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고전 15:19-22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

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 그러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

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

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9 If in Christ we have hope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people most to be pitied.  

20 But in fac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fruits(ἀπαρχὴν)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21 For as by a man came death, by a man has come als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22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shall all be made 

alive. 

고전15:16~17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

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

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6 For if the dead are not raised,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17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futile and 

you are still in your sins. 

(1Co 15:16-17 ESV) 

이사야 26: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

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19 Your dead shall live; their bodies shall rise. You who dwell 

in the dust, awake and sing for joy! For your dew is a dew of 

light, and the earth will give birth to the dead. 

(Isa 26:19 ESV) 

고전 15:3-4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

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4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1Co 15:3-4 ESV) 

이사야53:4-6, 9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

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

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9.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4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5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6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every 

one--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Isa 53:4-6 ESV) 

9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Isa 53:9 ESV) 

골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6 Therefore let no one pass judgment on you in questions 

of food and drink, or with regard to a festival or a new moon 

or a Sabbath. 

17 These are a shadow of the things to come, but the 

substance belongs to Christ. 

(Col 2:16-17 ESV) 

레23:4-8 

4.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이니라 

5. 첫째 달 열나흗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 이 달 열닷샛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

교병을 먹을 것이요 

7. 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며 

8.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

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4 "These are the appointed feasts of the LORD, the holy 

convocations, which you shall proclaim at the time appointed 

for them. 

5 In the first month,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month at 

twilight, is the LORD's Passover. 

6 And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ame month is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o the LORD; for seven days you shall eat 

unleavened bread. 

7 On the first day you shall have a holy convocation; you shall 

not do any ordinary work. 

8 But you shall present a food offering to the LORD for seven 

days. On the seventh day is a holy convocation; you shall not 

do any ordinary work." (Lev 23:4-8 ESV) 



레23:9-11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

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

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9 And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10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When you 

come into the land that I give you and reap its harvest, you 

shall bring the sheaf of the firstfruits(ἀπαρχὴν; LXX) of your 

harvest to the priest, 

11 and he shall wave the sheaf before the LORD, so that you 

may be accepted. On the day after the Sabbath the priest 

shall wave it. 

(Lev 23:9-11 ESV) 

출애굽기 12:5-10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    이 달 열나흗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

라 

5 Your lamb shall be without blemish, a male a year old. You 

may take it from the sheep or from the goats, 

6 and you shall keep it until the fourteenth day of this month, 

when the whole assembly of the congregation of Israel shall 

kill their lambs at twilight.(between the evenings) 

7 "Then they shall take some of the blood and put it on the 

two doorposts and the lintel of the houses in which they eat 

it. 

8 They shall eat the flesh that night, roasted on the fire; with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they shall eat it. 

9 Do not eat any of it raw or boiled in water, but roasted, its 

head with its legs and its inner parts. 

10 And you shall let none of it remain until the morning; 

anything that remains until the morning you shall burn. 

(Exo 12:5-10 ESV) 

마태복음 27:46, 50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

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46 And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e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at 27:46 ESV) 

50 And Jesus cried out again with a loud voice and yielded 

up his spirit. (Mat 27:50 ESV) 

출 12:17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

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17 And you shall observ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for 

on this very day I brought your hosts out of the land of Egypt. 

Therefore you shall observe this day, throughout your 

generations, as a statute forever. (Exo 12:17 ESV) 

신명기 5:12,15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

룩하게 하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

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2 "'Observe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commanded you. 

15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the land of 

Egypt, and the LORD your God brought you out from there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Therefore the 

LORD your God commanded you to keep the Sabbath day. 

 (Deu 5:12-15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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