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8권 2호                                                            202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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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욱 전도사                                     

한국어 예배 (오전 8:15)  

경배와 찬양*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김진식 목자   

교회소식 영상광고 

헌금봉헌 다같이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시리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전 13:1~13 

찬송*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축도* 박동훈 목사 

가정 예배 (오전 11:45) 

경배와 찬양* 다같이 

헌금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영상광고 

오늘의 말씀 

<Gospel Project> 

Jesus Calms the Storm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Mark 4:35~41 

막 4:35~41 

마침기도   Justin Nam 전도사   

찬송*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 표에 일어서서 

공지사항 및 교회소식 
  

▪ 2021 청지기 명단이 준비되었습니다. 홈페이지와 카톡공지를 참조해 주세요. 

▪ 청지기 훈련 앞으로 4주간 수요예배는 청지기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Zoom과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예배 후 조별 모임도 가능하오니 모든 청지기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예배 Zoom link : https://zoom.us/j/98469876690, PW : 7422 

  등록 link : https://forms.gle/T3M1qQyYiQ8ZDRat5 

▪ 2020 헌금 내역 신청  

  신청을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혹은 교회 정문 입구에 비치 

  된 신청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김현자 집사 (finance@churchofphilippi.org/302.222.7803) 

▪ 주일 현장예배 참석 순서  

  1/10 & 1/24 : 1~4 & 13~16 목장, 1/17 & 1/31 : 5~12 목장  

 
교육공동체 
▪季생명의 삶 孴월호가 입고되었습니다孱季교회 입구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孱 
 
선교공동체 
▪季孵孳孵孴季선교약정 보고 
  총 참여 인원 孽季孹孴명孫온라인-孶孼명孯季현장예배-孴孷명孯季청년부-孻명孬 
季季季-선교적 삶 孽季孶孻명 
   -타문화 돌봄 사역 孽季孵孼명孫살렘센터孲난민사역-孴孺명孯季홈리스 사역- 孹명孯季도시선교- 孹명孬 
季季季-선교헌금 총약정액 孽季孧學孴孯孴孵孳季 
季季季-인턴선교사 지원 孽季孴명孫청년부孬 
季季季-단기선교 헌신자 孽季총 孴孳명孫탄자나아 孵孯季터기 孵孯季요르단 學孯季미정 孴孬 
季季孭季선교약정을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孱 
▪季孵孳孵孴년 단기선교팀 모집 에디오피아 팀이 추가 되었습니다孱季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 
 립니다孱季단기선교팀 孽季요르단孯季베트남孯季터키孯季탄자니아孯季에디오피아孯季코소보孲알바니아 
 문의 孽季이태승 목사 孫孷孷孶孱孹孼孼孱孻學孵孵孬 

 
 
 
 

청년 예배 (오후 2:00)  

오늘의 말씀 
요나 같은 요 나!; 

따라 따라 말씀 따라 
욘 1:1~3 

수요 예배 (오후 7:30)  

<하나님의 청지기 시리즈> 

주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눅 15:1~7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孫월-토 孹孽孳孳宄宐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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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이경수 
목사 

한동욱 
전도사 

오선영 
전도사 

김기윤 
목사 

박동훈  
목사 

엄일국 
목사 

본
문 

요삼 
孴孽孴寁孴學 

마 
孴孽孴寁孴孺 

마 
孴孽孴孻 

마 
孵孽孴寁孴孵 

마 
孵孽孴孶寁孵孶 

마 
孶孽孴寁孴孳 

주일 새벽 孴孲孴孺季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孱 

마 孶孽孴孴寁孴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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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孧孴孴孯孵孹孺孱孳孳 선교약정          孧孼孻孳孱孳孳 宒宱宯宬宱宨季헌금      孧孶孵孯孹孶孻孱孳孴 

