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하려고 나아가는 해” 10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본문 : 누가복음 6:38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I.

수 있나?

II.

을 드릴 수 있나?

마태복음 14:16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고린도전서 4:7
“7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대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후서 8:12
“12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

에 대해

베드로전서 2:5
“5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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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신의
로마서 12:1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
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6:13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
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ii.
빌립보서 4:18
“18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
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iii.

과

히브리서 13:15
“15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시편 69:30-31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31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iv.
히브리서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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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v.
시편 141:2
“2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5:8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
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 8:3
“3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
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2.

들 간에

3.

을 향해

사도행전 3:6
“6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PAGE 3 OF 4

“도달하려고 나아가는 해” 10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ߙ 한인 채플 건축헌금 총액 (십일조및 다른 헌금 제외)
지난 주 건축헌금 ⋯⋯⋯⋯⋯⋯⋯⋯⋯⋯⋯⋯⋯⋯⋯⋯⋯⋯⋯⋯⋯⋯⋯⋯⋯⋯⋯⋯⋯⋯⋯⋯⋯ $1000
12개월 믿음의 약정헌금 ⋯⋯⋯⋯⋯⋯⋯⋯⋯⋯⋯⋯⋯⋯⋯⋯⋯⋯⋯⋯⋯⋯ $ 43,553/$89,700
10월 11일 현재 건축헌금 총액 ⋯⋯⋯⋯⋯⋯⋯⋯⋯⋯⋯⋯⋯⋯⋯⋯⋯⋯⋯⋯⋯⋯⋯⋯ $26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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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ߙ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변경
‣ 10월 28일 수요일 7시 주강당, 7시 30분 레블스 302호로 이동
‣ 장소: 주강당 & 레블스 302호

ߙ 세계 선교 강조 주간
‣ 일시:10월 25일 주일 저녁 5시 주강당, 10월 28일 수요일 7시 주강당

ߙ 교회 홈페이지 새단장
‣ LBCav.org
‣ 설교 아웃라인및 다시 보기 가능
‣ 교회 행사 등록 가능

ߙ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 안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facebook.com/LBCkm
유튜브 채널 검색: 랭캐스터침례교회 한인사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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