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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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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Haycock Road, Falls Church, VA 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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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Announcements
사회/ 설교: 오 상윤 목사

1. Tomorrow, there will be a heater and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
for the main sanctuary. Please pray for good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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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2018 Offering record is available to submit for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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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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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Word deeply. I hope that it will be a time to receive
grace in the forum too.
4. Free English ESL classes will be held in this church from 9 am
to 11 am Monday and Friday every week beginning this Friday.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preach the Gospel while
studying the Bible in English for evangelism purposes. Anyone
who wants to learn English can attend. Also, if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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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ne who would like to learn English around you, please pray
for us to spread the gospel to more peop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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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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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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윤
정상용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1

이사라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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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봉
오지영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르호봇의 하나님 (창 26:12-22)
God of Rehoboth (Gen 26:12-22)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믿음 Faith
Next Week
소망 H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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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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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1. 내일(2/18) 교회 본당 히터와 에어컨 설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editative Prayer

2. 2018년도 성도님들의 헌금내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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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Heb 11:6

Together

28(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gether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Together

Prayer

Rev. Kevin Oh

Together

2 Chr 29:1-11

Together

* Hymn
*

Scripture Reading

4.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 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Praise

265(Christ, our Redeemer)

Choir

Life Reformation

Rev. Oh

무료 영어 ESL 강의가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도 목적을 위하여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또 주위에

Sermon
Prayer

Rev. Oh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하셔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ffering

288(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505(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5 -

Together
Rev. Oh

* Please rise.

-

Together

Prayer
Rev. Kevin Oh
Deacon Sang You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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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is Week's
Week's Message
Message

인생 개혁 (대하 29:1-11)

Life Reformation (2 Chr 29:1-11)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들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
하고 성결하게 한 일들은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
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질 때 성전으로의 가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실패의 인생이 될 것
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상관없던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성도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그리스도의 십가가에 동참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
니다.

Israel's history and events in the Old Testament give many spiritual
lessons to the believers who live today. The work of King Hezekiah,
repaired and sanctified God’s temple in today’s text, gives us who are
the temple of God a great spiritual realization. When the temple of
God is centered on God, it is worthy as the temple. If the life of the
believes saved by the grace of God is not subject to God's control,
we will be a life of failure regardless of the kingdom of God. The life
of faith is a process of faith in which the light of Christ is reflected in
the life of the believers who have nothing to do with God, so that
even a small part of the life of the believers is transformed into a life
of participation in Christ's Cross. To do this, God gives us grace,
guides us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is fulfilling our salvation.

1. 먼저 닫쳐진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3절, 계 3:20)
1)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해 첫 달)
2) 이것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전 3:16)
3)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 40:31)
4) 지금까지 관심 없이 방치되어 있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2. 다음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3, 5절)
1)
2)
3)
4)
5)

히스기야왕은 먼저 레위사람들 자신부터 성결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또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없애라고 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성전을 온전하게 수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마 23:26)

3. 수리되고 성결하게 된 심령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계 3:20)
1)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종교 생활)이 참 목적이 아닙니다
(마 12:44)
2) 그리스도가 빠지면 귀신이 더욱 역사해서 처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마 12:45)
3)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의의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절, 롬 12:11)
4)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성공하는
삶입니다 (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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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must first open the door of the temple that has been
closed (v 3)
1) The first thing King Hezekiah did to reform Israel was to open the
door of the temple(In the first month of the first year of his reign)
2) This is to realize that we are the temple of God (1 Cor 3:16)
3) This is opening my heart to God and focusing on Christ
(Isa 40:31)
4) It is centered on Christ Jesus, who has been neglected without
attention until now.

2. The next is to repair and sanctify the sanctuary (v 3, 5)
1)
2)
3)
4)
5)

King Hezekiah first ordered the Levites to sanctify themselves
And he ordered to sanctify the temple of the LORD
He also ordered to remove all defilement from the sanctuary
All of this is repairing the ruined temple thoroughly
It is a life of sanctification that resembles Christ by repenting of
our sins in front of the Cross (Matthew 23:26)

3. Christ must be the Center in the repaired and sanctified soul
(Rev 3:20)
1) Repairing and sanctifying(religious life) is not the ultimate purpose
(Matthew 12:44)
2) When Christ is missing, the devil works more and the situation
gets worse than the beginning (Mt 12:45)
3) It is living the life of the righteous servant who is not lazy but
actively serving Christ as our master (v 11, Rom 12:11)
4) It is a life of spiritual worship that offers ourselves as living
sacrifice (Rom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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