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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기도  J. 허버트 넬슨 목사 
 
 
부활의 선포 (스페인어) 마리싸 갈반-바예, 알렉산드라 자레트 
 
찬송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1절) Glory to God #232 
 마리싸 갈반-바예, 알렉산드라 자레트
  
부활절 선포 (한국어) 김소정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예수 부활했으니 (1절) Glory to God #232 
 김소정 
 
부활의 선포 (영어) 레이시 길리엄 
 
찬송가 232: Jesus Christ is Risen Today 레이시 길리엄
  
죄의 고백과 사죄 (BCW 319–320) 
 레뮤엘 가르시아-아로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시며,  
당신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저희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가난한 이와 배고픈 자를 살피지 않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무관심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하고, 
당신이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를 용서해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약속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으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17, 2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을 위한 기도 윌리엄 맥코넬 
 
말씀 마가복음 16:1-8
  다이앤 기븐스 모펫 목사 
 
1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4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5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  6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설교  다이앤 기븐스 모펫 목사 
 
부활의 선포 (만다린 어) 랠프 수 
 



찬송가 ¡Aleluya! Jesús resucitó  Glory to God #253
  마리싸 갈반-바예, 알렉산드라 자레트  
 알론조 존슨, 윌리엄 맥코넬 
 
부활절 선포 (프랑스어) 발레리 노뎀 
 
헌금 소개 위대한 나눔의 실천 비디오 
 
 봉헌송  그가 살아 계시기에
 윌리엄 J. 게이서 

몬드레 모펫, 트럼펫. 윌리엄 맥코넬, 피아노. 
 
부활절 선포 (포르투갈어)  호르헤 압달라  
 
부활절 선포 (아랍어) 막디 기르기스 
 
찬송가: El Señor resucitó, ¡Aleluya! (4절) Glory to God #232 
 마리싸 갈반-바예, 알렉산드라 자레트 
찬송가: 예수 부활했으니  (4절) Glory to God #232 
 김소정 
 
부활절 선포 (벰바어)  마가렛 음발레 
 
찬송가 :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네 (4절) Glory to God #232 
 레이시 길리엄 
 
축도  다이앤 기븐스 모펫 목사 
 
 
후주: 소우 (생명의 춤) 알론조 존슨,마리싸 갈반-바예,  
  알렉산드라 자레트  

저작권 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텍스트: 1절, 라이라 다비디카,1708; 4절, 찰스 웨즐리, 1740 
음악: 라이라 다비디카, 1708;The Compleat Psalmodist에서 각색함, 1749. 공유 스페인어 번역, 
후안 바우티스타 카브레라; 한국어 번역, 대한기독교서회. (Glory to God #232).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네(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네) 텍스트 루이스 보호스, 
1974; 영어 번역 마틴 A. 셀츠, 2000. 음악: 루이스 보호스, 1974 텍스트와 음악 © 2001 Luis 
Bojos (Published by OCP). OneLicense.net #A-715359를 통해 라이브스트리밍과 사용을 허락 
받음. 판권 소유. (Glory to God #253). 



그가 살아 계시기에, 윌리엄 J. 게이서 작곡. 허락을 받고 사용함. 판권 소유 CCLI License No. 
1486799 All rights reserved. (몬드레 모펫, 트럼펫. 윌리엄 맥코넬,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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