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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감사주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고린도후서 4:3-7

들어가는 말: 거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1. 복음(福音)은 _________________ 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4-15)
“복음(福音)”이란 헬라어는 “유앙겔리온”(εὐαγγέλιον, euangelion)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속에는 좋은 소식 때문에 누리는 상급과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복음이란 예수님이 _______________ 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0-11)
2)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________________ 해 주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예수님은 우리 ___________________ 를 없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요일 3:5).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____________________ 로 오셨습니다(막 10:45).
*예수님이 __________________ 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요일 3:8; 히 2:14-15).
*예수님이 __________________ 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고전 15:55-57).
3) 복음은 믿는 자에게 __________________ 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이다.” 팀 켈러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4) 복음은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 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7)
5) 복음은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 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후 4:6)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__________________ 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____ 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_________________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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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rious Gospel of Christ
2 Corinthians 4:3-7

Opening Remark: It is wisdom to return to God repeatedly.
1. The gospel is ___________________.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Mk 1:14-15)

“The Greek word for "Gospel" is "euangélion" (εὐαγγέλιον). This word is a compound word of two words.
"eu" means "good". "Angélion" means "news". The Gospel is "good news." The gospel contains rewards and
benefits, which we enjoy because of the good news.”
1) The gospel is the joyful news that Jesus came as a _________________.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Lk 2:10-11)
2) The gospel is the news of blessing that Jesus _________________ our sin.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Cor 5:21)

*Jesus
*Jesus
*Jesus
*Jesus

came
came
came
came

to
as
to
to

take away our _______________. (1Jn 3:5)
a ___________________ to redeem our sins. (Mk 10:45)
destroy the __________________’s work. (1Jn 3:8; Heb 2:14-15)
resolve the problem of ___________________. (1Co 15:55-57)

3) The gospel is the power of salvation give a __________________ to those who believe.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first to the Jew, then to the Gentile.” (Rom 1:16)

“It (Faith) means transferring our trust away from ourselves and resting in Him (God).” Timothy Keller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Jn 10:10)
4) The gospel is the ___________________ of God.
“To them God has chosen to make known among the Gentiles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ossians 1:27)
5) The gospel is the _________________ of God.
“For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made his light shine in our hearts to give us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God's glory displayed in the face of Christ.” (2 Corinthians 4:6)

“The gospel helps us to obtain a new ____________________.”
“Through the gospel we became _____________________ of God.”
“Through the gospel we became _______________________ of the kingdom of God.”

Closing Remark: The church of Jesus is a glorious church.
“And to present her to himself as a radiant church, without stain or wrinkle or any other blemish, but
holy and blameless.” (Eph 5:27)

good news, Savior, redeemed, sins, ransom, devil, death,
new life, mystery, glory, status, children, heir(succes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