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7일(부활주일) 

들어가는 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잠시 실신했다가 깨어나셨다는 음모론에 동의합니다.  

2003년에 댄 브라운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다빈치 코드를 봐도 이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말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고전15:42)을 의미합니다.     

•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썩어질 것들, 부패해서 다 없어질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죽음을 초래했고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한다는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  죽음의 두려움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열매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주어집니다.                                                                                                                                                                     

맺는말                                                                                                                                                                         

부활이 없다면 주안에서 하는 우리 수고가 모두 헛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혹시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 부활의 소망이 내 삶속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8-11)  



* 경배와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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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도 

1부 연합: 미나리베라 집사 / Pat Barcelona 집사  

3부 연합: 오제인 어린이 / Alyssa 청년  
 

1부 연합:  155장(새 165장) “주님께 영광”    

3부 연합:  성가대 “송축해 내 영혼”  
 

인도자 

디모데후서 2:8-11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송경원 목사 

1,3부 연합: “살아 계신 주”  

 1 부: 미나리베라 집사,  Pat Barcelona 

 3 부: 오제인 어린이, Alyssa 청년 

수요: 백장미 집사 

 1 부: 인숙탱 집사 

 3 부: 이재찬 집사

수요: 복식로만스 집사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수요성령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부활주일 연합예배: 4/17(오늘) 오전 8시, 오전 11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 침례식: 4/17(오늘) 오전 10:45  ※ 침례자: Dorothy Lorenzo, Eunice Lee  

 4. 부활주일 전교인 피크닉 : 4/17(오늘) 오후12:30, 교회 체육관. 

    (1) 교회에서 간단한 점심(햄버거, 핫도그, 불고기, 물)을 제공합니다.  

    (2) 어린이를 위한 부활절 Egg 헌팅을 베들레헴 성전에서 12:30에 진행합니다.  

 5. 오늘(4/17) 하나님의 VIP 클래스는 없습니다.  

 6.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코이노니아 

    (1) 60 코이노니아: 4/23(토) 오전10시-오후12시, 새가족실. 60대 교인 누구나 참여 가능.  

          로비 신청서에 사인업하시기 바람(한어로 진행). 

    (2) TFBC 코이노니아 “Unity”: 4/24(주일) 오후 1시, 본당.  

 7. 청지기/돌봄지기 모임: 4/23(토) 오전 7:10, 성가대실.      

 8. 어린이 사역자 청빙 인터뷰는 4/29(금)에 예정되어 있고, 학생부 사역자는 계속 청빙 중에  

     있습니다.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사역자 청빙위원: Dennis Tabb, Joseph Sweet, 효순 루디기얼, 양웅조, 강성필 

    ※ 학생부 사역자 청빙위원: Tammy Brooks, Butch Shadduck, 이은정, 백영기 

 9. 생명의 삶 5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중 보: Floyd Richardson, Stuart Koser, Gregory Moore,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Wilbur Moore, Mike Moore, Clarence Turner, Eric Mose,   

           William Dungey, Ken Adkins, 오순자, 박지영, 이충성, 미숙밴드레스 

1부 연합: “무덤에 머물러”, “살아계신 주”  

               “예수 안에 소망있네”,  “이 몸에 소망 무엔가”          

3부 연합: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이리”, 

               “선포하라” 

| 행정사역 

1. 현재 구성전 지붕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20(수)부터 주차장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공사 일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느헤미야팀: 이성훈(Peter Rhee), 장형식(Gary Chang), 정종화(Joel Rhinehart),  

        폴 왕(Paul Wong), 마이클 갤빈(Mike Galvin), 정수 데호스(Chong Dejos)  

2. 데이케어 선생님과 쿡 하실 분(오전근무)을 구합니다 $1,000과 무료 유아교육    

    지원함. (문의: 데이케어 박정희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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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1-13   

송경원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