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혹은 소원기도가 있으면, 내용, 성함, 연락처를 기입하여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세요. 헌금기도 때에 함께 기도합니다. 

 내용:  

이름, 전화, 연락처:  

주일예배 –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은 영이시니 . . .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 4:24) 

 

주일 예배: 1 부 (7 am) / 2 부 (1 pm)  

*예배초청 예배/찬양리더 

찬양   다함께 

기도  김토니 전도사 

*성경 봉독  히브리서 12:28 

설교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삶” 

헌금/찬송 4910 (433)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봉헌기도 사회자 

교회소식 사회자 

*찬양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축도  강성호 목사 

*표가 있는 순서는 기립합니다. 
 

예배/봉사 위원: 

피아노 반주: 윤은혜 
 
오늘의 핵심구절 –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찌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카리조’라는 어원을 씁니다. ‘감사’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사하자’라는 말이 
본문맥락 상 더 적당합니다. 그러면 전체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 자세입니다….  

전도/선교 – 예수 안에서 화목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 28:19) 
  
1. 전도:  

 주제 – 요한복음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개인전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1 층 예배실 –   당분간 중단 

 매주 금요일 (10am-12pm), 와이키키 복음전도를 위한 
기도행진을 합니다 – 당분간 중단합니다. 

2. 선교후원:  
 교회에서 선교지원 사역을 합니다. 후원기도를 

부탁합니다. 
o 침례신문 – 유진대 목사 
o 지방회선교사역 – 미얀마 
o 헝가리 난민 – 최동수 

물질의 청지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 . . (고후 9:7)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헌금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배/찬양, 교육/훈련, 섬김/봉사, 전도/선교 
 세계선교를 위한 남침례교 협동선교 지원 
 하와이 & 미국내 한인침례교회의 협력사역 
우리 공동체의 신실한 신앙 생활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만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한 선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헌금현황:  
*십일조 (말 3:10):  $ 600    *감사 (왕상 8:64-): $ 0 
*주일/주정 (고후 9:7): $ 30 *선교(고후 9): $ 0 
*창립축하헌금 $300  
* HPBC/NAMB 지원금 $6,000 * 총수입: $ 6,360 
 
모임안내: 모든 교회 모임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주일 오전 7 시 1 부 예배 

주일 오후 1 시 2 부 예배 

목요일 오전 10 시 행복한 습관 만들기 모임 

목요일 오후 5:15 아와나 (초등학생, 영어) 

목요일 오후 7:30 찬양/중보기도/성경 (요한복음) 

화,수,목 오전 6 시 아침묵상/기도 (컨퍼런스 콜) 

 
 
 
 
 

교육/훈련 – 하나님과 화목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마 28:20) 
 
1. 말씀/기도모임: 목요일 7:30pm  
     당분간 – 줌 동영상 모임으로 모입니다. 
2. 주일 말씀 시리즈:  하늘과 땅이 만나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골 3:15)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살전 5:18) 
 감사로 깨어 있을 때 (골 4:2)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삶 (히 12:28) 
 전염되는 감사 (고후 9:12)  

>> 교회의 가치: 행복, 회복, 화목, 능력, 희망 (요 10:10) 
* 예배 오시기 전, 말씀을 읽어 오시면 좋습니다. 
3. 훈련/교육을 위한 시리즈  - 신청 받습니다. 

 새 가족 – 오리엔테이션, 신앙의 첫걸음, 기본 진리 
 제자 – 개인전도,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 섬김, 리더) 
 사역자 – 소그룹, 팀 사역, 일대일/팀 리더십 

4. 성경학교 
 오! 성경이 읽어지네 (신/구약, 50 주) 
 권 별 학습 (각각 1-2 주) 
 주제별 강론 (각각 1-4 주) 

Friendship >> Lordship >> Discipleship >> Partnership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 21:22) 

 

1. 기도제목: 
 회복을 위해 - 조경자, 이성재, 봉향퀵, 김화자, 무명 
 코로라 바이러스 영향력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화목한 가정, 예수 안에서 – 교민 가정들 
 복된 삶, 예수 안에서 – 생업에 종사하는 교민들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 방문객 

