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내 식당 

안식일 신념 
안식교인들

은 누구인가? 
 

채식주의 식단: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까요?!? 
저희 라 시에라 대학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분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학생들이 
운동, 올바른 식단, 여러 활동 
참여, 적절한 학교 생활과 
일들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장려합니다. 
저희 학교 구내 식당에서는 
채식주의 식단을 기본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기숙사에 사는 모든 학생들은 
고기, 닭, 또는 생선 등 모든 
고기류의 취사를 금지합니다.  

  

 

• 구약과 신약 성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해지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 
이시며, 성서를 통해 그 분의 창조적 
활동이 진짜임을 들어내 보이신다. 

•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자의 개성과 능력, 그리고 자유 의
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졌다.  

• 단지 인간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그
가 받으신 고통,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
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회계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 창조자의 영원 불멸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지

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심을 믿고, 침례를 통해 인생의 새 
삶을 얻었음을 증언한다.  

•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 엿새 동안 
지구를 만드신 뒤 일곱 째날 쉬시고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에게 안
식일을 주셨다.  

• 영원한 삶, 사랑, 기쁨과 그의 존재에 
대한 배움을 위한 완벽한 환경과 구
원을 위해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에서 의로운 영생의 집을 우리에서 
허락하실 것이다.  

� � � �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잘 알려져 
있다 싶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중요시하는 
신교도 그리스도 믿음 
공동체 이다. 또한, 안식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 
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안식교에 속한 
라 시에라 대학은 학생들, 
교직원들, 그 외에 모든 
직원들은 안식일의 
다양성을 기념한다. 이 
교회는 각 개인의 
전체론적 이해를 믿으며 
각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을 중요시한다.  

 

**Content material was taken out of the 
2012- 2013 La Sierra University Handbook 

 



 

 

금지 사항 

Aliquam consectetuer posuere lorem. 

1

토요일 (안식일 )  

라 시에라 대학은 제 칠일 안식일은 성스러운 날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 날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상기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안식일을 기념한다. 학생들은 
안식일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원기를 
회복한다. 안식일 동안 학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 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한다.  

금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8:00, 라 시에라 
대학교 교회 

토요일 안식일 학교: 토요일 아침 10:20, 라 시에라 
대학교 교회 

 
4500 Riverwalk Parkway 

Riverside, CA 92505 

 

“라 시에라 대학은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 그 
외에 모든 직원들에게 
술과 마약, 담배 등이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라 시에라 학교와, 
학교와 관련된 모든 
구역에서는 모든 불법 
약물과 술, 담배 등은 
모두 금기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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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복음서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모든 학부 학생들과, 어학 연수생, 그리고 음악 실기 
생들은 필수로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우리들의 예배 의식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예배 중에는 전자 장치(mp3, 
휴대폰, 태블릿 등)사용이나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원활한 예배를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심성 있게 
행동하며 시간을 엄수할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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