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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 날마다 새롭게 (2018 표어)

성탄을 맞으며 >>> Pastor Charles Kim (김영호 목사)
When people think about Christmas and the holiday season,
many people start to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giving
gifts. Parents save up months in advance to buy Christmas
presents for their children, and retail businesses make a good
portion of their yearly profits during this month. But instead
of talking about the commercial nature of Christmas and how
easily it is for us to get distracted from what is actually
important, I wanted to talk about a different aspect of
Christmas that we often don’t really explore or talk about: the
Incarnation.
The Resurrection (Easter) is without a doubt the hinge upon
which Christianity turns upon; with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re would be no true Christianity (cf. 1
Corinthians 15:13-19). But what I have come to understand
the past few years is that the Incarnation (Christmas) is just
as important—but in a different way. In regards to the
Incarnation, I have done much personal research and study
on it for the past few years. I have learned so much on this
topic, and what it means for humanity. But due to time and
space restrictions, I will focus on the importance of the
Incarnation when it comes to the hiddenness of God.
In his Pensees, Blaise Pascal writes: “Any religion which
does not affirm that God is hidden is not true; and any
religion which does not offer the reason of it is not
instructive.” When we think about the idea of God hiding
Himself, a part of us must wonder: why does God hide
Himself? Why does God seem to be absent so often—
especially when we need Him the most? How do we make
sense of His hiddenness, His absence? I am sure that many of
us have struggled with this issue at times.
A lot of Christians are functional deists (believe in a God, but
believe that he is distant and does not get involved in our
lives), or even functional atheists.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t gap and tension between what we say we believe
in, and how we live our lives on a daily basis. So how do we
deal with the apparent absence of God? If He really exists and
is personal, why does He not intervene more in our lives?
When we read through the Bible, it becomes clear that God is
not really interested in answering our “whys.” Instead, He is
more interested in telling us who He is and remaining in
solidarity with us. We see this through Christ, who enters into
our human experience (the Incarnation, and therefore,
Christmas), and thus experiences the absence of God
Himself. That is, just as He represents God’s presence to us,
He also experiences God’s absence for us. When Jesus is
dying on the cross, He cries ou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cf. Matthew 27:46; Mark 15:34).

That God would take upon Himself human flesh and even
more amazingly, die as a human, is beyond rational thinking,
and logical reasoning. The Incarnation (Christmas), and the
Crucifixion (Good Friday) are the boldest expressions of God’s
own statement,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8-9).
These two hinges upon which Christianity turns upon, is why
many theologians say that in Christ, God is both revealed and
hidden at the same time. That is, by revealing who He really is
and what He is willing to do (a God who humbles Himself and
takes upon Himself human flesh and the sins of the world)
very shockingly, unexpected, and scandalously, these realities
turn away anyone who is not willing to understand Him
through the eyes of faith.
So this Christmas season, I pray that you would not seek any
material gifts, but the best gift that we could ever receive: the
gift of faith (Ephesians 2:8-9).
*********************** 번역문 ***************************
성탄절을 생각하면 대개 선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미리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상인들에겐 장사가 잘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성탄절이 아닌 성탄의 참뜻,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불가능
합니다 (고린도전서 15:13-19).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역시 부활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 후에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에 대한 사랑, Humanity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춰진 모습에서 기인하는 성육신의
중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겠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지 않는 종교는 진실이 아니며,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어떤
종교도 교훈적이라 할 수 없다.’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왜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될까?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한 번쯤 고민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뒷장에 계속)

성탄을 맞으며 >>>

계속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 기능적인 이신론 자이거나
(Functional deists), 심지어 기능적인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그 이상입니다. 성육신이 되신

이런 사실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과 일상생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린 우리에게 감춰진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성탄절과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 장 8-9 절)

성경을 통해 우린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신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숨겨진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시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부재를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들은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는 예수님, 성육신 즉 성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이들로부터 외면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동시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성탄을 맞이하여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믿음’에 대해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8-9)

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마가복음 15:34)

당회 소식 >>>

당회서기

 12 월 1 일 당회 간담회에 노회장이신 Rocky Rockenstein 장로님이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의 문제점과 노회에 요구하고 싶은
일들을 논의했습니다.
 1 월 5 일 (토) 당회원 수련회 및 기도회를 합니다.
 5 월 초에 두란노 부부 학교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금, 토, 일 3 일 동안 4 번의 만남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황상섭/황지애 장로께 문의 바랍니다.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
12/9 (주일) 3 부 예배 중 제직 안수 및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 안수/임직: 김식철(안수), 손창수(안수), 변영희(임직)
 집사 안수: 김성숙, 박태준, 임석근, 홍재선, 황경자, Joshua Hou, Eunjeong Moe
 집사 임직: 강금주, 김경애, 반정현, 이부재, 채청근, 황윤찬

각 기관 보고 >>>
관리위원회

 여자 화장실 변기들을 교체했습니다. 설치에 도움을 주신 제 2 남선교회 박태준, 스티브 오, 이승주, 채청근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하층 체육관 옆 남녀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를 도와주실 분은 게시판에 사인업 부탁드립니다.
 재활용 전용 용기가 교회 내에 설치되었으니 동참하여 주십시오.

