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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히브리서 11:7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

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7 By faith Noah, being warned of God of things not seen as yet, moved with fear, 

prepared an ark to the saving of his house; by the which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heir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by faith.) 

갈라디아서 2:20 (Galatians 2:20)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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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4:8-9 (Romans 14:8-9)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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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9 For to this end Christ both died, and rose, and revived, that he might be Lord both of 

the dead and living. 

사도행전 20:24 (Acts 20:24) 
“24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

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복음을�선포하는�해”   2021년 11월 28일 주일 예배
(24 But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neither count I my life dear unto myself, so that I 

might finish my course with joy, and the ministry, which I have received of the Lord 

Jesus, to testify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히브리서 11:6 (Hebrews 11:6) 
“6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6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that cometh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 

에베소서 3:12 (Ephesians 3:12) 
“1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12 In whom we have boldness and access with confidence by the faith of him.) 

I. 하나님의                    에 대해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

직여 …” 

(7 By faith Noah, being warned of God of things not seen as yet, moved with 

fear, …) 

예레미야 23:29 (Jeremiah 23:29) 
“29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

하냐?” 

(29 [Is] not my word like as a fire? saith the LORD; and like a hammer [that] 

breaketh the rock in pieces?) 

디모데후서 3:16-17 (2 Timothy 3:16-17) 
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

하기에 유익하니 

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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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17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베드로후서 3:3 (2 Peter 3:2) 
“3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3 Knowing this first, that there shall come in the last days scoffers, walking 

after their own lusts,) 

창세기 18:12 (Genesis 18:12) 
“12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

으리오? 하매” 

(12 Therefore Sarah laughed within herself, saying, After I am waxed old shall I 

have pleasure, my lord being old also?) 

창세기 19:14 (Genesis 19:14) 
“14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

라.” 

(14 And Lot went out, and spake unto his sons in law, which married his 

daughters, and said, Up, get you out of this place; for the LORD will destroy this 

city. But he seemed as one that mocked unto his sons in law.) 

창세기 19:26 (Genesis 19:26) 
“26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6 But his wife looked back from behind him, and she became a pillar of salt.) 

II.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 대해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

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 

(7 By faith Noah, being warned of God of things not seen as yet, mov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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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prepared an ark …) 

창세기 7:5 
“5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5 And Noah did according unto all that the LORD commanded him.) 

III.                    에 대해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

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 

(7 By faith Noah, being warned of God of things not seen as yet, moved with 

fear, prepared an ark to the saving of his house; …) 

사도행전 16:30-31 (Acts 16:30-31) 
30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0 And brought them out, and sai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31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31 And they sai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 

히브리서 9:27 (Hebrews 9:27)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27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e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로마서 5:12 (Romans 5:12)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12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로마서 3:10-12 (Romans 3:10-12) 
10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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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s it is written,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1 There is none that understandeth, there is none that seeketh after God. 

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

도다. 

12 They are all gone out of the way, they are together become unprofitable; 

there is none that doeth good, no, not one. 

로마서 6:23 (Romans 6:23) 
“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

니라.” 

(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로마서 10:9-10 (Romans 10:9-10)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9That if thou shalt confess with thy mouth the Lord Jesus, and shalt believe in 

thine heart that God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thou shalt be saved.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th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받기로 결단하시거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이 ߙ
필요하신 분들은 661.886.0416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korean@lancasterbaptist.org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사역 특별 헌금 총액 (십일조및 다른 헌금 제외) ߙ
  
 지난 주 건축헌금         …………………………………………………………………………… $1,166 
 지난 주 선교헌금         …………………………………………………………………………… $5,105 
 12개월 믿음의 약정 건축 헌금   ……………………………………………… $49,703.77/$61,402 

 11월  21일 현재 건축헌금 총액   ………………………………………………………… $318,2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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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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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헌금 경우 “KB”에 지목
하시고 봉투에는 Korean Building 에 액수를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믿음의 약정헌금을 제출하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LBCav.org/faithpromise 에서 작성하
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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