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키키한인교회  
Waikiki Korean Church, SBC 
Waikikikoreanchurch.com 
하나님 형상 회복! 
 
 
 
 
2022 년 2 월 6 일 
주일예배 오후 1 시 

 
 

 
 

 

 

 

 
 
 
 

 

 
 
 

주일예배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와이키키 
한인 교회를 찾거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 초청 
찬양: 김토니 찬양사역자 
기도: 강 모니카 사모 
 
성경봉독: 창 26:1-5, 히 11:9  
믿음과 인내로 꿈을 이룹니다 
강성호 목사 
 

봉헌기도 
교회소식 
축도 

핵심구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 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히11:9) 

와이키키 교회 ‘임마누엘’ 소식 

환영: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양: 예배 후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행복학교: 1/18-4/19 (12 주) 화요일 오전 10 시에 주제 
“공감의 말하기” 행복 학교, 진행 중입니다. 

복음방송: 화요일(4:30 pm) “하나님과 함께 걷기” (김토니 
전도사); 목요일(9:50 am) “시편으로 보는 복된 가정” 
(강성호 목사) –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모임: 매주 금요일 7 시, 찬양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정규적인 찬양과 기도, 말씀의 시간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목요일 오후 7:30 줌 모임이 있습니다. 

한주간 읽을 성경말씀: 
다음 주일설교 (2/13): 야곱의 꿈 
목요줌모임 (2/10): 신앙의 기본 진리 
금요 찬양과 기도 (2/11): 찬양, 기도, 이사야 

주일설교 본문: 
창 32:24-32 야곱의 꿈 
창 37:7-11 요셉의 꿈 
출 3:1-22 모세의 꿈 
민 14:6-9, 27:18, 수 6:16 여호수아의 꿈 
사 1-21 장 사사들의 꿈 주소: 424 Kuamoo St. Honolulu, HI 96815; 연락처 808-947-1569 

와이키키한인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강성호ㅣ예배사역자: 김토니 
 



믿음과 인내로 꿈을 이룹니다 
창26:1-5, 히11:9 
 
Genesis 26:1–5 (KRV) 
1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3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Hebrews 11:9 (NKSV) 
9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꿈을 이루십니다. 그 꿈은 믿음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어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안절부절하며 한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나요? 그 소원은 인생의 마스터이신 
하나님에 편승하여 업그레이드 되었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작고 편협한 소원을 크고 넓고 풍성한 소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인내하며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이삭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소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험과 열정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삭이 견디기 힘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내기 위해 식솔들을 이끌고 아버지 처럼 애굽을 
향해 내려 가는 중에 블레셋 그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마음에 
확실하고 견고한 꿈을 선명하게 그려 주셨습니다. 

 
• ‘이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삭이 

현재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실 땅이라 
하십니다.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 
하십니다.  

•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에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성지 입니다. 

• ‘네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맹세하신 일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십니다. 

• ‘네 자손을 … 번성케 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하십니다.  

•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현재 그들이 보고 있고 
그들은 네 자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것이다 합니다.  

•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삭이 해야할 조건을 말합니다. 너도 순종하고 인내하며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볼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 벌써,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일하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