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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Seven Reasons to Give Thanks to God

■ 오늘의 본문말씀 : 역대기상 16:34 &에베소서 5:20
Today’s main verses are 1 Chronicles 16:34 and Ephesians 5:20.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역대기상 16:34절과
에베소서 5:20절입니다.

『1 Chronicles 16:34』 34 O give thanks un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endureth] for ever.
『역대기상 16:34』 34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Ephesians 5:20』 20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unto God an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에베소서 5:20』 20 모든일로인해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항상 [아버지] [하나님]께감사하고

1 Introduction서론
This year is coming to an end before I know it.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Next Sunday is the last Sunday of 2020. 다음 일요일은 2020년의 마지막 일요입니다.
Looking back in the year 2020, it was an eventful year. 2020년을 되돌아 보면, 정말 여러가지 일들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Especially, we have been suffering from COVID-19 pandemic situation in every aspect of our lives all

year round. 특히, 일 년 내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e pandemic brought not only a health crisis but also an unprecedented socio-economic

crisis. 아시다시피, 팬데믹은 건강의 위기 만이 아니라 전례없는 사회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In other words, it has the potential to create devastat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that will

leave deep and longstanding scars.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Furthermore it has a very devastating spiritual effect that will lead many Christians far away from God.
더우기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o the year 2020 may seem to have nothing to be thankful for. 그래서 2020년은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However, the Scripture, as we already read, commands us to give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unto God.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성경기록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entitled “7 Reasons to Give Thanks to God” looking back in
the year 2020. 그러므로 저는 오늘 20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드릴 일곱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think about seven reasons to give
thanks to you looking back in the year 2020. Please help us to always give thanks for all things to you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2 Salvation구원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desire to get while you live in this earth?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얻기를 소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suppose that all secular people would say that money or w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y want
to have. 저 밖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부가 가장 중요한 가지고 싶은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owever, our Lord Jesus says as follows: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Let’s read Luke 12:16-21. 누가복음 12:16-21절을 읽어봅시다.

Prepared by Han Tchah & Translated by Ho-hyun Kim Page 1 / 10



IIBC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곱 가지 이유 December 20, 2020

『Luke 12:16-21』 16 And he spake a parable unto them, saying,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brought forth
plentifully: 17 And he thought within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because I have no room where to bestow my
fruits? 18 And he said, This will I do: I will pull down my barns, and build greater; and there will I bestow all my
fruits and my goods. 19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thou hast much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thine ease,
eat, drink, [and] be merry. 20 But God said unto him, [Thou] fool, this night thy soul shall be required of thee: then
whose shall those things be, which thou hast provided? 21 So [is] he that layeth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누가복음 12:16-21』 16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

매를 내매 17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 두고 19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여러해동안쓸많은물건을쌓아두었으니편안히쉬고먹고마시고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네가예비한그것들이누구의것이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위하여보물을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As such, we cannot take our wealth with us to the grave. 이처럼, 우리는 부를 무덤에 가지고 갈 수 없습
니다.

And when we die, we have to go to either Heaven or Hell. 우리는 죽을 때,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Hebrews 9:27』 27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e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히브리서 9:27』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So the priority number onewehave to get in this life should be the everlasting life orHeavenly citizenship.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제 일 번은 영원한 생명 혹은 천국 시민권이어야 합니다.
In addition, Romans 3:23 says, 덧붙여, 로마서 3:23절을 말합니다,
『Romans 3:23』 23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로마서 3:23』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This means that all men are sinners, so they can not go to Heaven filled with the glory of God.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So to speak, everyone’s default destination is hell. 말하자만, 모든 사람의 기본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That being said, all saints in IIBC will not go to hell, 그건 그렇고, IIBC의 모든 성도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because we have accepted Jesus as our Savior who became sin for us and died for us, rose again three

days later, and defeated the power of hell and Death.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후 다시 일어나셔서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So we have to give thank to God for our salvation.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Let’s read 2 Thessalonians 2:13. 데살로니가 후서 2:13절을 읽어봅시다.
『2 Thessalonians 2:13』 13 But we are bound to give thanks alway to God for you, brethren beloved of the Lord,

