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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본받아 (2016 표어) 

3 월 당회소식 >>>  당회 서기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뉴스레터      3월호 

1) 교회 사역 참여와 신앙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본 교회 활동교인으로 3 년 이상된
70 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권사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권사 훈련 과정과 조건을

충족시킨 분들을 대상으로 당회가 심사하여 권사로 임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사의 구분 및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사: 동반자반 이수, 양육자 사역 참여, 성경일독, 매일 중보기도, 3년 사역
• 협동 권사: 약식 동반자반 이수, 성경 일독, 매일 중보기도

2) 지역 사회 이단에 대한 교인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구원파/어린양,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등). 이단은 겉으로 잠시 보기에는 일반 교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교인들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고있는
기존 교인을 유인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인간관계를 인해 그 모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단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순절 수요예배 후 이단의 위험성과 특징에 대해 교육하는 수요 예배 특강에
참석을 권합니다 (강사: 담임 목사, 3/30 & 4/6).

3) 김옥희 장로께서 개인사정(건강)으로 2016년 시무장로직을 임시 휴무하기로
하였고, 담당하시던 목양위원장직을 황지애 장로가 임시로 협력하여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옥희 장로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4) 2015년 감사보고서를 인준하였습니다.

5) 현재 EM 임시사역을 하시는 Brenda Alexander 목사님 후임으로 본교회 정식 EM
목회자 청빙을 준비하기 위해 EPNC (English Ministry Pastor Nominating 
Committee)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M BOD (Board of Deacons)와 당회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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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에서 부활로 >>>  박성주 목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고난주간(Passion Week)은 예수께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시작하여 무덤에 누워 계신 토요일까지의 7일을 일컫습니다.

직전의 저녁을 성탄 전야(Christmas Eve)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날의 의미는 단지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시는 
죽음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는 날”이라는 데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창조 직전의 혼돈과 어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매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처럼, 이 부활전야 토요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해당하는 많은 성경 본문을 읽으며 빛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사순절 묵상 성구 중 부활주일 직전 토요일 
성구 참조). 

그리고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밝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부활절 아침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온 누리에 밝게 빛나며 드러나는 장엄한 축복의 나팔소리가 
울리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행 2:24 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날 이후로 교회는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3 월 21 일부터 6 일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며 매일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 시). 그리고 3 월 25 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모여 
성찬식과 함께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 가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새벽에는 
지역 한인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부활주일 한인교회 
연합새벽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리며, 당일 오전 11 시에 한 
번의 본교회 자체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KM, EM, Youth, 
어린이).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어 부활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ppy Easter! 

3월 21일 월요일부터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성주간(Holy Week) 
또는 고난주간(Passion Week)이라고 불리는 기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시작하여 무덤에 누워 계신 
토요일까지의 7일을 일컫습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의 전반인 월요일에서 수요일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날이고, 후반인 목~토요일은 매우 
중요하게 기념되는 날로서 유월절 삼일 또는 부활절 삼일 
(The Three Days or Triduum)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은 
기독교 절기 중 가장 엄숙한 날들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은 성목요일(Maundy Thursday)이라고 
부르며,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찬식을 제정하신 날입니다. Maundy 라는 말은 Latin 어 
“mandatum”에서 온 말로 “계명, 위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새 계명(mandatum)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 계명을 주신 목요일이라는 뜻의Maundy 
Thursday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성금요일은 Good Friday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Good이라는 
말은 “경건한,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로서, 많은 성도들이 이 날 금식을 
하며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를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지키는데, 이 때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받으시고 운명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 시간”이란 의미는 상징성을 가지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운명하셨다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죄에 대한 심판이 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마가복음은 오전 9시에 달려 낮 12시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 시에 운명하신 것으로 서술하는데, 여기에도 3 시간 
단위의 구분으로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부활을 바라 보는 부활절 직전의 
날로서 부활 전야(Easter Vigil)라고 부릅니다. 마치 성탄절 



예배 및  행사 

예배 및 행사 안내 

3/9(수) – 사순절 수요예배(디모데 
주관) 

3/12(토) – 노회 모임, 바울 찬양예배 
3/13(주일) – 일광절약시간 시작, 
세례자 당회 문답 

3/16(수) – 사순절 수요예배(여선교회 
주관) 

3/21~26(월~토) – 고난주간 새벽기도 
3/25(금) – 성금요일 예배, 성찬식 
3/27(부활주일) – KM/EM 연합예배, 
세례식, 지역 한인교회 연합 
새벽예배(본교회) 

3/30(수) – 목자모임 
4/2(토) – 당회, 주일학교 부활절 행사 
4/3(주일) – 새교우반 
4/6(수) – 중보기도의 밤 

이달의 도서  >>>  도서팀

표지 

추천도서 

주일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2주 

청소년을 위한 말씀 묵상집

“예수님과 함께 여는 아침 3” 

