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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본받아 (2016 표어) 

12 사도 강해  >>>  특강안내 1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뉴스레터      5월호 

“보냄받은 백성들” 

• 개강: 2016. 6. 8 (수)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본당
• 강사: 담임목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곧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사명),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치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 주는 신앙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신약에서는 12사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그리스도의 몸)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엡 2:20). 따라서 
12지파를 알고, 12사도를 아는 것은 곧 우리 자신(교회)이 누구인가를 알고(정체성), 
나아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전에 개설되었던 제 1 부 “12 지파 (부름받은 백성들)” 강해에 이어, 제 2 부 
“12사도 (보냄받은 백성들)” 강해를 시작합니다. 6월 8일(수)부터 총 1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 사도 강해를 
통해 사도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함께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선구  선교사 초청- 5/20 (금) 디모데 설교 & 5/22 (주일) 1 부, 3 부 설교 

김선구 선교사님은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파송을 받아 헝가리에서 선교동역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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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보고 >>> 
관리

위원회

• 봄맞이 전교인 대청소(5/7)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사역자부터 모든 선교회들과 EM까지 총 7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 1남선교회 회원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청소 후 교회 각 교실과 부엌에 pest control을 다시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 지난 5/8(주일) 교회장지 2차 공청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장지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5/21(토) 당회에서 논의 후 6월
뉴스레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5/29(주일) 오후 1시 15분, 지하 107호실에서 운전봉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위원회

• 창조과학 특강: 4/24(주일),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신 현창기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론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열띤 토론이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 권사 과정 설명회: 5/1(주일), 새로 시작하는 권사 과정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권사 과정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사무실이나 안남희 장로님, 차병권 장로님께 문의하여 주십시오. 

• 춘계 사경회: 5/13-15(금-주일)동안 춘계 사경회가 열리고있습니다. 집회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함께 오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양

위원회

• 2016년 목양게시판이 소친교실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목자/부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교우님들과 비소속 
교우님들의 배속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새로운 목장이 더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 임뭔회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5워 11일(수)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 5월 25일(수)부터 목자 성경공부 장소가 소친교실에서 회의실로 변경됩니다. 
• 5월 25일(수) 목자 성경공부 직후 몇가지 agenda를 가지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봉사

위원회

• 4/30(토), 38th Annual Brooklyn Center Community Prayer Breakfast에 봉사위원장로님 포함 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주제는
"Spiritual Rededication and All in for Christ Jesus carrying our own cross everyday" 였습니다. 

• 5/1(주일) 전교인 점심 봉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봉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위원회

• 새 웹사이트에 교회의 선교 현황 및 코스타리카 비전트립 관련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각 목장 및 선교회 등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및 후원기관들의 선교 편지(이메일 포함) 또는 사역관련 사진을 선교 게시판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4/17(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서 북한 사역자로 사역 중인 여러분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선을 넘어 새 삶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귀한 자리였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접

위원회

• 4/23(토) 저녁 2016 봄 새가족 환영회에서 지난 6개월간 등록하신 새교우들과 목사님, 각 기관 위원장님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많은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행사를 마쳤습니다.

음악

위원회

• 지난 4/13(수) 음악팀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연합예배 및 특별 절기 예배 안에서 받은 은혜와 앞으로의 방향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 음악사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찬양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행정

위원회

• 교회 웹사이트가 모바일용으로도 가능하도록 새로운 포맷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한 웹사역팀 교육이 5/1(주일) 오후 1시에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권규식 웹사역팀장님과 웹사역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5/7(토) 교회 대청소날을 맞아 행정위원회에서는 사무실, 창고, Media 관련 구역을 청소 및 정리하였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1 
남선교회

• 제 1남선교회 주관으로 사진 공모전에 입선된 사진을 4/21(목)부터 아래층 복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 4/23(토) FMSC 봉사에 제 1남선교회원 14명(부부 동반 포함)이 참여하였습니다.
• 5/7(토) 교회 대청소날 야드와 화단을 정리하였습니다. 

제 2 
남선교회

• 5/7(토)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 5/8(주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전교인 점심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 6/4(토) 오후 12시 제 1,2 남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Shamrock Golf Course).

제 1 
여선교회

• 4/9-10(토-주일) 바자부에서 녹두전 판매를 했습니다.
• 4/16(토) 경조부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여선교회원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와 함께 친교를 나누었고,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 2 
여선교회

• 4/23(토) 제 1남선교회와 함께 30여명의 성도들이 FMSC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5/6(금) 민속제전을 도왔습니다. 

