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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2016년 07월 31일  

성령강림절 후 11주일 
 

자기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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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주님의 은혜 넘치네 

 [공동기도] 

 주는 나의... 

 내가 만민 중에 
  

기도 인도 Prayer 

 신지수(Zena) 자매 

 

다리놓는 이야기|평화의 인사 Announcements | Greetings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경읽기|설교 Reading of the Scripture  | Message 

 시편 62:1-12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강영일 목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Prayer from the Heart  

 

 

 

헌금봉헌|감사의 기도와 찬양 Offering | Hymn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축복기도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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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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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생의 어느 계절, 어떤 장소에 있든지 섬김의 자

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이 현실적 사건

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장소와 시

간이 됩니다.  

2.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초월을 터득해 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

에서 자기 초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대속의 열매가 열

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 무의미, 섭함, 내적 고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

고 그 자리에는 평화가 아닌 분열이 있게 됩니다.  

3.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영적 자원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적 고갈로 시달

리게 되고 그러한 고갈을 사람들의 인정, 칭찬으로 채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억울한 감정입니다. 그러한 섬김에서는 영적 성취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일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을 성취해가야 합니

다.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서로 섬기며, 직장에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

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5. 섬김의 자리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으로 어떤 신분으로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초월해 가는 삶을 실현해갈 때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6.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됩

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자원을 공급받아 가야 합니다. 

참된 삶의 성취는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를 초월해가며서 사랑의 희생을 실현해 

가는데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성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숨

겨져 있습니다.  

 

[임영수. 일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속으로. p 386] 

 

시편 74편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산의 이름은? 

 

 

시편 75편 

주님이 진노의 향료가 가득한 잔을 따를때 누가 그것을 마시게 되는가? 

 

시편 76편 

-하나님의 명성은 어디에서 드높은가? 

 

-주님께서 (   )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   )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

니다. 

 

시편 77편 

주님은 자기 백성을 누구들의 손으로 양떼처럼 인도하셨는가? 

 

시편 78편 

(   )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   )를 덮어 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

하시며, 거듭 그 (   )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시편 79편 

-누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는가? 

-무엇을 일곱 배로 갚으면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가? 

 

시편 80편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뽑아온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금주 성경문제 출제자: 신지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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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희, 백주영,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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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 및 기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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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이름 셀리더 연락처 모임시간/장소 돕는 곳 대상 

작은씨앗 이범형 847-877-3334 주일 오후 12/교실1 정인성 가정(중국) 결혼한 가정 

축복의통로 이민석 312-384-9325 주일오후12/2층 Woodlawn Feeding 결혼한 가정 

나아가리 박미선 516-864-3942 주일오후12/도서실 Woodlawn Feeding 결혼한 가정 

신혼 김세화 773-943-9968 주일오후12/GIFTS Empower House 결혼한 가정 

사랑의향기 엄모성 773-240-9156 주일오후12/교실3 Empower House 결혼한 가정 

한달란트 황현도 201-787-9912 주일 오후 12시 청년부 

 
미제 박희영 215-840-6414 주일 오후 12시 청년부 

믿소사 박소영 201-741-6508 주일 오후 12시 청년부 

몽 이승환 703-776-0260 주일 오후 12시 청년부 

어린이 허영광 213-215-9587 주일 오후 12시  어린이 

Bridging to Future 

모임 인도자 모임시간 모임장소 대상 

·주일오후청년모임 

·금요저녁청년모임 
류욱렬 전도사 

매주 주일 오후 12:00-12:30 

매주 금요일 오후 5:30-7:00 

샬롬예배실 

비전실 
청년부 

·화요저녁기도모임 황현도 매주 화요일 저녁 7:00-8:00 비전실 누구든지 

1. 기쁨의 언덕으로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8월 6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없습니다.  

3. 웹싸이트 hpkumc.org  

교회 웹싸이트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교회 로고도 새롭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견과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김슬아 교우를 찾아 주십시오.   

4. 어린이부 셀 교사는 “작은 씨앗에서 8월 한달동안 봉사해 주십니다.  

5. 모임 

(1) 여름성경학교 교사 모임: 8월 7일 주일 오후 1:30(문의: 허영광 간사) 

(2) 임원회: 8월 28일 주일 오후 1:30 @ 비전실(문의: 이범형 집사) 

6. 교우소식 

(1) 출산: 이재석|김지현 교우 가정(6월 22일 수요일) 

(2) 여행중인 교우들의 안전과 좋은 쉼을 기원합니다.  

(3) 엄모성 목사 휴가: 7월 26일(화)-8월 8일(월) 

토요새벽  

지

난 

주

일  

예배 
어린이 열 둘 

청장년 마흔 둘 

헌금 $ 일천 칠백 오십 이 

 안   내 친 교 준 비   배식|정리 대표기도 

7/24 새가족부 이재선|이경애 사랑의향기 박성근 

7/31 새가족부 여선교회 신혼 신지수(Zena) 

8/7 새가족부 청년부 작은씨앗 황현도 

8/14 새가족부 박재현|박미선 청년부 이범형 

8/21 새가족부 엄모성|이보란 나아가리 정윤영 

성 경 공 부 반 

1. 제자공부 “예수님의 사람”   

2. 영성독서모임   5월 31일 종강; 차후 계획 광고 예정 

3. 목요저녁성경공부  8월 18일(목) 시작 예정 

   성경: 에베소서 

4. 연경반   5월 23일 종강; 가을학기에 재시작 예정 

 

 

2016 성경읽기캠페인: “이 책을 먹어라”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시편 66편—80편 

시편 66편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여러 고난을 주시지만 마침내 

어느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입으로 혀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때는 언제입

니까? 

 

 

시편 67편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   )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   )하게 하

십시오.  

 

시편 68편 

우리를 죽음에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69편 

주님의 한결같은 무엇과 확실한 무엇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가? 

 

시편 70편 

첫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시편 71편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연주하는 두 악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편 72편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시편 73편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    )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

까? (    )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김철 집사, 정세근, 신지수 

여름성경학교: “Surf Shack: Catch the Wave of God’s Amazing Love”           

  

 8월 25일(목)-27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등록비: $10.00 

목요저녁성경공부: 에베소서 8월 18일(목)-9월 29일(목) 7-8:30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