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신학 강해노트
(1-72과)

사랑침례교회신학원

조직신학 01
교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가능하면 한영대역), 매주 강해 노트를 나누어 줌.
기간: 8주
내용: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의 설교와 말씀 항목에서 강해 말씀 중 조직 신학 강해 수강
조직신학 01_성경01(교리)
조직신학 02_성경02 (성경이란?)
조직신학 03_성경03(계시)
조직신학 04_성경04(영감)
조직신학 05_성경05 (정경)
조직신학 06_성경06(보존)
조직신학 07_성경07(해석)
조직신학 08_성경08(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 시험 01(첫 2주)
조직신학 09_하나님 01
조직신학 10_하나님 02
조직신학 11_하나님 03
조직신학 12_하나님 04
조직신학 13_하나님 05
조직신학 14_하나님 06
조직신학 15_하나님 07
조직신학 16_하나님 08 ---- 시험 2(둘째 2주)
조직신학 17_하나님 09
조직신학 18_아버지 하나님 01
조직신학 19_아버지 하나님 02
조직신학 20_예수 그리스도 01
조직신학 21_예수 그리스도 02
조직신학 22_예수 그리스도 03
조직신학 23_예수 그리스도 04
조직신학 24_예수 그리스도 05 ---- 시험 3(셋째 2주)
조직신학 25_예수 그리스도 06
조직신학 26_예수 그리스도 07
조직신학 27_예수 그리스도 08
조직신학 28_성령님 01
조직신학 29_성령님 02
조직신학 30_성령님 03
조직신학 31_성령님 04
조직신학 32_성령님 05 ---- 시험 4(둘째 2주)
조직신학 33_사탄 01
조직신학 34_사탄 02
조직신학 35_천사 01
조직신학 36_천사 02 ---- 사탄과 천사는 8주 안에 스스로 시간을 정해 강의를 듣되 시험은 보지
않고 강의를 들었음을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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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과제:
1. 창세기 1번 읽기
2. 1318 신앙 질문(김재욱 저) 1번 읽기
이 두 가지를 완수하였음을 학기말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함.
목표: 성경, 하나님, 사탄 및 천사들을 정확히 이해하여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
시험: 4번, 주관식 및 객관식 30문제 정도, 범위는 2주 동안 배운 것
시험 일자, 시간, 장소(사랑침례교회): 추후 공지
의문이나 연락은 webmaster@KeepBible.com을 이용하기 바람.
(***) 영어 교재는 Willmington's Complete Guide to Bible Knowledge: Introduction
to Theology, Dr. Harold L. Willmington, Tyndale House이며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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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2
교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가능하면 한영대역), 매주 강해 노트를 나누어 줌.
기간: 8주
내용: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의 설교와 말씀 항목에서 강해 말씀 중 조직 신학 강해 수강
조직신학 37_창조와 진화 01
조직신학 38_창조와 진화 02
조직신학 39_창조와 진화 03
조직신학 40_사람 01(영혼육1)
조직신학 41_사람 02(영혼육2)
조직신학 42_사람 03(타락)
조직신학 43_사람 04(운명 1)
조직신학 44_사람 05(운명 2: 지옥) ---- 시험 1(첫째 2주, 범위 37과부터-44과까지)
조직신학 45_사람 06(운명 3: 천국)
조직신학 46_사람 07(운명 4: 천국)
조직신학 47_죄 01
조직신학 48_죄 02
조직신학 49_구원 01(정의)
조직신학 50_구원 02(회개)
조직신학 51_구원 03(믿음)
조직신학 52_구원 04(구속) ---- 시험 2(둘째 2주, 범위 45과부터 52과까지)
조직신학 53_구원 05(중생)
조직신학 54_구원 06(칭의 및 성화)
조직신학 55_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01
조직신학 56_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02
조직신학 57_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03
조직신학 58_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04
조직신학 59_교회 01
조직신학 60_교회 02
조직신학 61_침례
조직신학 62_침례교회와 침례성도
조직신학 63_목사 ---- 시험 3(셋째 2주, 범위 53과부터 63과까지)
조직신학 64_집사
조직신학 65_헌금의 원리
조직신학 66_재림과 휴거 01
조직신학 67_재림과 휴거 02
조직신학 68_재림과 휴거 03
조직신학 69_재림과 휴거 04
조직신학 70_뉴에이지 01
조직신학 71_뉴에이지 02
조직신학 72_뉴에이지 03 ---- 시험 4(넷째 2주, 범위 64과부터 72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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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과제:
1.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번 읽기
2. 재림과 휴거: 역사와 여원의 파노라마 (모리스 외 저) 1번 읽기
이 두 가지를 완수하였음을 학기말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함.
목표: 창조, 사람, 죄, 구원, 교회, 재림과 종말을 정확히 이해하여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
시험: 4번, 주관식 및 객관식 30문제 정도, 범위는 2주 동안 배운 것
시험 일자, 시간, 장소(사랑침례교회): 추후 공지
의문이나 연락은 webmaster@KeepBible.com을 이용하기 바람.
(***) 영어 교재는 Willmington's Complete Guide to Bible Knowledge: Introduction
to Theology, Dr. Harold L. Willmington, Tyndale House이며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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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1
왜 교리를 배우는가?
교리: 마귀가 의미를 변개시킨 단어 중 하나
1.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압핀 위에서 몇 마리의 마귀가 춤출 수 있는가?’
2. 교리는 분열을 가져온다.
3. 교리와 영혼 구원은 양립할 수 없다.
4. 교리는 재미없고 실제로 쓸모가 없다.
5.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 하러 더 많은 교리를 공부하는가?
6.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된다.
교리(doctrine): 단수 51회(구6, 신45), 복수 5회(신약에만), 총 56회
1. 교리의 정의: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
2. 교리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참과 거짓을, 생명과 사망을 나눈다.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3. 교리와 영혼 구원은 양립한다. 사도 바울을 보라. 바른 교리를 가져야 바르게 구원한다.
4. 교리를 알면 사람이 열정에 차게 된다(눅24:32; 계1:3; 22:7).
5. 십계명의 첫째 명령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나? 더 알아야 한다.
6. 성령님의 열매는 뿌리가 있어야 나온다. 그 뿌리는 진리를 아는 것 즉 교리이다.
교리의 중요성
1. 교리는 독극물을 막아 준다(딤전4:1, 13-16; 딤후4:1-4).
2. 교리는 성도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준다(엡4:14).
3.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
a. 이스라엘의 역사(고전10:1)
b. 이스라엘의 회복(롬11:25)
c. 영적인 선물들(고전12:1)
d. 휴거(살전4:13)
e. 이 땅의 정화(벧후3:8-10)
4. 교리는 성도를 세워 준다(딤후2:15)
5. 교리는 성도를 무장시켜 준다(딤후3:13-17; 엡6:10-17).
성경이 주어진 목적: 딤후3:16-17
잘못된 교리는 이단을 양산한다.
1.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람들의 전통(마15:9; 막7:7). (카톨릭, 칼빈주의 등)
2. 골로새 사람들의 교리: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골2:20-23)
3. 마귀들의 교리들(딤전4:1)
4.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히13:9, 8절과 대비)
5.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마크하고 피하라(롬16:17).
6. 방언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쳐야 유익이 된다(고전14:6).
7. 교리의 바람에 밀려 다녀서는 안 된다(엡4:14).
8.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딤전1:3).
9. 교리를 잘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한다(딤전5:17).
10.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딤후4:3).
11. 발람의 교리(계2:14), 니골라당의 교리(계2: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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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수님의 교리(마7:28; 막1:22,27; 눅4:32)
13. 성도들이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 때에 성장이 이루어짐(행2:42,47).
14. 로마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순종함(롬6:17).
건전한 교리(sound doctrine): 4회(딤전1:10; 딤후4:3; 딛1:9; 2:1)
목회 서신(딤전, 딤후, 디도서)의 교리: 17회(단수 16회, 복수 1회)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
1. 성경
2. 삼위일체 하나님
3. 아버지 하나님
4. 그리스도
5. 성령님
6. 사탄과 천사들
7. 사람
8. 죄
9. 구원
10. 교회
11. 예언(종말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교리에 달려 있다(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성경 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
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
다. - 작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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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2
1. 성경에 관한 교리(Doctrine of the Bible)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의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 작자 미상

I. 성경(Bible)이란?
A. 성경의 정의
1.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Bible’은 마1:1에서 ‘책’을 지칭하는 그리스말 ‘Biblos’에서 유래되었으며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으로서 여러 책을 모은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History)이며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담은 책’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2.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왕, 농부, 어부, 의사, 정치가, 학자 등  이 기록한 ‘한 책’(One book)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 기록’(마21:42; 벧후1:20), ‘거룩한 성경 기록들’(롬1:2), ‘율법’(요
12:34),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눅24:44),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마5:17),
‘옛 상속 언약’(고후3:14) 등으로 부른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으며
이때에 나온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니다.
B.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거
1.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히
1:12).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인이다(신6:17; 시119:89; 잠30:56; 렘23:29; 마5:1719; 마
22:29; 막13:31; 행17:11; 롬10:17; 딤후3:1517; 벧전1:2325; 벧후1:2021; 계
22:1819).
2. 시19:7-11, 여섯 가지 특징, 여섯 가지 사람의 변화
C. 성경의 구성
1.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성경으로 나뉜다. 성경은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788,258 영어 단어(구약
609,247단어, 신약 179,011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긴 장과 절은 시편 119편과 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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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9절이고 가장 짧은 장과 절은 시편 117편과 요한복음 11장 35절이다. 성경의 중간 장은
시편 117편이며 성경의 중간 절은 시편 103편 1, 2절인데 그중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로 되어 있다.
2. 구약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스4:86:18; 7:1226; 렘10:11; 단2:47:28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b. 대언서: (a) 전기 대언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b) 후기 대언서(이사야, 예레미
야, 에스겔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열두 개의 소 대언서)
c. 거룩한 기록들: (a) 진리(시편, 잠언, 욥기), (b) 다섯 개의 두루마리(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c)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3. 신약성경은 당시의 일반 통용어였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 일을 담고 있는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성경에
는 지금과 같이 절과 장의 구별이 없었다. 고대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주후 9세기경에 절을 표시했다.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눈 것은 주후
13세기경에 휴고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후 1551년에 스테파누스(스테판)는 신약성경에 절을
붙였으며 그 후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D. 성경의 주제와 내용
1.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의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4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다.
2.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엡1:4-6; 요
20:3031; 요일5:20; 계4:11).
3.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 준다.
4.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성경의 실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며(롬3:4) 또한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 책이다.
6.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한다. 사람은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이런 책을 지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7. 끝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 주는 유일무이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요14:19).
E. 성경 기록의 계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과 해석
1.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 수 없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다. 성경의 계시에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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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
a. 망원경적인 측면: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 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준다.
b. 현미경적인 측면: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의 일 등을 자세히 보여 준다.
c.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 성경은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사방에서
입체로 보여 준다.
(2)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말은 참으로 합당하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딤후3:16). 성경 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상에 영감을 주시지 않았고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대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4:4).
(3) 보존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말씀의 보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며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시12:67).
(4)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신약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다.
(5)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신비주의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한다.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F. 성경 기록의 정경
1. 정경은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 잣대’인 정경으로 사용되었다.
2.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성경의 39권과 신약성경의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천주교회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3. 또한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다수 본문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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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틴 사본에서 나왔다.
4. 정경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하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공회 등의 기구를
통해 정경을 인정할 뿐이지 정경을 정하지 못한다.
5. 구약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다. 신약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
G.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
1.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신약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70년경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이다. 그 뒤 인쇄술이 발명되고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성경이 인쇄되어 나왔고
1535년에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전서를 발간하였다. 그 뒤 커버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매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 제네바에 거하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였고 그 후 1611년에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지난 400여 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이 되었다.
2.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른 때에 당대의 석학 50여 명이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단 한 번의 수정 없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영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축자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하여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표현하여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같은 현대 역본이 쏟아져 나오
고 있지만 이것들은 한결같이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수천 군데에 오류를 담고 있고 특히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이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H. 성경의 영향
1.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고 영향을 미친 책이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없다.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지금까
지 2,000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인
이라 불리기 힘들 정도로 폭넓은 영향을 미쳐 왔다. 다른 종교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런 경전이 없다. 성경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숨결 때문이다.
2.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허사로 드러났다.
볼테르(AD 1694-1778) 같은 인본주의 불신자들의 성경 무용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을 값없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생명의 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이다(막
9:4250; 눅12:45; 요3:16; 5:24; 17:17; 20:3031).
8. 성경의 총 주제 그리스도: 요20:30-31, 요일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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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3
계시(Revelation):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
A. 계시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함.
1.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
2.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B. 하나님의 계시 방법(히1:1)
1. 천사들을 통해서(창18, 아브라함, 이삭 탄생 예고, 단9 가브리엘)
2. 큰 소리로(창3:9-19, 아담에게, 렘1:4-5, 예레미야)
3. 작은 소리로(왕상19:11-12, 엘리야)
4. 자연을 통해서(시19:1-3)
5. 나귀의 입을 통해서(민22:28)
6. 꿈으로(창28:12, 야곱, 마1:20 요셉)
7. 이상(vision)으로(사6:1-6, 이사야, 행9:10 아나니야)
8. 우림과 둠밈으로(출28:30, 민27:21)
9. 제비를 통해서(레16:8 속죄 염소, 행1:26, 맛디야)
10. 주의 천사: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현현으로(창32:24-30, 야곱, 삿6:11 기드온)
11.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C. 일반 계시
1. 범위의 일반성: 모든 사람에게 도달함.
2. 방법의 일반성: 사람 속의 양심과 하늘의 해, 달, 별 등을 다 포함함.
3. 신학상의 자연성: 어떤 것을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자체와 사람.
4. 성경 속의 예
a. 시편 19장 1-6절은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b. 로마서 1장 18-32절은 사람의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 줌.
5. 일반 계시의 내용
a. 하나님의 영광(시19:1), b. 하나님의 권능(시19:1), c. 하나님의 뛰어나심(롬1:20),
d. 하나님의 선하심(마5:45), e. 하나님의 지성(행17:29), f. 하나님의 존재(행17:28)
6. 일반 계시의 제한성: 일반 계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곧 사람의 죄성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7. 일반 계시의 가치
a.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보여 줌.
b. 일반 계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줌.
c.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줌: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과 진리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심.
D. 특별 계시
1. 정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a.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친밀히 자신을 계시하신
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계시임.
b. 다른 종류의 특별 계시: 다른 종류의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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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요1:14), * 여러 사건(출애굽 사건, 발람의 사건, 민22장, 미6:4-5)
* 우림과 둠밈: 이것들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착용한 가슴판에 달린 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됨(출28:30), * 하나님의 현현, * 꿈과 환상들(창20:3, 사1:1)
* 제비를 뽑는 것(잠16:33), * 대언자들(슥1:1), * 천사들(눅2:10-11)
D. 계시의 특징
1. 객관성: 창조의 일반 계시든지 기록된 말씀의 특별 계시든지 계시는 항상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임.
2. 명제성: 단어와 말을 사용한 진리 진술문이 문서로 기록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 줌.
3. 특별성: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며 특별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사람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지어짐.
4.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 권위를 부여함.
5. 하나님께서 저자이시므로 권위가 있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같은 구절이 구약성경에만도 700번
정도 나옴.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적으로 인식되어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제를
띄고 있음.
7. 분명한 사실: 계시는 진실 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음.

- 12 -

조직신학 04
영감(Inspiration): 진리의 기록 과정(욥32:8; 딤후3:16)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맥큔, McCune).
A. 영감에 대한 혼동
1.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inspiration).
2. 성경의 단어들의 영감을 믿는다(verbal inspiration).
3. 성경의 모든 단어들의 영감을 믿는다(verbal, plenary inspiration).
4.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무오류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영감을 믿는다(verbal plenary,
inerrant, infallible inspiration).
5.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모든 면에서 무제한적으로 무오류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영감을 믿는다
(verbal plenary, unlimited inerrant, infallible inspiration).
B.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3: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1. ‘모든’(All)은 라틴어로 ‘플레너리’(plenary)이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등을 의미하며
(잠30:5, 롬15:4 비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의미함.
2. ‘성경 기록’은 그리스어 ‘그라페’(graphe)에서 나옴.
a. 이 단어는 ‘기록하다’를 의미함.
b. 그러므로 이 단어는 기록된 말씀(단어)을 의미함.
c. 이는 ‘말로 주신’ 영감(verbal inspiration) 곧 축자 영감을 의미함.
d. 성경 기록이야말로 영감의 목적이며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목적임.
e. 그러므로 영감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지 결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음.
f. 그러므로 영감을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이지 결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님.
g. 성경의 모든 말씀(each word)이 축자영감으로 기록되었음(마4:4; 출24:3-4; 사30:8)
3. ‘하나님의 영감’
a.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쎄오(프)뉴스토스’(theopneustos)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쎄오
스’(theos)와 ‘숨을 쉰다’는 의미의 ‘(프)네오’(pneo)의 결합,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신 것 혹은
숨을 불어 넣으신 것”
b.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이를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inspired of God)이라 번역했음
(inspiration에 in과 spirit이 있음을 유의하라. ‘영’은 호흡, 숨을 뜻한다).
c.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
d.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신정통주의에서 주장하는 것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신정통주의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
는 ‘개념적 영감’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개념적으로 영감 받은
것이 아님.
e.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신(넣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주신대로 기록된 것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개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자기의 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의 모든 단어를 선정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하였음.
f. 예: *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믿는 정통 크리스천들은 이 같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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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대로 따라 적기 혹은 구술에 의해 받아쓰기’(dictation)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4. “교리와…유익하고”
a. 성경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교리의 확립
b. 교리 연구에서 구약성경을 무시하면 안 됨.
b. 극단적 세대주의에 입각하여 구약성경은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됨.
c. 극단적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으면 전도하거나 믿을 필요가 없음.
C.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7).
1. 반드시 성경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야 함.
2. 성경의 교리들은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함.
D. 영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영감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2. 영감은 하나님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3.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감이란 자필원본에만 적용되는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숨을
쉬며 불어내심에 따라 대언자나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말씀들을 기록하였다.
E. 잘못된 영감
1. 자연적인 영감: 셰익스피어의 책과 같은 종류
2. 개념 영감, 3. 부분 영감
4. 영적인 영역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영감
5. 기계적 영감: 사장이 불러 주는 그대로 사무원이 적은 것처럼 적는 것(벧후1:20-21)
F. 영감의 범위
1. 성경 전체(마5:17; 딤후3:16)
2. 단어들(시12:6-7; 마4:4)
3. 점과 획(마5:18):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이 22개의 자음으로만 구성되었고 오른쪽에서부터 쓰고
읽는다. 1. 알레프, 2. 뻬트, 3. 끼멜, 4. 딸레트, 5. 헤, 6. 봐브,
7. 자인, 8. 헤트, 9. 테트, 10. 요드, 11. 카프, 12. 라메드,
13. 멤, 14. 눈, 15. 싸메크, 16. 아인, 17. 페, 18. 차데, 19.
쿼프, 20. 뤠쉬, 21. 쉰, 22. 타브(시편 119편)
a. 점은 10번의 요드를 뜻한다.
b. 2. 뻬트와 11. 카프를 비교해 보자.
뻬트의 하단에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것이 획이다.
4.딸레트와 20. 뤠쉬도 마찬가지이다.
딸레트의 상단에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것이 획이다.
G. 총체적 축자 영감의 함축적 의미
1. 모든 구절이 영감을 받았으나 동일하게 중요하지는 않다(삿3:16; 요3:16).
2. 1차적으로 원어에만 해당됨.
3. 모든 면에서 사실만 기록됨(오류가 없다). 창3:4의 사탄의 거짓말
4. 여기에는 상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5.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었음을 뜻한다.
H. 논의 사항
1. 원래의 영감(original inspiration)과 전이된 영감(transmitted inspiration)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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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5
정경(Canon): 진리의 통일 과정
A. 정경의 정의
1. ‘정경’(canon)이라는 말은 측량하는 막대기를 가리킴.
2. 정경은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임.
3.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하는바
‘권위 있는 잣대’로 사용됨.
4. 성경 신자들이 정경이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성경의 39권과 신약성경의 27권만을 의미했으
며 외경 등은 포함되지 않음.
5.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옴(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자신들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을 내기까지).
B. 역사를 통한 정경의 확립과정
1. 신약 성경의 경우 AD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음.
2.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음. AD 100년경의 유대인들의 야브네 공회
C. 정경의 발견
1. 정경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2.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3.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한다.
4.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D. 정경의 조건
1. 이 책이 권위가 있는가?
a. 이 책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등과 같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임을 증명하는가?
b. 이 책이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가?
c. 위경이나 외경은 이런 것이 없음.
2. 이 책이 대언의 성격이 있는가?
a. 각각의 책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는지 판단을 받았다(벧후1:20; 히1:1).
b. 각각의 책은 그것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는지 판단을 받았다.
c. 사도 바울의 갈1:1-24절의 예, 갈1:15-16.
d. 사도 바울은 또한 위조 편지들을 거부했다(살후2:2).
e.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저술했음이 확립될 때까지 많은 논쟁을 겪은 책이었다(벧후1:1).
3. 이 책이 믿을 만한가(authentic)?
a. 이 책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등에 대해 진리를 말해야 한다.
b. “베레아 사람들은 그 일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행17:11).
c. 외경은 신뢰성이 없어서 배척을 당했다.
d. 요일4:1-6절에 따라 진리는 반드시 이미 알려진 표준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만 한다.
e. 유다서(9, 14절), 야보고서(행위 강조)
4. 이 책이 역동적인가?
a. 이 책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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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다(히4:12).
c.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세워 주어야만 한다(딤후3:16).
d. 성경은 복음전도에 필요하다(벧전1:23).
5. 이 책이 수용되었는가?
a.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수용했는가? 최종 문제
b. 교통과 의사 전달 수단이 빈약했으므로 이 과정은 수세기 동안 지연되었다.
c. 교회의 공회가 어떤 책을 수용했다는 것은 그 책의 정경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다.
공회는 정경성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증명하지 않았다.
d.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들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만 했다.
e. 수용은 초기 수용과 최종 수용으로 분리된다.
1)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살전2:13).
2) 교회의 공회들이 최종 수용함.
f.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을 수용했다(벧후3:16).
g. 정경이 아닌 책들은 이런 원칙들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퇴출되었다.
E. 요약과 결론
1.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영감 때문이다.
2. 사람의 인식을 통해 드러났다.
3.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경들을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이용하여 발견하였을 뿐이다.
a.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가?(Authoritative)
b. 하나님의 사람 즉 대언자가 썼는가?(Prophetic)
c. 하나님과 사람 등에 대해 진리를 말하는가?(Authentic)
d.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가?(Powerful)
e.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했는가?(Acceptance)
F. 논쟁이 되었던 책들
1. 솔로몬의 아가: 인간의 사랑에 대한 시
2. 전도서: 인생무상과 무신론(전9:5)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3. 에스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4. 에스겔: 모세의 율법과 다른 점이 있다(40-48장).
5. 잠언: 모순이 있다(잠26:4-5).
6.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가?
7. 야고보서: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는가?
8. 요한2서, 3서: 단순한 편지가 아닌가?
9. 계시록: 너무나 많은 상징들이 사용되었다.
10. 유다서: 에녹서를 인용하지 않는가?
얀네와 얌브레(딤후3:8; 출7:11-12)
3년 반(약5:17; 왕상17:1; 18:1)
마27:9, 예레미야서에는 없다. 스가랴서 11:12-13에 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과 그가 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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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있다. 여기는 후자이다(슥7:7).
하나님은 심지어 세속 시인들의 글도 인용하신다(행17:28의 아라투스와 클레안테스; 딛1:12의 에피
메니데스)
유다서 9, 14절, 에녹서 인용 No
G. 신약성경 정경의 발전: 정경화 작업을 위한 다섯 가지 이유
1. 책들의 대언적 성격
a. 이 책들은 사도나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기록한 것이므로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보존되었다.
b. 이 과정은 사도 시대에 바울의 서신들을 수집하고 널리 알린 것을 통해 잘 드러난다(골4:16).
2. 초대교회의 필요
a. 이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알아야만 했다(딤전4:13).
b. 이들은 권위 있는 책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3. 이단 견해와 싸우는 일
4. 선교의 필요성: 선교를 위해 어떤 책을 번역해야 할지 알아야 함
5. 교회의 핍박: 핍박을 당하자 이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존해야할 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했다.
H. 외경
외경은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됨(BC 270년경, 70인역). 영감은 없으나 역사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외경 명단
외경 이름

연대

내용

1

솔로몬의 지혜서

주전 30년

교훈

2

집회서

주전 132년

교훈

3

토비트

주전 200년

종교 소설

4

에스드라상(*)

주전 150년

역사, 전설

5

마카베오상

주전 110년

역사

6

마카베오하

주전 100년

역사, 전설

7

유딧

주전 150년

로망스 소설

8

바룩

주후 100년

예언

9

예레미야의 편지

주전 200년

예언

10

에스드라하(*)

주후 100년

예언

11

에스델

주전 130년

전설

12

아사랴의 기도(혹은 세 아이의 모래)

주전 100년

전설

13

수산나

주전 100년

전설

14

벨과 뱀(원래는 벨과 용)

주전 100년

전설

15

므낫세의 기도(*)

주전 150년

전설

(*) 천주교에서도 이 책은 외경으로 인정하지 않음.

