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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수요예배    오후  7 시  

설교    김 인 목사, “영광이 보이는가? 고난을 통과하라!” 

본문    마태복음 17:1~13 
 

 

디모데금요예배 오후  7 시  

설교    김 인 목사, “진실한 섬김” 

본문    사무엘상 12:6~25 
 

사순절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7 시  교회 ,    

  평일  오전  6 시  Z o o m  I D :  7 3 7  6 4 4 8  0 9 7 9 ( p w :  k p c m )  

설교 

 

   정영환 목사, <요한복음 묵상>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한국어: 오전 9:15 , 11:15 

•영어와 중고등부: 오전 11:15 

• 유초등부: 오전 11:15 

 

주중 예배 및 모임 

• 수요 예배: 오후 7시(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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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부/유초등부: 오전 11:45 

 

지난 주 예배 출석 통계  지난 주 헌금통계  

주일예배 주중예배 십일조/주정          - 

1부 37명 수요예배 21명 EM/중고등부            - 

3부  164명 Youth(금) 4명 주일학교 - 

3부 온라인 25명 디모데 56명 감사 -                

EM 32명 토요예배 23명 선교 - 

Youth 18명     디모데                - 

주일학교 38명   Special(튀르키예 구제헌금) - 

합계 314명   
일반헌금합계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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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원, 정빛나, 최은혜 사무장: 이은실(763-560-6699) 

 

제 11호                                                                                 2023년 3월 12일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www.kpcm.org   kpcm@kpc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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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560.6699   www.kpcm.org   kpcm@kpcm.org 
 

 



 

주일예배순서 

1부  3부 예배  

 

    1부 기도: 유영숙 집사 

 

    3부 기도: 마혜순 장로 

 

찬양대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봉헌: 디모데 찬양팀  

“하나님의 사랑이 &  

사랑의 주님이” 

 

 요엘서 2:28-32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설교: 정영환 목사 

 

결단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전 9:15       오전 11:15      

  전주 

 * 입례송(25. 면류관 벗어서) 

예배부름 * 예배부름  

사도신경 * 사도신경 

엘리에셀 찬양팀 * 찬송(183. 빈 들에 마른 풀같이) 

기도 * 기도 

성경봉독  성경봉독 

  글로리아 찬양대  

설교  설교 

결단의 찬양과 기도  결단의 찬양과 기도 

 봉헌 * 봉헌 

교회소식  교회소식 

축도  * 축도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십시오.  

 3/12 3/19 3/26 4/2 

기도 
1부  유영숙 집사  김민영 집사 김종현 집사 김지현 집사 

3부  마혜순 장로  오성욱 장로 이미숙 장로 장헬렌 장로 

안내 희망 목장 희망 목장 희망 목장 밀알 목장 

동시통역 - - - - 

친교 

1부 김호정 류수희 박수옥 박시아 

3부 희망 목장 미소 목장 밀알 목장 방주 목장 

토요      이미숙(3/18) 장헬렌(3/25) 정상렬(4/1) 김인유(4/8) 

강단헌화 구현교 - - - 

차량봉사 김기현 장재희 유지덕 이상채 

 

 

<사순절  묵상성구> 

 

3/13(월) 요 9:1~41 

3/14(화) 요 10:1~21 

3/15(수) 요 10:22~42 

3/16(목) 요 11:1~27 

3/17(금) 요 11:28~57 

3/18(토) 요 12:1~19 

  

 

 

 

❖  앞으로의 행사 일정 

      

     3/29(수) – 목자 모임 

     4/1(토) – 정기당회 

     4/2(주일) – 종려주일 

     4/7(금) – 성금요일 

     4/9(주일) – 부활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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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후 Gym에서 다과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사순절 및 고난주간 예배 

       ㅇ 사순절 새벽기도회: 요한복음 묵상, 진행 중 

            평일 6시 Zoom ID: 737 6448 0979 , PW: kpcm 

             토요일 7시 교회에서 진행 

       ㅇ 사순절 수요예배: 벧엘/행복 목장 주관(3/15) 

       ㅇ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4/3(월)-4/8(토) 평일 6시, 토요일 7시 교회.    

            선교회 주관 

       ㅇ 성금요일 예배: 4/7(금) 저녁 7시 

 

3.   연례 공동의회가 오늘 3부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4.   3월부터 매달 셋째 주 3부예배는 글로리아 찬양팀이 인도하는 예배로  

       진행됩니다. 

 

5.   일대일 제자양육 오리엔테이션: 3/19(주일), 3부예배 후, 어린이 예배실 

 

6.    여러분이 헌금해주신 터키 및 시리아를 위한 구제헌금은 터키와 시리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 두 곳에 각각 5천불씩 보내드렸습니다. 

 

7.  MAKA미네소타 한미장학재단 행사 

        ㅇ  3/19 주일 오후 5시, 힐튼호텔 Minneapolis 다운타운  

        ㅇ  문의: 오은아( 763-218-6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