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8권 14호                                                            2021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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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 목사                           박동훈 목사   

         청년 예배 설교 한동욱 전도사 

한국어 예배 (오전 8:15)  

경배와 찬양*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도 이성범 목자 

교회소식 영상광고 

헌금봉헌 다같이 

오늘의 말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부활의 능력 

빌 4:4~9; 시 16:8~11 

찬송* 주님께 영광 

축도* 박동훈 목사 

가정 예배 (오전 11:45) 

경배와 찬양* 다같이 

헌금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영상광고 

오늘의 말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부활의 능력 

빌 4:4~9; 시 16:8~11 

찬송*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마침기도 박동훈 목사 

* 표에 일어서서 

공지사항 및 교회소식 

  

 주일 현장예배 참석 순서  

  4/4 & 4/18 : 1~4 & 13~16 목장, 4/11 & 4/25: 5~12 목장 

 

 

 

 

 

예배공동체 

 호산나(1부) 성가대 반주자로 섬겨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이현승 예배부장 (301.452.7053) 

 

 

 

교육공동체 

 생명의 삶 4월호가 입고되었습니다. 교회입구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선교공동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금식기도를 하는 라마단 기간(4/13~5/12)에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교회 정문에서 4/4(오늘)부터 픽업하실 수 있으니 함

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Into Worship  4/8(목) 8:30PM 현장/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예배 (오후 2:00)  

“부활” 그것이 궁금하다 

고전 15:12~19 

수요 예배 (오후 7:30)  

바울의 삶의 비결 

빌 4:10~20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월(4/5) 화(4/6) 수(4/7) 목(4/8) 금(4/9) 토(4/10) 

말

씀 

이경수 

목사 

한동욱 

전도사 

김구민 

목사 

김기윤 

목사 

이태승 

목사 

엄일국 

목사 

본

문 
출 

1:1~14 
출 

1:15~22 
출 

2:1~10 
출 

2:11~25 
출 

3:1~12 
출 

3:13~22 

주일 새벽 4/11 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 

출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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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26.50 선교약정          $1,028.11 도서비                 $74.00 

주정             $8,061.27 선교지정          $4,100.00 차 세대 헌금      $5,000.00        

주일             $217.71 선교총액          $5,128.11             

감사             $2,138.46 건축약정          $260.00  

  기타헌금총액      $5,074.00 

일반총액      $40,543.94 건축총액          $260.00 총 헌금총액     $51,006.05 

2021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18,369.14 

2021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8,528.02 

2021년 현재 총 입금 누계 $514,176.10 

2021년 현재 총 지출 누계 $510,888.98 

건축헌금 약정액 $0.00 

건축약정 헌금액 $4,555,760.64 

* 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CM 

 CM 부활 벽화 신청하신 가정들은 4/4(오늘)까지 교회 로비에 비치된 박스에 완성된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CM Zoom schedule 

   4/4  CM Small Group Zoom 2:30PM 

   4/11  Free time 

   4/18 CM Praise Team Zoom 2:30PM 

   4/25 CM Story time Zoom 2:30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