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8권 16호                                                          2021년 4월 18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빌립보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기재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 빌립보교회의 한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 일 예 배                                수 요 예 배 

      한국어 예배 설교 박동훈 목사                            설교 

        가정 예배 설교 한동욱 전도사                           박동훈 목사   

         청년 예배 설교 김기윤 목사 

한국어 예배 (오전 8:15)  

경배와 찬양*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임우택 목자 

교회소식 영상광고 

헌금봉헌 다같이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가정> 

우리 가족 삶의 비전 

엡 4:11~16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축도* 박동훈 목사 

가정 예배 (오전 11:45) 

경배와 찬양* 다같이 

헌금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영상광고 

오늘의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19~23 

찬송*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마침기도 한동욱 전도사 

* 표에 일어서서 

공지사항 및 교회소식 

  

 4월, 5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가정 /가정을 회복하

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

여, 또한 모든 세대가 가정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배우고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현장예배 참석 순서  

  4/18 & 5/2 : 1~4 & 13~16 목장, 4/25 & 5/9 : 5~12 목장 

 

 

 

 

목회실동정 

 Jonathan Kim 목사 송별 예배 4/25(다음주일) 2부예배(10:15AM), 그동안 EC 담당으로 섬

겨주신 Jonathan & Bonnie Kim 내외분의 송별예배로 진행됩니다.  

 

 

 

선교공동체 

 기빙트리(giving tree) 도네이션 파트가 운영이 됩니다. 

안 쓰시는 물건들을 도네이션 받고 선교부에서 섬기는 살람센터 난민 가정과 그외 소

수민족 국가 교회들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네이션 물품을 나누며 관계를 맺고 또한, 교

회내 필요하신 분들과도 나누는 통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안내와 안내석의 비치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용품들 도네이션을 받습니다.(유모차, 카싯, 하이체어와 같은 gear, 기저귀, 생필품) 

-도네이션 물품 관리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문의 : 선교부 기빙트리 담당 김영주 (443.808.6504) 

 선교사일정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최연이 선교사님이 2년 기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

기 위해 4/21(수)에 입국합니다. 

 

   

 

청년부 

 새 사랑방 편성 신청  

5~8월 동안 함께할 사랑방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4월말까지 받습니다.  

 

청년 예배 (오후 2:00)  

악한 날에 대응하는 길 

엡 6:11~17 

수요 예배 (오후 7:30)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마음 

룻 1:15~22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월(4/19) 화(4/20 수(4/21) 목(4/22) 금(4/23) 토(4/24) 

말

씀 

이경수 

목사 

한동욱 

전도사 

김구민 

목사 

김기윤 

목사 

이태승 

목사 

엄일국 

목사 

본

문 
출 

7:1~13 
출 

7:14~25 
출 

8:1~15 
출 

8:16~24 
출 

8:25~32 
출 

9:1~12 

주일 새벽 4/25 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 

출 9:13~26 

교회 소식 

“빌립보교회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을 연결하는 예배 공동체 

→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전도 공동체 

→ 1세 한인교회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교육 공동체 

→ 한인사회와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연결하는 빛과소금 공동체 

→ 빌립보 공동체와 땅끝을 연결하는 선교 공동체 

새가족 온라인 등록 : 빌립보 교회 홈페이지(churchofphilippi.org) 새 교우 방문 탭에

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등록 절차 및 사랑방 연결해 드립니다. 

(엄일국 목사, 714.397.0857) 

지난 주 헌금 통계 

십일조           $24,529.69 선교약정          $2,915.40 도서비                $375.00 

주정             $7,469.28 선교지정          $1,958.00 부활감사헌금     $5,275.14        

주일             $110.00 선교총액          $4,873.40 무슬림 기도책      $280.00 

감사             $1,295.46 건축약정          $404.80 Refund(CCLI)     $360.00 

  기타헌금총액      $6,290.14 

일반총액      $33,404.43 건축총액          $404.80 총 헌금총액     $44,972.77 

2021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27,232.84 

2021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11,121.04 

2021년 현재 총 입금 누계 $623,529.30 

2021년 현재 총 지출 누계 $619,819.06 

건축헌금 약정액 $0.00 

건축약정 헌금액 $4,558,353.66 

* 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CM 

 CM Zoom schedule 

4/18 CM Praise Team Zoom 2:30PM 

4/25 CM Storytime Zoom 2:30PM 

 

 

 

영유아부 

 영유아부는 맘앤아이(1세~2세), 영아부(2세~3세), 유아부(3세~5세)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영유아부에 해당되는 나이의 아이가 있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가정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가정들은 영유아부 예배영상과 공과활동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이경숙 전도사(240-381-7333) kyoungsook.lee@churchofphilipp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