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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at

Early Morning Service(새벽예배)

5:30AM

Korean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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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Announcements
사회 : 오 상윤 목사

1. From the afternoon of August 31(Sat) to the 2nd of September
(Mon), a church retreat will be held in the church. Please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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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retreat to be a time for all church members to receive
God’s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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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im Church is praying for appointing the youth pastor. Please
pray that God will send to our church a worker who will guide
future generations through the Gospel.
3. The Tuesday Bible Study(John) and the Sunday Bible reading
class are continuing in God’s grace. We encourage more of
church members attend to receive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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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idst of spiritual and/or physical difficulties.

오 상윤 목사

*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이번주
다음주

4. Please continue praying for our church members who are

Chris Collver
이천수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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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송영심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므리바 물 (민 20:1-13)
The waters of Meribah (Num 20:1-13)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믿음 Faith
Next Week
전교인 Potluck
-

6

-

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Presider : Rev. Kevin Oh

1. 8월 31일(토) 오후부터 9월 2일(월)까지 노동절 연휴를 기해
교인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셔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2. 우리의 후대들을 지도하실 교육전도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후대들을 복음으로 잘 지도하실 수 있는
일군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editative Prayer
* Hymn
*

Confession of
Faith
Prayer

3. 화요 성경공부(요한복음)와 주일 성경읽기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Scripture Reading
Praise

2 Cor 5:21

Together

67(O worship the King)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Elder Chris Collver

Together

2 Tim 3:1-5

Together

284(The abundant love of Jesus)

Choir

Terrible Times

Rev. Oh

4.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Sermon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Offering

Rev. Oh

438(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498(Rescue the perishing)

* Benediction

This Week
Next Week

5 -

Together
Rev. Oh

* Please rise.

-

Together

Prayer
Elder Chris Collver
Deacon Chun S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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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is Week's
Week's Message
Message

고통하는 때 (딤후 3:1-5)

Terrible Times (2 Tim 3:1-5)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주는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문명 속에서 높은 교육과 기술을 통해 많은 것을 알
고 얻고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이 가졌어도 공허하며 군중 가운데서도 외롭고 마음의 여유
가 없이 목적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 보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 행복한 사람을 찾기는 어
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것임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1절, 벧전 1:20).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자신
만을 위하여 살며 육신에 묶여 보이는 허상에 속아 마귀에서 종노릇하며 결국은 지옥에
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15-17절)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
리하는(12절)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re would be no place to live as richly and comfortably as
we are now in America. We live in an era where we can get to know and enjoy many
thing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civilization and through high education
and technology. Nevertheless, many people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lives, they are
empty, they are lonely in the crowd, they can not afford their minds, and they are losing
their purpose and busy every day. We try our best to live a happy life, but we live in an
age when it is hard to find a happy person around us. Today's text foresights us that
these phenomena will appear in the very end (v. 1, 1 Pet. 1:20). Life outside Christ is
bound to be slain in the devil forever, suffering forever in hell, lied to the illusion that
lives for himself and is bound to the flesh. However, the children of God who receive
salvation through God's grace will live a blessed life through God's Word (v.15-17),
which is victorious in the midst of suffering (v.12), according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1. 진정으로 사랑해야할 사랑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 22:34-40)
2)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롬 13:8-10)
3)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4)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5)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후 4:18)
6) 세상 것은 가질수록 영적으로 갈증이 나고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7)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1절)
2. 육신에 잡힌 삶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요일 2:16-17)
1)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 자만 등 빠져 나올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고통 당합니다
2) 육체의 일(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에 잡혀 삽니다 (갈 5:19-21)
3)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4절)
4) 교회 출석을 해도 경건의 모양을 흉내 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경건의 능력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할 수도 없고 결국은 부인하게 됩니다 (5절)
5)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 14:6, 행 4:12)
1)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눅 24:44)
2)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1:1-3, 골 1:15-18)
3)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창 3:15, 요일 3:8)
4)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골 1:20, 롬 6:6)
5)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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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ople do not know the object of love that I really need to love.
1)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Bible is loving God and loving neighbors.
(Matt 22:34-40)
2) Becaus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Rom 13:8-10)
3) God created man to love God and his neighbors.
4) But those who can not love God will try to fill their hearts with something else.
5) They can not help but love the temporary things that are visible. (2 Cor 4:18)
6) The more we have the worldly things, the more spiritually thirsty and painful
the mind.
7) That is why the time to terrible comes. (v. 1)
2. Life caught in the flesh is bound to suffer. (v. 2-5, 1 John 2:16-17)
1) They will suffer from problems, that can not be solved. And they ar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 abusiv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without love,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brutal,
not lovers of the good, treacherous, rash, conceited.
2) They are caught in the work of the flesh (sexual immorality, impurity and
debauchery; idolatry and witchcraft; hatred, discord, jealousy, fits of rage, selfish
ambition, dissensions, factions, and envy; drunkenness, orgies, and the like
(Gal 5:19-21).
3) It is a lif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faith that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v. 4)
4) Attending a church can simulate having s form of godliness, but the power of
godliness from Jesus Christ is neither known nor experienced, and eventually denied
(v. 5)
5) If we can not meet the true God, we can not help but make ourselves God.
3. The answer to life is only Jesus Christ, the only way of salvation sent by God.
(Jn 14: 6, Acts 4:12)
1) The Bible is a book about Jesus Christ. (Lk 24:44)
2) The main character of human history is Jesus Christ. (Jn 1:1-3, Col 1:15-18)
3) Jesus Christ crush the head of the devil, the root of all problems.(Gen 3:15; 1 Jn 3:8)
4) The place where Jesus accomplished all the plans of God is the Cross.
(Col 1:20, Rom 6:6)
5) Believers have the wisdom to win this world in Jesus. (v.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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