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4(559)    2021.4.4. 

1. 부활주일 Drive-in 예배: 라디오 주파수 (FM 98.1)

오늘은 부활주일 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 봄맞이 교회 대청소: 4/11(주)

3. 성경 찬송가 안내

2022년부터 성경은 현재 사용 중인 ‘개역한글성경’(1961년 출

판)에서 ‘개역개정성경’(제4판, 2005년 출판)으로 변경하여 사

용합니다. 찬송가는 ‘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올해 성경1독 하

신 분들께는 개역개정성경과 새찬송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04/05 (월) 눅 24:13-35 사무엘하 7-10 

04/06 (화) 눅 24:36-53 사무엘하 11-12 

04/07 (수) 출 1:1-22 사무엘하 13-14 

04/08 (목) 출 2:1-10 사무엘하 15-16 

04/09 (금) 출 2:11-25 사무엘하 17-18 

04/10 (토) 출 3:1-12 사무엘하 19-20 

04/11 (주) 출 3:13-22 사무엘하 21-22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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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다함께 

● 사죄은총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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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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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159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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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강해 ……………… “부활하신 예수님” ………………   김영목 목사 

성찬식 …………………………… 186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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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도 ………………………………………………………………… 김영목 목사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 (출애굽기 1장 1-22절) 

 

 
.-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1-12절 
  

 

1.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신 예수님 

1) 누가복음 9장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 누가복음 18장 32-33절  

“(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

을 받겠으며 (33)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뒤 정확하게 삼 일 뒤에 부활할 것이

라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

하였다.  

 

4)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으

나,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

이 죽은 뒤 삼 일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을 기억하

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3일까지

는 굳게 지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태복음 27장 62-64절  

“(62)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

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63)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

니 (64)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

다 하니” 

 

 

 

 

 

 

 

 

2.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여인들 

1)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되었다. 여인들도  

   예수의 제자들로써 그들도 예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란 

   가르침을 들었으나, 빈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2) 홀연히 나타난 두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였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신 수난과 죽음, 

   그리고 삼 일 뒤에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켰다.  

 

   누가복음 24장 6절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

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

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

라 하셨느니라” 

 

        3)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앞에 나타 

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곧장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었다. 그들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였다.  

  

결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

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 계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8일 헌금통계 $4,33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