 통성기도

주기도문 Hispanic예배
(5:00pm) 주기도문 샬롬찬양대

찬401장 임마누엘찬양대 실로암찬양대

Proverbios
20:19

Francisco
Gonzalez

¿QuéDice la
BibliaSobre
elChisme?

시편128:1-6 교사근속상
시상식

성경봉독: 시편128:1-6
조희창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복

교회소식

노근래목사 강용승목사 노재균목사 시편128:1-6여호와를경외하는자의복

봉헌: 찬송가1장(통1장) 강용승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는자의
복

- 교사근속상
시상식 봉헌: 찬1장

교회소식 교회소식(영상)

결단송: 찬송가546장(통399장) 결단송:
축복의통로

결단송:
주의아름다움은

축도:
노근래목사 강용승목사 노재균목사 축도:

조희창목사
봉헌/축도:
강용승목사

http://kpcnj.org
https://www.facebook.com/presbyterian.church.nj
https://us02web.zoom.us/j/83633702554?pwd=MUppVzIrdHRiRVFBbVhGd3hTYnA5Zz09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kpcnj.or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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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본문
여호와를경외하는자의복
시편128:1-6 (개역개정)
1여호와를경외하며그의길을걷는자마다
복이있도다
2네가네손이수고한대로먹을것이라네가
복되고형통하리로다
3네집안방에있는네아내는결실한
포도나무같으며네식탁에둘러앉은
자식들은어린감람나무같으리로다

4여호와를경외하는자는이같이복을
얻으리로다
5여호와께서시온에서네게복을주실지어다
너는평생에예루살렘의번영을보며
6네자식의자식을볼지어다이스라엘에게
평강이있을지로다

오클랜드
식사봉사

5월21일 5월28일 6월4일 6월11일
5-나엘구역 미정 1남선교회 1여선교회

환영합니다!
(새가족문의)

교회를방문해주신분들을환영합니다.
등록을원하시는분은연락바랍니다.
강용승목사(469-734-3727)
서윤희권사(팰팍/201-421-5639)
이현숙c권사(오클/908-581-2766)

■헌금통계 *일반헌금 $45,030.82 십일조$15,681.06/주정헌금$6,196.26/감사$13,610/일반$2,615/
교회학교$509/청년부$1,004/EM$1,600/선교$3,625.50/생일$100/
기타$90

*지정헌금 $15,754.15 아이티$55/이은상선교사$1,000/푸드드라이브$19.15/
묘지구입$14,300/소송비용$380

*히스패닉부 $1,832.00

■주일출석통계 장년예배 교회학교 청년부/4부 EM Hispanic 전체통계
현장 668 264 43 44 103 1,122
온라인 631 - 13 5 - 649

예배위원 팰팍예배 기도인도

다음주일
(5/28)

1부 7:00am 강용승목사
2부 8:30am

안병구장로
3부 10:00am

청년
•청년부여름수련회(참고5면)
-6/23(금)-25(주일),오클랜드예배당
-주제: ‘Here andNow’
-강사:김영권목사
-문의:노재균목사(978-473-4168)

•청년부마가의다락방기도회
-5/18-28(수요일제외)8pm,팰팍본당
-성령강림절을맞이하여우리교회에초대교회의
성령강림같은성령충만함의역사와영적회복이
있길기대합니다.

-함께기도하며주님의일하심을체험하길소망합니다!
-문의:청년부중보기도팀(cindybae0210@gmail.com)

전교우연합예배및장기자랑대회

-참가대상:교육부,EM,청년부,히스패닉,장년/구역,
기관,가정또는원하는그룹별참여
-팀별제한시간:4분
-신청기한:6월4일(주일)마감
-시상:참가상및믿음,소망,사랑상시상
(장기자랑진행중다수행운권추첨)

장기자랑대회참여안내

주요행사

-전교우연합예배(10:30-11:30am)
-구역별BBQ파티
-장기자랑대회
-친선체육활동(축구,농구,테니스,탁구)

문의 윤병구집사(201-406-9897,bky011774@gmail.com)
서정민집사(201-835-5710, autosjm2514@gmail.com)

2023. 6. 18(주),오클예배당

※구역에소속되지않으신분중구역참여를원하시는분은예배안내위원에게말씀해주세요.
※당일팰팍-오클간차량을운행합니다.

