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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친 후, 비전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합니다. 

2017.08.13 

목회칼럼 
2017년 08월 13일 

성령강림주일 후 10주 
엄모성 목사 

손수건 같은 만남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찬  양 Praise     

 부르심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진 않는다 

 [공동기도] 

 온 세상 주인되신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기도인도 Prayer  

 김예원 

 

다리놓는 이야기|평화의 인사 Announcements | Greetings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경읽기|설교 Reading of the Scripture  | Message 
 예레미야서(1) 4:1-10 버려야 흔들리지 않는다 

 예레미야서(2) 19:10-15 분노 속에 감추인 자비 

 예레미야서(3) 23:16-22 거짓 그리스도인 

 예레미야서(4) 37:11-21 

 “하나님의 개입하심” 

 엄모성 목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Prayer from the Heart  

 

 

헌금봉헌|감사의 기도와 찬양 Offering | Hymn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기도문 Lord’s Prayer 

과제. 

찾는 이 중심 

Seeker-Sensitive Church 

소그룹을 통한 사귐과 돌봄 

Small Group-Oriented Church 

훈련을 통한 풍성한 제자의 삶 

Abundant Life by Discipline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제 

Solidarity with People in Need 

 

예배 

주  일   예  배_ 오전 10시 

어린이  예 배_ 주일 오전 10시 

 

기도모임 

토요새벽기도_아침 6시 30분 

화요저녁기도_저녁 7 시 

 

셀 모임 

매주 교회 혹은 가정에서 

 

 

성경공부 

목요저녁성경공부 

제자공부 

영성독서 

연경반 

 

 

교회학교 

유  아 부_주일 오전 10시 

유초등부_주일 오전 10시 

 

 

하이드팍한국학교 

KAL School 

시간: 토요일 오전 9:00-오후1:00 

문의: 이윤경 교장 선생님 

       (773)829-6264 

       hydeparkkalschool@gmail.com  

하나님 나라에 다리 놓는  
사랑의 공동체 

Be A Bridge Connecting People  
to the Kingdom of God 

1. 현대 일본어의 '감사하다'라는 형용사는 "아리가타이", 즉 어원적으로 '(상대방의 호의 

등이) 있기 어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다는 뜻에서 고맙다는 뜻으

로 발전한 단어입니다. 해서 일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 일

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가수 싸이가 "감사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렇다면,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콘서트라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2.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내쉬빌에 다녀왔습니다. 흔치 않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

쉬빌한인교회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휴가인 듯 휴가 아닌. 설교라 하니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3. 저를 초대해준 내쉬빌한인교회는 제 가정에게 고향입니다. 저희를 처음 맞이해준 도시

가 내쉬빌이고, 새가정과 유학과 자녀, 이 모든 것이 시작될 때 함께 해 주었던 교회입

니다. 시카고를 떠나기 전부터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만 생각하면, 

그곳에 사는 교우들이 생각나고, 그 교우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감사한 만남입니다. 어

디를 가나 흔하게 만날만한 사람들과 교회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흔치 않은 만남

이었습니다.  

4. 정채봉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에서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말하는데, 내쉬빌에서 경험했던 만남과 사귐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할 만 합니다.  

가장 궁핍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 만남과 사귐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었기 때문

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절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고스란히 함께 걸어 주었습니다.  

5.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 주니까요. 

6. 우리의 모든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비

린내가 진동하는 생선과 같은 만남, 일시적인 즐거움만을 얻는 꽃송이 같은 만남, 기억

에 남지 않을만큼 피상적인 지우개같은 만남이 아니라.  

7. 하이드팍교회에서 맺는 만남과 사귐이 손수건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이 서로에게 

‘흔치 않은’ 만남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로 기억되는 만남, 얼마나 좋습니

까? 이 만남을 만들어가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46장 

1. 주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지만 야곱에게는 어떻게 징계하겠다고 하시

는가? 

 

 

예레미야서 47장 

1.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에 대한 예언을 언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나? 

 

 

예레미야서 48장 

1. 모압은 무슨 이유로 정복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가? 

 

 

2.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3. 이스라엘 백성이 (           )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           )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49장 

1. 드단의 주민에게 어디로 도피하라고 하는가? 

 

 

 

2. 주님께서 예언의 메세지를 전한 나라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금주 성경문제 출제자: 정세근 집사 

 퀴즈를 푼 후, 안내석에 놓여 있는 퀴즈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퀴즈를 풀어 제출한 교우에게는 분기마다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기간은 6월-8월까지

입니다. 선물은 9월 첫째 주일에 드립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성경읽기 일정에 맞춰 성경문제를 매주 출

제합니다. 교우들의 성경읽기를 독려하기 위한 기획물입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예배를 드리신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이드팍한인교회가 당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 비전실에서 점심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새가족 환영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가족 환영부: 백주영, 김예원 

공 동 체 소 식 

섬 김 이 

Bridging Stories 

Bridging People 

어린이부__허영광 간사 

 

9:15-10:00 a.m. 어린이 성가대 연습 

10:00 -11:20 a.m. 예배 @ 비전실 및 교실 

11:20 a.m.  점심 식사 및 친교 @비전실 

12:00 pm   어린이 셀모임 @ 교실 

셀CELLs 모임 

 셀은 하이드팍교회의 소그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홀로있지 않는 교회(A Place Where Nobody Stands Alone)”이기를 소망하며,  

 매주 지정된 장소에서 모입니다.  

