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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삶에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절 메시지>
본문: 요한복음 20:19-20 (John 20:19-20)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한 것 2가지
 1. 하나님의 (아들) 되심 2. (내세)의 존재

I. 금요일: (             )과 (            )의 날

1.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갈 6:2)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2.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막 14:35-36)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1)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2) 우리의 소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한다
3)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히 2:18)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II. 토요일: (            )과 (              )의 날

(마 26: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요 16:20-22)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싸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싸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고후 1:20)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 43:2-3)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사 61:3)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III. 부활의 날 주일: 자유와 (            )의 날
(요 20:20)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요 11:25-26)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엡 1:19-20)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롬 10:9)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