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16호(616)  2022.4.17. 

1.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를 위하여 새벽마다 간식으로 섬겨 주신

여선교회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매일성경 5-6월 주문 신청: (문의 - 김성민 집사)

3. PTA 후원행사: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후 친교실에서

4. 전교인 봄 대청소: 4/24(주)

5. 어린이 주일: 5/1(주)

6. 피택 후보자 발표: 5/1(주)

7. 선교회 월례회: 5/1(주) 친교 후

8. 순장, 순모 모임: 5/1(주) 선교회 월례회 후

5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 

5/8(주) 어머니 주일 

5/15(주) 2/4분기 정기 제직회, 순모임 재개 

5/22(주) PCA 일리노이 시찰회 연합 야외예배 

5/27(금) 남선교회 금요헌신예배 

5/29(주) 공동의회 (피택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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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헌금 통계 ($2,0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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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er Sunday Worship (부활주일 연합예배) 11 am 

 
 

.-            Call to Worship (예배부름)          Matthew 28:5-6 

● Opening Worship (예배기원)    #8. Holy Holy Holy 

● The Prayer of Confession (사죄은총) 

● Opening Prayer (시작기도) 

● Worship (감사찬송) #165. Thine is the Glory 

●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133. Easter (1) 

●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Prayer (대표기도)  Pastor Sagar Mekwan 

Worship (예배찬송)  #161. Hallelujah, He is Risen 

Offering (봉헌)         Violinist. Beatrice Park (박채현) 

● Offering Worship (봉헌찬양) 

● Offering Prayer (봉헌기도) 

Welcome and Announcement (환영과 광고) 

Scripture Reading (성경말씀) Matthew(마태복음) 28:1-10 

Choir Worship (찬양대)  “예수 부활 했으니 & 무덤에 머물러” 

Message (말씀강해)       “Jesus Christ, He is Risen.” 

Communion (성찬예식) 

● Closing Song (송영찬송) #167. Welcome Happy Morning 

● Benediction (축도) 

 

(● Please Stand) 

 

 

두 여인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서론. 재회의 기쁨 

혹시 너무나도 보고싶었던 사람을 예상치 않은 곳에서 만나 놀랐던 적은 없

습니까? 아무리 간절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

리 보다 앞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때의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

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본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천사 

1)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

하고,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헌신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

려왔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여 준 이야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2) 와서 빈 무덤을 보아라! (3) 빨

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입니다.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반응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는 총 3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째로 이 두 여인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

녀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셋째로,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전

파했습니다. 

 

결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들

은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부활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주님만을 경

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ntroduction. The Joy of Reunion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to run into someone unexpectedly? 

there are people who we cannot meet no matter how desperately 

we want it to happen. These are the loved ones who passed away. 

It’s impossible to see those people again. Please, take a moment to 

just imagine how you would feel if you were able to see them again. 

The passage we read today is talking about two women who 

experienced the wonderful joy beyond words. 

 

1. An angel who brings the news of the Resurrection 

1) In today's text, two Marys appear.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The two women went to the tomb in order to 

wash and wrap Jesus’ dead body with incense and perfume. (These 

women became the first witnesses to see the resurrected Jesus. Jesus 

loves those who love Him and those who search Him diligently will 

surely find Him.) 

 

2) The angel came down from heaven to share the good new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re were three main points in the angel’s 

news. First, Jesus was risen just as He said! Second, come and see 

the empty tomb! Thirdly, go quickly and tell the disciples the news 

of Jesus’ resurrection. 

 

2. Reaction of women who met the resurrected Jesus 

1) Two women who met risen Jesus had three responses. First, they 

had great joy in their hearts. Second, two women worshiped Jesus. 

Third, two women shared the news of Jesus’ resurrection.  

 

Conclusion. Be The witnesses of Jesus’ Resurrection 

We believe that Jesus overcame the power of death and that He was 

resurrected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ent by God. This 

Faith is also a gift from God. Cornerstone, let us fill our hearts with 

joy every day through the risen Lord. Let us praise and worship the 

risen king. Let us go out into the world and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May God bless all of you to become the witnesses of 

Jesus’ resurr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