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립보교회 정기 온라인 모임 안내 

주일모임 주중모임 

ϭ부 예배 ㅣ 한국어 zŽƵƚƵďĞ         ϴ͗ϭϱ��D 

Ϯ부 예배�ㅣ영어 zŽƵƚƵďĞ            ϭϬ͗ϬϬ��D 

ϯ부 예배ㅣ가족 zŽƵƚƵďĞ            ϭϭ͗ϰϱ��D 

ϰ부 예배 ㅣ청년 �ŽŽŵ                Ϯ͗ϬϬ�WD 

�D 사랑방 ㅣ 매 달 첫주   저학년 Ϯ͗ϯϬ�WD 

                                   고학년 ϯ͗ϯϬ�WD 

영유아부 ㅣ매 주 녹화영상                

 

 

제자훈련                              주일ͬ주중 

새벽기도회                             월-토 ϲ͗ϬϬ��D 

수요예배                                    수 ϳ͗ϯϬ�WD 

중보기도                          월 ϴ�WD�ͬ�화 ϭϬ��D� 
������������������������������������������������������화��ϳ͗ϯϬ�WD�ͬ�금 ϵ�WD���������������������������������� 

�t�E��ㅣ�ŽŽŵ��������������������������������������������수 ϲ͗ϰϱ�WD 

zD 금요모임ㅣ �ŽŽŵ                     금 ϳ͗ϯϬ�WD 

YMㅣQT sharing                     화͕�목 ϰ͗ϬϬ�WD 

<zD�사역모임ㅣ�ŽŽŵ             토 ϭWD͕�ϯ͗ϯϬ�WD 

<zD�전체사랑방ㅣ�ŽŽŵ             매 달 토 ϮWD                              

한국학교ㅣ�ŽŽŵ����������������������������������������������������금͕�토 

사랑방모임                                매월 Ϯ͕ϯ͕ϰ주 

빌립보교회 목회실 소개 
                               담임 ̲ 박동훈 목사                                                 ƌĞǀ͘Ě͘ƉĂƌŬΛŐŵĂŝů͘ĐŽŵ 

                        목양ͬ전도 ̲ 엄일국 목사 ������������������������������������������������������������           ĞŽŵŝůŬƵŬΛŐŵĂŝů͘ĐŽŵ                                        

                        선교ͬ목양 ̲ 김성모 목사                                                ŬŝŵƐƵŶŐŵŽΛŐŵĂŝů͘ĐŽŵ 

                               행정 ̲ 이태승 목사                                            ƚĂĞƐĞƵŶŐ͘ƚƐ͘ůĞĞΛŐŵĂŝů͘ĐŽŵ� 

                        예배ͬ청년 ̲G김기윤 목사                                             ƌƵƐŚŝŶŐǁŝƌĞΛŚŽƚŵĂŝů͘ĐŽŵ� 

           �ŶŐůŝƐŚ��ŽŶŐƌĞŐĂƟŽŶ�̲ :ŽŶĂƚŚĂŶ�<ŝŵ�목사                                          Ŭ͘ƵŶƟůƚŚĞŶΛŐŵĂŝů͘ĐŽŵ  

�����장년교육ͬ만사 인스티튜트 ̲ 오선영 전도사                                       ƐƵŶǇŽƵŶŐŽŚϯϭϲΛŐŵĂŝů͘ĐŽŵ���������� 

            교육 ;��ͬ다음세대Ϳ�̲�DŝĐŚĞůůĞ�KŚ�전도사                                      ŵŝĐŚ͘ŽŚ͘ĞůůĞΛŐŵĂŝů͘ĐŽŵ       

                     중고등부ͬzD�̲G:ƵƐƟŶ�EĂŵ�전도사                                         ŶĂŵũƵƐƟŶϱΛŐŵĂŝů͘ĐŽŵ 

             한어중고등부ͬ청년 ̲ 한동욱 전도사                                              ŚĂŚŶĚƵΛŚŽƚŵĂŝů͘ĐŽŵ      

