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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GOD IS WITH US 

 

당신이 받은 가장 온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의 자전거 혹은 

인형? 비디오 게임일까요? 아마도 당신이 남편, 아내를 만났던 날이거나 

누군가가 당신의 팔에 눕힌 신생아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온전한 선물은 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크고 깊고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큰 

필요를 보시고 온전한 선물, 즉 하나님과 인류를 더 가깝게 해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 중 하나는 임마누엘Emmanuel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종종 간과되고, 

상처받고, 취약하고,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온전한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 

권능의 선물, 온전한 선물, … 함께하는 선물입니다. … 와 함께 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동안 선물을 공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탄 특별 헌금을 하는 것과 같이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탄 특별헌금을 할 때 Stillman 대학, 장로교 Pan American 학교 

및 Menaul 학교에 다니는 젊은이들과 함께 그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재능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육 및 지도력 개발을 

지원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선물을 제공하며, 이 학교에 다니는 유색인종 

학생들이 곧 교회와 세상을 이끌고 우리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의 

선물을 제공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를 충실히 섬겼지만 변화하는 건강 상황이나 비상 사태로 

인해 재정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교회 일꾼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연금국의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금으로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는 

선물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선물을 나누고 교회 지도자들과 축하를 나눕니다. 

 

기도합시다 Let Us Pray ~ 
하나님, 주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래에 교회와 세계를 이끌어 갈 잠재력이 있는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위한 장로교 관련 학교 및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