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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 (2017 표어)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뉴스레터       5 월호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어린이 사역에 관해서  >>>  허은형, CM Director

5월 가정의 달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소중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6장 [현대인의성경] 

1.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2.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3.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4.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5.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매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6.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헌신적인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토대를 견고히 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 사역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어린 아이들에게는 확고한 영적 기초가 필요합니다. 매주 

예배와 성경공부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이들은 차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담대함과 

(3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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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각 기관에서 주관하여 사순절

예배를 마치고, 4/16(주일)에 영어와

한국어 회중이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 2018년 교회 집회강사목사로

LA한길교회의 노진준 목사와

베델한인교회의 김한요 목사를

확정하였습니다.

• 박성주 목사님은 4/19(수)~5/10(수)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NCKPC 총회 참석 겸

개인휴가를 가지셨습니다.

김윤곤 선교사님은  Kenya의 서쪽 Elgon 산턱의 해발 2,800m에 있는 ‘무베레 Mubere’ 

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중이십니다. 백두산 높이의 고도에 적도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선선한 날씨에는 물이 섭씨 95 도에 끓는 곳이라 합니다. Nairobi 에서 10 시간 

거리에 있는 무베레 지역에서 약 6시간 운전 반경을 오가며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곳은 병을 고치기 위해 주술사를 통해 악령을 불러내는 토속신앙과 미신적인 주술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개발 빈곤지역입니다. 김윤곤 선교사님은 24명의 

현지 동역자들을 훈련하며, 그분들과 더불어 19개 교회 2,500명의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 

훈련과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계십니다.   

진흙이 많은 이 지역에서 맨발로 지내면 발 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기생하는 지카스병 

환자들이 많아 장화가 꼭 필요하지만 약 40~60%의 아이들이 신발을 살 형편이 못되는 

형편입니다. 최근 우리교회 제 1여선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케냐어린이 

장화신기기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서 후원금 $1,559.08을 모금하였고 어린이들을 위한 

장화 311개를 선물했습니다.   

김윤곤 선교사님은 후원 활동을 통해 현재 두 개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약 1,500명의 

학생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44명의 교사들에게 사례금를 지불하는 일을 돕고 계시며 각 

교회 11개 유치원의 어린이들 821명과 교사들을 지원 및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의 

일환으로 12 살이면 신부로 팔려가는 여자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숙사를 

지원하며, 또한 학교를 설립한 단체가 원하는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케냐 

정책에 따라 교육을 통한 복음 활동에도 주력하고 계십니다.  

김윤곤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아래의 소식들을 보시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베이스의 무베레 교회에서 19일(주일) 어린이들의 찬양 대회가 있었습니다. 약

320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반별로 한 달 동안 연습한 찬양을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어른들도 귀한 찬양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아이들마다 상품을 주고 일등한 반 어린이들에겐 찬송가를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2. 26일 (주일), 저희 베이스에서 약 20분 운전 거리에 있는, 마툼베이라는 마을에 화재

피해를 입은 21 가족 166명에게 2주분의 식량과 신발들과 생필품을 준비해 가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때마침 그 동안 가뭄으로 기다리던 비도 내렸습니다. 이번

피해자의 대부분이 그 동안 우리 GOA 소속 교회들을 악하게 소문을 냈던 교회의

교인들이었는데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떤 주민들은 특별히 그 주술인과 함께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단기 선교팀이 오면 방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3. 3월 30일(목)부터 4월 1일(토)까지는 GOA 소속 23명의 목회자 수련회를

베이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마툼베이의 화재 등을 계기로, ‘토속

주술 문화와 성경적 영적 전쟁’을 공부 했습니다. 현대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이

곳에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적 권능의 의미를 배우고 간구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교편지  >>>  김윤곤 선교사 (케냐 선교)