셀 모임은, “공동체를 통한 영적 성장과 안식,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위하여 모입니다.  

 

다른 소그룹:  

소그룹 모임 안내 

교 회 학 교 

A Place Where Nobody Stands Alone 

Bridging to Future 

모임 인도자 모임시간 모임장소 대상 

·주일오후청년모임 

·금요저녁청년모임 

황현도 

류욱렬 전도사 

매주 주일 오후 12:00-12:30 

매주 금요일 오후 7:00-8:00 

샬롬예배실 

비전실 
청년부 

·화요저녁기도모임 엄모성 목사 매주 화요일 저녁 7:00-8:30 비전실 누구든지 

1.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1) 기간: 8월 18일(금)-20일(주일)  

(2) 주제: “Created by God, Built for a Purpose” 

(3) 여름성경학교 준비물 대여/기부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하이드팍한국학교(KAL School)  

(1) 가을학기: 9월 2일-12월 16일 

(2) 등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윤경 집사(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3. 모임 

(1) 교회 임원회의: 오늘(8월 13일 주일) 오후 1:30 @ 교실 306 

(2) 한국학교 이사회 모임: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 2층 교실 

(3) 청년부 임원모임: 8월 27일 주일 오후 1:30 @ 교실 306 

(4) 셀리더 모임: 9월 3일 주일 오후 1:30 @ 교실 306 

4. 교우소식 

(1) 이사: 문형근|이지영 집사 가정(8/21), 이희민 청년 

(2) 기도해 주세요: 서종상 장로(서선영 집사 부친)께서 8월 9일(수) 한국에서 소천하셨습

니다. 안인영 집사(서울)가 4차 항암치료를 마쳤습니다). 이경규 성도(이수진 사모 부친)

께서 8월 3일 폐암 수술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3) 8월 20일 주일예배 때 구준성 목사님(서울 상도감리교회)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4) 여행중인 교우들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안   내 친 교 준 비   배식|정리 기도 

7/23 새가족부 엄모성|이보란 새근새근 지형민 

7/30 새가족부 
비빔밥 B(김지현, 

손종미, 장혜주) 
꽃사슴 다함께 

8/6 새가족부 Paul|장혜주 실로암 문형근 

8/13 새가족부 류욱렬|이수진 은혜의강 김예원 

8/20 새가족부 엄모성|이보란 미가 김슬아 

성 경 공 부 반 

1. 제자공부 “예수님의 사람”   

2. 영성독서모임    

3. 목요저녁성경공부  “신약성경이해하기” 

   매주 목요일 저녁 6:30-8:00 @ 교회 

4. 연경반    

 

2017 성경읽기캠페인: “이 책을 먹어라”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예레미야 43-49장 

예레미야서 43장 

1.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땅에서 살라고 전한 말씀을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2.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을때 주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 메세지는? 

 

예레미야서 44장 

1.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거듭 보내면서 한 경고는? 

 

 

 

 

2.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리려는 재앙의 주 원인은? 

 

  

예레미야서 45장 

1. 예레미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책에 받아적은 이는? 

 

 

 

 

2. 주님께서는 재앙이 올때 바룩을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이지영 집사, 정세근 집사 

교사 봉사: 

 

07월 미가 

08월  VBS 

09월 

 

자
르
는  

선 

셀 이름 셀리더 연락처 모임시간/장소 돕는 곳 대상 

겨자씨 이민석 312-384-9325 주일오후12시/306 Empower House 결혼한 가정 

새근새근 정세근 646-584-8740 주일오후12시/Library 
정인성선교사 

Food Pantry 
결혼한 가정 

꽃사슴 서선영 773-551-1131 주일오후12시/303 Woodlawn Feeding 결혼한 가정 

은혜의 강 이보란 773-240-9163 주일오후12시/301 ENoK 결혼한 가정 

실로암 황현도 201-787-9912 주일 오후 12시 Food Pantry 청년부 

미가 최보윤 607-342-6448 주일 오후 12시 Prayer House 청년부 

믿소사 박소영 201-741-6508 주일 오후 12시  청년부 

아제 김겸 312-882-2573 주일 오후 12시  청년부 

어린이 허영광 213-215-9587 주일 오후 12시/2층  어린이 

지난주일헌금 $860.00 

십일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기타(교재비 등) 

$420 

$42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