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끄러워하지 않는 해”    2022년 5월 8일 어머니 주일 예배

디모데후서 1:3-5 (2 Timothy 1:3-5) 
3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

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3 I thank God, whom I serve from [my] forefathers with pure 

conscience, that without ceasing I have remembrance of thee in my 

prayers night and day; 

4 네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

게 되고자 함이라. 

4 Greatly desiring to see thee, being mindful of thy tears, that I 

may be filled with joy; 

5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

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5 When I call to remembrance the unfeigned faith that is in thee, 

which dwelt first in thy grandmother Lois, and thy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that in thee also. 

 

디모데후서 3:14-15 (2 Timothy 3:14-15) 
14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

게서 배운 줄 알며 

14 But continue thou in the things which thou hast learned and hast 

been assured of, knowing of whom thou hast learned [them]; 

15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

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

니라. 

15 And that from a child thou hast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thee wise unto salvation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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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어려서부터                          을 가르쳤습니다.  

“15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
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15 And that from a child thou hast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thee wise unto salvation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디모데후서 3:16-17 (2 Timothy 3:16-17) 
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17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
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17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신명기 6:6-9 (Deuteronomy 6:6-9) 
6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6 And these words, which I command thee this day, shall be 
in thine heart: 
7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
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것들을 말할 것이며 
7 And thou shalt teach them diligently unto thy children, and 
shalt talk of them when thou sittest in thine house, and 
when thou walkest by the way, and when thou liest down, 
and when thou risest up. 
8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
마의 표로 삼으며 
8 And thou shalt bind them for a sign upon thine hand, and 
they shall be as frontlets between thine eyes. 
9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 
9 And thou shalt write them upon the posts of thy house, 
and on thy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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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22:6 (Proverbs 22:6) 
“6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
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6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

II.                 이 없는                        을 보였습니다.                      
 

“5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
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5 When I call to remembrance the unfeigned faith that is in 
thee, which dwelt first in thy grandmother Lois, and thy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that in thee also.) 

 
골로새서 2:5 (Colossians 2:5) 
“5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
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5 For though I be absent in the flesh, yet am I with you in 
the spirit, joying and beholding your order, and the 
stedfastness of your faith in Christ.) 

 
야고보서 2:17 (James 2:17) 
“17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17 Even so faith, if it hath not works, is dead, being alone.) 

 
야고보서 2:20 (James 2:20) 
“20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20 But wilt thou know, O vain man,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야고보서 2:22-26 (James 2:22-26)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
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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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est thou how faith wrought with his works, and by 
works was faith made perfect?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
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
니라. 
23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impu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24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
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24 Ye see then how that by works a man is justified, and 
not by faith only. 
25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
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5 Likewise also was not Rahab the harlot justified by 
works, when she had received the messengers, and had sent 
[them] out another way? 
26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26 For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works is dead also. 

 
로마서 12:9 (Romans 12:9) 
“9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 
(9 [Let] love be without dissimulation. …) 
고린도후서 6:6 (2 Corinthians 6:6) 
“6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
과” 
(6 By pureness, by knowledge, by longsuffering, by 
kindness, by the Holy Ghost, by love unfeigned,)

III. 배운                   대로                 을 전수시켰습니다.  

사사기 2:7-8, 10 (Judges 2:7-8, 10)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7 And the people served the LORD all the days of Joshua, 
and all the days of the elders that outlived Joshua, who had 
seen all the great works of the LORD, that he did for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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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8 And Joshua the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being] an hundred and ten years old. 
10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
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
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10 And also all that generation were gathered unto their 
fathers: and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which knew not the LORD, nor yet the works which he had 
done for Israel. 

 
사무엘상 2:12,17,22 (1 Samuel 2:12,17,22) 
12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12 Now the sons of Eli [were] sons of Belial; they knew not 
the LORD. 
17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
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17 Wherefore the sin of the young men was very great 
before the LORD: for men abhorred the offering of the 
LORD. 
22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
을 듣고 
22 Now Eli was very old, and heard all that his sons did unto 
all Israel; and how they lay with the women that assembled 
[at] the door of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5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
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5 When I call to remembrance the unfeigned faith that is in 
thee, which dwelt first in thy grandmother Lois, and thy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that in thee also.) 

 
신명기 6:6-9 (Deuteronomy 6:6-9) 
6 이 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6 And these words, which I command thee this day, shall be 
in thin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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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
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것들을 말할 것이며 
7 And thou shalt teach them diligently unto thy children, and 
shalt talk of them when thou sittest in thine house, and 
when thou walkest by the way, and when thou liest down, 
and when thou risest up. 
8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
마의 표로 삼으며 
8 And thou shalt bind them for a sign upon thine hand, and 
they shall be as frontlets between thine eyes. 
9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 
9 And thou shalt write them upon the posts of thy house, 
and on thy gates.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받기로 결단하시거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 ߙ
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661.886.0416으로 문자
를 주시거나 korean@lancasterbaptist.org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
랍니다. 

  한인 사역 특별 헌금 총액 (십일조및 다른 헌금 제외) ߙ
   
 지난 2 주 건축헌금    ………………………………………………  $1181 
 지난 2 주 선교헌금    … …………………………………………   $440 
 12개월 믿음의 약정 건축 헌금 …………………… $15,676/$44,649 

 5월 1일 현재 건축헌금 총액   ……………………  $339,650.77 

  드림의 방법 ߙ

1) 문자 (TEXT) 헌금 : 661-250-6982 
2) 온라인 헌금 : giving.lancasterbaptist.org 
2) 우편 헌금: 4020 E. Lancaster Blvd. Lancaster, CA 93535 

* 한인 채플 기금을 헌금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헌금, 혹은 온
라인 헌금 경우 “KB”에 지목하시고 봉투에는 Korean Building 
에 액수를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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