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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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예배 설교 박동훈 목사     

                             가정 예배 설교 Justin Nam 전도사                               

한국어 예배 (오전 8:15)  

경배와 찬양*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권강현 장로   

교회소식 인도자 

헌금봉헌 다같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리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 15:12~17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축도* 박동훈 목사 

가정 예배 (오전 11:45) 

경배와 찬양* 다같이 

헌금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오늘의 말씀 

<Gospel Project> 
tŚŽ�ĚŽ�ǇŽƵ�ƚƌƵƐƚ͍ 

누구를 신뢰하나요? 
EĞŚĞŵŝĂŚ�ϲ͗ϵΕϭϲ 

느헤미야 6:9~16 

찬송*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 하신 주 

축도* 박동훈 목사 

* 표에 일어서서 

 수 요 기 도 회 
<영적 리더쉽 시리즈> 

 거룩한 관심에서 나오는 기도        느 1:1~11 

박동훈 목사 

공지사항 

   빌립보교회는 현재 1부와 2부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

리고 있습니다. 

 

   1. 소속 목장 혹은 사랑방이 있는 경우 :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착순으로 참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7/19          11,12,13 목장  

       7/26  14,15,16 목장 

    2. 새교우 혹은 소속 목장 혹은 사랑방이 없는 경우 : 목장 스케쥴에 상관없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착순으로 참여 

    3. 3부 가정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4. 예배신청 : 매 주 주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 

    5. 새벽예배와 수요예배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선착순으로 참여 

 

 

 

    



      새벽 기도회 孫월-토 孹孽孳孳宄宐孬 

 월 孫孺孲孴孶孬 화孫孺孲孴孷孬 수孫孺孲孴學孬 목孫孺孲孴孹孬 금孫孺孲孴孺孬 토孫孺孲孴孻孬 

말
씀 

이경수 
목사 

宍宲宱室宷宫室宱季
宎宬宰 
목사 

엄일국 
목사 

오선영 
전도사 

이태승 
목사 

김기윤 
목사 

본
문 

시 
孴孷孹孽孴寁孴孳 

시 
孴孷孺孽孴寁孴孴 

시 
孴孷孺孽孴孵寁孵孳 

시 
孴孷孻孽孴寁孴孷 

시 
孴孷孼孽孴寁孼 

시 
孴學孳孽孴寁孹 

주일 새벽 孺孲孴孼季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孱 

롬 孴孽孴寁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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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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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孧孴學孯孶孴孳孱孼學 선교약정         孧孴孯孷學孳孱孳孳 宒宱宯宬宱宨季헌금      孧孴孻孯孺孵孺孱孳孹 

주정            孧孶孯孻孼孴孱孺孳 선교지정          孧孹孳孱孳孳 宙宅宖孫宆宐孬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季孧孶學孱孳孳 

감사                 孧孴孯孳孺學孱孳孳 선교총액         孧孴孯學孴孳孱孳孳   유치원                孧孵孳孳孱孳孳 

 건축약정        孧孴孯孷孼孳孱孳孳 한국학교             孧孷孯孹孼學孱學孳 

  기타헌금총액   孧孵孶孯孹學孺孱學孹季季 

일반총액     孧孵孳孯孵孺孺孱孹學      건축총액           孧孴孯孷孼孳孱孳孳 총 헌금총액    孧孷孹孯孼孶學孱孵孴 

孵孳孵孳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孧孷孵孯孼孳學孱孳孳 

孵孳孵孳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孧孵孻孯孵孼孴孱孳孳 

孵孳孵孳년 현재 총 입금 누계 孧孴孯孶孹孷孯孺孹孶孱孶孵 

孵孳孵孳년 현재 총 지출 누계 孧孴孯孶孹孶孯孻孺孹孱學學 

건축헌금 약정액 孧孴孳孺孯學孵孳孱孳孳 

건축약정 헌금액 孧孷孯學孵孷孯孷孺孺孱孹孵 

Ύ�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孱 

예배공동체 

▪ 온라인 기도모임 매 주 수요일 새벽예배 직후 孶孳분 정도孱季定宨宥宨宻으로 함께 모여 기도 

  합니다孱季원하는 성도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孱 

季季季문의 孽季김수미 집사 孫孶孳孴孱學孼孵孱孺孷孳孷孬季 

교육공동체 

▪ 宆宒宙完宇-孴孼季기간 孽季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온라인으로 만납시다孤尋季孵기  

  기간 孽季孺孲孴孵孫오늘孬부터 孹寁孻주간 

▪ 孵孺기 디스커버리 수료자 김찬영 김태준 김현주 오정우 오형겸 이승재 장기원 전인애 

  황정애 孫孼명孬孱季축하합니다孱 

선교공동체 

▪ 온라인 선교 기도모임 孺孲孴孷孫화孬季孺寁孼宓宐孱季빌립보교회와 동역하는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孱季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孱季문의 孽季권기환 부장 孫宮宮宺宲宱宸家它宼室宫宲宲孱宦宲宰孬 

宆宐 
▪ 스테이시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宖宷宲宵宼季宗宬宰宨季孺孲孴孼孫주일孬季孵孽孶孳宓宐季宝宲宲宰孱季이메일과 카톡으 

  로 부모님들께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孱季宆宐季이메일이나 카톡에 宭宲宬宱季하기를 원하시는 부 

  모님들 께서는 스테이시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孱季 

季季문의 孽季宖宷室宦宼季宋宸宫季전도사 孫害家宷室宦宼宫宸宫它宪宰室宬宯孱宦宲宰孬 

영유아부 

▪ 孵孳孵孳季宒宱宯宬宱宨季宙宅宖季안내 기간 孽季孻孲學孫수孬까지 孫學주간孬孯季대상 孽季영유아부 전체 

  주제 孽季宍宨家宸家孯季宒宸宵季宖宷宵宲宱宪季安宲宸宱宧室宷宬宲宱孤 

한국학교 

▪ 孵孳孵孳季가을학기 등록금 납부 孺孲孴學孫수孬까지 한국학교 앞으로 체크를 보내주세요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