I.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성경적 카톨릭 교리
1. 연옥: 마카베오하서 12장 39-45절
2. 구제(즉 자선 행위)에 의한 구원: 집회서 3장 30절
3. 자살을 인정함(마카베오하서 14장 43-46절)
4. 윤회(솔로몬의 지혜서 8장 19-20절)
5. 마술을 통해 신비주의를 행하는 것 등을 인정하는 구절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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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렌트 공회 이후 1582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펴낸 ｢두에랭스 역본｣은 원래의 구약 성경 39권에다
아래 표의 15개 외경 중 12개를 포함시킴(구약이 총 51권이 됨). 참고로 「한글공동번역」에는
‘예레미야의 편지’ 역시 빠져 있다.)
7. 그런데 트렌트 공회는 매우 교묘하게 외경을 포함시키는 일을 진행하여 외경 15권 모두를 포함시키지
않고 특히 에스드라하서를 뺐음: 왜냐하면 그 책의 7장 105절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임.
J.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1. 이 책들은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a. 요세푸스는 분명히 이 책들을 구약 성경에서 제외시켰다.
b. 주전 20년에서 주후 50년까지 살았던 필로 역시 이것들을 언급하거나 인용한 적이 없다.
2.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다.
a.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이 마카베오하서 7장과 12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구절은 왕상17:22와 왕하4:35를 인용한 것이다.
b. 유다서 14절이 외경인 에녹 서신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구절은 에녹의 말을 인용할
따름이며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에녹이 한 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녹 서신을 인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c. 어떤 이들은 딤후3:8이 외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원할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의 마술사의 이름을 언제든지 보여 주실 수 있으므로 이 구절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야브네(얌니야) 공회(AD. 100년경)에 모인 유대인 학자들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4. 대부분의 교부들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외경의 어느 책도 스스로 영감 받았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6. 외경의 많은 책들이 역사적, 지리적, 연대기적 실수를 포함하고 있다.
7. 외경의 많은 책이 성경 말씀과 모순이 된다.
8. 외경의 책들의 형식은 전설적이며 공상 만화 같다. 어떤 이야기들은 매우 괴기적이며 마귀와 연관이
있다.
9. 외경의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와 같은 뚜렷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10.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된 외경들은 - 라틴어로 현존하는 단 한 가지만을
빼놓고- 동양의 예의범절, 언어, 견해와 역사 등을 설명해 주는 ‘고대 문서’로서의 가치만을 지닐
뿐이다.
11.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지 부록으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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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6
보존(Preservation): 진리를 보호하는 과정
A. 보존의 정의와 의의
1.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셔서(넣으셔서) 영감으로 주신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마4:4).
3.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소실되지 않았다(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소실되었다고 믿으며 자기들의 힘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a. 영감은 1차적 기적인데 비해 보존의 수단은 2차적 섭리이다.
b. 사람의 책임은 자기가 받은 본문을 보존하는 것이다.
B. 성경에서의 예
1. 왕하22:8-20, 대하34:14-16
a.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 책들을 발견함(BC 675-622년). 아마도 사악한 므낫세
왕은 바알 숭배를 확립하려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떠나려고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파멸시키려고
함. 요시야 왕, 언약의 말씀을 읽고 언약을 지키기로 하고 우상을 제거함.
2. 렘36:1-32
a. 사악한 여호야김 왕(요시야의 아들)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첫째 사본 즉 자필 원본을 불사름.
b.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록한 뒤 왕에게로 가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라
고 말씀을 대언함(렘36:4; 렘36:27-28; 렘36:32).
C. 보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 구약
a. 시119:89
b. 시119:152
c. 사40:8
d. 시12:6-7
2. 신약
a. 마24:35
b. 벧전1:24-25
D. 성경의 경고
1. 신4:2
2. 신12:32
3. 잠30:6
4. 렘26:2
5. 계22:18-19
E. 보존의 증거
1. 약 6000개의 고대 그리스어 사본의 99%가 보존된 전통 수용 본문임.
2.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심.
F. 보존에 대한 관찰
1. 보존이 없는 영감은 아무런 가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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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사 ‘절대확실’한 성경을 필사하게 하셨는가?
3. 관심사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느냐, 보존하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4.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현재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최종권위 성경도 잃어버린바 되었으며 그래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번역(Translation):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과정
A. 정의
1. 번역이란 한 언어로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의 말씀들로 옮기는 것이다.
2.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신약시대의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치 않았다.
3.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다.
B. 성경의 예
1. 서기관 에스라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읽은 뒤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들려주었다(느8:8).
2.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막14:9)
C. 기법
1.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e) 기법
a. 최근에 유진 니다가 개발한 기법으로 축자 영감 즉 단어 단어가 영감을 받았음을 믿지 않고 개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본주의 기법(이렇게 해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제대로 뜻과
사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함).
b. NIV가 대표적인 동적 일치 성경임.
c. 한국의 한 신학자가 NIV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막14:5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300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에서는 1년 분 봉급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NIV의 번역을 오역이라
고 할 수 있느냐? 필자는 이 부분의 NIV 번역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 동안에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NIV의 번역은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98년 6, 7월호
「목회와 신학」).” 하나님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심.
d. 이런 주장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 등을 모두 ‘1년 치 봉급’, ‘10평’,
‘세 바구니’, ‘50센티미터’ 등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 부분만 ‘1년 치 봉급’으로 해야
한단 말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할 권한과 그에 필요한 영감을 그에게 주었는가? ‘축자
영감’(Verbal or word inspiration)에 대해 이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2. 형식적 일치(Formal equivalence) 기법
a. ‘원본의 단어 단어가 영감을 받았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해서 번역자는 각각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로 단어 대 단어의 형식적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번역한다.
1) ‘for to’(77회), Acts 8:27, And he arose and went: and, behold, a man of
Ethiopia, an eunuch of great authority under Candace queen of the
Ethiopians, who had the charge of all her treasure, and had come to
Jerusalem for to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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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 you, John 3:7, Marvel not that I said unto thee, Ye must be born
again.
3) Thou, thee, 하나님께 대한 용례, 고어가 아니라 성경을 담기 위한 언어이다.
b.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기법을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원래의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번역하는 작업만을 수행한다.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번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역자들이 첨가한 단어들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성경의 축자 영감과 섭리적 보존을 믿고 그와 같은 원칙 하에서 동적 일치 기법을
피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드높여서 근 4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영어 자체를 형성하게 하는 기초로 만들어 주셨다.
D. 문제점
1. ‘이중영감설’, ‘향상된 계시’,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영어 성경으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본문을
교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교리는 주로 럭크맨과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바로서 성경 역사를
통해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들을 전혀 없었다. 이것은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회에서 라틴 벌게이트
라는 번역본으로 원본을 교정할 수 있다고 믿은 것과 비슷하다.
2. 어떤 이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성경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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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7
해석(Interpretation): 진리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
A. 정의
1. 해석이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3.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관한 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이 필요 없다(맥큔).
4.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취한다.
a. 문법적: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한다. 6000년 전 창조, 창세기 하루(출
20:8-11), 천년왕국(계20:2,3,4,5,6,7)
b. 역사적: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이사야서, 히브리
서, 야고보서 등, 교회의 출생 마16:18, 하늘의 왕국(마태에만 32회)
c. 신학적: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해석한다(구약성경, 롬1-8, 9-11, 12-16장).
1) 예: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겔37:1-10과 11-13)
d. 겔47:성전의 물, 1000큐빗(발목), 1000큐빗(무릎), 1000큐빗(강), 6-12, 욜3:18, 슥14:8,
계22:2의 약재
5. 현대 신학자들은 역사적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a. 진화론 같은 현대 비평 이론들을 이용하여 성경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1) 모세오경의 JEDP 이론(Jehovah, Elohim, Deuteronomy, Priestly), 창1: 엘로힘
(창조주), 창2: 여호와(인격자, 구원자) 등, 주전 4세기경에 에스라 등이 편집했다. 모세오경
은 창세기(역사), 출애굽기, 신명기(율법), 레위기(희생제도) 등을 다루므로 형식이 다를 수밖
에 없다. 막12:26(출2:3-6). 행3:22(신18:15), 롬10:5(레18:5).
2)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마8:17(사53:4), 마13:14(사6:9-10), 마15:7(사29:13))
3) Q 문서 가설 등: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 문제, 독일어 Quelle(원천)
b. 성경 내 책의 저자를 무시하고 후대의 편집자들이 편집했다고 주장한다(모세오경, 마태, 마가,
누가 등등).
c. <킹제임스 성경 변호>(에드워드 힐즈, 68-74쪽) 참조, 무료 PDF
6. 성경 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적용(Application):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
A. 딤후3:16-17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靈感)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B. 롬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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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전10:1-13
1.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1절).
2.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탐한 것같이 악한
것들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려 하심이라(6절).
a.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7절).
b.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어 넘어졌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8절).
c.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9절).
d.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10절).
3.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또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함이니라(11절).
D. 생각할 점
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은혜와 진리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며 생활해야 할까?
엡4:14; 딤전4:1; 딤후2:15, 진리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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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8
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는가?
1. 문제: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경 구절들>
개역/개정, NIV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욥19:26
시10:4-5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잠26: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1:14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주께서…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사9:3

별식과 같아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
무라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호10:1
암4:4

주께서…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막9:44,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골2:18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
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
게 하려 함이라

없음(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후반부
를 7절에 넣었음)

요일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
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없음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성경 본문 전달 과정 요약>

한 성경
자필원본
무오류

하나님의 보존
대적자 개입
본문 변화

다수사본
기독교 사본
킹제임스 성경
무오류

소수사본
천주교 사본
여러 현대역본들
오류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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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JB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역본은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번역되어 내용이 KJB와 다르다.

<그리스어 ｢공인본문｣과 ｢수정본문｣ 비교>
공인 본문

수정 본문

총 5,604 군데 수정:
총 단어 수

140,521

(1,952 군데 삭제, 467 군데 추가,
3,185 군데 변개)

총 페이지 수

647

9,970 단어 변개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 단어 변개

변개된 단어
변개 분량

없음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개
총 46 페이지에 해당함

무어맨 박사는 수용 본문과 네슬레/알란드 본문(27판)의 모든 단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다 세어
보았다.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 본문의 단어가 수용 본문보다 무려 2,886개나 부족했다. 이것은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이 삭제한 단어보다 934개가 더 많음을 뜻한다(1,952개 대 2,886개).
삭제된 2,886개의 그리스어 단어들을 영어 단어로 환산하면 베드로전후서를 만들 수 있다.
웨이트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3. KJB는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이다.
1. 우수한 본문
2. 우수한 번역 기법
3. 우수한 번역자들
4. 우수한 신학
4. KJB와 TR
A. KJB의 근간이 된 공인본문(TR)에는 몇 종류가 있으며(에라스무스, 베자, 스테파누스, 엘지버
형제 등) 이것들은 몇 군데가 서로 다르고 또 KJB와도 다르다(0.5% 이내의 차이). 그러면 번역본인
KJB와 소위 원본이라고 하는 TR과는 어느 것이 최종적인 권위인가?
B. KJB는 1598년도에 나온 베자의 TR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KJB 역자들은 그것만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원어에서 번역하고 또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
다.” KJB는 기본적으로 비숍 성경을 수정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고 물론 베자의 TR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TR은 여러 종류로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었다. 실제로
TR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는 여러 판의 수정본을 내었다. 그러면 KJB의 본문은 어디서
온 것일까?
C.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존하시는가에 달려 있다. KJB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KJB의 최종 권위도 해결된다. 하나님은 친히 영감의 과정을 통해 숨을 불어
넣어 주신 말씀들(혹은 단어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을 보존하신다. KJB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다. 그 말씀들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의 TR이라는 본문이
그것들을 다 담고 있지 않다. 그래서 KJB 역자들은 베자의 TR 외에도 고대 교부들의 글과 라틴
벌게이트 등 여러 증거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보존하신 말씀들을 최종적으로 영어로 번역했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역본: 하나님의 성경, 에드워드 힐즈
5. 킹제임스 성경의 보존: 구체적인 예: 요일5:7
A.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신데 이 세 분이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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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기 경에 영지주의 같은 많은 이단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벨리우스가 만든 예수 유일주의
이론(Oneness theory, Sabellianism)이었다. 이들은 이 구절을 삼위일체로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많은 오순절 교단과 지방교회 등에서 주장하
는 바가 바로 이 이단 교리인 ‘예수유일주의’이다. 그 결과 이 이단 교리가 극성을 부리던 비잔틴
지역에서는 이 구절을 삭제한 사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대부분의 사본들이 이 구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JB 역자들은 라틴 벌게이트와 교부들의 증언, 교리 책자 등을 이용하
여 이 구절이 원래 있었음을 확신하고 KJB에 넣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KJB
역자들을 보호하시고 변개되지 않은 자신의 말씀들을 모두 KJB에 넣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KJB와 대조해서 맞는 사본만이, TR만이 바른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1881년도에 나온
스크리브너의 그리스어 본문이다.
6. KJB는 원문보다 뛰어난가? 구체적인 단어: Hades(11회)
A. Hades(11회)
B. 영을 괴롭게 하는 것, 바람을 잡는 것(전1:14 등, vexation of spirit, a chasing after
the wind)
C. 사람들의 칭찬(요12:43, praise of men)
D.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14:18),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7. 원어의 금광: 원어를 주장하면 대부분 이단이 된다.
A. 원어성서원, 에스라 하우스: 대개 오리겐의 후예들로 영해의 대가들임
B. ‘하플로테스’(haplotes): 고후9:11(Bountifulness(풍부함)), 고후9:13(Liberal(너그러
운)),

고후8:2(Liberality(너그러움)),

롬12:8,

고후1:12(Simplicity(단순함)),

엡

6:5(Singleness(단일함))
8. 불신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반대한다.
시험 1: A4 용지 7매에 ‘성경 본문 전달 과정’을 본인의 말로 기술해서 타이핑 쳐서 제출할 것
A4 용지 규격: 상하좌우 여백 25mm, 제목: 중고딕 10 point, 본문: 신명조 10 point, 줄 간격
130%, 페이지 번호 하단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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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9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God) 요약: God은 성경에 총 4444번 나온다. 20시간 하나님 강해
Theology: 하나님에 대한 연구, 하나님을 가리키는 ‘Theos’와 교리 혹은 말씀을 가리키는 ‘Logos’,
넓은 의미에서 신학은 창조주와 창조 세상을 다 연구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을 연구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Theology proper’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 론’을 다룬다.
1.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한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요,
자신의 권능과 섭리로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분으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다(신6:4-5).
2. 하나님은 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인격적 존재로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유일무이하게
살아 계신 신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 현저하게 다르다(시18:46; 42:2).
3.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의 주인이시며(사40:10) 자연의 신비나 공포심 등에서 발생한 자연 종교의 신이나 사람의
이성에 의해 형성되거나 이해되는 철학적인 신이 아니다.
4.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창1:1; 사44:24) 전능한 분이시며(창17:1; 대상29:11)
온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행7:48) 사람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거룩한
분이시다(시29:2).
5. 영어 단어 God은 실제로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잘 모르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는데 이것은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물을 때에 그분께서 친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일러 주신 것으로(출3:14)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심과 자존(自存)하심을 잘 보여 준다.
6. 성경은 아무런 변명도 없이 혹은 이유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시작부터 확증한다. 창1:1은
그분의 존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그분의 본성과 의지를 보여 주는 교훈이 된다. 하나님이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유일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하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
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처럼 창1:1은 창조 사역 속에 드러난 하나님 자체를 보여
주고 동시에 그분의 섭리 속에 드러난 그분의 길과 그분의 성품의 영화로움을 보여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7. 성경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나 세 가지 뚜렷이 다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로 존재하신다. 이 같은 세 인격체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동등하며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다(요일5:7).
8.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게 자신을 보여 주셨다(신
7:6-11; 사66:18-21). 하나님은 먼저 족장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 특별한 사랑과 약속을
주셨으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다(창12:1-4). 이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려 주시고(출3:14)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출
3:13-17). 이때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요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신뢰할 분으로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출하여 자신의 은혜를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신 분이시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절대 복종하여 은혜에 부응하여야 했다(출20:2).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지키
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시9:8)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출20:5)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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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달려가 불의를 행할 때에는 엄히 심판하신다(신28:15-68). 이스라엘
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BC
606년부터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거쳐 고국에 돌아와 다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으나
율법의 노예가 되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이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대망하게 되었다(말3:16-18; 눅2:25-39).
9. 한편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한 공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성품과 계획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긍휼, 사랑, 심판, 통치 등을 모두 볼 수 있다(빌립, 요14:8-9).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며(롬4:4-8; 요1:12-13) 이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롬
8:14-16).
10.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요 소유자요 치리자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사건과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또한 그분은 영원한 재판장이시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며 그분을 고귀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요
17:3).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a. 3500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출5:2)
b. 2500년 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그 [하나님]이 누구이겠느냐?(단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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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10
삼위일체 하나님
I. 비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
A. 무신론(Atheistic view)
B. 불가지론(Agnostic view)
C. 다신론(Polytheistic view)
D. 이원론(Dualistic view):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대립하고 있다.
E. 범신론(Pantheistic view): 모든 것이 신이다.
F. 이신론(Deistic view):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나 세상일에는 개입하
지 않는다. 성경은 자연 종교의 원리들을 담은 책이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 하나님의 존재
A. 성경은 하나님이 계심을 가정하며(창1:1)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히11:6).
B.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히1:1-3).
C.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라.’
1. 대답: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하라.’
2. 한 별에서 다른 별,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 자체가 무소부재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
3. 통찰력(Intuition):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시14:1; 약2:19). 원시 부족이라
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으며 그래서 희생물을 드린다.
4. 전통: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후 세계가 있음을 믿어 왔다.
5. 이성: 주변을 둘러보면 설계자가 있어야 함을 누구나 알 수 있다(롬1:18-23).
a. 원인과 결과: 우주(결과), 어디서 생겼을까? 원인(하나님)이 있다.
b. 설계와 설계자(시19:1; 히3:4; 이삭 뉴턴의 천체 이야기)
c. 지구의 정교함

(1) 태양과의 거리
(2) 물(태양계에서 유일함)
(3) 산소(21%)
(4) 오존층
(5) 23.5도 경사: 여름과 겨울

III. 하나님의 이름
A. 엘로힘(Elohim) - 2,570번, 힘과 권능의 하나님(창1:1; 시19:1), 창세기 1장에만 32회 나온
다. 창2:4부터 여호와가 나오고 많은 경우 주 하나님(여호와 엘로힘)이 쓰인다.
1. 창조의 하나님(창1:1-2:3까지 34회): 주권자, 통치자(창1:1; 히11:3, 무에서 유 창조), 하늘과
땅의 창조주, 소유자(행17:24; 대하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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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하다, 능력이 있다’를 뜻하는 ‘엘’(El)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
a. 하나님(El)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El)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민
23:22-23).
b.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El)이
시니라(신10:17).
3.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다(창조든 언약이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권능의 하나님).
a. 창17: 7, 아브람이 구십구 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엘샤다이)이니라(1절)...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의 하나님(Elohim)이 되리라(7절).
b. 창6:13, 18; 9:15, 16(노아와의 언약, 엘로힘)
c. 창50:24(요셉)
d. 왕상 8:23
B. 엘(El) - 어디서 나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권능’, ‘강함’, 엘알, 임마누엘, 엘은 권능 면에서
엘로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창14:18-22), 전능하신 하나님(창16:13),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시57:2), 4개의 복합 명칭
1. 엘리온(Elyon): ‘가장 강하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늘과 땅의 소유자’(창14:18-20),
민족들에게 상속 유산을 나누어주시는 분(시78:55-56), 사14:13-14
2.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이’(민24:16), 모세와 다윗의 노래(신32:8-9; 삼하22:14), 다윗의
시편(시7:17; 9:2; 21:7; 46:4; 97:9), 시82:1, 신약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단어가
‘hupsistos’이며 눅1:32, 35; 1:76 등에서 9번 나타난다.
3. 엘 샤다이(El Shaddai): ‘품어 주시는 이’, 48회, 구약의 모든 사례에서 이 단어는 ‘전능
자’(Almighty)로 번역됨. 또 이 단어는 욥기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29회). 창17:1(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하갈과 결혼하여 큰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 시91:1, 샤다이(풍성하신 분)만도
쓰인다.
4. 엘 올람(Olam): ‘영존하는 하나님’, 사40:28-31,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참 하나님과 우상들
비교,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함
5. 엘 로이(Roi): ‘나를 보시는 하나님’(창16:13), 하갈의 사례
C. 아도나이(Adonai) - 주인, 히브리어 아도나이와 그리스어 큐리오스(Kurios)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이다. 영어 성경에는 대개 Lord로 되어 있다.
1. 주인은 복종을 요구한다. 구약시대의 노예 종은 주인의 소유였다(창24:1-12).
2. 순종하는 종은 주인에게서 모든 것을 바란다(빌4:19).
3.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점에서 거의 여호와와 동일한 이름
4. 아돈(Adon), 아도님(Adomim, 아돈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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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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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여호와(Jehovah) - 가장 보편적인 이름, 6,823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출
3:13-14; 6:2-4).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나타내는 말. ‘I AM THAT I AM’, ‘그분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신다.’
1. 테트라그라마톤(Tetragrammaton), 신성 4자음 문자(히브리어 22개 자음), JHWH(YHWH
No! 야훼 No!), 아도나이로 읽었다고 함(출20:7; 신18:20-22; 왕상22:5-7의 Lord와
LORD의 차이).
2. 히브리 동사 ‘havah’: ‘to be’, or ‘being’ 이것은 또한 히브리 동사 ‘chavah’: ‘to live’
or ‘life’,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한 생명의 근원’(사43:10-11; 시102:27)
3.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변하지 않는 분(창21:33),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계1:8), LORD God, Lord GOD(아도나이 여호와(여호비), 예레미야,에스겔)
KJV의 JEHOVAH는 네 차례(출6:3; 시83:18; 사12:2; 사26:4), JAH(시68:4)
4.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 사람들의 경우
a. 거짓 신, 참 하나님(엘로힘), 참 여호와(No!)
b. 내 하나님, 내 여호와(No!)
c.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No!)
d. 엘로힘은 창1, 전도서, 다니엘, 요나 등과 같은 보편적인 책에서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며 여호와는 주로 신정 정치하의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하나님
5. 레위기: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1-7장까지 엘로힘 2회, 여호와 86회),
레16장(속죄일)에는 12번 모두 여호와만 나옴. 여호와의 두 가지 속성은 공의와 거룩함이다.
6. 은혜의 하나님(창6:8; 출6:6)
7. 구속의 하나님(슥13:9, 환난기)
8. 9개의 복합 이름
a. 여호와 이레(Jehovah-Jireh):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창22:1-2, 7-8,
13-14). ‘Pre-vision’은 ‘Provision’을 가져온다(사65:24). 아브라함의 희생 헌물에는
미래에 메시아가 가져올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히11:17-19).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대하3:1), 아브라함은 희생 예물이신 예수님의 날을 보기 원했고(요8:56, 58의
I AM), 주님께서 바로 그 산에서 어린양을 예비해 주실 것을 알았다(요1:29; 벧전
1:18-19). 이 장소의 이름
b. 여호와 닛시(Jehovah-Nissi):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출17:15). 이집트 탈출 뒤 첫
승리,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창36:12)로서 이스라엘의 원수(신25:17-18), 여호수아(여호
와는 구원이시다)가 이들을 치러 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엘로힘)의 막대기’를 들고 기도함
(17:9). ‘권능의 하나님의 막대기’, 마지막 때에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막대기로, 기로 서신다(사11:1, 10). 과거의 깃발은 지금처럼 기가 달릴 필요가 없었다.
빛나는 것을 단 막대기 자체가 깃발이었다(시4:6). 제단의 이름
c. 여호와 샬롬(Jehovah-Shalom): 여호와는 평강이시다(삿6:24). 기드온의 미디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에 평강이 찾아옴. 창49:10의 실로 역시 평강을 뜻한다. 사9:6; 눅2:14;
엡2:14,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 샬롬은 170여 회 ‘peace’로 번역되었고 ‘온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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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7:6), ‘끝내다’(단5:26; 왕상9:25), ‘손실을 만회하다’(출21:34; 22:5-6), ‘완전하
다’ 등으로 번역되었다. 지고의 행복, 평안(왕상4:25; 렘23:6), 화평 헌물에도 쓰이는 말
(peace offering, 죄로 인해 화평이 깨졌을 때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 바치는 헌물), 제단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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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여호와 사바오스(Jehovah-Sabaoth): ‘만군의 주님’(LORD of hosts), 군대들의 주님
(창2:1 개역성경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 사45:12), 특히 하늘의 군대들을 가리킨다
(사6:1-3). 이 말은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과 일월성신 군대 즉 천체들과 땅의 군대들과
심지어 메뚜기, 까마귀, 메추라기, 자벌레 같은 창조물 군대도 모두 포함한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군대를 치리하며 조절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신약과 구약시대
의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시다(삼하6:2; 시24:10; 롬9:29; 약5:4).
히2:10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
e. 여호와 메카띠쉬켐(Jehovah-Mekaddishkem): 거룩히 구분하시는 주님(출31:13(안식
일 표적), 레20:8; 21:8; 22:32; 겔20:12; 요17:19; 살전4:3; 5:23; 고후6:14-18),
‘거룩히 구분한다’는 말은 700여 회 나오며 ‘구분하다’, ‘거룩하다’ 등으로 번역됨. 이 말은
여호와와 연관되어 그분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말이다. 원래 뜻은 구별되었다는 말이다.

(1) 날과 시간과 명절, 해(年)가 거룩히 구분되었다(창2:3; 출20:8, 11; 레23:
25:10).
(2) 성전, 예루살렘, 사람도 구별되었다(출13:2; 28:36; 신7:6).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도 전에 구별되었다(렘1:5).
(3)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창조 세계와 구분되어 클래스가 전혀 다르다는 뜻이다.
(4)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레20:25-27; 겔44:23; 벧전
1:13-15; 벧후1:3-4).
f. 여호와 로히(라)(Jehovah-Rohi (Raah)): 목자이신 주님(시23:1; 요10:11; 히13:20;
벧전5:4).
g. 여호와 씨드케누(Jehovah-Tsidkenu): 의의 하나님(렘23:5-6; 33:16)
h. 여호와 샴마(Jehovah-Shammah): 임재하시는 주님(겔48:35)
지옥은 왜 두려운가?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i. 여호와 라파(Jehovah-Rapha): 치유해 주시는 주님(출15:26; 신32:39; 말4:1-2),
마라의 쓴물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함. 사람의
갈증은 사망과 쓴 것으로(사30:26; 61:1; 렘14:19-20; 30:17) 가득한 물로는 치유될
수 없으며(요4:13-14; 7:37-38) 오직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에야 비로소 해결
된다(계22:1-2; 17).

(1) 민족 치유(대하7:14; 계22:2)
(2) 타락한 것 치유(렘3:22)
(3) 상한 마음 치유(시147:3)
(4) 죄 많은 영혼 치유(시41:4)
(5) 사람의 병든 몸 치유, 항상 치유해 주시지는 않는다(벧전2:24의 남용, 고후
12:7-10; 갈4:13-15;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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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하나님의 속성 - 성경 계시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A.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비물질적이고(incorporeal), 보이지 않으며
(invisible) 물리적인 요소가 없으므로 땅에 속한 자들의 한계가 없다.”(눅24:39; 출20:3-4;
신4:15-18), 요4:28 KJB는 a Spirit, 다른 영어 성경 Spirit
1. ‘영’(Spirit)은 무엇인가? 히브리어 루아흐(ruach), 그리스어 프뉴마(pneuma), 숨(창2:7;
전3:21), 바람(사7:2), 영은 하나님의 본성(혹은 본질)을 뜻한다. 영은 충만하게 하고
(pervading), 생기를 주는(animating) 생명의 핵심 원천. 하나님의 영이 닿는 곳에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생동감이 생긴다(창1:2; 욥26:13; 삿14:5-6의 삼손; 겔37:9-10). 사람에게는
영이 들어와야 몸이 살며 혼이 전 인격체로 활동한다(창2:7).
2. 하나님의 영은 창조되지 않은 기관이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온다.
3. 하나님의 팔(신33:27), 눈(시33:18), 귀(왕하19:16), 입(사58:14)은 무엇인가?
의인화 표현(anthropomorphic expressions)
4.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창
1:26)?
형상과 모양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도덕적이고 지적인 성품을 뜻한다(골3:9-10;
엡4:23-24; 벧후1:3-4).
5.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도 있는 형상의 영이시다(요1:32).
6.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다(출24:9-10; 사6:1).
7. 여러 가지 현현에 의해 과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요1:18; 출33:18-23).
8. 하나님을 본 경우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구절은 모순이 아닌가?
대답: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내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과 또 나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모순이 있는가?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 혹은
모양을 볼 수 없다.
9. 구약 성경의 주의 천사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다(창16:7-10과 13절 비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분, 삿2:1-2, 5 등).
B. 하나님은 인격체다. 지정의가 있어서 의식이 있고 결정한다.
1. 창조하신다(창1:1).
2. 멸하신다(창18:20; 19:24-25).
3. 예비하고 제공하신다(시104:27-30; 눅12:24).
4. 높이고 낮추신다(시75:6-7).
5. 돌보신다(벧전5:6-7; 히10:35).
6. 들으신다(시94:9-10). 시편에만 70회, 특히 기도를 들으신다(시6:8; 34:6; 55:17 등).
7. 미워하신다(잠6:16-19).
8. 고통 받고 슬퍼하신다(창6:6; 엡4:30).
9. 사랑하신다(요3:16).
C. 하나님은 하나이시다(God is one). 한 분이 아니라 하나이시다. 신6:4-5; 사45:5-6; 엡
4:4-6), 딤전2:5, 한 하나님의 ‘한’은 복합적 단일을 말한다(창2:24-25, 한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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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약에서 절대적 하나는 ‘야케드’(Yachead)로서 구약에 12번 나오지만(창22:2; 슥12:10의
only) 이 단어는 한 번도 ‘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적이 없다.
2. 구약에서 복합적 하나는 ‘에카드’(Echad)로서 이것은 ‘무리가 하나로 모인 것’ 등을 나타낸다(스3:1
의 한 사람; 대상12:38의 한 마음).
3. ‘엘’(El)은 단수. ‘엘로힘’(Elohim)은 복수, 아버지는 ‘엘’(단수)이다(창14:18-22). 아들은 ‘엘’
이다(사9:6). 성령님은 ‘엘’이다(욥33:4; 37:10).
4. 왜 하나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둘 이상이 될 수 없다. 완전한 존재가 서로 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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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14
삼위일체 하나님
D.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B. B. Warfield “단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 신격(Godhead)에는
영원하시고 동등하신(co-equal)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이 세 인격체는 본질(substance) 면에서
같으시나

존재(subsistence)

면에서는

확연히

구분되신다.”