주정             孧孶孯孶孺孹孱孳孳 선교지정          孧孻孶孹孱孳孳 신년감사헌금       孧孻孳孳孱孳孳 

감사             孧孴孯孻孴學孱孳孳 선교총액          孧孴孯孻孴孹孱孳孳   도서             孧孶孻孼孱孻孳 

 건축약정          孧孵孯孳學孳孱孳孳  

  기타헌금총액   孧孶孶孯孻孵孺孱孻孴季季 

일반총액      孧孴孹孯孷學孻孱孳孳      건축총액          孧孵孯孳學孳孱孳孳 총 헌금총액     孧學孷孯孴學孴孱孻孴 

孵孳孵孴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孧孼孻孳孱孳孳 

孵孳孵孴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孧孵孯孳學孳孱孳孳 

孵孳孵孴년 현재 총 입금 누계 孧學孷孯孴學孴孱孻孴 

孵孳孵孴년 현재 총 지출 누계 孧學孳孯學孵孺孱孳孶 

건축헌금 약정액 孧孳孱孳孳 

건축약정 헌금액 孧孷孯學孷孼孯孵孻孵孱孹孵 

Ύ�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孱 

宆宐季 
▪ 宆宐季宖宰室宯宯季宊宵宲宸害季孴孲孴孳孫오늘孬季孵孽孶孳宓宐季宝宲宲宰孱季이번 모임을 마지막으로 소그룹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孱季가을학기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그동안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도 새로 
  운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孱季季 
▪ 봄학기 宄宺室宱室季개강 孴孲孴孶孫수孬季 
▪ 宆宐季宓宵室宬家宨季宗宨室宰季宝宲宲宰季孴孲孴孺孫다음주일孬季 
▪ 宆宐季宖宷宲宵宼宷宬宰宨季孥宊宲宲宧季宓宬宦宷宸宵宨家孯季宅室宧季宓宬宦宷宸宵宨家孥季宓室宵宷季孵季孴孲孵孷孫주일孬季 
季季季내용 孽季宋宲宺季宓宲宵宱宲宪宵室害宫宼季宦室宱季宗宵宬宦宮季宷宫宨季宅宵室宬宱季宬宱宷宲季室宱季宄宧宧宬宦宷宬宲宱 
 
한국학교 
▪ 孵孳孵孳季宑宄宎宖季孫재미 한국학교 협의회孬季宍宸宱宬宲宵季宏宨室宧宨宵家宫宬害季宄宺室宵宧家季전은진孯季장주향孯季주다은孯 
季季신유孯季이소은孯季김다솜孯季이혜경孯季홍민기孱季한국학교 봉사에 감사 드리고 축하합니다孱 
 
 



                   2021년 빌립보 청지기 임명  
                        * bold 표시는 신규 임명 및 신규 사역  

  
청지기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해당 사역과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 빌립보 청지기 정신 (참조 - 머슴교회 제6장 평신도 사역) 
1) 모든 성도가 사명자이고, 개개인이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잘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군사로 
나아갑니다 (1인1사역).    
2) 목양사역/행정 사역을 섬기는 성도 가운데 각 사역을 이끌어 갈 리더를 대표로 임명합니다. '청지기'는 포지션을 나타내는 타이틀이나 상하 
계급이 아니고, 해당 사역 분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2. 2021 청지기 유념 사항 
1) 머슴교회 10가지 가치가 섬기는 사역에서 실천되도록 늘 기억합니다. 
2) 사역을 수행할 때는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협조하는 자세로 임합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뿐 아니라 전체에 조화되도록 노력합니다. 
3) 기타 일반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 모임 참석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금전 / 음주 문제, 자녀 양육, 
주일성수와 공예배 참석, 청지기 수련회 및 사랑방 목자목녀 수양회 참석, 헌금(십일조) 등 

 

2021년 빌립보 청지기 명단 
목 회 실 
박동훈(담임) 송영선(원로) 엄일국(목양행정/전도) 오선영(교육) 이태승 (행정/선교/빛과소금)  Jonathan Kim(EC) 김기윤(예배/청년) 
한동욱(KYM 청년) Michelle Oh (Education Pastor) Justin Nam (YM) Stacy Huh (CM) 이경숙 (영유아) 이경수(GEL 무한사랑, 협력) 
황문규(협동목사) 송제오(협동목사, 시니어사역)  
 
목회지원 
임수진(사무실 )  김지형(미디어/IT) 

목회협의회 목양(이성범 임우택 송영태 이병국) 행정(이승학 이현승 권기환 유원석 황세규 손종표 Dan Nelson(EC) 
건축위원회 한성영 최대현 재무부장 빛과소금부장(KC EC)   
Compensation 팀  Ray Fox 최대현 신윤수 재무부장 
행정운영위원회 최대현 한성영 이재엽 
목양 장로 권강현 박춘근 이상택 한성영 김주열(은퇴)         
 
