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 소식 

    목양/사랑방
•  5월 목양모임  5/1(오늘) 2PM 친교실, 대상: 목장목자

    예배공동체
•  헌아례 신청 및 부모교육 안내 
  - 헌아례: 5/29(주일) 3부 예배시; 부모교육: 5/22(주일) 8PM Zoom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함께하는 기도회 5/12(목) 7:30PM  본당 교회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원하시는 성도님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공동체
•  빌립보 유소년 축구교실 모집  대상: 6세~18세, 교회 운동장  
    - 기간: 5/14(토)~9/30(금)  9AM~11AM
    - 회비: $200( 신청서 접수비:$20 별도)
    - 등록: 5/1(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나 QR 코드를 통해 신청
     *문의: 이병국 집사 (443.472.7628) 최철호 집사 (443.756.1602)

    교육공동체
•  5월 생명의 삶이 입고되었습니다. 교회정문 또는 빌립보서원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  2022 상반기 제자훈련 등록 5/8(다음주일)까지
(1) 37기 디스커버리:  제자훈련 첫단계입니다. 새가족 및 기존 성도님들  
       중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 (개강: 5/10, 6주 과정)  
(2) 33기 파운데이션: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대해 훈련하기 원하시는 분. (개강: 5/10, 8주 과정)
(3) 만나며 사랑하며: 만사섬김이와 일대일로 매칭되면 언제든지 시작

    빛과소금공동체   
• 2022 빌립보 여성수련회 등록  6/17(금) ~18(토)  장소 : 빌립보 교회 
  - 등록: 5/1(오늘)~6/5(주일) 원활한 준비를 위해 조기등록(5월 중)을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 $20, 1부, 3부 예배후 도서관 앞에서 현장 등록 및 납부, 온라인 등록시 
     참가비는 Check로 5/30까지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진혜경 (410.598.3124/카톡과 문자만 가능) 

    선교공동체
• 우크라이나 특별 헌금 5/1(오늘)까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 Into Worship  5/5(목) 8:30 PM

    CM/영유아부
• VBS 2022 "Monumental"  5/1(오늘)까지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
  - 일시: 6/27(월)~7/1(금) 9AM~12:30PM (간단한 간식 제공)
  - 대상 :K~5학년/유아부(2016년생~2018/9/1생까지-선착순 60명:등록비 완납자)
  - 등록비 현장접수:  $ 50(per student), 5/1(오늘), 5/8(다음주일) 10AM~1:30PM

    영유아부
• 5월 공과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5/8(다음주일)까지 픽업
  가정에서 온라인(Youtube)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만 가져 가시면 됩니다.

제자훈련

축구교실



 수요 예배 (7:30pm)

말씀
성경적 삶의 비결

부족함이 없는 삶
빌 4:11~19

송제오 목사

 주일 예배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기도

헌금봉헌

교회소식

오늘의 말씀

찬송*

축도*

다같이

사도신경

윤훈섭 목자

다같이

영상광고

인생의 숨통이 트이려면
신 8:1~6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김기윤 목사

다같이

다같이

영상광고

인생의 숨통이 트이려면
신 8:1~6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김기윤 목사

1부  예배  (8:15am) 3부  예배  (11:45am)   한국어 예배

2부 영어예배 (10:15am) 4부 청년예배 (2:00pm)

인생의 숨통이 트이려면
신 8:1~6

Qualities of Kindness
Galatians 5:22~26

Pastor Justin Nam 김기윤 목사

설교: 김기윤 목사

*표에 일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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