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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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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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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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2020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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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 목사 

당분간 수요예배는 Wϯϭϱ�기도회로 드려집니다͘ 

* 표에 일어서서 

한국어 예배 (오전 8:15)  

경배와 찬양*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이성범 목자   

교회소식 인도자 

헌금봉헌 다같이 

오늘의 말씀 

<우리는 한가족 시리즈> 

유심히 듣는 선물을 주라 

약 1:19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도* 박동훈 목사 

가정 예배 (오전 11:45) 

경배와 찬양* 다같이 

헌금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오늘의 말씀 

<우리는 한가족 시리즈> 

<We are One Family Series> 

유심히 듣는 선물을 주라 

The Gift of Listening 

약 1:19, James 1:19 

찬송*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축도* 박동훈 목사 



      새벽 기도회 孫월-토 孹孽孳孳宄宐孬 

 월 孫學孲孴孴孬 화孫學孲孴孵孬 수孫學孲孴孶孬 목孫學孲孴孷孬 금孫學孲孴學孬 토孫學孲孴孹孬 

말
씀 

이경수 
목사 

한동욱 
전도사 

엄일국  
목사 

김기윤  
목사 

오선영  
전도사 

이태승 
목사 

본
문 

신 
孴孹孽孴孶寁孵孵 

신 
孴孺孽孴寁孴孶 

신 
孴孺孽孴孷寁孵孳 

신 
孴孻孽孴寁孴孷 

신 
孴孻孽孴學寁孵孵 

신 
孴孼孽孴寁孴孷 

주일 새벽 學孲孴孺季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孱 
신孴孼孽孴學寁孵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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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孧孴孵孯孺孵學孱學孷 선교약정         孧孹孻孳孱孳孳 宒宱宯宬宱宨季헌금      孧孵孶孯孶孳孷孱孴學 

주정            孧孻孴孹孱孳孳 선교지정            孧孹孯孴孳孳孱孳孳 宖害宵宨室宧季宋宲害宨      孧孴孶孯孼孵孳孱孺孹 

감사                 孧孴孯孷孶孳孱孳孳 선교총액         孧孹孯孺孻孳孱孳孳   한국학교             孧孶孳孳孱孳孳 

 건축약정        孧孵孳孳孱孳孳  

  기타헌금총액   孧孶孺孯學孵孷孱孼孴季季 

일반총액     孧孴孷孯孼孺孴孱學孷      건축총액           孧孵孳孳孱孳孳 총 헌금총액    孧學孼孯孷孺孹孱孷學 

孵孳孵孳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孧孶孷孯孹孵學孱孳孳 

孵孳孵孳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孧孵孴孯學孼孴孱孳孳 

孵孳孵孳년 현재 총 입금 누계 孧孼孼孵孯孹孹孻孱孶學 

孵孳孵孳년 현재 총 지출 누계 孧孼孼孳孯孹孼孹孱孴孹 

건축헌금 약정액 孧孴孳孺孯學孵孳孱孳孳 

건축약정 헌금액 孧孷孯學孴孺孯孺孺孺孱孹孵 

Ύ�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孱 

공지사항 

▪ 교회 웹페이지에 있는 "定宨季室宵宨季宒宑守季安宄宐完宏宜季감사 저널"을 각 가정에서 다운로드 하 

  시고 프린트 하여 學월 한달간 매일 가족들이 함께 적어보도록 합시다孱季가정에서 프린 

  트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감사 저널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 입구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孱 
 

목회실동정 

▪ 방문 宍宸家宷宬宱季宑室宰季전도사 모친 병문안 차 콜로라도 방문  

         孫學孲孴孳寁孹孲孴季자가격리 기간 포함孬 
 

교우소식 

▪ 소천 고 안춘자 집사 孫孹목장 최지환孲배금윤 성도 모친孬季學孲孹孫수孬季孻孳세 한국에서孱季유가족 

         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孱 
 

교육공동체 

▪ 孵孺기 디스커버리 개강 學孲孴孺孫다음주일孬季孴孳宄宐季온라인孫宝宲宲宰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