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용 제 103 호 

선교회 성경공부 교재 

                                                  (제 3 권 25 장 최후의 부활)                               2021.5.23.주일 

  ■ 도입  

* 25 장은 종말론입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재림 측면에서 종말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부활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부활 소망의 중요성 

(1) 부활 소망의 중요성과 장애물들 

    

* 골 3:3,4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Tip: 종말 신앙은 마지막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태산 

같은 불행이 우리를 압도할 뿐 아니라 달콤한 세속의 향기들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인내심은 세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을 비웃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은 우리 몸의 부활을 아예 부인하거나, 영혼의 불멸은 인정하면서도 육신의 부활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 원래 사람의 마음으로는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도록 

두 가지 도움을 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고전 15:13,14,16,19,23;요 11:25).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겔 37:1-10;욥 19:25-27;사 26:19).) 

 

(2) 내세 생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 

 

* 고전 15:54,55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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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우리들의 소망은 단 하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지만 

성도가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은 그 놀라운 세계를 물질적인 소재를 

들어 대충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미로움은 조금만 맛보아도 우리에게 강렬한 소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인들은 영원한 불행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 지옥은 역시 

불못, 어둠, 울음, 벌레 등 물질적인 소재들로 대강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들은 영벌에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격려하셔서 부활의 그 날까지 계속 전진하게 하십니다.) 

 

 

Q1)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Tip: 태산 같은 불행이 우리를 압도할 뿐 아니라 달콤한 세속의 향기들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인내심은 세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Q2)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 부활의 소망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부활의 소망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Tip: 우리들의 소망은 단 하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지만 성도가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영벌에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격려하셔서 부활의 그 

날까지 계속 전진하게 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