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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실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배를 마친 후, 비전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합니다. 

2016.12.25 

목회칼럼 
2016년 12월 25일  

성탄주일 
엄모성 목사 

성육신의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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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쭈

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요 14:8). 여기

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지금과는 많이 

다를텐데…’ 

2. 네 살짜리 여자 아이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한 밤 중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둠 속에 온갖 유령과 도깨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는 일어나 부모님이 자는 방

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그 아이의 방으로 데

리다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딸 아이에게 안심시켜 줍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아가야. 

너는 여기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방에서 너와 함께 계신단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 살갗을 가진 사

람이 이 방에서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이것은 단지 네 살짜리 어린 아이의 바램만은 아닙니다. 저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여러

분의 바램이기도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살갗을 입고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의심과 회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때로 “하나님, 어

디에 계십니까? 제게 좀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좀 더 절실히, 좀 더 가까이, 좀 더 실감나게 

그분을 느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같은 영적인 갈구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5.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갈망에 대해서 답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

지를 보았다(요 14:9).”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본 것이라 대답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과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해 주시기도 했습

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이 육신을 입으신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비 중의 신

비이지요. 

6. 그렇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보이신 날입니다. 누가가 전해 주는 첫 번째 성탄의 광경은 다름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으로 낮추셔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우리 안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2.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를 넘겨주기로 하고 받은 금액은? 

 

 

3. 예수께서 주신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

신 다음에 한 말씀은? 

 

 

4. 예수님이 누구에게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7장 

1. 대제사장들은 유다로부터 거둔 은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2.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신 말씀은? 

 

3.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한 이는? 

  

마태복음 28장 

1.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셔서 제자들

을 어디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2.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           ) 와 (           ) 과 

(           ) 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

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금주 성경문제 출제자: 정세근 

 퀴즈를 푼 후, 안내석에 놓여 있는 퀴즈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퀴즈를 풀어 제출한 교우에게는 분기마다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기간은 9월-11월까

지입니다. 선물은 12월 첫째 주일에 드립니다.  

예배로의 부름(Invitation to Worship) 

* 예배로의 부름 
 

* 찬양 

빛나고 높은 보좌와(27장) 
 

* 예찬 
 

* 찬송 
참 반가운 성도여(122장) 

 

* 공동기도 
 

평화의 인사 
 

기도 인도 
김슬아 

 
 

말씀나눔과 응답(Proclamation & Response) 

성경읽기 
마태복음 2:1-12, 16-18 

 

특송 

“주님 오신 날” 새근새근 셀 
 

설교 
“베들레헴의 성탄”  

엄모성 목사 
 

  침묵 기도       
 

보냄(Sending Forth) 

* 봉헌과 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410장) 
 

* 축복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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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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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이름 셀리더 연락처 모임시간/장소 돕는 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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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근새근 정세근 646-584-8740 주일오후12시/Library  결혼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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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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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암 황현도 201-787-9912 주일 오후 12시 

 

청년부 

미가 최보윤 607-342-6448 주일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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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dging to Future 

모임 인도자 모임시간 모임장소 대상 

·주일오후청년모임 

·금요저녁청년모임 
류욱렬 전도사 

매주 주일 오후 12:00-12:30 

매주 금요일 오후 7:00-8:00 

샬롬예배실 

비전실 
청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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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배 특송 

아래 순서와 같이 셀가족들이 예배때마다 찬양을 맡습니다. 

01.01(신년주일)  겨자씨 

01.08 (주현절, Epiphany) 믿소사 

 

2. 목요저녁성경공부 방학 

기간: 12월 22-1월 5일(3주간) 

1월 12일 목요일 저녁에 재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읽습니다.   

 

3. 임직예배 

1월 8일 주일 오전 10시 예배 

신천집사: 서선영, 송동현, 정세근, 정윤영 

 

4. 청년부 겨울 수련회: 1월 15일(주일)-16일(월) 

(1) 주제: 함께 눈 맞는 우리 

(2) 장소: Wesley Woods Retreat Center, WI 

(3) 회비: $60 

 

5. 2017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 교우소식: 

(1) 기도요청: 서종상 장로(서선영 교우 아버지)께서 암 투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2) 여행중인 교우들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토요새벽 셋 

지

난 

주

일  

예배 
어린이 열 다섯 

청장년 오십 하나 

헌금 $ 일천 일백 삼 

 안   내 친 교 준 비   배식|정리 기도 

12/25 새가족부 성탄절 새근새근 김슬아 

1/1 새가족부 여선교회 꽃사슴 이민석 

1/8 새가족부 엄모성|이보란 은혜의강 서선영 

1/15 새가족부 이범형|권명숙 실로암 정윤영 

1/22 새가족부 Paul|장혜주 미가 이범형 

성 경 공 부 반 

1. 제자공부 “예수님의 사람”  휴강중 

2. 영성독서모임   휴강중 

3. 목요저녁성경공부  10월 20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넉 6:30 @ 교회 

   성경: 고린도전서 

4. 연경반   휴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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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4-28장 

마태복음 24장 

1. 24:15-16절에서 예언자 다니엘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서 서 있는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2. 그 때에 (           ) 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 때에는 땅

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           ) 가 큰 권능과 영광에 싸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 24:36절에서 인자가 올 시각은 오직 누구만이 안다고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1. 하늘 나라에 비길 수 있는 열 처녀의 예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는데 반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어디에 마련하였는가? 

 

2.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어떤 칭찬을 듣게 되

는가? 

 

 

3.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다가와 무엇이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26장 

1.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것은, 내 (           ) 를 치르려고 한 것이

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김철 집사, 정세근, 신지수 

교사 봉사: 

 

2016.11. 꽃사슴 

2016.12.  겨자씨 

2017.01.  새근새근 

2017.02. 은혜의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