mailto:cindybae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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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행정
•구역모임:5/21(오늘) (참고4면)
•임명:제47회기해외한인장로회총회부회계:안병구장로
•교역자휴가:김도완담임목사

대내교육
•교사감사주일5년교사(교육선교사)근속상시상
-팰팍:김자영(중고등부)
-오클:김지영a,손세진(유치부), Victor Lee(중고등부)

•팰팍중고등부성경적재정세미나
-5/21(오늘) 11am, 1교육관2층
-주제:성경이말하는일(work)
-강사:전슬비집사

•오클영유아부VBS신청안내(참고5면)
-주제:빛의자녀,Keepers of theKingdom
-6/4, 11(주) 11am-12:50pm,오클예배당
-대상: 18-42months
-참가비:$10(티셔츠,점심포함)
-신청:https://forms.gle/asndZzYxEmM7mWqN6
-문의:이승희전도사(314-397-8913)

•팰팍/오클유치부VBS신청:5/28(주)까지(참고5면)
-주제: STELLAR - Shine Jesus' Light
- 6/16(금)-17(토),팰팍예배당
-대상:만3세-Kinder
-참가비:$25(티셔츠,저녁/점심포함)
-신청:https://forms.gle/Hv8oHcCAsegZdZqp6
-문의:김진희전도사(201-899-8987)

김영은전도사(862-309-4676)
•팰팍/오클유치부VBS봉사자모집
-역할:CrewLeader, StationHelper, Praise
&Worship Leader및상황에따라데코레이션지원

-대상:한국어로의사소통가능한Youth9학년이상
-신청기간:5/31(수)까지,선착순15-20명
-신청:https://forms.gle/XH1xHGUhATH85gPH6

•팰팍/오클유초등부VBS(캠프)신청안내(참고5면)
-주제: STELLAR - Shine Jesus' Light
- 6/23(금)-25(주),라마나욧수양관
-대상: 1-5학년및참여하기원하는학부모
(학부모는보조Staff으로섬깁니다.)

-신청:https://forms.gle/1KNgRoVqFC6JcDDm7

-문의:박현욱목사(551-255-2705)
조희창목사(646-300-4790)

•Youth SummerRetreat (참고5면)
-6/25(주)-28(수),Warwick Retreat Center
-주제:Revival(Habakkuk 3:2)
-강사:Pastor JehoshuaKim(NewMercyHackensack)
-신청:https://forms.gle/vfRexpMN3rdxyhsy6

-문의: JosephYoon목사(팰팍, 732-261-4131)
Maria Kim전도사(오클,917-406-5396)

국내/문서선교
•하나님의선교신앙부흥회(참고4면)
-주제: ‘이민자들의부르심’(히11:1)
-일시:6/9(금)-11(주일)
-강사:오정호선교사(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예닮원42호(여름호)원고모집:6/30(금)까지
-주제:도약하는선교적교회또는자유글(시,수필)
생활속의선교경험,해외/국내선교지에서받은
은혜,선교에관한서적독후감나누기,내가소개하고
싶은위대한선교사는?

-글접수:pcnjmagazine500@gmail.com
-문의:김유미집사(551-404-8839)

해외선교
•여름Mission Trip지원을위한제품판매:5/21(오늘)
-건새우($20/360g),비스켓(Biscotti, $5/8pcs)

•퍼스펙티브스선교훈련(8기,온라인) (참고6면)
-미동부/중부화요반:8/1-11/14, 8-9:30pm
-참가비:등록비$90+교재비$50(교회지원)
-문의:나재훈집사(201-456-4772)

친교,봉사
•전교우연합예배및장기자랑대회(참고6면)
-6/18(주),오클랜드예배당
-행사:전교우연합예배,구역별BBQ,장기자랑대회,

친선체육활동(축구,농구,테니스,탁구)
-장기자랑대회참여신청:6/4(주일)까지
-시상:참가상및믿음상,소망상,사랑상시상

(장기자랑진행중다수행운권추첨)
-구역에소속되지않으신분중구역참여를원하시는
분은예배안내위원에게말씀해주세요.