(James

Orr,

ed.,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5, p. 3,012).
삼위일체로 인해 가장 많이 이단이 나옴: 아리우스 주의
그리스의 신학자. 리비아 출생.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는데 313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적
(神的) 동일 본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및 영원적 실재는 아니라 하여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등에서 많은 신봉자를 얻었으나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을 받아 커다란 논쟁의 물결을 일으켰다. 318년
감독 알렉산더에 의해 그 설은 금지되고 325년 니케아 회의가 소집된 결과 아리우스는 아타나
시우스의 공격을 받고 교회 사상 최초의 이단으로 몰려 일리아에 추방되었다.
1. 잘못된 견해
a. 삼신론: 각각 다른 세 하나님(Tri-theism)
b. 양태론: 사벨리안 주의(Sabelianism) 혹은 Modalistic Monarchianism: 한국의 베레
아 및 베레아에서 파생된 자들, 예수 유일주의
c. 단일신론(Monarchianism, Arianism):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아들과 성령님은 신성
을 한 단계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한분 뿐’임을 주장함. 여호와의 증인,
Unitarians(유니테리언, 유일 교도)
위키백과: 유니테리언(Unitarianism)은 18세기 등장한, 이신론의 영향을 받은 반삼위일체론
계통의 기독교 교회이다. 이들은 신은 하나라는 유일신 신앙 즉, 단일신론(Unitheolism)을
주장하여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주류 기독교와는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유니테리언은 신약성서와 고대 교회 기독교인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완전한 유일신론을 신봉하는 교의에 근거하여 예수가 위대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예언자이었고, 아마도 초자연적 존재이기조차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이는 기독교의 그리스도론 즉, 예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성육신 교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교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1881년의 영국 성경 개정 위원: 밴스 스미스(Vance Smith), J. H. Thayer(쎄이어의 그리스어
어휘 사전), o 딤전 3:16에서 하나님을 그로 대체시킴.
o 요1:18에서 독생자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림
2. 삼위일체 표현: “신성의 일에 관한 한. 아버지는 모든 운영(혹은 활동)의 원천이시고, 아들은
중재자로서 그것을 수행하는 통로이시며 성령님은 그것을 수행하여 효과를 얻게 하는 실행자이시
다.”(As to the divine works, the Father is the Source from which every
operation emanates (ex ou); the Son is the Medium through which (di ou)
it is performed; and the Holy Ghost is the Executive by which (en o) it is
carried into effect) - Smeaton, <The Nature and Character of God>,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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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아들

성령님

원천(Originator)

중간자(Medium)

실행자(Executor)

From Whom

Through Whom

By Whom

a. 상호 관계가 있는 셋이 서로 확연히 달라야 한다.
b. 이 셋 중 어떤 것도 다른 둘이 될 수 없다.
c. 이 셋 중 어떤 것도 다른 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1x1x1=1, 1x1x0=0
d. 틀린 예와 맞는 예

(1) 사람의 3중 구조, 계란의 세 부분, 물의 세 가지 상, 세 잎 클로버, 삼각형
(2) 시간, 그리스도(대언자, 제사장, 왕)
e. “셋이 서로 다르면서 하나이며 그중 하나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3. 신구약성경 용례
a. 창1:1의 엘로힘은 복수(창1:26, 3:22, 11:7; 사6:8의 우리, 사48:16; 마3:16-17;
28:19-29; 요14:16; 고후13:14; 요일5:7)
b. 엘로힘은 복수이면서 한 하나님과 같이 붙여서 쓸 때는 항상 단수 동사나 형용사 등을 쓴다.
“Hear, O Israel: The LORD(여호와) our God(엘로힘) is one LORD”(신6:4)
4. 요약
a.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벧전1:2; 롬1:7 등)
b. 아들은 하나님이시다(요1:1; 요20:28; 요일5:20)
c.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행5:3-4)
E.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I AM THAT I AM(출3:13-14; 요8:58의 I am; 히13:8).
1. 그분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신다. 사람은 부모가 존재하므로 존재한다.
2. 그분은 어느 누구 혹은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생각(롬11:33-34), 뜻(롬9:19; 엡1:5),
권능(시115:3), 계획(시33:10-11).
3. 아무도 이 신비를 찾을 수 없다.
4. 사람은 I am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I am a boy. I am good…. 오직 하나님만 I AM이라고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한다(1분 전과 1분 후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5. 출3:14 후반부의 ‘I AM’은 주어이다.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th
sent me unto you.” (1) 하나님이 존재한다. (2)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격체다. (3) 하나님은
개인들과 상관하신다(me). (4)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메신저로 삼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
6. 요한복음의 I am: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다. 목자다. 문이다.
F.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다(시50:10-12).
G.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분께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무궁한
현재만 있다(신33:27; 시102:11-12; 계13:8).
H. 하나님은 무한하시다(왕상8:22-23, 27; 렘23:24).
I. 하나님은 완전하시다(시18:30; 마5:48; 약1:17). 완전하다는 말은 다 갖추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율법도(시19:7), 그분의 행위도 완전하다(시138:8). 실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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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15
삼위일체 하나님
J.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그분 자체의 전 인격체로 거하신다.”
범신론과 다르다.
1. 하나님의 내재성(Immanence):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마18:20).
2. 하나님의 초월성(Transcendence): 하나님은 창조 세상 위에 계시는 분이다(시139:7-12;
사66:1-2; 행17:24-25).
K. 하나님은 전능하시다(Omnipotent, All powerful). 창18:14; 계19:6
1. 어둠에서 빛을 나누신다(창1:4).
2. 궁창에서 물들을 나누신다(창1:7).
3. 손으로 대양을 되신다(사40:12).
4. 저울로 산들을 재신다(사40:12).
5. 민족들을 물 한 방울로 여기신다(사40:15).
6. 섬들을 먼지로 여기신다(사40:15).
7. 사람들의 왕국을 원하는 대로 치리하신다(단4:30-32).
8. 천사들을 다스리신다(시103:20).
9.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다(참조 욥1:12; 2:6).
10. 사망도 다스리신다(계1:18; 히2:14-15).
L.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통 털어서 완전하게, 독자적으로,
동시에, 본성적으로 아신다(시147:4-5; 사40:13-14; 히4:12-13).
1. 모든 것을 보신다(잠15:3, 아간의 이야기).
2. 모든 것을 아신다(시147:4; 마10:29-30; 마6:31-32).
3. 사람의 생각과(시44:21), 말과(시139:4; 말3:16), 행위와(시139:2; 계2:19), 성도의 고난과
고통과(출3:7), 필요와(마6:32), 헌신과(창18:17-19; 22:11-12; 대하16:9), 연약함과(시
103:14), 어리석음과 죄들과(시69:5), 자신의 백성과(요10:14; 딤후2:19),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행15:18), 앞으로의 일들(마11:23)을 아신다.
4. 미리 아심을 통해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신다(벧전1:2; 롬8:28-30).
M.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지혜는 전지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식은 사실을 쌓는 것이고 지혜는
이 사실들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시136:5; 잠3:19; 고전2:7; 딤전1:17; 유25).
N. 하나님은 불변하신다(Immutable).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변한 적이 없다. 그분은 항상 그분이
다. 경륜(구약과 신약)은 변해도 그분의 속성은 불변이다. 사람은 나쁜 데서 좋은 데로 변하든지
혹은 그 반대로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이 없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repent)
경우가 15차례 있다(구체적인 예 욘3:10).
1.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a. 사람이 선하게 행하면 항상 복을 주신다.
b. 사람이 악하게 행하면 항상 심판하신다.
c. 사람이 회개하면 - 뜻을 바꾸어 행동으로 나타내면 - 항상 용서하신다.
d. 히1:10-12; 약1:17; 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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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신다(Sovereign).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홀로
치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 권능에 대해 말한다. 현재 우리는 무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준비한 것이 아님).
이것은 하나님이 지고의 영광을 받고(계4:11) 또 구원받는 자들이 지고의 선한 것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채 태어났다. 이 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죄가 들어왔다. 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여하간 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
P. 하나님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Incomprehensible, 욥5:7-9; 11:7-9, 시36:5-6;
롬11:33).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매해 2배씩 안다고 가정하자. 가능한 가정이
다. 11년이 지나면 1000배를 안다. 21년이 지나면 백만 배를 안다. 31년이 지나면 10억 배를
안다. 이렇게 백만 년이 지나도 그분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다.
Q.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Inscrutable). 하나님의 길들은 신비하다(롬11:33).
훌륭한 목사, 교회 성장, 갑자기 사망, 다른 목사, 교회 쇠퇴, 왜 이런 비극이 생기는가?
아벨 이후로 왜 의로운 자들이 희생을 당하는가?
계10:7이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창18:25를 믿을 뿐이다.
신32:4; 욥1:21; 13:15; 막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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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나님은 거룩하시다(Holy).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만 대라고 하면 그분의 거룩함을 들 수 있다(레19:2; 시29:2 ; 99:9; 벧전1:15).
하나님은 자신의 온 창조 세계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건강은 곧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반대가 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다 멸하려 하신다. 에덴동산의 죄, 노아의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거룩함의 표현
부정적인 표현: 더러움이 없는 것
긍정적인 표현: 순수한 것으로 가득한 것
성경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명령과 물건과 환상과 심판 등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1. 직접적인 명령
도덕법(십계명) (출19:10-25; 20:1-17)
영적인 법(명절들과 헌물들) (출35-40; 레1-7; 23)
의식법(음식, 위생 등) (레11:15), 졍결한 것, 부장한 것
2. 물건-성막
3. 환상
모세(출33:18-23)
이사야(사6:1-5)
다니엘(단7:9-14)
요한(계4:8-11),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은혜, 은혜, 은혜 No! 사랑, 사랑, 사랑
No!
4. 심판
나답과 아비후(레10:1-3)
고라의 그의 무리들(민16:1-12, 31-33)
웃시야 왕(대하26:16-21)
헤롯(행12:20-23)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들로 인해(사53:1-10; 시22:1; 히2:7; 벧전2:21-25; 3:18)
S.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시다. 의(Righteousness)는 ‘도덕적 공평함’을 뜻하고 정의(Justice)
는 ‘공의를 보여 주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고 공의를 통해 죄를
미워하심을 보여 주신다.
1. 하나님 자신의 내재된 공의와 정의(출9:27; 스9:15)
2.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와 정의(시7:9; 67:4; 96:10; 119:137)
a. 선에 대해 보상하심(딤후4:8).
b. 악에 대해 벌을 주심(딤후4:14; 계16:5-7).
3. 전가된 의(롬4:3; 참조 롬4:6-8; 빌3:7-9; 벧전2:24)
T. 하나님은 참되시다(True, 요17:3; 딛1:1-2 참조 살전1:9; 롬3:4)
진리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말한다. 사람은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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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리이다”라고 하신다(요14:6). 하나님은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기준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딛1:2)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히6:18).
이집트 땅, 사막 가운데 나일 강이 흐르고 강 옆으로 수목이 무성하다.
사람의 지식은 사막의 모래와 같아서 그것 자체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에 진리의 강물이 들어올
때 그 지식이 빛을 발한다.
U. 하나님은 신실하시다(Faithful). 이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창조 세계에 보이는 충성을 말한다
(신7:9; 시36:5; 89:1-2; 애3:22-23; 딤후2:13).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1. 자연에서(창8:22; 시119:90)
2. 자신의 친구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데서
a. 아담(창3:15과 갈4:4)
b. 아브라함(창15:4; 18:14와 창21:1-2)
c. 모세(출3:21-22와 출12:35-36)
d. 여호수아(수1:1-5와 수23:14)
e. 다윗(삼하7:12-13과 눅1:31-33)
3. 자신의 원수들에게 경고하시는 데서
a. 아합(왕상21:17-19와 왕상22:34-38)
b. 이세벨(왕상21:23과 왕하9:30-37)
4. 시험의 때에(고전10:13)
5.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시119:75; 히12:6)
6.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때에(요일1:9)
7.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시143:1)
8.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에(고전1:8-9; 살전5:23-24; 살후3:3)
9.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실 때에
a. 아사 왕(대하14:9-15)
b. 여호사밧 왕(대하 20:1-25)
c. 히스기야 왕(왕하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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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17
삼위일체 하나님
V. 하나님은 빛이시다. 해와 달과 별들의 빛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 영적 빛의 원천이시다(시
36:9; 104:2; 딤전6:16; 약1:17; 요일1:5, 요일1:7; 참조 벧전2:9).
1. 빛을 주시는 첫째 사례(창1:3)
2. 빛을 주시는 마지막 사례(계22:5)
3. 성도들과의 관계(시27:1; 참조 시43:3; 89:15; 112:4; 119:105; 139:11-12)
4. 예수님과의 관계(요8:12; 참조 사9:2; 42:6; 49:6; 마4:16; 17:2; 눅2:32; 요1:4-5,
7-9; 3:19-21; 9:5; 12:35-36, 46)
W. 하나님은 선하시다(Good). 선함은 도덕적 성품에서 자신과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려 하시는 그분 본성의 영원한 속성(시107:8, 15, 21, 31; 23:6; 출33:17-23,
19; 롬2:4)
X.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Patient and long suffering). 죄와 반역에 대해 자신의
진노와 심판을 늦추시는 것(출34:6-7; 시86:15; 시103:8; 롬2:4; 벧후3:9)
Y.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출34:6).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리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리하신다. 구약은 신약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 준다. 시편 136편은 26회나 보여 준다.
다윗의 예(시51:1, 16-17).
이스라엘의 예(시103:8-17; 히8:8, 12)
요나의 예(욘4:2)
바울의 예(딤전1:13, 16)
희생 예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호6:6; 마9:13; 12:7)
Z.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Gracious).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과 호의이
다.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천국을 받게 해 주는 것이다(시111:4; 116:5; 벧전2:3; 5:10).
1.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서 발견된다: 처음 사례(창6:8), 마지막 사례(계22:21)
2.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거저 주어진다(롬3:24; 엡2:8-9).
3.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 이전에 온다(롬1:7): ‘은혜와 평강’
4.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다(요1:14, 16-17; 1:14; 딛2:11-13).
5.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보다 크다(롬5:20).
6. 하나님의 은혜는 갈보리에서 드러났다(히2:9).
7.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고전15:10; 고후12:9; 히4:16)
AA. 하나님은 사랑이시다(Love).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함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십자가 설명
1. 사랑의 정의
a. 사랑은 이기심이 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b.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천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다.
2.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들
a. 그 사랑은 차별이 없다(롬10:12-13, 참조 신10:17; 행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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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 사랑은 보편적이다(요3:16).
c. 그 사랑은 영존한다(렘31:3).
d. 그 사랑은 대상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롬5:8).
e. 그 사랑은 입증된 사랑이다(요일4:9).
3.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a. 이스라엘(신7:7-8; 사49:15; 렘31:3; 호11:1; 말1:2)
b. 세상(요3:16; 딤전2:3-4; 벧후3:9)
c. 교회(엡5:25-32)
d. 죄인(롬5:8)
e. 영적인 그리스도인(갈2:20)
f. 육적인 그리스도인(눅15:11-24의 탕자)
g. 자신의 아들(마3:17; 17:5; 요3:35; 10:17; 15:9; 17:23-24)
h. 즐거이 내는 자(고후9:7)
BB.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Glorious). 이 속성은 다른 어떤 속성보다 더 많이 나온다. 150여
회(출15:11; 대상16:27; 시8:1; 72:19). 구약의 영광(kabed)은 ‘부와 아름다움과 존경과
명성으로 가득 찬 것’을 뜻하며 신약의 영광(doxazo)은 ‘빛나는 것, 광채’를 뜻한다.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것은 다 영광으로 차 있다.
1. 이름(느9:5; 시72:9)
2. 음성(사30:30)
3. 팔(사63:12)
5. 손(출15:6)
6. 발(사60:13)
7. 왕국(시145:12)
8. 도시(시87:3; 계21:11, 23)
9. 성전(사60:7)
10. 왕좌(마19:28; 25:31)
11. 권능(골1:12)
12. 일(시111:3)
13. 복음(딤전1:11)
14. 아들(요17:5, 24; 행3:13; 고전2:8)
15. 교회(엡5:27)
CC. 하나님은 독특하시다(Unique). 위의 28가지 속성을 보면 알 수 있다(신4:35, 39; 사44:8;
45:5-7; 46:5, 9). 그분과 같은 존재는 없다.
DD.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롬1:18).
1. 진노(Wrath)의 정의: 사람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도 지속되는 반응(시7:11),
특히 진노는 마지막 때의 7년 환난기와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진노의 대상
a. 민족들

(1) 이스라엘(겔22:21-22)
(a) 우상숭배(출32:10; 신11:17; 대하34:25; 시106:40)
- 43 -

(b) 불평(민11:33; 시78:31)
(c) 불순종(신29:23, 28)
(d) 대언자들 조롱(대하36:16; 슥7:12)
(e)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스10:14)
(f) 불신(시95:11; 히3:11; 4:3)
(2) 바빌론(렘50:13; 계16:19)
(3) 곡과 마곡(겔38:18-19)
(4) 모든 이교도 민족들(시9:17; 계11:18; 마25:31-46)
b. 개인들

(1) 과부와 고아들을 멸시하는 자들(출22:24)
(2) 욥의 세 친구(욥42:7)
(3) 사울(호13:11)
(4) 아간(수22:20)
(5) 모세(출4:14)
(6) 히스기야(대하32:25)
(7) 발람(민22:22)
(8)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엡5:6; 골3:6)
(9) 적그리스도 숭배자들(계14:10)
(10)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롬1:18)
(11)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시2:5; 요3:36; 살전2:16)
3. 하나님의 진노의 특별한 예
a. 노아의 대홍수(창6-8)
b. 갈보리(벧전3:18; 고후5:21)
c. 다가올 7년 환난기(시110:5-6; 사13:9, 11; 습1:14-15, 18; 렘10:10; 살전1:10;
계15:1, 7; 16:1, 계6:16-17)
d. 아마겟돈(계14:19; 19:15)
e. 크고 흰 왕좌 심판 (계11:18)
f. 영원한 지옥(계14:10)
4.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예수님의 피(롬5:9); 살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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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18
아버지 하나님
I. 성경의 언급
A. 삼위일체의 세 분 가운데 가장 묘사하기 어려운 분
성경에서 273회 ‘아버지’(Father)로 언급됨: 구약 1회, 신약 272회(복음서 192회, 그 이후 80회)
B. 구약 성경 사9:6(메시아), 신약은 요한삼서를 제외한 모든 책
1. 신약: 마5:16~계14:1, 요한복음에만 124회
17회 산상수훈(마5-7)
22회 만찬 다락방(요13-14)
22회 마지막 말씀(요15-16)
6회 주님의 마지막 기도(요17)
2.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음(눅2:49~눅24:49).
3. 우리 주님은 갈보리에서도 아버지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침(눅23:34~23:46).
4.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보여 주셨다.
a. 아버지는 영이시다(요4:24).
b.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요1:18; 6:46).
c. 아버지는 완전하시다(마5:48).
d. 아버지는 전능하시다(마19:26).
e. 아버지는 전지하시다(마10:29-30).
f. 아버지는 거룩하시다(요17:11).
g. 아버지는 의로우시다(요17:25).
h.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다(요3:16; 17:23).
i. 아버지는 선하시다(마6:26, 28-30).
C.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 하나: 아버지를 알려주는 것(갈4:6)
1.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르면 기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막14:36, “아바, 아버지여…”
2. 유대인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분이 아버지인줄 잘 몰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요5:17-18).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신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유 ―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스라엘)뿐이었다.
3. 아버지(Father)는 완전히 새로운 계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셨다(요1:18; 14:6; 눅11: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요일2:23).
4.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경배한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경배한다(요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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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의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갈4:6).
◉ Abba (아람어) - 아빠, ‘아빠’, 어린 아이들의 친숙한 표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구원받은 신자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버지가 같다(히2:11).
5.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롬8:14-15절).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다(요8:44).
6. 당신은 아버지를 아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아버지께 가서 간청해 보았는가?
※ 자식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마7:8-11).
내가 누구 아들인지 잊지 말자.
‘아버지’는 단순히 신학적 호칭, 이론적-추상적 호칭이 아니다.
‘아바,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은혜다.
육체의 아버지를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만큼 영의 아버지도 섭섭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감독의 자격을 보면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사람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자식에게 존경받지 않는 아버지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없다.
우리도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갈 때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전4:15).
7.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요17:3).
간청할 때 솔직하게 말하라.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뭐든지 값없이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구원도 값없이! 생명수도 값없이! 모든 것을 값없이!(롬8:32):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는 선물을 받으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은혜 받았다! 값없는 선물을 받았다! 공짜, 무료, 거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대가를 치르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날로’ 먹는 것이다.
탕자와 아버지: 탕자는 ‘품꾼’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눅15:21).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대우하셨고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먹게 하셨다.
8.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 가는 과정이다(고전2:12).
이것을 모르면 탕자의 형처럼 된다(무언가 있으므로).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멀었다.
9. 거저 받은 사람이라야 거저 줄줄 안다(마10:8).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로 거저 받으라.
‘아바 아버지’에게 뭐든지 달라고 하라: 은혜, 구원, 일꾼, 건강, 재물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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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19
아버지 하나님
II. 아버지와 여러 존재들의 관계
A. 아버지와 창조 세상(시36:9; 시19:1; 시148:2-5; 행17:24-25)
1. 식물을 돌보신다(시104:14, 16; 마6:28-30).
2. 동물을 돌보신다(시104:14, 16-18, 20-21, 27; 마6:26; 10:29).
3. 기후를 관장하신다(시135:6-7; 147:8, 16-18; 148:8).
4. 계절을 관장하신다(창8:22; 행14:17).
B. 아버지와 천사들
1.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단7:9-10; 계4:2-3, 10-11).
2.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한다(히1:6).
3. 천사들의 행동을 관장하신다(시68:17; 마26:53).
4. 성도들을 도우도록 그들을 보내신다(히1:14).
C. 아버지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존재의 원천과 힘(대상29:10-12)
1. 아버지는 토기장이, 이스라엘은 진흙(사64:8).
2.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속자(사63:16).
3.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애지중지 하신다(신7:6-8; 시103:13).
4.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과부와 고아를 돌보신다(시68:5).
5. 이스라엘의 사랑스러운 다윗 왕과 특별 관계를 맺는다(삼하7:4-17; 대상17:3-15; 시
89:20-37, 특히 시89:20, 24, 26, 36).
6. 그러나 아버지는 이스라엘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한다(말1:6; 2:10).
7. 신실한 남편, 신실하지 못한 아내(렘3:20)
8. 이스라엘이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를 기다리신다(렘3:19).
9.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다(렘31:9).
D.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요20:21; 6:57a; 8:18b; 갈4:4; 요일4:14; 요3:16; 요8:16;
12:49)
2. 아버지께서 천사들더러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다(히1:6; 참고 눅2:8-15)
3. 아버지께서 아들을 봉인하셨다(요6:27).
4. 아버지께서 아들을 존귀히 여기셨다(요8:54).
5.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여 증언하셨다(요8:18b).
6.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다(요10:17).
7.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요12:27-28; 17:1, 5).
8.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르치셨다(요8:28).
9.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눅4:16-21; 요3:34).
10.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셨다(사42:1; 마3:17; 17:5; 벧후1:17).
11. 아버지께서 아들의 말을 들으셨다(요11:41-42; 마26:52-53)
12. 아버지께서 아들을 헌물로 바치셨다(요18:11; 롬8:32; 요일4:9-10).
13.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 완전히 만족하셨다(요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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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버지께서 아들을 일으키셨다(갈1:1; 엡1:20).
15.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셨다(빌 2:9-11; 엡1:21).
16. 아버지께서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다(엡1:22).
17.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요3:35; 5:22, 27).
18.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땅에 보내실 것이다(마16:27).
19.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열 관계나 파생(혹은 유도)된 관계가 아니다(Lewis Chafer,
Systematic Theology, vol. 1, pp. 313-315).
E. 아버지와 크리스천(요일3:1).
1. 아버지께서 성도를 미리 아셨다(벧전1:2; 롬8:29)
2. 아버지께서 성도를 예정하셨다(엡1:5, 11, 롬8:29 비교)
3. 아버지께서 성도를 선택하셨다(엡1:4; 살전1:4; 살후2:13; 벧전1:1-2; 2:9).
4. 아버지께서 선택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요6:37; 6:44; 10:29; 13:3).
5. 아버지께서 성도를 부르셨다(롬8:28; 8:30a; 고전1:9; 살후2:14).
6.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신다(롬8:29; 고후3:18).
7. 아버지께서 성도를 구속하셨다(엡1:3-10).
8. 아버지께서 성도를 의롭다고 하셨다(롬8:33).
9. 아버지께서 성도 안에 거주하신다(요14:23).
10.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성도를 봉인하셨다(엡1:13; 4:30).
11.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요청에 따라 성도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요14:16, 26; 15:26).
12.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지키신다(요17:11).
13.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신다(요12:26).
14.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복 주신다(엡1:3).
15.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살후2:16; 요14:21; 17:23). (요14:23 참조)
16.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신다(고후1:3-7; 계21:4).
17.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거룩히 구분하신다(유1; 요17:17).
18.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요14:27). (고전1:3; 갈1:3; 엡1:2; 빌1:2; 골1:2;
살전1:1; 살후1:2; 딛1:4)
19.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요15:8).
20.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신다(마11:25; 16:17; 엡1:17)
21.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제공하신다(마6:32-33; 빌4:19).
22.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신다(요4:23).
23.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신다(히12:5-11).
24.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회복시키신다(시23:3; 51:12; 눅15:21-24의 탕자와 아버지).
25. 아버지께서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모으실 것이다(엡1:10).
26. 아버지께서 언젠가 성도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히11:6; 딤후4:8).
27. 아버지께서 언제가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롬8:30).
28.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위해 왕국을 예비하셨다(마13:43; 25:34; 마26:29; 눅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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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20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진 사람과 함께 시작된다.
신약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다.
구약에서는 주권을 가진 창조자께서 창조물을 창조하신다.
신약에서는 죄 많은 창조물이 자기들의 창조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계13:8),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지금까지 약 400억 명이 이 땅에 살았다. 다양한 지역, 인종, 문화, 빈부귀천, 남녀노소…
개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내세의 영원한 운명이 한 분 - 주 예수 그리스도 - 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마22:42).
예수님의 대답(요5:39)
예술가, 전적으로 아름다운 분(아5:16); 건축가, 으뜸 모퉁잇돌(벧전2:6); 천문학자, 의의 해(말 4:2);
빵 굽는 자, 생명의 빵(요6:35); 은행가, 숨겨진 보화(마13:44); 집 짓는 자, 확실한 기초(사
28:16); 목수, 문(요10:7); 의사, 위대한 의사(렘8:22); 교육가, 새롭고 살아 있는 길(히10:20);
농부, 씨 뿌리는 자, 수확의 주님(눅10:2)
I.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Pre-existence): 여호와의 증인,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
미가엘이었다. No!!!, 그분은 성육신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A.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선재성에 대한 사실들
1. 이사야(사9:6), 영존하는 아버지(영원 그 자체의 원천이신 분), 능하신 하나님(신10:17; 삿5:23;
시24:8; 45:3; 사10:21; 42:13; 렘32:18)
2. 미가(미5:2)
3. 침례자 요한(요1:15),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함(눅1:36), 요1:29
4. 사도 요한(요1:1; 요일1:2)
5. 사도 바울(골1:16-17; 참조 고후 8:9; 빌2:6-8)
6. 사도 베드로(벧전1:20)
7. 예수님(요6:38; 51, 61-62; 8:58). 요17:5(참조 사42:8).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
8. 히브리서의 가르침(히1:8; 13:8)
B. 성육신 전에 하신 일:
1. 우주를 창조하셨다(요1:3; 골1:16; 히1:2, 10). 창1:1과 요1:3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2. 창조된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히1:3; 골1:17). 예;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3. 아버지와 대화하고 계신다(요17:24).
II.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사역—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현현’(theophany)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현현은 성육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특히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 강력한 증거:
창48:16과 삿13의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천사, 삿13:18의 ‘secret’은 사9:6의 ‘Wonderful’과
같은 단어.
A. 아브라함의 이집트 아내 하갈(창16:7-14; 21:16-20)
B. 아브라함에게
1.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창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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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돔의 멸망에 대하여(창18:17)
3. 이삭의 희생에 대하여(창22:11)
C. 야곱에게
1. 벧엘에서(창28:12-15)
2. 얍복 강 나루에서(창32:24-30); 브니엘(30절)
D. 모세에게
1. 시내 산 근처에서(출3:4-5)
2. 시내 산에서(출23:20)
3. 시내 산에서(출33:22)
E. 여호수아에게(수5:13-15)—여리고 전쟁 밤에
F. 기드온에게(삿6:11-24)
G. 삼손의 부모에게(삿13)
H. 이사야에게(사6:1-13)
I. 용광로에서 세 명의 히브리 소년들에게(단3:24-25)
J. 다니엘에게
1. 사자 굴에서(단6:21-22).
2. 벨사살의 통치 시작에(단7:13-14)
3. 힛데겔 강변에서(단10:5-6).
K. 스가랴에게(슥1:8-13; 2:8-11; 3:10; 6:12-15)—스가랴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1:8-13),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며(2:8-11), 예루살렘을 정화시키시며(3:10), 예루
살렘을 지으신다(6:12-15).
요약: 구약 시대 주의 천사의 사역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하다.
1.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출3:2-6; 요1:18).
2. 모세, 기드온, 삼손 같은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출3:6-10; 삿6:14-16;
13:1-5, 24-25; 마10:1-4).
3. 모세, 기드온, 삼손 등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셨다(출14:19-20; 삿6:14-16; 갈5:1).
4.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다(시34:7).
5.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셨다(슥1:12; 히7:25).
6.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셨다(슥3:1-6; 요일2:1-2).
7. 아브라함 언약을 확증하셨다(창22:15-18; 마26:28).
8. 하갈을 위로하셨다(창16:7-11; 마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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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요1:14; 요일4:2; 롬8:3; 딤전3:16)
A.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1. 에비온주의자(The Ebionites):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다. 요1:1
2. 영지주의자(The Gnostics):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요일1:1
3. 아리안주의자(The Arians): 이들은 예수님의 선재성은 인정하였으나 그분의 신성은 부인하였다.
4. 네스토리안(The Nestorians):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 인격체가 있다고 믿었다- 인성의
인격체와 신성의 인격체
5. 유티키안(The Eutychians): 이들은 정반대로 가서 인성과 신성의 두 본성이 합쳐져서 이 둘과는
전혀 다른 셋째 본성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B. 성육신에 대한 바른 견해
1. 정의: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녀 탄생을 통해 다른 본성인 인성을 지니게 된
것’을 뜻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한 인격체 안에 ‘영원토록 흠이 없는 신성의 존재’로 계시면서
- 이분의 신성은 과거의 영원 이전부터 지속된다 - 또한 ‘참되고 죄 없는 인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비
교 요1:14; 빌2:7-8; 딤전3:6).
a. 이런 성육신의 수단은 처녀 탄생이었다(사7:14; 마1:23). 여기의 처녀는 그리스어로 ‘파르테
노스’(parthenos)인데 이 단어는 다른 데서도 항상 처녀를 뜻한다(마1:23; 25:1, 7, 11;
눅1:27—두 번; 행21:9; 고전7:25, 28, 34, 36-37; 고후11:2; 계14:4).
b.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또 다른 셋째 본성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2. 설명 예: D. L 무디, 젊은 생물학도의 개미 언덕 발견, 개미들과 교통하려면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다. 성육신이 이와 비슷하다.
3. ‘Hypostatic union’(실질적인 연합)
a.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위에 인성을 취하시고 영원토록 한 인격체 안에 완전한
신성과 참된 인성이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된 것,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신성이 거하는
것이 아니다.
b. 그 결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하나님-사람’이시다. 이로써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그분이 단지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이라
면 죽을 수 없다.
c.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 결과 그분은 약하면서도 전능하시
고, 물리적 한계로 인해 알지 못하면서도 전지하시고, 한계가 있으면서도 무한하시다.
d. 이런 속성들이 한 본성에서 다른 본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무한성이 인성으로
옮겨가면 그분의 신성은 더 이상 신성이 아니다. 두 본성의 속성들이 한 인격체를 통해 표출된
다.
e. 그분은 갈증을 느끼셨고,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 날과 시간은 모르시고 심지어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사람’이시다.
4. 처녀 탄생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수태이다.
이 수태는 초자연적이며 동시에 독특하다(unique). 사라, 한나, 엘리사벳 등의 초자연적인 수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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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5.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몸을 가진 아기로 태어나기로 결정된 것은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은 앞으로 영원토록 이 몸 안에서 - 부활한 몸 안에서 - 자기를 드러낼 것이다(딤전
2:5).
6. 예언
a. 구약성경의 예언

