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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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예 배

Announcements
사회/ 설교: 오 상윤 목사

묵

도

롬 15:13

다

함

께

*찬

양

찬송가 38장

다

함

께

고 백

사 도 신 경

다

함

께

Chris Collver 장로

기

도

자

엡 6:10-20

다

함

께

찬송가 271장

찬

양

대

*신 앙
기
성 경

도
봉 독

찬
말 씀

양

우리의 원수 마귀

선 포

기

도

헌

금

오 상윤 목사

찬송가 208장

설

교

자

다

함

께

봉 헌

기 도

사

회

자

교 회

소 식

사

회

자

다

함

께

*찬

송

*축

도

찬송가 350장

2. We will be observing Easter Sunday on April 21. W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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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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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 Collver
이천수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1

박한철
최영선
-

오지영
송영심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사랑과 자비 (눅 10:30-37)
Love and Mercy (Lk 10:30-37)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소망 Hope
Next Week
전교인 Potl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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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목사님께 말씀해

Meditative Prayer
* Hymn
*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읽기와 화요 성경공부(요한복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Confession of
Faith
Prayer

Rom 15:13

Together

38(Jesus, we enthrone You)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Elder Chris Collver

Together

Scripture Reading

Eph 6:10-20

깊이 깨닫고 함께 포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Praise

Together

271(For a wretched sinner like me)

Choir

Our enemy devil

Rev.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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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Offering

Rev. Oh

208(I love Thy Kingdom, Lord)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350(March we onward)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5 -

Together
Rev. Oh

* Please rise.

-

Together

Prayer
Elder Chris Collver
Deacon Chun S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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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eek's
Week'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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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원수 마귀 (엡 6:10-20)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 온 후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아래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약육강식과
전쟁이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이 약점을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나 중심적인 죄성을 이용하여 분쟁을
일으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마귀의 궤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깨달아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 갈수록 마귀의 궤계에 속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1)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에 거짓말로 속입니다 (요 8:44, 창 3:4-5)
2)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 12:9-10)
3)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통하여 어둠을 세상을 주관합니다
(12절, 요 14:30, 엡 2:2, 골 2:15)
4)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자신을 철저히 숨깁니다 (12절, 고후 11:14)
5)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고후 4:4)
6) 그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살후 2:9)
2.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마 4:1-11, 눅 22:3-6)
1)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12절, 빌 4:7)
2) 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 우리를 조종합니다 (11절, 엡 2:3)
3) 육신에 취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막 4:15, 롬 10:17)
4) 복음의 핵심을 감추고 우리를 종교생활에 빠지게 합니다 (마 7:22-23)
5)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벗어나 부분적인 것에
묶이게 합니다
(율법주의, 방종주의, 경건주의, 금욕주의, 성경 지식, 기도운동 ...)
3.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11, 13절, 행 10:38, 요일 3:8)
1)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고후 12:7, 눅 13:16, 욥 1:12)
2) 그의 종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계 20:10, 요 12:31, 16:11)
3)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해야합니다
(엡 4:27, 약 4:7, 벧전 5:8)
4)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18절, 롬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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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nemy devil (Eph 6:10-20)
After sin entered into the world by the sin of Adam and Eve, everyone
became self-centered under the influence of sin. So human history is
a history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nd war. The devil, our enemy,
knows this weakness well. So the devil uses my self-centered
sinfulness to cause disputes, destroying the family and breaking down
the church. Then the devil hides himself thoroughly and accomplishes
his purpose through people's minds. But only the Bible reveals the
devil's schemes. As we continue to realize the Gospel and become
aware of Christ Jesus, we can win the spiritual war without being
deceived by the devil.

1. We must know about our enemy devil.
1) The devil is a father of lies and deceive us by lying.
(Jn 8:44, Gen 3:4-5)
2) The devil is an accuser. (Rev 12:9-10)
3) Satan governs the world through darkness and power.
(v 12, Jn 14:30, Eph 2:2, Col 2:15)
4) He is a spiritual being and hides himself completely.
(v 12, 2 Cor 11:14)
5) He blocks the light of the gospel of Christ's glory from shining
(2 Cor 4:4)
6) He has a certain amount of power (2 Thes 2:9)

2. The devil tempts us to fall into sin. (Matt 4:1-11, Lk 22:3-6)
1) The devil works through our minds and hearts (v 12, Phil 4:7)
2) He controls us through cultures of this world. (v 11, Eph 2:3)
3) The devil deceives us so that we may not receive the Word
spiritually. (Mk 4:15, Rom 10:17)
4) The devil hides the heart of the gospel and makes us fall into
religious life (Matt 7:22-23)
5) The devil makes us be off from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core of the gospel. (Legalism, indulgence,
pietism, asceticism, biblical knowledge, prayer movement ...)

3. Only Christ overcame the devil(v 11, 13, Acts 10:38, 1 Jn 3:8)
1) The work of the devil also takes place under the sovereignty of God.
(2 Cor 12:7, Lk 13:16, Job 1:12)
2) His end is already determined (Rev 20:10, Jn 12:31, 16:11)
3) Therefore,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but be boldly fighting
against it. (Eph.4:27, Jn 4:7, 1 Pet 5:8)
4) Only by the grace of the blood of Christ can we win.
(v 13-18, Rom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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