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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요한복음 13:12-17 
“12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14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

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마가복음 10:45 
“45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

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5:13-15 
“13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

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14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15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태복음 11:29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

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I. 예수님과 같은                          을 품으십시오.  

요한복음 10:10 
“10 …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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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2:2-8 
“2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3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4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5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6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7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빌립보서 4:2 
“2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게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II. 예수님과 같은                          를 취하십시오.  

14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

땅하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12-13, 20-25 
“12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

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20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21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

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23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

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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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

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25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III. 예수님과 같이                                   를 섬기십시오.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6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

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리라, 하시니” 

“17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한인 채플 건축헌금 총액 (십일조및 다른 헌금 제외) ߙ

 지난 주 건축헌금 ………………………………………………………………………………………… $685 
 12개월 믿음의 약정헌금   ………………………………………………………… $ 42,553/$89,700 

 10월 11일 현재 건축헌금 총액  ……………………………………………………………… $265,005 

  드림의 방법 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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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캠퍼스 수요 성경 공부 ߙ

‣ 일시: 매주 수요일 

‣ 장소: 레블스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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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선교 강조 주간  ߙ

‣ 일시: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10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 저녁 5시 

‣ 한인 사역 부서 - 인터내셔널 부페 참여(불고기, 김치, 밥) 

‣ 음식, 봉사 참여하실 분들은 웹사이트 통해서 신청 

 교회 홈페이지 새단장  ߙ

‣ LBCav.org 

‣ 설교 아웃라인및 다시 보기 가능 

‣ 교회 행사 등록 가능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 안내 ߙ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facebook.com/LBCkm 

유튜브 채널 검색: 랭캐스터침례교회 한인사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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