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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 give thanks to God who sent Bishop Lawrence Owino to our
church and pray for this worship. Please pray that the gospel
of Christ will continue to expand in Kenya.
3. In the next Sunday service, Missionary Brian Pak, who is a
missionary in Haiti, will give message for us. We hope it will
be a time for God's abundant grace.
4. Prayer topics for church
1) Appointing the assistant pastor
2) Church retreat
Date : 8/31(Sat) - 9/2(Mon) Labor Day weekend
Place :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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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다음주

1. The church cleaning that was scheduled today is canceled due
to the most work was already done. Please cooperate to keep
the church where we worship God clean.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1

오경환
김광자
-

이정옥
김연봉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박병준 선교사 설교
Missionary Bryan Pak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믿음 Faith
Next Week
소망 Hope
-

6

-

`

LORD'S DAY SERVICE

교 회 소 식
1. 오늘 예정되었던 교회 청소는 어느 정도 되어진 관계로 취소합니다.

Presider / Sermon: Rev. Kevin Oh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Meditative Prayer

2.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Lawrence Owino

* Hymn

Ps 16:1-2

Together

35(Great King of Glory)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Bishop Lawrence Owino

Together

주교님(Gospel Harvest Ministries in Kenya)께 감사드립니다.
케냐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

Confession of
Faith

바랍니다.
Prayer

3. 다음 주일 예배에는 아이티에서 수고하시는 박병준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Scripture Reading
Praise

4. 교회 기도 제목

Sermon

1) 교육전도사님 청빙 건

Deut 8:1-10
274(One thing I of the Lord’s desire)

Choir

The Life of the Wilderness where
only focusing on the Lord

Rev. Oh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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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ering

Together

Rev. Oh

91(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Together

장소 : 교회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5.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Hymn

488(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 Benediction

Rev. Oh

* Please rise.
This Week
Next We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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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Prayer
Bishop Lawrence Owino
Elder Chris Col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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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is Week's
Week's Messag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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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of Wilderness (Deut 8:1-10)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삶 (신 8:1-10)
오늘 본문은 출애굽 후 40년,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쓴 글입니
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1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 하나
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노예 근성에 길들여져서 불평과
원망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체험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 광야는 항상 모든 것이 모자란 곳입니다 (5-7절)
1) 광야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3절)
2) 광야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고후 12:10)
3)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수고와 고통이 계속됩니다
(마 11:28, 시 90:10)
4)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갈급하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가난한 마음이 복있는 마음입니다 (마 5:3)
② 하나님은 우리를 갈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말씀)를 찾도록 하십니다 (3절)
③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골 2:3, 시 23:1)
5) 하나님은 광야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①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② 광야에서 체험되는 고통, 시련, 환난 등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에스더)

2.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1) 광야는 사람이 없는 사색과 묵상의 장소입니다
2) 너무 바쁜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문제, 좌절, 한계를 통해)
① 하나님과 만나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②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기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모세, 사무엘, 다윗, 세례 요한, 바울 등)
3)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하십니다
4) 여러분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3.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① 홍해의 막힘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② 물이 없는 기갈을 통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③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을 통해 만나의 체험을 40년간 하였습니다
④ 불평하던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십자가)의
상징인 놋뱀을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⑥ 이와 같이 광야는 위험과 은혜가 함께 체험되는 곳입니다
2)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2, 3절)
3) 광야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시 119:67, 71)
4) 광야의 훈련을 통과 한 후에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롬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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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s text is Moses' writing about 40 years after the exodus, summarizing
Israel' s wilderness life. The first generation of the Exodus, who were over 20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Exodus died, and Moses thanks to God's guidance
when he saw the land of Canaan in front of him. It shows us the process of
faith in which the Israelites who have been dominated by slaveism and have
been complaining and resentment are transformed into people of faith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wilderness.

1. The wilderness is always where everything is lacking. (v 5-7)

1) The wilderness is thirsty place. (v 3)
2) In the wilderness, the limits of life are revealed where I can not do what I
want. (2 Cor 12:10)
3) Our lives, like the wilderness, will not be my will, but labor and suffering
will continue. (Mt 11:28, Ps 90:10)
4) Through the wilderness life, God makes us thirsty, hungry and humble.
① A poor heart that thirsteth God is a blessed heart. (Mt 5:3)
② God makes us hungry to seek Christ(Word of God. (v..3)
③ God makes us to know that there is no shortage in Christ.
(Col 2:3, Ps 23:1)
5) God makes us through the wilderness life.
① When we become arrogant, God sends us into the wilderness.
② There is a grace of God that can only be known through suffering,
trials, and tribulations experienced in the wilderness.
(Joseph, Moses, David, Esther)

2. God wants to meet us through the wilderness.
1) The wilderness is a place of unconventional thought and meditation.
2) God draws us, who are so busy, to the wilderness.
(through problems, frustrations, limitations)
① Through time of meditation to meet God, He makes us a man of faith.
② All the great characters of the Bible had a deep meeting time
(prayer) with God. (Jesus, Moses, Samuel, David, John the Baptist,
Paul, etc.)
3) God made us to know that the time of the wilderness to meet God is the
greatest blessing time.
4) When do you meet alone with God?

3. The wilderness is a place of training to experience the power of God.
1) The difficulty God is giving is not a curse.
① Through the blocking of the Red Sea, we experience the power of God
splitting the Red Sea.
② We may experience the miracle of the water bursting out of the rock
through waterless gale.
③ The Israelites had experienced of manna for forty years through hunger
without food.
④ Many of the people who complained died because of the venomous
snakes, but God causes the bronze snake, a symbol of salvation
(Cross), to be seen to experience salvation.
⑤ In the end God always reveals Jesus Christ to us through all things.
⑥ Thus, the wilderness is where danger and God’s grace are experienced
together.
2) Through the wilderness, God trains us to respond only to the Word of
God. (v 2, 3)
3) Through hardships and trials in the wilderness, God trains us.
(Ps 119:67, 71)
4) Because of the glory that will be enjoyed after passing through the
training of the wilderness. (Rom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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