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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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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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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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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 will be observing Easter Sunday on April 21. W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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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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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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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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
이번주
다음주

also partake in the Sacraments that Sunday. If you would
like to be baptized, please let Pastor Kevin Oh know.

오상윤
정상용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1

박한철
최영선
-

오지영
송영심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후 5:11-21)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2 Cor 5:11-21)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사랑 Love
Next Week
믿음 Faith
-

6

-

`

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1.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엘림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육신의 절제를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4월 21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을

Meditative Prayer
* Hymn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목사님께 말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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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 10:45

Together

20(Begin my tongue,some heavenly theme) Together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Together

Prayer

Pastor Kevin Oh

Together

Scripture Reading
Praise

Jn 11:1-4

Together

269(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oir

Suffering for the Glory of God

Rev.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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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Offering

Rev. Oh

425(Have Thine own way, Lord)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284(The abundant love of Jes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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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 (요 11:1-4)

Suffering for the Glory of God (Jn 11:1-4)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원하지 않은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신
자들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
께서 그 집에 유숙하시기도 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가정이었
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을병이 걸렸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
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과연 신자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이유에서
이며 또 성도들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s we live, there are many unwanted sufferings come. Believers who believe
in Jesus pray to God at that time and pray that such things will not happen.
But the Lazarus and his sisters, Mary and Martha, in the text today, were a
family that Jesus loved and had a lot of interest in, even when he stayed in
their house often. That Lazarus had a mortal sickness and eventually died.
When Jesus heard the news, he delayed two more days. When he arrived at
Lazarus' house, it was four days after he died. What is the hardship and
suffering that comes to the believer and how should the believers solve these
hardships and adversity?

1.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1-3절)
1)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2)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자였습니다
(마 26:6-13, 막 14:3-9)
3) 그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항상 머무시면서 음식도 드시던 가족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눅 10:38-42)
4) 이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5) 어려움이나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 아닙니다
2.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
1) 나사로의 병은 죽을병이 아니었습니다
2)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죽을병을 통해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3)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주신 병이었습니다
4)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은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5)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 그래서 때론 문제 해결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5-6절, 14-15절)
1)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기도 하십니다 (5-6절)
2) 더 큰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지체하신
것입니다
4)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40절)
1) 죽은지 사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막은 굴의 돌을 믿음으로 굴려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4절)
2)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어 믿게하기 위함입니다
(25-26절, 45절)
3)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막 9:23)
4)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될 때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 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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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gardless of our faith, those whom Jesus loves can
also become sick. (v 1-3)
1) Lazarus's home was a home Jesus loved.
2) Mary was the one who poured the expensive perfume on Jesus’
feet. (Mt 26:6-13, Mk 14:3-9)
3) His family was a family to Jesus who always stayed and ate with
them. (Lk 10:38-42)
4) This illness of Lazarus indicates that God's children can also
suffer difficulties.
5) Difficulty or hardship is not necessarily punishment of God.
2. The sickness and death of Lazarus was to show
the glory of God. (v 4)
1) Lazarus's sicjness was not a mortal disease.
2) God does not make people unhappy by the disease they die.
3) It was the sickness that God gave to get glory through Lazarus.
4) The trials given to believers are not as disaster, but blessing.
5) To give us faith and to live for the glory of God.
3. Sometimes the resolution of problem is delayed. (v 5-6, 14-15)
1) Jesus is deliberately delayed sometimes. (v5 - 6)
2) It is delayed because He has a greater plan to love us.
3) He was delayed to give a greater faith to His disciples and to
the family of Lazarus.
4) We must have a faith that believes and waits for the work of God.
4. As a result of faith, the glory of God appears (v 40)
1) When the stone of the cave that closed the dead body was rolled
out by faith, the work of life arose (v 44)
2) God's concern is only to make us believe in the gospel. (v 25-26, 45)
3) Through faith God works and then the glory of God appears. (Mk 9:23)
4) It is not what we see when we experience God's glory but we
find God's will and work in everything (Phil 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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