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 는 이 와 함 께 하 는 예 배 

 피아노: 박지예, 음향: 김세화, 컴퓨터:윤예식 

 헌금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실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배를 마친 후, 비전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합니다. 

2017.11.05 

목회칼럼 
2017년 11월 05일 

성령강림주일 후 22주 
엄모성 목사 

Self-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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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공동기도]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온 맘으로 송축하리 

   

기도인도 Prayer  

 백주영 집사 

 

다리놓는 이야기|평화의 인사 Announcements | Greetings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삶 나눔 Testimony “순례자에게 주신 새노래”  

 설고은 청년 

 

성경읽기|설교 Reading of the Scripture  | Message 

 역대하(1) 7:1-4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엄모성 목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Prayer from the Heart  

 

 

헌금봉헌|감사의 기도와 찬양 Offering | Hymn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축복기도 Bless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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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에 목회자의 자기 관리와 목사의 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clergy ethics and 

boundaries training)을 받았습니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목

사와 교우 간의 경계선(boundaries in ministry)를 지켜야 한다는 것과 목회자가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목사와 교회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는 종류

의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유익했고, 제가 잘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교우들을 돌보고 지켜줘야 하지만, 목사 자신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동요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새로

운 교훈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아마도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소리였던 듯.  

2. 강의를 들으면서, 교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유익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

사가 건강한 자기 관리를 위해 점검해 보아야 하는 리스트를 알려 주었는데, 듣다

보니 목사에게만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오지랖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리스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 같

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은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

니다.  

 

I plan at least one day off every week...away from work. 

I have at least one close friend outside work.  

I take all my vacation time and enjoy it.  

I have at least one hobby/interest outside of work. 

My family have my attention when I am with them. 

I enjoy learning and am currently involved (reading, attending a class, re-

searching, etc.) not related to work.  

3. 엄연한 사실은 이상과 같이 생활 습관과 주기를 유지하는게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

습니다. 누구라도 건강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지내길 원하지만, 그럴만한 상황에 

처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진술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지

라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 생각해 볼만한 

진술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자기 관리를 꽤 잘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4.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에 위의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이라도 위의 

리스트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하게 된다면 그만큼 자기 관리를 건강하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오게 된 까닭은?   그리고 여

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으로 섬긴 것들은? 

 

역대하12장 

1.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오 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유는? 

 

2.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는가?  

 

역대하13장 

1.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군대 규모는 각각 어떠했는가? 

2. 유다 군이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을때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여 위기를 모면하는가? 

 

역대하14장 

1. 아비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2. 아비야 왕은 나라가 조용한 여러해 동안  무엇을 만들었는가? 

역대하15장 

1. 아사는 어느 예언자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 

버렸는가? 

2. 아사 왕이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이유는? 

역대하16장 

1. 아사 왕 삼십육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공격하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

했는가? 

2.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일이 벌어질 것

이라고 하는가? 

 금주 성경문제 출제자: 정세근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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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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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족부: 정윤영 집사, 백주영 집사, 김예원, 유민수, 채우리 

공 동 체 소 식 

섬 김 이 

Bridging Stories 

Bridging People 

어린이부__허영광 간사 

주일 10:00 -11:20 am 예배(1층 예배실, 영어예배) 

         12:00-1:00 pm 어린이 셀모임 @ 교실 

 

청소년부__류욱렬 전도사 

주일  10:00-11:20 am  예배(3층 예배실, 한국어예배) 

          12:00-1:00 pm 청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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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원 

이민석 집사 

매주 주일 오후 12:00-12:20 

매주 금요일 오후 7:00-8:00 

샬롬예배실 

비전실 
청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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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쁨의 언덕으로 11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역대하>를 읽습니다. 묵상과 기도 생활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2. 모임 

(1) 교인총회: 오늘(11월 5일 주일) 오전 11:00 

(2) 구역회 및 목회협조위원회: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6:30 

3. 추수감사주일예배 

(1) 예배: 11월 19일 주일 오전 10시  

(2)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교우들이 연합해서 예배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

이 되길 바랍니다.  

4. 목요저녁성경공부: 로마서 1-8장 

(1) 11월 9일 목요일 저녁 6:00부터 성경공부 모임이 열립니다.  

(2)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5. 명찰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명찰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2030 컨퍼런스 “하나님 나라, 살다” 

(1) 기간: 11월 22일(수)-25일(토), Crowne Plaza Chicago-Northbrook 

(2) 등록비: $180 

7. 교우소식 

(1) 기도요청: 박성혁 집사(11/3 수술), Paul Pomerleau(장혜주 집사 남편, 11/10) 

(2) 여행중인 교우들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안   내 친 교 준 비   배식|정리 기도 

10/22 새가족부 서선영|정윤영 기쁨의언덕 황현도 

10/29 새가족부 
비빔밥C조(서선영

|이보란|정윤영) 
그대로 다같이 

11/5 새가족부 청년부 어감 백주영 

11/12 새가족부 여선교회 시온 김세화 

11/19 새가족부 추수감사potluck 청소년 서선영 

성 경 공 부 반 

1. 제자공부 “예수님의 사람”   

2. 영성독서모임    

3. 목요저녁성경공부   

4. 연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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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하 7-16장 

역대하 7장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 제사장들 조차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까닭은? 

 

2. 주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처럼 살면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시는가? 

역대하8장 

1.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 걸린 시간은? 

 

2.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어디에서 데려 왔는가?  그리고 왜 궁을 따로 세우고 그곳에 

살게 하였는가? 

역대하9장 

1.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온 까닭은? 

 

2.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몇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나요? 

 

 역대하10장 

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요청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에 대해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답변하였는가? 

 

역대하11장 

1.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통하여 멈추게 하

였습니까?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 손종미 교우, 이지영 집사, 정세근 집사 

어린이부 교사 담당 
11월: 두근두근 셀 

12월:  

1월:  

자
르
는  

선 

셀 이름 셀리더 연락처 모임시간/장소 돕는 곳 대상 

두근두근 정세근 646-584-8740 Library 정인성선교사 결혼한 가정 

아둘람 장혜주 (847)560-1550 303 Empower House 결혼한 가정 

기쁨의언덕 문형근 (617)733-4204 2층 유아실  결혼한 가정 

은혜 이보란 773-240-9163 어디서나 Empower House 결혼한 가정 

그대로 유민수 (773)996-6927 2층 큰교실  대학청년부 

어감 김예원 (312)256-7675 샬롬예배실 Empower House 대학청년부 

시온 박희영 (215)840-6414 306  대학청년부 

청소년 류욱렬 (872)253-3385 어디서나  청소년 

어린이 허영광 213-215-9587 비전실, 301, 302  어린이 

지난주일헌금 $617.00 

십일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타 

 

$58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