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부활절 칸타타
※유튜브 검색어: 사당 삼광교회

     1. 부활주일∣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2. 부활절 찬양예배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2F)에서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  
              으로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시 온

1. 무덤 권세 이긴 주 

2. 주 사셨다  
  

  * 러 브

3. 누군가 무덤의 주님을

4. 주님 부활하신 새벽에  
  

  * Org.&Pf. 

5. 간주곡

  * 셀 라
6. 마리아   7. 온 세상 전파하라

  * 호산나
8.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9.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 여성중창 (김현주, 노미선, 서유영)
10. 주의 못자국, 보아야만 하나요?    

  

  * 할렐루야
11. 알렐루야! 알렐루야! 
12. 무덤 권세 이긴 주             

3. 42기 성경대학 개강(4/4~5/23, 8주간)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김 진 목사  모세오경을 쉽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복음서의 시작-마가복음∣이성욱 목사  마가복음 전체를 읽고 주제와 특징을 배  
  워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족의 발달 이해와 문제해결∣노바울 목사  가정의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들을 함께 나누고 연습함으로써 건강하고 성장하는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인생 후반전을 선교하면서∣서정호 목사  성경이 말하는 선교, 세계와 한국 선교  
  역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사례를 배우며 평신도 선교사로 섬길 수 있는 확신을   
  찾아보도록 한다.

■ 노래로 배우는 성경∣서영진 목사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며, 성경의 주요 내용을  
  노래를 통해 쉽게 배운다. 

■ 교회음악의 이해∣유상진 목사  성경에 나타난 찬송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음악의 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성경통독반∣안인숙전도사  성경을 읽고 한 절 나눔의 형태로 진행한다. 
                              ※성경대학 수료 시 2학점이 부여됩니다.       

         〈기관소식〉    

 1. 봄맞이 교회대청소  귀한 사랑으로 섬겨 주시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소식〉 결 혼 [1교구] 허형숙권사 장녀 유나영  일시∣4월 10일(토) 오후 4시 40분

     장소∣더컨벤션 1층 그랜드볼룸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최정수 안수집사 기  도 이영순2권사

찬  송 171장 찬  송 382장

성경봉독 요 20:24-29 성경봉독 호 6:1-3

설  교 부활의 믿음 특  송 하나님의 사랑 (아이노스중창단)

노바울 목사 설  교 회복을 위하여

�

주일 1부 김영석 장로

주일 2부 김정효 장로

주일 3부 신다영 청년

수요예배 김종빈 권사

*칸타타 “무덤 권세 이긴 주” 이성욱 목사

해설 1)박선준 2)신동길 3)김세미 찬  송 386장

광  고 인도자 광  고 인도자

축  도 성남용 목사 주기도문 다함께

  

(월-금)오전 5:00
(토)  오전 6:30

(주일) 개인기도
     오전4:40

 인도 성남용 목사

(김일동/서정호목사)

 장소 2층 본당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
부목사� � 김 진 이성욱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김일동 서영진
음악목사� 유상진
전도사� � 안인숙�김정희 (어린이집원장)
교육전도사� 이미래
파송선교사� 이계혁 (방글라데시)�
� � � � � � � � � 한용승 (탄자니아)� � � � � �
� � � � � � � � � 김의정 (인도네시아)�
� � � � � � � � � 이정희 (필리핀)
시무장로� 김익언 김성식 김정효
� � � � � � � � 김대영 김영석 신동현
� � � � � � � � 권병문 정윤석 김종식
원로장로��김동민 박규천 안병원
� � � � � � � � 장사인�박수만 홍강일
은퇴장로��정선모 전정수 최경환
� � � � � � � � 신흥식 라양근 최윤학
찬양대지휘� 안성혁장지슬박경애김지현1
오르간 이경미1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 차은경 김현주1
영� 상� 채희진 황영민

 

봉헌위원 1부∣  최석채 김정남 장한식 채복자 이막례 김경희2 김현주1

2부∣ 조성태 안경회 백형범 송옥순 박해숙 노선이 김종빈 신예희 정해숙

3부∣김승원 박성범 김유진 김지혜

안내위원 1부∣  정광영 박숙자 이수연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김광회 김여환 박성희 김효경 나연정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김회성 박채은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예림 박성범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안창문 권영진



 
다윗이 삶으로 예언한 예수님의 부활

시 22:22-31

다윗이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던 것처럼(1-21절),� 그리스도의 부

활도 예언했다.� 십자가 죽음이 마지막이었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기적과 말씀,� 사랑과 십자가 고난은 무의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

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롬1:4).�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뻐하신다(사53:11).� 예수님이 부

활하심으로,� 죄인들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히2:10),� 의롭다

선언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롬4:25).� 놀라운 은혜다.� 다윗은 이를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겠다고 했다(22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활의 찬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며(히2:11-12),�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했다(시8:4-5,� 엡2:10).�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다

(23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갈6:14).�

신음하던 다윗이(1-21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다(22-23절).� 하나님의

능력이 만든 위대한 반전이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1)�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24절).�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히13:8).� 2)� 우리의 서원을 갚게 하신다

(25절).� 오늘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다(막

9:41).� 3)� 주를 찾는 자들로 찬송하게 하신다(26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한 그의 찬양은(31절),�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찬양과 같다(요19:30).� 복

음의 세계는 주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롬8:30).�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부

활을 예언하며 찬양했다(시16:9-11).�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골1:22),� 부활의 영광이다.� 이런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게 된다.� 다윗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했다(26절).� 이렇게 하나

님의 영광을 보면(사66:18),� 그 영광을 나라들에 전하고 싶어 한다(27-28

절).� 그러면 그들도 예배자와(29절),� 전도자가 된다(30-31절).� 축복의 도미

노와 같은 복음의 역동성이다.�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鏞-

                   제50권 14호/ 2021년 04월 04일

          〈부활절〉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실시간온라인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6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64장

기 도 1부 김성식 장로  2부 김익언 장로 김승원 청년

성경봉독 고전 15:55-58 고전 15:55-58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특송) 주가 다시 사셨다    그라페중창단
  2부(특송) 무덤 권세 이긴 주    아가페중창단  

마음을 열며 167장(1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달라진 것들 설 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달라진 것들

찬 송 161장

봉헌과감사의기도    1부(특송) 하나님의 독생자    국복순(협)권사
   2부(특송) 보물찾기           류승완안수집사 봉 헌

*찬 송 162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1-07.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6:10~11)

      
    

21-07.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Romans 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