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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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day is Easter Sunday, the day Jesus Christ broke the power
of death and rose again to open the way of salvation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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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less every person and family of Elim Church with the
abundant grace of God during this Easter. We also give thanks
to God for giving us grace through the Sacrament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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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ayer topics for church
1) Appointing the assistant pastor
2) Church retreat
Date : 8/31(Sat) - 9/2(Mon) Labor Day weekend
Place : Church
4. After the Sunday service on May 5, there will be a church
cleanup. We encourage all of you to be involved.

오상윤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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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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 give thanks to God for giving us grace through Easter
Sunday service and sacramental ceremony today. Please pray
for Mr. Cameron Edmund Lutz, who was baptized today, he
may live a triumphant life in the grace of God.

정상용
Chris Collver

안내 및 헌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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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영적 성장 (엡 4:13-16)
Spiritual Growth (Eph 4:13-16)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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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Easter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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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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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1.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엘림의 각 가정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editative Prayer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Hymn

2.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 예배와 성례식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Cameron Edmund Lutz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nfession of
Faith
Prayer
Scripture Reading

3. 교회 기도 제목

Praise

2 The 2:16-17

Together

150(On a hill far away)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Deacon Sang Young Jung

Together

1 Cor 15:20-26

Together

169(Dread powers of death and sin)

Choir

The Hope of Resurrection

Rev. Oh

1) 교육전도사님 청빙 건
Sermon

2) 교인 수련회
날자 : 8/31(토) - 9/2(월) 노동절 연휴
장소 : 교회

Prayer
Offering

4. 5월 5일 주일 예배 후에는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Rev. Oh

161(Hallelujah, He is Risen)

Offering Prayer

Together
Presider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Baptism

5.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Cameron Edmund Lutz

Rev. Oh

Holy Communion

Together

Announcements

Presider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Hymn

160(Low in the grave He lay)

* Benediction

Rev. Oh

* Please rise.
This Week
Next We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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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Deacon Sang Young Jung
Elder Chris Col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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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소망 (고전 15:20-26)

The Hope of Resurrection (1 Cor 15:20-26)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사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는 죽음이며,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
방되었습니다(롬 8:1-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
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
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가장
불행한 신자일 것입니다.

Because of human sin, sin entered the world and death came through sin. All
human problems and suffering begin with death. So the biggest problem in
life is death, and those who have not solved the problem of sin and death are
bound to be unhappy. But the believers in the grac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ere released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Rom 8:1-2)
Therefore, the greatest hope for a Christian is the hope of resurrection. The
Lord of resurrection who lives and works now is working in our lives in detail.
Also, the believer who is not able to experience the resurrected Lord
realistically will be the most unfortunate believer.

1. 하나님의 섭리가 부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고전 15:35-38, 45)
1)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습니다 (36절, 요 12:24)
2) 계절에도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겨울을 통해 봄이 옵니다
3)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합니다
4)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로 죽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마지막 아담
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고전 15:45)
5) 육신도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고후 4:16, 롬 5:21)
6)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고전 15:42-44)
2.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전 15:3-4)
1)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사 7:14, 미 5:2, 사 53장, 시 22:14-25, 슥 9:9)
2)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행 3:15, 5:29-32, 10:37-43)
3)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② 예수님은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③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습니다
④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3.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1) 부활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벧전 1:3)
2) 부활의 소망을 통해 고난도 기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히 11:35)
3) 성도가 통과하는 십자가의 과정도 부활의 소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전 15:31)
4)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고전 15:31)
5)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고전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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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d's providence shows us the principle of resurrection.
(1 Cor 15:35-38, 45)
1) When the seed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many fruits of life
come to bear. (v 36, Jn 12:24)
2) As the winter goes and the spring comes in the seasons, the life
of the person comes spring through winter.
3) As the night goes and the morning comes, we experience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day by day.
4) By the first man Adam, our flesh is born in death, and through the last
Adam, Jesus Christ, we will live and live forever. (1 Cor 15:45)
5) When the physical body ends, we will enjoy the eternal life in
heaven. (2 Cor 4:16, Rom 5:21)
6) We are sown perishable, dishonor, weakened, natural body, are raised with
imperishable, in glory, in power, and a spiritual body.(1 Cor 15:42-44)
2.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testified by the Scriptures. (1 Cor 15:3-4)
1) All the words spoken of in the Old Testament were fulfilled.
(Isa 7:14, Mic 5:2, Isa 53, Ps 22:14-25, Zac 9:9)
2) The disciples who were with Jesus testify. (Acts 3:15; 5:29-32; 10:37-43)
3) History is evidence.
① Jesus was crucified and died by Pontius Pilate.
② Jesus was buried in the tomb of Joseph of Arimathea after his death.
③ Jesus' grave was empty.
④ The disciples of Jesus also preached the gospel with their lives, and
the early church was remarkably revived
3. The Saints win in this world through the hope of resurrection.
1)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is given to us only through Christ. (1 Pet 1:3)
2) Through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suffering can be gladly won. (Heb11:35)
3) The process of the cross through which the believers pass is also done
through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1 Corinthians 15:31)
4) It is because of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that my old self may die in
Christ. (1 Cor 15:31)
5) It is because of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that we can endure to the
end and dedicate ourselves to the Lord. (1 Cor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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