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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기쁨
히브리서 12:2

들어가는 말: 예수님의 부활은 최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마 28:8)

1. 부활의 기쁨은 약속의 ____________ 이 성취된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3-4)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40)

2. 부활의 기쁨은 ____________ 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1) 성령님의 능력은 ______________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엡 1:19-20)
2) 성령님의 능력은 _______________ 의 능력입니다.
3) 성령님의 능력은 _________________ (昇天)의 능력입니다.
“...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하)
4) 성령님의 능력은 존귀와 _________________ 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능력입니다.
“...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히 2:9)

3. 부활의 기쁨은 수고한 일의 풍성한 ___________ 를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 53:11)

4. 부활의 기쁨은 신부되는 ______________ 가 태어나는 기쁨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전 15:45-47)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5-27)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 1:22-23)

나가는 말: 부활의 드라마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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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y of The Resurrection
Hebrews 12:2

Opening Remark: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the utmost good news.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Mt 28:8)

1. The joy of the resurrection is the joy of seeing the _____________ of promise being fulfilled.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Co 15:3-4)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Jn 6:40)

2. The joy of the resurrection is the joy of experiencing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through
the _____________________.
1)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the power to give life ______________.
“and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That power is the same as the mighty strength
he exerted when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realms,” (Eph 1:19-20)
2)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the power of ____________________.
3)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the power of ____________________.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 12:2)
4)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to crown with honor and ______________.
“… But we do see Jesus …now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because he suffered death,..”

(Heb 2:9)

3. The joy of the resurrection is the joy of looking upon the abundant _________ of labored work.
“After he has suffered, he will see the light of life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my righteous
servant will justify many, and he will bear their iniquities. (Isa 53:11)

4. The joy of the resurrection is the joy of the birth of the _____________, who is the bride.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the last Adam, a life-giving spirit. The
spiritual did not come first, but the natural, and after that the spiritual. The first man was of the dust of
the earth; the second man is of heaven.” (1Co 15:45-47)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to make her
holy,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and to present her to himself as a
radiant church, without stain or wrinkle or any other blemish, but holy and blameless.” (Eph 5:25-27)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Eph 1:22-23)

Closing Remark : The drama of the resurrection is drama of the reversal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1Co 15:55)
“But thanks be to God!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Co 15:57)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n 11:25-26)
word, Holy Spirit, again, restoration, ascension, glory, fruit, 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