5/21(주일) – 

VT 준비모임, 인디언 교회 방문, 

제 1여선교회 임원회 

5/24(수) – 목자모임 

5/28(주일) – Casual Day (연합예배 및 

전교인 오찬), 유∙초∙고등부 졸업식, 

공동의회, 에덴동산 추도예배 

6/3(토) – 전교인 Golf 대회,  제 1여선교회 

주관 기도회/Book Club 

6/4(주일) – VT 준비모임 

6/10(토) – 당회 

6/11(주일) – VT 준비모임 

6/15~17(목~토) – 여름성경학교 

6/19~28(월~수) – 2017 Vision Trip 

예배 및  행사 

 이 달의 도서 >>> 도서팀

주일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2주 

“기대” 

저자: 이용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능력을 갖춘 일꾼들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헌신적인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매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어린이 사역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사역은 교회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과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와 

가족들이 파트너가 되어야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가정사역의 주체로서 준비하고 무장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사역에는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유치, 유년부에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22 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성경공부와 찬양인도를 위해 매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 예배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계획하고 있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 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기도, 말씀, 그리고 교제 가운데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날짜: 6월 15일(목), 9:30am-12:30pm 

6월 16~17일(금-토), 10:00am-5:00pm 

*유아부 (3살-4살) 학생들은 오전 시간만 참여합니다.

장소: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주제: Galactic Starveyors: Discovering the God of the Unverse  

신청: 사전 등록은 5월 14일 부터이고 마감일은 5월21일입니다. 

등록비: 사전 등록시 한 명당 $20, 가족당 $50 (5/22 이후, $25/$60) 

대상: 3세~5학년 (6학년: VBS 행사 도우미로 봉사 가능) 

*** 주위에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격려하셔서 미리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사역에 관해서  >>>  계속



 

 

  
각 기관 보고  >>> 
 

영접 

위원회 

 4/20 (목) 저녁 5시에 새교우 환영회 준비 도우미 중 디모데 학생들을 위한 감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5/13(토)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하여 앞, 뒤 현관 및 로비 청소를 했습니다. 

제 1 

남선교회 

 화단 정리: 4/17(월)에 17명이 참석해서 화단 정리를 하였습니다. 

 FMSC 봉사: 4/22(토)에 12명이 Feed My Starving Children 음식 포장 봉사를 하였습니다. 

 치매강좌: 5/7(주일) 김민선 강사님을 모시고 치매강좌를 열었습니다.  

 사진 공모전: 제 2회 사진 공모전을 5, 6월 로뎀카페에서 진행합니다.  

 선교기금 골프대회: 제 1,2남선교회 주관으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전교인 골프대회를 6/3(토)에 개최합니다. 

(문의: 구승모 집사, 정지석 집사, 신대현 권사) 

제 2 

남선교회 

 5/13(토) 봄맞이 대청소 봉사를 하였습니다. 

 6/3(토) 제 1,2남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골프대회를 주관합니다. 

 제 2남선교회에서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5/14(주일)에 3부 예배 후 점심봉사를 하였습니다.  

제 2 

여선교회 

 4/8(토) FMSC 봉사를 했습니다.  

 5/5(금) 민속제전 봉사를 했습니다.  

 5/7(주일) 제 2여선교회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6/4(주일) 봉헌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집사회  4월: BCCS에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음식과 의복을 전달했습니다.  

 5/13(토)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했습니다.  

 5월: Anoka County Jail로 펀드레이징과 성경책 모으기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6월: Woman's Shelter 후원 펀드레이징을 준비 중입니다.   

 

 

 

 

바울 

선교회 

 5/6(토) Falcon Height Community Park에서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글학교  4/30(주일) 13주차 수업을 마지막으로 2016-2017학년도를 종강하였습니다. 

 가을학기는 여름방학이 지난 후 9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5 월의 묵상 성구  >>>  뉴스레터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4절) 

 

 
 

 



Finding An Agent That’s Right For You 

뉴스레터 5 월호(통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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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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교정 이은실 

취재기자 박은영 

사진 각 기관 

원고수집 각 기관장 

인쇄/복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송 뉴스레터사역팀 

발행처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행일 2017 년 5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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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하신 새교우님을 환영합니다 >>  
교우소식 및 로뎀카페 상품권 퀴즈 >>  

KPCM 이모저모 사진으로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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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호 문제 정답: 

 이름: 김현아  이름: 오혜경 

      소속: 제 2여선교회 소속: 제 1여선교회 

스승의 날  >>>  5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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