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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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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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37.8003 (Tel/Fax) / 703.851.0520 (Sr. Pastor)
http://myelim.org

주 일 예 배

Announcements
사회 : 오 상윤 목사

1. There will be a steering committee meeting after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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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All committee members are urge to attend.
2. Prayer topics for church
1) Appointing the assistant pastor
2) Church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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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8/31(Sat) - 9/2(Mon) Labor Day weekend
Place : Church
3. Please continue praying for our church members who are
in the midst of spiritual and/or physica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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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와 은혜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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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상윤 목사

*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이번주
다음주

오상윤
Chris Collver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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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자
박한철
-

김연봉
오지영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예수를 믿는 믿음 (요 3:16)
Believing in Jesus (Jn 3:16)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전교인 Potluck
Next Week
사랑 Love
-

6

-

LORD'S DAY SERVICE

교 회 소 식

Presider : Rev. Kevin Oh

1. 오늘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든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2. 교회 기도 제목

Meditative Prayer

Heb 11:6

Together

93(O worship the King)

Together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Together

Prayer

Rev. Kevin Oh

Together

* Hymn

1) 교육전도사님 청빙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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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ptur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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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Sermon

Gen 6:1-8
277(Take me, oh, my Father)

Choir

The renown heroes and
the one under Grace

Rev. Oh

Prayer
Offering

Rev. Oh

445(Come to the Savior, make no delay)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545(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Together
Rev. Oh

* Please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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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Offering Prayer

* Hymn

-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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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와 은혜를 입은 자 (창 6:1-8)

The renown heroes and the one under Grace(Gen 6:1-8)

창 4장은 가인의 후손의 족보(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창 5장은 하
나님의 언약의 계보인 셋의 후손의 족보(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
에서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
면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인류 전체가
죄로 가득차게 되어버렸습니다(5, 11-13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
명을 소유하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의 육적
인 영향을 받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능한 영웅(용사)가 인정받고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
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습
니다.

Gen 4 is the genealogy of Cain's descendants (the sons of men).
However, Gen 5 is the genealogy (sons of God) of the descendants of
Seth, the genealogy of God's covenant. In today's text, these two people
came to live together. And the sin of men affects the sons of God, so
that the whole of mankind is filled with sin (v5, 11-13). That is why God's
judgment has come to an end. It is as if the people of God who have life
of Jesus Christ and are saved receive the physical influence of the
unbelievers belonging to the devil and live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world. In this world, a competent hero is recognized and successful,
but God 's concern is only to those who have received the grace of God
saved through Christ Jesus.

1. 노아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1. Noah's day and now this day are not much different spiritually.
1) Believers live according to the physical temptations of the world (v 2)
2) Man's sin is full of the world (v 5, 11)
3) Every inclina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is only evil all the time.
(v 5, 1 Jn 2:15-16)
4) So it is natural to compromise with this world (v 2-3, 2 Cor 6:14)

1) 성도들이 세상의 육신적인 유혹에 따라 살아갑니다 (2절)
2)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5, 11절)
3)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5절, 요일 2:15-16)
4)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2-3절, 고후 6:14)

2. 용사와 은혜를 입은 자
1) 용사
① 그들은 강하고 몸이 큰 네피림이었습니다 (4절)
② 그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③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④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⑤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⑥ 그러나 영적인 복음에는 무지하며 십자가의 원수 된 자들입니다
2) 은혜를 입은 자 (노아)
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8절)
②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의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완전해집니다 (9절)
③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9절)
④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집을 진
자들을 안위하시기 원하십니다 (창 5:29, 마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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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enown heroes and the one under Grace
1) Heroes
① They were big and strong Nephilim. (v 4)
② They were men of renown. (v 4)
③ They are powerful in the physical things of this world.
④ These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the gospel of Christ because
they want to express their talents.
⑤ They are the ones who live the world with their own abilities.
⑥ But they are ignorant in the spiritual gospel and enemies of
the cross.
2) The one under Grace (Noah)
①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② Those who are in God's grace are righteous and perfect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v 9)
③ God is walking with those who are under God’s grace. (v 9)
④ The way the Believers live in this world is to walk with God.
⑤ God wants to comfort those who in the labor and painful toil
through whom are under the grace of God. (Gen 5:29, Mt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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