(1) 출생의 사실(창3:15)
(2) 출생의 방법(창3:15; 사7:14)
(3) 출생의 본질(사9:6)
(4) 출생 민족: 아브라함(창12:3), 이스라엘, 유다(창49:9-10; 계5:5), 다윗의 가문
(삼하7:12-13)
(5) 출생의 시점(단9:24-27), 예루살렘 성벽 건설 프로젝트 시작 뒤 483년이 지나서
그분의 죽음
(6) 출생의 장소(미5:2)
(7) 출생에 대한 독특한 관심: 사악한 자들이 그분을 죽이려 함(렘31:15).
b. 신약성경의 예언: 적어도 8명(혹은 그룹)에게 성육신의 소식이 전달됨

(1) 사가랴(눅1:17, 76)
(2) 마리아(눅1:31, 35)
(3) 엘리사벳(눅1:42-43)
(4) 요셉(마1:20-21)
(5) 목자들(눅2:10-12)
(6) 지혜자들(마2:1-2; 2:10-12)
(7) 시므온(눅2:26)
(8) 안나(눅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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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육신의 이유
a.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요1:18; 14:9)
b.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창3:15)
c. 다윗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삼하 7; 눅1:31-33)
d. 우리의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되려고(히2:9; 10:4-5, 10, 12; 요일3:5; 막10:45)
e.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고후5:19; 딤전2:5-6)
f.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려고(벧전2:21; 요일2:6)
g. 성도들에게 대제사장을 주려고(히2:17; 3:1; 4:15)
h.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려고(히2:14; 요일3:8)
i. 아담의 씨에게 내린 저주를 피하려고(롬5:12),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내린
저주를 피하려고(렘22;30; 36:27-31).
j. 선포하고 고치고 자유를 주려고(눅4:18-19)
k. 생명을 주려고(요3:36; 10:10)
l.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요13:31; 14:13; 17:4)
8.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호칭: 성경에서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
Adam (1 Cor. 15:45)
Advocate (1 John 2:1)
Almighty (Rev. 1:8)
Alpha (Rev. 1:8; 21:6)
Amen (Rev. 3:14)
Angel of the Lord (Gen. 16:9-14; Judg. 6:11-24)
Anointed (Psa. 2:2)
Apostle (Heb. 3:1)
Author (Heb. 12:2)
Babe (Luke 2:16)
Beginning of Creation (Rev. 3:14)
Begotten of the Father (John 1:14)
Beloved (Eph. 1:6)
Beloved son (Mark 1:11)
Bishop (1 Pet. 2:25)
Blessed (1 Tim. 6:15)
Branch (Zech. 3:8)
Bread of Life (John 6:35)
Bridegroom (Matt. 9:15; John 3:29)
Bright and Morning Star (Rev. 22:16)
Captain (Josh. 5:14)
Carpenter (Mark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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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Isa. 9:6)
Christ (Matt. 1:16; 2:4)
Commander (Isa. 55:4)
Consolation of Israel (Luke 2:25)
Corner Stone (Eph. 2:20)
Counselor (Isa. 9:6)
Dayspring from on High (Luke 1:78)
Day Star (2 Pet. 1:19)
Deliverer (Rom. 11:26)
Desire of all Nations (Hag. 2:7)
Door of the Sheep (John 10:7)
Emmanuel (Matt. 1:23)
Eternal Life (1 John 5:20)
Everlasting Father (Isa. 9:6)
Express Image of God (Heb. 1:3)
Faithful Witness (Rev. 1:5; 3:14)
Faithful and True (Rev. 19:11)
First Fruits (1 Cor. 15:23)
Forerunner (Heb. 6:20)
Foundation (Isa. 28:16)
Fountain (Zech. 13:1)
Friend of Sinners (Matt. 11:19)
Gift of God (2 Cor. 9:15)
Glory of the Lord (Isa. 60:1)
God (John 1:1; Rom. 9:5; 1 Tim. 3:16)
Good Master (Mark 10:17)
Governor (Matt. 2:6)
Guide (Psa. 48:14)
Head of the Church (Col. 1:18)
Heir of all things (Heb. 1:2)
High Priest (Heb. 2:17; 3:1)
Holy Child (Acts 4:30)
Holy One of God (Mark 1:24)
Holy One of Israel (Isa. 41:14)
Horn of Salvation (Psa. 18:2)
I Am—He calls himself this name seven times in John's Gospel:

I am the Bread of Life (John 6:35)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ohn 9:5)
I am the Good Shepherd (John 10:11)
I am the Door (John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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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the Resurrection (John 11:25)
I am the True Vine (John 15:1)
I am the Way (John 14:6)
Jehovah (Isa. 26:4)
Jesus (Matt. 1:21)
Judge (Mic. 5:1; Acts 10:42)
King

King of Israel (Matt. 27:42; John 1:49)
King of Kings (Rev. 17:14; 19:16)
Lamb of God (John 1:29, 36)
Lawgiver (Isa. 33:22)
Lily of the Valley (Song of Sol. 2:1)
Lion of the Tribe of Judah (Rev. 5:5)
Living Bread (John 6:51)
Lord of Lords (Rev. 19:16)
Man (Acts 17:31; 1 Tim. 2:5)
Master (Matt. 8:19)
Mediator (1 Tim. 2:5)
Messiah (Dan. 9:25; John 1:41)
Mighty God (Isa. 9:6)
Minister (Heb. 8:2)
Nazarene (Matt. 2:23)
Only Begotten Son (John 1:18)
Passover (1 Cor. 5:7)
Physician (Matt. 9:12)
Potentate (1 Tim. 6:15)
Power of God (1 Cor. 1:24)
Priest (Heb. 4:14)
Prince (Acts 3:15; 5:31)
Prince of Peace (Isa. 9:6)
Prophet (Acts 3:22)
Propitiation (1 John 2:2; 4:10)
Purifier (Mal. 3:3)
Rabbi—On three well-known occasions he was called by this name:

By Nicodemus (John 3:2)
By Judas (Matt. 26:25)
By Mary Magdalene (John 20:16)
Ransom (1 Tim. 2:6)
Redeemer (Isa. 59:20; 60:16)
Refiner (Mal.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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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 (Isa. 25:4)
Righteousness (Jer. 23:6; 33:16)
Rock (Deut. 32:15)
Rod (Isa. 11:1)
Root of David (Rev. 22:16)
Rose of Sharon (Song of Sol. 2:1)
Sacrifice (Eph. 5:2)
Savior—He was called Savior by:

His mother (Luke 1:47)
The angels (Luke 2:11)
The men of Samaria (John 4:42)
Second Man (1 Cor. 15:47)
Seed of Abraham (Gal. 3:16, 19)
Seed of David (2 Tim. 2:8)
Seed of the Woman (Gen. 3:15)
Servant (Isa. 42:1; 49:5-7)
Shepherd

The Chief Shepherd (1 Pet. 5:4)
The Good Shepherd (John 10:11, 14)
The Great Shepherd (Heb. 13:20)
My Shepherd (Psa. 23:1)
Shiloh (Gen. 49:10)
Son of David—He was called by this name by the following:

Two blind men in Capernaum (Matt. 9:27)
The Syro-Phoenician woman (Matt. 15:22)
Two blind men in Jericho (one named Bartimaeus—Matt. 20:30;
Mark 10:46-47)
The Palm Sunday crowd (Matt. 21:9)
Son of God—Christ referred to himself by this name on only two occasions:
(John 9:35; 10:36), but many others in the Gospels also called him by
this name. He was called the Son of God by:

Satan (Matt. 4:3, 6)
Gabriel (Luke 1:35)
A demon (Matt. 8:29; Luke 4:41)
A disciple (Matt. 14:33)
Peter (Matt. 16:16)
Martha (John 11:27)
Nathanael (John 1:49)
A centurion (Matt. 27:54)
Son of Man—This was his favorite name for himself. According to his own
testimony, the Son of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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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not to be ministered unto (Matt. 20:28)
Came to save that which was lost (Matt. 18:11)
Can forgive sins (Matt. 9:6)
Had nowhere to lay his head (Matt. 8:20)
Is Lord of the Sabbath (Luke 6:5)
Would be betrayed (Matt. 17:22)
Would suffer (Matt. 17:12)
Would be lifted up (John 3:14)
Would be three days in the heart of the earth (Matt. 12:40)
Would be raised from the dead (Matt. 17:9)
Will come again in the glory of his Father (Matt. 16:27; 24:30)
Will send forth his angels (Matt. 13:41)
Shall sit upon the throne of his glory (Matt. 19:28)
Son of Mary (Mark 6:3)
Son of the Highest (Luke 1:32)
Stone (Matt. 21:42; Mark 12:10; Acts 4:11; Rom. 9:32-33; Eph. 2:20; 1
Pet. 2:6-7)
Sun of Righteousness (Mal. 4:2)
Teacher (Master) (Matt. 26:18; John 3:2; 11:28)
Wonderful (Isa. 9:6)
Word—the Apostle John's favorite name for Christ (John 1:1; 1 John 5:7;
Rev. 19:13)
V.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다.
A. 여자에게서 태어남(눅1:31; 갈4:4).
B.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었다: 몸(마26:12), 혼(마26:38; 요12:27), 영(마2:8; 눅23:46)
C. 사람(유대인)처럼 생기셨다(요4:9; 8:57; 20:15).
D. 살과 피를 가지셨다(히2:14).
E. 성장하셨다(눅2:52).
F. 물으셨다(눅2:46).
G. 지혜가 자라셨다(눅2:52).
H. 아는 것에서 제약이 있으셨다. 이것은 스스로 취하신 것이다(빌2:5-8).
막5:30; 막13:32; 요11:34
I. 기도하셨다(막1:35; 눅11:1).
J. 시험을 받으셨다(마4:1; 히2:18; 4:15).
K. 순종하기를 배우셨다(히5:8).
L. 시장하셨다(마4:2; 21:18).
M. 갈증을 느끼셨다(요4:7; 19:28).
N. 피곤을 느끼셨다(요4:6).
O. 주무셨다(마8:24).
P. 사랑하셨다(막10:21).
Q. 불쌍히 여기셨다(마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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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노하시고 슬퍼하셨다(막3:5).
S. 우셨다(요11:35; 눅19:41).
T. 기쁨을 느끼셨다(눅10:21; 히12:2).
U. 고통을 받으셨다(요11:33; 12:27; 13:21; 막14:33-34).
V.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눅22:44).
W. 고난을 당하셨다(벧전4:1).
X. 피를 흘리셨다(요19:34).
Y. 죽으셨다(마27:50; 고전15:3).
Z. 묻히셨다(마27:59-60).
VI.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A. 성경에서 으뜸가는 존재이시다.
1. 하나님 자신이시다(요1:1; 딛2:13; 요일5:20; 유25, 참조 요20:28; 행8:37; 갈2:20)
2. 하나님과 동등하시다(요5:23; 10:30; 빌2:6: 골2:9).
B. 메시아의 신성에 대한 예언
1. 다윗(히1:8-9; 시45:6-7; 110:1)
2. 솔로몬(잠8:22, 23, 30)
3. 이사야(사9:6)
4. 다니엘(단7:13-14)
5. 미가(미5:2)
6. 스가랴(슥9:9; 14:4, 9)
C. 증거들
1. 무소부재(요3:13; 마18:20; 28:20)
2. 전능하심(마28:18; 히1:3)
a. 질병(마4:23)
b. 사탄(마4:10; 요12:31; 히2:14)
c. 마귀들(마8:16)
d. 사람들(요17:2)
e. 자연계(마8:26-27)
f. 죄(요일3:5)
g. 전통(마15:2-3)
h. 안식일(마12:8)
i. 성전(마12:6)
j. 사망(요5:28-29)

육적 사망: 나인 성 과부의 아들(눅7:14-15), 야이로의 딸(눅8:54-56), 나사로(요
11:43)
영적 사망(요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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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지하심(요16:30).
a. 사람들의 변덕(요2:23-25)
b.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악함(마9:3-4; 12:25)
c. 제자들의 높아지려는 문제(눅9:46-47)
d. 나다나엘(요1:48)
e.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요4:29)
f. 가룟 유다의 본질(요6:70; 13:11)
4. 경배를 받으심(마4:10)
a. 천사들(히1:6)
b. 지혜자들(마2:11)
c. 나병 환자(마8:2)
d. 유대인 치리자(마9:18)
e. 상심한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마15:25)
f.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마20:20)
g. 가다라의 마귀 들린 자(막5:6)
h. 나면서부터 눈 먼 자(요9:38)
i. 도마(요20:28)
j. 빈 무덤의 여인들(마28:9)
k. 자신의 제자들(마14:33; 28:16-17)
5. 죄를 용서하심(막2:5; 요8:24)
6. 모든 권세를 지니심(마7:29, 참조 빌2:9-11)
7. 생명 자체의 근원이심(요1:4; 5:26)
8. 모든 것의 창조자(요1:3; 골1:16; 히1:2)
9.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이(골1:17; 히1:3)
10.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요7:37; 14:6; 마11:28-29).
11.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행7:59, 스데반)
12. 최종 심판자(마25:31-32; 요5:22, 27; 행17:31)
13. 영광의 주, 왕의 왕(약2:1; 계19:16)
VII.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성(Impeccability)—그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없다.
A. 그리스도의 불변성(히13:8)
B. 그리스도의 전능성(마28:18): 약한 자가 죄를 짓는다.
C. 그리스도의 전지성(요2:25): 모르면 죄를 짓는다.
D.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다.
E. 시험의 본질(약1:14-15): 그리스도에게 임한 시험은 외부로부터 왔다. 죄를 지으려면 외부의
시험에 대해 내부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분은 죄성이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못한다.
F.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는 도덕적 결정을 내일 때 한 의지만 있다(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분이 죄를 지으려면 그분의 인성의 의지가 신성의 의지보다 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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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그리스도의 권위(요10:18).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인성에 대해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죽음도 스스로 정할 수 있다(요10:18). 삶과 죽음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죄를
다스릴 권위가 있다.
H. 그분에 대한 시험들은 그분이 죄를 짓고자 하는 여부를 보고자 함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I. 이에 대한 증거
1. 가브리엘(눅1:35)
2. 예수님 자신(요8:46; 14:30)
3. 그분의 원수들
4. 가룟 유다(눅23:15)
5. 빌라도(요18:38; 마27:24; 참조 요19:4, 6)
6. 빌라도의 아내(마27:19)
7. 회개한 강도(눅23:39-41)
8. 백부장(눅23:47).
9. 바울(고후5:21; 히4:15; 7:26-27)
10. 베드로(행3:14; 벧전1:19; 2:22)
11. 요한(요일3:5)
VIII.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A. 열심
1. 아버지의 일(눅2:49)
2. 곳곳에 복음 선포(눅4:42-44; 8:1)
3. 친지들이 미친 줄로 앎(막3:21)
4. 성전 정화(요2:17)
5. 쉬지 않음(눅12:49-50).
B. 동정심(히5:2)
1. 목자 없는 무리(마9:36)
2. 아픈 무리(마14:14)
3. 주린 무리(마15:32)
4. 과부(눅7:13)
5. 나병 환자(막1:41)
6.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막9:22-23)
7. 마귀 들린 자(막5:19),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심
C. 온유함과 부드러움(고후10:1)
1. 우리의 연약함(마12:18-21)
2. 제자들의 발을 씻음(요13:4-5)
3. 스스로 하신 말씀(마11:28-30)
4. 고난과 죽음(사53:7)
D. 용기
1. 고향에서(눅4:16-30)
2. 성전 정화에서(요2:13-17; 마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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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친 자와의 대면(막5:1-9)
4. 나사로를 구하는 데서(요11:7, 8, 16, 53)
5. 사악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데서(마23)
6. 갈보리로 가시면서(막10:32-34); 눅9:51)
E. 순종(요6:38)
1. 성전에서(눅2:49), 2. 겟세마네 동산에서(눅22:41-42)
3. 바울의 표현(빌2:8; 히5:8-9)
F. 사랑(요15:13)
1. 아버지(요14:31; 15:10),
2. 제자들(요13:34, 17:2, 9, 12; 19:25-27)
3. 아이들(막10:13-16), 4. 친한 친구들(요11:1-3; 13:23)
5. 예루살렘(마23:37; 눅19:41)
IX. 자기를 비움(The Kenosis, Divine Emptying), 빌2:5-11, 무엇을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얻으셨는가?
A. 그분께서 내려놓으신 것
1. 하늘의 영광을 두고 떠나셨다(요17:5; 고후8:9).
2. 무명한 자가 되셨다(빌2:7). 그리스어 ‘케누’(kenoo)는 ‘비우다’는 뜻이다.
a. 버리지 않은 것: 그분의 신성,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참조 요1:1, 고후4:4; 골1:15;
2:9; 히1:3)
b. 땅에서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가졌던 명성을 숨기셨다.
c. 케노시스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분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같은 상대적 속성들은 비우셨으나
거룩함, 사랑, 진리 같은 근본적 속성들은 비우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큰 오류이다. 비록
그분께서 상대적인 속성들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는 하셨지만 한 번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셨
다.

(1) 자신의 전지하심을 자제하셨다(막13:32; 눅8:45-46).
(2) 자신의 전능하심을 자제하셨다(요5:19).
d. 하나님의 형체: 성육신 전에 물리적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형체는 그분 자신의 내적
본성을 뜻한다.
e.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빌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개역)
3.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요1:14; 갈4:4).
4. 자기를 낮추셨다(벧전2:21-24).
5. 죽기까지 순종하셨다(요10:18).
6.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갈3:13).
B. 그분께서 받으신 것
1. 아버지에 의해 높여지셨다(사52:13; 행2:36).
2.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엡1:20-21); 히1:4).
3. 모든 것의 주님(Lord)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a. 모든 무릎, 모든 혀
b. 모든 창조물(계5:3):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속에 있는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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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이름만큼이나 중요하다.
A.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무
1. 대언자(The prophet):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한 자
a. 과거의 일을 안다(Hindsight): 모세의 경우 창조부터 2500년 동안의 일을 계시로 알았다.
b. 현재의 일을 안다(Insight): 이사야, 아모스, 요엘 등은 그들의 시대의 필요와 죄를 알고
대언하였다.
c. 미래의 일을 안다(Foresight); 다니엘의 70이레, 세상 왕국 변천, 에스겔의 천년왕국
d. 이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로 바꾸면 문제가 된다. ‘prophecy’ 혹은 ‘prophet’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사전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이므로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들을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심지어
개역성경도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 37장 4절, 계시록 19장 10절 등 10 구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했다.
e. 고전14장에서도 개역성경은 이를 ‘예언’이라 번역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f. 첫째 대언자는 아벨이다(눅11:51)
2. 제사장(The priest):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한 자
a.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다(히5:1-2).
b. 하나님에 의해 취해진다(민16:5; 히5:4).
c. 하나님께 구분된다(레21:6).
3. 왕(The king): 하나님을 대신하여 치라한 자
a. 유다 지파 출신(창49:10)
b. 다윗의 씨(삼하7:8-17; 시89:3-4)
B. 예수 그리스도의 3중 직무
1. 대언자
a. 자격 요건(신18:18; 요1:21-23), 대언자로서 그분은 다음을 보여 주셨다.
(1) 과거의 일(요4:16-18)
(2) 현재의 일(요14:1-3)
(3) 미래의 일(마24)
b. 사람들의 인정

(1) 사마리아 여인(요4:19)
(2) 갈릴리 사람들(눅7:16)
(3) 예루살렘의 무리(마21:11; 요7:40)
(4) 그분의 원수들(눅22:64)
(5)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눅24:19)
2. 제사장
a.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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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다(히2:16; 4:15).
(2)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마3:16-17; 참조 마17:5; 히5:4-6).
(3) 하나님께 구분된다(눅1:35; 히7:26).
b.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셨다.

(1) 자신을 갈보리에서 드리셨다(히2:9).
(2)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셨다(요17; 롬8:34; 히7:25).
(3)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였다(엡1:3; 2:11-22, 참조 민6:22).
3. 왕: 미래에 이루실 것이다.
a. 유다 지파
b. 다윗의 씨(계5:5)
4.예수님은 유일하게 3중 직무를 가진 존재이시다.
a. 사울과 웃시야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다가 책망과 저주를 받았다.
b. 대언자(요르단에서 갈보리), 제사장(갈보리에서 재림까지), 왕(아마겟돈에서 1000년 왕국)
c. 이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다(딤2:5).
XI.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3일의 행적은 복음서의 1/5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3년 반의 행적이 다 기록되었으면 8,400쪽, 신약성경은 그분의 죽음을 175회 언급한다. 신약성경에
는 7,959절이 있으므로 50절마다 한 번씩 그분의 죽음이 언급된다.
o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에서 필수적 요소이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의 가르침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시자의 죽음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윤리와 도적의
종교가 되고 만다. 기독교의 윤리가 아무리 고상해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 사라진
다. 나폴레옹의 말(세인트 헬레나): “알렉산더, 카이사르 샤를마뉴는 군대와 폭력으로 왕국을 건설
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건설하였다.” 이 사랑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죽음이다.
o 그분의 죽음은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분의 별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눅9:30-31).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들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구속의
노래를 불렀다(계5:8-10).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죽임당한 어린양을 찬양하였다(계
5:11-12). 사람의 한계를 모두 극복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것을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
A. 그분의 죽음의 경이.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 많은 창조물들이 죄 없는 창조자를 죽인 것이다.
1. 구약의 대언자들은 부지런히 찾았으나 실체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벧전1:10-11; 히
11:39).
a. 모세(창3:15)
b. 다윗(시22:1, 16, 18); 시69:21)
c. 이사야(사50:6; 52:14; 53:4-7)
d. 다니엘(단9:26a)
e. 스가랴(슥11:12; 12:10)
2. 천사들(벧전1:12; 엡3:10): 예수님의 탄생, 기적, 설교, 그런데 그분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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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님 자신의 예언
a. 성전 정화 이후(요2:19)
b. 니고데모와의 대화(요3:14)
c. 교회를 설립할 것이라는 선포 이후(마16:21)
d. 변화산 사건 이후(마17:22-23)
e.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마20:17-19)
f. 사악한 포도원 일꾼들 비유(눅20:13-15)
g. 승리의 입성 이후(요12:24, 32-33)
h. 다락방(마26:26-28)
i. 겟세마네로 가시면서(마26:31)
B. 그분의 죽음의 원인
1. 2차적 원인
a. 가룟 유다(마26:14-16, 47-50)
b. 안나스(가야바의 장인)와 가야바(요18:12-13, 24; 마26:57, 65)
c. 빌라도(마27:26)
d. 유대인 지도자들(마26:3-4; 27:1)
e. 로마 군사들(마27:27-31)
f. 모든 죄인들(히2:9)
2. 1차적 원인: 아버지 하나님(사53:6, 10; 고후5:21)
C. 그분의 죽음의 범위 -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1. 세상(요3:16; 1:29; 요일2:2; 딛2:11; 벧후3:9; 딤전2:6)
2.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는 거짓 교리이다.
D. 구약 성경의 예,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눅24:25-27)
1. 가죽 옷(창3:21)
2. 노아의 방주(벧전3:18-22)
3. 이삭을 바침(창22:1-14; 히11:17, 19)
4. 유월절 어린양(출12)
5. 홍해를 가르는 사건(고전10:1-2)
6. 마라의 가지(출15:23-26)
7. 내려친 반석(고전10:4)—출17:6에서 모세는 반석을 한 번 내리쳤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
8. 놋 뱀(요3:14; 민21)
9. 레위 제사장 체계의 헌물들(레1-5)— 번제, 죄, 범법, 화평 헌물
10. 속죄일의 두 염소(레16; 히9:7, 12)
E.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론들
1. 거짓 이론
a. 반복 이론(The recapitulation theory); 이레내우스(AD 130-202),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관이 있는 인류의 모든 단계를 자신 안에서 반복하셨고 이로써 아담의 행로를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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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구속하셨다(롬5:12-21)
b. 사탄에게 대가를 주었다는 이론(The payment-to-Satan theory): 오리겐(AD
185-254), 사람이 불멸의 혼을 사탄에게 팔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에게 바치는 대속물
(ransom)이라는 것.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의 영원한 최종 정죄를 가져왔다. 하나님
이 마귀에게 빚진 것은 오직 게헨나 불밖에 없다.
c. 만족 이론(The satisfaction theory), 안젤름( AD 1033-1109), 예수님은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며 복수하기 위해 죽었다. 이것은 마치 모욕을 당한 사람이 결투를
신청해서 모욕한 자를 죽이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진리에 가깝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복수의 개념이 없다.
d. 도덕 영향 이론(The moral influence theory), 아벨라드(AD 1079-1142),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바른 생활을 하게 되었다.사실: 실제로 그분을 죽인
자들은 더 포악해지고 계속해서 그분을 미워하였다.
e. 본보기 이론(The example theory), 소시누스(AD 1539-1604),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본보기이다. 사실: 그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2. 대속의 죽음(Vicarious death):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죄인들을 위한 완벽한 희생 예물로서 완전하게 만족시켰고, 신자들의
용서뿐만 아니라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근거를 제공하셨다.”
a. 대속자 윌리 리어 이야기(Willie Lear), 1862년 남북 전쟁, 미주리 주 팔미라, 리어는
18살, 남군, 북군이 팔미라를 차지함.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남.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령관은 시민들을 게릴라로 몰고 투옥하고 사형 선고를 내림. 윌리 리어도
그 안에 듦.
b. 10명을 즉시 처형하기로 함. 유혈 폭동이 생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용서하기로 함. 리어는
그 10명에 들지 않음. 리어의 이웃, 큰 가정의 가난한 가장, 큰 고통을 당함. 리어는 이것을
보고 그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함. 장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의 이웃도 그것을
수용함.
c. 1. 법 집행자, 2. 정죄 받은 자, 3. 대신 죽음으로 살아남은 자 모두 동의하여 문제가 해결됨.
d. 그 결과 리어는 다른 9명과 함께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죽음
e. 대신 죽음으로 살아남은 사람의 반응: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내 생명은 그에게 빚진 것이다.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할까!” 혹은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더 좋은 삶을 살려고 결심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대속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닐 것이다(벧전2:24).
F. 그분의 죽음의 필요성: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은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만났다. 죄를 지으면서 아담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하나님도 아담에게 등을 돌렸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다.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한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되셨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과 화해할 것을 촉구하신다.”(Systematic Theology, pp. 327-328)
a. 하나님의 거룩함(레11:44; 잠15:9)
b. 사람의 죄성(롬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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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죽음의 결과
1. 죄인들: 구속(엡1:7; 갈3:13; 계5:9)
2. 성도들: 성화(갈1:4; 히10:10, 19-20)
3. 사탄: 멸망(히2:14; 골2:15; 요일3:8)
4. 구원자: 기대(히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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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심: 마12:40; 벧전3:18-20; 엡4:8-10