because God hath from the beginning chosen you to salvation through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and belief of the truth:
『데살로니가후서 2:13』 13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하나니이는 [하나님]께서처음부터너희를택하사 /성령]의 거룩히구별하심과진리를믿는것을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3 The Word of Truth진리의 말씀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y did God save us?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God did not save us in order for us just to avoid going to Hell and go to Heaven.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지옥을 피해 천국에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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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we will go to Heaven.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However, God saves us unto good works in Christ Jesus.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In other words, God wants us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Him.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Let’s read Ephesians 2:8-10. 에베소서 2:8-10절을 읽어봅시다.
『Ephesians 2:8-10』 8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9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10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unto good works,
which God hath before ordaine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에베소서 2:8-10』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 우리는
그분의작품이요그리스도예수님안에서선한행위를하도록창조된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그선한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As such,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unto good works. 이처럼, 우리는 그분의 작품
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Let’s continue to read Romans 12:1. 계속해서 로마서 12:1절을 읽어봅시다.
『Romans 12:1』 1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로마서 12:1』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As such, God wants us to live a life holy, acceptable unto Him.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바라십니다.
If so, how can we live a life acceptable unto God?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In other words, how can we grow spiritually after we got saved?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The answer is in 1 Peter 2:2. 해답은 베드로전서 2:2절에 있습니다.
『1 Peter 2:2』 2 As newborn bab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e may grow thereby:
『베드로전서 2:2』 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Here God shows us how to grow spiritually. 여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By the way we can get saved by the Word of God. (Ephesians 1:13)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13)
Likewise it is the Word of God that we can grow by. 이처럼 우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So in order to grow spiritually we have to study the Word of God that is the Word of Truth.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Let’s read 2 Timothy 2:15. 디모데후서 2:15절을 읽어봅시다.
『2 Timothy 2:15』 15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디모데후서 2:15』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Here God commands us to study theWord of Truth by rightly dividing it.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눔으로써 그것을 연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Bible verse we should always meditate on and practice with. 이것은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경구절입니다.
Now I want to read 1 Peter 2:2 again. 이제 베드로전서 2:2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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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ter 2:2』 2 As newborn bab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e may grow thereby:
『베드로전서 2:2』 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Here you se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여기에 말씀의 순수한 젖이 나옵니다.
Why did Apostle Peter write the word “sincere” before “milk of the word?” 왜 사도 베드로는 말씀의 젖

앞에 순수한 이라는 단어를 적었을까요?
This question can be replaced by the next question. 이 질문은 다음의 질문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Which Bible version do we have to use to grow spiritually among around 300 English Bible versions?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300 가지의 영어성경 역본 가운데 어떤 성경 역본을 사용해야 할까?
We should use King James Bible, because it can make us grow more spiritually, compared to other Bible

versions.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성경 역본과 비교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don’t think we have enough time to explain it in detail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With this being said, I want to ask you only one question in order for you to think about the Bible issue.
그건 그 정도로 말씀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Which Bible version records the word Lucifer that is the name of Satan before he fell and the word
Calvary that is the place where Jesus died for us? 어느 성경 역본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이름인 루시퍼라는
단어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인 갈보리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We can find these very important names in KJB.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이름들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owever, they are not mentioned in most modern Bible versions such as NIV, ESV, MSG, etc. 하지만,
그것들은 NIV, ESV, MSG와 같은 다른 대부분의 현대 성경역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Anyhow, we have to give thank to God for His Word.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Let’s read Psalm 56:10. 시편 56:10절을 읽어봅시다.
『Psalms 56:10』 10 In God will I praise [his] word: in the LORD will I praise [his] word.
『시편 56:10』 10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

리라.

4 Bible Teachers성경 교사들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an anybody understand the whole Bible without being taught?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No, nobody can.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We need Bible teachers. 우리는 성경교사가 필요합니다.
Let’s read Ephesians 4:11 & 12. 에베소서 4:11 & 12절을 읽어봅시다.
『Ephesians 4:11-12』 11 And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12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에베소서 4:11-12』 11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As such, God gave us teachers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I really thank God so much for that He has given IIBC many Bible teachers. 저는 IIBC에 많은 성경교사
들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Now I want to introduce some of them in order of age. 이제 나이 순에 따라 성경교사들을 소개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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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 The first teacher I want to introduce is Brother Robert Kim who is a Korean-Canadian.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성경교사는 한국인이자 캐나다인인 로버트 김 형제입니다.
He is taking charge ofWednesday Bible Study which is held online by the use of zoom at 8 PM every
Wednesday. 그는 매 주 수요일 저녁 8:00에 줌을 이용한 성경공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This service is composed of singing one hymn in English and in Korean, then Bible Study and finally
prayer time. 이 예배는 영어와 한글로 각각 한 곡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공부를 한 다음 기도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I hope that many saints would participate in this service.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시길 희망
합니다.

