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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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2]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4]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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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자들은 심판 날 후에 천국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What benefits shall believers receive after the day of judgment in heaven?

1. 천국의 신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함으로써 완전히 복되게 될 것이다.
Believers in heaven shall be made perfectly blessed in the full enjoyment of God to all eternity.

7. 천국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완전한 복됨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Wherein will consist the perfect blessedness of believers in heaven?

1. 천국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완전한 복됨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The perfect blessedness of believers in heaven will consist, 

1.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면역 또는 자유함 받는 것인데, 죄와 비참함 둘 다로부터이다.
In their perfect immunity or freedom from all evil, and that both of sin and misery.

1. 엡 Eph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 계 Rev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2.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함이다.
In their full enjoyment of God the chiefest good.

8. 천국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does the full enjoyment of God in heaven imply?

1. 신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The full enjoyment of God which believers shall have in heaven does i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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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That they shall have the glorious presence of God with them.

1. 계 Rev 21:3 …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2.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이고 지극히 복됨 가운데 뵙게 된다.
That they shall have the immediate and beatifical vision of his face.

1. 계 Rev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2. 고전 1 Cor 13: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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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충만히 설득되고 인지하게 되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생기며 일어나게 
된다.
That they shall have both a full persuasion and sense of God’s love unto them, and perfect love in their hearts 
towards him, which does necessarily result or arise from the vision of God in heaven.

4. 그들은 충만함과 넘치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
That they shall have fulness and exceeding joy.

1. 유 Jude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9. 천국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신자들이 가지는 행복을 달콤하게 할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hat will sweeten the happiness of believers in the full enjoyment of God in heaven?

1. 천국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신자들이 가지는 행복을 달콤하게 할 것은 그 영원함이다; 그 
행복에는 어떤 중단이나 마침이 없을 것이다.
That which will sweeten the happiness of believers in their full enojyment of God in heaven, will be the eternity 
thereof; that it shall be without any interruption, and without any e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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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과 모든 악한 세상의 상태는 신자들의 상태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가? 
Wherein will differ the condition of unbelievers and all the wicked world, from that of believers, at the last day?

1. 불신자들과 모든 악한 세상의 상태는 심판의 마지막 날에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The condition of unbelievers, and all the wicked world, will be miserable beyond expression at the last day of 
judgment: For
1.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죄수들과 같이 일어나 나오게 되고 그들에게 입혀지는 힘과 불멸함은 오직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될 것이다.
Their bodies shall arise and come forth like prisoners out of the grave, and whatsoever strength and 
immortality shall be put upon them, will be only to make them capable of eternal torments and misery.

2. 그들은 공포와 무서운 비명을 지르며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심은 그들에게 복수하시기 위함이다.
They shall with horror and dreadful shriekings see Christ coming in flaming fire, to take vengeance upon 
them.



1. 계 Rev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2. 살후 2 Thess 1:7-8  7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3.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좌와 심판좌 앞에 설 것이며 거기서 책들이 열릴 것인데, 그 안에는 그들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고 그 죄에 따라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They shall stand before the throne and judgment-seat of Christ; where the books shall be opened, wherein all 
their sins are recorded; according to which they shall be judged, and sentenced to everlasting punishment.

1. 계 Rev 20:11-12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 마 Matt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극심한 괴로움의 형벌을 받고 
영혼과 육신에 고통을 받으며 어떤 모습으로도 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나 쉬는 때를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They shall then be driven awa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into hell, where they shall be punished with 
extremity of anguish, and torment in soul and body, without any alleviation or intermission, unto all eternity.

1. 마 Matt 25:46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2. 롬 Rom 2:8-9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3. 계 Rev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