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16:1-11 

본문: 로마서 10:1-13 

제목:부활하신 에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찌기 주님께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막 7:21-23)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그 악한 것들을 마음 속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씀이며 아무도 끊임없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악한 몸으로 어떤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 전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들에 관해 말씀하셨다:“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렘 17:9)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 

다시 말해서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이다. 악한 자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확실히게 선포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었이 의롭게 되었음이라….이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롬 3:23; 6:23) 

사도 바울은 이 선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다:“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8-9)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본문에서 그 믿음에 대하여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是認)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롬 10:9)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하고 그분께서 장사된 후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한 것이다.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영생의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 마져도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비로소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의 부활을 믿을 것인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에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만이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요 15:27)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말만 듣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요 15:26) 

그렇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를 보고 에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 하게 

설명을 해도 추측은 가능할 것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중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믿은 사도 바울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성령께서는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뵙고 그분을 믿으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관하여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이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증거했다:“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원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잇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전 2:1-5)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에 관해 수긍은 할 수 있어도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것이가?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인 것이다.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를 만날 수 있으며 

이때에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주님을 믿어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Be converted),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행 3:19)고 

선포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요 17:3)라고 

중보기도 하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고전 15:2-5)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만나뵙고 그분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자복하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을 용서받았는가? 동시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 주님을 앎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가?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롬 14:17). 그러므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다 (요일 5:4-5). 

아멘! 

 



2-14-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6:1-11 

Main scripture: Romans 10:1-13 

Subject: Have you ever met Jesus Christ raised from death? 

 

     There appears the sympathy of Apostle Paul toward Israel in the 

main passage, for they are not willing to obey the righteousness of God 

believing in their salvation through their own righteousness being 

ignorant from the righteousness of God. Lord Jesus rebuked the 

Pharisees, for they insisted righteousness in spite of their dirt body 

filled with many defiled things:  

“
21

For from within, out of the heart of men, proceed evil thoughts, 

adulteries, fornications, murders,  
22

Thefts, covetousness, 

wickedness, deceit, lasciviousness, an evil eye, blasphemy, pride, 

foolishness: 
23

All these evil things come from within, and defile the 

man. “(Mark 7:21-23) 

 

     In other word, no one can be righteous unless all kinds of evil things 

are eliminated from their heart; no one can stop the evil thoughts 

coming out of his heart. Even though they do something good to others, 

they cannot be righteous except benefitting to others. 

 

     LORD God already testified of the sins within the heart of man 

through prophet Jeremiah: 

  “ 
9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 

who can know it?”(Jer. 17:9) 

   “
23

Can the Ethiopian change his skin, or the leopard his spots? 

then may ye also do good, that are accustomed to do evil.”(Jer. 

13:23) 

In other word, no one can do goodness. How can wicked man do 

something good? God proclaimed it. 

 

     The Holy Ghost proclaimed it through Apostle Paul: 
“23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Rom. 3:23;6:23)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gift once again to the church of Ephesians:  

“
8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9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Eph. 2:8-9) 

 

     Apostle Paul testified of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 and he 

testified of this faith in the main passage: 

“
9
That if thou shalt confess with thy mouth the Lord Jesus, and 

shalt believe in thine heart that God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thou shalt be saved.”(Rom. 10:9) 

In other word, he encouraged them to believe Jesus as God, and also 

believe, Jesus rose again the third day after burial, and the gift of 

eternal life is given through the faith in his resurrection. 

 

     But how can we believe in his resurrection, for we have never seen 

him? Even his disciples didn’t believe in his resurrection. Then how 

can we believe it after two thousand years passed by? His disciples 

finally became to believe it when they saw Jesus appeared with his 

scars of nail and spear. Then what about us? His disciples witnessed his 

resurrection, because they saw Jesus with their eyes. But how can we 

preach the gospel to witness his resurrection, never seeing him raised 

from the dead for ourselves? The essence of the gospel is to witness his 

death and resurrection. Only they that saw his death and resurrection 

can witness of him. Jesus said to his disciples, “And ye also shall bear 

witness, because ye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John 

15:27) 

Then can we witness his resurrection only hearing that his tomb was 

empty? 

 

   Lor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just before he was crucified:
“26

But 

when the Comforter is come, whom I will send unto you from the 

Father, even the Spirit of truth, which proceedeth from the Father, 

he shall testify of me:”(John 15:26) 

Yes! Nowadays, it is only way to believe in his resurrection through the 

witness of the Holy Ghost, the Spirit of truth. No other way! Even 

though someone explain about his resurrection logically, it may only 

possible for them to guess something, but impossible to see the Lord 

Jesus raised from the dead. Apostle Paul met with Jesus appeared in the 

air, and became an apostle to witness his resurrection. Lord Jesus chose 

him as the apostle for the Gentiles so that he might testify how he met 

with Jesus and salvation by faith through faith. He testified to the 

church of Corinthians: 

“ 
1
And I, brethren, when I came to you, came not with excellency 

of speech or of wisdom, declaring unto you the testimony of 

God.  
2
For I determined not to know any thing among you, save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3
And I was with you in weakness, 

and in fear, and in much trembling.  
4
And my speech and my 

preaching was not with enticing words of man's wisdom, but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5
That your faith should 

not stand in the wisdom of men, but in the power of God. “(1Cor. 

2:1-5) 

 

     In other word, it is impossible to believe in Jesus who died for our 

sins and rose again third day through the reason of man, but only 

possible to understand positively. Then how can we believe in his 

resurrection in our heart unto righteousness? It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God in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Therefore Jesus said to his disciples, “20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Matt. 18:20), and he promised them to send the Holy Ghost in 

his name to be with them. In other word, it is only possible to see the 

Lord Jesus through the presence of the Spirit; and then we can receive 

by faith through true repentance. Receiving him, we finally come to 

know the Father God and Jesus Christ. Apostle Peter declared to the 

Jews, saying “Repent ye therefore, and be converted, that your sins 

maybe blotted out, when the times of refreshing shall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Acts 3:19)Therefore Jesus interceded for 

us in his final prayer: 

“ And this is life eternal, that they might know thee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thou hast sent.”(John 17:3)  

 

 Apostle Paul warned of the faith in vain: “
2
By which also ye are 

saved, if ye keep in memory what I preached unto you, unless ye 

have believed in vain.  
3
For I delivered unto you first of all that 

which I also received, how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4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5
And that he was seen of 

Cephas, then of the twelve: “(1Cor. 15:2-5) 

 

     Have you ever received the remission of sins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kneeling down to confess yourself a miserable sinner, not 

through the wisdom of man, but the power of the Holy Ghost? At the 

same time, have you come to know the Father God and Lord Jesus of 

resurrection through abiding the Spirit within you? Have you received 

the eternal life through knowing the Lord Jesus? And are you 

witnessing his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unto unsaved people? 

They that have divine meeting with the Lord are glorified to enter into 

Christ through faith. And now they are born as brand new, and 

separated from the family of Adam to be the family of God. At the 

same time, they begin to dwell in the kingdom of God having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Rom. 14:17). 

Therefore Apostle John testified boldly of the faith that overcomes 

the world (1John 5:4-5).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