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6호  2022년 4월  24일 수요예배 오후  7 시  

설교 <회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 

본문 말라기 2:17-3:6 
 
 

디모데금요예배 오후  7 시  

설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본문 로마서 12:14~21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7 시 
설교 <엘리야를 보내리니> 

본문 말라기 4:1-6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한국어: 오전 9:15 , 11:15 

•영어와 중고등부: 오전 11:15 

• 유초등부: 오전 11:15 

• 유치부: 오후 12:00 

주중 예배 및 모임 

• 수요 예배: 오후 7  

• 디모데 예배: 금 오후 7시 

• 중고등부 예배: 금 오후 7시 

• 주중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7시 

• 성경공부 인도자 모임: 토 오전 8:30 

• 40~50대 QT나눔방: 금 오전 10시 

주일 성경 공부 

•한국어: 오전 9:50 

• 중고등부: 오후 12:15 

• 영아부/유치부: 오전 11:45 

• 유초등부 Activity: 오전 9:45 

 

지난 주 예배 출석 통계 지난주 헌금통계 

주일예배  주중예배  
십일조/주정 6,531.78 

EM/중고등부 500.00 

부활주일 

전교인 

연합예배 

279명 

수요예배 32명 주일학교  

Youth(금) 9명 감사 1,220.00 

디모데 60명 선교  

토요 23명 디모데 98.25 

  부활절 감사 9,517.00 

합계 279명   
일반헌금합계 17,867.03 

지정 398.00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영환(469-525-6639) 디모데/장년교육 부목사: 김인(254-245-5871) 

어린이 사역: 허은형(651-829-5837) 찬양대 지휘: 이은실(651-788-1641) 

반주: 김지영, 유은별, 이지원, 최은혜 사무장: 조윤리(763-560-6699)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www.kpcm.org   kpcm@kpcm.org 



  

주일예배순서  

1부  3부  
 

1부 기도: 김성희 집사 

1부 찬양: 엘리에셀 찬양팀 

 

3부 기도: 남세현 장로 

찬양대 찬양: “주의 은혜라” 

 

3부 봉헌: 제 1여선교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자 ” 

 

시편 22:12~21<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설교: 정영환 목사 

 

 

결단의 찬양: “너는 내아들이라” 

 

 

오전 9:15       오전 11:15      

   

  전주 

 * 입례송(8장.거룩거룩거룩 ) 

 * 예배부름 

 * 사도신경 

찬양 * 찬양(91장.슬픈마음있는사람) 

기도  기도 

성경봉독  성경봉독 

-  찬양대 찬양(글로리아) 

설교  설교 

결단의 찬양과 기도  결단의 찬양과 기도 

봉헌 * 봉헌 

교회소식  교회소식 

축도 * 축도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십시오. 

 
 

안내 및 봉사 

 4/24 5/1 5/8 5/15 

기도 
1부 김성희 집사 김현주 집사 김호정 집사 박시아 집사 

3부 남세현 장로 김석년 장로 민철홍 장로 변영희 장로 

안내 영접위원회 영접위원회 영접위원회 영접위원회 

동시통역 - - - - 

친교 

1부 봉사위원회 권규식 권영혜 권진희 

3부 봉사위원회 밀알목장 2 남선교회 스데반목장 

토요         임혜순(30) 박윤주(7) 이미숙(14) 안남희(21) 

강단헌화 - 변건우 정태원 구예나 

차량봉사 이상채 이재영 장재희 사공희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Gym에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현장예배 완전 재개에 대한 안내 

o 어린이예배와 주일 1부예배를 포함한 주일 및 주중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o 예배실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o EM/YOUTH예배시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o 주일예배 실시간중계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 예배 및 성경공부의 원할한 중계를 위해 교회 게스트를 위한 와이파이를 당분간 

제한합니다. 예배나 성경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3. 우크라이나 특별헌금보고 

- 우크라이나를 위해 $19,462 을 헌금해주셨고, 여기에 교회 재정을 더하여 모두 

$24,500 을 현지의 필요를 돕는 일에 후원하였습니다. 

- 협력 선교사: 김태한, 최헌, 김선구, 전만규, 정광섭, 서진택, 정한규 선교사, 로만 

목사(우크라이나 현지 목회자) 

4. 제 1여선교회 임시총회: 3부 예배 직후, 본당 

5. 새가족 교육: 오후 1시, 어린이 예배실 

6. 목자모임: 4/27(수) 저녁 9 시, zoom 

7. 한글학교 종강예배: 4/30(토) 오전 10 시 (Zoom ID 212-812-8373, PW 1357) 

8. 토요친교: 토요새벽기도회 후 친교를 위한 사인업 시트가 사무실 옆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장헬렌 장로, 김성숙 집사 

9. 사무장: 휴가, 4/20~5/5 

 

 

 

 

 

 

 

 

 
    …………………………………………………………………………………..  

❖ 앞으로의 행사 일정     

4/27(수) – 목자모임 

4/29(금) – 중고등부 FMSC 

5/1(주일) – 새가족 교육 II 

5/14(토) – 당회 

금주의 묵상성구 

4/24(주일) 말 1:6~14 

4/25(월) 말 2:1~9 

4/26(화) 말 2:10~16 

4/27(수) 말 2:17~3:6 

4/28(목) 말 3:7~12 

4/29(금) 말 3:13~18 

4/30(토) 말 4:1~6 

5/1(주일) 고전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