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권  9 호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  뉴스레터 9월호 

당회소식  >>>  당회서기 

이종형 목사님께서 9월 1일부터 전환기 목사님으로 시무하십니다. 새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전환기 목사님께서 예배주관 및 목회 활동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당회 및 공동의회도 더 이상 노회의 

moderator의 도움 없이 목사님께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이 전환기에 

오신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M 및 Youth Ministry 

목사님으로 김영호 (Charles Kim) 목사님께서 8 월 28 일부터 

시무하십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이 잘 

NEWSletter kpcm 

간증문-APEX Youth Mission Trip  >>>  황재영 학생 David Hwang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  성경으로 돌아가자 (2017 표어) 

 

정착하시고 맡으신 목회사역을 잘 이끄시도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배를 이끌어 주신 김광식 목사님, 박용 목사님, 그리고 이운식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신 

교회의 여러 스태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새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청빙위원회 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최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On July 29 our youth group went to Loveland, Colorado. It was a 
different type of experience from the other mission trips that we went 
to such as BUMP or Pine Ridge as it was located in Colorado, a site 
we had not gone before, and the coordinators for the Week of Hope 
(WoH) split us up into separate groups that were composed of 
different church groups. We arrived at the church where we would 
stay on Sunday and got to meet the people running the program. The 
main representatives was a Korean-American named Karl, who 
started off our morning and evening worships and Cj, an energetic 
person who started off Pit and Palace, a competition to see which 
church group had the cleanest room (which we never won). The focus 
of the mission trip was on the Road, the path in our spiritual journey, 
and each day we did devotions on ways to solidify our plans to walk 
with God.  
 

We were split off into different groups on Monday and were each 
assigned a different task to do for the week. My group, team 7, and 
team 6 were joined together to work on a ranch that was owned by a 
family of 5. The site was quite far away, a 50 minute drive to a solitary 
house on the plains. The family introduced themselves as Soaring 
Wings Ministries and we were put to task right away. One half of our 
group was assigned to painting and staining a bench and the other 
was to build a pergola, a structure that provides shade. In the later 
half of the week we focused on providing for the homeless. We went 
to a Catholic homeless shelter and gave out care packages to the 
people on the street and learned about their life stories and 
experience. A female US veteran in the shelter told us about the lines 
that stretch across the homeless shelter just for a chance to get a place 
to stay, and the problem in the winter where the shelter can fit only 
so many people. Each testimony reminded me how fortunate I am to 
have shelter and food and how we are called to take care of those in 
need.  
 

Our week did not consist solely of work, we also spent time together 
as a church group. We ate at Mo Betta’s Gumbo restaurant, visited 
Devil’s backbone, and went to an Escape The Room that had a fallout 
theme. At the end of the trip we went on nature trails and concluded 
our week with a fiery dinner at Buffalo Wild Wings.   

 

All of us had unique experiences in this mission trip due to how they 
split us up: Katrina organized clothes and did inventories, Alice 
worked with the disabled, and Jeeho with kids. This gave each of us 
a different outlook on this mission trip, making my journey in this 
week special to me.  
 

7월 29일 중고등부는 콜로라도 러브랜드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전에 갔던 BUMP 나 파인리지 선교 여행과는 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곳이기도 했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다른 교회에서 온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머물 교회에 도착해서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만났습니다. 

대표자들 중에서 한국계인 칼은 오전 오후 집회를 인도했고, 

활기넘치는 CJ는 어느 교회 그룹이 제일 방 청소를 잘하는지 겨루는 

시합을 진행했는데, 우리는 한번도 못 이겼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 

초점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이어지는 과정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각각 다른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주 동안 할 여러가지 

일들을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속했던 7번팀과 6번팀은 함께 5인 가족 

소유의 랜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약 50분쯤 차를 타고 5인 

 
(다음 장에 계속)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난 7월 29 일 콜로라도에있는 러브랜드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Group Mission Trips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homeless 들과 장애인들을 도우며 VBS 로 섬김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뉴스레터 9월호(통권 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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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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보고  >>> 
 

  2017년 목자/부목자 수련회공고 

일시:  2017년 9월 30일 10:00 AM - 4:00 PM 

장소:  Maple Grove Community Center 

대상:  바울을 포함한 각 장년 목장의 목자/부목자 가족 

말씀과 강의:  이종형 목사님 

이번 수련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배움에 갈망하는 모든 목자님들을 위해 아침에 

말씀과 오후에는 목자들을 위한 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나눔과 쉼을 포함, 

다양한 스케쥴을 계획하며 모든 임원진들이 마음을 다하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선물 그리고 babysitter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로 풍성한 은혜와 격려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참여 가부와 함께오시는 가족의 

수를 18일까지 이미숙 장로님이나 조용현 집사님께 알려 주시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득이 사정상  늦게 오시더라도 환영입니다.     

  BCCS 이웃과 사랑나누기- 8,9월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성금으로 구입한 학용품과 

생필품들을 BCCS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9월 2일 골프대회를 성황리 마쳤습니다. 

 9월 - 한인체육대회를 후원합니다. 

 10월 - 10월 7일 (토요일) 에 있을 전도축제를 후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로뎀카페 운영을 했습니다. 

 8월 12일 전도축제를 위한 미팅을 했습니다.  

 8월 27일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9월 2일 북클럽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9월 23일 home free shelter 방문 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 로뎀카페 운영을 담당합니다. 

 김지현 집사님이 청빙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9월 10일 2017년 가을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가을학기는 12월 17일까지 총 

13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새교우 소식  >>> 
 

 
 
 
 
 

 

이름: 장영달/임진아   이름: 장재철/정고니     이름: 한정훈/정주연    이름: 정영순            이름: 김세훈/김민정        이름: 이수형            이름: 한세영/권은선 

         (하린)              (가은)        소속: 바울선교회        소속: 제 1 여선교회          (민건)          소속: 바울선교회              (정민, 주원) 

소속: 제 2남녀선교회  소속: 제 2남녀선교회     소속: 제 2남녀선교회              소속: 제 2남녀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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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여선교회 

한글학교 

소유의 랜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약 50분쯤 차를 타고나가야 하는 벌판에 있는 

외딴집이었습니다.  “soaring wings ministries”라고 자기들을 소개한 가족과 인사한 뒤, 우리는 즉각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절반은 벤치에 페인트칠을 했고, 나머지는 그늘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주 후반기에는 홈리스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 가톨릭 홈리스 셸터에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케어 패키지를 나누어 주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셸터에 있던 

한 여성 베테랑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저 머물 곳을 구하기 위해 홈리스 셸터를 찾는 줄들이 

길어지고 있고, 겨울에는 그 중 일부만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식주를 해결할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만 한 것은 아니었고, 교회 그룹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보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고, 데블스 백본을 방문하고 방탈출 게임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등산도 하고 버팔로 와일드 윙스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들은 각자 다른 그룹에 흩어져 일을 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트리나 전도사님은 의류를 정리하고 재고 목록을 만드는 일을 했고, 앨리스는 장애인들과, 

지호는 어린이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이 점이 이번 선교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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