영어 사도신경: 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마12:40, 행2:27(시16:8-11), 엡4:8-10)
사도신경에서 카톨리교회가 굳이 지옥에 가신 것을 밝히려는 이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연옥 교리
확립,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벧전3:18-20= 연옥 교리, 또 기회가 주어짐(히9:27, 불가
능).
감옥에 있는 영들: 천사들, 거인들, 사람들
여기의 선포는 복음 선포의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선언하셨다는 의미의 ‘케륏소’이다. 그리스도의 승리
와 그들의 정죄를 선포하심.
요즘 한국의 개신교 안에서도 이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A. 지하세계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원받은 자들’을 옮기시려고(눅16:19-31; 참조 고후12:2)
B.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을 심판하려고(창6:1-4)—선포의 내용: 너희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였다(벧후2:4; 유6).
개역성경 문제: 저가 또한 영으로(성령에 의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생략) 전파하시니라(벧전
3:19)
XIII.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크게 부인하는 교리
A. 부활 교리 부인
1. 사기 이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체 이야기를 조작해 냈고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그는 구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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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들을 살펴보고 조합하여 그대로 하려고 하였다. 베들레헴 탄생부터 십자가 처형까지의 모든
일을 계획해서 이룰 확률은 없다.
2. 기절 이론(The swoon theory): 십자가에서 기절하였다가 무덤에서 찬바람을 맞고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무덤의 돌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로마의 군사들
3. 환상 이론: 초기 제자들은 환각제를 사용하였다. 500여 명이 한 번에 볼 수 있을까?
4. 영 이론: 그분의 영이 부활하였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5. 마음 이론: 그분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만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그분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다.
B. 성경의 부활
1. 다윗의 예언(시16:10)
a. 베드로(행2:27)
b. 바울(행13:35-37)
2. 이사야(사53:10-12)
3. 스가랴(슥12:10)
4. 예수님
a. 첫 번째 성전 정화 뒤(요2:19)
b.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달라고 할 때(마12:39-40; 16:4)
c. 교회의 설립을 선포하신 뒤(마16:21)
d. 변화산 사건 이후(마17:23)
e.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마20:18-19)
e. 선한 목자 설교에서(요10:17-18)
f. 예루살렘 입성 후(요12:24)
g. 다락방(마26:28-29)
h. 겟세마네 길에서(마26:33)
C. 부활 의심: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의 부활 예언을 기억하는데 그분의 제자들은 못한다(마27:62-64).
1. 여인들(막16:1-3)
2. 막달라 마리아(요20:13-15)
3. 베드로와 요한(요20:9; 눅24:12)
4. 사도들(눅24:9-11)
5.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눅24:13-31; 24:25-26)
6. 도마(요20:24-29; 20:24-25)
D. 부활의 묘사: 고린도전서 15장
1. 그리스도의 부활의 뛰어남(15:1-4)
a. 구원의 초점(15:1-2)
b. 성경 기록에 대한 초점(15:3-4)
2.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15:5-11)
a. 그리스도의 나타나심(15:5-8)
b. 바울 자신의 회심(15:9-11)
3. 그리스도의 부활의 우선권(15:12-19):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독립 선언문,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빈 무덤이다. 부활을 부인하면 6가지 잘못을 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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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음이 쓸모없게 된다.
b. 믿음이 헛것이 된다.
c. 복음 선포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d.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e.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있게 된다.
f. 삶의 목적과 의미가 파괴된다.
4. 그리스도의 부활의 프로그램(15:20-28): ‘차례’라는 말은 군대가 행진할 때 순서를 말함
a. 맨 앞: 그리스도의 부활(15:23b), 부활의 첫 열매, 이전의 나사로 등의 부활은 죽은 몸을
살린 것에 불과함. 다시 죽음,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을 입은 부활의 첫 열매
b. 둘째 부분, 휴거 부활(15:23c).
c. 구약 성도들과 환난기 성도들의 부활(15:24)

5. 그리스도의 부활이 요구하는 것(15:29-34): 이미 죽은 성도들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29절)
6. 그리스도의 부활의 패턴(15:37)
7.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전성(15:39-50): 새 몸과 헌 몸 비교(15:44), 새 몸의 특징(빌3:21;
요일3:2)
a. 살과 뼈가 있다(눅24:39-40).
b. 음식을 먹는다(눅24:41-43; 요21:12-13).
c. 여전히 십자가의 상처를 갖고 있다(요20:25-27; 눅24:40; 계5:6).
d. 물리적인 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요20:19; 눅24:31, 36).
8.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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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거
b. 부활
9.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15:54-57): 부활은 사람의 최종 원수인 육체적 사망을 정복하는 것이다
(15:54-55).
10. 부활의 실제 가치(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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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록
1. 빈 무덤
a. 그분의 친구들이 그분의 몸을 가져가지 않았다(요20:1-9).
b. 그분의 원수들이 가져가지 않았다. 오히려 뇌물을 주었다(마28:12-15).
2. 제자들의 삶의 극적인 변화
a. 시몬 베드로

(1) 부활 전에는 그분을 부인함(마26:69-74).
(2) 부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함(행2:14-40).
b. 사도 요한

(1)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함(눅9:54).
(2) 그들을 불쌍히 여김(행8:14, 25).
3. 로마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침묵
4.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예배 날이 바뀜: 외국에 갔다가 인질로 잡힘, 90일 뒤에 석방됨. 고국에
와 보니 예배 날이 월요일로 바뀌었다(2000년 전통). 어떨까? 유대인들이 그랬다. 1500년 동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다가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함.
5. 교회의 존재: 부활 이후 50년이 되지 않아 로마 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6. 부활 후 40일 동안의 나타나심
a. 첫 날(부활 주일)

(1) 막달라 마리아(막16:9-11; 요20:11-18)
(2) 어떤 여인들(마28:1-15)
(3) 시몬 베드로(눅24:34; 고전15:5)
(4)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막16:12-13; 눅24:13-35)
(5) 다락방의 열한 제자(막16:14; 눅24:36-48; 요20:19-23)
b. 나머지 39일

(1) 도마와 열 제자(요20:24-31)
(2) 갈릴리 해변에서 일곱 사도(요21)
(3)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마28:16-20; 막16:15-18; 고전15:6)
(4) 주의 형제 야고보(고전15:7)
(5) 올리브 산에서 11제자(눅24:49-50; 행1:3-8)
F.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분별
1. 성도들과 관련해서
a. 우리의 칭의의 보증(롬10:9,10)
b. 현재 우리의 권능과 힘의 보증(엡1:18-2:10, 특히 1:20-21, 2:5-6)
c. 수고로 인한 열매의 보증(고전15:58)
d. 우리의 부활의 보증(고전15:23; 고후4:14)
e. 썩지 아니함을 입음(고전15:42)
f. 영광을 받음(고전15:43)
g. 권능을 받음(고전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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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영적인 몸을 받음(고전15:44)
2.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a. 그분의 신성의 표시(롬1:4; 행10:40)
b.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계기가 됨(행5:30-31; 빌2:9-11)
c. 교회의 머리가 되는 계기가 됨(엡1:19-23)
3. 죄인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심판이 정해짐(행17:31)
4. 마귀와 관련하여, 그의 운명이 결정됨(히2:14; 계20:10)
5. 안식일과 관련하여, 예배 날이 일요일로 바뀜(행20:7; 고전16:2)
G. 부활의 표시: 침례(롬6:4-5)
XIV. 그리스도의 승천
A. 예언
1. 다윗(시68:18, 엡4:7-10)
2. 예수님 자신(요6:62; 16:28; 20:17)
B. 제자들과 분리됨(막16:19; 행1:9).
C. 약속(행1:10-11)
D. 장소(행1:12; 슥14:4)
XV. 예수님의 현재 사역
A. 장소
1. 하나님의 오른쪽(막16:19; 히8:1; 10:12; 벧전3:22). (참조 눅22:69; 행2:33; 5:31; 롬
8:34; 엡1:20; 골3:1; 히1:3, 13)
2. 스데반도 이 장소를 봄(행7:55-56)
B. 사역
1. 선구자, 앞서 달려 가신 분(히6:19-20)
2.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심(요14:2)
3.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적 선물들을 주심(엡4:10-14)
4.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심(히4:14-16; 12:1-3)
5.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림(롬8:34; 히9:25)
a. 중보자로서 기도하심(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눅22:31-32; 히7:25)
b. 변호자로서 기도하심(성도들의 죄들로 인해)(요일1:9; 2:1; 계12:10)
6.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냄(요16; 행1:4; 2:33)
7. 자신의 교회들을 돌보심(계1:10-3:22)
8. 성도들이 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심(요14:12)
9. 원수들이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심(히10:12-13)
XVI. 그리스도의 재림
A. 공중 강림(휴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시는 단계
1. 그리스도 자신(요14:1-3)
2. 사도 바울(고전15:51-53; 살전4:16-17)
B. 지상 강림(현현):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시는 단계
1. 예언
a. 에녹(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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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윗(시24:9-10, 슥14:4)
c. 이사야(사25:8-9; 40:5, 10)
d. 그리스도(마16:27; 24:30; 26:64)
e. 바울(살후1:7; 2:8)
2. 성취하실 일
a. 결혼식(계19:7-9)
b. 전쟁

(1) 대장(계19:11-13, 16)
(2) 전쟁(계19:19-21)

XVII.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A. 예언
1. 다윗과 시편 기자들(시47:7-8; 93:1; 96:10; 97:1; 98:8-9; 99:1; 103:19; 145:13;
146:10)
2. 이사야(사9:6-7; 24:23; 32:1; 52:7)
3. 미가(미4:7; 5:2)
4. 요엘(욜3:20-21)
5. 다니엘(단2:44; 4:3, 17, 32; 7:14, 18, 22, 27)
6. 예레미야(렘23:5-6)
7. 가브리엘(눅1:32-33)
8. 그리스도(마8:11; 13:43; 25:34; 26:29)
9. 주의 형제 야고보(행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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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베드로(행3:19-21)
11. 바울(롬8:16-23; 15:11-12)
B. 성취될 일(계2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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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증인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의 책(요5:39)
A. 아담—His headship over a new creation(창1:28; 롬5:17-19; 고전15:22, 45, 47;
히2:7-9)
B. 모세—His prophetical ministry (신18:15-18; 히3:5-6)
C. 멜기세덱—His priestly ministry (창14:18-20; 시110:4; 히5-8)
D. 다윗—His kingly ministry (삼하7:1-17; 막11:10; 계5:5; 22:16)
E. 예레미야—His sorrows (렘3:20; 5:1-5; 8:20-22; 9:1; 10:19; 11:19)
F. 요셉—His sufferings (구약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예표)
1. Hated without a cause (창37:4, 8; 요15:25)
2. Ridiculed (창37:19; 눅22:63)
3. Plotted against (창37:20; 요11:53)
4. Stripped of his robe (창37:23; 요19:23-24)
5. Sold for silver (창37:28; 마26:14-16)
6. Lied about (창39:14; 마26:61)
7. Placed in captivity with two guilty men (창40:1-3; 눅23:32-33)
8. Unrecognized by his own (창42:8; 요1:11)
G. 이삭—His death (창22:2, 8, 10; 마26:36, 42-43)
H. 요나—His resurrection (욘1:17; 마12:40; 16:4; 눅11:29)
I. 여호수아—His victorious life (수1:3, 5-6, 8-9; 요10:17-18; 19:30)
J. 노아—His saving life (창6:13-14, 17-18; 벧전3:18-22)
K. 아브라함—His father (창22:7-8; 마26:36, 42-43)
L. 다니엘—His acceptance by the Father (단9:23; 10:11, 19; 마3:17; 17:5)
M. 엘리야—His forerunner (사40:3-4; 마17:11-12)
N. 엘리사—His miracles (왕하2:9; 요3:2), 엘리사는 14개의 기적을 행함. 모세를 빼고는 가장
많이 행함.
O. 에스겔—His parables (겔17:2; 20:49; 마13:3), 구약에는 69개의 비유, 23개가 에스겔서에
나옴
P. 룻—His church (룻2-4; 고후11:2)
Q. 보아스—His love for the church (룻2-4; 엡5:25-27)
R. 에스라—His zeal for the Scriptures (느8; 마21:42; 22:29; 막12:10, 12:24; 눅4:21;
24:27; 요10:35)
S. 느헤미야—His zeal for the Holy City (느1-2; 마23:37-39; 눅19:41)
T. 압살롬: His opposition
1. 가룟 유다(삼하15; 마26:14).
2. 적그리스도(삼하15; 계13)
U. 솔로몬—His wisdom (왕상3:11-13; 눅4:22; 요7:46)
V. 롯—His backslidden followers (창19; 벧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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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28
성령님
개요: 신자들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 부족(행19:2),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이시다.
성령님은 구약에 100여 회, 신약에 261 구절에 나온다. 복음서에 56회, 사도행전에 57회, 바울
서신에 112회, 나머지에 36회
이 구절들은 성령님이 신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확증한다.
A. 하나님의 위대한 두 말씀의 증언
1. 기록된 말씀(벧후1:20-21; 고전2:9-10, 14)
2. 살아계신 말씀(요15:26; 16:14)
B. 하나님의 위대한 두 일의 증언
1. 창조(창1:2)
2. 구속(계22:17)
I.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지성, 감성, 의지, ‘그분’(he)으로 표현됨(요15:26; 16:13; 엡1:13-14)
A. 생각이 있으시다(롬8:27; 34).
B.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전2:9-10).
C. 의지가 있으시다(고전12:11).
D. 금하신다(행16:6-7).
E. 허용하신다(행16:10).
F. 말씀하신다
1. 빌립에게(행8:29)
2. 베드로에게(행10:19)
3. 안디옥의 성도들에게(행13:2)
4. 일곱 교회에게(계2-3; 2:7a; 2:11, 17, 29; 3:6, 13, 22)
G. 사랑하신다(롬15:30; 계3:19, 22). 신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게 사랑을 받는다(아버지
요14:21; 16:27, 아들 갈2:20, 성령님).
H. 슬퍼하신다(엡4:30).
I. 기도하신다(롬8:26).
II.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A.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1. 하나님의 생명(롬8:2)
2. 하나님의 거룩함(마12:32; 롬1:4)
3. 하나님의 의(롬8:4)
4. 하나님의 진리(요14:17)
5. 하나님의 은혜(히10:29)
6. 하나님의 사랑(롬5:5; 15:30; 갈 5:22)
7. 영원하시다(히9:14).
8. 주권적이시다(고전12:11).
9. 무소부재하시다(시139:7-12).
10. 전능하시다(욥33:4; 창1:1; 시104:30; 미3:8; 슥4:6).
a. 우리를 짓는 일에서(욥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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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일에서(미3:8; 슥4:6)
11. 전지하시다(사40:13-14; 요16:13; 고전2:10-12; 시139:1-6).
B. 그분은 하나님이시다(행5:3-4).
C.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다.
1. 그리스도의 침례(마3:16-17)
2. 그리스도의 말씀(요14:16)
3. 올리브 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마28:19-20)
4. 바울의 서신(고후13:14)
5. 베드로의 서신(벧전1:2)
III. 성령님의 이름과 호칭: 13가지
A. 하나님의 영(고전3:16)
B. 그리스도의 영(롬8:9)
C. 영원하신 영(히9:14)
D. 진리의 영(요16:13)
E. 은혜의 영(히10:29)
F. 영광의 영(벧전4:14)
G. 생명의 영(롬8:2; 계11:11) 죽음과 반대
H. 지혜와 계시의 영(엡1:17; 참조 호4:6; 마22:29)
I. 위로자(요14:26)
J. 약속의 영(행1:4-5)
K. 양자 삼으시는 영(롬8:15)
L. 거룩함의 영(롬1:4; 참조 사6:1, 3, 5)
M. 믿음의 영(고후4:13)
IV. 성령님의 상징: 7가지
A. 비둘기(요1:32)
B. 물(요7:37-39)
C. 기름(눅4:18; 행10:38; 히1:9; 요일2:20),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신약 성도들이 이런 직무를 수행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1.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때
2.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할 때(중보 기도)
3.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때(천년 왕국)
D. 봉인: 소유물, 거래가 끝남, 신원, 안전, 진짜, 가치, 권위(엡1:13; 4:30; 고후1:22)
E. 바람(요3:8; 조심 행2:1-2)
F. 불: 임재, 승인, 보호, 정화, 심판
1. 주님의 임재(출3:2)
2. 주님의 승인(레9:24)
3. 주님의 보호(출13:21)
4. 주님의 정화(사6:1-8)
5. 주님의 심판(히12:29)
G. 보증: 첫 열매, 보증금, 서약(고후1:22; 5:5; 엡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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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성령님의 사역: 사도행전 2장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여러 사역을 하셨다.
A. 우주 공간: 아버지의 일(시19:1), 아들의 일(요1:3-4), 성령님의 일
회사에서 건물을 짓기로 함: 사장(아버지), 설계사(아들), 시공자(성령님)
1. 별들 창조(시33:6)
2. 땅 창조(창1:2)
3. 나무(시104:16), 새(시104:11, 17, 20), 짐승(시104:12, 18, 21-22, 25), 물고기(시
104:25), 대표 구절(시104:30)
4. 사람(욥33:4)
B. 성경 관련 사역: 계시, 영감, 조명
1. 구약성경
a. 다윗(삼하23:2)
b. 이사야(사59:21)
c. 예레미야(렘1:9)
d. 베드로(벧후1:21)
e. 바울(딤후3:15-17)
2. 신약성경
a. 예수님(요14:25-26)
b. 바울(고전14:37)
c. 요한(계1:10-11)
C. 이스라엘 관련 사역
1.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임함: 적어도 16명
a. 요셉(창41:38)
b. 모세(민11:17)
c. 여호수아(민27:18)
d. 옷니엘(삿3:10)
e. 기드온(삿6:34), 개역성경의 강신 개념 설명
f. 입다(삿11:29)
g. 삼손(삿15:14-15; 참조14:6, 19)
h. 사울(삼상10:10; 11:6)
i. 다윗(삼상16:13)
j. 엘리야(왕상18:12; 왕하2:16)
k. 엘리사(왕하2:15)
l. 에스겔(겔2:2)
m. 다니엘(단4:9; 5:1; 6:3)
n. 미가(미3:8)
o. 아사랴 대언자(대하15:1)
p. 대제사장 스가랴(대하24:20)
2. 이스라엘의 장로들(민11:25)
3. 성막 위에(출40:34)
4. 성전 위에(왕상8:10)
- 79 -

5. 광야 40년 동안(느9:20; 사63:10)
6. 환난기에 이스라엘에 임하실 것이다(욜2:28-32; 계7:2-4)
7.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에 임하실 것이다(겔39:29; 참조 겔37:13-14; 슥12:10)
D. 마귀에 대한 사역
1. 이사야(사59:19)
2. 바울(살후2:6-8)
E.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
1. 예수님의 수태
a. 마리아에게 준 천사의 말(눅1:35)
b. 요셉에게 준 천사의 말(마1:18-20), 처녀탄생에서는 수태가 출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2. 기름 부음(마3:16; 눅4:18; 행10:38; 히1:9)
3. 인도함(마4:1)
4. 권능을 줌(마12:28)
5. 충만히 채움(요3:34; 눅4:1)
6. 자신을 드림(히9:14)
7. 부활시킴(롬1:4; 벧전3:18)
8.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을 부활시킴(롬8:11)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언행에서 성령님에게 의존하셨다.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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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29
성령님
F. 죄인들에 대한 사역(요16:7-11); ‘reprove’(꾸짖는 사역)
1. 깨닫게 한다.
a. 죄: 궁극적인 죄 즉 그리스도의 갈보리 희생을 받지 않는 것(요3:18). 선한 죄인 설명
b. 의: 로마서

(1) 하나님의 의(롬1:16-17, 빌3:8-9)
(2)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신다.
(3) 하나님은 의를 제공하신다.
c. 미래의 심판

(1) 불신자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요8:44).
(2) 사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롬16:20).
(3) 불신자들은 사탄과 운명을 같이 한다(마25:41).
2. 사도행전의 7사례
a. 오순절 유대인들(행2:37)
b. 에티오피아 내시(행8:29-38)
c. 다소의 사울(행9:1-6)
d. 고넬료와 이방인들(행10:44)
e. 빌립보 간수(행16:25-34)
f. 벨릭스 총독(행24:24-25)
g. 아그립바 왕(행26:23-28, 28절 주목)
G. 교회와 관련된 사역
1. 전 우주적 교회(엡2:19-22), 22절
2. 지역 교회
a. 예배와 섬김의 근원(빌3:3)
b. 선교 사역(행8:29; 13:2, 4; 16:6-7, 10)
c. 노래(엡5:18-19)
d. 목사/설교자 임명(행20:28), 대언자의 부패(렘23:21; 29:9)
e. 설교자들에게 기름을 부음(고전2:4). 임명은 한 번, 기름 부음은 수시로
f. 지체들에게 경고를 줌(딤전4:1)
g. 교회의 결정(행15:28): 성령님과 교회의 팀워크
h. 교회의 일을 책망하거나 축복함(계2:7, 11, 17, 29; 3:6, 13, 22.). 교회는 성령님
앞에서 올발라야 한다.
i. 선교/전도 구제 사업(계22:17).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 사업을 말씀하신다.
H. 오순절 사건과 성령님의 사역: 역사상 가중 중요한 날 중의 하나(행2:1-4)
1. 오순절의 배경: 행1:4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오시는 것(욜2:28; 행2:16-17)
a. 구약과 달리 성령님께서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일하심
b. 그분의 내주 사역은 영원하다(비교 삼손 삿14:6, 19; 15:15; 16:20, 사울 삼상10:10;
16:14, 다윗 삼상16:13; 시51:11).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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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내주 사역(요14:16; 참조 14:26; 15:26; 16:7)
d. 그분의 사역은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성화). 구약의 삼손과 사울 등은 권능은 받았지만 영적/도
덕적 순수함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님은 성도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신다(고후3:17-18).
2. 오순절의 연대기—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을 뜻한다. 레23의 6대 명절은 삼위일체의 미래 사역을
종합적으로 보여 준다.
a. 유월절과 무교절—갈보리(레23:4-8; 고전5:6-8)
b. 초실절—부활(레23:9-14; 고전15:23)
c. 오순절(The Feast of Seven Weeks)—오순절 성령 강림(레23:15-21; 행2:1)
d. 나팔절—휴거(레23:23-25; 살전4:13-18)
e. 속죄일—대환난(레23:26-32; 마24:21)
f. 장막절—천년왕국(레23:33-43; 계21:3)
3. 신구약 비교
a. 오순절 비교

(1)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50일 되는 날에 구약의 오순절이 있었다(출12:1-2).
(2) BC 1491년 4월 14일(니산월 14일) 유월절에 출발, 출19:1, 6월 첫 주에 시내
산에 다다름(출19:1), 예수님도 유월절에 죽음. 오순절에 성령 강림
(3) 이스라엘의 공식 시작 생일(출19:5; 비교 행2:1)
(4) 금송아지 숭배로 3,000명이 죽음(출32:28; 비교 행2:41)
(5) 강력한 방법으로 이루어짐(출19:16, 18; 비교 행2:2-3)
b. 베들레헴과 오순절 비교

(1) 베들레헴에서 아들의 몸을 준비함(히10:5)
(2) 오순절에 성령님의 전을 준비함(고전6:19; 고후6:16).
(3) 그러므로 오순절은 또 다시 반복될 수 없다. 역사에서 1회적 사건이다.
(4) 눅2와 행2는 영원히 한 번 일어난 것이다.
I. 성도들과 관련된 사역: 죄인이 회개하면 다섯 가지 일이 생긴다.
1.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중생시킨다(다시 태어나게 한다). 딛3:5; 요3:3-7; 벧전1:23
칼빈주의 No!
2.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준다(롬6:3-4; 고전12:13; 엡4:4-5; 골2:12). 물 침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넣는 이유
a.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요17:21)
b.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 오순절부터 휴거까지의 모든 성도들 한 신부(롬12:5;
고전10:17; 12:13; 12:27, 참조 엡1:22-23; 4:4, 12; 5:30; 골3:15; 고후11:2;
계19:6-9)
3.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내주, 고전3:16; 6:19, 참조 요7:37-39; 14:16; 롬8:9;
고전2:12; 요일3:24)
a. 목적: 새 창조물을 제어하시려고(고후5:17; 갈5:16-18)
4.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봉인하신다(고후1:22; 5:5; 엡1:13; 4:30).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등기 우편
5. 성령님께서 성도를 채우신다(행2:4). 충만, 채우는 것과 내주하는 것의 차이, 손님이 초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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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 주인이 조그만 방에만 들어가게 함. 나중에는 모든 방에 들어가게 함. 성령님은 초대받은
손님, 주인은 신자, 방은 신자의 삶, 채우는 것은 신자가 성령님에게서 무엇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신자에게서 더 많이 받는 것을 뜻한다. 주인이 의지를 굽히고 협조해야 함.
6. 성령님의 다섯 가지 사역 종합정리(중생, 침례, 내주, 봉인, 충만)
a. 다섯 가지 사역은 동시에 믿음에 의해 일어난다(어느 것도 감정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b. 첫 네 사역은 영원히 소실되지 않으므로 다시 간구할 필요가 없다.
c. 다섯째 사역(충만)은 소실되므로 간구해야 한다(엡5:18; 갈5:16). 충만은 사도행전의 사례들
에서 발견된다.

(1) 사도들(행2:4; 4:31-32; 13:52)
(2) 베드로(행4:8; 6:3)
(3) 스데반(행7:55)
(4) 바울(행9:17; 13:9)
(5) 바나바(행11:24)
d. 첫 네 사역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준다(롬5:1). 원수 관계 청산, 모든 성도
e. 다섯째 사역은 하나님의 화평을 준다(빌4:7). 기쁨이 넘치는 삶, 성령 충만한 성도
f. 다섯째 사역은 불순종을 통해 소실된다.

(1) 성령을 억누름으로(살전5:19)
(2) 성령을 슬프게 함으로(엡4:30), 전도의 기회를 버리는 것, 아나니야와 삽비라(행
5:1-11, 요일5:16, 고전9:26-27)
g. 다섯째 사역은 회복된다.

(1) 용서와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됨으로(요일1:7)- 그리스도의 피
(2) 용서와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됨으로(요일1:9)- 신자의 고백
하나님은 금 그릇이나 은그릇을 원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
• 성령님과의 연합은 너무나 강해서 어떤 것도 깰 수 없다.
• 성령님과의 교제는 너무나 약해서 가장 작은 죄라도 깰 수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족이 여행을 감. 대전까지 문제없음. 고장이 남. 기사가 와서 고침.
그러면 가다 말고 다시 서울로 갈까? No! 계속 간다.
처음에 믿으면 잘 간다. 악한 언행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성령님이 고쳐 준다.
또 간다. 멈춘 것은 잠시 동안이다. 과거의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백과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수리된다.
h. 다섯째 사역은 신자에게 다음의 복을 준다.

(1) 성령님의 기도(롬8:26; 참조 엡6:18; 유20)
(2) 성령님의 인도(요16:13; 롬8:14)
(3) 성령님의 가르침(요일2:27; 요14:26)
(4) 성령님의 전도 능력 부여(행1:8)
(5) 그리스도의 사랑의 채널(롬5:5)
(6)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화되게 함(고후3:18 비교 빌3:21; 요일3:2)
(7) 새 본성을 강하게 하심(엡3:16; 벧전2:2; 유20).
(8)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심(고전2:10).
(9) 구원과 섬김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함(롬8:16; 요일3:24).
(10) 자유를 줌(롬8:2; 고후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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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말할 것을 입에 넣어 줌(막13:11; 비교 행4:8-22; 5:29-33; 7:55)
(12) 성령 충만 구절 비교(행2:13; 엡5:18).
(a) 사람을 지배하고 담대함을 준다.
(b) 더 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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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30
성령님
J. 영적 선물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엡4:4-8).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주셨다(요3:16). 아들을 자신의 피를 거저 주셨다(눅
22:19). 성령님은 각종 선물을 주신다(고전12:4).
1. 영적 선물의 정의: 영적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가 다시 태어날 때 주신 초자연적
능력(supernatural ability)이다. 그리스어 charisma; charis에서 옴. 은혜 선물
a. 선물과 재능의 차이: 재능(talent)은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천부적인 능력도 성령님에 의해 인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없다.
그리 되면 재능이 선물(gift)이 된다. 음악가, 복음을 듣고 음악의 재능이 쓰이면 선물이
될 수 있다(권면하는 선물).
재능(talent)

영적 선물(gift)

원천

부모를 통해 하나님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소유 기간

출생 시부터

회심 시부터

목적

본성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유익

영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유익

과정

인정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함

인정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함

기능

불신자들은 자기와 타인 영광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2. 영적 선물의 범위
a. 모든 성도는 최소한 하나의 선물이 있다(벧전4:10; 엡4:7; 고전7:7; 12:7; 12:11).
b. 모든 선물을 가진 성도는 하나도 없다(고전12:29-30).
3. 영적 선물의 목적
a.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계4:11).
b. 교회를 세워 줌(엡4:12-13).
4. 영적 선물의 오남용
a.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사용하지 않음(딤후1:6; 딤전4;14).
b.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물을 사용하려 함(고전12-13).
c.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않음(고전13:1). 하늘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어떤
직무 수행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어야 했으나 있지 않은 사람.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가끔씩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쓰시기도 한다(그들의 공개된, 은밀한 죄들에도 불구
하고). 이 경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선물에 복을 주신다. 고전3장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유명했던 사람들의 보상이 너무 작아서 놀라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5. 영적 선물의 수: 롬12, 고전12, 엡4를 보면 18개 선물이 나와 있다.
6. 영적 선물의 본질: 18개 선물은 영구히 지속되는 ‘청지기 선물’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표적
선물’로 나뉜다.
a. 표적 선물(사라지는 선물)

(1)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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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언
(3) 기적
(4) 병 고침
(5) 타언어(방언)
(6) 방언 통역
(7) 지식
b. 청지기 선물(지속되는 선물)

(1) 지혜
(2) 영 분별
(3) 주는 것
(4) 권면
(5) 섬김
(6) 긍휼을 베푸는 것
(7) 다스리는 것
(8) 믿음(*)
(9) 가르치는 것
(10) 복음 선포자
(11) 목사 겸 교사
c. 이런 구분의 근거는 무엇인가, 히13:8과 다르지 않는가? (엡4:7-8)
d.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 그분의 프로그램을 구분해야 한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나(히
1:10-12; 약1:17), 그분의 프로그램은 종종 변한다. 구약과 신약, 노아의 방주, 성전의
희생 예물, 예수 그리스도

∙ 90세 여인이 사라의 약속대로 수태할 수 있는가(창17:19, 21)?
∙ 죽을병에 걸린 사람이 히스기야의 약속대로 15년을 더 살 수 있는가(왕하20:5-6)?
e. 이런 것을 알면서도 왜 어떤 선물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f. 그 이유는 영적 선물 자체가 기적의 요소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AD
50-60년경에 당신이 직통 계시를 받은 대언자라고 가정하자. 당신의 대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적을 보임으로

(1) 예수님의 사역(요3:2; 마10:1, 7-8; 11:2-5; 요20:30-31)
(2) 바울의 사역(롬15:18; 고후12:12)
(3) 사도들의 사역(히2:4)
g. 처음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 선물들이 필요하였지만 성경이 완성되
어 진리와 오류를 구분해 주면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h. 성경 기록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보여 주었다(딤후3:15-16).
★ 일곱 가지 기적 선물
1. 사도(엡4:11; 고전12:28):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 교회의 초대 멤버, 사도는 ‘파송 받은
자’, 제자는 ‘배우는 자’, 그러므로 사도는 다 제자지만 제자는 다 사도가 아니다(요6:66-67).
a. 사도의 요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행1:22; 고전9:1).
b. 사도의 수: 원래의 열둘(눅6:13), 그러나 전체 수는 열둘이 아니었다.

