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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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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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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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송영심

1. It is Lent period from last Wednesday (7th) to April 18th
(Thursday). Lent is a period of commemoration in the suffering
of Jesus for our sins. Elim church members will also meditate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and be time to gain
spiritual benefit through physical abstinence.
2. Encourager Kwang Sook Chung is released from hospital on last
Thursday and recovering from home. Please pray for a good
recovery.
3. We are having a Bible reading after the Sunday worship. We
are also studying Gospel of John in the Tuesday Bible study.
Many members may attended together to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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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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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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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요 11:1-4)
Suffering for the glory of God (Jn 11:1-4)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전교인 Potluck
Next Week
사랑 Love
-

6

-

`

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1. 지난 수요일(7일)부터 4월 18일(목)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사순절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엘림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Meditative Prayer

묵상하며 육신의 절제를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 Hymn

바랍니다
2. 정광숙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퇴원 후 회복 중 이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읽기와 화요 성경공부(요한복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함께 포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 매 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영어 ESL 강의
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 목적을 위하여 영어로 성경을

*

Confession of
Faith
Prayer

Ps 46:1-3

Together

14(The God of Abraham praise)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Deacon Chun Soo Lee

Together

Scripture Reading
Praise
Sermon

Isa 6:1-13

Together

268(Would you be free)

Choir

Worship to meet God

Rev. Oh

Prayer

Rev. Oh

공부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
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또 주위에 영어를 배우
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하셔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ffering

151(Alas! and did my Savior bleed)

Together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5.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 Hymn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There’s a peace in my heart)

* Benediction

Rev. Oh

* Please rise.
This Week
Next We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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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Prayer
Deacon Chun Soo Lee
Rev. Kevi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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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is Week's
Week's Message
Message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사 6:1-13)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그 분께 합당한 예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
므로 예배의 중심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바른 예
배를 통하여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는 우
리가 되어야겠습니다.

1.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사들 가운
데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천사들도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압도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2. 예배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5-7절)

Worship to meet God (Isa 6:1-13)
Worship is the time to experience the encounter with God.. It is a worship
service to know what God is like through the encounter with God, to realize
and to give a adoration to Him. Therefore, the center and object of worship
must be only God. When we know the meaning of right worship and worship,
God is pleased and glorified in that worship. Also, through the right worship
of God, believers experience, confirm, and win through the love and guidance
of God in their lives. The spiritual power and wisdom that comes to believers
begins with the worship of God. Therefore, we must worship with all our
heart, will, and sincerity so that our worship is a time of blessing to meet God.

1. Worship is the time to discover God's holiness (v 1-4).
In verse 3 of today’s text, Isaiah saw the glory of a holy God. He met the
God of glory who sat on the throne of the highness among the angels. He
has experienced the presence of a holy and full God.
The angels were
overwhelmed by the perfection of God, who had to cover themselves and cry
out for the holiness of God. Through worship, it is worship that we also meet
the Holy God, praise and exalt Him, and join His holiness through Christ.

2. Worship is the time to realize our sin (v 5-7)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전
에 보지 못했던 깊이 감추어진 죄도 깨달아지고 행위의 죄 뿐 아니라 나쁜 동기와
마음상태까지도 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
는 자신이 보여지고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알게 됩니다. 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 문
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He who has met God sees himself as a sinner before His holiness. We see
that deeply hidden sins we have not seen before are realized and that not only
the sin of the act but also the bad motive and the state of mind are in sin.
We see ourselves in sin under God's wrath, and we find ourselves unable to
solve the problem of sin. At this time God has given us the grace of the
cross so we may know that only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olve the problem of sin. Also, God makes us cometo the cross of Jesus and
give thanks to the grace of salvation.

3.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8절)

3. Worship is a time of devotion to God (v 8)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를 위하여 갈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여기 있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수록 자
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롬12:1).

4.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9-13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
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9-10절), 복
음을 희석시키고 훼손하고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파
멸시키지만(11-13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참 예배를 이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마 2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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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ho is in the grace of the Atonement will be called by God as Isaiah,
“who I am sending and who will go for us".
Not a deterrent, but in a
voluntary and grateful heart, we will be willing to our heart and confess “Here
am I. end me!”. As the wonderful grace of God is experienced, it gives a
worship of spiritual devotion that gives all of our lives to God (Rom 12:1).

4. Worship is the time to know God's heart (v 9-13)
As we give ourselves to God, we gradually realize the heart of God who
saved us. In particular, we find that God is so disgusted that the value of
salvation through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s crucifixion is undermined (v
9-10), God will surely condemn and destroy those who dilute and undermine
the gospel and diminish the value of salvation (v 11-13), He will restore the
chosen people of God and will lead them to continue true worship (Matt
2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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