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 소식   
 
    전도공동체
•  한국학교 여름캠프 등록 5/1(주일)까지 
   - 기간: 6/27(월)~7/1(금), 12:30~4:30 PM
   - 대상: K~10th(선착순 60명)
    교회 홈페이지나 QR 코드를 통해 신청
     *문의: 김주영 (410.541.6005)  

    빛과소금공동체
•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달걀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후 한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2022 빌립보 여성수련회 등록 
  - 일시 : 6/17(금) ~18(토)  장소 : 빌립보 교회 
  - 등록방법: 교회 홈페이지, QR코드 또는 교회접수처에서 등록
  - 참가비: $ 20, 온라인 등록시 참가비는 Check로 5월30일까지 교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5월 한달간 1부,3부 예배후 도서관 앞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주소: Church of Philippi, Attn: 여성수련회
                      7422 Race Rd. 
                      Hanover MD 21076
            Payable to: CP (or Church of Philippi)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M
• CM 미디어팀에서 함께 섬기실 분을 모십니다. 문의: 강연오 팀장(443.980.1222)

• VBS 2022 "Monumental"  5/1(주일)까지 신청
  - 일시: 6/27(월)~7/1(금) 9AM~12:30PM (간단한 간식 제공)
  - 등록비: $ 50(per student)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
  - 등록비 현장접수:  5/1(주일), 5/8(주일) 10AM~1:30PM

    영유아부
•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VBS) 주제: Monumental
  - 일시:6/27(월)~7/1(금)  9AM~12:30PM (간식 제공)
  - 대상 :유아부(2016년생부터~2018.9월 1일생까지)-선착순 60명(등록비 완납자)
  - 등록비: $50(per student) 홈페이지 또는 위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    
  - 등록비 현장접수:  5/1(주일), 5/8(주일) 10AM~1:30PM

• 2022년 유아부 VBS 영상찬양팀을 모집합니다.
  - 대상:유아부, CM , YM 
  - 촬영:5/21(토요일 오전)과 5/28(토요일 오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이경숙 전도사(240-381-7333)

• 영유아부 현장예배에서 섬겨주실 선생님을 모십니다.
   3부예배(11:45Am) 맘앤아이: 2명, 영아부:1명,유아부:1명
    

VBS Link

한글학교 VBS



 수요 예배 (7:30pm)

말씀 "예배의 본질"
창 22:1~18

엄일국 목사

 주일 예배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기도

헌금봉헌

교회소식

오늘의 말씀

찬송*

축도*

다같이

사도신경

이현철 목자

다같이

영상광고

< 부활절 예배 >

부활의 새 생명과 산 소망

벧전 1:3~7

무덤에 머물러

박동훈 목사

다같이

다같이

영상광고

< 부활절 연합 예배 >

부활의 새 생명과 산 소망

벧전 1:3~7

Hosanna

박동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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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영어예배 (10:15am) 4부 청년예배 (2:00pm)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20:19~29

 <Resurrection Sunday>

A Brand-New Life Full of Hope

1 Peter 1:3~7

Pastor David L. Park 김기윤 목사

설교: 박동훈 목사

*표에 일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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