-당일팰팍-오클간차량을운행합니다.
-문의:윤병구집사(201-406-9897)

서정민집사(201-835-5710)

EM
•Restore Fellowship SummerKickOff BBQ
-WelcomeBackCollege Students
- 6/4(주일) 12:30pm
-Location: In Front of Tennis Courts

대외협력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관기금마련오픈골프대회
-6/13(화) 12pm(샷건방식), Berkshire ValleyGolf
Course (28Cozy LakeRd,OakRidge, NJ07438)

-신청마감:5/31(수) 5pm,참가비$153
-문의:성홍제집사(201-835-8583)

교우동정
•별세
-고조병락님(조철형성도부친,정미경b성도시부/
5-마라나타)5/16(화)한국에서별세,5/20(토)발인

•환우
-신옥자권사(8-하나)5/17(수)소화장애와위통증으로
홀리네임병원에입원검사중

등록비 6/4까지 6/11까지
첫째 $200 $225
둘째 $175 $200
셋째 $150 $175

등록비 5/21까지 6/4까지 6/18까지
첫째가족 $90 $105 $120
둘째가족 $75 $90 $105
셋째이하 $60 $75 $90

https://forms.gle/asndZzYxEmM7mWqN6
https://forms.gle/Hv8oHcCAsegZdZqp6
https://forms.gle/XH1xHGUhATH85gPH6
https://forms.gle/1KNgRoVqFC6JcDDm7
https://forms.gle/vfRexpMN3rdxyhsy6
mailto:pcnjmagazine500@gmail.com
https://forms.gle/vfRexpMN3rdxyhsy6
https://forms.gle/1KNgRoVqFC6JcDDm7
https://forms.gle/Hv8oHcCAsegZdZqp6
https://forms.gle/asndZzYxEmM7mWq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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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금) 8pm
팰팍

이민자들의부르심1

6/10(토) 6am 이민자들의부르심2
8pm 이민자들의부르심3

6/11(주) 주일예배 팰팍/오클 사브낫바네아의신앙고백,왜?!

하나님의선교신앙부흥회

강사:오정호선교사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선교사
-달라스국제대학대외협력디렉터 (선교적교회로의전환과정코칭사역)
-인도네시아소수종족성경번역
- Fuller Theological SeminaryM.Div.
- Graduate Institute of Applied LinguisticsM.A. in Applied Linguistics

2023. 6. 9(금)-11(주),팰팍/오클예배당
(히브리서 11:1)“이민자들의 부르심”“이민자들의 부르심”

※저녁집회에는헌금시간이있습니다.

구역모임 성경공부

여호와를경외하는자의복 /시편128:1-6
<나눔>
1.찬송가559장(사철에봄바람불어잇고)을부르고기도로모임을시작합시다.

2.가정의달5월을보내고있습니다.올해지난5개월동안하나님께서당신의가정에주신가장큰복이
있다면무엇인지나눠봅시다.

<양육>
3.본문시편128편을큰소리로읽어봅시다.

4.하나님이주시는복을다루고있는본문은크게‘노력이있어야얻을수있는복’(1-2절)과‘선물로얻는
복’(3-6절)으로나눌수있습니다.그각각의복을말해봅시다.(2절,3,5-6절)

5.우리손이수고하여얻은것도하나님이주신복이라고고백할수있는이유는무엇일까요?(2절)

6.아내(배우자)와자식들은하나님이은혜로주신선물입니다.복된아내와자식들에대한본문의
비유가무엇인지말해봅시다.(3절)

6.이모든복은하나님께서‘여호와를경외하며그의길을걷는자’에게주십니다.우리는입술로는
하나님을경외하면서,삶으로는그의길을걷지않을수도있습니다.내가삶에서여호와를경외하는
실천으로지금내디뎌야하는첫걸음이있다면무엇인가요?(1절,4절)

7.여호와를경외하는자의복은가정을넘어어디로까지확장되나요?(5절,6절)

<결단과기도>
8.가정의어려움때문에상처받은마음으로힘들어하거나,다른사람을원망하고있지는않는지요?
오늘말씀을의지하여가정의회복을위한실천을내가시작할수있도록기도합시다.

