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

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

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히( 10:10).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 10:14).

주님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

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사 피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

분이 거룩히 구별되었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음을 찬

양하십시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육신과, ,

섞이지 않고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

리를 구별하신 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출처 말씀침례교회: http://av1611.net/4286 [❏

AV1611.net Pastor. Peter Yoon]❏ ❏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딤후 벧전( 2:15, 3:15,

잠15:28).

❏ 말씀 침례교회 집회 시간

주일 오전 10:00✎ 여호수아 강해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2:00✎ 마가복음 강해

수요일 오후 7:30✎ 이사야 강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참석하실 분은 미리 전화나

카톡 등으로 연락해 주십시오E-mail, .

❏ 우리의 사역은 사업 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business)

사역 입니다(ministry) .

질문 및 상담은 메일이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 7342 Orangethorpe Ave. #C-105, Buena Park, CA 90621

Pastor@av1611.net http://av1611.net  562-455-9801

Note_____________________

08/13/2017
말씀침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 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말씀침례교회는

순수하고 영감 있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여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 은혜롭고 경이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고, , , ,

믿음과 덕을 세우며 혼을 깨우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주께서 오실 그 날까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납니다 벧후( 3:18).

말씀침례교회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규례와 전통 로마 캐톨릭이나,

교회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인 안식일 준수 음식 규례, ,

절기 준수 크리스마스 이스터 사순절 추수 감사절 유아, , , , ,

세례 사도신경 축도 성직자 체계, , , 등을 모두 배격하고

성경의 진리만을 추구합니다.

말씀침례교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10:31),

위해 죽으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요 롬( 14:8)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빌 무엇을 하든( 1:20),

말에나 행위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골( 3:17),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살전( 5:10).

말씀침례교회는

주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 깨닫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



주의 첫 날 성경 공부 및 예배 안내입니다.❏

여호수아 오전(10:00- )⚫

제목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말씀 수: 8:30-35

주일 예배 오전(11:00- )⚫

찬송가 일어나서* 188, 192, 193, 196, 197, 21( )

광고 공지 사항* ,

기도 최 재욱 형제님* :

헌금* :

성경 봉독 다 함께 일어나서* ( )

말씀 선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 :

본문 말씀 시: 119:1,2

찬송가 폐회 기도* - 193( ) &

마가복음 오후(2:00- )⚫

제목 그분께서 묻히시니라: .

말씀 막: 15:39-47

공지 사항❏

 매주 수요일 오후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4:00( ) .

전도 모임 일정장소는 그룹 방에 있습니다( / )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집회가 되도록.

 인터넷 미디어 문서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수요일에 이사야서“ ” 강해합니다.

목자 칼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 ”

사람들은 민족 언어 피부 색 종교 성별 따위로 사람, , , ,

을 구분짓고 분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혈연이.

나 지연 학연 따위로 구분짓기를 좋아합니다 종교인들, .

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유의 옷을 입습니

다 독특한 머리 모양을 하기도 하고 남들과 다른 식습. ,

관을 통해 구분 짓기도 합니다 결혼을 안하는 것으로.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들을 정해 지.

키는 것으로 구분 짓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기 위해 외적인 행동이나 전통이나

지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신의 성도들을 세상으로부,

터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에게 외적인 어떤 무엇을 주심으로 세상과 구분짓지 않

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므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개발함으로써 자신을 뭔가 된 것,

처럼 구별 짓고 거룩히 구분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

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는지 말씀을 통해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를 통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9).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은 전통이나 종교적 의식 색채로 구분되는 것이 아,

니라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 구별됩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

에서 하나님 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 ,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

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 행( 26:18).

세상과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그리스도‘ ’ .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데 이점에서 우리는 이

교도들 뿐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교 과도 확연히 구별됩( )

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

히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 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 ] [

령님 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

이라.” 롬( 15:16).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몸이 주의 거룩한 성전입니

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전부입.

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구.

별됩니다.

넷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

리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 [

님 의 영 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 [ ] [ ]

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전( 6:11).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와 불신자 세상과 교회를 거룩히,

구분하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요 잣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