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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그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들에게 격

려의 말씀을 하신 후.하늘로 숭천하셨읍니다.이것은 비밀이

아니었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숭천하

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저회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올 들어

저회에게 촉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회를 떠나 하늘로

융리우시니 (녹24: 50- 51).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숭천하셨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정당한 자리를 잡으셨읍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

니다. 그가 지금 무엇올 하고 계시는가를 말한 세 귀절올 보

십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화 우변에 앉으셨으니"(히8 : 1).

“만일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 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 1) .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올 온전히 구원하

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회를 위하여 간구하

심이니라"(히7: 25).
우리의 구원을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 얼마나놀

라운지요 !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그

리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 숭천하신 후에도 예수

님은우리를잊지않으셨옵니다. 그는 매일 우리에게 관심을두

시여 우리가 그가 그렇게 하기를 인정하연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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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연구과제

2 다음 셜명에서 옳은 답에 0표하십시요. 예수그리스도

는 십자가 위에서，

a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융니다.

b 우리가 받:올 벌올 죽음으로 사하여 주셨읍니다.

c 그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올 위해 구원올 제공하

시기 위해 죽으셨융니다.

d 우리에 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옵니다.

3 누가쁨 24장 46- 47절올 원으십시요 .46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파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옵니다.

47절은 왜 그가 죽으셔야 했고 다시 부활하셨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에 게 발해 주고 있옵니다.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 다음 질문에서 정답올 골라 。표하십시요 성경에 의하

면 지금 예수께서 무엇올 하고 계십니까? 그는，

a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그 자신에게 관심올 두고 있융

니다.

b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융니다.

c 영생을 얻을 자와 얻지 못활 자를 판결하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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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그리스도의 재림

목적 3. 휴거 때에 일어날 다섯 가지 사건들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을 그의 재림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재림 전에 그 교회 (예

수를 믿는 모든 사랍)가 공중에 서 ~L 를 만나게 되는 것윤 말

해 주고 있읍니다 이 것을 휴거라 부릅니다. 휴거 후에 예수

님께서 지싱에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올 세우설 것입니다.

신자들은 휴거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와 함께 하기 위해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상급올 받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회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

라”라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에도 밀씀하고 있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호 친히 하늘

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듣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회와 함께 二f 름 속

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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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휴거와 다른 장래 사건들을 제 10과를 공부할 때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꽃 연구과제

5 다음 설명에서 정답을 골라 0표하십시요
R 예수는 지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b 재림은 휴거와 같습니다

c 주님의 지상 왕국은 휴거 때에，세워집니다.

d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공중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6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 절을 다시 읽으시고 휴거 때

이루어질 다섯 가지 사건들올 말하십시요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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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t 여러분의 해답올 대조하십시요.

1 a 4) 그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

b 1)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이시다.

c 5)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d 2) 그는 여자에게서 탄생하셨다.

e 3) 그는 구세주이시다 .

.. b)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옵니다.

2 여러분온 모든 설명에 。표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모두가

옳은 답이기 때문입니다.

5 a 예수는 지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d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공중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3 그것은 구원파 최의 용서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이룸으로 모

든 족속에게 전파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6 다음에서 어떤 것이든 다섯 가지를 적으면 됩니다.

a 호령의 소리

b 하나님의 나팔소리

c 주께서 강립하십니다.

d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e 살아 있는 신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f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올 만날 것입니다.

g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