구역일꾼안내

https://www.kpcnj.org/about/annual/?sfw=pass1684666239&uid=1615&mod=document&pageid=1
https://www.kpcnj.org/about/annual/?sfw=pass1684666239&uid=1615&mod=document&pageid=1
https://www.kpcnj.org/about/annual/?uid=1070&mod=document&pageid=1
https://www.kpcnj.org/about/annual/?uid=1070&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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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금), 6. 17(토),팰팍예배당

2023. 6. 23(금) 4pm-25(주) 1:30pm
라마나욧수양관

(2 Mud Pond Trail N, Franklin, NJ 07416)

문의 김진희전도사(201-899-8987,.hahahajini@gmail.com)
김영은전도사(862-309-4676, joy160625@gmail.com)

Early(5/21까지) Regular(6/4까지) Late(6/18까지)
1stChild $90 $105 $120
2ndChild $75 $90 $105
3rdChild $60 $75 $90

• 대상:만3세-Kinder
• 참가비:$25
(티셔츠,저녁/점심포함)

• 신청기간:5/28(주)까지

•역할:CrewLeader, Station Helper,
Praise&Worship Leader및
상황에따라데코레이션지원

•대상:한국어로의사소통가능한9학년이상
•신청기간:5/31(수)까지,선착순15-20명

빛의자녀,KeepersoftheKingdom빛의자녀,KeepersoftheKingdom

STELLAR-ShineJesus'LightSTELLAR-ShineJesus'Light

STELLAR-ShineJesus'LightSTELLAR-ShineJesus'Light

2023. 6. 4(주), 11(주) 11am-12:50pm
오클랜드예배당
대상:18-42months

참가비:$10(티셔츠,점심포함)
신청기간:4/30(주)-5/14(주)

문의 이승희전도사(314-397-8913, oaklandtoddler@gmail.com)

오클영유아부VBS신청안내

팰팍/오클유치부VBS신청안내

팰팍/오클유초등부VBS(캠프) 신청안내

문의 박현욱목사(551-255-2705, oj0143@gmail.com)
조희창목사(646-300-4790, re1907@gmail.com)

봉사자모집

3:30-6:30pm 9:30am-1:30pm

https://forms.gle/1KNgRoVqFC6JcDDm7
https://forms.gle/R2zF7AmDRUS4vgM4A
https://forms.gle/1KNgRoVqFC6JcDDm7
https://forms.gle/asndZzYxEmM7mWqN6
https://forms.gle/R2zF7AmDRUS4vgM4A
https://forms.gle/asndZzYxEmM7mWqN6
https://forms.gle/Hv8oHcCAsegZdZqp6
https://forms.gle/R2zF7AmDRUS4vgM4A
https://forms.gle/Hv8oHcCAsegZdZqp6
https://forms.gle/XH1xHGUhATH85gPH6
https://forms.gle/R2zF7AmDRUS4vgM4A
https://forms.gle/XH1xHGUhATH85gP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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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Revival”(Habakkuk 3:2)

Here and Now:
Meaningful Life
Here and Now:
Meaningful Life

6. 25(주)-28(수),WarwickRetreat Center
(62Warwick Center Rd,Warwick, NY 10990)

6/23(금)-25(주일),오클랜드예배당

문의 노재균목사(978-473-4168,shworbs@gmail.com)

6/4까지 6/11까지
1stChild $200 $225
2ndChild $175 $200
3rdChild $150 $175

Youth Summer Retreat

청년부여름수련회

강사:Pastor JehoshuaKim
-Lead Co-Pastor at NewMercy (Hackensack)
-Missionary to Ivory Coast
-Advocate for healing and prayerministry

강사:김영권목사
-ShadyGrove의료센터상담심리사
-전City Chapel(Germantown, MD)목사
-윌리엄앤메리칼리지(Ph.D Candidate)
-존스홉킨스대학(MS in Clinical Mental Health)
-고든콘웰신학교(M.Div.)

문의 JosephYoon목사(팰팍,732-261-4131, joekyoon@gmail.com)
MariaKim전도사(오클,917-406-5396, ypastorkimpcnj@gmail.com)

(전도서 3장)

https://forms.gle/vfRexpMN3rdxyhsy6
https://forms.gle/R2zF7AmDRUS4vgM4A
https://forms.gle/vfRexpMN3rdxyhs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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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오클한국학교가을학기등록안내

캠퍼스 팰팍캠퍼스 오클랜드캠퍼스

수업기간(14주) 9/9-12/16(토) 9/10-12/17(주일)

수업시간 토요일9:30-12:20 주일9:20-11:20

등록정원 110명 50명

수업료 조기 일반 조기 일반

자녀별
할인

첫째 $280 $300 $250 $280

둘째 $240 $260 $200 $240

셋째 $140 $160 $100 $140

등록기간
조기등록: 5/22(월)-6/4(주일)
일반등록: 6/12(월)-정원마감까지
(※개강후에는2주까지만등록가능)

