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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명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부활 주일>
본문: 마태복음 28:16-20 (28:1-20)

1. 부활은 가능한 일인가?
(행 3:15)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2.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만한 사실인가?

1) 성경에 부활의 증인이 (            )들이었다

2)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            )이 비어있었다
(마 28:6)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3)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           )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마태 28:9)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고전 15:6)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4)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            )되었다
(마태 28:8)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마 28:11-15)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12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 주고 13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15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3.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한가?

1) 예수님의 부활이 (          )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2)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            )이심을 나타낸다
(행 10:40) 하나님께서 그를 사흗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3) 예수님의 부활은 (           )도 부활할 것을 확증해준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4) 부활은 (          ) 선교의 원동력이다

(마태 4:15)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4. 예수님은 사명과 더불어 (          )을 주셨다

1) 예수님이 모든 (          )를 갖고 계신다
(마 28:18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빌 2:8하-11)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행 1: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2) 세상 끝날까지 항상 (           )해주신다
(마 28:20하)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