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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히 보시는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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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 교회가 창립한 지 25년이 되었고 제가 취임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

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

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더욱 친근함을 느끼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랍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규모가 적지 않다 보니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여전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여러모로 노력했건만 요즈음은 제 한계를 직
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모든

창립 기념 주일 예배
Worship for Anniversary

설교 박동훈 목사
Sermon Rev. David Park

성도로 하여금 저와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전립선 조직검사 후에 염증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회복
기간이 길어졌을 때 빌립보 가족이 주님과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깊이

1, 3부 (오전 8:15, 11:45)
경배와 찬양* Praises

다같이 All together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성찬식 Communion

다같이 All together

헌금봉헌 Offering

헌금특송 Song for Offering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건강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
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헤세드)이 영원하도다” 라는
찬양을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과 상황들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
님께서 음부의 권세들이 대적한 바로 그곳에 브라가(송축) 골짜기를 준비하셨다
는 역대하 20:26절 말씀(주일 설교 2018.10.07)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전능자의 은
밀한 곳에서(마 6:5-6) 주의 눈을 바라보며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새로운 돌파들을 향하여

‘시선’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눈’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그와 대화하는

Toward New Breakthroughs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 Message

사 6:1~4, Isaiah 64:1~4

찬송* Praises

목장목자 및 찬양대

“교회여 일어나라”
“Oh Church, Arise”

Lay Pastors /Pastors & Choir

축도* Benediction

박동훈 목사 Rev. Park

곳을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상가파” (주일 설교 2018.10.14, 손창남 선교사님)
라며 자기를 주장하던 것과 우리의 모든 업적을 인정 받으려는 세상적 가치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가족에게 새로운 돌파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
다. 멀리 떨어진 선교지들에 있는 음부의 요새들을 부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

* 표에 일어서서

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려
면, 우리가 아버지와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

* 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 빌립보 가족들은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은밀한 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수요예배
간교한 이단의 정체
송제오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를
골 2:8~23

바랍니다.
박동훈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