2. 아침묵상/기도 (20 분):  
 오전 6:00-6:20 (화, 수, 목)  
 컨퍼런스 콜 (808) 947.1569, 새벽 6 시 
 시리즈: 에스겔 (19-21)  

3. 목요일 모임 (7:30pm-8:30pm) 
 찬양 / 말씀 (야고보서) / 중보기도  

  
 
 
 

날 짜 기도 헌금 안내 친교담당 
5/24 김토니    

5/31 최재호    

6/7 최현정    



교제/섬김 – 예수 안에서 화목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2) 
 

1. 교회소식: 
 다음 주일 (5/31) 부터 교회에서 1pm 에 

예배합니다. 15 분 일찍 오시면 좋습니다. 
 설교 동영상, 계속해서 교회 웹에 실립니다.   
 예배 때에 마스크를 끼고 예배합니다. 각자 

준비해 주세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준비하겠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8 시, 15-20 분간, 줌 동영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육간 회복의 시간, 갖기 바랍니다. 
 창립 감사 예배를 잠정 연기합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6 시, 808-947-1569  
 중보기도 요청, 신청해 주세요. 
 목요 예배 – 시간이 7:30pm, 줌 동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찬양, 말씀(야고보서), 중보 
 설교 PPT 파일을 교회 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도움, 기도, 상담, 방문이 필요하십니까?  

 교회로 전화 (808.947.1569) 혹은 카톡 주세요.  

3. 섬김이 
선교/교육목사: 최재호 안수집사: 민영기, 노우식 
예배/찬양리더: 김토니 권사: 이정이 
 

행복한 삶을 위한 성경 가이드…  
 
1. 하나님 계획 – 엡 2:10, 창 1:27, 요 10: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엡 2: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  (요 10:10) 

2. 당신의 문제 – 롬 1:25, 롬 3:23, 롬 6:23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롬 1:25)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 영생…” (롬 6:23) 
3. 하나님 선물 – 요 3:16, 요 1:12, 엡 2: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3:16) 
4. 당신의 할 일 – 막 1:15, 요일 1:9, 롬 10:9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  
5. 구원을 얻음 – 롬 10:10, 요 1:12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6. 새로운 삶 – 갈 2:20, 고후 5:17, 엡 4:24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 2:20) 

 

와이키키한인교회는 . . .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사 43:1)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 – 인간관 
2)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 성숙한 제자 
3)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일 – 섬기는 사역자 
 (창 1:27; 마 28:18-20; 요 13:34-35; 골 1:28-29; 고후 5:18) 
 
와이키키한인교회의 가치: 
 
1)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2)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 안에서 가능  
3) 화목: 화목케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4) 능력: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5) 희망: 사랑과 믿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요 10:10; 골 3:10; 고후 5:18-19; 딤전 4:5; 딤후 2:16)  
 
표어: 인간성 회복; 관계회복; 한계극복; 소망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면 작은 일에도 행복합니다! 
 
와이키키한인교회는 . . . 
 
미 남침례교회 교단 교회입니다. 빌리 그레함, 마틴 
루터 킹,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작사자 아이작 왓트 등을 배출한 
복음적인 신약교회 교단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 
50,000 여 교회가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889 년 캐나다 
선교사 말콤 C 펜윅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현재 
3,100 여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800 여 
한인 침례 교회가 있고 세계 선교/지역 전도를 위해 
교단 내에서 협력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 .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개인의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자원해서 섬깁니다. 
 지역교회의 신앙고백과 자치권을 존중합니다. 
 침례교회 글로벌 미션을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약 교회입니다. 
 침례교회의 신앙과 고백에 동의합니다. 

http://www.sbc.net/bfm2000/bfm200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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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형상 회복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후 5:18) 
 

                             담임목사 강성호 

                                      “Steven” Sung Ho Kang, Senior Pastor 

 
Tel 808.947.1569 
424 Kuamoo St.  
Honolulu, Hawaii 96815 
www.kbcofwaikik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