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키키한인교회  
Waikiki Korean Church, SBC 
Waikikikoreanchurch.com 
하나님 형상 회복! 
 
 
 
 
2021 년 9 월 26 일 
주일예배 오후 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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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초청 
찬양/기도            
김토니 찬양사역자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2:14-17 
내 속에서 피어나오는 향기는? 
강성호 목사 
 

봉헌기도 
교회소식 
축도 

핵심구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1:14) 

와이키키 교회 ‘임마누엘’ 소식 

주일예배: 요즘 코비드로 인해 주정부의 제지 방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외이지만 주의를 요합니다. 
복음방송: 매주 목요일 오전 9:50 분 라디오 AM880 
시편을 통해 보는 복된 가정 이란 주제로 10 분 칼럼이 
방영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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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분은 808-947-156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오전 6 시 각 처소에서 시편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응원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한주간 읽을 성경말씀: 
다음 주일설교 (10/3): 고린도후서 1 장 
목요줌모임 (9/30): 디모데후서 2 장 
금요찬양예배 (10/1): 시편 145-150 편 

주일설교 본문: 
고후 1 장 (9/26) – 위로의 하나님 
고후 2 장(10/3) –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 3 장 (10/10) – 주 안에서 벗어진 수건 
고후 4 장 (10/17) – 내적인 능력 
고후 5 장 (10/24) – 화목케 하는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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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 내 속에서 피어 나오는 향기 (고후 2:14-17) 
 
14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7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잘 보이고 싶지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용모가 뛰어난 사람, 재능도 많고 남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이런 
사람이냐고 물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 서로 
웃습니다. 그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웃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용모가 
뛰어나고 재능도 많아 남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비정상이라 말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도 있고 항상 칭찬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 자기가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거나 

상담을 하게 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다른 문제와 계속되는 
문제에 부딪칠 때는 나 혼자서 내 의지로 끝까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 자신도 당시에 유대인 
중에 교육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가계로 보나 상위 10 
퍼센트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찾아 
오셨을 때 바울은 자신의 허망한 인생을 알아 차렸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걸었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한한 자신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룰 정도로 중요한 자신을 발견했고 자신과 
항상 동행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까지 함께 할 동반자, 
의미 있는 꿈을 이루도록 도우실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를 
만난 후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보며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인생의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였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지식의 
향기; 둘째,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제물의 향기; 셋째,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향기를 
풍기며 사는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오뚜기 처럼 일어 설 수 

있었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향기’가 되어 
주변사람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에너지와 희망을 풍기는 
매력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으며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