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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실 예수님

Jesus Coming Back (Acts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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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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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다
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고, 제자삼으며, 이스라엘의 회
복과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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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주위의 시계를 보면 언제나 현재의 시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현재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고 또한 마지막이 있다. 우리의 삶은 ‘모래시계’인 것이다. 인생
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
는 시간이 된다. 예수님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삶의 마지
막 때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
원한 삶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모래시계에 모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
막 순간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을 채우겠는가,영원의 삶의 준비할 
것인가?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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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When the Gospel is preached to all peoples, Jesus will return.
Ȇ˟̙͡ڃоΧĴ��ҫƜĀ໔ᜠđǞࡥ뺯

1.1.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땅의 역사는 마침표를 찍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24:3,13-14; 마가복음16:15; 골로새서1:23; 마태복음28:19-20; 사도행전14:19-23,1:7-8,22:12-15)

When the Gospel is preached to all peoples, a period mark will be put at the end of the 
history and the resurrected Jesus will return. 
(Matthew 24:3,13-14; Mark 16:15; Colossians 1:23; Matthew 28:19-20; Acts 14:19-23,1:7-8,22:12-15)
Ȇ˟̙͡ڃоΧĴ��ŞĘĀĂОĝđۗĘ̸̥��ҫƜĀ໔ᜠđǞࡥ뺯


҈Ɩ˟͡��������������҈Ļ˟͡�������ЕࡘɞΒ�������҈Ɩ˟͡�����������

�̹ಿǄ̙���������������������������

1.2.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1:9-11; 데살로니가후서1:10; 다니엘7:13-14; 요한계시록1:7; 마태복음24:27,30-31)

  The resurrected Jesus will come back again as He has ascended into the Heaven.
  (Acts 1:9-11; 2Thessalonians 1:10; Daniel 7:13-14; Revelation 1:7; Matthew 24:2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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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24:36,24:42,24:44,24:50,25:13)

  Having no one noticing, Only Father God knows the time for the return of Jesus. 
  (Matthew 24:36,42, 44, 50,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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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When Israel is restored and the full number of the Gentiles comes in, Jesus will return. 
ȆŘɡԉīŘฎҫ뺮ʌᅨĉĀ̾ϝ௴͟Ĵ��໔ᜠđǞࡥ뺯

2.1.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11:26-27,9:25-29; 열왕기상19:18; 로마서11:4-5; 이사야6:11-13) 

  When Israel is restore, the remnant of Israel will see the return of Jesus. 
 (Romans 11:26-27,9:25-29; 1Kings 19:18; Romans 11:4-5; Isaiah 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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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가정해보고 생각해봅시다. 당신의 반응은 어떠할 것 같나요?

2.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당신의 삶에 어느정도 적용되고 있나
요? 잘 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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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11:25,10:9-13)

  When the full number of the Gentiles comes in, the history of this world will end and Jesus will return. 
  (Romans 11:25,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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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 사도바울을 세우셨습니다.
Apostle Paul was appointed for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the full number of the Gentiles coming in. 
ħąฎҫŘɡԉ뺮௴͟ʌᅨĉĀ̾ϝ��̦৬ᙲą̹ಿ̝ࡘ뺯

3.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이사야42:6-7,49:5-6)
   God raised up Israel as the light for the Gentiles. (Isaiah 42:6-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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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하셨습니다.(누가복음2:28-32; 사도행전26:23)
  Jesus did his ministries for Israel and the Gentiles.  (Luke 2:28-32; Acts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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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9:15-16,13:46-47,26:15-18)

  The resurrect Jesus appointed the Apostle Paul for ministries for Israel and the Gentiles.  
  (Acts 9:15-16,13:46-47,2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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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원받은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21:1-2,10-14,26-27)

The saves ones will be with God forever in New Jerusalem coming down from New Heaven 
residing on New Earth. (Revelation 21:1-2, 10-14,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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