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16:1-11 

본문: 사도행전 1:1-11 

제목: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왕국)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부터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

를 이어받아 전하셨다: “회개하라,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17) 그러나 유대인의 왕

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천

국이 유대 땅에 올 수 없었다. 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죽으신 후 삼 일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사십일 동안 살아계심을 친히 보이심으로 증거하시면서 하

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heaven)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또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땅끝

까지 주님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

을 믿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요 3:5)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으며 자신 안에 그리스도

께서 사신다(갈 2:19-20)고 증거했다. 동시에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가 있다고 증거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이

라고 증거했다 (고전 15:17).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

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기 있는 것일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는 과연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부활

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인 마귀로 인해 더럽혀진 하늘과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

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다(히 2:14).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자신의 육신에 전가 받으셔서 죽으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요 1:29). 동시에 부활

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셨던 것이

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요 

1:12)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재현되

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

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 

것이다(요 15:26).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동일한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초

청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

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요 3:3-5).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나 환란을 통과한 이방

인들이 살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국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새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리스도의 신

부들을 부르시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

시고 계신 것이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사

십 일 동안 지구상에 머무르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믿는 

자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믿는 자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

도는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살전 4:16-17) 그리스도인

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빌 3:21; 요일 

3:2). 이른바 죽은 자들이 아닌 산 자들의 부활인 것이다. 동

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계 20:6) 때

가 되면 사망도 지옥도 불 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계 

20:14). 이 때 사망이 영원히 멸망 받게 되는 것이다. 새 하

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썩

을 몸 안에 있는 동안에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함으로써 그

리스도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전 15:58). 



4-4-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6:1-11 

Main scripture: Acts 1:1-11 

Subject: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the kingdom of 

God 

     Jesus preached the message since he was baptized, 

saying,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Matt 3:17) But the kingdom of God couldn’t come to 

the land of Judea: the king of Jews, Jesus Christ was crucified 

to death. No kingdom is realized without the king. 

 

     Jesus showed himself alive by many infallible proofs, 

being seen forty days, and had spoken of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He also told the disciples for them to 

be baptized with the Holy Ghost saying, they shall be the 

witnesses unto him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In 

other word, they shall be born again of the Spirit to enter the 

kingdom of God (John 3:5), and witness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of his old being was crucified 

with Christ, and the Christ living in him (Gal 2:19-20). He 

also testified of the kingdom of God that is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Apostle Paul testified,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en is not Christ is raised, and our faith in vain knows 

ourselves false witnesses of God unto the eternal death (1Cor. 

15:17). What is the real meaning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unto us? Then what is the kingdom of God and how it is 

related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God made a plan to clean the heaven and the earth 

ruined by the Lucifer so called Devil. God the Word was 

incarnated, and came to the world to destroy the Devil through 

his death (Heb 2:14). He transferred all the sins unto his flesh 

to take away them through his death (John 1:29). At the same 

time he defeated the Devil overcoming death through 

resurrection. Whosoever receives him by faith shall be born 

again of the Spirit (John 1:12), and be free from sin and death 

to testify the living Christ Jesus. The Spirit of Christ is 

supposed to testify Christ (John 15:26) 

 

     Until Jesus Christ come again to the earth after he rose 

again, the gospel of Christ should be preached by the witness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to invite the people to the 

kingdom of God. As Jesus said, only men born again of the 

Spirit of God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John 3:3-5). The 

kingdom of God is different from the kingdom of heaven 

where the remnant of Israel, and the gentiles who pass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Lord Jesus is still calling the born-again 

Christians to call upon the bride of Christ who are going to 

dwell with him in the New Jerusalem. This was the reason 

why Jesus Christ stayed in the earth for forty days even after 

he resurrected.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still going on in them that 

believe on him. The Christ living in the believers shall 

transform Christians as himself (Phil 3:21; 1John 3:2) when he 

appear in the air. It is so called the resurrection of the living 

not the dead. It is call the first resurrection; on such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that participate in it sha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shall reign with him a 

thousand years (Rev 20:6). When time is up, death and hell 

shall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Rev 20:14). Then death shall 

be destroyed forever. There shall be the kingdom of God of 

eternal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nd the New Jerusalem. During the life in the 

corruptible body, we are to do the work of the Lord abundantly 

to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Our labour is not in vain in the 

Lord (1Cor. 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