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38, Issue 29

Senior Pastor (담임 목사)
Rev. Kevin Oh(오상윤)

703.237.8003(Church)
703.851.0520(Cell)

kevinoh1@yahoo.com

Elders(장로)
Chris Collver
brillig@loudounwireless.com

Chung C. Song(송청자)

4. 7. 2019

Washington

Elim Church

Partnering Missionary (협력 선교사)
Haiti (아이티)
Rev. Brian Pak(박병준 선교사)

242park@gmail.com

201.458.24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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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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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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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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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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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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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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1. There will be a steering committee meeting after the
service today.

이천수
오상윤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1

최영선
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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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심
이정옥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우리 죄로 인한 주님의 고난 (마 27:27-44)
The Lord's suffering for our sins (Mt 27:27-44)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전교인 Potluck
Next Week
전교인 Potl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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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S DAY SERVICE

교 회 소 식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1. 오늘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2.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엘림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Meditative Prayer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육신의 절제를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4월 21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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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Hymn
*

Confession of
Faith
Prayer

2 Pet 3:8-9

Together

67(O Worship the King)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Deacon Chun Soo Lee

Together

Scripture Reading
Praise
Sermon

Lk 10:30-37

272(Out of my bondage sorrow & night)

Choir

Love and Mercy

Rev. Oh

Prayer
Offering

Rev. Oh

369(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353(Am I a soldier of the Cross)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Together
Rev. Oh

* Please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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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Offering Prayer

* Hymn

-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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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and Mercy (Lk 10:30-37)

사랑과 자비 (눅 10:30-37)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것입
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랑보다는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알
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포함되어 있
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의 시작과 이
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의 자비하심
과 긍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와 징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1. 사랑과 자비의 의미
1)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의 의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창 12:1-3, 렘 24:7, 30:22)
2)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3)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성경을 사랑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35절, 딤후 3:16-17)
4) 사랑의 다른 모습은 질투, 진노, 징벌로 나타납니다
(신 4:24, 수 24:19, 롬 2:5)
5) 사랑은 자비와 긍휼을 포함합니다
6) 자비는 계약의 의미 없이 불쌍히 여기고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33, 37절)
7) 인간의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2.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33절, 마 14:14, 요 11:33)
2) 참된 자비와 사랑은 선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34절, 갈 5:6)
3) 상처 난 인생을 치유할 참된 약은 복음(기름과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35절, 시 34:18, 사 61:1)
4)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돌보아 주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35절, 빌 1:6, 마 28:20)
5)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37절, 마 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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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express God's character in the Bible in one word, it will be
called "love". But God's love contains a greater meaning than love
that humans can know and do. It includes all the hearts of God for
us in the love of God we vaguely know as "love of Agape". The
beginning and reason of many words that express God in the Bible is
the love of God.
God's love appears to us with His mercy and
compassion. Sometimes the love of God is manifested in jealousy and
punishment. In this love of God, Believers realize Jesus Christ and
God leads us to win in our spiritual warfare.

1. Meaning of love and mercy
1) Love in the Bible includes the meaning of a covenant between
God and man. (Gen 12:1-3, Jer 24:7, 30:22)
2) God has saved us because of His love and He is accomplishing
our salvation.
3) God gave the Bible as a book of love to accomplish our
salvation. (v 35, 2 Tim 3:16-17)
4) Other aspects of love are manifested in jealousy, wrath, and
punishment. (Deut 4:24, Jos 24:19, Rom 2:5)
5) Love includes mercy and compassion.
6) Mercy means compassion and unilateral kindness without the
meaning of the covenant. (v 33, 37)
7) There is a difference in human standards, but there is no
difference in God.
2. The acts of the Samaritan who helped the robbers show the love of
Jesus who crucified on the cross for us.
1) God's heart toward us comes from His mercy and love.
(v 33, Matt 14:14, Jn 11:33)
2) True mercy and love are accompanied by good deeds.
(v 34, Gal 5:6)
3) The only true medicine to heal a wounded life is the gospel
(oil and wine). (v 35, Ps 34:18, Isaiah 61:1)
4) God's love is a lasting love to take care of to the end.
(v 35, Phil 1:6, Matt 28:20)
5) The believers are those who show mercy according to Jesus.
(v 37, Matt 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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