목장 목자/목녀 
1목장 이성범/이혜숙     2목장 임우택/원경희    3목장  강조천/박경민    4목장    
5목장 송영태/송명숙     6목장 김진식/박영미    7목장  소   영/백미정      8목장 윤훈섭/윤근숙 
9목장 이재엽/이은수    10목장 최대현/최성숙   11목장 권강현/권정순   12목장 신윤수/한정란   
13목장 이병국/이수영  14목장 우종만/신희섭   15목장 유원석/유민정   16목장 박춘근/강정숙   

사랑방 목자 
1목장 이성범/이혜숙 박병도/김은숙 홍상권/고경순                                       
2목장 임우택/원경희 손종표/권연옥 노기남/신정연 정영옥 이태숙/고선옥  유두영/정아름 강대기/강순애 (예비) 
3목장 강조천/박경민 김광훈/김미경 장선자 이상기/곽명희 조오숙 오승희/오새아            
4목장 이태훈/이수정  
5목장 송영태/송명숙 김종겸/이지영 안태상/김주현 조성민/박선영  
6목장 김진식/박영미 김현욱/김준화 이현철/김정희 김병율/김성주 김승준/차미영 곽동호/정수원 곽대길/원순희 
7목장 소 영/백미정 김현철/배연선(휴무)  
8목장 이승학/이진 진은수/진혜경 최철호/최미경 김강진/김향숙 노경래/유혜숙 박흥섭/박준화 (대기) 
9목장 이준학/이경선 박재우/박지연 전승현/이보현 이현승/우미영 
10목장 최대현/최성숙 안성은/민정민 임수진 장응만/장화영 이형상/김영미  
11목장 김형표/김경아 안주현/안지원 박일웅/김윤경 신정희2(대기)  
12목장 신윤수/한정란 송계숙/송문석 고경/이순우 이재원1/이정은  
13목장 이병국/이수영 이재원2/이연미 문병찬/이희정 김성수/최현주 김민호/김상임 전상민/김규은                     
14목장 우종만/신희섭 남상흠/서화정 이일희/홍인숙 손범석/손혜수 윤성우/윤승경 호가모/조성연 천종호/정미랑(대기) 
15목장 유원석/유민정 송창열/송세진 김현자                         
16목장 박춘근/강정숙 신태식/신승희 신정윤/신앤지 김미용 권기환/권인선 
 
EC 목장(사랑방) 리더  
1목장 SungYoung / Youngchan Han (James / Kimberly Kennedy, David / Bokyung DeBates / 양숙자 / Young Ju Aldridge / Chong Crandall) 
2목장 Paul / Sunny Yi (Jimmy / Sumi Kim, Gabriel / Ellie Kim,  Tony / Alexis Yoon) 

EC Young Adult/College Ministry Leaders 
Small Group Leaders - Grace Kang, Andy Hwang, Eunjin Park, Jin Chung, Judy Kim, Rachel Kim, Minjee Um 
 
권사 김금순 김미용 이은자 이화숙      
명예 권사 강인숙 곽춘화 김업봉 노영숙 안금옥 우진희 윤정화 이호정 정영옥 조해석 한영숙 홍복희   
 
사역 담당 목회자 / 부장     
예배 – 김기윤 / 이현승    전도 – 엄일국 / 이승학     교육 – 오선영, Michelle Oh / 유원석      빛과 소금 – 이태승 / 황세규       
선교 – 이태승 / 권기환    재무 – 손종표 / 김현자      IT – 송영태 
 
사역 집사     
 
예   배 - 선우정숙 윤해든(찬양대지휘) 정미랑(호산나찬양대) 노경래(시온찬양대) 조만식(찬양팀) 권기상 김지형 박동훈 (미디어) 노성목 
(CD제작) 우미영(챔버) 홍상권(드라마) 이은수(월요어머니기도) 김수미(화요오전중보기도) 성재숙(화요저녁중보기도) 
이인옥(금요심야기도) 안금옥 성재숙(예배중보기도) 심소연 (안내 데스크) 최명희 (아나운서) 
전   도 - 노경래(바나바팀) 김미용(다이아몬드 복음전도) 이병국(축구) 박영민(베드민턴) 김경아(Welcome Team) 이진(새가족환영) 
계진희(하늘편지) 조만식(이벤트팀) 황보철 성재숙(환우심방) 구인모(소그룹전도팀) 



