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15호(615)  2022.4.10. 

1. 부활절 강단 백합 도네이션: (문의 - 전영란 권사)

2.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12(화)-16(토) 오전 6시

(화, 수, 목, 토요일 아침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 성금요예배: 15일(금) 오후 7시 50분

4. 매일성경 5-6월 주문 신청: (문의 - 김성민 집사)

5. Sagar 전도사님께서 봄 노회(4/5)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6. 부활절 연합예배: 4/17(주) 11시 (다음주는 1부예배가 없습니다.)

7. PTA 후원행사: 4/17(주)

4-5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 

4/24(주) 전교인 봄 대청소 

5/1(주) 어린이 주일, 피택 후보자 발표, 선교회 월례회 

5/8(주) 어머니 주일 

5/15(주) 2/4분기 정기 제직회 

5/22(주) PCA 일리노이 시찰회 연합 야외예배 

5/27(금) 남선교회 금요헌신예배 

5/29(주) 공동의회 (피택자 투표, 교회 이름 변경 투표) 

  교회 한글 이름: “코너스톤 장로 교회” 

  교회 영어 이름: Cornerstone Presbyterian Church (Grayslake) 

4-5월 주일예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시리즈 설교 계획 

① 4/24 끝까지 굳세게 서라 (마태복음 24:1-14)

② 5/1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라 (마태복음 24:15-22)

③ 5/8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마태복음 24:23-31)

④ 5/15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 (마태복음 24:32-41)

⑤ 5/22 계속 충실 하게 섬기라 (마태복음 24:42-51)

⑥ 5/29 준비하고 준비하라 (마태복음 25:1-13)

지난주 (4월 3일) 헌금 통계 ($6,344.00)   .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1부예배  9:30am / 주일 2부예배 11:00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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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나는 예배자입니다”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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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8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4번 (시편 2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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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2부) 예배찬송………………… 300장 ………………………………    다함께 

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요한복음 16장 19~33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승리의 삶”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310장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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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시리즈 22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눅 1장 26-35절) 

 

 
.- 

  
 

 

 

1. 기쁨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그의 부활은 우

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1)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

에 마음에 큰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야 하나?’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2) 예수님은 깊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잠시 동안 울

며 애통할 것이지만, 그들이 후에는 그 모든 고통을 잊고 기뻐하는 날

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고통과 상실감을 겪

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과거의 애통과 슬픔은 다 잊혀지

게 될 만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3)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 세상에서 누린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을만큼 비교도 할 수 없는 커

다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 받게 될 

기쁨 역시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4)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죄와 사

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사건은 이제 하나

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모

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예수의 부

활 소식이 비로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바로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2. 평안과 담대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로 인해 평화와 담

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과 큰 무리의 유대인 폭도들을 데리고 왔습니

다. 그들을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

들은 이들에게 붙잡힐 것이 두려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

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할 것을 다 알고 계

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

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져버리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

습니다. 

 

2) ‘평안’이란 단어의 뜻은 본래 ‘내적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

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평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평온의 상태로써,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3) ‘환난’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뇌, 박해, 무거운 돌이나 짐에 눌린 듯

한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

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다가오

는 여러가지 환난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

하라!"(강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어떠

한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확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호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

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습니다. 

 

4) “이기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장애물

을 극복하고, 모든 원수와 군대를 정복한다는 전쟁 용어입니다. 예수

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흑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예

수님 안에 있는 이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

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고통과 환난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승

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