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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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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hurch cleaning that was scheduled today is delayed to the
next Sunday due to the weather. Thank you all for you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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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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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is a children's Sunday. Please pray for our future
generations to grow up in the Word of God, to become
the witnesses of Jesus to save the world.

이천수
오상윤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1

오경환
김광자
-

이정옥
김연봉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복음 증거의 필연성 (고전 9:14-19)
The inevitability of Evangelism (1 Cor 9:14-19)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Potluck
Next Week
Potluck
-

6

-

`

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1.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editative Prayer

2. 오늘 예정되었던 교회 청소는 날씨 관계로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Hymn
*

3. 교회 기도 제목
1) 교육전도사님 청빙 건

Confession of
Faith
Prayer

Heb 13:20-21

Together

43(O day of rest and gladness)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Deacon Chun Soo Le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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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Reading
Praise

4.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Sermon

Jos 22:21-34

Together

564(When He cometh)

Choir

Evidence that Jehovah is God

Rev. Oh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Offering

Rev. Oh

269(The precious blood of Jesus)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411(There’s a peace in my heart)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5 -

Together
Rev. Oh

* Please rise.

-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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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 (수 22:21-34)

Evidence that Jehovah is God (Jos 22:21-34)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 나누기를 마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의 인도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의 상
태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일어
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로 뭉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Today's text is a case of the Israelites conquering the land of Canaan after
God's promise after the Exodus, and finishing the division of the land by
tribes, and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returning to the land of Gilead east of the Jordan. The people of Israel were
more trusting in God than ever before under the guidance of Joshua and were
in a state of faith according to God's will. There was such a serious problem
in Israel that there would be war between the tribes. However, the Israelites
showed faith in the will of God through this event, praising God, elevating
God, and unifying the unity of faith.

1.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1)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백성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혹시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우려해서 전쟁까지 치를 각오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와 불의에 예민해집니다
2) 이들은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동족이 우상에 빠질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19절)
3)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끝난 후에 믿음이 변질됩니다
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것을 경고
했습니다 (신 29장)
② 다윗 – 평안 할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③ 솔로몬 – 어려움이 없던 그는 왕비와 후궁을 통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④ 고전 10:12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4)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1. After the Exodus, Israel was the most spiritually armed
1) Nine tribes and a half tribe of Manasseh were determined to fight the war
against the tribes of Reuben, Gad, and a half tribe Manasseh by fearing
that they would serve other gods. When we are in the grace of God, we
become sensitive to sin and injustice.
2) They tried to prevent their own people from falling into idols even when
they sacrificed themselves. (v 19)
3) Most people will lose faith after hardship is over.
① God warned them before they entered the land of Canaan. (Deut 29)
② David - When David was at peace, the Bathsheba incident happened.
③ Solomon - who had no difficulty, fell into idolatry through his queen
and concubines.
④ 1 Cor 10:12 -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4) Reuben, Gad, and a half tribe of Manasseh have built an altar to serve
God better.

2. 이스라엘의 미래와 후대를 생각하는 두 지파 반이 세운 제단의 의미 (24-29절)
1)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믿음(수 24:15)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2) 다른 지파들과 하나임을 강조하는 연대 의식을 보여줍니다
3) 후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계승하고 교육하기 원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3.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 – 엣 제단 (34절)
1)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2)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22절)
① 전능 하신 자(엘) -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② 하나님(엘로힘) - 경외 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 구약에 2000여회 가량
사용된 하나님의 명칭
③ 여호와 –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구속 주 하나님
④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한 것은 두 지파 반이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3) 이 사건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 합니다
4) 우리들도 모든 사건, 문제, 갈등, 만남등을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가는 엣 제단의 증거가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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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eaning of the altar that the two and a half tribes of Israel thought
about the future generation and future of Israel (vv. 24-29)
1) To preserve and inherit the belief that they will only serve Jehovah.
(Jos 24:15)
2) Show a solidarity that emphasizes unity with other tribes.
3) There is a prayer that they want to inherit and educate their future
generations correct faith.
3. The evidence that the Lord is God - the altar Ed (v 34)
1) All the people of Israel will find God's evidence through the crisis.
2) Through this incident, they become more aware of God. (v 22)
① The Almighty (EL) - God of Almighty Power
② God (Elohim) - The name of God used in the Old Testament about
2,000 times as God to be revered
③ Jehovah - God the Redeemer who He is forever.
④ Repeating the name of God twice is a definite confession that the two
and a half tribes will not serve another god but the God of the
remaining nine and a half tribes.
3) Through this incident all Israel praises God and rejoices together
4) We must also have evidence of the altar Ed to know the mystery of the
Christ’s cross through all the events, problems, conflicts, and encou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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