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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Services & Bible Studies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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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 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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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37.8003 (Tel/Fax) / 703.851.0520 (Sr.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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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주 일 예 배
사회/ 설교: 오 상윤 목사

1. There will be a heater and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 for the
main sanctuary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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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atience a little more and

pray for installation.
2. The church directory for 2019 is ready to hand out. Please
come to the office if you need more.
3. We are having a Bible study on Genesis after the Sunday
worship. We are also studying Gospel of John in the Tuesday
Bible study. Many members may attended together to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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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in the forum too.
4. Please continue praying for our church members who are
in the midst of spiritual and/or physical difficulties.

오 상윤 목사

*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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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Word deeply. I hope that it will be a time to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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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롬 6:15-23)
Because You Said So (Lk 5:1-11)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Potluck
Next Week
Pot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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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1. 이번 주에 교회 본당 히터와 에어컨 설치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editative Prayer

2. 2019년 교회 요람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Hymn

3.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공부(주일-창세기, 요한복음-화요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함께 포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Confession of
Faith
Prayer

Acts 10:38

Together

20(Begin, my tongue, some heavenly theme)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Elder Chris Collver

Together

Scripture Reading

Lk 5:1-11

Together

4.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Praise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mon

263(I hear the Savior say)

Choir

Because You Said So

Rev. Oh

Prayer
Offering

Rev. Oh

200(Sing them over again to me)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545(Down in the valley)

*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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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rise.
4,450

6,120

This Week
Next Week

Together
Rev. Oh

지난 주 헌금통계 (Last Week's Offering)
십일조,주일(Tithe/Sunday) $

Together

Prayer
Elder Chris Collver
Deacon Chun S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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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의지하여 (눅 5:1-11)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
4:18-22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4제자(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
고보)가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 오셔서 다시 이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도 똑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일을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계속 옛 생활
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들에게도 다시 찾아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믿음의 과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성도들은 불신앙과 좌절 후에도 낙심하
지않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3절)
1) 그 분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엡 2:1)
2) 구원 받은 후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 28:20)
3)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싸매시고 치료하십니다 (욥 5:18-19, 시 147:3)
4)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소망과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 40:31)

Because You Said So (Lk 5:1-11)
Today's text is the second time Jesus called Simon Peter. When Jesus
called his disciples in Matthew 4:18-22, 4 disciples (Peter, Andrew,
John, James)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Jesus. But for some reason
they left Jesus and went back to their old lives to catch fishes. Jesus
came to these disciples and calls them again. It happens same to all
believers. No one in this world has the fulfillment of salvation when
they are called by God. Because of our sinful nature, we go back to
our old life, but the love of God comes back to us who have left
Christ and calls us back into the process of faith. Because of this
love and mercy of God, the believers are able to return to God again
without being discouraged after unbelief and frustration.
1. Jesus keeps calling us despite our sins and scarcity (v.3)
1) He saves us from sin and transgression (Eph 2:1)
2) Even after being saved, Jesus is walking with us through the Holy
Spirit (Mt 28:20)
3) Even when we fail and become discouraged by unbelief, He never
forsake us but heal us without giving up (Job 5:18-19, Ps 147:3)
4) He will raise us up again and make us start again in new hope
and grace (Isa 40:31)

2.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애쓰고
수고해도 허무하고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5절, 전 1:2-3)
1)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
입니다 (요 4:13)
2)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행실입니다 (히 6:1)
3)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실패하게 됩니다 (롯, 사울)

2. The believers who are called by God's grace are bound to be empty
and in vain if they leave Christ (v. 5, Ecc 1:2-3)
1) The life that left Christ is a thirsty and hungry life no matter how
much they have (Jn 4:13)
2) Even though people admit it, they are acts that lead to death in
the sight of God (Heb 6: 1)
3) It seems to have been successful for a while but soon fails
(Lot, Saul)

3.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5절)
1)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히 4:12-13)
2) 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 집니다 (8절, 갈 3:24)
3)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참 진리와 생명이심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요 6:68)

3. God gives us grace and restores us through the Word (v.5)
1) In God's Word, the power of God is manifested and comes out
by power (Heb 4:12-13)
2) The phenomenon that appears at this time is that you see your
sin and realize that you are a sinner (v.8, Gal 3:24)
3) Through God's Word, God makes us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only true truth and life (Jn 6:68)
4) He makes us to dedicate again to the Lord (v. 11)

4) 우리들을 다시 주님께 헌신하게 하십니다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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