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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위대한 반전

Resurrection, the Greatest Reversal (Luke 2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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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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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죽음의 권세 앞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
나서 세상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더 멀리 
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문을 걸어잠그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
러가고, 멀리 도망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성하셨습니
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망과 좌절가운데 있는 제
자들에게 심방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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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감동적
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품고 걷는 인생길 위에서 문득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
께 참 사람의 길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망의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의 희망의 빛이 더욱더 밝음을 믿습니다. 세
상을 혼돈으로 몰아내려는 사람이 제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 질서를 창조하시고 사랑을 심으시려는 하나
님의 의지가 결국은 승리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를 조롱하는 무리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지
만, 그들을 용서하려는 주님의 힘이 더욱더 강함을 믿습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 - 김기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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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활의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24:32)
Jesus of Resurrection allows us to experience ‘the great reversal’ on the path of life. (Luke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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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활은 ‘위대한 반전’입니다. 
(요한계시록1:17-18; 고린도전서15:55-56; 로마서8:1-2; 고린도전서15:58; 데살로니가후서3:13)
Resurrection is the great reversal. 
(Revelation1:17-18; 1Corinthians15:55-56; Romans8:1-2; 1Corinthians15:58; 2 Thessalonian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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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어 교회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누가복음24:32)
Jesus of Resurrection unveils the scriptures and establishes church community. (Luke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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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부르심을 밝게 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24:30-32; 에베소서1:18; 시편13:2-4; 사도행전9:15-19)
Jesus of Resurrection unveils the scriptures and establishes church community.
(Luke24:30-32; Ephesians1:18; Psalm13:2-4; Acts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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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2:1-11, 4:28-31, 9:26-27, 28:23, 30-31; 디모데후서2:9)
Jesus of Resurrection speaks of ‘the great work of God’ through us. 
(Acts2:1-11, 4:28-31, 9:26-27, 28:23, 30-31; 2Timothy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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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교회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1:8, 2:41, 43-47, 4:1-4, 5:42, 6:7, 8:1-2)
Jesus of the resurrection establishes the Jerusalem church community through his disciples. 
(Acts1:8, 2:41, 43-47, 4:1-4, 5:42, 6:7,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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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삽니까? 

2.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3.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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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4. 부활의 예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글로벌교회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11:19-26, 13:1-3)
Jesus of the resurrection establishes the global church community through the diaspora. 
(Acts11:19-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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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24:32)
After having met Jesus of resurrection, we can now start again. (Luke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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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5:14-16; 에베소서5:8-9)
Our identity is the light of the world that lights up the darkness of the world. 
(Matthew5:14-16; Ephesians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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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리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베드로후서1:19; 누가복음12:35-40)
We are God’s lighthouse that gives direction to people. (2Peter1:19; Luke12:35-40)
āĶĄħŴĉϱǆƶˋĀ̦Āୂࠉ뺯
ःīŶΒ������ɢȀ˟͡���������

3.3. 우리는 모든 민족을 밝히는 열방의 빛입니다. 
(요한복음5:33-35; 사도행전1:8; 이사야42:6-7, 49:5-6; 사도행전26:16-18, 22-23)
We are the light of all nations. (John5:33-35; Acts1:8; Isaiah42:6-7, 49:5-6; Acts26:16-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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