(1) 맛디야(행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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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울(롬1:1; 11:13; 고전9:1; 고후11:15; 12:12)
(3) 바나바(행14:14).
(4) 주의 형제 야고보(고전15:7; 갈1:19)
2. 대언(롬12:6; 고전12:10; 14:1, 3-6; 엡4:11): 미래와 현재의 일 대언
a. 미래(고전15:51-55), foretell(미리 말함)
b. 현재(고전3:1-3), forthtell(밖으로 널리 알림): 현시대의 설교(설명, 권면, 위로, 책망
등), <The art of prophesying>
3. 기적(고전12:28): 초능력 발휘
a. 목적: 하나님의 권위 입증(요3:2; 20:30-31; 롬15:18; 고후12:12; 히2:4)
b. 성경 기적의 세 시대

(1)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약 25개 기적)
(2)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약 21개; 엘리야 7, 엘리사 14)
(3)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약 50개)
(4) 이 세 시대에는 기적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비윤리와 무관심과 타성을 깰
수 없었다.
4. 병 고침(고전12:9, 28, 30): 정신적, 육적, 마귀적인 병을 고치는 초능력
a. 목적: 기적과 같다.
b. 병 고침 선물의 한계

(1)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 주지 않았다(눅4:25-27).
(2) 바울은 병 고침에 제약이 있었다.
(a) 본인 자신(고후12:7-10)
(b) 에바브로디도(빌2:26-27)
(c) 디모데(딤전5:23)
(d) 드로비모(딤후4:20)
(3) 병 고침의 선물을 사라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병을 고치신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칠 수 있다. 조건은 하나님의 뜻이다(요일5:14).
5. 방언(타언어)(고전12:10): 방언만큼 논쟁에 뜨거운 주제도 많지 않다.
a. 방언 구절

(1) 약속(막16:17)
(2) 역사: 사도행전의 3군데
(a) 오순절 날 예루살렘(행2:1-4)
(b)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행10:44-47)
(c) 에베소(행19:5-6)
(3) 교리(고전14:5, 27)
b. 방언 기록들에 대한 관점: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한 것이다

(1) ‘글로싸’(glossa)는 그리스어 신약성경에서 50번 나온다. 16회는 실제 혀(약3:5),
1회는 불의 혀(행2:3), 33회는 사람의 말을 뜻한다.
(2) 베드로는 행2:6-11과 행11:15에서 두 개의 방언 사건이 외국어를 말한 것임을
증언한다.
(3) 바울은 누구보다 더 타언어(방언)를 많이 말하였다(고전14:18).
c. 방언의 목적
- 87 -

(1) 부정적인 면
(a)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전14:4, 19).
(b) 개인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전14:4에서 반대를 말하지
않는가? 방언하는 자들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는(고전14:23) 라오디게아 교회(계
3:14-18)를 빼고 왜 성경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인가? 그들은 비성경적인 방법
으로 이 선물을 사용하였다.
(c) 이것은 성령 침례(구원)를 증명하지 않는다(고전12:13; 롬6:3-4; 골2:9-12;
엡4:5; 갈3:27-28).
(2) 긍정적인 면
(a) 확증: 다른 표적 선물과 마찬가지로 사자와 메시지를 확증해 주기 위해
(b) 책망: 고전14:21-22, 여기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사28:11-12를
인용한 것이다.
• BC 721년경에 북왕국 10지파는 아시리아의 포로, 이사야 대언자는 남왕국 유다의
2지파에게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조롱을 당함(사28:7, 14-15,
18). 이것은 곧 “너희가 히브리 말로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아시리아와 바빌론
말을 하는 자들을 통해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 모세와 예레미야도 비숫함(신28:49; 렘5:15).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에 이런 맥락
에서 이야기하였다(행2:4, 22-23, 40).
(c) 계시: 고전14를 쓸 당시에 신약성경의 27권 중 4권만 있었다(야고보서, 갈라디아
서, 데살로니가전후서).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중요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이 없었
다.
1) 교회(에베소서, 골로새서)
2) 칭의, 성화, 영화(로마서)
3) 배도(유다서), 4) 용서(빌레몬)
5)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히브리서)
6) 그리스도의 생애(4복음서)
7) 그리스도인의 섬김(베드로전후서)
8) 그리스도인의 사랑(요한1,2,3,서)
9) 목사와 집사(딤전, 딤후, 딛), 그러므로 딤후3:16-17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10) 그러므로 방언을 통해 이런 것들에 대한 계시가 주어짐
d. 방언에 대한 일반 사실

(1) 아는 말로 말하는 것(대언)은 모두를 돕는다(고전14:3).
(2)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돕지 못한다(고전14:4).
(3) 악기처럼 방언은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전14:7).
(4) 구분은 종종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의미하였다(고전14:8).
(5) 바울은 여러 나라 말을 했지만 어디서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도 않았지만 장려하지도 않았다(고전12:30; 14:39).
(6) 그러므로 구원받으면 방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7) 바울은 교회에서 설교가 방언보다 2,000배는 낫다고 하였다(고전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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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
e. 방언의 규례

(1) 모두 방언하는 것은 안 된다(고전14:23).
(2) 방언이 아니라 설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고전14:24-25).
(3) 방언을 말하는 것은 소수로 한정되어야 하고 순서대로 통역을 해야 한다(고전14:27).
(4) 여자들은 절대로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전14:34).
(5)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전14:40).
(6) 그러므로 오늘날의 은사주의 방언은 여기서 다 벗어난다.
f. 방언에 대한 혼란: 방언은 사라졌는가?

(1) 고전 14장 이후에는 방언이 없다.
(2)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그리고 다른 신약성경 기록자들은 한 번도 방언에
대하 말하지 않는다.
(3) 방언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갈5:22-23).
(4) 바울은 방언이 사라질 것을 보여주었다(고전13:8).
(5) 방언은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이 아니다(딤전3, 딛1).
(6) 계2-3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지만 방언에 대한 언급은 없다.
(7)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위해 - 아프리카 야만 부족 등 - 방언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언 선물은 사라졌다.
(8) 현 시대의 오순절/은사주의 방언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무익하다.
6. 방언 통역(고전14:13, 27-32)
a. 이 선물은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1) 자신의 타언어 통역(고전14:13)
(2) 다른 사람의 타언어 통역(고전14:27)
b. 두 개의 통역이 동시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전14:29-32).
c.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전14:28).
7. 지식(고전12:8):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이해가 부족한 것
a. 지식: 사실들을 모으는 초자연적인 능력, 지혜: 바르게 판단하여 이 사실들을 적용하는 것,
☞ 고전13:8은 ‘무엇을 알아맞히는 지식 선물’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b. 현 시대에 지식의 은사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자들: 특별 계시로 병을 진단하고 고치는 것,
☞ 지식 선물이 언급된 5구절(고전12:8; 13:2, 8; 14:6; 고후8:7)은 이 선물이 병 고침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 준다.
c.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구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d. 하나님의 인도로 신약 성경 기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e. 이런 면에서 이 표적 선물 역시 AD 90년경에 사라졌다.
★ 열한 가지 청지기 선물
1. 지혜(고전12:8)—성경에는 4종류의 지혜가 언급된다.
a. 본성적 지혜: 가말리엘(행5:38-39)
b.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고전1:17-31 특히 고전1:17-21, 25)
c. 거룩히 구별하는 지혜(약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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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청지기 지혜: 영적 원리를 현 시대 문제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 선물이다.
2. 영 분별(고전12:10; 요일4:1): 마귀의 일과 성령님의 일 구분, WCC, 은사운동, 종교일치
a. 베드로(행8:22-23), 사마리아, 시몬
b. 바울(행13:9-10; 16:16-18), 키프로스의 총독 서기오 바울, 마법사 엘루마
c. 개인적인 연구 사례

(1) 90% 이상의 목사들이 이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90% 이상의 목사 사모들이 이 선물을 가지고 있다.
3. 주는 것(롬12:8)—다른 사람을 위해 큰 돈과 시간을 희생하며 주는 것,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적
선물에는 관심이 많으나 이 선물에는 없다. 여러 교회들이 이 선물을 가졌다.
a. 예루살렘 교회(행4:32-37)
b. 갈라디아 교회(갈4:15)
c. 빌립보 교회(빌4:10-18)
d. 마케도니아의 교회들(고후8:1-5)
e. 과부 여인(눅21:1-4, 이 렙돈)
4. 권면하는 것(롬12:8)—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성경에서 성령님은 위로자로 나오는데
(요14:16) 이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권면하는 자는 위로자 성령님의 역할을 한다.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꾸짖는다.
a. 도전을 준다.

(1) 성도들의 육신에 관하여(롬12:1)
(2) 성도들의 재정에 관하여(고후9:5)
(3) 성도들의 믿음에 관하여(유3)
b. 격려한다(고후2:6-8, 고전5장 참조).
c. 꾸짖는다.

(1)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 부드럽게(빌4:2)
(2) 베드로, 강하게(갈2:11).
d. 불륜 관계에 빠진 남자 성도, 권면하는 자는 먼저 그를 꾸짖는다. 성경과 그의 양심도 그를
정죄한다. 그 사람은 죄를 느끼고 돌이킨다. 그러면 권면하는 자는 그의 삶을 바꾸라고 도전을
준다(고전6:18; 살전4:3-8). “도둑은 혼자 죄를 짓지만 간통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든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권면하는 자는 그를 수용하고
격려한다.
5. 섬기는 것(롬12:7; 고전12:28)—육신적, 영적 문제에서 남을 섬기는 것, 도움을 주는 선물(고전
12:28).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훌(출17:8-12).
a. 도르가(행9:36-39), 욥바
b. 뵈베(롬16:1-2)
c. 오네시보로(딤후1:16-18)
d. 여호수아(수1:1)
6. 긍휼을 베푸는 것(롬12:8)—아픈 사람, 고통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눅
10:30-37)
7. 다스리는 것(롬12:8; 고전12:28)—행정, 관리 능력, 디도(딛1:4-5), 이것이 없이는 지역 교회의
성장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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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믿음(고전12:9)—성경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나온다.
a. 구원하는 믿음: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믿음(행16:31; 롬4:5; 5:1; 10:17)
b. 거룩히 구별하는 믿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믿음(갈2:20; 갈5:22; 엡6:16)
c. 청지기 믿음: 어떤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큰일들을 기대하는 선물
9. 가르치는 것(롬12:7; 엡4:11; 고전12:28)—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장하게 하는 것
a. 정보: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b. 해석: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는가?
c. 적용: 이 구절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d. 바울(행20:27), 아볼로(행18:24-25),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행18:26)
10. 복음 전도자(엡4:11), 전도자의 선물이 아니라 전도자가 선물이다.
a. 개인적인 측면: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모든 성도들은 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
빌립(행8:5-12; 21:8), 베드로(행2:37-42), 바울(행19:18-20)
b. 선구자적인 측면: 교회를 세우는 것, 바울(행14:21-23; 15:41; 롬15:20)
11. 목사 겸 교사(엡4:11)—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떼를 먹이는 것
a. 목사의 은사가 아니라 목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b. 바울(행20:28), 베드로(벧전5:1-4)
c.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직분(Office)에 대한 용어이다(딛1:5; 7; 벧전5:1-2; 4; 행
20:17; 28), 감독(Episcopos, 감독하는 자, 직무의 의무), 장로(Presbuteros, 치리하
는 자, 직무의 위엄), 목사(Poimen, 목자, 직무의 목적)
d. 역사를 통해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들이 성경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를 쓴다.
e. 목사의 목적: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f.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엡4:11-16)
g. 목사의 필수조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call) 교회가 임명하고(ordain) 성령
님께서 그들을 그 직책으로 구분하신다(행13:1-4).
h. 목사는 복수여야 하는가?(행14:23; 행20:17; 약5:14), 부목사, 조력 목사(누구를 섬기는
가? 여호수아, 디모데)
i. 목사는 신학교를 나와야 하는가?
j. 목사는 직업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k. 좋은 교회의 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목사는 성도들의 요청에 귀를 잘 기울이며 특히 어려운 형제들의 사정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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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32
성령님
K. 성령님의 열매와 관련된 사역: 이 땅에서 성령님의 최종 목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롬6:22;
7:4; 골1:10), 성화 사역, 구원과 성화(엡2:8-10)
1.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
a.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창1:28)
b. 요셉(창49:22)
c. 그분의 자녀들(시1:3)
d.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됨(요15:8)
2.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
a.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함(요12:24)
b.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함(요15:1-5; 15:16)

(1)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포도나무(시80:8)
(2)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도 열매 맺기를 거부함(호10:1).
(3) 그래서 이 민족은 예수님에 의해 옆으로 치워짐(마21:43).
(4)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선택한 포도나무(요15:1)
(5) 현재의 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요15:1-4)
(6) 가지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은 열매를 맺는 데 꼭 필요함. 그 결과
(a) 열매(요15:2)
(b) 더 많은 열매(요15:2, 5, 8)
(c) 영원한 열매(요15:16)
(7) 제자들은 가지들이다: 그들은 열매를 생산하지 않고 맺는다.
3. 두 종류의 열매
a. 외적 열매(요4:35-36; 롬1:13; 잠11:30), 전도 열매(고후1:13-14)
b. 내적 열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갈5:22-23; 엡5:9)
c. 성령님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다. 성령님의 선물들은 복수이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열매는
모든 신자가 맺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는 사과나무 과수원과 포도원으로 인도를 받는다.

(1) 과수원; 각각의 나무에 18개의 사과가 열려 있다. 성령님은 몇 개의 사과를 주신다.
(2) 포도원: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있고 그 송이 안에 11개의 포도가 있다. 성령님은
포도송이를 주신다.
4. 성령님의 열매
a. 사랑(골3:14)

(1) 스테르게인(Stergein): 본성적인 사랑(롬1:31; 딤후3:1-3)
(2) 에로스(Eros): 성적인 사랑,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 성경에는 없음
(3) 필레오(Phileo): 친구 간의 사랑
(a) 나사로,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요11:3; 20:2)
(b)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요20:2)
(c)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딛3:15)
(d)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하는 사랑(롬12:10; 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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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성도에 대한 목사의 사랑(딛1:8)
(f) 남편과 아내의 사랑(엡5:25)
(4) 아가페(Agapao): 사랑받는 대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신약성경에
는 여러 차례 나오지만 그리스 문학 작품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a) 고전13장, 가장 좋은 방법 내 이름 넣기
(b) 요21:15-19는 필레오와 아가페가 크게 구분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주님 아가페,
아가페, 필레오, 베드로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b. 기쁨(갈5:22; 롬14:17; 살전1:6)

(1)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준 기쁨(눅2:10)
(2) 지혜자들의 기쁨(마2:10)
(3) 한 혼이 구원받을 때 천사들의 기쁨(눅15:10)
(4) 신실한 종들이 받을 기쁨(마25:21)
(5)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기쁨(마28:8)
(6) 인류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기쁨(히12:2)
(7) 그리스도의 승천 시 제자들의 기쁨(눅24:52)
(8) 환난 가운데서도 느끼는 기쁨(약1:2; 벧전1:6), 살전1:6-7, 요15:11
c. 화평, 평안, 평강

(1) 하나님과의 화평(롬5:1)
(2) 하나님의 화평(빌4:7; 시119:165; 4:8; 요14:27)
(3) 사26:3
(4) 인생을 이기는 법(골3:15)
d. 오래 참음(고후6:6), 하나님의 속성(벧후3:9), 구원과 성숙을 위한 기다림(벧후3:14-15),
노아 당시 120년간의 수치, 오래 참음,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받는 수치(고후6:3-6)
e. 부드러움(딤후2:24; 딛3:2), 모든 것을 수용하는 친절한 태도, gentleman(고후10:1),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함(약3:17). 목사(살전2:7-8), 다윗의 위대함(시18:35)
f. 믿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성화의 믿음(엡6:16)

(1) 욥(욥1:20-21), (2) 아브라함(히11:17-19)
g. 선함,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창1장의 창조 기사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 열매, 씨,
나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복,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복을 가져오고, 도움이
되며 유익이 되는 좋은 것(선한 것)임을 보셨다. 좋지 않는 것: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창
2:18), 친구 관계는 선함에서 온다. 모세의 간청(출33:17-18), 자격이 없는 자들을 의로
판단하지 않고 선하게 대해 주는 것
h. 온유, 힘이 있음에도 힘을 누르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모세(민12:3)

(1) 성도들에 대한 태도(고전4:21)
(2) 타락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갈6:1)
(3)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엡4:2-3)
(4) 모든 사람을 향한 태도(딤후2:24-25)
i. 절제(고전9:19-27), 성령님에 의한 절제, 세상으로부터의 보호 울타리, 목사들의 타락,
육체의 타락(행24:25의 벨릭스 총독), 우리의 절제를 보여야 한다(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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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33
사탄
I. 사탄의 존재: 세상의 어떤 사회에도 악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강신술사, 무당, 박수, 부두
의식, 좀비 등. 사탄에 대한 공부는 그리 흥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A. 세상은 그의 존재를 부인한다.
1. 디즈니 만화, 영화 등
2. 자유주의 교회 목사들, 1950년대 조사, 5,000명 목사들 대상, 73%가 개인적인 마귀 부인
3. 복음주의 교회들도 많은 경우 침묵함
4. 사탄 성경(Satanic Bible), 존더밴, 하파콜린스, 루퍼트 머독
B. 성경은 그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1. 마귀는 구약의 일곱 책에 나온다: 창세기, 역대기상, 욥기(12번),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2. 마귀는 신약의 19권에 나오며 신약 성경 기록자 모두가 그에 대해 말한다.
3. 예수님도 그에 대해 15차례 말씀하셨다.
a. 마태복음 4장의 시험(마4:10)
b.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시험(마16:23)
c. 누가복음 22장에서 다시 베드로에 말씀하셨다(눅22:31).
d. 누가복음 10장에서 사탄이 떨어진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눅10:18).
e. 마태복음 25장에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최종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다(마25:41).
f.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셨다(요8:44).
g. 요한복음 6장에서 가룟 유다가 마귀임을 보여 주셨다(요6:70).
4. 그러므로 성경을 믿으면서 마귀를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II. 사탄의 기원: “왜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는가? 왜 그를 파멸시키지 않는가?”
A. 에스겔서(겔28:12-17).
1. 너는 완벽한 자다.
2. 지혜로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다.
3.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창세기의 에덴(창2:8, 10, 15; 3:23-24; 4:16), 하늘의 에덴(참
조25:9, 40; 히8:1-2, 5; 9:23; Rev. 15:5)
4. 보석으로 덮여 있다(제사장의 흉패(출39:10-13), 새 예루살렘(계21:14, 19-21), 루시퍼(겔
28:14)
5. 작은 북과 피리: 하나님 찬양
6.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천상의 존재(창3; 출25; 왕상; 겔1; 계4).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겔, 계4:6-8)
7.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
8.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다(사14:13; 계14:1; 21:10).
9. 네게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a. 교만(겔28:17a; 잠16:18; 딤전3:6)
b. 자기 의지(사14:13)
10. 네 상품이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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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으리라.
B. 이사야(사14:12-15),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 5번의 ‘I will…’
1. 하늘로 올라가리라, 셋째 하늘(고후12:2).
2.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천사들(욥38:7; 겔28:9; 단8:10)
3. 북쪽의 면들의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시48:1-2; 75:6-7).
4. 높은 구름들 위로 올라가리라, 영광의 구름
5. 지극히 높으신 분(El Elyon)과 같이 되리라.
6. 예수님의 순종(마26:39)과 정반대
7. 하나님은 그와 그의 천사들에게 기회를 주심, 천사들의 삼분의 일 타락, 1,000년이 하루 같음
III. 사탄은 누구인가?
A. 살아 있는 인격체다.
B. 지성이 있다. 욥의 강함과(욥1:6-12; 2:1-7) 베드로의 약함을 알고 있다(눅22:31).
C. 기억력이 있다. 심지어 성경 구절도 암송한다(마4:6; 시91:11-12).
D. 의지가 있다(딤후2:26)
E. 감정이 있다.
1. 욕망(눅22:31)
2. 교만(딤전3:6)
3. 진노(계12:12)
F. 조직력이 있다. 사탄의 회당, 교리, 깊은 것들(딤전4:1; 계2:9; 2:24).
1.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화된 첫째 시도(계12:4)
2. 하나님께 대한 조직적인 대항(계20:7-9), 천년왕국의 끝에도
3. 욥을 조직적으로 괴롭힘(욥1-2).
IV.사탄의 이름: 27개
A. 아바돈: 파멸시키는 자(계9:11)
B.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계12:10): 욥(욥1:6-12; 2:1-7), 여호수아(슥3:1)
C. 대적자(벧전5:8, 참조 딤전5:14-15)
D. 빛의 천사(고후11:14)
E. 기름 부음 받은 그룹(겔28:14)
F. 바알세붑(마12:24), 마귀들의 통치자, 파리 대왕
G. 벨리알(고후6:15), 무가치한 자
H. 속이는 자
1. 처음에 에덴동산에서(창3:1-7)
2. 마지막에 천년왕국에서(계20:7-8), 둘 다 완벽한 환경에서
I. 마귀, 중상하는 자(요8:44, 48), 35회
J. 용(계12:3). 12회
K. 원수(마13:39; 사59:19)
L. 이 세상의 신(고후 4:4)
M. 사망의 왕(히2:14; 롬5:12)
N. 리워야단(사27:1)
O. 거짓말쟁이(요8:44), 첫째 거짓말(창3:4-5), 마지막 거짓말(살후2:3-4, 9, 11)
P. 루시퍼(사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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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인자(요일3:11-12)
R.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엡2:2)
S. 이 세상의 통치자(요14:30)
T. 울부짖는 사자(벧전5:8)
U. 어둠의 치리자(엡6:11-12)
V. 사탄, 52회
W. 뱀(창3:1; 고후11:3; 계12:9; 20:2)
X. 아침의 아들(사14:12)
Y. 시험하는 자(마4:1; 살전3:5)
Z. 도둑(요10:10)
AA. 사악한 자(마13:19; 엡6:16)
V. 사탄의 활동 —아마도 우중 공간에 가장 바쁜 인물,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성도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느라 1년 365일을 불철주야 뛰어다님
A. 하나님을 모방함: 사탄의 가장 큰 야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사14:24 ). 그래서 늘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너무나 정교해서 많이 속아 넘어간다. 대적하는 것보다 모방을 더 잘한다.
1. 삼위일체
a. 진짜(고후13:14)
b. 가짜(계13:2, 11-12; 살후2:8-9), 용,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2. 사역자
a. 진짜(요15:16)
b. 가짜(고후11:13)
3. 교사
a. 진짜(행13:1; 엡4:11; 딤전2:7)
b. 가짜(벧후2:1)
4. 영적 자녀들
a. 진짜(요일3:1, 10)
b. 가짜(마13:38; 요8:44)
5. 예배자
a. 진짜(요4:23; 계15:4)
b. 가짜(계13:4, 8)
6. 천사들
a. 선택 받은 천사들(히1:13-14; 12:22)
b. 악한 천사들(마25:41)
7. 기적들
a. 진짜(마4:23; 요3:2)
b. 가짜(살후2:9; 마7:21-23)
8. 표시
a. 진짜(엡4:30; 계7:3)
b. 가짜(계13:16)
9. 통치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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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나님의 수도 예루살렘(왕하21:4)
b. 사탄의 수도

(1) 원래 바빌론(창11:1-9)
(2) 구약시대, 바빌론과 두로(사14:4-17; 겔28:1-19)
(3) 신약시대, 버가모(계2:12-13)의 사탄의 자리
(4) 최종, 바빌론(슥5:5-11; 계17:5; 18:2)
10. 왕국
a. 하나님의 왕국(마6:10; 계11:15)
b. 사탄의 왕국(눅4:5-6; 계16:10)
11. 신비
a.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리스도(딤전3:16)
b.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살후2:3, 7)
12. 교리
a. 하나님의 신학, 성경과 성령님(딤후3:16; 고전2:9-10)
b. 마귀의 교리(딤전4:1; 딤후4:3; 계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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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34
사탄
B.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활동들
1. 성경기록 공격(벧후3:15-16)
a. 성경 기록에 더한다(계22:18).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도 더한다.
b. 성경 기록에서 제한다(계22:19).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일, 처녀탄생, 지옥 등 제거
c.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한다.
d.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1) 침례중생(행2:38)
(2) 믿음 + 행위(약2:14, 24)
(3) 성령 훼방 죄(마12:31-32)
(4) 부와 건강 복음(마8:17; 요삼2)
(5) 이 땅에서의 완전 성화(요일3:9)
(6) 방언이 중생의 표적(행2, 고전14)
(7) 독신이 결혼보다 낫다(고전7:32-34)
(8)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잘못 해석하면 성도가 고통을
당한다.
e.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f. 문맥 밖에서 성경을 취한다(마4:6과 시91:11-12).
g. 거짓 교리를 주입한다(딤전4:1; 딤후4:3-4).
2. 구원자 예수님 공격
a. 베들레헴(마2:13)
b. 광야(마4:3-10)
c. 가이사랴 빌립보(마16:21-23), 갈보리로 못 가게(1차)
d. 유월절(요12:27, 31-32), 갈보리로 못 가게(3차)
e. 다락방(요13:21, 25-27), 배반하게 함
f. 겟세마네(막14:32-36; 눅22:44),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3. 성도들 공격
a. 알곡에 가라지를 뿌린다(마13:24-30).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하다. 수확 때에 구분된다.
b. 하나님의 종들의 일을 방해한다(살전2:18).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
c.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막는다(단10:12-13).
d.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한다(계12:10).

(1) 욥(욥1:7-12; 2:3-6).
(2) 대제사장 여호수아(슥3:1)
e. 올무를 놓는다(딤전3:7; 딤후2:26).

(1) 모세: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나 그는 분노하였다.
(2) 엘리야: 큰 능력의 사람(왕상18:17-46), 그러나 왕상 19장에서 도망함
(3) 다윗: 순수한 사람(시23), 친절한 사람(사울), 그러나 그는 간음하고 살인하였다.
(4) 마귀는 사람의 강점을 파고 들어와 올무를 놓는다.
f. 성도들을 시험한다(엡6:11).
- 98 -

(1)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시험하신다(창22:1).
(2) 마귀는 악한 의도로 시험한다. 그의 시험의 한계(고전10:13)
g. 성도들을 괴롭힌다(욥2:7; 고후12:7; 행10:38). 이 구절들의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다.
h.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영향을 미친다.

(1) 다윗(대상21:1)
(2) 베드로(책망, 마16:22-23; 부인, 요13:38; 18:15-18, 25-27).
(3) 아나니야와 삽비라(행5:1-11)
4. 죄인들에 대하여
a. 진리를 막는다(고후4:4).
b. 말씀을 훔친다(마13:3-4, 18-19).
c. 속인다. 속인다는 말은 신약에만 50여 차례 나온다(딤후3:13). 말세에는 특히 이 일이 많다.

