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소/식 
1.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Gym 에서 식사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오늘모임 

• 제 1 여선교회 정기회, 3 부 예배 직후, 예배당 ●  관리위원회 모임, 3 부 예배 직후, 소친교실 

• 목자/부목자 Seminar, 오후 1:30, 소친교실   

3. 디모데 선교회: 지난 금~주일까지 디모데 개강수련회를 ARC(WI)에서 진행. 

4. 금주 모임  

• 수요예배, 오후 7 시, 설교: 이종형 목사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 시, 설교: 이종형 목사 

• 목자모임, 수요예배 직후, 어린이 예배실 ●  당회, 토 오전 9:30, 회의실 

• 디모데 금요예배, 오후 7:15 ●  운전자 안전교육, 토 오후 1 시, 어린이 예배실 

•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  바울 예배, 토 오후 4:30, 소친교실 

5. 세례식: 부활주일(4/1)에 세례/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교육 일정: 2/25, 3/4, 11, 18 오후 1:30, 어린이 예배실, 게시판 참조). 

6. Vision Trip 

• 일정 및 지역: 6/18~26, Hungary-Ukraine ●   신청 마감: 2/25(주일), 게시판 참조 

• 사역: 의료, 미용, 안경, 사진, 찬양, 중보기도 ●   문의: 마영찬 장로/정상렬 집사 

7. 제직 Seminar 

• 일시: 2/4(주일) 오후 1:30 ●  장소: 예배당 

• 대상: KPCM 제직 ●  강사: Rev. Jeff Japinga (노회 총무) 

8. 영접위원회: 모임, 2/7(수) 수요예배 직후, 회의실 

9. 선교위원회: 팀장 회의, 2/25(주일) 3 부 예배 직후, 회의실 

10.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대원 모집, 문의: 최의숙 대장(612-749-6485) 

11. 엘리에셀 찬양팀: 신입팀원 모집 

• 모집분야: 피아노, 여자 싱어, 그 외 ●  연락처: 성동규(612-517-5960) 

• 자격: 세례받은 교인, 찬양에 열정이 있는 교인 
……………………………………………………………………………………………………………………........................ 

� 향후 4주주주주 행사     

• 1/31(수) – 목자모임 

• 2/3(토) – 당회, 바울 예배, 디모데 운전봉사자 안전교육 

• 2/4(주일) – 성찬식, 제직 Seminar 

• 2/7(수) – 중보기도의 밤, 영접위원회 모임 

• 2/9(금) – 디모데 Passion Night 

• 2/14(수) – 성찬식, 참회의 수요일 

• 2/21(수) – 사순절 수요예배(남선교회 주관) 

• 2/25(주일) – 제직회, 세례/새가족 교육 I 

• 2/28(수) – 사순절 수요예배(여선교회 주관), 목자 모임 

• 3/4(주일) – 연례공동의회  

 

지난 주 예배 출석 통계 주일예배 (지난 주) 주중예배 (2 주 전) 

1부 80명 수요예배 35명 

EM 35명 중고등부 12명 

3부 282명 디모데 115명 중고등부 35명 토요 56명 어린이 63명 바울 - 합계합계합계합계 495명명명명 합계합계합계합계 218명명명명 

 

    금주의 묵상 성구 

1/28(주일) 고전 11:27~34 

1/29(월) 고전 12:1~11 

1/30(화) 고전 12:12~20 

1/31(수) 고전 12:21~31 

2/1(목) 고전 13:1~7 

2/2(금) 고전 13:8~13 

2/3(토) 고전 14:1~12 

2/4(주일) 고전 14: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