2. The second teacher I want to introduce is Dr. I. M. Achristian who is from the States. 소개해 드릴
두 번째 교사는 미국에서 오신 아이엠어크리스챤 박사님입니다.
He usually preaches expository preaching at Sunday morning service. 그는 보통 일요 오전예배에서
강해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And he occasionally plays puppet show for kids. 그리고 가끔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도 합니다.
By the way, we cannot see his face on YouTube. 그런데, 오늘은 유투브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습
니다.
So I would like to show the face of a personwho resembles him. 그래서 그와 닮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Who is this man?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Yes, Yul Brynner, a Russian-American actor, singer, and director. 예, 러시아 태생의 미국인, 배우이자,
가수, 영화감독인 율 브린너입니다.
I think Dr. I. M. Achrisitian really resembles Yul Brynner. 저는 아이 엠 어크리스챤 박사님이 율
브린너를 정말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3. The third teacher is Brother Sione. 세 번째 성경교사는 서치원 형제입니다.
He is taking charge of Thursday Bible Study and Sunday Discipleship Class, which are online and
offline. 그는 목요 성경공부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일요 제자성경공부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He is able to speak Korean, English and French. 그는 한국어, 영어, 불어를 할 수 있습니다.
He has his own web site titled WebStone which is very helpful to Koreans who wants to learn King
James Bible.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한국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웹스톤이라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am sure that if you visit the WebStone, you will benefit spiritually. 여러분이 웹스톤을 방문해 보시
면,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4. The fourth teacher is Brother Steve Han. 네 번째 성경교사는 스티브 한 형제입니다.
He is taking charge of Sunday morning Bible study for adults. 그는 일요일 오전 성인성경공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e leads his Bible study passionately like preaching a sermon. 그는 설교를 하듯이 성경공부를 열정
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He has his own YouTube channel named Steve World which deals with travel, pet, and education.
그는 여행, 애완동물과 교육을 다루는 스티브 월드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learn practical English, please do not hesitate to visit Steve World. 만일 여러분이 실
용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스티브 월드를 방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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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fifth and the last teacher I would like to introduce is Sister Jennifer Bohannan who is from the
States. 마지막 다섯 번 째로 소개할 성경교사는 미국에서 온 보한난 제니퍼 자매입니다.
She is currently a native English teacher at Posco High School. 그녀는 현재 포철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입니다.
And at IIBC, She is taking charge of Sunday morning Bible study for children. 그리고 IIBC에서 일
요일 어린이 성경공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he teaches the Word of God with LIFEPAC which is a Christian homeschool curriculum for grades
K-12. 그녀는 크리스챤 홈 스쿨 교재 라이프팩의 12년차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more Bible teachers at IIBC next year. 내년에는 IIBC에서 더 많은 성경교사들을
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Let’s read Psalm 119:12. 시편 119:12절을 읽어봅시다.
『Psalms 119:12』 12 Blessed [art] thou, O LORD: teach me thy statutes.
『시편 119:12』 12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5 Place to worship예배 장소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church?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Many people today understand the church as a building.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This is not a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church. 이것은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Romans 16:5 says, 로마서 16:5절은,
『Romans 16:5』 5a Likewise [greet] the church that is in their house.
『로마서 16:5』 5a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Paul refers to the church in their house-not a church building, but a body of believers.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즉 교회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of which He is the head.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Ephesians 1:22-23 says, 에베소서 1:22-23절은,
『Ephesians 1:22-23』 22 And hath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to be] th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23 Which is his body, the fulness of him that filleth all in all.
『에베소서 1:22-23』 22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The body of Christ is made up of all believers in Jesus Christ from the day of Pentecost (Acts 2) until

Christ’s return. 교회의 몸은 성령강림절(사도행전 2장)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로 구성됩니다.

