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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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y Morning Service(새벽예배)

5:30AM

Korean

Sunday

Tue~Sat

Senior Pastor(담임목사): Rev. Kevin Oh (오 상 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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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37.8003 (Tel/Fax) / 703.851.0520 (Sr.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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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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densville, 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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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Pine Ridge Exd. Wardensville, WV 26851). Please pray
for the retreat to be a time for all church members to receive

*신 앙

God’s grace. After next Sunday service, we will go there to
clean and prepare for the retreat. If possible, please join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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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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Jae-seok Chung was called by God yesterday afternoon.
Please pray for the funeral schedule and the bereaved.
4. Please continue praying for our church members who are
in the midst of spiritual and/or physica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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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상윤 목사

*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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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Chris Collver
이천수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 1

최영선
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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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심
이정옥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아간의 범죄 (수 7:16-26)
Achan’s sin (Jos 7:16-26)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소망 Hope
Next Week
사랑 L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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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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버지니아 워든스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가운데

Meditative Prayer

1 Cor 2:12

Together

80(There is no name so sweet)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Elder Chris Collver

Together

준비하셔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1640 Pine Ridge Exd. Wardensville, WV 26851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수련회 장소 청소와 준비를 위해 그곳에

* Hymn

가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Confession of
Faith

바랍니다.

Prayer

2. 우리의 후대들을 지도하실 교육전도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후대들을 복음으로 잘 지도하실 수 있는

*

Scripture Reading
Praise

1 Cor 7:22-23

Together

287(‘Tis for you and me)

Choir

Freedom in Christ

Rev. Oh

일군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mon

3. 정재석 성도님께서 어제 오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
하셨습니다. 장례 일정과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er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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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Oh

305(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ogether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171(God sent His Son)

* Benediction

Rev. Oh

* Please rise.
This Week
Next We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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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Prayer
Elder Chris Collver
Deacon Chun S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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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강단메시지

This
This Week's
Week's Message
Message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고전 7:22-23)

Freedom in Christ (1 Cor 7:22-23)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억압가운데 인생을 시작
합니다. 사람이 자라나면서 세상의 문화에 점점 묶이게 되고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의 법칙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누구나 참 자유를 얻기 원하지
만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게 묶이고 또 묶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자
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요 8:36). 그리
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해방시키시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
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Everyone starts life in the midst of oppression in the state of being deprived of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1)
2)
3)
4)
5)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롬 6:17-18, 22)
영원한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롬 6:9, 고전 15:54, 살전 4:14)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입니다 (롬 6:14, 갈 3:23-25)
마귀의 속박에서의 자유입니다 (행 10:38)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서의 자유입니다 (갈 5:1, 엡 5:8)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1) 참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제한된 자유입니다
(창 2:16-17, 눅 15:11-32)
2) 참 자유는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고전 8:9-13)
3) 복음에 유익하다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고전 9:19)
4)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참 보화를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마 13:44)
5) 우리가 소유한 자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지신 결과입니다
(갈 3:13-14)

freedom from the moment of birth.

As people grow, they are increasingly

bound to the culture of the world, and the laws of the world that are not
related to the Gospel are central to our lives.

Everyone wants to be free, but

they are tied to people and tie others and live without knowing it. They do not
know what true freedom from God is and think it is freedom to do their own
things.

The Bible tells us that there is true freedom only in Christ Jesus (Jn

8:36).

Christ alone sets us free from all bonds and gives us true freedom that

does not bound to anything.

But this true freedom is given to us only through

1. What is freedom in Jesus Christ?
1) It is freedom from the rule of sin. (Rom 6:17-18, 22)
2) It is freedom from eternal death. (Rom 6: 9, 1 Cor 15:54, 1 Thess 4:14)
3) It is freedom from the curse of the law. (Rom 6:14, Gal 3:23-25)
4) It is freedom from the devil's bondage. (Acts 10:38)
5) It is freedom from the world and the lusts of the flesh. (Gal 5:1, Eph 5:8)

2.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freedom in Jesus Christ?
1) True freedom is freedom limited in God's will. (Gen 2:16-17, Lk 15:11-32)
2) True freedom is for the good of God's kingdom and the gospel rather
than for yourself. (1 Cor 8:9-13)
3) We are free to give up our freedom, If it is good for the sake of the
gospel. (1 Cor 9:19).
4) Rather than grasp one's possessions, it is the freedom to sell it for true
treasure. (Matt 13:44)
5) Our freedom is the result of Jesus took our yoke (Gal 3:13-14)

3.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묶임에서 해방 시키십니다 (요 8:31-36)
1) 우리의 자유를 통해 형제를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십니다 (갈 5:13)
2) 내 기준에 묶여있던 우리를 복음에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시키십니다 (시 84:10)
3) 눈에 보이는 물질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됩니다
(고후 4:16-18)
4)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행 1:8, 마 28: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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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Holy Spirit still sets us free from our bondage through Christ as
true truth. (Jn 8:31-36)
1) He lets us serve our brothers with joy through our freedom. (Gal 5:13)
2) He transforms us, bound by our standards, into believers who respond
only to the gospel. (Psalm 84:10).
3) We are not bound to visible matter but are held by God. (2 Cor 4:16-18)
4) God uses us as disciples and witnesses of Christ.
(Acts 1:8, Matt 2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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