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15호(508)  2020.4.12. 

1. 부활주일 예배: 오늘은 부활주일 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

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 봉헌 안내: 교회 재정부에서 각 가정에 헌금봉투를 발송하였습니다. 혹

수령하지 못하신 성도님께서는 재정위원장이신 전진홍 장로님께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04/13 (월) 요 12:1-11 열왕기상 3-5 

04/14 (화) 요 12:12-19 열왕기상 6-7 

04/15 (수) 요 12:20-30 열왕기상 8-9 

04/16 (목) 요 12:31-36 열왕기상 10-11 

04/17 (금) 요 12:37-43 열왕기상 12-13 

04/18 (토)   요 12:44-50 열왕기상 14-15 

04/19 (주) 주일설교본문 열왕기상 16-1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예배기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다함께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155장 ………………………………다함께 

 교 독 문 …………………… 62번 (부활주일) ………………………    다함께 

 사도신경 …………………………………………………………………     다함께 

 광    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누가복음 24장 1-12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150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장 1-26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1-12절 
 

 
 

◆ 서론.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 본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1. 부활의 첫번째 증거 – 빈 무덤 

 

1) (v3)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음” = 부활하신 주님 

 

2) 이슬람과 불교는 각각 창시자의 무덤이 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무덤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2. 부활의 두번째 증거 – 천사들의 증언 

 

1) (v4)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 증언을 위한 최소 인원 

 

2) 천사들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했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니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3. 부활의 세번째 증거 – 예수님의 말씀 

 

1)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난 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심 (마태복음 16장 21절)  

 

2)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이다.   

 

◆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미국의 어느 한 학교에 함께 나란히 근무하는 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Bill’이라는 이름의 남자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은 ‘Gloria’라는 이름의 가진 여자 선생님

이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 Bill 은 음악 선

생님이었습니다. 작곡을 했습니다. Gloria 은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시를 좋아했고, 글

을 잘 썼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은사를 살려 

찬양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가스펠 싱어가 되어 순회 전도에 나섰고, 

그들의 전도축제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환상의 커플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커플의 인생 가운에 중대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남편 Bill 이 

어느 날 ‘단핵구증’이란 고약한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 것

도 일을 하지 못하고 손을 놓은 채 몇 달을 집안에서 보냅니다. 그 때 마침 아내 

Gloria는 세째 아이를 임신 했습니다. 가정형편은 몹시 어려웠고, 부부를 둘러싼 이상

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회색 빛처럼 어두워져 가던 계절,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 삶을 이렇게 접어야 하나..."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어느 날 Gloria는 리빙룸에서 오래간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

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주님 살아 

계시구나!" 홀연히 그녀 마음을 사로잡은 놀라운 생각! "주님 살아 계시구나! 여기에 

계시구나! 주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뭘 걱정할까?!" 

한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 고통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방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연

필을 들었습니다. 떠오르는 시상을 통해서 그는 노랫말을 지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시가 완성된 다음에 그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Bill! 하나님께서 노래가사

를 주셨어! 당신이 작곡해봐!" 바로 그 순간 Bill & Gloria Gaither 부부가 작곡한 불멸

의 가스펠 송 하나가 탄생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절망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희망

을 붙잡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20.4.12. 

그리스도의 노예, 여러분의 목자 

김영목 목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