With that being said, we should not neglect the building where the body of Christ gathers to worship
Him.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는 건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Let’s read Hebrews 10:25. 히브리서 10:25절을 읽어봅시다.
『Hebrews 10:25』 25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the manner of some [is]; but exh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the more, as ye see the day approaching.
『히브리서 10:25』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As such, we have to do our best to gather together. 이와 같이, 우리는 함께 모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If so, we need a place to meet together. 그렇다면, 우리는 모일 장소가 필요합니다.
I really thank God for that He has given IIBC a fantastic place to worship Him. 저는 IIBC에 하나님을

경배할 훌륭한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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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take a look at a few pictures of IIBC building. IIBC 건물의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This is the main hall viewed from right to left. 이것은 메인 홀의 오른 쪽에서 왼 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This is viewed from left to right. 이것은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본 모습니다.
This is the dining room and two small rooms for multipurpose. 이것은 식당과 두 개의 작은 다목적실

모습입니다.
Lastly, this is the kitchen where IIBC men cook on every 5th Sunday of the month. 마지막으로, 이것은

IIBC의 남자들이 매 다섯 번째 일요일에 요리하는 주방입니다.
Let’s read Psalm 134:2. 시편 134:2절을 읽어봅시다.
『Psalms 134:2』 2 Lift up your hands [in] the sanctuary, and bless the LORD.
『시편 134:2』 2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라.

6 Internet인터넷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Is the internet good or bad? 인터넷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In this day and age, it’s hard to imagine life without the internet, although it has many bad points. 이

시대에, 그것이 나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터넷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Looking back this year, many visitors came to IIBC despite COVID-19 pandemic situation which was

driving Christians away from the church. 올 해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IIBC를 찾았습니다.

Unless IIBC has its own website and YouTube channel, they could not come. IIBC에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이 없었다면, 그들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homepage of IIBC. IIBC의 홈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According to Dr. I. M. Achristian this is one of the best homepage over the world. 아이 엠 어크리스챤

박사님에 따르면, 이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홈페이지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I agree with him totally. 저도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At this chance I would like to express sincere thanks to Deacon Kim for his dedication and effort for the

design andmanagement of this homepage. 이 시간을 빌어, 저는 이 홈페이지의 개발과 관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김집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Now let’s take a look at the YouTube channel of IIBC. IIBC의 유튜브 채널을 봅시다.
As you see, the number of subscribers is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members of IIBC. 보시다시피,

등록자 수가 IIBC 교인 수의 두 배가 넘습니다.
And some of them are from abroad, as far as I know. 제가 알기로는,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 보고 있습

니다.
Praise the Lord for that! 주님을 찬양합니다!
On this chance, I would also like to appreciate Sister Ji Hye, Brother Sione, Deacon Sung and Deacon

Kim who enabled this YouTube channel to be activated. 이 기회를 빌어, 이 유튜브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를
노력하고 있는 지혜 자매님, 서치원 형제님, 성집사와 김집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As I told just before, the internet has many bad points and good points. 전에도 말씀 드린 것 처럼, 인터
넷은 많은 나쁜 점과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this being said, I am sure that the internet could be a very effective tool of sharing the Gospel and
the Word of God with all souls in the world.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이 확실합니다.

Let’s read 2 Timothy 4:2a and Colossians 3:17. 디모데후서 4:2절 앞부분과 골로새서 3:17절을 읽어봅시다.
『2 Timothy 4:2』 2a Preach the word;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디모데후서 4:2』 2a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Colossians 3:17』 17 And whatsoever ye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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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od and the Father by him.
『골로새서 3:17』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7 International Church국제 교회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From how many different countries did visitors come to IIBC until now? 지금까지 몇 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IIBC를 방문하였을까요?

Yes, we have had visitors from 30 different countries since 9 years ago. 9년 전 부터 지금까지 30개의
국가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Praise the Lord for that! 주님을 찬양합니다!
So I would dare to say that IIBC has been doing the Great Commission, written in Matthew 28:19-20a,

그래서 저는 감히 IIBC가 마태복음 28:19-20절에 씌여있는 대위임명령을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립
니다.