                        유년부ͬ�D�̲�^ƚĂĐǇ�,ƵŚ�전도사                                          ƉƐƚĂĐǇŚƵŚΛŐŵĂŝů͘ĐŽŵ                      

                      영아ͬ유아부 ̲ 곽명희 전도사                                           ĂƵĚŐŵůϲϭΛŚŽƚŵĂŝů͘ĐŽŵ                  

                          협동목사 ̲G황문규 / 송제오 (시니어사역) 

                       파송선교사 ̲ 송영선 (원로목사) / 전상훈 / 김효찬 / 임ㅇㅇ(파키스탄) / 최연이 

                            음향/IT ̲ 김지형                                                      ƌůĂǁůŐƵĚϴϰΛŐŵĂŝů͘ĐŽŵ 

������ϰͬϮϲͬϮϬϮϬ 



가정의 달  
 
����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³�:H�DUH�2QH�)DPLO\�_ 우리는 한 가족” 이라

는 주제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주 안에 있는 하늘가족을 서로 축복하고 돌아보

며 더욱더 하늘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

는 한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에 맞추어 �월 설교일정과 온라인 나눔방에 대

한 간략한 소개를 덧붙입니다� 

  

�월 설교 일정 및 주제 

  

�월 �일   7KH�&XOWXUH�RI�*UDWLWXGH                   �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라 

�월 ��일 7KH�*LIW�RI�/LVWHQLQJ                           유심히 듣는 선물을 주라 

�월 ��일 7KH�3RZHU�RI�(QFRXUDJHPHQW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 

�월 ��일 7KH�'LVFLSOLQH�RI�6HOI-$ZDUHQHVV       자신을 자각하는 습관 

�월 ��일 7KH�6WHSV�WR�5HFRQFLOLDWLRQ                화해하기 위한 단계 

 

  

누구나 쉬어가는 온라인 카페 �목요일 저녁 �����-������ 
 

�월 �일  걱정과 불안 �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월 ��일 ��시간 �일 자녀들의 세상 � 코로나기간동안 아이들과의 전쟁에 

                    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월 ��일 부부관계 � 더 나빠 지느냐 더 좋아 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선 

                    택의 시간� 그 선택은 당신의 것�  

�월 ��일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 간신히 살아남는 단계를 넘어서 모든 면 

                    에서 더 좋아지는 나와 우리 가족  

 

문의 Jonathan Kim 목사 (k.untilthen@gmail.com) 

등록 교회홈페이지 (kacp.org) 

제 27권 17호                                                          2020년 4월 26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우로 빌립보교회 예배에 함게

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기재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 빌립보교회의 한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 일 예 배  

한국어 예배 설교 박동훈 목사     

                             가정 예배 설교 Stacy Huh 전도사 

 

P315 수요기도회 

엄일국 목사 

당분간 수요예배는 Wϯϭϱ�기도회로 드려집니다͘ 

* 표에 일어서서 

한국어 예배 (오전 8:15)  

경배와 찬양*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이상택 장로   

교회소식 인도자 

헌금봉헌 다같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리스도인 

엡 6:10~13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축도* 박동훈 목사 

가정 예배 (오전 11:45) 

경배와 찬양* 다같이 

헌금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오늘의 말씀 

재정비하고  

다시 도전하라! 

Reset and Try Again! 

