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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교회 사랑방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
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하

2년전 브라질 아마존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신학교를 섬기는 한 한인 선교사님이

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

갑자기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 목자님! 제가 지금 빌립보교회 “머슴교회” 책을 브

랍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

라질 교회들을 위해 포루트칼어로 번역을 하는데 한가지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있어 힘들어 하는데 혹시 물어봐도 좋을까요? 사랑방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솔
직하게 삶을 나눈다고 하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것이 실제로도 진짜인가요?” 브라

주일예배

질 선교사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예?..맞아요..책 내용대로 저희 사랑방에서도 진실

설교 박동훈 목사

된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래요?..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되네요!” 하셨고 그 선교사님이 그 해 머슴교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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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해에 번역된 “머슴교회” 책을 가지고 그곳 신학교에서 현지인 목회자를 상
동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 부부와 저희 선교팀은 일정을 마치고 저녁시간에 자연
스럽게 사랑방 모임과 같이 서로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 사랑방의 이런 모습들을 당연시 여기고 별로 특별하다고 느
끼지 못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선교지에서 빌립보교회 사랑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안에서 성도들간의 진실한 삶의 나눔과 간증을 어느 신앙 책 속의 이론적
인 내용으로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구나 생각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찬송*

모습을 보시고는 이해를 하시고 머슴교회 책의 번역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대로 머슴교회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 기간 중에 신학교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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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석하셔서 한 사랑방을 참관하신 후 사랑방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진실된 나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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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일어서서

빌립보교회 사랑방은 성도들 간의 단순 친목모임이 아닌 작은 교회입니다. 사랑방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어, 예배, 찬양, 말씀, 간증, 기도, 친교, 전도와 선교가 있
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빈의자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성도들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사랑방을 통하여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 표에 일어서서

없이 묵묵히 목원들을 섬기는 사랑방 목자, 목녀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 귀한 사역
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교회 사랑방은 나의 가장 힘든 부분도 내어놓

* 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을 수 있는 안전한 처소입니다” 한 성도님이 하신 이 고백이 빌립보 모든 사랑방의

수요예배
골로새서 강해

골 1:24~29

김기윤 전도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사랑방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
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8목장을 섬기는 윤훈섭 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