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키키한인교회  
Waikiki Korean Church, SBC 
Waikikikoreanchurch.com 
하나님 형상 회복! 
 
 
 
2022 년 4 월 24 일 
주일예배 오후 1 시 

 
 
 
 

 

 

 

 
 
 
 

 

 
 

주일예배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와이키키 
한인 교회를 찾거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 초청 
찬양: 예배사역자 김토니 
기도: 우경숙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5:20 
부활이 주는 삶의 에너지 
목사 강성호 
 

봉헌기도 
교회소식 
축도 
 

핵심구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20 

와이키키 교회 ‘임마누엘’ 소식 
환영: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 월, 건강한 가정 위한 중보 기도 (8-8:15 pm) 
가정 위한 중보기도: 헌금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동정: 여행 (5/13, 20), 아들 대학 졸업 (달라스) 
주일설교: 장규호 목사님께서 2 주간 맡아 주시겠습니다. 
복음방송: 화(4:30pm) “하나님과 함께 걷기” (김토니); 
목(9:50 am) “시편으로 보는 복된 가정” (강성호) 
금요찬양/기도모임: 금요일 7pm, (5/13, 5/20 쉽니다) 
성경공부 (줌미팅), 행복학교, 기본진리: 신청 받습니다. 
다음 주일설교 본문: 출 33-34; 신 10; 모세와 하나님관계 
기도: 우크라인 전쟁 종식, 한국의 안정, 하와이 영적 부흥, 
하와이 한인 교민과 가정 위해 기도합시다. 
전도: 관계 전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피크닉: 5/3(화), 10pm-3pm, 신청 받습니다. 
부흥: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 3:2) 

봉사 기도 안내 헌금 

4/24 우경숙 복신스캇 비비안정 
5/1 복신스캇 우경숙 이종임 
5/7 강모니카 마애다 인순 비비안정 
5/14 김토니 이종임 이종임 

 주소: 424 Kuamoo St. Honolulu, HI 96815; 연락처 808-947-1569 

와이키키한인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강성호ㅣ예배사역자: 김토니 
 



부활이 주는 삶의 에너지 
베드로전서 1:3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난 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는 질문에 
이어 오늘은 “부활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저 
담담하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며 왜 그럴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쁜 소식의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잠시 분주한 일을 
멈추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을 신나게 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며 하루 하루를 살아내는 
소망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 첫째, 믿는 자에게 탄력을 주며 
• 둘째, 믿는 자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되며 
• 셋째, 믿는 자에게 은혜의 동력을 줍니다.   

먼저, 부활은 믿는 자에게 탄력을 줍니다. 여기에서 탄력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체가 이리 저리 치여 찌그러 
졌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여 계속에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전 15:20 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똑같이 다시 
일어 날 것입니다. 계 7:9-14 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위협이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 21:4).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계의 위협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인생이 왜곡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 바르고 정직한 것을 보기 힘듭니다. 심은 데로 거두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 가면 
지금 있는 모든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현실 속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만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던 일을 해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해 보지도 않았던 일, 할 수 도 없었던 일에 대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제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셋째, 부활은 은혜로 움직이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 보았던 베드로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지켜본  

후에는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셨고 그는 은혜 받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자처합니다. 그때 공동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었고 부부의 관계는 더 좋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에 동력을 줍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부활을 
믿고 삶의 변화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