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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고린도전서 15:51-58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

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55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로마서 5:12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I. 삶의                           을 상기함 
고린도전서 15:51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

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시편 90:12 
“12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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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나님께서 우리를                                 을 통해 본향에 부르실 것입니다. 

시편 48:14 
“14 이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시편 116:15 
“15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고린도후서 5:6, 8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8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

것이라.” 

B.  하나님께서 우리를                                 를 통해 본향에 부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51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II.                           의 재확신 

고린도전서 15:54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시편 98:1 
“1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

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도다.” 

A.  승리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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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5:57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

라.” 

로마서 6:14 
“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

라.” 

B.  승리는                                            를 통해 옵니다.  

사도행전 4:12 
“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III.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출애굽기 3:14 
“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 

에베소서 2:10 
“10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A.                          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14 
“14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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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일서 4:19 
“19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시편 100:2 
“2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B.진정성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받기로 결단하시거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이 ߙ
필요하신 분들은 661.886.0416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korean@lancasterbaptist.org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 안내 ߙ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facebook.com/LBCkm 

유튜브 채널 검색: 랭캐스터침례교회 한인사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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