(1) 속이는 사자들
(a) 죄의 사람들(마24:24; 고후11:13-15)
(b) 죄의 사람(살후2:9-10)
(2) 속이는 메시지(마24:4-5; 요이7)
(3) 속이는 방법(계13:14-15)
5. 시스템: 하나님의 네 가지 기관
a. 결혼

(1) 시작(창2:21-24)
(2) 전쟁(고전7:3-5) 결혼 문제에는 사탄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b. 정부

(1) 시작(창4:16-22, 9장 이후) 위에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단4:25; 롬
13:1-7; 딤전2:1-3; 딛3:1; 벧전2:13-14, 17).
(2) 전쟁(벧후2:10)
c. 이스라엘

(1) 시작(창12:1-2)
(2) 전쟁(계12:13, 17)
(a) 파라오(출14)
(b) 산헤드립(왕하19)
(c) 느부갓네살(단3)
(d) 하만(에3)
d. 교회

(1) 시작(마16:18; 행2:1-2)
(2) 전쟁(엡6:12)
VI. 사탄의 위치—6군데
A. 과거 위치: 셋째 하늘(겔28:12-19; 사14:12-14)
B. 현재 위치: 하늘의 처소?(욥1:6; 2:1; 슥3:1)
C. 미래 위치
1. 대환난기에는 땅(계12:9-10, 12)
2. 천년왕국에서는 무저갱(계20:1-3)
3. 천년왕국 이후에는 잠시 땅(계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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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원히 불 호수(계20:10)
VII. 사탄의 한계: 가장 능력 있는 창조물이지만 여전히 힘과 지혜에서 한계가 있다.
A. 한 번에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천사들이 일하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 전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사55:11). 성도를 지옥에 넣을 수 없다.
C. 전지하지 않다: 6,000년 동안 이 땅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때에는 사람보다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용서, 죄로 인해 그의 지혜가 무뎌졌다.
VIII. 사탄에 대한 성도들의 승리: 이긴다(overcome)의 그리스 단어는 신약에 28회
예수님(요16:33), 성도들(요일4:4), 마지막 성도(계21:7), 이것들을 보면 분명히 성도는 사탄을
이긴다.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승자가 되려면 네 가지를 알아야 한다.
(a) 자기의 약점, (b) 강점, (c) 원수의 약점, (d) 원수의 강점
이 모든 것을 잘 헤아려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눅14:28-32).
A. 성도의 약점(요15:5-6), 처음 성도가 되었을 때 자기와 하나님의 짐 분배 50:50, 40:60,
실제로 0:100이 맞는다(요15:5; 롬7:18).
B. 성도의 강점(갈2:20; 빌4:13)
C. 마귀의 약점(고전10:13)
1.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실 목적으로 허용하신다(벧전1:6-7; 고후12의 바울).
2. 대적하면 도망간다(약4:7). 어떻게 대적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엡
4:27).
a. 마귀의 공격을 알아야 한다(고후2:11). 그의 16가지 계략들은 D 섹션에서 다룰 것이다.
b.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벧전5:8).
예: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진주만 공습, 3200명 사망, 전함들 파괴
c. 확실한 보호 장치를 입어야 한다(엡6:10-17).

(1) 진리의 허리 띠: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8:44)
(2) 의의 흉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의(고후5:21; 엡4:24). 사탄이 고소하지
못하게
(3) 복음의 신발: 확실한 기초, 아름다운 발
(4) 믿음의 방패, 화살을 막는다. 구원을 주는 믿음, 수비용 성화의 믿음
(5) 구원의 투구, 사탄의 머리 공격, 지성이 중요하다.
(6)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히4:12).
(7) 어느 면에서 전신갑주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순례자, 증인, 경주하는 자,전사
3. 사탄은 그리스도의 피를 감당하지 못한다(계12:11).
D. 마귀의 강점
1. 실망, 2. 낙담, 3. 절망, 4. 의심, 5. 불신, 6. 산만, 7. 두 마음, 8. 부정직, 9. 속임
10. 듣는 것에 둔하게 함(히5:11), 11. 죽게 함(계3:1), 12. 연기, 13. 더럽힘, 14. 비방,
15. 불순종, 16.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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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35
천사
사람 이외에 다른 지적인 존재가 우주 공간에 있는가? Yes
그들은 사람의 친구인가, 원수인가? 둘 다이다.
고대 문명에서도 다 천사가 언급된다. 히브리 사람들은 위대한 네 천사가 있다고 가르쳤다: (1) 가브리엘,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림, (2) 미가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움, (3) 라파엘, 죽은 자들의
영을 받아들임, (4) 우리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이끔
I. 천사의 존재: 이제부터 천사는 ‘angelic being’ 혹은 ‘heavenly being’을 뜻함
A. 천사를 나타내는 말
1. 구약성경
a. 말락(Malak): 111회 대부분은 주의 천사를 언급할 때, 구약의 주의 천사는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
b. 루아흐(Ruach): ‘영’, 6회
c. 사이르(Sair and shed): 마귀들, 4회
2. 신약성경
a. 앵겔로스(Aggellos): 천사, 181회
b. 다이몬(Daimon): 마귀들, 74회
B. 천사를 본 사람들
1. 롯(창19:1)
2. 야곱(창28:12; 31:1)
3. 다니엘(단8:16-19; 9:21-27; 10:10-15)
4. 에스겔(겔1:4-28; 10:1-22)
5. 스가랴(슥1:10; 2:13)
6. 사가랴(눅1:11-20)
7. 마리아(눅1:26)
8. 목자들(눅2:9)
9. 요셉(마1:20; 2:13, 19)
10. 막달라 마리아(요20:12)
11. 빈 무덤의 여인들(마28:5; 눅24:23)
12. 사도들(행5:19)
13. 천사(행8:26)
14. 고넬료(행10:3)
15. 베드로(행12:7)
16. 바울(행27:23)
II. 천사의 기원
A. 그들의 기원의 원천: 천사들을 포함한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느9:6; 요
1:1-3; 엡3:9; 골1:16).
B. 직접 창조
1. 천사들은 진화되지 않았음(시148: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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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천사는 하나님의 직접 창조에 의해 만들어짐.
3.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림(창6:2, 4; 욥1:6; 2:1; 눅3:38의 아담).
4. 성도들도 아들이라 불림(요일3:1).
5. 그들의 수는 셀 수 없으나 생식하지 않으므로 고정됨.
6. 그들은 죽지 않으므로 처음 수가 그대로 고정됨.
C. 천사 창조 시기(욥38:1, 4, 7): 우주와 지구와 사람의 창조 이전 어느 시점
D. 창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히1:6; 계4:11; 참조 골1:16)
III. 천사의 본성
A. 그들은 영이다(시104:4; 히1:7, 14).
1. 원래 이들은 몸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질 수도 있다.
2. 음식을 먹기도 한다(아브라함 창18:1-8, 롯 창19:1-3). 만나(시78:25)
3. 힘을 쓰기도 한다(행12:7).
B.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1. 바울은 천사 숭배를 경고하였다(골2:18).
2. 사도 요한은 두 번이나 천사를 숭배하려 하였다(계19:10; 22:8-9).
C. 그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1. 하나님은 그 수를 아시지만 사람은 모른다(욥38:4, 7; 시148:1-3; 계12:3, 4, 7-9.)
2. 다니엘서(단7:9-10), 히브리서(히12:22), 계시록(계5:11)
D. 각각 인격체이다.
1. 지성
a. 다니엘(단9:21-22; 10:14)
b. 요한(계17:1, 7)
2. 의지: 루시퍼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처음 처소를 떠났다(사14:12-15).
3. 감성
a.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함(눅2:13).
b.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히 알고자 함(벧전1:12).
E. 사람보다 뛰어나다(시8:4-5; 히2:6-11), 나중에는 천사들이 성도들에게 복종한다(고전
6:2-3).
1. 사람보다 강하다(시103:20; 살후1:7)
2. 사람보다 영리하다.
a. 과거의 비밀들을 안다.
b. 우주의 크기와 모습을 안다(거기를 통과해서 오므로).
c. 빠르게 움직인다(단10:1-3: 계14:6).
F. 하나님보다는 열등하다.
1.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다(단10:12).
2. 전능하지 않다(단10:13; 유9). 미가엘은 3주 동안 방해를 받았다.
3. 전지하지 않다(마24:36).
G. 하나님의 속성 중 거룩함을 입었다(히12:14).
IV. 천사의 분류
A. 천사는 아담처럼 허물이 없이 처음에 창조되었으나 후에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 불법이 생겼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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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5; 겔28:11-19).
B. 계12:3-4은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반역에 가담했음을 보여 줌.
C. 반역 천사들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나머지 삼분의 이는 죄를 지을 수 없음.
D. 이때부터 신실한 천사들은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로 불리고(막8:38; 딤전5:21), 타락한 천사
들은 마귀의 천사들로 불림(마25:41; 계12:9). 개역성경은 ‘마귀의 사자들’로 오역함
V. 신실한 천사들(하나님의 천사들)의 특성
A. 계급
1. 천사장
a.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루시퍼와 대조적임(사14:14). 유대인들의 보호 천사

(1) 단10:13, 21
(2) 단12:1
(3) 유9
(4) 계12:7
b. 가브리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

(1) 환상 설명(단8:16)
(2) 70이레 설명(단9:21)
(3)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사가랴에게 고지함(눅1:19).
(4) 예수님의 출생을 마리아에게 고지함(눅1:26).
(5) 마리아의 순결함에 대해 요셉에게 말해 줌(마1:20).
(6) 헤롯의 계획을 말해 줌(마2:13).
(7) 헤롯의 죽음을 말해 줌(마2:19).
(8)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말해 줌(눅2:9).
2. 그룹(창3:24; 출25:18-20; 겔1:4-28; 10:1-20)
a. 그룹의 모습: 사람, 소, 사자, 독수리, 그들의 발은 송아지의 발 같다.
b. 그들의 의무

(1) 아담의 접근 금지(창3:24): 바빌론 벽화: 날개를 가진 소와 사자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짐승의 형상
(2) 언약 궤 위의 두 그릅(출25:18-20;
히9:5.)
(3) 에스겔에게 나타남(겔1:5; 10:1).
(4) 사탄은 원래 덮는 그룹이었다(겔
28:14).
3. 스랍(사6:1-7): 타오르는 자
4. 네 창조물(계4:6-9)
a. 그룹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b. 네 짐승이 일곱 봉인의 첫 네 심판을 선포함
(계6:1, 3, 5, 7).
5. 치리하는 천사들(엡1:21; 3:10; 골1:16; 2:10; 벧전3:22): 정사(Principalities), 권능
(Powers), 왕좌(Thrones), 권세(Authorities), 통치(Dominions), 강력(Might). 영한
사전에도 ‘천사들의 등급’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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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 천사(마18:10; 히1:14), 모든 성도에게 보호 천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7. 말과 수레와 함께하는 천사들(엘리야 왕하2:11; 엘리사 왕하6:17; 시68:17; 슥1:8-11; 계
19:14).
B. 천사들의 모습(막16:5; 마28:3; 눅24:4; 행10:3; 30; 계21:17; 히13:2)
1. 젊은 남자, 날개 없음, 여자나 아이 천사 없음.
C. 천사들의 호칭
1. 섬기는 자(Ministers), 시103:20-21; 104:4
2. 군대(Host), 창32:1-2; 수5:13-14
3. 순찰자(Watchers), 단4:13, 17
4. 하나님의 아들들(욥1:6; 38:7)
5. 성도(신33:2 참조 행7:53; 갈3:19; 히2:2)
6. 별(욥38:4, 7; 계12:3-4)
D. 천사들(영적 존재들)의 일
1. 하늘에서의 일
a. 하나님께 경배(왕상22:19; 시29:1-2; 사6:3; 계4:8; 19:4)
b. 하나님의 백성들 주시(눅12:8-9)

(1) 우리의 증언(눅15:10; 고전4:9)
(2) 우리의 복종(고전11:10; 딤전5:21)
(3) 우리의 선포(벧전1:12)
c. 하나님의 예언 계획에 대해 문의한다(단12:5-6).
d. 하나님의 일을 기뻐한다.

(1) 창조(욥38:7; 계4:11)
(2) 구속(딤전3:16; 계5:11-12)
e.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창28:12; 시103:20; 단7:10).
f.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한다(계14:10).
2. 땅에서의 일
a. 구원받은 자들(히1:14; 계22:16)

(1)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고 해석한다.
(a) 다니엘
i) 적그리스도의 일(단7:16-25; 8:23-25)
ii) 유대인 성전의 정화(단8:13-14)
iii) 그리스에 의한 페르시아의 멸망(단8:15-22)
iv) 70이레(단9:21-27)

(b) 사가랴, 침례자 요한의 출생(눅1:11-17)
(c) 마리아, 그리스도의 출생(눅1:26-33)
(d) 요셉: 마리아의 순결(마1:20), 헤롯의 계획(마2:13), 헤롯의 죽음(마2:19)
(e) 목자들, 그리스도의 출생(눅2:9-12)
(f) 빈 무덤의 여인들, 그리스도의 부활(눅24:4-7)
(g) 사도들, 그리스도의 재림(행1:10-11)
(h)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행8:26)
(i) 고넬료, 베드로 초청(행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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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침몰하는 배에서 276명이 구조됨(행27:23)
(2) 보호한다(시34:7; 91:11).
(a) 롯(창19:10-11)
(b) 엘리사(왕하6:15-17), 시리아 사람들
(3) 위로한다(엘리야, 왕상19:5, 바울 행27:23-24).
(4) 구출한다(행5:19; 12:7).
(5) 성도들이 죽을 때 그들을 섬긴다(눅16:22).
b. 불신자들

(1) 소돔 사람들을 심판하였다(창19:13).
(2) 헤롯을 심판하였다(행12:23).
(3) 대환난기에 땅을 심판할 것이다(계14:15-16).
(4) 하늘의 네 바람을 붙잡는다(계7:1).
(5) 일곱 나팔 심판을 선언한다(계8:2).
(6)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는다(계12:7-8).
(7)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을 선포한다(계14:10).
(8) 바빌론의 멸망을 미리 선언한다(계14:8; 18:1-2).
(9) 일곱 개의 금병 심판을 붓는다(계15:1).
(10) 아마겟돈을 선언한다(계19:17).
(11)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온다(살후1:7-8).
(12)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모은다(마13:39-43).
(13) 무저갱에서 사탄을 결박한다(계20:1).
c.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1) 이스라엘을 위해 싸움(삿5:20).
(2) 율법을 수여함
(a) 모세(신33:2)
(b) 스데반(행7:53)
(c) 바울(갈3:19)
(d) 히브리서(히2:2)
(3) 144,000명을 봉인함(계7:1-3).
(4) 신실한 이스라엘을 다시 모음(마24:31).
d. 구원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1) 그분께 경배함(히1:6).
(2)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됨(골1:17).
(3) 그분의 출생 예고(눅1:31; 참조 마1:20-21)
(4) 그분의 출생 선언(눅2:9-13)
(5) 그분을 보호함(마2:13).
(6) 광야에서 그분을 섬김(마4:11).
(7)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을 섬김(눅22:43).
(8) 무덤에서 돌을 옮김(마28:2).
(9) 그분의 부활을 선언함(마28:6).
(10) 그분의 재림을 예언함(행1:10-11).
(11) 그분의 재림 때 같이 옴(살후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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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분께 완전히 복종함(벧전3:22).
e.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는 천사들이 함께함

(1) 천지창조(욥338:6-7)
(2) 모세의 율법 수여(갈3:19; 히2:2)
(3) 그리스도의 초림(마1:20; 4:11)
(4) 교회 시대 초반(행8:26; 10:3, 7; 12:11).
(5) 재림 때에도 활발할 것이다(마25:31; 살전4:1).
E. 그들의 운명
1.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히12:22-23).
2.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영원히 배운다(엡2:4-7; 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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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36
천사
VI. 악한 천사들(마귀의 천사들)의 특성
A. 악한 천사들(영들)의 이름
1. 구약성경
a. 셰딤(Shedim), ‘노략하는 자, 파멸시키는 자’, 마귀들(신32:17; 시106:37 참조 고전
10:20).
b. 셰림(Seirim), ‘털 있는 자’, 마귀들(레17:7), 사티로스(사13:21)
c. 루아흐(Ruach), ‘영’

(1) 악한 영들
(a) 사악한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킴(삿9:23)
(b) 사울 왕을 우울하게 만듦(삼상16:14-15)
(c)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함(삼상18:10; 19:9)
(2) 거짓말하는 영(왕상22:22-23), 아합의 대언자들
(3) 거역하는 영(사19:14), 이집트의 멸망
(4) 성적으로 문란한 영들(호4:12; 5:4), 이스라엘은 이 영들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떠남
(5) 부정한 영(슥13:2), 천년왕국의 초기에 이런 영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심
(6) 부리는 영, 구약 16회, 영매
(a) 하나님께서 영매는 죽이라고 하심(레20:6, 27).
(b) 사울은 엔돌의 영매를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심(삼상28; 대상
10:13).
(c) 므낫세는 영매들에 의지하였음(왕하21:6).
(d) 요시야는 이들을 제거함(왕하23:24).
d. 말렉(Malek), 악한 천사들(시78:49).
2. 신약성경
a. 프뉴마(Pneuma), ‘영’

(1) 부정한 영들(마10:1)
(2) 악한 영들(눅8:2)
(3) 더러운 영들(계18:2)
(4) 사악한 영들(눅11:26)
(5) 귀 먹고 말 못하는 영(막9:25)
(6) 유혹하는 영들(딤전4:1)
(7)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들(요일4:3)
(8) 기적을 일으키는 영들(계16:14)
(8) 불순종하는 영들(엡2:2)
b. 앵겔로스(Aggellos), 천사

(1) 마귀의 천사들(마25:41)
(2) 처음 신분을 버린 천사들(유6)
c. 마귀들(마4:24: 10:8), 그리스어 신약성경 7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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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신자의 사후 영, No!!(시9:17; 눅16:23)
(2) 아담 이전에 존재한 종족들의 영(spirits of a pre-Adamic race), No!!(고전
15:45)
(3)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생긴 영들, No!!
(4)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마8:16).
B.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장소
1. 사슬에 묶이지 않은 천사들(자유가 있음), 하늘의 처소들(엡6:12; 계12:9)
2. 사실에 묶인 천사들(자유가 없음), 어둠의 사슬들(벧후2:4; 유6; 눅8:30-31)
a. 타타로스(Tartarus), 벧후2:4의 지옥
b. 아부소스(Abussos), 눅8:31의 깊음, 이것은 여러 곳에서 바닥없는 구덩이로 표현됨(계
9:1-2, 11; 11:7; 17:8; 20:1, 3).

(1) 바닥 없는 구덩이의 수장, 아바돈(계9:11), 뜻은 파멸시키는 자
(2) 적그리스도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계11:3, 7; 17:8).
(3) 사탄은 천년왕국에서 여기에 갇힌다(계20:1, 3).
C. 결박된 천사들의 죄,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반역하였다. 그런데 왜 일부만 결박되어 있을까?
1.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인가?(창6:6:1-2, 4)
a. 가인의 불경건한 후예들과 셋의 경건한 후예들, No!!!

(1)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의 결합으로 거인이 생기는가? 3.5m
(2) 남자는 다 경건하고 딸은 다 불경건한가?
(3) 마22:30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타락하여 땅에 내려온 천사들은 다르다.
b. 천사들과 여자들, 성경적으로 맞는다:

(1)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벤-엘로힘)이 나오는 모든 구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
다(창6; 신32:8; 욥1:6; 2:1; 38:4; 시29:1; 89:5).
(a) 영적 거인이 아니다
(b) 홍수 이후에도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엠 족속(창14:5; 신2:10-11), 수스 족속
(창14:5). 아낙 족속(신2:10-11; 수11:21-22), 르바 족속(창14:5;
15:20), 삼숨 족속(신2:20).
(c) 사무엘기상 17장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은 적어도 3.3미터나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으며 바산의 왕이던 거인 옥은 길이가 4.2미터, 너비가 2.1미터나 되는 침대에
서 잠을 잤다(신3:11).
(2)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3) 유다서 6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a) 유5-7에서 유다는 (1)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스라엘 백성과 (2) 하늘을 떠나 낯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과 (3) 낯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저지른 연고로
죽어서 영원한 불의 보복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에 대해 말한다.
(b) 첫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셋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에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둘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는
구절은 창세기 6장 말씀뿐이며 따라서 창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4) 벧전3장의 증언(벧전3:18-20), 여기의 영들
(5)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역시 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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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인 종족을 믿었음을 보여
준다.
(7) 역시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필로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8) 에녹서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9) ‘주빌리의 책’(Book of Jubilees)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0) 주후 2세기에 살았던 저스틴 마터(순교자 저스틴)도 Second Apology 5장에서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1) 주후 240년경에 살았던 북아프리카의 주교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2) 유명한 성경학자인 벌링거(Bullinger) 역시 그의 Companion Bible에서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3) 야세르의 책의 4:18은 심지어 짐승들도 혼합되어 하이브리드 종류가 나온 것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물로 심판하셨다(창6:7).
(14)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 사실을 뒤집음: 해석: 주후 350년경 어거스틴은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의 연설에 의거하여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시’(신국)에서 하나
님의 아들들을 순수한 혈통을 가진 셋의 후손들로,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정의하였다.
(15) 4세기 이후의 교회 천사 숭배 도입, 그러므로 천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없애야 함.
(16)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a) 환난기의 후반부에는 천사들의 삼분이 일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계12:9)
(b) 다니엘서의 기록(단2:43)
(17) 왜 거인들은 남자인가? 남자 XY, 여자 XX, 천사가 YY이면 100% 남자 출산
D. 타락한 천사들의 조직(엡6:12)
1. 세상의 나라들을 지배하는 악안 영들이 있다(단10:13).
2. 군대라는 악한 마귀는 많은 수의 악한 영들을 데리고 다녔다(막5:9).
3. 바닥 없는 구덩이에는 아바돈이라는 수장이 있다(계9:11).
4. 네 군대 천사는 환난기의 어느 시점에서 2억 명의 강한 자들을 이끌 것이다(계9:15).
5. 세 천사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사건들을 조직한다(계16:13-14).
E. 악한 영들도 인격체이다.
1. 이름이 있다(눅8:30; 참조 계9:11)
2. 말한다(눅4:34, 41; 8:28; 마8:29).
3. 지성이 있다.
a.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눅4:34).
b. 자기들의 미래 정죄를 안다(마8:29).
c. 구원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을 안다(행16:16-17; 계9:4).
d. 교리를 만든다(딤전4:1).
4. 감성이 있다.
a. 두려움(약2:19; 참조8:28)
b. 욕망(막5:12),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함
5. 큰 힘이 있다.
a. 뱀을 만듦(출7:11-12).
- 109 -

b.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도움(단10:13).
c. 가다라의 마귀 들린 자(막5:2-4).
d. 에베소의 마귀를 내쫓는 자에게 일어난 일(행19:16).
F.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
1. 하나님의 프로그램 방해(단10:10-14; 엡6:12)
2. 사탄의 프로그램 집행(계16:13-14)
3. 거짓 교리 배포(딤전4:1; 딤후4:3-4; 벧후2:1; 딤후3:13).
4. 사람을 괴롭힌다.
a. 미친 증세 유발(마8:28; 17:15, 18)
b. 말 못하고 귀먹게 함(마9:33; 막9:25).
c. 성적 부도덕(호4:12; 5:4)
d. 눈멀게 함(마12:22).
e. 부상당하게 함(막9:18).
f. 몸의 연약함(눅13:11)
5.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possession)
a. 가다라 지방의 군대 마귀 걸린 자(마8:28-34; 막5:1-20; 눅8:26-39)
b. 소년(마17:14-20; 막9:14-29; 눅9:37-43)
c. 막달라 마리아(막16:9; 눅8:2).
d. 빌립보의 점치는 소녀(행16:16-18)
e. 이 외에도 마귀 들린 사례들이 더 있다.

(1) 마태(4:24; 8:16; 10:1, 8)
(2) 마가(1:27, 32, 34, 39; 3:11, 15; 6:7, 13)
(3) 누가(4:36, 41; 6:18; 7:21; 8:2; 9:1; 10:17)
(4) 사도행전(5:16; 8:7; 19:12-13)
f. 축사해야 하는가? No! 성경은 이를 명령하지 않는다.

(1) 소유주가 바뀌지 않는 한 마귀는 잠시 나갈 수는 있어도 더 악한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더욱이 구원은 축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g.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가? No!!

(1)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100% 그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유주의 문제
6. 마귀들은 특히 대환난기에 불신자들에게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다(계9:1-21).
7.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처벌 수단으로 이용된다.
a. 아비멜렉(삿9:23)
b. 아합(왕상22:19-23)
c. 사울(삼상16:14)
d. 40년 광야 생활 시 이스라엘(시78:49)
e. 환난기 끝에 마귀들이 불신 민족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계16:13-16).
G.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
1.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의해 심판을 받음(고전6:3).
2. 영원히 불 호수에 던져짐(마25:41; 벧후2:4; 유6; 계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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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02
교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가능하면 한영대역), 매주 강해 노트를 나누어 줌.
기간: 8주
내용: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의 설교와 말씀 항목에서 강해 말씀 중 조직 신학 강해 수강
조직신학 37_창조와 진화 01
조직신학 38_창조와 진화 02
조직신학 39_창조와 진화 03
조직신학 40_사람 01(영혼육1)
조직신학 41_사람 02(영혼육2)
조직신학 42_사람 03(타락)
조직신학 43_사람 04(운명 1)
조직신학 44_사람 05(운명 2: 지옥) ---- 시험 1(첫째 2주, 범위 37과부터-44과까지)
조직신학 45_사람 06(운명 3: 천국)
조직신학 46_사람 07(운명 4: 천국)
조직신학 47_죄 01
조직신학 48_죄 02
조직신학 49_구원 01(정의)
조직신학 50_구원 02(회개)
조직신학 51_구원 03(믿음)
조직신학 52_구원 04(구속) ---- 시험 2(둘째 2주, 범위 45과부터 52과까지)
조직신학 53_구원 05(중생)
조직신학 54_구원 06(칭의 및 성화)
조직신학 55_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01
조직신학 56_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02
조직신학 57_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03
조직신학 58_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04
조직신학 59_교회 01
조직신학 60_교회 02
조직신학 61_침례
조직신학 62_침례교회와 침례성도
조직신학 63_목사 ---- 시험 3(셋째 2주, 범위 53과부터 63과까지)
조직신학 64_집사
조직신학 65_헌금의 원리
조직신학 66_재림과 휴거 01
조직신학 67_재림과 휴거 02
조직신학 68_재림과 휴거 03
조직신학 69_재림과 휴거 04
조직신학 70_뉴에이지 01
조직신학 71_뉴에이지 02
조직신학 72_뉴에이지 03 ---- 시험 4(넷째 2주, 범위 64과부터 72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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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과제:
1.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번 읽기
2. 재림과 휴거: 역사와 여원의 파노라마 (모리스 외 저) 1번 읽기
이 두 가지를 완수하였음을 학기말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함.
목표: 창조, 사람, 죄, 구원, 교회, 재림과 종말을 정확히 이해하여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
시험: 4번, 주관식 및 객관식 30문제 정도, 범위는 2주 동안 배운 것
시험 일자, 시간, 장소(사랑침례교회): 추후 공지
의문이나 연락은 webmaster@KeepBible.com을 이용하기 바람.
(***) 영어 교재는 Willmington's Complete Guide to Bible Knowledge: Introduction
to Theology, Dr. Harold L. Willmington, Tyndale House이며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음.

