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남을 확신한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

제 20 과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외울말씀 - 디도서 3:4-5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
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열기
한 젊은이가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내세를 위해 준비하면 될까
요?”
“아! 그야 몇 분 전이면 되지.”
“그것 참 좋군요.“
자기 앞에 있는 수십 년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젊은
이는 유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교수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교수가 젊은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언제쯤 죽을 것인지 알고 있나?‘
젊은이는 떨덜음한 표정으로 내키지 않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질문 1
우리가 언제부터 죽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질문 2

죽음은 무엇입니까?
질문 3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열기
인간은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인가? 이 문제는 참으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또 이에 대한 해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
문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A* 인간은 불멸합니다.
1. 물질은 불멸합니다.
막 12:26-27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는 하지만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최대 걸작인 인간의 영혼에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2.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히 11:5
창 5:24
*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
제의 생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죽
음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위대한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동행

해 나가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영생의 개념.
요 17:3
*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
계를 통해서입니다. 이 관계는 세상에서 시작되어 중단되지 않
고 다음 세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요 11:25-28
요 5:24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무선 통신을 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교제가 이루
어집니다. 정말 더 좋은 곳에서 영생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것입
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차원
에 도달한 것입니다.
요 14:1-3

B* 죽음의 성서적 의미
1. 죽음이란 자는 것입니다.
마 9:24
*잔다는 말 속에는 “깨어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2. 죽음은 결혼식입니다.
마 25:1-13
*죽음을 통하여 지상의 사람이 천국백성이 됩니다.

죽음은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3. 죽음은 또 하나의 출생입니다.
눅 16:22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좁고 컴컴한 통로를 통과합
니다. 그것을 이편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지만,
저편에서 본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4. 죽음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벧후 1:13-14
*죽음은 이 낡은 흙으로 지은 셋집에서 벗어나 불멸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며 죄가 다시 더럽힐 수 없
는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것
입니다.
5. 죽음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벧전 2:11
행 7:55-56
*인생의 모든 길의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는 집이 아니라, 우리
와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온 그 예수님이 몸소 맞이해 주시는 하
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C*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
1. 죽음과 삶을 같이 엮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
에 있어서 마지막 성장단계(Final stage of growth)입니다.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먼저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

다.
삶이 중요한 만큼 죽음도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 12:7
2.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집시다.,
빌 1:20-25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시면(눅 23:46)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계 22:20)
3. 우리 모두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 24:44

죽음에 대한 준비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세요.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이가 복됩니다.
영원에 잇대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세요
생각열기1. 죽음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전의해 보세요

생각열기2.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직접 본적이 있습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의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 때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점은 무엇입니까?

생각열기3. 나에게도 과연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고 실감됩니
까?

생각열기4. 지금 이 시간, 혹은 바로 얼마 후에 죽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각열기5.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다면 왜 그렇게 느낍니까?

생각열기6. 만일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생각열기7. 하나님 앞에는 기쁜 마음으로 설 자신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고 하셨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