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

고후5: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
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
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롬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전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 우리 부활의 보증



예수님 이전의 부활

왕상17:22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왕하4:35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왕하13:21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눅7: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
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
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눅8: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
야 일어나라 하시니 55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
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요11: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
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 - 다시 죽음이 없는 영생의 부활

롬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
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
할 줄을 앎이로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실체이며 총체이다

롬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 최후 승리  
                       (승리의 완성,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



빌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
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
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
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의 부활논증

1.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

고전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사



2. 부활의 목격자들

고전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
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 그 후
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3. 자연의 법칙

고전15: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
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
이 뿐이로되



4.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고전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
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
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리라



5.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다 
    (죽음 - 하나님께로부터 분리)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각각 자
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 그 후
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
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전15: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
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
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
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
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
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
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마28: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