교   육 – 김진식 오승희(장년 제자훈련 TF) 임종수 이상래(장년 제자훈련 행정) 김소리(장년 교육 재정) 정진배 김현태(Discovery) 
박재우(Foundation) 윤훈섭 (형제 만사코디) 박은정(자매 만사코디) 박선영(기획/제자훈련 교재) 안태상(출판/인쇄) 김수미(성경 통독) 
조오숙(빌립보서원) 강연오(영상제작) 백은지(영아부 PTA) 정선영(유아부 PTA) 이연미 (CM PTA) 김윤경(YM PTA) 호가모(KYM PTA) 
강성훈(청년부 지원)  
빛과소금 - 김동수1(건물관리 수리) 김한별(전기) 신제호(주차안내) 김광훈(나눔과섬김) 나형자(장애우) 김명희(의료봉사) 
박창화(조경관리) 이재원2(환경미화, 차량관리) 노유순(친교) 김형표  민덕기(에녹회 차량운행) 이상기(상조부) 이화숙(로이스) 
노유순(사라) 이향숙(한나) 윤진성(루디아) 고수영(에녹회)    
선   교 - 파송/인턴 선교사 송영선 전상훈 김효찬 임지영 김성모(파송), 최연이(파송인턴선교사) 이상택(단기선교) 이서영(선교행정) 
심화연(선교홍보) 천종호(선교기도) 박선영(살람센터여름캠프) 천종호(살람센터 남성사역) 권인선(살람센터 여성사역) 이솔이(청년부 
선교)  황보경(선교카페) 유두영(바나나트리) 김영주(기빙트리)노기남(선교지원) 이상택 임우택(선교정책)                   
재정부 헌금 계수위원 (노기남 남상흠 김득재 김유정 황영성 정강 김상욱 손종표 박준상 강도이 최양숙), 김현자(회계 업무) 
I  T  - 김지형 
E C - Danny Nelson (전도) Paul Yi (선교) David Debates (교육) Scott Harlow (빛과소금) 
  
 
학교사역  
박춘근 (학교 사역부 부장) 미정(유치원) 김주영(한국 학교) 신정연(Summer School) 윤진성(Music & Art) Kimberly Kennedy(문화 교육원), 
최철호 (축구 교실) 
학교 협의회 박춘근 임우택 윤훈섭 이병국 교육 부장 
 
 
2세 사역 교사 / SRB and Small Group Leaders 
영유아부  2부 고경순 이지영 황혜현 
            3부 Mom & I - 이경숙 이정은   영아부 -  김성주 이진화 정미랑 홍지혜 손건희 
                  유아부  이예지 김대영 김영주 김규은 이효진 홍인숙 황정현 홍경진 심다은 임제나 
CM     Kindergarten: Janice Roe / Ashley Kim  1st Grade: Chris Kim / Yunni Kim / Dae In Kim  
                  2nd Grade: Sunny Park / Yong Han 3rd Grade: Minu Kim / Amy Kim / George Huh 

4th Grade: Kiryung Kim / Sunwook An 5th Grade: Doug Kim / Margaret An 
                  AWANA: YJ Woo / Jeanny Pope / Jun Lee / George Huh / Doug Kim 

 
(In-person ministry volunteers: Admin: Ellie Kim / Kyungjoo Han / Katie Kim / Sunyoung Chung  

CM Media/AV: Mark Jeon  CM Worship String Chamber: Sunyoung Cho  
CM Small Group leaders: Gabriel Kim / Tony Yoon)  

 
YM 6학년 Minjee Um / Michelle Oh / Justin Nam    7학년 Andrew Hwang / Rachel Kim 

8학년 Esther Hur / Honjoon Chung   9학년 Megan Lee / Sam Park    
10학년 Hyunsu Cho / Christian Kim / Steven Kim  11학년 Joanna Ihm / Christian Kim / Steven Kim 
12학년 Emma Sunwoo 
Admin: Hon Joon Chung 
 

KYM   이민욱 함태영 문기영 이노아 이은영  
청년부 정현석(회장), 김다미(부회장), 김대영(제자교육), 이솔이(선교), 최지원(청지기), 홍희진(친교) 
사랑방/사역리더 강성훈 김의영 이동준 신미경 이도연 이민철 유선영 유지나 김덕준 유재영 김상유 권순우 유예랑 김다올 강연오  
 
 
* 기타 - 전에 임명받고 봉사했던 사역 /목양 집사, 청지기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요한계시록 Revelation 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