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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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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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예 배
사회/ 설교: 오 상윤 목사

1. There will be a heater and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 for the
main sanctuary at the end of this week or early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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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ay for good installation.
2. The 2018 Offering record is available to submit for taxes.

Please pick up your report after the Service.
3. We are having a Bibl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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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개혁 (대하 29:1-11)
Life Reformation (2 Chr 29:1-11)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Potluck
Next Week
믿음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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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1.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교회 본당 히터와 에어컨 설치가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editative Prayer

2. 2018년도 성도님들의 헌금내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보고시 공제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읽기(주일-창세기)와 화요 성경공부
(요한복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함께 포럼하는 은혜의

* Hymn
*

Confession of
Faith
Prayer

Ps 42:11

Together

494(Rock of Ages, cleft for me)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Deacon Chun Soo Lee

Together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Scripture Reading

4.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Praise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mon

Rom 6:15-23

264(When I saw the Cleansing Fountain)

Choir

From the slave of sin to
the servant of righteousness

Rev. Oh

Prayer
Offering

Rev. Oh

524(Come to the Savior, make no dalay)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353(Am I a soldier of the Cross)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Together
Rev. Oh

* Please rise.

5 -

Together

Offering Prayer

* Hymn

-

Together

Prayer
Deacon Chun Soo Lee
Rev. Kevi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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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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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롬 6:15-23)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
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
재들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인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16
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죄의 종의 삶에서 의의 종
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성
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1.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
1) 죄의 종은 죄에 묶여 있는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16절)
2) 원죄의 저주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을 죄에 내어준 상태입니다 (19절)
3) 이런 인생은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도 하나님과는
원수 된 인생입니다 (20절, 빌 3:18)
4)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21절, 23절)

2.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옛 주인을 몰아내고 우리를 날마다 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1)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롬 8:2, 31-39)
2) 빛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인도 받는 인생입니다 (요 1:1-11, 고전 3:16)
3)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종들입니다 (13절, 롬 12:1)
4)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22절, 갈 5:22)

3.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갈 2:20)
1)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2) 의(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어 불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3)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고전 9:27)
4)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갈 6:14)
5) 내가 그리스도께 구속될수록 나의 영은 자유합니다 (고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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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slave of sin to the servant of righteousness
(Rom 6:15-23)
To believe in Jesus is to change the master of life.
It is called
salvation that a person born as a servant of the devil is changed as a
child of God.
And this is only possible by the grace of God.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who is the master of our life.
We are obedient to our masters, and are subject to our master 's
command. If we are under Satan's domination, we will be slaves of
sin and we will end up in death, but living a life led by God leads to
righteousness as a servant of obedience (v.16). It is the life of faith
that we who have been saved as children of God are transformed from
the servants of sin to the servants of righteousness. For this reason,
the Holy Spirit is indwelling, leading, and working in us.

1. We were originally slaves of sin (life unrelated to Christ)
1) The servant of sin is a state without freedom bound up with sin (v 16)
2) Under the curse of original sin, he has put his life into sin (v 19)
3) No matter how people praise and admit this life, it is life that is
enemy with God (v 20, Phil 3:18)
4) Eventually, it will bear the fruit of death (v 21, 23)

2. God's grace drives us out of our old masters and makes us
daily servants of righteousness
1) It is a state being released from sin and is in the love of God
(Rom 8:2, 31-39)
2) It is a life that dwells in the light and is led by the Holy Spirit
(Jn 1:1-11, 1 Cor 3:16)
3) We are servants who can fight against sin in Christ and give our
body as weapons of righteousness (v 13, Rom 12: 1)
4) The life that God leads will eventually bring forth the fruit of
eternal life to holiness (v 22, Gal 5:22)

3. The way from the slave of sin to the servant of righteousness
is the Cross (Gal 2:20)
1) Beyond being away from sin passively, we actively become a
servant of righteousness (servant of God)
2) When we Become a servant of righteousness(Christ), we can
escape from unrighteousness
3) I realize that I am a sinner and that I am subjecting myself to the
Word of God (I Cor 9:27)
4) This is only possible when the cross of Jesus becomes my glory
(Gal 6:14)
5) As I am restrained by Christ, my spirit is liberated (2 Cor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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