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예배                          토요새벽기도회 

      <오늘, 열두 소예언서를 읽어야 할 때>         <"줌", 사랑을 주는 기도회> 

               9월 1일 오후 7시                                         9월 4일 오전 7시 

                               호세아 1장                                                  사사기 11:29~40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기적 욕망을 투사한 잘못된 서원> 

 

 

 

 제 35호 

1. 예배 및 소그룹 모임 

o 오늘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o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새가족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o 주일 현장예배는 인원제한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을 맞으신 분들만 한하며 마스크 쓰기는 계속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 디모데 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며, 수요예배, 토요새벽기도회, 중고등부 예배, 어린이 예배는 Zoom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성경공부와 주중 새벽기도 등의 모임도 온라인으로 계속됩니다. 

2. 교회학교 대면예배 

o 유치부, 유년부: 대면예배 시작은 당분간 보류합니다.  

o 중고등부: 9월 첫 주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대면예배를 시작합니다. 

3. 교회 창립 30주년 30명 선교 및 구제 사업 

o 후원명단: 이태진, 정동철, 윤동원/배현미, 김명수, 한원강/한경애, 김성일, 김태래, 이운식, 김희정, 이종호, 김석년, 

정부진/조재숙, 김마가, 임채정, 이호연, 송영관, 곽성권, 성낙서/성왕희, 제시카 최, 이영호, 김영희, Tom and Becky 

Pollock (이상 22명의 목사/선교사) 

Agape First Ministry, Camp Chosun, Safe Missions, St. Cloud 한인침례교회 (이상 4곳의 기관) 

개인 (익명, 4명) 

o 9월 한달 동안 30주년 감사 지정헌금을 받습니다. 봉투에 <30주년 지정헌금>이라고 적어주시고, 교회 현장예배 

시간에 드리거나 교회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지정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4. 수요예배: 이번 주부터 <오늘, 열두 소예언서를 읽어야 할 때>라는 주제로 열두 소예언서 강해가 진행됩니다. 

5. 디모데 선교회 이음예배: 9/3 (금) 오후 7시~8:30, 이준석 선교사 (일본 선교사, 찬양 사역자, '꽃들도' 일본 찬양을 한국에 

처음 소개), Zoom (ID 827 3808 7561/Passcode 1111), 관심있는 장년 성도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Back To School Event: 유치, 유년부와 한글학교에서 Back to School event 를 합니다. 9/4(토) 오전 10:30~오후 

2:30, 학부형 이메일 참조 바랍니다. 

7. 한글학교 개강예배: 9/11(토) 오전 10시, Zoom (ID 212-812-8373/Passcode 1357), 문의: 김지현 집사 612-987-8651 

8. 생명의 삶: 미주두란노서원에서 항만적체현상으로 9월 QT 월간지 발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PC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또는 프린트물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kpcm@kpcm.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목자모임: 9/1(수)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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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주일 온라인 /현장 예배   <오전 11:15>

 
 

      찬양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대    글로리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손창수 장로     

봉헌송 임영주 “하나님의 은혜”   

    설교    정영환 목사  

             “갑절의 능력을 구하라”    

                                                     열왕기하 2:1~14 
 

  2021 년 8 월 29 일   

    금주의 묵상 성구 

8/29(주일) 삿 11:1~11 

8/30(월) 삿 11:12~28 

8/31(화) 삿 11:29~40 

9/1(수) 삿 12:1~15 

9/2(목) 삿 13:1~14 
9/3(금) 삿 13:15~25 
9/4(토) 삿 14:1~9 

9/5(주일) 삿 14:10~20 
 

8/8(주일) 삿 3:1~11 

mailto:kpcm@kpc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