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의 묵상 성구 

2/21(주일) 마 15:29~39 
2/22(월) 마 16:1~12 
2/23(화) 마 16:13~28 

2/24(수) 마 17:1~13 

2/25(목) 마 17:14~27 
2/26(금) 마 18:1~9 
2/27(토) 마 18:10~20 

2/28(주일) 마 18:21~35 

 
 

         사순절 수요예배                   토요새벽기도회 

   주관: 디모데 선교회, 설교: 김인 목사       <"줌", 사랑을 주는 기도회> 

                 2월 24일 오후 7시                                    2월 27일 오전 7시 

                        요한복음 7:37~44                                       마태복음 17:1~13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 

 제 8호 

1. 온라인 예배 및 소그룹모임 

o 오늘 온라인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o 수요예배와 토요새벽기도회는 Zoom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o 디모데 예배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청소년과 어린이 예배도 Zoom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o 온라인을 통해서 목장모임, 주일성경공부, 주중 새벽기도 등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교인 이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예배와 현장예배 병행: 현장예배 참여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하며,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금요일까지 사무실이나 

웹사이트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3. KPCM 유튜브 성경공부 시리즈 2: 2021년 KPCM 유튜브 성경공부 두번째 시리즈(강의: 김인 목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본질과 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공부로 3월 2일부터 6주간 

유튜브로 업로드하며, 마지막 주는 Zoom을 통해 나눔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됩니다. 

o 강좌명 : “나의 사랑, 나의 교회” (6주 유튜브 강의 + Zoom 실시간 나눔 1회)  

o 등록방법: 교회 사무실(kpcm@kpcm.org/763-560-6699). 수료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o 문의 : 변영희 교육위원장 (yhbyun2010@hotmail.com)  

4. 일대일 제자양육: 사무실(kpcm@kpcm.org/763-560-6699)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오리엔테이션: 2/28).  

5. 모집: 특별찬양팀, 2/21~4/4, 문의: 이은실 지휘자 651-788-1641, 권규식 대장 612-597-3898 

6. 2021 요람: 각 목장 목자와 비소속 교우는 필요한 부수를 확인 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7. 온라인 아버지학교 플러스: 아버지학교 수료자 대상, 등록 및 문의: 황상섭 선교위원장 (petershwang@gmail.com) 

8. 세계기도일예배: 3/5 금요일 오후 7시, 유튜브 예배링크: https://youtu.be/Xidp_Ys2iuY, 주최: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9. 목자모임: 2/24 수요일 오후 8시 

Zoom Meeting ID: 737 6448 0979 (PW: kpcm)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오전 11:15> 

 
 

      찬양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    민철홍 장로     

찬양대    글로리아 “십자가로 가까이” 

봉헌송 제 1 여선교회 “십자가를 참으신” 

    설교    정영환 목사  

                “공감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4:15    
 

2021 년 2 월 21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