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및 예배로의 부름
찬양

대표 기도
설교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여기 운행 하시네”
이재영 장로
정영환 목사

“드라이브인, 드라이브아웃”

사도행전 8:1,8

8: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결단찬양
봉헌
광고 및 축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꽃들도”
찬미엘 “사랑의 종소리”
정영환 목사

Zoom Meeting ID: 737 6448 0979 (PW: kpcm)
수요예배
<시편을 "줌 Zoom"하다>
10 월 14 일 오후 7 시
시편 107 편
<여호와께서 모으셨도다>

토요새벽기도회
<"줌", 사랑을 주는 기도회>
10 월 17 일 오전 7 시
예레미야 47:1~7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금주의 묵상 성구
10/11(주일)
10/12(월)
10/13(화)
10/14(수)
10/15(목)
10/16(금)
10/17(토)
10/18(주일)

렘 46:1~12
렘 46:13~28
렘 47:1~7
렘 48:1~25
렘 48:26~35
렘 48:36~47
렘 49:1~6
렘 49:7~22

교회소식
1. 드라이브인 예배
o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o 오늘은 실시간 예배중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배영상은 오늘 오후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o FM 주파수: 88.7
o 교회 정문쪽 입구 (Humboldt Ave)를 통해서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주차해주세요. 주차장은 오전
10:45 부터 개방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모두 주차장을 나가게 됩니다.
o 헌금은 예배후 나가실 때 드릴 수 있습니다.
o 주일 오전 성경공부는 없습니다.
2. 온라인 예배와 현장예배 병행
o 현장예배 참여 인원은 20 명으로 제한하며, 매 주일 오후 1 시부터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o 현장예배 참여 신청은 사무실이나 웹사이트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o 현장예배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은 이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KPCM 유튜브 성경공부 시리즈 1
2020 년 KPCM 유튜브 성경공부 첫번째 시리즈 <느헤미야서>가 10 월 20 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됩니다.
정영환 목사의 느헤미야서에 대한 말씀 성찰을 6 주간 유튜브로 업로드하며 마지막 주는 Zoom 을 통해
나눔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됩니다.
o 강좌명 : 느헤미야서: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울까? (6 주 유튜브 강의 + Zoom 실시간 나눔 1 회)
o 내용: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린 오늘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고급과정 성경공부
o 등록방법 : 10 월 11 일 ~ 18 일 교회 웹사이트(www.kpcm.org) 및 사무실(763-560-6699). 수료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o 문의 : 오성욱 교육위원장 (휴대폰번호 651-431-8293)
4. 교사 명단
o 중고등부(Youth): Charles Kim(7th), Jane Choi(8th), Eungie Cha(9th), Daniel Kim(10/11th),
Jeena Lee/Jason Kim(12th), Neil Moe(Substitute)
o 유치부(Pre-K/KDG): 반정현/윤여선/이웅희(3 살반), 이승연(4 살반), 이지은/박현규(Kindergarten)
o 유년부(Elementary): 채성민/송지수(1 학년), Kathy Choih/Sue Stryker/정한수(2 학년),
David Kim(3 학년), 권진희(4 학년), 최상훈(5 학년), Karen Hong(6 학년)
5. 여선교회
o 2020 가을 On-line 수양회
o 10/17(토) 오전 10~12 시
o “자랑스런 믿음의 선배”, 강사: 박윤주 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