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2021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2021년 현재 총 입금 누계 

2021년 현재 총 지출 누계 

$37,698.95

$ 2,164,871.59

$ 2,161,418.88

건축약정 헌금액 $4,584,931.57

$ 100,070.61

* 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십일조 

주정 

주일

감사

$ 12,052.17

$ 50.00

$ 16,198.76

일반총액 $ 53,266.20

$ 24,781.27 선교약정

선교지정

선교총액

건축약정 

$ 4,092.80

$ 5,768.42

$ 953.30

건축총액 $ 953.30

$ 1,675.62

기타헌금총액 $ 10,476.50

총 헌금총액 $ 70,464.42

 지난 주 헌금 통계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말씀

본문

주일 새벽 12/26 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 

욥  39:5~30

월(12/20)

오선영 
전도사 

욥
37:14~24

욥
38:1~21

김기윤 
목사

화(12/21) 

엄일국
목사

욥
38:22~38

 

수(12/22)

김구민
목사

욥
38:39~39:4

목(12/23)

이태승
목사

사
11:1~9

금(12/24) 토(12/25)

가정에서

요
1:9~18

크리스마스 $ 100.00

YM
KYM

$ 79.00
$ 00

CM
영유아부

$ 40.00
$ 65.00

$ 20.00도서비

$10,356.50빌립보유치원
빌립보교회 목회실 소개 

담임

목양/전도 

예배/청년 

선교/행정

사무실

파송선교사

한어중고등부/청년 

영아/유아부

장년교육/만사 인

중고등부/YM 

음향/IT 

협동목사

박동훈 목사  david.park@churchofphilippi.org

엄일국 목사  ilkuk.eom@churchofphilippi.org

김기윤 목사   giyoun.kim@churchofphilippi.org

김희숙   office@churchofphilippi.org 

이태승 목사   taeseung.lee@churchofphilippi.org

송영선&송순옥   /  전상훈&전경숙    /  김효찬&김순복

김성모&김아영   /  임ㅇㅇ(파키스탄)  /  최연이    

Jim & Kimberly Kennedy

한동욱 전도사  dongwook.hahn@churchofphilippi.org

이경숙 전도사  kyoungsook.lee@churchofphilippi.org

오선영 전도사  sunyoung.oh@churchofphilippi.org

Justin Nam 전도사  justin.nam@churchofphilippi.org

김지형   jihyung.kim@churchofphilippi.org 

김영미 전도사 preschool@churchofphilippi.org유치원

황문규 / 송제오 (시니어사역) 

상담/빛과 소금 김구민 목사   goomin.kim@churchofphilippi.org

빌립보교회 정기 온라인 모임 안내

주일모임

1부 예배ㅣ한국어 8:15 AM 

2부 예배ㅣ영어 

CMㅣ

CM 사랑방ㅣ매달 첫 주 

3부 예배ㅣ한국어 

4부 예배ㅣ청년 

10:15 AM

11:45 AM 

11:45 AM

2:00 PM

영유아부 l  

제자훈련 주일/주중

주중모임

새벽기도ㅣYoutube 월/토 6:00 AM

수요예배ㅣYoutube

YM 금요모임 l 

중보기도

AWANA l Zoom

수 7:30 PM 

금 7:30 PM

월 8 PM / 화 10 AM 
화 7:30 PM / 금 9 PM 

수 6:45 PM

YM QT sharing l 화, 목 4 PM 

KYM 사역모임ㅣ

사랑방모임

KYM 전체사랑방ㅣ

한국학교 l Zoom

각 사랑방별

매월 2,3,4주 

매 달 마지막토 2PM

매 주 금 , 토

저학년 2:30 PM
고학년 3:30 PM

한어중고등부ㅣ 11:45 AM

YMㅣ 11:45 AM 

11:45 AM 

7422 Race Rd. Hanover, MD 21076
Tel. 410.579.1555   |   Fax. 410.579.1559

Philippichurch@gmail.com | www.kacp.org

202112월 19일



             설 교

      이태승 목사 (1부/3부예배) 

