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를 신뢰하는 해” 1월 29일 주일 예배 

히브리서 11:1-3 (Hebrews 11:1-3) 
1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2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2 For by it the elders obtained a good report. 

3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

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3 Through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fram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things which are seen were not made of things 

which do appear. 

I.                       의 시작 

히브리서 11:3 (Hebrews 11:3) 
“3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

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

였느니라.” 

(3 Through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fram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things which are seen 

were not made of things which do appear.) 

II.                       의 시작 

히브리서 11:3 (Hebrew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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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

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

였느니라.” 

(3 Through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fram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things which are seen 

were not made of things which do appear.) 

1.                     을 통해                        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40 (1 Corinthians 14:40) 
“40 모든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40 Let all things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시편 119:89-90 (Psalms 119:89-90) 
89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89 For ever, O LORD, thy word is settled in heaven. 

90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90 Thy faithfulness [is] unto all generations: thou hast 

established the earth, and it abideth. 

 

창세기 1:16-17 (Genesis 1:16-17) 
16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사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

게 하시고 작은 광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16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he 

made] the stars also. 

17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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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nd God set them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give light upon the earth, 

 

2.                     을 통해                        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3:4 (Hebrews 3:4) 
“4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

니라.” 

(4 For every house is builded by some [man]; but he 

that built all things [is] God.) 

 

시편 19:1-3 (Psalms 19:1-3) 
1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

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firmament sheweth his handywork. 

2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2 Day unto day uttereth speech, and night unto night 

sheweth knowledge. 

3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3 [There is] no speech nor language, [where] their voice 

is not heard. 

 

로마서 1:20 (Romans 1:20) 
“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

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

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0 For the invisible things of him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are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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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that are made, [even] his eternal power and 

Godhead;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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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건축헌금    …………………………………………  $495 
 지난 주 선교헌금    … …………………………………   $670 
 12개월 믿음의 약정 건축 헌금 …………………… $30,466/$44,649 

 1월 22일 현재 건축헌금 총액   ……………………  $354,3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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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