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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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예 배 

      한국어 예배 설교 박동훈 목사                            설교 

        가정 예배 설교 Stacy Huh 전도사                   박동훈 목사   

         청년 예배 설교 김기윤 목사 

한국어 예배 (오전 8:15)  

경배와 찬양*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유원석 목자 

교회소식 영상광고 

헌금봉헌 다같이 

오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일상에 찾아 오시는 주님 

눅 24:31~35 

찬송*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축도* 박동훈  목사 

가정 예배 (오전 11:45) 

경배와 찬양* 다같이 

헌금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영상광고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 

마 22:15~40 

찬송* 
창조의 아버지 

Let Your Glory Fall 

마침기도 Stacy Huh 전도사 

* 표에 일어서서 

공지사항 및 교회소식 

  

 시가서 성경통독 3/28(주일)부터 시가서(총6주) 성경통독이 시작됩니다. 

추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역사

서 통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등록되오니 추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

니다. 

등록 기간 : 3/14(주일)~ 3/21(주일) 

등록링크 : https://forms.gle/oePz9pwbgA1cm18e7 

방법 : CGN TV에서 제작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와 병행해서 읽습니다.  

(1) 신청을 받고 각 조별로 나눕니다.  

(2) 조장이 매일 올려주는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성경읽기를 합니다.  

(3) 매일 성경을 읽은 후 각자 간단한 묵상이나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조 카톡

방에 올립니다. 문의 : 김수미 집사(301-592-7404) 

 주일 현장예배 참석 순서  

  3/14 & 3/28 : 5~12 목장 , 3/21 & 4/4 : 1~4 & 13~16 목장 

 

 

 

목회실동정 

 부임 김구민 목사(목양/상담 담당) 3/15(월)부터 

 임직 김희숙 집사(사무실) 3/7부터 

 

 

 

예배공동체 

 호산나(1부) 성가대 반주자로 섬겨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이현승 예배부장 (301.452.7053) 

 

 

 

교육공동체 

 31기 디스커버리 개강 : 3/21(다음주일) 개강합니다.  

 

 

 

청년 예배 (오후 2:00)  

<인생 숲, 길 찾기 시리즈> 

One Way 

요 6:66~69 

수요 예배 (오후 7:30)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엡 4:29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월(3/15) 화(3/16) 수(3/17) 목(3/18) 금(3/19) 토(3/20) 

말

씀 

이경수 

목사 

한동욱 

전도사 

엄일국 

목사 

김기윤 

목사 

오선영 

전도사 

이태승 

목사 

본

문 
마 

23:13~24 
마 

23:25~39 
마 

24:1~14 
마 

24:15~28 
마 

24:29~35 
마 

24:36~51 

주일 새벽 3/21 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 

마 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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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21.04 선교약정          $3,313.82 도서비                $640.00 

주정             $6,397.01 선교지정          $2,989.00                

주일             $160.00 선교총액          $6,302.82  

감사             $914.35 건축약정          $1,024.80  

  기타헌금총액        $640.00 

일반총액      $40,392.40  건축총액          $1,024.80 총 헌금총액     $48,360.02 

2021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14,040.91 

2021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7,078.02 

2021년 현재 총 입금 누계 $379,353.49 

2021년 현재 총 지출 누계 $377,010.98 

건축헌금 약정액 $0.00 

건축약정 헌금액 $4,554,310.64 

* 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선교공동체 

 살람센터 난민을 위한 온라인 경매 3/21(다음주일) 3:30PM Zoom  

어려운 난민 가정을 위한 재능기부/물품경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줌 링크는 교회 홈

페이지에서 한어 청년부로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의 살람센터 헌금 펀드 레이징 신청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선생님 모집 무슬림 장년 여성과 남성을 위한 영어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수업

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 이태승 목사 (443.699.8522) 

 만사인 소식 몽골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만나며 사랑하며' 인도자 과정 

3/7부터 17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기 선교 훈련  

3~6월 매월 한번 팀별 모임, 마지막 주 토요일 전체강의 9:00~10:30AM Zoom 

 

 

 

청년부 

 목양/사역 리더 모임 : 3/14(오늘) 5PM Zoom 

 

 

 

CM 

 CM Zoom schedule 

3/14 CM Praise Team Zoom 2:30PM 

3/21 CM Storytime Zoom 2:30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