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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8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the resurrection?

A.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At the resurrection, believers, being raised up in glory,1 shall be openly acknowleged and acquitted in the day of 
judgment,2 and made perfectly blessed in the full enjoying of God3 to all eternity.4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몇 가지로 생각될 수 있는가? 

How many ways may the benefits which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the resurrection be considered?

1.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세 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The benefits which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the resurrection may be considered in three respects:

1. 부활 자체에 대하여
In respect of their resurrection itself.

2. 부활 후에 심판 날에 대하여 
In respect of the day of judgment, after their resurrection.

3. 심판 날 후 천국에 대하여
In respect of heaven, after the day of judgment.

2. 신자들이 그들의 부활 자체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What is the benefit of believers in respect of their resurrection itself?

1. 신자들이 그들의 부활 자체에서 얻는 유익은 그들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The beneft of believers in respect of their resurrection itself, is, that they shall be raised in glory.

3. 이것은 어떤 영광을 말하는가? 
What glory does this refer unto?

1. 이것은 신자들의 부활할 때 그들의 몸에 입혀질 영광을 가리킨다. 그들의 몸은 비천한 몸이었다. 무덤에서 
썩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비천한 몸이었고, 그 전에 살아있을 때에도 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질병과 죽음에 
복종된 상태였으므로 비천한 몸이었다.
It does refer unto the glory which shall be put upon the bodies of believers at their resurrection, which were vile 
bodies, both while they were putrefied in the grave, and while alive before, as they were instruments of sin, and 
subject to diseases and death.

1 고전 1 Cor 15:42-43  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2 마 Matt 25:33-34, 46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3 롬 Rom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일 1 John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4 시 Ps 16: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살전 1 Thess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 빌 Phil 3: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 부활할 때 신자들의 몸에 입혀질 영광은 무엇인가? 
What is that glory which shall be put upon the bodies of believers at the resurrection?

1. 신자들의 몸은, 부활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강하고, 영적이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될 것이다.
The bodies of believers, at the resurrection, shall be most healthful, strong, spiritual, incorruptible, immortal, most 
beautiful and glorious, like unto Christ’s most glorious body.

1. 빌 Phil 3: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 고전 1 Cor 15:42-44, 53-54  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 신자들이 그들의 부활 후에 심판 날에 받게 될 유익은 무엇인가? 
What benefits shall believers have after their resurrection, at the day of judgment?

1. 심판 날에 At the day of judgment,
1. 신자들은 천사들에 의해 땅의 사방에서 모아질 것이다.

Believers shall be gathered together from all the corners of the earth by the angels.

1. 마 Matt 24: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 신자들은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하늘로부터 호령과 함께 내려오실 주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Believers shall be all caught up together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Jesus, who will come down with a 
shout from heaven.

1. 살전 1 Thess 4:16-17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3.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게 될 것이다.
Believers shall be placed on the right hand of Jesus Christ.

1. 마 Matt 25: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 신자들은 모든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시인하심을 받을 것이요, 그들에게 씌워졌던 거짓
비방에 대해 깨끗함이 판명될 것이며,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의 실제 죄책으로부터 해방받을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대해 그들이 가지게 된 분깃 때문이다.
Believers shall be openly acknowledged by Christ to be his, and acquitted from false aspersions which have 
been cast upon them, and from the real guilt of all sins which have been committed by them, because of their 
interest in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1. 마 Matt 10: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2. 롬 Rom 8:33-34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5.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시고 초대하셔서,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Believers shall be entertained and invited by Christ, to take possession of the glorious inheritance prepared for
them.

1. 마 Matt 25: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6.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자들로서 천사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Believers shall sit with Christ as assessors in judgment of the wicked angels and wicked men.

1. 고전 1 Cor 6:2-3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