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 소식   

    목양/사랑방
• 4월 목양모임  4/3(오늘) 2PM 친교실, 대상: 목장 목자/목녀

    교육공동체
• 4월 생명의 삶이 준비되었습니다. 
  빌립보서원 또는 교회정문 입구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빛과소금공동체
• 여성수련회  6/17(금)~18(토) 장소: 교회
  강사: 박신일 목사(캐나다 벤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유수미 선교사(국제 YWAM 상담 강사,미국 코스타 강사) 
  *추후에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을 공지합니다. 문의: 김구민 목사(267.339.2018)
• 여성수련회 준비팀 모임: 4/ 5(화) 7:30PM, 대상: 2022 여성수련회 준비팀
   장소: 회의실  문의: 김구민 목사(267.339.2018)

    선교공동체
•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5/2(월)까지 기도책자를 통해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특별 헌금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헌금은 구호단체와 현장선교사님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 Into Worship  4/7(목) 8:30pm 본당

    YM
• 2022 Summer Retreat Survey 4/10(다음주일)까지
   YM 여름 수련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다.

    CM
• CM AWANA Session 2 등록
  - 일시: 4/24(주일)~6/12(주일) 10:15~11:30AM
  - 등록기간: 4/10(다음주일)까지 선착순 마감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부
• 4월 공과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Youtube)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만 가져 가시면 됩니다. 4/3(오늘)까지 교회 정문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
•빌립보 교회 시설을 관리하실 분을 찾습니다.
 주중 20시간 근무,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이태승 목사 (443.699.8522)

  



 수요 예배 (7:30pm)

말씀 푯대를 향한 결심
스 7:6-10

오선영 전도사

 주일 예배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기도

헌금봉헌

교회소식

오늘의 말씀

찬송*

축도*

다같이

사도신경

강조천 목자

다같이

영상광고

<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7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박동훈 목사

다같이

다같이

영상광고

<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7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박동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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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영어예배 (10:15am) 4부 청년예배 (2:00pm)

<변화를 받으라>

변화시키시는 이유
출 3:1~12

 <Dwelling Place for God>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Ephesians 2:1~10

Pastor David L. Park 김기윤 목사

설교: 박동훈 목사

*표에 일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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