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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정기 모임 안내
주일모임

1부 예배ㅣ한국어 8:15 AM 

2부 예배ㅣ영어 

CMㅣ 

3부 예배ㅣ한국어 

4부 예배ㅣ청년 

10:15 AM

11:45 AM 

11:45 AM

2:00 PM

영유아부ㅣ Youtube

주중모임

새벽기도ㅣ 월/토 6:00 AM

수요예배ㅣ

YM 금요모임 l 

중보기도

AWANA l 

수 7:30 PM 

금 7:30 PM

월 8 PM / 화 10 AM 
화 7:30 PM / 금 9 PM 

 10: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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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중고등부ㅣ 11:45 AM

YMㅣ 11:45 AM 

11:45 AM 

YM 수요저녁예배 l 수 7:3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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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영 전도사, 203-435-5881)
오선영 전도사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2022 상반기 제자훈련 수료식에 즈음하여 >

  요즘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있나요? 저의 경우는 ‘그리

스도를 아는 냄새'(고후 2:14),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후 3:2), 

‘새 언약의 일꾼'(고후 3:6), ‘보배를 가진 질그릇'(고후 4:7),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후 7:10) 등입니다. 이 단어들이 저의 기억 속에 새겨진 

이유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고후 5:14)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에게 그 단어들에 집중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2년여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진 업종에서는 AI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변화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직종

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을 AI가 대체해 갈 것입니다.

 육체적인 안전, 사회적인 안전, 경제적인 안전, 국가적인 안전 등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

하려고 들자면, 쉬지않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선포합니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떠나 배에 오르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 결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마가는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말씀에서 멀어진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자 숫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6(화)에 시작되는 2022 하반기 제자훈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목회 칼럼 



Lo공동체 소식

     공지사항
• 3부 가족예배 7/31(다음주일) 3부예배는 가족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 도어락 잠금장치 시스템 설치 7/25(월)부터 교회 정문, 후문에 도어락 잠금 장치
  시스템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비지니스 아워 이후에는 필히 사역팀은 사전에 담당 
  목회진과 연락하셔서 부여한 비밀번호를 받아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여중인 
  출입키 및 마스터키로는 출입이 불가능하오니 열쇠를 사무실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실동정
• Justin Nam 전도사 정기휴가 7/26(화)~7/31(주일) 

    교우동정
• 소천 고 권영희 권사(3목장 조오숙 목자 모친) 7/16(토) 향년 93세 소천,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공동체
• 찬양 팀원 모집 1부 또는 3부 예배에 드럼으로 함께 섬기실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조만식 팀장(443.202.6393)

    전도공동체
• 한국학교 정교사&보조교사 모집 보조교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정교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학교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김주영 교감(philippikoreanschool@gmail.com)

    교육공동체
• 선지서 성경통독 7/24(오늘)까지 등록 7/31(다음주일)부터 ‘선지서
  (총11주)’ 성경통독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를 통해 등록바랍니다.  * 문의 : 김수미 집사 (301-592-7404)
    
    선교공동체
• 전상훈 선교사 7/27(수)에 에티오피아 사역을 위해  출국하십니다. 

    청년부
• 전체사랑방 7/24(오늘) 4부 예배후 @ GYM
• 청년부 수련회 8/5(금)~7(주일) 장소: 에즈라 기도원,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KYM
• KYM 수련회 7/29(금)~31(다음주일), 7/29(금) 1시까지 소예배실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영유아부
• 영유아부 8월 공과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만 가져 가시면 
  됩니다. 7/30(토)~8/14(주일)까지 교회정문 앞 테이블에서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 교사모집: 대학졸업 이상자인 세례교인으로서 교사 경력이 있거나 어린이를 사랑하고 
  책임감있고 성실한 풀타임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구함 (영어, 한국어 이중언어자 우대)
   - 근무시간: 8:30 am -5:00 pm (월~금)
   - 전형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한통 (서류면접후 인터뷰)
   - Contact: preschool@churchofphilippi.org 혹은 443.474.9191

 새벽기도회 (6:00am)

오선영
전도사

고후
10:1~11

월(7/25) 화(7/26) 수(7/27) 목(7/28) 금(7/29) 토(7/30) 주일(7/31)

김효찬
선교사

고후
10:12~18

한동욱
전도사

고후
11:1~15

이태승
목사

고후
11:16~33

David Kim
목사

고후
12:1~10

김기윤
목사

고후
12:11~21

각자의
처소에서

고후
13:1~13

 지난 주 헌금 통계 

2022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2022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2022년 현재 총 입금 누계 

2022년 현재 총 지출 누계 

$ 16,006.77

$ 1,356,311.46

$ 1,321,413.92

$ 34,451.26

* 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십일조 

주정 

주일

감사

$ 5,509.38

$ 0.00

$ 1,470.00

일반총액 $ 33,227.10

$ 23,957.11 선교약정

선교지정

건축약정 

$ 425.00

$ 170.00

건축총액 $ 170.00

$ 940.81

기타헌금총액 $ 10,723.00

총 헌금총액 $ 45,485.91

YM
KYM

$ 104.00
$ 120.00

CM
영유아부

$ 129.00
$ 87.00

EM
청년부

$885.61
$ 965.00

선교총액 $ 1,365.81

$ 28.00도서비

$ 7,240.00YM retreat

$ 1,300.00KYM retreat

$ 2,155.00한국학교

 1부 기도순서 수요 예배 (7:30pm)

말씀 억눌린 삶의 비상구 김기윤 목사삿 3:31

    다음주일 1부기도: 윤훈섭 목자
    (8/7 이재엽 목자    8/14  최대현 목자   8/21 권강현 장로)

행복
- 호산나 성가대 -

❖

그 이름 예수
- 시온 성가대 -

4부 청년예배 (2:00pm)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말씀(2)
김기윤 목사딤후 4:1~5

설교

2부 영어예배 (10:15am)

A House of Mercy Pastor David Kim

설교

John 5:1-9

 주일 예배 2022년 7월 24일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기도

헌금봉헌

교회소식

오늘의 말씀

찬송*

축도*

다같이

다같이

소 영 목자

다같이

영상광고

[회복 시리즈]

믿음의 회복: 권리포기
갈 2:20

내가 주인 삼은

김구민 목사

다같이

다같이

영상광고

[회복 시리즈]

믿음의 회복: 권리포기
갈 2:20

내가 주인 삼은

김구민 목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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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김구민 목사

*표에 일어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