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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ing Christ
Seth Cranfill: Sunday, 17th April 2022

Today’s Bible Quote: 
8 Indeed, I count everything as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his sake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as 
rubbish, in order that I may gain Christ 9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omes from the law, but that which come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from God that depends on faith— 10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may share his sufferings,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11 that by any means possible I may attain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Philippians 3:8-11 ESV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Jesus' resurrection is the _______________ for our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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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 Corinthians 15:19-20 ESV 

Jesus' resurrection ____________________ Scri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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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nd that he appeared to Cephas, then 
to the twelve. I Corinthians 15:3-5 ESV 

Jesus' resurrection is the ____________________ of our _______________ 
17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futile and you are still in your sins. 18 
Then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have perished. I Corinthians 15:17-18 
ESV 

Spiritual _______________ is rooted in our _______________ of God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both now and to the day of eternity. Amen. II Peter 3:18 ESV 

12 I am writing to you, little children, because your sins are forgiven for his name’s sake. 
13 I am writing to you, fathers, because you know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I am 
writing to you, young men, because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I write to you, 
children, because you know the Father. 14 I write to you, fathers, because you know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I John 2:12-14a ESV 

오늘의 성경 말씀: 
8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
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9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
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
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10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
니다. 11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서 3:8-11 쉬운성경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__________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19-20 쉬운성경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__________합니다 
3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
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4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는 것과 5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후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3-5 쉬운성경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__________을 __________합니다 
17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고린
도전서 15:17-18 쉬운성경 

하나님을 아는 __________이 영적 _______________의 근원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
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18 쉬운성경 

12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
니다. 13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
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 자녀들이
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
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12-14a 우리말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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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How should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affect the way we, as Christians, live our 

lives? 
2. Is there an area of your life that needs to change in light of the resurrection? 
3. Can you share a time God revealed Himself to you in a specific way? 
4. Is there an area of your life in which you need God to reveal Himself right now? 
5. Pray for each other to grow in the grace and personal, experiential knowledge of 

God, as well as the power of Christ's resurrection.

Knowing Christ
Seth Cranfill: Sunday, 17th April 2022

토론 & 기도제목: 
1. 부활의 희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어떻게 영향을 끼쳐햐 하나요? 
2. 부활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가요? 
3.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4.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5.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적이며 개인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
아가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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