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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of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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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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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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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Announcements
사회 : 오 상윤 목사

1. There will be a steering committee meeting after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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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ayer topics for church
1) Appointing the assistant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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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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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urch retreat
Date : 8/31(Sat) - 9/2(Mon) Labor Day weekend
Place : Church
3. Please continue praying for our church members wh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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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상윤 목사

*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이번주
다음주

in the midst of spiritual and/or physical difficulties.

이천수
오상윤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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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자
박한철
-

김연봉
오지영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용사와 은혜를 입은 자 (창 6:1-8)
The renown heroes and the one under Grace (Gen 6:1-8)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전교인 Potluck
Next Week
전교인 Potluck
-

6

-

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Presider : Rev. Kevin Oh

1. 다음 주일(6/9)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든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Meditative Prayer

2. 교회 기도 제목

* Hymn

1) 교육전도사님 청빙 건
2) 교인 수련회

*

날자 : 8/31(토) - 9/2(월) 노동절 연휴

Confession of
Faith
Prayer

장소 : 교회

1 Cor 9:19

Together

67(O worship the King)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Deacon Chun Soo Lee

Together

Scripture Reading

Lk 19:37-44

Together

3.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Praise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mon

276(Take me, oh, my Father)

Choir

Tears of Jesus

Rev. Oh

Prayer
Offering

Rev. Oh

524(Come to the Savior, make no delay)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505(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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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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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s of Jesus (Lk 19:38-44)

예수님의 눈물 (눅 19:38-44)
타락 후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라왔고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
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
나 예수님의 눈물은 육신적인 이유에서 흘리신 눈물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눈물이었습
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눈물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 80:5).
또한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
수님께서 3번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11:35), 오늘 본
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41절),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 5:7)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흘리신 눈믈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도 전달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After the fall, suffering has come to man, and people are crying because of the
pain. Jesus, who came to earth in the flesh to save us, also cried. But Jesus'
tears were not tears for physical reasons but tears for the soul. God also reveals
our sinfulness through tears and heals us(You have fed them with the bread of
tears; you have made them drink tears by the bowlful. Ps 80:5). There is also the
saying, "If there is no tears in the eyes, there is no rainbow in the soul." The
Bible says that Jesus cried three times. In front of the tomb of Lazarus(Jn
11:35), when He saw the Jerusalem in today's text(v. 41), And before he crucified
on the cross, He crie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Heb 5:7). The meaning of
the tears that Jesus poured out on human beings is conveyed to our hearts, and
we must be disciples of Christ who will see the world with Jesus' heart and shed
tears for the world.

1.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울며 고통 받는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요 11:33-35)
1) 예수님의 눈물은 육신적인 슬픔에서 나온 눈물이 아닙니다
2)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으며 어쩌면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요 11:4, 11)
3)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요 11:25-26)
4)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요 11:21, 32)
5) 예수님의 눈물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저주 아래 고통하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창 3:1-6, 엡 2:1-3)

1. Jesus cried when saw people cry and suffer for Lazarus' death.
(Jn 11:33-35)
1) Jesus' tears were not the tears from the physical sorrow.
2) Jesus knew that Lazarus was going to die, and perhaps he was waiting to
die. (Jn 11:4, 11)
3) Through the death of Lazarus, Jesus revealed that he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Jn 11:25-26)
4) Through this incident, Jesus mourned that people had no faith in the
Resurrection. (Jn 11:21, 32)
5) Jesus' tears were tears of compassion for all mankind suffering under the
curse of death for sin (Gen 3:1-6, Eph 2:1-3)

2.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눅 22:39-46)
1)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 5:7)
2)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3)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4)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2. Jesus cried in the Garden of Gethsemane before the cross. (Lk 22:39-46)
1) He offered up prayers and petitions with loud cries and tears. (Heb 5:7)
2) The meaning of His tears were a prayer for the cross.
3) It was not tears of despair but tears to save us.
4) The joy comes to us through the tears of Jesus.

3. 예수님은 멸망 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41절)
1) 예루살렘 입성 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야로
환영하였습니다 (36-38절)
2) 예루살렘(평강의 성)에 참 평강이 없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42절)
3)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애통해 하셨습니다 (43-44절)
4)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눅 13:34-35)
5)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 무너졌고
60만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6)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7) 예수님은 우리가 흘리는 세상을 향한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3. Jesus cried when he saw the city of Jerusalem to be destroyed (v. 41)
1)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many people praised Hosanna and welcomed
Jesus as king and Messiah (v. 36-38)
2) He was lamenting for those who did not see Jerusalem (peaceful city)
without peace. (v. 42)
3) He mourned that the city of Jerusalem would be utterly destroyed. (v. 43-44)
4) It was a tear of God's judgment toward Israel. (Lk 13:34-35)
5) A.D. In 70 the city of Jerusalem collapsed by Titus, the Roman general, and
600,000 Jews were slaughtered.
6) Jesus is still spilling these tears toward us.
7) Jesus accomplishes the kingdom of God through tears for the world we are
sh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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