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1.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Gym에서 디모데 선교회가 식사와 친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 2018 Vision Trip : 오늘 3부 예배 중에 파송식이 있습니다. 

• 선교지역: Hungary-Ukraine (UNG) 

• Trip 일정: 오늘 오후 7:30 출발~ 6/26(화) MSP 도착 

• 팀원: 강금주, 권영혜, 김광호, 김다슬, 남경아, 마영찬, 마혜순, 박민경, 정상렬, 홍경숙, 황효숙, 

Steve Chung(총 12명). Team의 무사하고 은혜로운 일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3.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중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봉사자들께 감사합니다. 

4. 오늘 모임 

• Vision Trip 참가자 교육, 오후 1:30, 회의실  

• 청빙위원회, 오후 1:30, 107호 

5. 금주 모임  

• 청빙을 위한 기도 모임, 수 오후 6시, 도서실 ●  디모데 Passion Night, 금 오후 7:15  

• 수요예배, 오후 7시 ●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6. 제 1 여선교회 

• 6월 성경 암송 카드가 Lobby 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선배와의 만남: 6/30(토) 오전 9시, 소친교실, 참석자 게시판에 기명 요망 

7. 중고등부 Retreat 

• 일정: 7/12~14(목~토) ●  강사: Rev. Andrew Kim  

• 장소: ARC in Osceola, WI ●  참가비: $100 

• 문의: 김영호 목사(917-291-5729) 

8. Newsletter: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Lobby 배부). 

……………………………………………………………………………………………………………………........................ 

� 향후 4주주주주 행사     

• 6/17~25(주일~화) – 2018 Vision Trip 

• 6/27(수) – 김윤곤 선교사(Kenya) 선교보고, 목자모임 

• 6/30(토) – 제 1여선교회 선배와의 만남 

• 7/1(주일) – 성찬식  

• 7/7(토) – 당회 

• 7/12~14(목~토) – 중고등부 Retreat 

• 7/22(주일) – 인선공동의회  

 

     금주의 묵상 성구 

6/17(주일) 행 7:1~16 

6/18(월) 행 7:17~36 

6/19(화) 행 7:37~53 

6/20(수) 행 7:54~8:1 

6/21(목) 행 8:2~13 

6/22(금) 행 8:14~25 

6/23(토) 행 8:26~40 

6/24(주일) 행 9:1~9 

 

 

 

 

 

 

 

 

 

 

 

 

 

 

 

 

 

 

 

 

 

제 28권 24호   2018년 6월 17일 

 (763)560-2222 



 

주일 예배 순서 

 

1부부부부  3부부부부 마마마마 6:9~13 

“우리우리우리우리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 설교: 이종형 목사 
 

1부부부부 예배예배예배예배 기도: 변정민 집사 
 

3부부부부 예배예배예배예배 기도: 오성욱 장로 

KPCM 여성 찬양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봉헌 특송: 비전트립팀 
 수요수요수요수요 예배예배예배예배 (오후 7시) 주제: 이스라엘 역사 이해 

“한 지파가 없어지나?” (삿 21:1~7) 

 토요토요토요토요 새벽기도새벽기도새벽기도새벽기도 (오전 7시) 요한복음 강해 

“나와 아버지” (요 14:1~12) 

오전 8:15  오전 11:15 

- 전주 

- * 입례송 (14) 

- * 예배부름 사도신경 * 사도신경 찬양 *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 기도 성경봉독  성경봉독 

- 찬양 (찬양대) 설교  설교 봉헌 * 봉헌  

-  비전트립팀 파송식 교회소식  교회소식 찬송 * 찬송 (주기도문) 축도 * 축도 후주  후주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십시오. 
 예배 동시 통역: Evelyn Kim 안내 및 헌금: 스데반&예루살렘(목자: 조용원 집사& 윤영철 교우) 

 예배 위원 및 봉사 담당 

 6/17 6/24 7/1 7/8 기 도 

1부 변정민 집사 신점순 집사 송영미  집사 Steve Oh  집사 

3부 오성욱 장로 이재영 장로 장경관 장로 유민수 장로 수요 장명아 집사(20) 마혜순 집사(27) 장재희 집사(4) 정원준 집사(11) 강단 헌화 주하영 윤길자 남세현 김양자 친 교 담 당 

1부 권진희 유지덕 이은실 김진희 

3부 디모데 선교회 자마 목장 밀알 목장 실로암 목장 토요 원정연/주견숙(23) 신대현(30) 조윤리(7) 이미숙(14) 차 운 행 

주일 장재희 유지덕 구승모 Steve Oh 토요 박태준(23) 민철홍(30) 사공희(7) 이상채(14)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및 모임 

• 한국어: 오전 8:15 , 11:15 

• 수요 예배: 오후 7  

• 디모데 예배: 금 오후 7:15 

• 중고등부 예배: 금 오후 7:30 

• 바울 찬양예배: 둘째 토 오후 5 

• 주중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7  

• 디모데 중보기도: 화 오후 7 

• 성경공부 인도자 모임: 토 오전 8:30 

• 영어: 오전 9:45 

• 유초등부: 오전 11:15 

• 유치부: 오후 12:00 

• 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 성경 공부 

• 한국어: 오전 9:50 

• 영어: 오전 11:30 

• 중고등부: 오전 11:50 

• 영아부/유치부: 오전 11:45 

• 유초등부 Activity: 오전 9:45 

 

지난 주 예배 출석 통계 지난 주일 헌금 주일예배 (지난 주) 주중예배 (2 주 전) 
십일조/주정 $ 7,344.00 일반  273.00 

1부 58명 수요예배 31명 EM 예배  648.00 

EM 53명 중고등부 8명 유초/중고  52.00 

3부 258명 디모데 82명 디모데  724.00 중고등부 25명 토요 46명 감사  450.00 어린이 65명 바울 - 지정  3,179.40 합계합계합계합계 459명명명명 합계합계합계합계 167명명명명 합계합계합계합계 $ 12,670.40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사: 이종형(763-516-4472) 디모데/바울/장년교육 담당 부목사: 김광식(612-615-4311) 

EM/Youth 담당 부목사: Charles Kim(917-291-5729) 어린이 사역: 허은형(651-829-5837) 

KM 성가대 지휘: 이은실(651-788-1641) 사무장: 조윤리(952-913-1088) 

지휘 이은실 피아노 

김지현 남경아 신상철 최은혜 올겐 김지현 

� 등록축하: 김재원/류제옥, 동균, 규양 가정 (제 2남/여선교회) 

� 한인회: 광복절 기념행사 및 글짓기/그림대회, 게시판 참조, 문의: 한인회 651-440-9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