창조과학 특강 >>> 

4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한동대 
생명과학부 교수이신 현창기 박사님의 창조과학 특강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이란 인간,생물,우주에 내재된 질서와 
조화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설계에 의한 
창조물임을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학문입니다. 만물의 
기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4월 22일 오후 7시,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4/22(금): 기원 과학과 기독 지성 
4/24(주일): 창조론, 과학, 그리고 신앙 

장소: 본당 

탈북자 간증 집회 >>>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박원철 목사님과 주경배/이소명 
내외분 및 총 5분 탈북자들의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작년 주찬양 양의 간증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탈북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와 주찬양 양의 
아버지 주경배 집사님의 간증, 박원철 목사님이 2003년 
부터 시작하신 북한 사역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4월 17일 오후 2시 
장소: 본당 

현창기 박사 

박원철 목사 

사순절 묵상 >>> 



기관 보고 >>> 
관리

위원회

• 주일 예배 시에 주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해 3달간의 주차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가 많이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교인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북쪽 출입구 앞, 주차시 사고 위험이 있는 화단 옆 등에 불법 주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Orange cone을 세운 곳이나 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곳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
드리며 교회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교회 건너편 Earl Brown Elementary School과 교회 서편 도로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친교실 부엌의 아일랜드가 노후, 파손되어 새로 base cabinets, countertops, stainless sinks, faucets, drain pipe
일체를 주문하여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지하교실에 파손된 ceiling tiles, door knobs, door stopper 등을 수리 및 교체하였습니다.

목양

위원회

• 위원장이신 김옥희 장로님이 건강상 이유로 휴무함에 따라, 변영희 장로님과 오성욱 장로님이 협조장로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 새 교우의 목장배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목장게시판의 업데이트 마감일은 3월 말입니다.
• ¼분기 목양위원회 모임은 3월 20일 오후 1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선교

위원회

• 2016년도 Costa Rica Vision Trip의 첫 meeting이 2/14에 있었습니다.
• 선교 위원회 임원회의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2/21에 있었습니다. 2015년의 KPCM선교 사역 리뷰와 2016

KPCM의 선교사역 계획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Costa Rica Vision Trip의 지속성 여부, 새로운 Vision Trip
대상지역 검토, 인디언 선교 검토 및 금년도 Costa Rica Vision Trip의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 2016년 여름 선교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7/8-10 , 케냐 김윤곤 선교사)
• 새로이 에스더 목장(최의숙 집사)의 후원 선교로 미주한인교회 여성협의회가 승인되었습니다.
• 2016년 KPCM 각 남녀 선교회 및 집사회의 선교 calendar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접

위원회

• 새교우반 - 4/17(일), 1:30-3:00pm, 어린이 예배실, 2015년 10월 이후 등록하신 교우 중 새교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 새교우 환영회- 4/23(토), 5:00-8:00pm, 소친교실, 2015년 10월 이후 등록하신 교우들을 모시고 각 기관의
담당자들을 소개하고 저녁식사를 나누며 친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새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음악

위원회

• 글로리아 찬양대--성금요일 (Good Friday) 음악/성찬 예배(3/25 금요일 오후 7시)
모짜르트의 명곡 교회음악 중 하나인 존귀하신 구주(Ave Verum Corpus)를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합창으로
골고다를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의 예수, 그 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오르간과 피아노, 그리고
핸드벨과 앙상블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악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감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행정

위원회

• 웹사이트팀에 이충렬 장로님이 새로 합류하셨고, 웹사이트팀 미팅은 4월 17일 오후 1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제 2 
남선교회

• 3/2(수) 제 1,2남선교회 주관으로 사순절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1 
여선교회

• 3/6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2 

여선교회

• 2/12 김치 담그기를 하였습니다.
참여하신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3/16 제 1,2여선교회 주관 사순절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

선교회

• 유학생 중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바울 선교회는 서로에게 힘을 주며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5시에 바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월은 12일(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및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 3월 한 달 동안 바울 선교회에서 로뎀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수익금 중 일부를 선교헌금으로 우크라이나 김대오
선교사님과 중국 이경호 선교사님께 후원합니다.

한글학교 • 3월 27일 부활절 휴강



Finding An Agent That’s Right For You 

뉴스레터 3월호(통권 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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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담임목사 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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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복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송  뉴스레터사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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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에 새로 오신 교우님을 소개합니다!  >>  영접위원회 
로뎀카페 상품권 퀴즈 및 지난호 당첨자 발표 >>  뉴스레터 사역팀 

KPCM 이모저모 
 

사진으로 만나는 

로뎀카페  ‘상품권’  퀴즈! 

답안지를 모두 작성하신 후, 로비에 있는 drop box 에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우수 답안 작성자 세 분께 

로뎀카페 상품권(수령처: 사무실)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름: 정수경 
소속: 제 2여선교회 

소천

남세현 장로 모친 (고 박옥준 권사, 한국) 
2월 14일, 향년 96세 

정원준 집사 여동생 (고 정유진님, 한국) 
2월 29일, 향년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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