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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호  2022 년 7월  31일 

수요예배 오후  7 시  

설교 정영환 목사, “창조주 하나님” 

본문 창세기  1:1-13 
 
 

디모데금요예배 오후  7 시  

설교 김 인 목사,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 양육” 

본문 엡 4:13-16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7 시 
설교 정영환 목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본문 창세기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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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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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예배 출석 통계 지난 주 헌금통계 

주일예배  주중예배 (2주전) 
십일조/주정 5,194.81 

EM/중고등부  746.00   

1부 26명 수요예배 13명 주일학교 34.00 

3부 현장 144명 Youth(금) 0명 감사 396.70 

3부 온라인 36명 디모데 40명 선교 - 

EM/Youth 51명 토요 14명 디모데 67.00 

주일학교 24명   Special - 

합계 281명   
일반헌금합계 6,438.51 

지정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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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아, 유은별, 이지원, 정빛나, 최은혜 사무장: 이은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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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희 집사 

1부 찬양: 엘리에셀 찬양팀 

 

3부 기도: 황지애 장로 

 

찬양대 찬양 :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3부 봉헌: 현은혜 

정빛나 piano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시편 121:1-8 

“인생의 한여름에 만나는 

하나님” 

설교: 정영환 목사 

 

결단의 찬양: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전 9:15       오전 11:15      

  전주 

  입례송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 예배부름 

 * 사도신경 

찬양 * 찬양     (413. 내 평생의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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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8/7 8/14 8/21 

기도 
1부 류수희 집사 박수호 집사 정수경 집사 조소정 집사 

3부 황지애 장로 안남희 장로 민철홍 장로 변영희 장로 

안내 벧엘 목장 행복 목장 행복  목장 행복 목장 

동시통역 - - - - 

친교 

1부 남경아 류수희 박수옥 박수호 

3부        희락 목장 우드버리,와이자타 예루살렘         언약 목장 

토요 정영환(6) 김경애(13) - 김옥희(27) 

강단헌화 고 길순자 김양자 - 장경관 

차량봉사 이상채 사공희 장재희 유지덕 

 

 

1.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Gym에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현장예배 완전 재개에 대한 안내 

o 주일 및 주중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o 예배실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o EM/YOUTH 예배시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o 예배 및 성경공부의 원할한 중계를 위해 교회 게스트를 위한 와이파이를 

당분간 제한합니다. 예배나 성경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3. 2023-2025년 제직 

o 장로 : 김식철,손창수,황지애(이상 3명,존칭생략) 

o 집사 : 강금주, 김인숙, 김종현, 박은영, 반정현, 윤경희 , 윤상은, 

이창순,이혜인, 장재희  (이상 10명,존칭생략)  

    7/24 공동의회를 통하여 제직이 선출 되었습니다.  

4. Youth retreat을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5. 전교인 Golf 대회 

o 9/3(토) 오후 12:30, Bunker Hills Golf Club 

o 등록기간: 7/1~8/20 까지 선착순 50명 

o 주최/대상 :  제 2남선교회/ KPCM 교인 및 교인 초청자 

o 등록/문의: 이승주 651-592-1488, 권규식 612-597-3898, 교회사무실 

6. 집사회: BCCS사역 (School Supplies Donation) 

o 기간: 7/24-8/7,  3주간 

o 항목: marker,crayons,glue sticks,rulers…  

o 문의: 김지현,남경아 집사 

7.  나랏말씀 한글학교 개강 및 등록 안내 

o 개강 : 9월 11일 

o 문의 : 교장 조용현 (612)963-8725, 

        klskpcm@gmail.com 

8. 등록축하: 이은주/Peter,Aiden,Ian, 

                        Eleanor가정 (제 2여선교) 

………………………………………………………….. 

❖ 앞으로의 행사 일정    

8/6(토) – 정기당회 

8/14(주일) – 성찬식 

9/24-25(토-일) – 디모데 개강 수련회 

 
 

금주의 묵상성구 

7/31(주일) 고후 13:1-13 

8/1(월) 창세기 1:1-13 

8/2(화) 창세기 1:14-23 

8/3(수) 창세기 1:24-2:3 

8/4(목) 창세기 2:4-17 

8/5(금) 창세기 2:18-25 

8/6(토) 창세기 3:1-13 

8/7(주일) 창세기 3: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