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 뉴스레터 3 월호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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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직회 >>>

당회 소식 >>>

3/3 (주일) 예배 후 제직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32 명이

• 3/10 주일 오후 2 시에 정영환 목사님 위임예배가 있으며
이종형 목사님이 설교를 담당하십니다.

참석했습니다. 각 위원회의 지난해 사역보고와 2019 년
사업계획에 대한 나눔 및 시무집사들의 균형 있는 위원회 활동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EM 집사님들도 제직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당회서기

• 3/6 (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6 참회의 수요일 수요예배
(성찬식), 각 선교회가 담당하는 사순절 수요예배, 고난 주간
새벽기도회 (4/15~4/20)가 예정되며 4/19 성금요일 예배
(성찬식)가 있습니다.

Twin Cities 정기노회 >>>
3/16 (토), 9:00~3:30 에 본 교회에서 정기노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Twin Cities 에 있는 PCUSA 소속 교회의 목사 및
장로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육과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회의를 위한 준비는 봉사, 관리, 예배위원회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정영환 목사 위임예배 >>>

4 월 선교집회 안내 >>>

3 월 10 일 오후 2 시 이종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예배순서와
노회에서 진행하는 위임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임예배는

일시:
주제:

4/12-4/14 (금-일)
“하나님이 품은 땅(India)과 사람들 이야기

담임목사님이 PCUSA 소속으로 본교회에 취임하시는 절차를

주관:

선교위원회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기로 했던 유병춘
목사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셨습니다. 리셉션에서는

강사:

주성학목사 (인도 첸나이한인장로교회)

트윈시티 한인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교단은 달라도
하나의 지체가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협력하며 미네소타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University of Madras (Ph.D: 인도비교종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 파송 인도 선교사
첸나이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Cornerstone Pastoral Academy Director

4/12-4/14

각 기관 보고 >>>
관리
위원회

 2/17 3 부 예배 후 2019 년 1 차 회의(2018 년 사업보고 및 2019 년 사업계획)를
했습니다. 총 11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교회 환경미화를 위해 2 층 복도 및 성전 일부, 1 층 교실 페인팅 작업과 2 층 복도
및 회의실의 카펫 교체 및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실 시설 개선을 위해 white
boards, cork boards, 책상 및 의자, 소품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교회 보일러 및 파이프 누수의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큰 부엌 Coffee machine water filter 교체하였습니다.

뉴스레터 3 월호(통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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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양
위원회

영접
위원회
예배
위원회
집사회

 2/9 목양게시판을 2 층으로 이동하고 사진을
교체하였습니다.
 2/17 목자 부목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발행인

뉴스레터사역팀

 목장배치: 김민재/김은지- 사랑목장,
김재훈/안지은-소망목장

위원장

황청수

디자인/편집

오은아

원고교정

남경아

 4/6 새가족 환영회가 5 시에 소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취재기자

박은영

 3/6 남성중창팀이 ‘참회의 수요일’ 예배 특송을 드렸습니다.

사진

각 기관/뉴스레터팀

 4/21 찬미엘 찬양팀이 부활주일 봉헌송으로 헌신할 예정입니다.
 부활주일 오케스트라 연습 일정입니다 (주일 오후 1:30, 금요일 오후 6:00)

원고수집

각 기관장

인쇄/복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3/3 제직회에서 시무집사를 우선 사역 배정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특정 위원회의

발송

뉴스레터사역팀

발행처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행일

2019 년 3 월 17 일

편중되는 사역 인원에 관한 재조정 여부, 몇몇 집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불균형에 관한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제1
여선교회

 3/3 Bloomington 에 있는 강남침례교회에서 열린 세계기도일 예배에 참석하여
올해의 기도 대상국인 슬로베니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3/10 돈까스 바자가 날씨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3/10 목사님 위임예배 후 리셉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3/20 사순절 수요예배를 주관합니다.

디모데
선교회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10, 디모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사제보 및 원고제출

kpcmnews@gmail.com

수 있도록 디모데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글학교  4/20 16 명의 학생이 한글능력평가(TOPIK I & II)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4/21 부활주일은 휴강일입니다.

이 달의 도서 >>>

도서팀

“기도하기 전에”
저자: 손기철 장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나라의 자녀답게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태도로 새롭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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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