which reads,
『Matthew 28:19-20』 19 Go ye therefore, and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20a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마태복음 28:19-20』 19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20a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So I would like to ask you 30 questions about national flags. 그래서 저는 국기에 대해 30개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Please remember that I have a lot of gift cards with me. 제게 많은 상품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If you get more than 25 right answers, I will give you the gift card. 25개 이상 정답을 맞추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By the way I will give you 5 seconds for each question. 각 문제 당 5초를 드리겠습니다.
Here we go.
This national flag belongs to which country? 이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1. Korea 한국
2. Japan 일본
3. China 중국
4. Mongolia 몽골
5. Philippines 필리핀
6. Vietnam 베트남
7. Thai 태국
8. Singapore 싱가포르
9. Malaysia 말레이시아

10. Indonesia 인도네시아
11. India 인도
12. Bangladesh 방글라데쉬
13. Pakistan 파키스탄
14.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15. Iran 이란
16. Australia 호주

Let’s go to Europe. 유럽으로 가 봅시다.
17. England 영국
18. France 프랑스
19. Germany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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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etherlands 네델란드

Let’s go to Africa. 아프리카로 가 봅시다.
21. Ethiopia 이디오피아
22. Ghana 가나
23. Gabon 가봉
24. Nigeria 나이지리아
25. Uganda 우간다
26. Zambia 잠비아
27.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Let’s go to the continent of America.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 봅시다.
28. Canada 캐나다
29. USA 미국
30. Colombia 콜롬비아

Once again I declare that if you get more than 25 right answers, please come to me to get the gift card.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5개 이상의 정답을 맞추셨다면, 제게 와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Psalm 117:1. 시편 117:1절을 읽어봅시다.
『Psalms 117:1』 1 O praise the LORD, all ye nations: praise him, all ye people.
『시편 117:1』 1 오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8 Blessed hope복된 소망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the emergence of pestilences such as COVID-19, can be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여러분은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의 출현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I think most of you believe this.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When I preached the sermon titled “The Age of Pestilences” last February, I presented two reasons for

that. 지난 2월에 “역병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믿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The first reason is that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is ‘pestilences in divers places’ due to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s we have seen in cases of COVID-19.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의 하나가 코로나
19에서 보는 것 처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곳에서 출현하는 역병”입니다.

The second reason is that Jesus’ return is associated with the time of crossing the barrier between crea-
tures as we have seen in pestilences such as SARS, swine Flu, MERS, COVID-19, and AIDSwhich are caused
by viruses that cross the species barrier.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종간 장벽을 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에이즈와 같은 역병에서 보듯이 종간 장벽을 넘는 때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In additio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has prompted governments to enact extraordinary legis-
lation. 덧붙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특별한 입법을 하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So I would dare to say that COVID-19 is breeding totalitarianism over the world.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가 이 세상에 전체주의를 심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That being said, this precursor of world-wide totalitarianism is not necessarily bad for us. 그렇다고 한
다면, 이러한 전세계적인 전체주의의 서곡인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Rather it is good for us,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because it tells us that Jesus’ return is very very imminent.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아주

임박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In other words, the rapture will come just before the world-wide totalitarianism prevails or one world

government appears. 다시 말해서, 전세계적인 전체주의가 득세하거나, 세계 단일정부가 출현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Prepared by Han Tchah & Translated by Ho-hyun Kim Page 9 / 10



IIBC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곱 가지 이유 December 20, 2020

So we have to give thanks to God for that we are living in the last days when we shall be caught up
together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1 Thessalonians 4:17) 그래서 우리는 구름 가운데 함께
들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Let’s read Titus 2:13. 디도서 2:13절을 읽어봅시다.
『Titus 2:13』 13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and our Saviour Jesus

Christ;
『디도서 2:13』 13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

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9 Conclusion결론
Now I want to summarize and conclude. 이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Looking back in the year 2020, we have at least 7 reasons to give thanks to God. 2020년을 되돌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최소 일곱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We should give thanks to God for our Salvation, the Word of Truth, Bible teachers, Place to Worship,
Internet, International Church, and the Blessed Hope. 우리는 우리의 구원, 진리의 말씀, 성경교사들, 예배
장소, 인터넷, 국제교회, 그리고 복된 소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s.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 Chronicles 16:34』 34 O give thanks un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endureth] for ever.
『역대기상 16:34』 34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Ephesians 5:20』 20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unto God an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에베소서 5:20』 20 모든일로인해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항상 [아버지] [하나님]께감사하고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here at IIBC this morning.

Now I sincere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this morning would always give thanks to you for all things
until the Lord comes again. In Jesu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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