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o. Robert Kim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1 Moreover, brethren, we do you to wit of the grace of God bestowed on the churches of Macedonia; 
2 How that in a great trial of affliction the abundance of their joy and their deep poverty abounded unto the 
riches of their liberality. 
3 For to their power, I bear record, yea, and beyond their power they were willing of themselves; 
4 Praying us with much intreaty that we would receive the gift, and take upon us the fellowship of the 
ministering to the saints. 
5 And this they did, not as we hoped, but first gave their own selves to the Lord, and unto us by the will of God. 

2 Corinthians 8:1-5 고린도후서

1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3 내가 증언
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4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 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5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Let’s pray

Our Father in heaven,  
We praise you, for you are 

merciful, gracious, slow to anger, and plenteous in mercy. 

Help us be like you. 

We pray in Jesus' name, Amen.



All’s Well That Ends Well
Comedy in five acts by William Shakespeare, 
written in 1601–05 and published in 1623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We are nearing the end of the year. Comedy means happy ending. Our life, though tough and full of afflictions, is a comedy, guaranteeing happy ending, because we see 
the Lord face to face!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코메디는 결말이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든 고난의 연속이지만 결국 행복하게 끝나는 코메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William-Shakespeare


Numbers 25:1  And Israel abode in Shittim, and the people began to 
commit whoredom with the daughters of Moab.

민수기 25:1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About 2.4 mil people left Egypt, and only two tribes, Joshua and Caleb, entered the promised land. Numbers 26:51 These were the numbered of the children of Israel, 
six hundred thousand and a thousand seven hundred and thirty (601,730). Assuming 1 wife with two children, 2.4 mil enter the promised land, but different 
composition - out of 12 tribes, 10 tribes were lost; only two tribes made it. 

이집트를 떠난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지파 사람 이백 사십 만 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26:51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육십만 천칠백삼십 명이더라.

성인 남자 한 명 당 한 사람의 아내와 두 아이가 있다고 치면, 이백 사십 만 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산도 가능한데, 열 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는 실패했고, 두 지파 만이 성공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Christmas
• Christ Jesus was never in Christmas. 

• December 25th was celebrated in ancient days as the birthday of the 
unconquerable sun god (variously known as Tammuz, Mithra, Saturn, 
Adonis or Baal) centuries before Jesus was born in Bethlehem. 


• The Bible nowhere suggests that Bible believers should celebrate 
Christmas. 


• The early Christian church did not celebrate Christmas; rather it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the sacred festivals mentioned in Leviticus 
chapter 23. 


• The Roman Church, centuries after the apostolic era, adopted this ancient 
pagan winter festival of the sun god and renamed it "Christmas" in order to 
win converts.  
 - quoted 

• But use this occasion to preach the gospel.

1853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예수는 절대 크리스마스에 없었다.


•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수 세기 전부터 있었던 고대의 탐무즈, 미트라, 새턴, 아도니스, 바알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알려진 태양신의 생일이었습니다.

• 성경 어디에도 성경 신자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 초기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다는 레위기 23장에 언급된 신성한 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사도시대를 수 세기 지난 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겨울 축제를 가져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Boxing Day, in Great 
Britain and some 
Commonwealth 

countries, particularly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holiday 

(December 26) on 
which servants, 

tradespeople, and the 
poor traditionally were 
presented with gifts.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 국가에서는 12월 26일이 박싱데이인데, 

종들과 상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https://www.britannica.com/place/United-Kingdom
https://www.britannica.com/place/United-Kingdom
https://www.britannica.com/topic/Commonwealth-association-of-states
https://www.britannica.com/place/New-Zealand
https://www.britannica.com/topic/holiday


Thank you IIBC, for your gift, 
this honorary opportunity to 
preach His word!

Before showing the gifts I’ve received from the Lord and His children, I must thank you IIBC and the church leaders and members for giving so much. I just can’t number 
them.

제가 지금까지 주님과 주의 자녀들에게 받은 선물을 보여드리기 전에, IIBC와 교회 리더들, 성도님들에게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Elder Park

Pastor Cho

친구 박형기 장로



Elder Park’s Gifts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24:15) 

박 장로의 선물들


Thomas Kinkade (1958-2012), American painter of light

토마스 킨케이드, 미국 화가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Pastor Cho’s Gifts Mr Giver

조 목사님의 선물들



Deacon Byun’s Gifts

변 집사의 선물들




Pastor Waddell’s Gift 

와델 목사의 선물


Scofield Study Bible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



DR. AL WADELL

알 와델 박사.


And there are also many other things which are given, but I suppose that even the church space cannot contain the gifts given.

그 외에도 교회 창고에도 다 넣을 수 없을만큼 받은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1. Why should we give? 
2. What should we give? 

3. How much should we give?

Giving

드리기


1. 왜 주어야 하나?

2. 무엇을 주어야 하나?

3. 얼마나 주어야 하나?



Acts 20:35 I have shewed you all things, how that so labouring 
ye ought to support the weak, and to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Jesus, how he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35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
게 하였느니라.


To get more blessings, you need to give. More blessings, more giving, more receving.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이 옵니다, 더 드리면, 더 받습니다.



