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 뉴스레터 1 월호

kpcm NEWSletter

제6권1호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 세상을 먹이는 교회 (2019 표어)

신년사—천국에서 보내는 2019 년 >>> 정영환 담임목사
2019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에
부임하고 처음 맞는 새해이기 때문에 기대로 마음이 설렙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을 먹이는 교회>라는 모토를 걸고, 이제
온 세상을 먹이기 위해 나아갑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해 나아갑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거창한 표어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어떻게 하면 2019 년을 배부르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중단하셨던 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도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먹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새해부터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천국에서 보내는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빌립보서 2:13)

12 주>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일일수록 오늘 시작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새해에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면, 우리는 결국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부르게 먹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배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당회 소식 >>>

땅에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천국에서 12 주를 보내면서 천국의 삶이 익숙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회서기

 3/16(토) Twin Cities 노회가 본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봉사위원장
이미숙 장로님께서 준비를 주도하십니다.
 2019 년 인준된 새 목자 및 예비 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경희(이든프레리목장), 강명실(희락목장), 김경애(예비 목자)
 2019 년도 목자를 다음과 같이 인준하였습니다.
구승모(미소), 김식철(밀알), 조용현(방주), 오성욱(벧엘),
사공희(소명), 조용원(스데반), 심재순(시온), 안남희(실로암),
유기웅(소망), 윤영철(예루살렘), 남세현(우드베리, 와이자타),
최의숙(에스더), 오은아(언약-이중언어), 윤경희(이든프레리),
황상섭(자마), 마혜순(주빌리), 장재희(행복), 강명실(희락),
이미숙(희망), 김한나(사랑), 김경애(예비 목자)

이 달의 도서 >>>

도서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자: 이찬수 목사
실패했지만 실패가 아니었다!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삷을
성공으로 이끄신다.

각 기관 보고 >>>
관리
위원회

 1/6 (주일)부터 지하 화장실 개조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도와주실 분들은
도서실 옆 게시판에 싸인업 부탁드립니다.
 대친교실 테이블이 무겁고 위험하며, 의자를 접고 펴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의식 테이블 2 개를 샘플로 구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추후 교인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 구매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목양
위원회

 2019 목자 명단은 당회 소식을 참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목장 심방 소식: 현재까지 소명, 스데반, 주빌리, 행복, 시온,
예루살렘, 자마, 희락, 우드베리/와이자타 목장 심방을 마치셨습니다

선교
위원회

 제 3 차 Hungary-Ukraine 비젼트립이 6/16~6/25 실시됩니다. 의료, 미용,
안경, 사진, 찬양, 중보기도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임석근 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위원회

 1/4 (금) 회의에서 담당 사역과 2019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총무: 김경애, 서기: 조용현, 회계: 김선희/사공희, 사진: 박수호

예배
위원회

 엘리에셀—12/13 키보드 반주자 서동화 자매 합류 (4주 트레이닝 기간 시작),
12/22 엘리에셀 송년모임 , 12/31 김광식 목사님 인도로 송구영신 예배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12/2 총회가 있었습니다.
대장: 권규식, 총무: 정병규, 부총무: 주치니 쿠도, 홍성은, 서기: 송우석,
회계: 최알렉, 파트장: 최의숙, 박윤혜, 채청근, 조용원
12/24 성탄 전야 촛불예배 칸타타
 핸드벨팀—12/24 성탄전야 촛불예배시 프렐류드 연주를 담당했습니다.

집사회

 2019 년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임혜순, 총무: 박은영, 서기: Steve Oh, 회계: 반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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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임원진 및 부장 명단입니다.

여선교회

뉴스레터 1 월호(통권 59 호) >>>
제출해 주신 원고의 내용은 한정된 지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원고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부에서 내용의 첨삭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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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최의숙, 총무: 박은영/남경아, 서기: 송영미, 회계: 강금주/윤경희
봉사부: 황지애, 선교부: 김성숙, 교육부: 김옥정, 경조부: 박수옥
 1/13(주일) 예배 후 첫 임원회가 있었고 1/27(주일) 정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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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임원단 목록입니다.
여선교회
회장: 윤영정, 총무: 박윤혜, 회계: 김지영, 서기: 이혜인

기사제보 및 원고제출

kpcmnews@gmail.com

교육부: 주임선, 애경부: 손예리/이복임, 행사지원부: 김인숙,
봉사부: 반정현/윤상은, 선교부: 채소영, 친교부: 염화정/백윤경
 12/16(주일) 임원회의에서 2019 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각 부서장들이 나누고
검토했습니다.
 1/6(주일)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글학교  1/27(주일) 봄학기 1 차 등록 (학생당 $10 할인)이 마감됩니다.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nu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 763.560.2222(f)
www.kpcm.org / kpcm@kpcm.org

 1/27(주일) 3 부 예배 직후 교사회의로 모일 예정입니다.
 봄학기 개강일은 2/3(주일)이며, 개강예배는 별도로 없습니다.
EM

 EM had the holiday party on Jan. 12, at 5 in the small fellowship room.

새가족 소개 >>>

환영합니다~

12 월 성탄예배 >>>

이름: 김은지/김민재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사진 없음)
이름: 김재훈/안지은 (김아린)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