등록방법
온라인등록후수업료(체크/캐시)

납부하면등록완료
(www.askschool.org→Registration)

수업료
납부방법

직접
5/27, 6/3(토)에

팰팍사무실(1교육관)또는
학교앞우편함에납부

5/28, 6/4(주일)에
오클사무실(신관지하)또는
사무실앞우편함에납부

우편 11E. Edsall Blvd,PalisadesPark, NJ07650

문의 팰팍캠퍼스디렉터박현욱(korean.pal@askschool.org)
오클랜드캠퍼스디렉터권미영(korean.oak@askschool.org)

온라인등록

수업기간
(총14주)

팰팍: 9/9(토)-12/16(토)
오클: 9/10(주)-12/17(주)

모집대상 Kinder-8학년

팰팍캠퍼스(토요일)
&

오클캠퍼스(주일)

http://askschool.org/registration


프로그램및개요

성경적
관점

성경전체에서말하는하나님의
온세상을향한
한가지목적은무엇인가

1과살아계신하나님은선교하는하나님이시다
2과하나님의영광에대한이야기
3과나라가임하시오며
4과열방을위한위임령
5과복음을자유롭게함

역사적
관점

하나님께서자신의목적을위해
역사속에서어떻게일해오셨는가
그리고이제남은과업은무엇인가

6과세계기독교운동의확장
7과선교역사의여러시대/8과세계기독교운동의개척자들
9과남은과업

문화적
관점

남은과업을완수하기위해서복음은
어떻게문화의장벽을넘을것인가

10과그들은어떻게들을것인가?
11과사랑의다리놓기

전략적
관점

하나님의목적을이루기위해
미복음화된종족들이하나님의영광을
보게하기위한전략은무엇인가

12과기독교지역사회개발
13과교회의자발적배가
14과전방교회개척
15과세계를품은그리스도인의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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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선교전공필수퍼스펙티브스
미주코칭8기온라인퍼스펙티브스훈련

1973년미국에서처음시작된퍼스펙티브스훈련은수많은졸업생을배출하였고,
이들은모든열방과종족가운데놀라운하나님의영광이나타나기를소망하는동역자들로
거듭났습니다.일반교회와대학생뿐만아니라신학교에서도선교기초과정으로채택된

프로그램으로,현재미국과한국을비롯하여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복이되기위하여복을받는이가슴벅찬훈련에여러분들을초대합니다.

훈련일정

미동부/중부화요반: 2023년 8월 1일 - 11월 14일
-저녁 7시 - 8시 30분(중부) / 8시 - 9시 30분(동부)

참가비

등록비 $90 + 교재비 $50(교회지원)

문의

나재훈집사(201-456-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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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헌금안내
홈페이지 ‘온라인헌금’ 메뉴를통해
QR코드링크의안내페이지에서
‘온라인헌금하기’ 버튼을누릅니다.

스마트폰Venmo앱을통해
수신인을@kpcnj로지정하시면
수수료없이헌금이가능합니다.

스마트폰Tithe.ly 앱을통해
Find a church..에서
‘뉴저지장로교회’를 검색하신후
헌금하실수있습니다.

체크를우편으로보내실수있습니다.
체크수신자(Payable to)에 ‘PCNJ’,
메모란에본인이름과헌금항목을
적어교회주소로보내주시면됩니다.

문의 이일영집사(201-921-6338, pcnj.finance@gmail.com)

예배안내

예배 팰리세이즈팍 오클랜드

장년부

1부 7:00am
-

2부 8:30am

3부 10:00am 10:00am (영상설교)
신관지하유초등부실

4부 12:30pm(젊은예배) 11:30am (찬양예배)

교회학교 10:00am 11:30am

EnglishMinistry - 11:00am

HispanicMinistry 5:00pm -

주중기도회

기도회 시간/장소 온라인라이브

수요기도회 수7:30pm,팰팍예배당 Zoom, Youtube

새벽기도회 월-토6:00am,팰팍예배당 Youtube

◼ Youtube라이브의경우개인정보보호를위해말씀선포까지만방송됩니다.
◼ZoomMeeting(수요기도회): ID:83633702554 /Passcode: 12345
YoutubeLive(수요/새벽기도회):https://youtube.com/kpcnj