      이태승 목사 (청년 예배) 

주 일 예 배

3부 예배 (오전 11:45) 

경배와 찬양* 

헌금봉헌*

축도*

교회소식

오늘의 말씀

다같이

다같이

      

           박동훈 목사          

  영상광고

1부 예배 (오전 8:15)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헌금봉헌

오늘의 말씀

기도

교회소식

찬송*

축도*

다같이

사도신경

다같이

송영태 목자

영상광고

부르신 곳에서

박동훈 목사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

엡 3:1~13

수요예배

               설 교

김성모 선교사

찬송* 부르신 곳에서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

엡 3:1~13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 28권 51호 2021년 12월 19일

* 표에 일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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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립보교회 홈페이지 (churchofphilippi.org) 새교우 방문 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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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일국 목사, 714.397.0857)

공지사항

 • 12/19(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시, 성탄주일 특별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 트리사진 이벤트
  19일, 25일,26일 3일간 로비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가족 또는 교우들과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의 구글폼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탄절, 송구영신, 새해 첫 예배 안내
  성탄절예배 12/25(토) 10AM,  송구영신예배 & 성찬식 12/31토(금) 11PM
  12/25(토) 새벽예배와 새해 첫 예배는 없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헌금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안내데스크 양식 또는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Covid-19관련 공지사항
  1. 교회 방문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확진 및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신 경우, 열흘간 또는 PCR 음성판정을 받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공동체

•  2022 주일 찬양팀 모집 분야: 남녀싱어, 드럼, 기타(일렉), 키보드 

   문의: 조만식 찬양팀장(443.202.6393)

교육공동체

• 빌립보서원 도서입고 안내

제자훈련 선택과정 중 하나인 [파노라마2-선지서]를 섬기시는 김진식 목자님이 쓰신

“선지서를 꼭 읽어야 하나요?”(쿰란출판사, 김진식 지음) 책이 입고되었습니다.

2022 상반기 제자훈련부터 교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회 소식

  수요 예배 (오후 7:30) 청년 예배 (오후 2:00)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

엡 3:1~13

 김성모 선교사 
- 만사인 선교보고 -

교육공동체

• 34기 디스커버리(11/9-12/14) 수료자 명단

 남동석, 백근필/백혜란, 김백만/신혜은, 김자영, 박승영/권혜원, 최선경, 안영민/최미영,

 조호정, 차영희 (총 13명)

• 제자훈련 등록 및 개강

 1. 35기 디스커버리 개강: 1/11(화)~2/15(화) 6주 과정

 2. 31기 파운데이션 개강: 1/9 (주일)~2/27(주일) 8주 과정

  주일 오전반 1/9(주일) 개강, 화요 저녁반 1/11(화) 개강, 

  수요 오전반 1/12(수) 개강

 3. 만사: 상시 등록 가능

 4. 제자훈련 등록: 1/4(화)까지

 *교회 안내데스크 및 링크를 통해 등록 가능

• 2022 제 11차 모세오경 (총 10주) 성경통독 안내 

 등록기간 : 12/19(오늘) ~ 12/26(다음주일)

 통독기간 : 1/2/2022(주일) ~ 3/12/2022(토) 

 CGN TV에서 제작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와 병행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 성경통독 

 등록링크에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빛과소금공동체

• 에녹회 총회 및 1월 생신 잔치

 일시: 2022년 1월 2일(주일) 오전10시 장소:교회 친교실

 *70세 이상 에녹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문의:송제오 목사 (480)628-9197

선교공동체

• 선교의 달

   주제: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선교)

•  파키스탄의 탄크병원을 위한 펀드레이징 

   주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살람센터 난민가족을 위한 생필품 도네이션  12/19(오늘)까지 

청년부

•  예사나  12/24(금) 7pm @GYM   

YM

•  YM 겨울 컨퍼런스 12/19(오늘)까지 등록

   일시: 12/27(월) ~28(화)

영유아부

•  1월 공과활동지와 크리스마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26(다음주일) 까지 교회 정문 앞에서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링크

모세오경링크

YM컨퍼런스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