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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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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Announcements
사회 : 오 상윤 목사

1. After the Sunday service on June 30, there will be a deacons
meeting. All deacons are urge to at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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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Elim Church, the following graduates graduated from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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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this year.
High School : Paul Kim
College : Alic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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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y Oh

Please Pray for their future will be a new beginning in God's
grace.
3. Prayer topics for church
1) Appointing the assistant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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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urch retreat
Date : 8/31(Sat) - 9/2(Mon) Labor Day weekend
Place :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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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ease continue praying for our church members wh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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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이번주
다음주

in the midst of spiritual and/or physical difficulties.

오상윤
Chris Collver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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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자
박한철
-

김연봉
오지영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눅 18:9-14)
The prayer of pharisee and tax collector (Lk 18:9-14)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믿음 Faith
Next Week
Potluck
-

6

-

LORD'S DAY SERVICE

교 회 소 식

Presider : Rev. Kevin Oh

1.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바로 제직회가 있겠습니다.
모든 제직되시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2. 본 교회 올 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Meditative Prayer

*

정 성아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ogether

67(O worship the King)

Together

Con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Together

Prayer

Rev. Kevin Oh

Together

* Hymn

고등학교 : 김 바울
대학교 : 오 정아

1 Jn 5:20

Scripture Reading

Mal 3:7-12

Together

3. 교회 기도 제목
Praise

1) 교육전도사님 청빙 건
2) 교인 수련회

Sermon

280(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Choir

The Lord’s Protection

Rev. Oh

날자 : 8/31(토) - 9/2(월) 노동절 연휴
Prayer

장소 : 교회
4.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ffering

Rev. Oh

212(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268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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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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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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보호하심 (말 3:7~12)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의하여 살
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
고 신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
자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
이 어디에서 왔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유도 모른 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메뚜기”들을 보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들어와서 우
리의 약한 부분을 갉아 먹습니다.(11절) 이러한 마귀의 궤계를 알지 못하면 우
리의 인생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1.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1)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7절)
2)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요일 2:16)
3) 특별히 재물은 육신을 살리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만큼 잡히기도
쉽습니다 (마 6:24)
4)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규정합니다 (8-9절 - 십일조와 봉헌물)
5)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7-8절)
6) 마귀는 인생의 메뚜기를 통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7)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내 인생이 바로 저주 받은 인생입니다 (9절)

The Lord’s Protection (Mal 3:7~12)
Believers who are saved by the grace of God live by the grace and
protection of God. The Bible tells us that this world is dominated by the
devil who has caught up with the air authority and is constantly attacking in
the life of the believers. Therefore, unwanted difficulties and problems
arise in the lives of believers. If we do not know where these problems
and difficulties come from and what they mean, we can not help but suffer
without knowing the reason. Especially the devil sends "pests" to deceive
our lives without us knowing. It comes in through our weak parts and eat
our weak parts (v. 11). If we do not know the schemes of the devil,
problems will be continued in our life.
1. Every problem has the cause.
1) Because man has left God and has left the Word. (v. 7)
2) As a result, humans who can not meet God are caught in the visible
things. (1 Jn 2:16)
3) Especially money is easy to be caught because they are best to
gratify the flesh. (Matt 6:24)
4) The Bible, however, stipulates the use of God's wealth for my sake
only as a theft. (V 8-9 tithe and offerings)
5) If we do not realize that we have robbed Gods, we can“t go back to
God. (v. 7-8)
6) The devil destroys us through life's pests.
7) My life that robbed God is the cursed life. (v. 9)

2.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메뚜기를 모르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1)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2) 보이는 육신 기준에 잡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됩니다 (롬 1:21)
3)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람을 높이며 살게 됩니다 (롬 1:23)
4) 그 결과 당연히 욕심(물질)에 잡히게 되며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8-9절, 롬 1:25)
5) 그 때 마귀는 우리도 모르게 뒤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 2:15)

2. If we do not know the pests that destroys our lives, we can never win.
1) They come into our hearts to leave God and away from the Word.
2) We are caught up in the standards of the visible flesh, and the
thought becomes futile and foolish. (Rom 1:21)
3) We will exclude God in our life and have a human centered life.
(Rom 1:23)
4) As a result, we will be naturally caught up in greed(material) and the
balance of life collapses. (v. 8-9, Rom 1:25)
5) Then the devil attacks us from behind without us knowing.(Song 2:15)

3. 하나님께서 은혜(보호하심)로 우리 인생의 메뚜기를 막아주십니다 (11-12절)
1) 복음이 깨달아 질 때 마귀의 궤계가 보입니다 (엡 6:10-11)
2) 복음(말씀) 중심의 삶만이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 4:12-13)
3)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 9:13)
4)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둑질)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5) 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6)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12절)

3. God protects our lives from the pests by Hish grace (v. 11-12)
1) When the gospel is realized, the devil’s schemes are revealed.
(Eph 6:10-11)
2) Only through the gospel-centered life, we will not be deceived by the
devil. (Heb 4:12-13)
3) We realize that we need God's protection. (Matt 9:13)
4) We repent of trying to live by my strength. (theft).
5) Then God's protection appears in our lives. (v.11)
God forbids the pests, and the fruit of the vine does not fall.
6) Through us, the glory of God is seen by many.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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