Why should we give?  왜 주어야 하나?

Proverbs 21:26 He coveteth greedily all the day long: but the 
righteous giveth and spareth not. 

Psalms 37:21 The wicked borroweth, and payeth not again: 
but the righteous sheweth mercy, and giveth.

잠언 21:26 그는 종일토록 게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
고 베푸느니라.	 


시편 37:21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Do you think you are righteous? All the saved people are righteous; so they should give.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주어야 합니다.



Why should we give?  왜 주어야 하나?

Proverbs 19:17 He that hath pity upon the poor lendeth unto 
the LORD; and that which he hath given will he pay him again. 

잠언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
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You are not giving to people. You are lending to the Lord! And He will pay you back. I know He always keeps His promise. And I do have the experience - look at all the 
gifts I have received. He always pays you back.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 제가 받은 모든 선물들을 보면, 그분께서 언제나 갚아 주십니다.



Proverbs 3:9 Honour the LORD with thy substance, and with 
the firstfruits of all thine increase: 

잠언 3:9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Firstfruits you must give, not the leftover. Pastor Cho - make everything in good condition before giving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조 목사 — 드리기 전에 좋은 상태를 만드십시오.




2. What should we give?  무엇을 드려야 하나?

Romans 8:32 He that spared not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shall he not with him also freely give us 
all things?  
Matthew 10:8 Heal the sick, cleanse the lepers, raise the 
dead, cast out devils: freely ye have received, freely give. 

로마서 8: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
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10:8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
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Jesus sends out the Twelve Apostles

예수님께서 열 두 사도를 보내십니다.



2. What should we give?  무엇을 드려야 하나?

1 John 3:17 But whoso hath this world's good, and seeth his 
brother have need, and shutteth up his bowels of compassion 
from him, how dwelleth the love of God in him? 

요한일서 3:17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
느냐?



2 Corinthians 9:6 But this I say, He which soweth sparingly shall 
reap also sparingly; and he which soweth bountifully shall reap 
also bountifully. 

고린도후서 9:6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3. How much should we give?  얼마나 드려야 하나?

Luke 6:38 Give,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 and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shall men 
give into your bosom. For with the same measure that ye mete 
withal it shall be measured to you again. 

누가복음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
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3. How much should we give? 얼마나 드려야 하나?

2 Corinthians 9:7 Every man according as he purposeth in his 
heart, so let him give; not grudgingly, or of necessity: for God 
loveth a cheerful giver. 

고린도후서 9:7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 Moreover, brethren, we do you to wit of the grace of God bestowed on the churches of Macedonia; 
2 How that in a great trial of affliction the abundance of their joy and their deep poverty abounded unto the 
riches of their liberality. 
3 For to their power, I bear record, yea, and beyond their power they were willing of themselves; 
4 Praying us with much intreaty that we would receive the gift, and take upon us the fellowship of the 
ministering to the saints. 
5 And this they did, not as we hoped, but first gave their own selves to the Lord, and unto us by the will of God. 

2 Corinthians 8:1-5 고린도후서

1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3 내가 증언
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4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 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5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Macedonia: Philippi, Thessalonia, &C.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아



“Having now the twofold object in view,” he recalled, “of accustoming myself 
to endure hardness, and of economizing in order to help those among 

whom I was laboring in the gospel, I soon found that I could live upon very much 
less than I had previously thought possible. Butter, milk and other luxuries I 

ceased to use, and found that by living mainly on oatmeal and rice, with 
occasional variations, a very small sum was sufficient for my needs. In this way I 
had more than two-thirds of my income available for other purposes, and 
my experience was that the less I spent on myself and the more I gave to 

others, the fuller of happiness and blessing did my soul become.” 

Hudson Taylor (1832-1905), Spiritual Secret

허슨 테일러, 영적 비밀


어려움을 견디는데 익숙해주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끼려는 두 가지 생각으로…

버터, 우유, 다른 사치스러운 것들을 중단하였고…  오트밀과 쌀로 살며..

수입의 삼 분의 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되었다..

나 자신을 위해 더 적게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면 줄 수록 내 혼은 행복과 축복으로 더 가득 차게 되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복음을 나누기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사야서 59:1-2)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주신 길은 교회가 아니며, 종교도, 세례나 의식도 아닙니다.  그 길은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교파, 어떤 신조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고전  15:1-4)

오늘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받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16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2:5-6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
을 주셨느니라.


당신을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Romans 10:10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th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당신을 지옥에, 지옥의 깊음 가운데, 결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영생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ABC

A: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죄인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B: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묻히시고,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C: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 자신의 개인적 구워자가 되어 마음 속에 오시도록 요청하십시오.

로마서 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당신의 용서가 필요함을 당신께 시인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의 죄를 위해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제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죽을 때 저를 천국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go out and give the best gift to our neighbors!

나가서 이웃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줍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까?



  Let’s pray

Our loving Father,  

You gave us all of you.  

We know, 
“For the preaching of the cross is to them that perish foolishness; but 
unto us which are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1 Corinthians 1:18) 

Help us act on it. 

We pray in Jesus' name,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