예배당현장예배및주중기도회안내

유튜브채널
장년부(교회대표)

https://youtube.com/
KPCNJ

교회학교

https://youtube.com/
PCNJEDU

EnglishMinistry

https://tinyurl.com/
RESTOREFELLOWSHIP

청년부

https://youtube.com/
PCNJCNB

https://kpcnj.org/offering
https://us02web.zoom.us/j/83633702554?pwd=MUppVzIrdHRiRVFBbVhGd3hTYnA5Zz09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PCNJCNB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pcnjedu
https://youtube.com/pcnjedu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channel/UCkKSh2VQW5auHftbtdeGdTg
https://youtube.com/channel/UCkKSh2VQW5auHftbtdeGdTg
https://youtube.com/channel/UCkKSh2VQW5auHftbtdeGdTg
https://youtube.com/channel/UCsmtTmCBaqrNGiUQ3Bg293A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kpcnj
https://youtube.com/PCNJCNB
https://youtube.com/PCNJC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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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주일예배 담당교역자

팰
팍

유아/유치부(30개월-6세)

10:00am

2교육관1층 김진희b전도사

유초등부(1-5학년) 1교육관1층 박현욱목사

중고등부(6-12학년) 1교육관2층 JosephYoon목사

오
클

영아부(0-18개월) /
유아부(18개월-3.5세)

11:30am

신관지하영아/
유아부실 이승희전도사

유치부(3.5-6세) 신관지하유치부실 김영은전도사

유초등부(1-5학년) 신관지하유초등부실 조희창목사

중등부(6-8학년)
구관1층중등부실 MariaKim전도사

고등부(9-12학년)

기도모임/기타 일시 방식 담당자

중고등부금요모임(F.N.R) 금요일7:30pm 팰팍예배당 중고등부교역자

유스오케스트라
오클 주일1:30pm Zoom 김에스더지휘자

팰팍 주일12:00pm 팰팍1교육관1층 김정은집사

교회학교예배및모임안내

문의 조희창목사(646-300-4790, re1907@gmail.com)
이행균집사(팰팍/201-304-4729, hangk1469@gmail.com)
최유선집사(오클/347-907-1868, yousunkim80@gmail.com)

ASKSchool안내
학교 프로그램 요일 시간 장소

초등이
배움터

오후반
월-금

3:00 - 6:30pm
팰팍1교육관전체

Tutoring 3:30 - 6:30pm

그룹레슨

피아노 월-금 3:30 - 6:30pm 1교육관지하

K-POPDance 수 4:30 -5:30pm 본당친교실

바이올린 수 3:30 -6:00pm 1교육관2층방

미술 금 4:00 -6:00pm 1교육관2층

한국학교
팰리세이즈팍 토 9:30am-12:30pm 팰팍1교육관전체

오클랜드 주일 9:20am-11:20am 신관지하

문의 초등이배움터(박현욱목사,afterschool@askschool.org)
팰팍한국학교(박현욱목사,korean.pal@askschool.org)
오클한국학교(권미영집사,korean.oak@askschool.org)

http://askschool.org


교회를섬기는사람들
김창길목사 원로 201-618-1532 pampastorkim@gmail.com
김도완목사 담임 201-337-1313 kdw1970@gmail.com
강용승목사 8-12교구/수석 469-734-3727 vafrica98@gmail.com
노근래목사 3-7교구 201-953-2376 notop77@gmail.com
노재균목사 1-2교구/청년부 978-473-4168 shworbs@gmail.com
조희창목사 교육부총괄,오클유초등부 646-300-4790 re1907@gmail.com
이승희전도사 오클영/유아부 314-397-8913 oaklandtoddler@gmail.com
김영은전도사 오클유치부 862-309-4676 joy160625@gmail.com
MariaKim전도사 오클중고등부 917-406-5396 ypastorkimpcnj@gmail.com
김진희b전도사 팰팍유아유치부 201-899-8987 hahahajini@gmail.com
박현욱목사 팰팍유초등부 551-255-2705 oj0143@gmail.com
JosephYoon목사 팰팍중고등부 732-261-4131 joekyoon@gmail.com
DavidChang전도사 EM,YouthDirector 845-596-0003 davidjaechang@gmail.com
ChristyneHan전도사 EMWorshipLeader 917-385-7430 hanchristyne@gmail.com
FranciscoGonzalez HispanicMinistry 301-613-8061 fgonzalez8061@gmail.com
LuisA.Aguas HispanicMinistry 201-921-2351 betto039@gmail.com
박기현간사 행정 551-255-0969 kpcnjc@gmail.com

