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알고 체험함
성경: 롬 1:34, 4:17, 2425, 6:45, 89, 7:4, 8:911, 34, 10:9, 14:9
I.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재적인 의미를 계시한다 — 롬 4:17, 6:4, 14:9, 1:34.
A.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다 — 롬 4:17, 히 11:1719.
B.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즉 신성의 나타남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 롬 6:4, 1:4, 8:34.
1.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길 때 신약은 그리스도 자신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 롬 14:9, 요 10:1718.
2.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여길 때 신약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다고 말한다 — 롬 8:11, 34, 행 2:24, 3:15.
C.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 롬 4:25.
1.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의 요구들이
만족되었다는 것, 그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분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한다 — 롬
3:24.
2.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생활을 사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사시며 그 생활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 롬 8:10, 갈
2:20, 고후 5:9.
D.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이 되시기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죽고, 주님을 향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 롬 14:89.
E.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그분의 출생이었다 — 롬 1:4, 8:29, 행 13:33.
1. 그리스도는 육체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이셨다 — 요 1:18, 롬 8:3.
2. 육체되심에 의해 그리스도는 신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육체라는 하나의
요소를 입으셨다. 그 부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높여져야
했다 — 요 1:14, 롬 1:34.
3. 부활에 의해 그분의 인간적인 본성은 거룩하게 되고 높여지고 변화되었다. 따라서
그분의 부활에 의해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 행 13:33, 히 1:5.
4. 육체되심에 의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 부활에 의해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었다. 즉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 — 행 7:56, 마 26:64, 단 7:13.
5.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 롬 8:29, 히 1:5.
6. 하나님은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해 그러한 그리스도, 곧 맏아들을
산출하는 이와 원형과 모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 롬 8:2930.
F.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 롬 8:910.
1.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이다 — 고전 15:45 하, 고후 3:18, 요 14:1617.
2. 부활의 실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 고전 15:34, 20, 45 하.
3.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만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제 우리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곧
어린양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그 영을 누린다 — 요 1:29, 20:22, 롬 8:3, 9.
4.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 알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부활
안으로 이끌릴 것이고 부활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 요 11:25, 빌 3:10.
5.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 — 롬 8:910, 요 14:1617, 고후 13:5,
골 1:27.
II. 로마서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핵심적인 방면들을
계시한다 — 롬 4:24, 10:9, 6:45, 89, 7:4, 8:11.
A.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를
의로 여기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곧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의롭게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분, 의롭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하시고
의롭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분을 믿는 것이다 — 롬 4:3, 9, 22, 2425.
B.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롬
10:9.
1.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속했지만 오직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 롬 3:24, 5:10.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믿을 때만 구속과 구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롬 6:4, 10:9.
C. 침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며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 — 롬
6:34.
1. 부활은 다만 미래의 상태가 아니다. 부활은 현재의 과정이기도 하다 — 롬 8:11.
2.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오늘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 롬 6:4, 5:17.
D. 로마서 6 장 5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현재의 생명의 성장 과정을 가리킨다.
1.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시다 — 요 11:25.
2.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
그분과 연결되어 자란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는 것이다 — 롬 6:45.
E.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우리의 남편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었다. 이 연결은 아내인 우리의 새로운 신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체험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 롬 7:4.
F.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우리의 죽을 몸과 우리의 세 부분으로 된 존재 전체에도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 롬 8:2, 6, 1011, 12:12,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