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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of Week

Services

Time

Description

Worship Service(주일 예배)

9:30AM

Korean/English

성경공부(Bible Study) / 장년(Adult)

12:00PM

Korean

Tue

Tuesday Bible Study(화요성경공부)

10:30AM

Korean

Wed

Wednesday Service(수요예배)

7:30PM

Korean

Tue~Sat

Early Morning Service(새벽예배)

5:30AM

Korean

Sunday

Senior Pastor(담임목사): Rev. Kevin Oh (� � � ��)

6901 Haycock Road, Falls Church, VA 22043

6901 Haycock Road, Falls Church, VA 22043
703.237.8003 (Tel/Fax) / 703.851.0520 (Sr. Pastor)
http://myelim.org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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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교: 오 상윤 목사

1. After the worship, Bible study starts from Genesis.

Many members may attended together to study G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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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상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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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deeply. I hope that it will be a time to receive grace
in the forum too.
2. On Sunday, Jan 20, we will have our General Assembly meeting
to review the finances of 2017 and budget fo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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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members are urged to attend.

3. The church directory is posted in the Fellowship Hall. Please
review your information and make any additions or corrections if
needed.

4. Please continue praying for our church members who are
in the midst of spiritual and/or physica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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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김연봉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주의 말씀의 힘 (행 19:8-20)
Power of the Word of the Lord (Acts 19:8-20)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Potluck
Next Week
Pot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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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S DAY SERVICE

� � � �

Presider / Sermon: Rev. K evin Oh

1. 예배 후 성경공부가 창세기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함께 포럼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1월 20일 주일예배 후에는 2018년도 결산과 2019년 예산 통과와
기타 안건을 토의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3. 내년도 교인 주소록 제작을 위하여 주소록이 아래층 친교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M editative Prayer
* Hymn
*

Confession of
Faith
Prayer

T ogether

8(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T ogether

Apostle's Creed

T ogether

Elder Chris Collver

T ogether

Scripture Reading
Praise

4.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Isa 60:1-3

Sermon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Chr 17:1-6

550( Hail to the Brightness)

Choir

The Faith of King Jehoshaphat

Rev. Oh

Prayer
Offering

Rev. Oh

369(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Presider

A nnouncements

Presider

518(We have heard the joyful sound)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T ogether
Rev. Oh

* Please rise.

5 -

T ogether

Offering Prayer

* Hymn

-

T ogether

Prayer
Elder Chris Collver
Deacon Chun S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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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강단메시지

This
This Week's
Week's Message
Message

여호사밧 왕의 믿음 (대하 17:1-6)

The Faith of King Jehoshaphat (2 Chr 17:1-6)

왕정시대 특히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분열시대의 역사는 전쟁
이 끊이지 않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전쟁 이면에는 우상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던 소수의 선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에 빠져 백성들을 멸망으로 빠지게 만들었습
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신실한 왕이었
지만, 그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하여 유다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
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부분이 있
지만, 반면에 어떤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주위의 많은 사
람들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he history of the divisive era divided into the kingdom era, especially South
Judah and northern Israel, is a history of war in which the war never ceases.
But behind the visible war there is the hand of God who punishes and turns
away the idols of God's people. There were a few good kings who followed
David's way, and most kings rebelled against God's word and fell into idolatry,
causing the people to fall into destruction. King Jehoshaphat of today's text
was a faithful king who served God wholeheartedly, but his fatal weakness left
a great wound on Judah's history. There is a part of our personal life that is
drawn by the grace of God, but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some kind of unbelief, it often affects not only ourselves but also many
people around us.

1.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1) 성경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상 22:43, 대하 20:32)
2) 그는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6절)
3)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왕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왕상 22:46)
4)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1-3절)
5) 그는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왕이었습니다 (대하 19:4)
6) 그는 공정한 재판관들을 세워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간
왕이었습니다 (대하 19:5-6)
7) 그는 항상 여호와의 뜻을 찾고 묻는 왕이었습니다
(대하 18:4-6, 왕하 3:11)
8)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사를 준비하지 않고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전쟁의 맨 앞에 내세워
승리를 체험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대하 20:1-30)
9)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 평생에 나라가 태평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대하 20:30)

1. King Jehoshaphat was the king of faith who served God wholeheartedly.
1) The Bible says that King Jehoshaphat performed honestly in the sight of
the Lord. (1 King 22:43, 2 Chr 20:32)
2) He removed the high places and the Asherah poles from Judah. (v6)
3) He rid the land of the rest of the male shrine prostitutes who remained
there even after the reign of his father Asa. (1 King 22:46)
4) Jehoshaphat was the king who made his nation strong by God's Hand.
(v1-3)
5) He was the king who traveled throughout the land and brought the people
back to the Lord. (2 Chr 19:4)
6) He was the king who appointed just judges and established his kingdom
before God. (2 King 19:5-6)
7) He was always the King to seek and inquire of Jehovah's will.
(2 Chr 18:4-6, 2 King 3:11)
8) He was also the king of faith who experienced victory in the battle of
Moab and Ammon, not in preparation for military strategy, but put choir
with uniforms in frontline of war. (2 Chr 20:1-30)
9) God made the nation prosper and peaceful in the life of King
Jehoshaphat. (2 Chr 20:30)

2. 그러나 여호사밧 왕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1)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 그 결과 우상에 잡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야(여호람)
와의 친분입니다(왕상 22:1-28 44, 대하 18:7, 왕하 3:7, 대하 20:35)
3) 그는 아들 여호람을 위하여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도록 합니다 (대하 21:6)
4) 이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을 죄악의
길로 가게 합니다 (대하 22:3)
5)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 왕족을 진멸하고 자신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대하 22:10-12)
6) 여호사밧 왕도 결국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도록 합니다 (대하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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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t King Jehoshaphat also had a fatal weakness.
1) He was obsessed with nationalism that had nothing to do with God.
2) He was acquainted with Ahab king of Israel and Ahaziah(Jehoram) his
son, who is caught in idols.
(1 King 22:1-28 44, 2 Chr 18:7, 2 King 3:7, 2 Chr 20:35)
3) He makes Athaliah the daughter of Ahab his daughter-in-law for Jehoram
his son, to forsake God and to fall into idols. (2 Chr 21:6)
4) This Athaliah makes her son go to the way of sin when Ahaziah her son
becomes king. (2 Chr 22:3)
5) Athaliah destroys the royal family of Judah after his son Ahaziah died, and
she reigned over kingdom of Judah. (2 Chr 22:10-12)
6) The king of Jehoshaphat eventually was unable to remove the high places
completely, so that the people will fall into idols. (2 Chr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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