2023 “도약하는 선교적 교회”(마가복음 16:15)

협력사역자
김병용목사 상담 201-546-2018 cbtmood@gmail.com
최윤혜목사 상담 201-658-3611 yoonhaechoi2@gmail.com
이애자전도사 심방 201-233-8427 papaya2944@gmail.com
김경용전도사 찬양 646-369-7883 sogm92@hotmail.com
최성애전도사 개척교회파송 718-541-8985 nabi222@yahoo.com

파송/협력선교단체및선교사
MisaelGarcia선교사(과테말라파송선교사) misaelgarcia0975@gmail.com
뉴저지밀알선교회(장애인사역) http://www.mĳumilal.org
박기창선교사(엘살바도르) y2mpkc@hotmail.com
김성은선교사(아이티) macjean68@gmail.com
안진찬선교사(과테말라은혜교회) chanmi1004@gmail.com
조동천선교사(캄보디아) chosamo2008@gmail.com
RosalioPatzan선교사(과테말라) patzanrosalio1963@gmail.com
장풍화선교사(아시아)
이동관선교사(케냐) kensarang@gmail.com
박종원선교사(탄자니아) jwpstory23@gmail.com
오정호선교사(위클리프) John_Oh@diu.edu

교회주소및연락처 E-mail:kpcnj.home@gmail.com /카톡ID:PCNJ
팰리세이즈팍 500BroadAve,PalisadesPark,NJ07650 (Tel)201-944-5756
오클랜드 222RamapoValleyRd,Oakland,NJ07436 (Tel)201-337-1313(Fax)201-322-0088
웹사이트 https://kpcnj.org 유튜브@kpcnj 페이스북 @presbyterian.church.nj

중고등부금요모임(F.N.R.)
중고등부 팰팍1교육관 7:30pm

주중기도회

팰팍

새벽기도회(월-토/온라인동시진행) 6:00am

수요저녁기도회(온라인동시진행) 7:30pm

금요기도회
임시중단

중보기도

부속사역
버겐경로대학(팰팍,토) 임시중단

초등이배움터(팰팍,월-금) 3:00pm

팰팍한국학교(팰팍,토) 9:30am

오클한국학교(오클,주일) 9:20am

여름학교(LeoniaHighSchool) 7/5-8/11

김도완목사
주일설교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교회밴운행일정 (문의:서정민집사201-835-5710)
▪교회밴1번(운전자:김준섭형제,551-574-5238)
포트리475시니어아파트(475MainSt.,9:00am)-교회-
포트리505시니어아파트(505NorthAve.,9:30am)-
레오니아시니어아파트(270GlenwoodAve.,9:40am)-교회
▪교회밴2번(운전자:정만성집사,201-281-2546)
클립사이드팍시니어아파트(500GorgeRd.,9:00am)-
팰팍ColumbiaAve.(9:15am)-교회-
팰팍시니어아파트(300HighlandAve.,9:40am)-교회
▪오렌지콜택시미니밴
이스트러더포드시니어아파트(147HackensackSt.,9:30am)-교회

5,6월행사

주일교회학교예배

팰팍

유아/유치부(30개월-6세) 2교육관1층

10:00am유초등부(1-5학년) 1교육관1층

중고등부(6-12학년) 1교육관2층

오클

영아부(0-18개월) 신관
영유아부실

11:30am

유아부(18개월-3.5세)

유치부(3.5-6세) 신관유치부실

유초등부(1-5학년) 신관유초등부실

중등부(6-8학년)
구관중등부실

고등부(9-12학년)

주일예배

팰팍
장년부예배

1부 7:00am

2부 8:30am

3부 10:00am

4부(젊은예배) 12:30pm

HispanicMinistry예배 5:00pm

오클
장년부예배

3부(영상설교) 10:00am

4부(찬양예배) 11:30am

EnglishMinistry예배 11:00am

04/01(토)-06/10(토)여름Mission Trip훈련
05/18(목)-28(주)청년부마가의다락방기도회
05/21(주)교사감사주일,구역모임

05/28(주)성령강림주일
05/29(월)Memorial Day
06/03(토)팰팍한국학교봄학기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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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pcnj.org
https://youtube.com/kpc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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