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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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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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Announcements
사회 : 오 상윤 목사

1. From this Saturday(8/31) to Monday(9/2), a church retreat will be
held in Wardensville, WV (1640 Pine Ridge Ext. Wardens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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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 26851). If you would like to gather together, please come
to church by 2pm on Saturday. Directions are made and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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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and out. And also, today after service, we will go there to
clean and prepare for the retreat. If possible, please join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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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 that God will send to our church a worker who will guide
future generations through the Gospel.
3. Please continue praying for our church members who are
in the midst of spiritual and/or physical difficulties.

오 상윤 목사

*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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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im Church is praying for appointing the youth pastor. Please

이천수
오상윤

안내 및 헌금위원
이번달
다음달
- 1

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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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김광자

다음 주 설교제목 / Next Week Sermon Title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고전 2:1-5)
Jesus Christ and His Cross (1 Cor 2:1-5)
Fellowship Order (친교순서)
This Week
사랑 Love
Next Week
교인 수련회
-

6

-

교 회 소 식

LORD'S DAY SERVICE
Presider : Rev. Kevin Oh

1. 이번 주 토요일(8/31)부터 9월 2일(월)까지 교인 수련회가 웨스트
버지니아 워든스빌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Meditative Prayer

Mt 9:17

Together

251(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Deacon Chun Soo Lee

Together

약도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셔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 Hymn

1640 Pine Ridge Ext. Wardensville, WV 26851

Confession of
Faith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수련회 장소 청소와 준비를 위해 그곳에

Prayer

*

가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Scripture Reading

바랍니다.

Praise

Jos 7:16-26

Together

288(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Choir

Achan’s sin

Rev. Oh

2. 우리의 후대들을 지도하실 교육전도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후대들을 복음으로 잘 지도하실 수 있는
일군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을

Sermon
Prayer
Offering

Rev. Oh

453(More about Jesus would I know)

Together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ffering Prayer

Presider

Announcements

Presider

* Hymn

265(Christ, our Redeemer)

* Benediction

Rev. Oh

* Please rise.
This Week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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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Prayer
Deacon Chun Soo Lee
Rev. Kevin Oh

- 2

-

�� �����

This
This Week's
Week's Message
Message

아간의 범죄 (수 7:16-26)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와(구원) 홍해를 건너고(세례),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성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
성들이 작은 아이 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공 후에 교만이나 방심
으로 인하여 성공 전보다 더 파멸로 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신
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3)”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영적 경각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
을 것입니다.
1.

승리 후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1)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 후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1, 11절)
2)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1절)
3) 자만함에 빠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 성을 공격했습니다
4) 아이 성이 작음을 보고(그들은 소수이니) 스스로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
5)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11, 15절)
6)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습니다 (12-13절, 엡 6:12)

2. 아간의 범죄
1)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연대적 징벌을 가져왔습니다
(11-12절)
2) 아간의 범죄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21절, 골 3:5)
① 다윗과 밧세바 (삼하 11장) ②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왕상 21장)
③ 아나니아와 삿비라 (행 5:1-11)
3) 제비뽑기 (14, 16-18절)
①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삼상 14:41-42, 욘 1:7)
② 이 일로 인해 아간의 온 가족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24-25절)
③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 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4) 우리도 아골 골짜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5) 한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롬 5:19 아담)
6) 한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롬5:19 예수님)
3. 여호수아의 믿음
1) 여호수아는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9절)
2) 그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2절)
3)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은 알려 주셨습니다 (13절)
4) 불신앙의 통로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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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an’s Sin (Jos 7:16-26)
It was God’s grace that the people of Israel who escaped from Egypt
(salvation), crossed the Red Sea (baptism), lived in the wilderness for about 40
years (sanctification), crossed the Jordan River by faith, and occupied Jericho.
But they were defeated in the battle of Ai. It was a shock. The journey of our
lives is not always a smooth road. Especially after the success, we see many
people who are more destructive than before because of pride or neglect. Our
Christian life is no different. That's why the Bible warns us,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1 Cor 10:13). Therefore, the
believers should not always lose their spiritual alertness and will not give the
devil a chance when they focus only at the cross of Jesus.
1. Israel in Pride after Victory
1) Israel sinned because of what they offered after the victory on Jericho.
(v 1, 11)
2) God was angry with the Israelites because of this. (v 1)
3) They fell in pride and attacked the city of Ai without asking God.
4) They saw that the city of Ai is small (for only a few men are there),
they thought they could occupy themselves. (v. 3)
5) But this is breaking the covenant with God and was a disgraceful thing
in Israel. (v 11, 15).
6) As a result, the Israelites were defeated. (v 12-13, Eph 6:12)
2. Achan’s Sin
1) Achan's crime brought solidal punishment throughout Israel. (v 11-12)
2) Achan's crime came from greed. (v 1, 21, Col 3:5)
① David and Bathsheba (2 Sam 11)
② Ahab and Vineyards of Naboth (1 Kings 21)
③ Ananias and Sapphira (Acts 5: 1-11)
3) Draw lots (v 14, 16-18)
① Lots were used as a way of showing God's sovereignty.
(1 Sam 14:41-42, Jn 1:7)
② This resulted in the death of the whole family of Achan. (v 24-25)
③ The whole Israel lost in the battle of Ai Castle because of Achan's sin.
4) We too must remember the lesson of the valley of Achor. (v 26)
5) Because of the disobedience of the one man all became sinners.
(Rom 5:19 Adam)
6) Many people became righteous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Rom 5:19)
3. Joshua’s Faith
1) Joshua prayed to God in crisis. (v 6-9)
2) Then he received God's answer. (v 12)
3) God also told him what to do. (v 13)
4) That was to remove the channel of un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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