바울

선교회

• 이번 달 바울 찬양예배는 야외예배 형식으로 점심 시간에 예배 및 식사를 함께 한 후, 춘계사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5/29-30 St. Croix State Park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바울 수련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주일 예배 후 출발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초등부 • 4/17(주일)에 성경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4명, 유년부 9명, 총 1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유치부 - 정아은, 정도은, 김이안, 김다겸
• 유년부 - Amelia Hong, Caleb Lee, Hana Kim, Dani Kim, Ian Jung, Alexis Kim, Ryan Kim, Hannah Park, Joseph Lee

중고등부 5/6(금)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졸업파티가 열렸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진행되는 주일 오전 시간에는 소친교실 부엌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 5/1(주일) 2016학년도 종강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기관 사진은 별지 첨부 

•

•



예배 및 행사 안내 

5/4(수) – 이단 특강 VI 
5/6(금) – 중고등부 졸업파티 
5/7(토) – 봄맞이 대청소 
5/8(주일) – 어머니 주일, 교회 장지 
관련 2 차 공청회 

5/10(금) – 노회 모임 
5/11(수) – 이단 특강 VII(수요예배) 
5/13~15(금~주일) – 춘계사경회 
 5/20(금) – 김선구 선교사 초청 설교 
5/21(토) – 당회 
5/22(주일) – 선교사 초청 설교, Bump 
훈련 III 

5/25(수) – 이단 특강 (종강, 수요예배), 
목자모임 

이달의 도서  >>>  도서팀

표지 

추천도서 

주일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2주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느라  
바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는 자입니다. 

Network Seminar >>> 특강안내 2 

사랑의 존재
저자:  

헨리 나우웬 

“은사 검사 및 사역 배치” 

• 일시: 6/5, 12, 19
(주일 오후 1:30~3시)

• 장소: 소친교실
• 등록: 게시판에 신청

(교재 및 자리 준비를 위해
사전 등록 필수)

• 강사: 담임목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각 개인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 열정, 적성, 경험 등은 나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형상을 알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섬길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재적소의 원칙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든 적용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은사와 적성을 잘 모르고 사역에 임하기 때문에 
열심은 있지만 헌신하는 만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twork Seminar는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 및 적성 검사 등을 통해 
나의 형상을 발견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사역을 찾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흘은 프로그램을 다 마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너무 긴 
일정을 진행하면 출석이 어렵기에, 단기간에 은사/적성 파악과 사역의 
network을 가능하게 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3일 전체의 출석이 
요구되며, 교재 및 자리 배치 등을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게시판에 기명하시면 됩니다. 

VBS 안내 >>> 

일시: 6월 16일~18일 (목-토) 
대상: 3살~6학년 

2016년 여름성경학교가 6/16-18(목-토) 3일 동안 열립니다. 대상은 3살부터 
6학년(2015/16 학년도 6학년 수료)까지 어린학생들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Catch the wave of God's Amazing Love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어린이들과 함께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전 등록 기간은 5/15-29 까지입니다. 학부모님 여러분께서 미리 
등록해 주시면 성경학교를 좀 더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 행사 사진 >>>

 봉사위 (Brooklyn Ctr Comm. 조찬기도회)              영접위 (새교우 환영회)                 제 2남선교회 (전교인 골프대회)  

        제 2여선교회 (FMSC 봉사) 

 관리위원회 (전교인 대청소) 

   유초등부 (성경암송대회)        한글학교 (종강예배) 

       영접위원회 (새신자 환영회) 



Finding An Agent That’s Right For You 

뉴스레터 5월호(통권 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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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차병권  

편집장  목사 박용  

디자인/편집  오은아  

원고교정  이은실  

취재기자  박은영  

사진  각 기관 

원고수집  각 기관장  

인쇄/복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송  뉴스레터사역팀  

발행처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행일  2016년 5월 15일  

기사제보 및 원고제출 
kpcm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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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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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이름: 홍진아 
   소속: 제 1여선교회           소속: 제 1여선교회 

소천

한영수 교우 부친 (고 한용환 성도) 한국, 4/11, 향년 91세 

정상헌 집사 부친 (고 정도영 집사) 한국, 4/21, 향년 93세 

축하

차동욱/류소리 가정 득남(제 2남녀선교회), 차준우(Declan), 4월 12일 

<사진없음> 

이름: 최선영/John Perry  
소속: 제 2남녀선교회 

mailto:kpcmnews@gmail.com
http://www.kpcm.org/
mailto:kpcm@kpc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