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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라
본문: 살전 5:6-11 (4:13-5:24)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I. 재림신앙은 장래에 대한 (             )을 준다
(살전 4: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살전 4:14-15)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살전 4: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 재림의 날은 (             )의 날이다
(살전 4:13하)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 재림의 날은 (          ) 받는 날이다
(마 10:40-42)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41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II. 재림신앙은 우리를 (             ) 시킨다

(살전 5:2-5)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 매일 (           )를 찍으면서 살아야 한다

2. (            )의 일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라
(살전 5:6-7)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7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3. (            )적인 자세를 버리라
(살전 5:21-22)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22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III. 재림신앙은 우리의 (           )를 변화시킨다
(살전 5: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살전 5:12-1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13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살전 5:14)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살전 5:15)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살전 5:23-24)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