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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길 때 주시는 감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
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하
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
랍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

지난 9회 머슴교회세미나에서 섬기셨던 성도님들의 감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직접 그분들을 뵙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언제 그분들을 위
해 기도할수 있겠어요?”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이

“큐티나눔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오던 한분 한 분을 알아가고, 매일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빌립보 지체

있습니다.

들이 화목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민박은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지치셨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날 그날 은혜로왔던

주일예배

것을 나눠주셨던 모습과 은혜가 저희에게까지 흘러 넘쳤어요.”

설교 박동훈 목사

“참여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경주하는 삶을 나눌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걸 알게 되어 더
욱 공감대가 생기고 지역 목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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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의 모든 목회실과 성도님들이 함께 어울어져 섬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사모님들께
서 준비하시고 마무리 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시간을 내어 솔선수범 하시며 섬기시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응원(힘)이 되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섬김을 하게 된 동기를 알게 되어서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이번 세미나를 위해 한국에서 음식으로 섬기러 오신 집사님의 고백)”
“우리들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섬길 수 있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다 알수 없지만, 가
까이서 알아가는게 좋았어요. 우리 빌립보 청년님들 화이팅.”

[Back to Basics 시리즈}

오늘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
마 4:18~22

[Back to Basics 시리즈}

오늘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
마 4:18~22

찬송*

기찬 554장

축도*

박동훈 목사

“사랑방 식구들이 모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방에 모여 주어 감사했고 오신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시
는 모습에 더욱 은혜 받았습니다. 강의/찬양을 실시간 YouTube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섬김이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등록을 도우며 오시는 참
가자들을 미리알고 진정 반갑게 맞을수 있어좋았어요. 저도 뭔가 할 수 있슴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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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일어서서

“제가 라이드 해 드린 분들과 사랑방 참가하신 분들과 주안에서 깊은 나눔 참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딱히 초대하는 분이 없었지만, 소개된 분을 알고 기도하며 수넴 헌금을 드릴수 있어서
더욱 친밀했던 느낌이었어요(주님과 저만의 비밀스러움 ㅎㅎ)”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 떠온 하인들 처럼 언제나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표에 일어서서

* 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큰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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