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끄러워하지 않는 해”    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6:9-13 (Matthew 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9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ye: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10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11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11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12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12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13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

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13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ever. Amen. 

사도행전 1:6-7 (Acts 1:6-7) 
6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6 When they therefore were come together, they asked of him, 

saying, Lord, wilt thou at this time restore again the kingdom to 

Israel? 

7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

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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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d he said un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the 

seasons, which the Father hath put in his own power. 

 

마태복음 12:26-28 (Matthew 12:26-28) 
26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26 And if Satan cast out Satan, he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shall then his kingdom stand? 

27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

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7 And if I by Beelzebub cast out devils, by whom do your children 

cast [them] out? therefore they shall be your judges.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

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 But if I cast out devils by the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is come unto you. 

 

요한일서 3:8 (1 John 3:8) 
“8 …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8 …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사도행전 26:18 (Acts 26:18) 
“18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

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18 To open their eyes, [and]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power of Satan un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inheritance among them which are 

sanctified by faith that is i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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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1:13 (Colossians 1:13) 
“13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

국으로 옮기셨으니” 

(13 Who hath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hath 

translat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요한복음 18:36 (John 18:36) 
“3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

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36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then would my servants fight, that I should not 

be delivered to the Jews: but now is my kingdom not from hence.) 

 

마태복음 6:33 (Matthew 6:33) 
“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

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I.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을 통해 

누가복음 17:20-21 (Luke 17:20-21) 
20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
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20 And when he was demanded of the Pharisees, when the 
kingdom of God should come, he answered them and said, 
The kingdom of God cometh not with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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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
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21 Neither shall they say, Lo here! or, lo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로마서 14:17 (Romans 14:17) 
“17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
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17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and drink;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갈라디아서 2:20 (Galatians 2:20)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
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
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20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th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고린도전서 6:19-20 (1 Corinthians 6:19-20) 
19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
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
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19 What? know ye not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Ghost [which is] in you, which ye have of God, and ye 
are not your own? 
20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
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 For ye are bought with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and in your spirit, which are God's. 

 
로마서 14:7-8 
7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
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7 For none of us liveth to himself, and no man dieth to 
himself. 

                                                                             PAGE  OF 4 7



 “부끄러워하지 않는 해”    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8 For whether we live, we live unto the Lord; and whether we 
die, we die unto the Lord: whether we live therefore, or die, 
we are the Lord's. 

 
고린도후서 5:15 (2 Corinthians 5:15)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
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
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5 And [that] he died for all, that they which live should 
not henceforth live unto themselves, but unto him which 
died for them, and rose again.) 

 
베드로전서 4:2 (1 Peter 4:2) 
“2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2 That he no longer should live the rest of [his] time in the 
flesh to the lusts of men, but to the will of God.) 

 
고린도전서 4:20 (1 Corinthians 4:20) 
“20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20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in word, but in power.)  

II. 예수님의                            을 통해 

마태복음 3:2 (Matthew 3:2) 
“2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
니” 
(2 And saying,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마태복음 4:17 (Matthew 4:17)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
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7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and to say,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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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22:20 (Revelation 22:20) 
“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0 He which testifieth these things saith, Surely I come 
quickly.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고린도전서 15:24-25 (1 Corinthians 15:24-25) 
24 그때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24 Then [cometh] the end, when he shall have delivered up 
the kingdom to God, even the Father; when he shall have put 
down all rule and all authority and power. 
25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
시 통치해야 하나니 
25 For he must reign, till he hath put all enemies under his 
feet. 

 
베드로후서 3:12-14 (2 Peter 3:12-14) 
12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
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12 Looking for and hasting unto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wherein the heavens being on fire shall be dissolved, 
and the elements shall melt with fervent heat?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
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13 Nevertheless we, according to his promise, look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wherein dwelleth righteousness.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
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14 Wherefore, beloved, seeing that ye look for such things, 
be diligent that ye may be found of him in peace, without 
spot, and blameless. 

 
요한계시록 11:15 (Revelation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
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15 And the seventh angel sounded; and there were great 
voices in heaven, saying, The kingdoms of this world are 

                                                                             PAGE  OF 6 7



 “부끄러워하지 않는 해”    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 ever and ever.) 

 
요한계시록 22:20 (Revelation 22:20) 
“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0 He which testifieth these things saith, Surely I come 
quickly.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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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7 
 지난 주 선교헌금    … ………………………………………   $270  
 12개월 믿음의 약정 건축 헌금 …………………… $23,726/$44,649 

 9월 4일 현재 건축헌금 총액   ……………………  $347,7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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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OF 7 7

mailto:korean@lancasterbaptist.org
http://giving.lancasterbaptis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