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2011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16:1-11 

본문: 고린도전서 15:12-26 

제목: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왕국)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부터 요

한이 전하던 메시지를 이어받아 전하셨

다: “회개하라,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17)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

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천

국이 유대 땅에 올 수 없었다. 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죽으신 후 셋째 날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십일 동안 살

아계심을 친히 보이심으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왕국)(The kingdom of 

heaven)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또한 제

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

하시면서 땅끝까지 주님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

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됨으

로써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요 3:5)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자

신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

도와 함께 못박혔으며 자신 안에 그리스

도께서 사신다(갈 2:19-20)고 증거했다. 

동시에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왕국)(The 

kingdom of God)가 있다고 증거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

의 믿음은 헛된 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이

라고 증거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

활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기 

있는 것일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왕

국)(The kingdom of God)는 과연 무엇

이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

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

을 창조하신 후 에덴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모습을 따라 자신의 형상

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

리는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다. 다시 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왕국)(The kingdom 

of God)가 이 지구 상에 세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죄

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됨

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던 아

담은 통치권을 상실했다(창 3:23-24).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인 마귀로 

인해 더럽혀진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 하

실 계획을 세우셨다. 창조주이신 말씀 하

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

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히 2:14). 이 세상의 

죄를 자신의 육신에 전가 받으셔서 죽으

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

(요 1:29).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요 1:12) 성령을 받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재현되며 죄와 사망으

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

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 것이다(요 



15:26).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

고 있다. 믿는 자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

다. 믿는 자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주

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살전 4:16-

17)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빌 3:21; 요일 3:2). 

이른바 죽은 자들이 아닌 산 자들의 부활

인 것이다. 동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

로써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

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와 함

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계 20:6) 때가 되

면 사망도 지옥도 불 못에 떨어지게 될 것

이다(계 20:14). 이 때 사망이 영원히 멸

망 받게 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리고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는 영

원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의 나라(왕국)가 임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오는 

세상인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첫째 부활에 대하여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을 통하여 증거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의 첫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

로 말미암은 것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

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단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

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후에는 끝

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

버지께 바칠 때라.”(고전 15:20-24)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분께 

속한 자라 하였으니 성령께서는 사도 바

울을 통하여 또 한 번 증거하셨다: “그리

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 

5:24) 

 

     첫째 부활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령

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자세하게 증거

하셨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

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

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

라.”(살전 4:16-18)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

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

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

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

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

니함을 입고 또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

라.”(고전 15:51-54) 

     썩을 몸 안에 있는 동안에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전 15:58). 

아멘! 할렐루야! 



4-10-2011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6:1-11 

Main scripture: 1Corinthians 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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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passage teaches us that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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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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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en after he created heaven 

and earth with all creatures. And he made 

man and woman in his image and likeness to 

have them rule all the creation. God abided 

with man: in other word there was founded 

the kingdom of God in the earth. 

Unfortunately the kingdom of God 

disappeared dividing God and man because 

of sin brought forth by the serpent into the 

Eden. At the same time Adam lost the 

dominion that was given by God (Gen 3: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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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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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those that are partakers of the first 

resurrection shall have eternal life with Christ 

in the Millennium of Christ. The Holy Spirit 

testified of the first resurrection through 

Apostle Paul: 

“But now is Christ risen from the dead, 

and become the firstfruits of them that 

slept. For since by man came death, by 

man came als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For as in Adam all die, even so in Christ 

shall all be made alive. But every man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fruits; 

afterward they that are Christ's at his 

coming. Then cometh the end, when he 

shall have delivered up the kingdom to 

God, even the Father; when he shall have 

put down all rule and all authority and 

power.”(1Cor. 15:20-24) 

Apostle Paul testified again of that are 

Christ’s :  

“And they that are Christ'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the affections and lusts.”(Gal. 

5:24) 

     The Holy Spirit testified of that is to 

happen through Apostle Paul: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ever be with the Lord. W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1Thes. 4:16-18) 

“Behold, I shew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So 

when this corruptible shall have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shall have 

put on immortality, then shall be brought 

to pass the saying that is written,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1Cor.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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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