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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에베소서 1:1-2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

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I.                               의 의미 

에베소서 2:16 (Ephesians 2:16) 
“16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

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16 And that he might reconcile both unto God in one body by the cross, having 

slain the enmity thereby:) 

로마서 5:1 (Romans 5:1)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

리는도다.” 

(1 Therefore being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시편 38:3 (Psalms 38:3) 
“3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3 [There is] no soundness in my flesh because of thine anger; neither [is there 

any] rest in my bones because of my sin.) 

이사야 48:22 (Isaiah 48:22) 
“22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22 [There is] no peace, saith the LORD, unto the wi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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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평강의                                

1.  평강은 우리의                              과                                을 지킵니다.  

잠언 4:23 (Proverbs 4:23) 
“23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23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빌립보서 4:6-7 (Philippians 4:6-7)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6 Be careful for nothing; but in every 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7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all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2.  평강은 우리를                                                . 

골로새서 3:15 (Colossians 3:15) 
“15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 And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s, to the which also ye are 

called in one body; and be ye thankful.) 

데살로니가후서 3:16 (2 Thessalonians 3:16) 
“16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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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ow the Lord of peace himself give you peace always by all means. The 

Lord [be] with you all.) 

로마서 16:20 (Romans 16:20)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 And the God of peace shall bruise Satan under your feet shortl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men.) 

고린도후서 13:11 (2 Corinthians 13:11) 
“11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

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1 Finally, brethren, farewell. Be perfect, be of good comfort, be of one 

mind, live in peace; and the God of love and peace shall be with you.) 

이사야 57:19 (Isaiah 57:19) 
“19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 주리라.” 

(19 I create the fruit of the lips; Peace, peace to [him that is] far off, and to 

[him that is] near, saith the LORD; and I will heal him.) 

III. 평강을 누리는                               

1. 주를                                            하십시오.  

이사야 26:3 (Isaiah 26:3) 
“3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

뢰하기 때문이니이다.” 

(3 Thou wilt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because he trusteth in t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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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상 28:15 (1 Samuel 28:15) 
“15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켰느

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곤궁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

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 

(15 And Samuel said to Saul, Why hast thou disquieted me, to bring me up? 

And Saul answered, I am sore distressed; for the Philistines make war 

against me, and God is departed from me, and answereth me no more, 

neither by prophets, nor by dreams: …) 

이사야 30:15 (Isaiah 30:15) 
“15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5 For thus saith the Lord GOD, the Holy One of Israel; In returning and rest 

shall ye be saved; in quietness and in confidence shall be your strength: and 

ye would not.) 

이사야 30:7 (Isaiah 30:7) 
“7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외치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7 For the Egyptians shall help in vain, and to no purpose: therefore have I 

cried concerning this, Their strength [is] to sit still.) 

출애굽기 14:14 (Exodus 14:14) 
“14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14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and ye shall hold your peace.) 

2. 주의                                            을 듣고 배우십시오.  

이사야 54:13 (Isaiah 54:13) 
“13 또 네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네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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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nd all thy children [shall be] taught of the LORD; and great [shall be] 

the peace of thy children.) 

요한복음 14:27 (John 14:27) 
“27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th, 

give I un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요한복음 16:33 (John 16:33) 
“33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

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33 These things I have spoken unto you, that in me ye might have peace. In 

the world ye sha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누가복음 24:6-8 (Luke 24:6-8)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

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6 He is not here, but is risen: remember how he spake unto you when he was 

yet in Galilee, 

7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7 Saying,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the third day rise again. 

8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8 And they remembered his words, 

시편 119:24 (Psalms 119:24) 
“24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조언자이니이다.” 

(24 Thy testimonies also [are] my delight [and] my counsellers.) 

누가복음 24:36 (Luke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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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36 And as they thus spake, Jesus himself stood in the midst of them, and 

saith unto them, Peace [be] unto you.) 

요한복음 20:19, 26 (John 20:19, 26) 
19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19 Then the same day at evening, be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oors were shut where the disciples were assembled for fear of the 

Jews, came Jesus and stood in the midst, and saith unto them, Peace [be] 

unto you. 

26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6 And after eight days again his disciples were within, and Thomas with 

them: [then] came Jesus, the doors being shut, and stood in the midst, and 

said, Peace [be] unto you. 

3. 주께                                            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6-7 (Philippians 4:6-7)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

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6 Be careful for nothing; but in every 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7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all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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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생각을 하십시오.  

로마서 8:5-6 (Romans 8:5-6) 
5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

을 생각하나니 

5 For they that are after the flesh do mind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ey 

that are after the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6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 For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but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5.                                            으로 충만하십시오.  

로마서 14:17 (Romans 14:17) 
“17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

쁨이니라.” 

(17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and drink;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갈라디아서 5:22-23 (Galatians 5:22-23)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23 Meekness, temperance: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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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채플 건축헌금 총액 (십일조및 다른 헌금 제외) ߙ

 지난 주 건축헌금 ……………………………………………………………………………………… $1,090 
 12개월 믿음의 약정헌금   ………………………………………………………… $ 45,533/$89,700 

 11월 1일 현재 건축헌금 총액    …………………………………………………………………$26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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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박스 보내기 운동  ߙ

‣ 반납 : 11월 15일 

‣ 자세한 사항 : 교회 홈페이지 

 땡스기빙 아웃리치 구제 모금  ߙ

‣ 문자 헌금 : Thanks 

‣ 온라인 헌금 : Thanksgiving Out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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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