목양위원회

 목장배속 현황입니다.
미소목장: 최홍관/정보배, 강경철/황선민
자마목장: 이종진/송경숙
 이중언어 목장으로 ‘언약목장’이 구성되었으며 목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목장: Eddie Ip/진희경

목자: 오은아 집사 (Steve Oh), 목원: 이상채/ 이은실, Norman Lee/김미정, Eddie Ip/진희경, Chris Wargo/이은주
봉사위원회

 11/18 (주일) 각 목장이 참여하여 추수감사절 전교인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2019 년 3 부 친교와 토요일 아침 친교 사인업 sheet 이 사무실옆 게시판에 있습니다. 각 목장과 기관은 관심을 갖고
사인업해 주십시오.

영접위원회

 12/8 (토) 환영회 보고/평가 및 연말모임을 위원장님 댁에서 가졌습니다 (사진).

예배위원회

 12/2 (주일) 음악부 모임에서 2019 년 음악실행위원들의 역할과 예산을 논의했습니다.
 12/5 (수) 오후 8 시에 성탄 연합 예배 및 성탄전야 송구영신을 위한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11/4 (주일) 엘리에셀 찬양팀의 총회를 통해 2019 새로운 임원단이 선출되었습니다.
리더/팀장: 방하은, 부리더: 성동규, 총무: 구태완, 회계: 김은본
 글로리아 찬양대의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최의숙 찬양대장, 이은실 지휘자)
 성탄 칸타타연습이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디모데선교회

 11/30 (금) 디모데 예배 후에 게임과 야식을 먹으며 스포츠 나잇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요모임에 참석했던 youth
group 학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집사회

 BCCS 사랑나누기 -Brooklyn Center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서 총 $2,499.00 의 현금 및 물품
기부를 받았습니다. 현금으로는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11 월 16 일 학교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사진).
 Anoka County 교도소 성경책 보내기 모금운동이 3 부 예배후 로비에서 진행중입니다.

제 1 남선교회

 미네아폴리스 지역의 홈리스 텐트촌을 방문하여 sleeping bag 과 방한용품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진).

제 1 여선교회

 12/2 (주일) 전교인 점심 무료봉사가 있습니다. 조현숙 바자부장이 주관했습니다.

제 2 여선교회

 11/2 (금) 제 2 여선교회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11/11 (주일)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윤연정, 총무: 박윤혜, 회계: 김지영, 서기: 이혜인
교육부-주임선, 애경부-손예리, 행사지원부-김인숙, 봉사부-반정현, 친교부-염화정,
선교부-채소영, 감사-이소연/장원예, 공천위원-김인숙
 10/28-11/11, 3 주간 모은 32 개의 Shoe box 를 모금액 $2,195 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11/16 (금) 카톡 성경읽기 오프라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글학교

 12/9 (주일) 교사회의 및 종강파티가 있었습니다.
 12/16 (주일) 가을학기 종강을 맞아 반 별로 간단한 특별행사가 있습니다.
 12/16 부터 재학생 봄학기 등록이 시작됩니다. 2019 년도 봄학기 일정은 2/3- 5/12, 2 번의 휴강일을 포함, 15 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M

 There will be a refresher course/seminar about what sets apart the Reformed view of the Lord's Supper from
different traditions. It will be open to all on Dec.23, 2018 from 1-2 pm in the small conference room.

연말/신년 예배 안내 >>>

7:00 pm
11:00 am
성탄주일 연합예배, 12/23

11:00pm
성탄전야 촛불예배, 12/24

송구영신예배, 12/31

11:15 am
신년예배, 1/6

사진으로 만나는 행사 및 모임 >>>

뉴스레터 12 월호(통권 58 호) >>>
집사회 주관 BCCS 사랑나누기 (11/16 금)

제 2 여선교회—새가족 환영회 (11/2 금)

제출해 주신 원고의 내용은 한정된 지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원고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부에서 내용의 첨삭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남선교회—미네아폴리스 지역의 홈리스 텐트촌을 방문 및 방한용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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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락목장—양로원 위문공연 Thomas Feeney Manor/ Benedictine Health Center of Minneapolis

이 달의 추천도서 >>> 도서팀

새가족 소개 >>>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nu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 763.560.2222(f)
www.kpcm.org / kpcm@kpcm.org

환영합니다~
이름: 김낙형/김유미 (태호), 사진없음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기도하기 전에”
저자: 손기철
이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태도로 새롭게 기도하라!

이름: 서주호/유은지 (희주), 사진없음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이름: 남도현
소속: 제 2 남선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