신 10:1~11 

Deuteronomy 10:1~11 

찬송* 
빛 되신 주 

Here I am to Worship 

축도* 박동훈 목사 



      새벽 기도회 孫월-토 孹孽孳孳宄宐孬 

 월 孫孷孲孵孺孬 화孫孷孲孵孻孬 수孫孷孲孵孼孬 목孫孷孲孶孳孬 금孫學孲孴孬 토孫學孲孵孬 

말
씀 

김기윤 
목사 

한동욱 
전도사 

엄일국  
목사 

이태승  
목사 

김성모 
목사 

이경수 
목사 

본
문 

신 
孴孳孽孴孵寁孵孵 

신 
孴孴孽孴寁孴孵 

신 
孴孴孽孴孶寁孵孴 

신 
孴孴孽孵孵寁孶孵 

신 
孴孵孽孴寁孺 

신 
孴孵孽孻寁孴孼 

주일 새벽 學孲孶季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孱 
신 孴孵孽孵孳寁孶孵 

교회 소식 
“빌립보교회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을 연결하는 예배 공동체 
→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전도 공동체 
→ 孴세 한인교회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교육 공동체 
→ 한인사회와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연결하는 빛과소금 공동체 
˧ 빌립보 공동체와 땅끝을 연결하는 선교 공동체 

· 사랑방 연결孯季긴급 심방孯季구원의 확신과 영접孯季전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엄일국 

목사님孫孺孴孷孱孶孼孺孱孳孻學孺孬께 연락주세요孱 

지난 주 헌금 통계 

십일조       孧孷孯學孻學孱孳孳 선교약정         孧孵孺孳孱孳孳 宒宱宯宬宱宨季헌금      孧孵孺孯孵孷孹孱孶孵 

주정            孧孴孯孺孴學孱孳孳 선교지정            孧孴孳孳孱孳孳 宖害宵宨室宧季宋宲害宨      孧孶孵孯孵孻孶孱孼孳 

감사                 孧孴孯孶孼孳孱孳孳 선교총액         孧孶孺孳孱孳孳   도서                   孧孺孳孱孳孳 

 건축약정        孧孶孹孳孱孳孳  

  기타헌금총액   孧學孼孯孹孳孳孱孵孵季季 

일반총액     孧孺孯孹孼孳孱孳孳      건축총액           孧孶孹孳孱孳孳 총 헌금총액    孧孹孻孯孳孵孳孱孵孵 

孵孳孵孳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孧孶孶孯孷孷學孱孳孳 

孵孳孵孳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孧孵孳孯孻孺孴孱孳孳 

孵孳孵孳년 현재 총 입금 누계 孧孻孹孹孯孵孶孳孱孳孶 

孵孳孵孳년 현재 총 지출 누계 孧孻孹學孯孶孻孷孱孼孳 

건축헌금 약정액 孧孴孳孺孯學孵孳孱孳孳 

건축약정 헌금액 孧孷孯學孴孺孯孳學孺孱孹孵 

Ύ�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孱 

宖害宵宨室宧季宷宫宨季宋宲害宨季특별헌금 

▪ Spread the Hope 헌금과 지원신청은 교회 홈페이지(kacp.org)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 

  니다.  

교우소식 

▪ 득녀 김하늘孲김수연 가정 孫孴孹목장 권기환孲권인선 사랑방孬季宆宫宲宯宨季예은 宎宬宰季孷孲孵孳孫월孬생 
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축하합니다孱 

예배공동체 

▪ 孴부 예배 특송으로 섬기실 개인 혹은 그룹의 자원을 기다립니다孱季孫단孯季그룹의 경우 孻명 이내 

  로 제한되며 모든 특송은 주중 녹화로 진행됩니다孱孬 

교육공동체 

▪ 생명의 삶 學월호가 나왔습니다孱季교회 입구에서 픽업 하실 수 있습니다孱 

선교공동체 

▪ 무슬림을 위한 孶孳일 기도  

  孵孳孵孳년 무슬림의 라마단 기간 孫孷孲孵孷寁學孲孵孶孬에 맞추어서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 한 종족을 위한 기도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孱季교회 입구에서 무료로 픽업하 

  실 수 있습니다孱 

宆宐 
▪ 온라인 모임 안내 

  宆宐季학부모님들을 위한 나눔과 기도의 시간 孷孲孵孻孫화孬季孼宓宐 
季季宆宐季어린이들을 위한 소그룹 교제의 시간 學孲孶孫주일孬季孵孽孶孳宓宐-저학년孯季孶孽孶孳宓宐-고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