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월 (11/5)

화(11/6)

수(11/7)

목(11/8)

금(11/9)

토(11/10)

말
씀

김기윤
전도사

한동욱
전도사

엄일국
목사

김성모
목사

윤주성
목사

알바니아
선교보고

본
문

대하
8:1~16

대하
8:17~9:12

대하
9:13~31

대하
10:1~11

대하
10:12~19

대하
11:1~12

주일 새벽 11/11 각자의 처소에서 드립니다
대하 11:13~23

교회 소식
“빌립보교회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
→
→
→
→

·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을 연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전도 공동체
1세 한인교회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교육 공동체
한인사회와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연결하는 빛과소금 공동체
빌립보 공동체와 땅끝을 연결하는 선교 공동체
사랑방 연결/긴급 심방 요청/구원의 확신과 영접에 대한 전도가 필요하신 분
들은 엄일국 목사님(714.397.0857)께 연락주세요.

등록 / 환영 저희 교회를 방문, 혹은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 헌금 통계
십일조
주정

등록 : 이소현/이성직 (스스로)

$21,845.23
선교약정
$7,770.00

도서
$915.00
AWANA

$340.00
$3,550.00

주일

$1,063.60 선교지정

$200.00 창립기념

$10,152.00

감사

$1,645.00 선교헌금총액

$1,115.00 머슴교회

$1,297.55

EC

$1,812.00 건축약정

청년

$1,281.00

일반총액

$35,416.83 건축헌금총액

$1,195.00 유치원

방문 :

토요 새벽 다과준비
11/10

최철호/최미경

11/17

윤훈섭/윤근숙, 김강진/김향숙

11/24

손범석/손혜수, 호가모/조성연

12/1

이일희/홍인숙

$2,135.00

기타헌금총액
$1,195.00 총 헌금총액

$17,474.55
$55,201.38

주일 친교 봉사
11/4
11/18

2018년 현재 선교헌금 누계

$96,203.91

2018년 현재 건축헌금 누계

$69,732.00

청년부

11/11

추수감사 1,2,3,16목장

EC

11/25

6목장

주일 봉헌위원 / 기도 11월 : 1목장 11/11 1부 예배 기도 한성영 장로
주일 안내 봉사 11월 : 1목장 / 11/4 & 11/11 1부-김주열 김금순 조덕규 조춘심
3부-이성범 이혜숙

2018년 현재 총 입금 누계

$2,445,363.34

2018년 현재 총 지출 누계

$2,444,951.87

11월 교회 일정

건축헌금 약정액

$98,450.00

건축약정 헌금액

$4,389,587.63

11/7(수)

세례식

11/10(토)

난민 사역 설명회

11/11(주일)

20기 디스커버리 개강

11/4/2018

2018 하반기
세례식

일시 : 11/7(수) 수요예배 시
주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세례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

Baptism Night 다. 문의 : KM, YM, KYM, 청년부 담당 사역자
11/11(다음주일) 10AM 세미나실
대상 : 빌립보교회에 오신 새교우 및 디스커버리 재수강을

20기

원하시는 누구나

디스커버리 개강 내용 : 복음/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 교인 등록 후 정교
인이 되는 과정. 안내데스크에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오승희 부장 (801.949.9368), 오선영 전도사

▪ 한나회 (50대 여성 모임) 모임 11/4(오늘) 3부 예배 후 Room 2
▪ 독감예방 접종 (Flu Shot) 11/11(다음주일) 1, 3부 예배 후. 로비. $20/인
선교공동체
▪ GCA 선교 컨퍼런스 11/5(월) 까지 참사랑교회(MD). 이디오피아 아파르 부족 사역에
대해 현지 사역자들을 통한 선교보고 입니다. 문의 : 전상훈 선교사 (240.374.9220)
▪ 샬람센터 자원봉사자 모임 11/10(토) 10AM 소예배실
볼티모어에 정착한 무슬림 난민 가족들을 섬기는 사역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와 준비모임을 갖습니다. YM, KYM, EC, 청년부, 장년 모두 환영합니다.
강사 : Pat Hatch (Refugee and Immigrant Ministry Director)
▪ 브라질 머슴교회 세미나
일정 : 11/19(월)-22(목)
장소 : 마나우스 (아마존 입구 도시), 강사 : 송영선, 송순옥 선교사 부부

공지사항
▪ Samaritan’s Purse Operaiton Christmas Child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어려운 환경에

▪ 베트남 머슴교회 세미나 (1/14~1/19/2019)
베트남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첫 머슴교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베트남 교회들을 건강

있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동참 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게 세우는 선교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들은 주보 간지를 참조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성모 목사 (410.336.2021)

교우동정

청년

▪ 득남 김세현/나연정 가정 (5목장 김종겸/김지영 사랑방) 김정현(Jay Junghyun Kim)

▪ 전체 사랑방-가을 운동회 11/11(다음주일) 청년부 예배 후, 체육관

10/29(월)생. 축하합니다.
▪ 득남 장택진/장쥴리 가정 (10목장 안성은/민정민 사랑방) 장레오(Leo Jang)
10/30(화)생. 축하합니다.

YM
▪ 겨울 수련회 안내
일시 : 12/27(목)~29(토), 장소 : Black Rock Retreat Center

빛과소금공동체

주제 : 한 가지 일 (시편 27편), 회비 : $100/person,

▪ 식당청소 및 물품재고 정리를 위해 각 부서에서 쓰시던 양념이나 물건을 11/11(다음

등록 : 11/4(오늘) 부터 체육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과 회비 납부는 체육관

주일) 까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조덕규 부장 (443.254.8837)
▪ 주차부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에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양과 기도의 밤 11/9(금) 7:30PM 체육관

1. 교회 내 차량속도는 15마일 이내로 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 및 정차시에는 비상등 또는 방향등을 먼저 켜 주시기 바랍니다.

CM

3. Reserve parking zone에는 노약자, 임산부, 몸이 불편하신 분 또는 3살 이하의 어

▪ 독서의 달 11월 한달을 CM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의 달로 보냅니다. 도서실에 100권

린이 탑승차랑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녹회 11월 생신축하 및 단풍놀이 야외예배
11/4(오늘) 10AM, Jessup Dorsey Park

이상의 기독교 어린이 서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한달간 CM 자녀들 중에 4권
이상을 읽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 선물이 준비 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K-2학년 학부모 세미나 11/11(다음주일) 2:30-4:00PM

*9:45AM (1부 예배후) 교회 식당 앞에서 교회밴으로 출발합니다.

장소 : CM 예배실 (Child care : 영아부실), 인도 : Stacy Huh 전도사

문의 : 이영희 회장 (410.340.5667)

(* 3-5학년 학부모 세니마는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로이스회 (70대 여성 모임) 모임 11/4(오늘) 3부 예배 후 이화숙 권사댁
문의 : 김숙이 회장 (443.820.8879)
▪ 사라회 (60대 여성 모임) 모임 11/4(오늘) 3부 예배 후 Room 1

지역사회
▪ MD기독합창단 정기 연주회 11/4(오늘) 6:30PM 빌립보교회 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