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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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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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이번주
다음주

오상윤
Chris Collver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1

오경환
김광자
-

이정옥
김연봉

1. Today is a Mother’s Day. We give thanks to God who showed
us His love through our parents’ love, also wish you a day of
gratitude to you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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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삶 (신 8:1-10)
The life of the wilderness where only focusing on the Lord
(Deut 8:1-10)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Potluck
Next Week
믿음 Faith
-

6

-

`

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1.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 오늘 예정되었던 교회 청소는 날씨 관계로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Meditative Prayer

1) 교육전도사님 청빙 건

Together

80(O day of rest and gladness)

Together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Together

Prayer

Rev. Kevin Oh

Together

Scripture Reading

1 Cor 9:14-19

Together

* Hymn
*

3. 교회 기도 제목

Isa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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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4.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Sermon

577(When He cometh)

Choir

The inevitability of Evangelism

Rev. Oh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Offering

Rev. Oh

579(The precious blood of Jesus)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520(There’s a peace in my heart)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5 -

Together
Rev. Oh

* Please rise.

-

Together

Prayer
Rev. Kevin Oh
Elder Chris Col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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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is Week's
Week's Message
Message

복음 증거의 필연성 (고전 9:14-19)

The inevitability of Evangelism (1 Cor 9:14-19)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참 행복과
만족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잠간의 만족은 주지만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만족 못할 뿐 아니라 영혼이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며 괴롭게 됩니다. 영적 고통의 모습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참 연합이 되어질 때만 주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증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결국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는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마 24:14).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전도자요 선교사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Since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re spiritual beings, they
must be filled with spirituality to experience true happiness and satisfaction.
So even though we have a lot of physical things, it gives a little satisfaction
but it does not make us happy forever. Not only are we not satisfied, but
the soul is afflicted and afflicted in pain. The spiritual suffering is appeared
in various forms. But the true happiness of man is given only when we meet
Christ and become true union with Him. The way to solve the deepest
problems of life begins to be solved only when we meet Jesus Christ. In this
respect, the evangelism of Jesus is the most important duty of the believers
and also a blessing. God is leading believers in the timeline that Christ's
gospel will be witnessed and eventually Christ will return (Matt 24:14). In that
sense, all believers are Christ's witnesses, evangelists and missionaries. For
this purpose, God is moving the whole universe today.
The saints who
participate in this most delightful thing of God live the most blessed life.

1. 복음 증거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1. Through preaching the gospel, eternal life comes to Christ.
1) Jesus regards one soul a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earth.
(Mt 16:26, Lk 15:4-7)
2) This precious soul was entrusted to us who were saved first.
(2 Cor 5:18-19)
3) This is not our choice, but our duty and mission.
(Ezk 3:17-19; Matt 28:18-20)
4) The supreme beneficiary of evangelism is the one who preaches
the gospel. (v 16, Matt 10:32, 40)

1) 예수님은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 16:26, 눅 15:4-7)
2) 이 귀한 영혼을 먼저 구원 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고후 5:18-19)
3)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겔 3:17-19, 마 28:18-20)
4) 복음증거의 최고 수혜자는 복음을 증거 하는 자신입니다 (16절, 마 10:32, 40)

2.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2)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구원이 임합니다
3) 이 때 내가 죄인임이 믿어지고 구원자(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요 14:6, 행 4:12)
4)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엡 2:8)
5)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 6:8, 렘 20:9)

3.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1)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14절, 롬 1:17)
2)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육신적 축복도 복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3)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도 복음 중심입니다 (17-22절)
4)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군을 부르고 계십니다 (눅 10:2)
5)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대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면 됩니다
(행 5:42, 딤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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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efore, all believers must know the Gospel well.
1)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re the core of the Gospel.
2) When Jesus' cross and resurrection are realistically believed,
salvation comes.
3) At this time we know that we are sinners who need a savior
(only Jesus Christ). (Jn 14:6, Acts 4:12)
4) All of this is possible only by the grace of God (Eph 2:8)
5) God's love is realized and we want to give our lives for Jesus who
saved us. (Isa 6:8, Jer 20:9)
3. The life God wants us to live is the gospel-centered life.
1) First, the standard we live in is the gospel. I am raised first because
of the Gospel. (v 14, Rom 1:17)
2) The physical blessings God allows are for the benefit of the gospel.
3) The way believers live is also gospel-centered. (v 17-22)
4) The Lord is still calling for the workers of a harvest. (Lk 10:2)
5) As God gives opportunity, we must witness the gospel to those who
meet. (Acts 5:42, 2 Tim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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