조직신학 37, 38은 하나님의 특별 창조이며
강의 노트는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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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39
창조
개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유다의 목동 다윗의 시(시8:3-4)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왜 여기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잠23:7).
사람 몸의 구성 원소: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무기염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3대 영양소는 탄소, 질소, 산소, 수소의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원소의 양적 비율은 다음과 같다.
71%의 물(산소,수소), 18%의 탄소, 4%의 질소, 2%의 인, 1%의 칼륨, 0.5%의 나트륨, 0.4%의
염소 등, 그래서 총 가격이 3,000원, 닭이나 연어보다 싸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사람의 가치(1977년 4월)
예일 대학의 생물리학자 모로위츠(Harold J. Morowitz)는 호르몬, 단백질, 효소 등을 합치면
6백만 달러, 그런데 물질을 사람의 세포로 만들려면 수조 달러, 세포들이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에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안 된다. “값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이것과는 상대가 안 된다(요3:16; 마16:26; 히2:9).
I. 사람의 기원: 네 종류의 이론
A. 무신론적 진화(Atheistic evolution)—무생명에서 생명, 단순한 종류에서 복잡한 종류로 종이
변함, 빅뱅 이론 등, 진흙탕을 오래 두면 베토벤의 음악, 미켈란젤로의 조각 등이 나옴.
질문: 100만 마리 원숭이가 백만 대의 타자기에 앉아서 밤낮으로 타자를 친다. 이 중 한 원숭이가
성경의 첫 구절을 타자를 치려면 얼마나 걸릴까?
답변: 무한대의 시간, 불가능
생명을 가진 세포가 생성되는 것은 이보다 훨씬 어렵다. 생명체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은 0이다.
B. 아담 이전의 간극 이론(Pre-Adamic, gap theory)—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대격변이
일어났는가?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창1:2,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1. 1850년대 이후: 진화론, 공산주의, 성경 오류 주장 등이 등장함.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 an English naturalist, 약학, 신학
공부, 현대 동성애학의 아버지, 5년 간 비글호를 타고 탐험하면서 지질학자 노릇을 함. 리엘
(Charles Lyell)의 균일론(uniformitarian ideas)을 지지하고 자연 선택의 진화론을
발표함(1838). 1859,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2. 교회의 대응: 간극이론, 촐머스(Thomas Chalmers, 스코틀랜드)
펨버(George Hawkins Pember, 1837- 1910), known as G. H. Pember, an
English theologian
｢초기 지구의 연대와 현대 심령술과의 관계 ｣(Earth Earliest's Ages, and Their
Connection with Modern Spiritualism and Theosophy, 1876) – reckoned
by some as his masterpiece.
내용: 창1:1절은 원래 창조이며(수억 년 전에 이루어짐) 사탄의 반역(사14; 겔28)으로 인해
지구가 2절처럼 되었고(was가 아니라 became) 3절부터는 재창조임. 마귀들은 그 전에
살던 존재들임.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몸을 잃어버린 마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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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들어가려고 함.
3. ｢스코필드 성경｣: Cyrus I. Scofield,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King
James Version text, it first appeared in 1909 and was revised by the author
in 1917. 1917 edition also attempted to date events of the Bible. 갭 이론과
세대주의의 확산,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참조 ｢톰슨성경｣
4. 성경 단어 왜곡: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여기의 was를 became으로
왜곡, 28절의 replenish를 ‘다시 채우라’로 왜곡, replenish의 ‘re’는 다시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의 어원은 중세 영어인 ‘replenisshen’에서 나오고 이것은 다시 중세 불어인 ‘repleniss’에
서 나왔다. 이것은 ‘원래 수준으로 꽉 채우다’는 뜻이다.
4. 추종자들: 198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라킨
(Dispensational Truth), 반하우스, 럭크맨 등.
5. 1960년대 이후의 헨리 모리스 등의 창조과학회 활동 등으로 인해 지구의 생성 연대가 몇 천
년 정도(만 년 이내) 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들어 지금은 그리
많지 않음.
6. 롬5:12; 8:20-22는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심지어 짐승도)이 임하였다고 함. 그러나 간극 이론은
아담이 짐승들의 무덤 위에 거닐었다고 함. 창1:1은 1, 2장의 요약
7. 성경 해석에서 유의할 점: 명백한 것으로 교리를 세워야 함(막10:6).
C. 유신론적 진화론(Theistic evolution)—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해서 우주와 세상을 지으셨다는
주장. 성경과 진화론을 조화시키려는 노력, 하루 10억년
D. 특별 창조(Special creation)—24시간의 6일을 사용하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든 창조
1. 히브리말 ‘욤’(yom)은 거의 대부분 ‘24시간의 날’을 가리킨다. 무한정 긴 시간을 가리키는 ‘올
람’(olam)이 사용되지 않았다.
2. 창세기 5, 11장의 계보, 969세, 하루가 1000년이거나 10억년이면 969년은 얼마나 될까?
3. 동일 기록자 모세의 증언(출20:8-9, 11; 31:16-17)
4. 다윗의 증언(시33:6-7, 9)
5. 느헤미야의 증언(느9:5-6, 이스라엘 역사 7-38)
6. 누가의 증언: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계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눅3:38), 셋이 아담에게서
직접 나왔듯이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왔다.
7. 예수님의 증언(막10:6-7)
8. 바울의 증언(행17:24; 고전11:8-9, 12; 딤전2:13-14; 롬5:12-21과 고전15:22, 45-47
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한다).
E. 결론: 불신 과학자의 고백: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1967년에 생리학/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왈드
(George Wald)는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인본주의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발생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퇴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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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믿기로 했다.”(George Wald, "The Origin of Life," Scientific American, May
1954)
F. 불신 세상에서 창조 과학의 위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1. 이방인에게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야 한다(행17장)
2. 창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심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3. 그러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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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0
사람(영혼육 01)
II. 사람의 본질—다음의 6가지 질문을 다룰 것이다.
A.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가?(창1:26-27)
1. 여기의 형상(모양)은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한 물리적 몸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이단 교리).
a. 대표적인 것이 몰몬교: 몰몬교는 여러 신을 믿으며 하나님이 한때 사람이었다고 주장한다.
b. 몰몬교의 남자들은 나중에 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
c.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 어머니, 창1:27
d. 뉴에이지 추종자들도 비슷한 것들을 믿는다.
e. 그런데 케네스 코프랜드나 지미 스왜가트 같은 자들도 이와 비슷한 것을 믿는다.
2. 형상(모양)은 사람의 3중적 구조를 뜻한다.
3. 형상(모양)은 사람의 자기의식과 도덕적 감각을 뜻한다.
4. 성육신과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사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벧후
1:4).
5.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고후4:4; 골1:15; 히1:3; 고후3:18; 엡4:13)
6. 하나님의 형상에는 잃을 수 있는 형상이 있고 잃을 수 없는 형상이 있다(창5:1, 3 비교).
a. 잃을 수 없는 형상(고전11:7; 약3:8-9; 창9:6): 짐승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광, 일반적인
도덕적 성품, 양심, 불신자들도 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
b. 잃을 수 있는 형상(골3:9-10; 엡4:24)
c. 따라서 잃어버린 형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된
것을 뜻한다.
B. 사람은 영혼육의 3중 존재인가? 몸과 혼(혹은 영 혹은 영혼)의 2중 존재인가?
1. 2중적 존재
a.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우주는 물질과 비물질로 되어 있다: 몸과 혼, 영은 비물질이므로
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영혼으로 보는 것이 맞다(플라톤의 이원론, 샤머니즘).

(1)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 “영과 혼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두 용어일 뿐이다.”
(2) 개역성경, 마리아의 찬양(눅1:46-47) : 시제에 유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doth magnify),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hath rejoiced)
※ 개역은 ‘soul’을 영혼으로, ‘spirit’을 마음으로 오역함.
b. 신약성경에서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사용된 용례가 있다.

(1) 고후7:1과 벧전2:11, 육과 영의 더러움, 육과 혼
(2) 고전5:5와 약5:20, 영을 구원, 혼을 구원
2. 3중적 존재
a. 성경에 영혼(spirit-soul)은 없으며, 성경은 항상 영과 혼을 나누어 표기한다.
b. 교차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해도 영과 혼은 다르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살전5:23,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
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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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c. 사람은 세 단계의 의식을 가진다: 몸은 세상 의식, 혼은 자기 의식, 영은 하나님 의식
d. 혼은 잃을 수 있으나 영은 잃을 수 없다.
e. 성경은 사람의 3중 구조를 지지한다.
f. 하나님의 삼위일체와는 조금 다르다.

C. 혼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와 같이 혼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1. 성경에서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을 구성하는 몸과 혼과 영의 세 요소 중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므로 문맥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2. 성경에서 혼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루아흐)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네페쉬)이 되니라”(창2:7;
고전15:45 비교).
a.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루아흐)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원래 ‘living soul’, 네페쉬)이 된지라(창2:7), 영은 루아흐, 혼은 네페쉬. 개역에서
‘생령’에 사용된 말은 네페쉬임. 그러므로 ‘생령은 완전 오역’
b. 개역: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soul, 프쉬케)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spirit, 프뉴마)이 되었나니(고전15:45), 그리스어로 영은 프뉴마, 혼은 프쉬
케, 그런데 개역은 고전15에서 프쉬케도 영, 프뉴마도 영으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함.
c. 베뢰아의 무령인간(無靈人間) 교리: 이중 아담론, 창1:27의 사람은 영이 없는 무령인간(無靈人
間)이고, 창2:7은 유령인간(有靈人間)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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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535회 나오는데 기존의 우리말 성경은 히4:12같이 꼭 혼이 나와야
되는 구절에서만 혼으로 번역했고 대부분의 경우 ‘영혼’ 혹은 ‘자’(者) 등으로 바꾸어서 혼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e.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출12:15).
f.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전도하는 것은 ‘혼을 구원하다’의 뜻을 가진 ‘soul
winning’이라 한다.
g.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혼을 구원하셨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행2:41).
h. 또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하신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잠11:30).
3.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혼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혼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몸도 있고
영도 있지만 나는 혼이다.”(창2:7).
4. 혼의 구원(히1039; 벧전1:9-10),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혼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귀히 여기는 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5. 하나님의 형상의 한 속성: 불멸, 그러므로 혼(사람)의 불멸은 계시 종교의 근본 교리이며 고대의
족장들은 이 같은 진리를 확신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고대하고 그 안에서
약속들을 받았다(창50:24; 민23:10; 삼상28:13-15; 삼하12:23; 욥19:25-26; 전12:7;
히11:13-16 비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등이 죽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고(마22:32) 또 생명과 혼의 불멸 그리고 혼의 소중함 등을
몸소 보여 주셨다(마16:26; 고전15:45-57; 딤후1:10).
6.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을 부여하는 부분 즉 혼이 숨 속에 있으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혼이 떠난다고 믿었다(창35:18).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혼’이라
는 말은 짐승에게 적용되는 경우 종종 생명으로 번역되었다(창2:7; 7:15; 민16:22; 욥12:10;
34:14-15; 시104:29; 전12:7; 행17:25). 그러나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공통으로 있으며
짐승의 경우 몸과 함께 사라지는 생명 외에 사람 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랑과 사고를 지배하는
불멸의 혼이 있다. 바로 이 혼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확연히 구별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다(창1:26). 혼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생각하고
영원히 불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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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1
사람(영혼육 02)
D. 사람은 언제 혼을 받는가?
1. 사람은 이전에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로 존재했다(Pre-existence). 죄로 인한 대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쫓겨났다. 플라톤, 필로, 오리겐 등이 이런 것을 가르쳤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다.
2. 창조(Creationism), 사람이 수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즉시 혼을 만드신다(전12:7; 슥12:1;
히12:9 등 참조).
a. 아이들은 지적, 영적, 물리적 측면에서 부모를 닮는다.
b.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혼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모든 몸에 보낸다면
왜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죄가 몸 때문에 생기는가? 죄의 근원은 사람의
완고하고 반역하는 의지이며 이 의지는 혼의 영역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 있는 혼을
만드실까? 그러면 그분이 죄의 창시자이다. 그분이 순수한 혼을 만든다면 어떻게 수십억의
사람들이 죄인일까?
3. 육과 혼의 유전론(Traducianism): 육과 혼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세대를 통해 유전된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시51:5; 욥14:4; 시58:3; 요3:6; 엡2:3)
a.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가? 어떻게 마리아의 죄로 물든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창조나 유전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으로
서 항상 존재하신 분이다(요17:5).
E. 사람을 구성하는 영혼육의 세 부분으로서의 영과 혼과 몸
1. 혼: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생명, 식물은 혼이 없음
a. 짐승: 혼이 있지만 불멸의 혼이 아니다(욥12:10; 계16:3)
b. 성경은 도시도 혼이 있다고 말함(계18:14, 이 경우 생명으로 본다).
2. 혼의 기본 속성: 지성(intellect), 분별력(sensibility), 양심(conscience), 의지(will) 인격
체: 생각, 기억, 양심, 판단, 의지
혼은 인격체인 사람을 대표함.
a. 지성: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 도둑질은 나쁘다.
b. 분별력: 그 일에 대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려는가?
c. 양심: 그 일에 대해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도덕적 의식, 도덕적으로 옳은가?

(1) 모든 자유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적 기능(롬2:13-15). 몸의 신경에 해당하
는 혼의 감각 기관, 이것을 통하여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옳은 것은 택하고
그른 것은 버린다. 양심은 자연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 자체와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규제한다. 양심이 있기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계 보고할
책임을 지니고 있고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양심이 순수하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의무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때에
는 어떤 것도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다.
(2) 비록 양심이 바른 것을 해야 한다고 외치며 확신을 주지만 양심의 가치는 사람의
혼의 타락으로 인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혼은 모든 문제에서
사람의 판단을 굽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양심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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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행26:9). 그의 죄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자기의 양심에 빛이 비치도록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하지 않은 데 있다. 시대를 통해 교회를 박해한 사건들과 의도적인
오류들은 모든 사람이 완전한 빛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
을 잘 보여 준다.
(3) 자동차 계기판의 빨간 불(경고 장치)과 비슷함, 문제가 있으면 불이 켜짐, 경고 장치가
고장 나면 차가 망가짐, 어떤 사람은 빨간 불이 나타나면 망치로 박살냄. 경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
(4) 선하고 순수한 양심(딤전1:5, 19; 3:9; 행23:1; 히13:18; 벧전3:16, 21)은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졌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음의 동기로 그 뜻에
복종하게 만든다. 사람이 이렇게 양심에 순종할 때 범법하지 않는다(행24:16). 선한
양심의 허락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5) 약하고 결의가 없고 어두워진 양심(고전8:7, 12)은 더러워진 양심으로서(딛1:15;
부패한 마음의 노예 노릇을 할 뿐이다(히10:22). 이것은 또한 인두로 지진 양심으로
(딤전4:2) 은혜에 의해 변하지 않는 한 율법과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며 궁극적으로
복수하는 양심이 되고 영원한 후회를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
(6) 몸의 상처는 결코 양심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양심이 활동을
멈추고 자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처럼 결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을 영원토록 괴롭게 할 것이다.
d. 의지: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구원에 직접 영향을 미침)
e. 감성: 희로애락
f. 사람의 혼에 접근하는 방법

(1) 마귀가 혼에 접근하는 방법(창3:6; 수7:21; 삿14:2; 삼하11:2; 요일2:16 등)
(2) 하나님께서 혼에 접근하는 방법(롬10:17)
2. 영: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잠20:27; 요4:24; 롬8:16; 고전14:14-15), 하나님과의 소통
기관: 믿음, 소망, 경외함, 기도
a. 영은 여러 가지로 쓰임(바람, 숨)

(1) 성령님(눅11:13)
(2) 사람의 영(욥32:8)
(3) 섬기는 영들(천사들, 히1:14)
(4) 악한 영들(마귀들, 막5:13)
(5) 몸이나 생각의 태도(수5:1; 삼상30:12;빌1:27)
b.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1) 영이 죽거나 소멸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a)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의 영은 꿈 때문에 근심하였다(단2:1).
(b) 불신자인 아합 왕의 영은 슬퍼하였다(왕상21:5).
(c)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영을 움직이셨다(대하36:22).
c.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난다.
3. 몸: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 엔스(Paul Enns)의 견해
a. 몸은 혼을 담고 있는 감옥이다. 몸과 혼을 이중적으로 구분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 혼은
비물질로 선함. 몸은 물질로 악함. 성경은 몸(body) 자체가 본래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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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신 혹은 육체(flesh)가 악하다고 한다.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로 연합된 존재, 죽음이
이 둘을 나눈다.
b. 사람에게는 오직 몸만이 중요하다. 쾌락주의자들, 혼을 무시하거나 부인함. 예수님의 증언(마
10:28; 16:26). 혼에 대한 증거(고후5:8; 전12:7)
c. 몸은 혼의 파트너이다. 몸은 하나님의 전이므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전6:19).
다만 몸이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된다. 또한 몸을 원수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몸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롬12:1). 이로써 우리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다(빌1:20).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인해 보상을 받는다(고후5:10).
4.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남(창35:18), 영은 하나님께로 감(전3:21), 몸은 무덤으로 감. 눅16장
등은 최종적인 몸을 입기 전에 중간 단계의 몸이 있음을 보여 준다.
F. 영혼육에 대한 결론: 성경은 “내가 혼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혼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몸도 있고 영도 있지만 나는 혼이다.”(창2:7).
1. 타락하기 전의 에덴동산에서의 아담: 아담은 새 차를 타고 기분 좋게 고속도를 달리는 운전자,
라디오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송국에서 나오는 크리스천 음악과 성경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기서
운전자는 사람의 혼, 차는 몸, 라디오는 영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그런데 갑자기 운전을 잘못해서 길을 벗어나 나무에 충돌하면서 즉시로 세 가지 일이 발생함
a. 자동차: 가긴 가지만 크게 상해서 결국 기계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게 됨.
b. 라디오: 완전히 망가져서 소리가 나지 않음.
c. 운전자: 살아 있기는 하지만 실수로 인해 의로우신 재판장의 정죄를 받아야 함.

(1) 그는 이제 라디오 없이 그 망가져가는 차로 끝까지 인생길을 가야 함.
(2) 차가 멈추면 차를 두고 떠나서 불 호수로 가야 함.
3. 불신자가 믿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
a. 몸에 대하여: 비록 망가져가는 차를 고쳐주지는 않지만 그 차 전체를 결국 완전히 새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전15:51-54). 부활, 영화로운 몸
b. 라디오(영)에 대하여: 곧바로 부서진 라디오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차 안에는 좋은 음악과
설교가 넘친다(고전2:12-14).
c. 운전자(혼)에 대하여: 정죄의 위험에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는다(롬5:1; 8:1).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로 받는다(요14:1-3).
G. 영, 혼, 육의 관계: 한나의 예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삼상1:10,15).
1. 하나님께서 자기의 태를 닫으셨다고 생각하자 한나의 영이 슬퍼하였고,
2. 그녀의 혼이 괴로운 가운데 있음. 그녀는 자기 혼을 주 앞에 쏟아놓았으며,
3. 그녀의 몸은 음식을 거부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함
4.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
5. 영, 혼, 몸 중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됨(살전5:23).
6.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나 철야는 거의 무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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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2
사람(타락)
III. 사람의 창조 목적—하나님은 외로워서 천사나 사람 같은 창조물을 만들지 않았다.
A. 요17:5, 24; 잠8:22-30
B.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시8:1, 3-5; 계4:11)
C. 예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엡2:4-7)
IV. 사람의 책임과 제약
A. 사람의 책임
1. 자연계의 모든 것을 다스림(창1:26; 시8:6-8). 신약성경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전 우주를 다스릴
것을 보여 줌(히2:5-8).
2. 에덴동산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함(창2:15).
3. 모든 짐승, 날짐승에게 이름을 줌(창2:19-20).
4.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함(창2:18, 21).
a. 이브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옴(창2:18, 21)
b. 이브는 다시 아담의 옆구리로 돌아감(창2:22-24)
5. 생식(reproduce)하여 땅을 채워야 함(창1:28).
6.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즐겨야 함(한 가지 제외)(창2:16).
B. 사람의 제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됨(창2:17).
V. 죄와 사람의 타락
A. 타락 전의 유혹(시험)
1. 시험하는 자(창3:1)
2. 방법(고후2:11)
a.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함(창3:1b). 이에 대한 여자의 반응(창3:2-3)
b.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함(창3:4-5).
c. 여기서 이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죄를 지음: (1) 말씀 추가(만지지도 말라), (2) 말씀 삭제(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B. 타락에 이르는 범법(창3:6)
C. 타락 이후의 심판
1. 고통
a. 수치(창3:7)
b. 두려움(창3:8)
c. 변명(창3:12-13)
2. 관련자
a. 뱀
b. 사탄
c. 아담과 이브
d. 자연계
3. 형벌
a. 뱀(창3:14). 이 저주는 심지어 1000년 왕국에서도 유효함(사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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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탄(창3:15)
c. 아담과 이브

(1) 인류 전체적으로
(a) 육체의 죽음(창5:5; 시90:10)
(b)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
(2) 개인적으로
(a) 아담: 노동과 수고(창3:17-19)
(b) 이브: 해산의 고통, 복종(창3:16), 딤전2장 설명
d. 자연계: 저주(창3:17-18; 롬8:19-22)
4. 약속: 창3:15(갈4:4), 사53:5; 롬16:20
D. 타락에 대한 이론들:
1. 자유주의: 이 이야기는 전설이나 신화다.
2. 펠라기우스 입장: 5세기 수도승, 아담에게만 효력이 있다. 418년의 카르타고 공회의 정죄
3. 아르미니우스 입장: 네덜란드의 신학자(주후 1560-1609),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들이 죄 없이
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기는 하였어도 그럴 가능성을 없애지는 않았다. 완전 성화 주장
4. 성경적 입장: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롬5:12, 18-19; 고전15:22).
5. 사도 바울의 죄(sin)와 죄들(sins) 구분
a. 죄: 사람의 모든 문제의 뿌리,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
b. 죄들: 죄의 열매들
c. 사람은 죄인이라 지를 짓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지 않는다(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다).
d. 그러므로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
e. 사람의 피부의 종기를 고쳐봐야 소용이 없다. 진짜 병은 핏줄에 있고 핏줄이 문제이다. 롬3:23
f. 아담의 범법은 그에게 죄의 본성을 가져다주었고 그 이후의 온 인류는 유전된 죄의 본성에
의해 죄들을 낳는다.
E. 자유 의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1.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취사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그 결과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의 선택대로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 의지는 선택하는 능력이며 이것은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정신이 아니며 단지 사람이 취할 행로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마음이 사람을
다스리므로 마음이 악하면 의지도 악하고 마음이 선하면 의지도 선하다. 그런데 본성에 속한 사람에
게는 선이 하나도 없으며 마음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꾀하려 한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렘17:9; 잠4:23)
2. 그러므로 만일 사람의 의지가 마음의 자연적 성향을 거슬러 행동하려면 사람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조절을 받아야 하며 성경은 이 힘이 성령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의 힘 아래에서 자기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죄의 지배 하에 있는 본성은 스스로 거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3.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요6:44)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무능함을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실이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원을 찾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곧 바로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요12:32)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구원받아야겠다고 느끼며 또 그것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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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있는 힘에 의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 힘을
찾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므
로(요1:9) 아무도 변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롬1:19-23).
4.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롬1:16).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롬10:17).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믿을지 알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새 본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요
3:5).
5. 결론적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간구를 거부하고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행7:51). 이처럼 성령님의 사역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자기 의지에 역행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VI. 현 시대 사람의 상태
A. 거짓 주장들
1. 사람은 먼지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유물론, 공산주의, 진화론
2. 사람은 신성의 존재이므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뉴에이지, 불교, 힌두교, 자유주의자들, “네
안의 거인을 깨워라.”
B. 사실들: 고린도전서의 구분
1. 본성에 속한 사람(The natural man)—고전2:14,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함. 혹은 ‘타락했다’(depraved)고 말한다.
a. 타락(depravity)의 부정적인 측면

(1) 타락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타락했음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한국
사람이 살인자요, 강간자는 아니다. 일부만 그렇다.
(2) 타락은 죄인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함을 뜻하지 않는
다. 종종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다.
(3) 타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고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신자
가운데도 불굴의 용기를 가진 자, 충성심을 보인 자, 소방관, 결찰, 군인 등이 있다.
b. 타락의 긍정적인 측면

(1) 타락은 모든 죄인들이 언제라도 악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한다. 다윗의 예
(2) 타락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말한다. 요5:42; 롬3:10-12;
7:18; 8:7-8; 엡2:12)
(3) 하지만 사람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칼빈주의의 문제,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이 ‘전적 무능함’을 뜻하지 않는다).
2. 육신에 속한 사람(The carnal man)—고전3:1-3,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3. 영에 속한 사람(The spiritual man)—고전2:15
4. 결론: 하나님의 눈앞에서 현시대 사람은 시체(본성에 속한 사람)이거나, 아기(육신에 속한 사람)이
거나 승리하는 청년 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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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3
사람의 운명 01
VII. 사람의 운명—욥의 외침(욥14:1-2), 후에 그는 다시 한숨짓는다(욥14:14). 그리고 19장에서
확신을 갖는다(욥19:25-26).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만 제대로 답을 얻지 못하는 3가지 질문
1.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창조
2.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3.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심판
지금까지 질문 1과 2에 대해 답하였고 이제 3번 질문에 대해 답하려 한다.
A. 사람의 운명에 대한 거짓 이론들
1. 열반(Nirvana)—힌두교와 불교의 원리, 사람은 죽을 때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우주의 큰 생명
원리에 의해 흡수된다. 사람은 대양의 조그만 파도와 같다. 죽으면 파도처럼 대양에 흡수되어
존재가 없어진다. 성경의 반박: 마17:3, 모세와 엘리야, 땅에서 죽거나 사라졌어도 여전히 그
존재가 살아 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고전15:12-20, 42-49
2. 윤회(Reincarnation)— 삶이 계속해서 다음 세상에서 반복된다. 카르마의 수레바퀴, 1988년
미국의 여론 조사, 24%가 윤회를 믿는다.
3. 물질주의—사람은 족제비처럼 죽으면 썩어서 무(無)가 된다. 성경은 신자(고전15; 고후5:10)와
불신자(계20:11-12)의 부활을 말한다.
4. 보편적 구원론(Universalism);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기면
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주장을 편다. 존 스토트(John Stott) 역시
지옥 부정.
a.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완벽하게 선하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창조물에게 영원히 형벌을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b. 또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야 할 때 사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c. 오리겐(아리우스 주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고
믿었다(계20:10과 배치됨).
5. 회복주의(Restorationism)—죽은 뒤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a. 이유(딤전2:3-4; 4:10; 벧전3:18-19). 그러나 이런 구절에서 그들이 ‘회복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이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이다.
b. 반박 구절(잠29:1; 마7:22-23; 눅16:26; 히9:22).
6. 조건 주의(Conditionalism)—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은 뒤 불 속에
던져져서 소멸된다. 이것은 ‘혼의 소멸’을 가르치므로 아주 위험하다. 단12:2는 혼의 불멸을 가르침
(everlasting). 이 주장은 혼이 불멸이 아니라고 하므로 위험하다.
7. 멸절설(Annihilationism)—여호와의 증인들, 불신자들은 죽자마자 혹은 죽은 뒤 시간이 흘러
심판을 받고서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다. 시37:9, 시145:20 등 인용하지만 이런 데 사용된
‘destroy’ 같은 말은 성경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짐을 뜻하지 않는다(마9:17; 눅15:4; 요
6:12, 17 등). 성경의 보편적 해석 하에서 미묘한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요5:24, 28-29,
마25:34, 41

- 125 -

8. 혼의 수면설(Soul sleep): 안식교
a.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최종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에서 자고 있다(요11:11,
14; 행7:59-60; 고전15:20; 살전4:14).
b. 반박: 위의 구절들은 몸의 수면을 말하지 혼의 수면을 말하지 않는다(마27:52).
반박 구절: 마17:3의 모세와 엘리야, 마22:32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눅16의 부자와 나사
로, 고후5:8; 빌1:23; 계6:9-11
9. 연옥(Purgatory)—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단 교리, 카톨릭 교회와 화평한 관계를 맺고 죽었지만
완전하지 않은 자들은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다. 이들은 소죄를 지은 자들이고 대죄를 지은
자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a. 어거스틴의 연옥 창시, 1563년의 트렌트 공회, 외경인 마카베오하12:43, 45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 희생물을 받는 대목이 있다. 어거스틴, 프란시스 등 천주교의 성자들은 성경적으로
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사람이 만든 성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것도 아님.
b. 반박: 사람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엡2:8-9; 딛3:5).
c.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데 충분하다(히9:11-14, 24-28; 10:12,
16-17)
10. 림보(Limbo)—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단 교리, 유아나 정신박약아 등이 죽어서 가는 곳, 변방이라
는 뜻, 예수님의 반박(마18:1-3; 19:14).
B. 성경적인 고찰
1. 십자가 사건 이전: 신자나 불신자나 다 지하세계(넓은 의미의 지옥)로 갔다
a. 지하 세계의 두 방 이론(two compartment theory): 안락한 낙원(아브라함의 품; 눅
16:22; 23:43)과 뜨거운 지옥(눅16:19-31, 이 지옥은 좁은 의미의 지옥임)
b.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이야기

(1) 천사들이 신자를 데려간다.
(2) 최종의 부활의 몸이 아닌, 중간 단계의 몸이 있다.
(3) 지옥에 있는 자가 구령자가 되려 한다. 이미 있는 성경으로 안 되면 안 된다.
2. 예수님의 장사 기간: 낙원을 비우시고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엡4:8-10; 고후12).
3. 십자가 사건 이후—불신자는 동일하게 땅속의 지옥에 있으면서 흰왕좌 심판을 기다림(계
20:11-15).
a. 신약시대 신자는 죽으면 곧바로 셋째 하늘의 주님과 함께 있는다(행7:55, 59-60; 빌1:21,
23; 고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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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4
사람의 운명 02: 지옥
VIII. 불신자의 최종 장소: 지옥(눅12:5; 막9:43-48).
A. 지옥의 부인: 불신자가 가장 먼저 믿는 것
1. 이성주의—“하나님이 없으므로 지옥은 없다.” 종종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옴. 죽으면 몸이
썩어 없어지므로 자연히 부활은 없다. 지옥은 없다. 찰스 다윈의 지옥 부인
2. 종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a. 크리스천 사이언스: 지옥은 지성인의 실수이다.
b. 여호와의 증인: 악인은 멸절된다.
c. 몰몬: 지옥은 믿지만 영원성은 믿지 않는다.
d. 안식교: 언젠가 하나님이 죄를 다 말소하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 것이다.
B.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영존하는 지옥 형벌이다. 성경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교리를 가르쳤다.
C. 원어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이름이 스올(Sheol), 하데스(Hades), 타르타로스(Tartarus),
게헨나(Gehenna)로 나옴.
1. 지옥(Hell) 지옥은 ‘스올’이라는 히브리말과 ‘하데스’라는 그리스말을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 총
54회 나온다(시16:10; 사14:9; 겔31:16; 눅16:23, 구약 31회, 신약 23회, 예수님은 직접
15회 말씀하심). 이 경우는 지옥이란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경우이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 호수, 바닥없는 구덩이 등과 같이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런 구절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분명한 장소임을 보여 준다.
2. 영어의 지옥 즉 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라는 뜻의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1차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곳’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자의 ‘지옥’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 아주 근사한 용어를 허락해 주셨다.
3. 스올(구약): 65회, 31회 지옥, 31회 무덤, 3회 구덩이,
a. 죽은 자들의 몸이 놓인 무덤

(1) 야곱(창37:35)
(2) 욥(욥14:13)
(3) 시편 기자(시88:3-4)
b.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

(1)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신32:22)
(2)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인들(시9:17)
4. 하데스: 스올에 해당하는 그리스말(스트롱 번호 86), 11회, 10회는 지옥, 1회는 무덤
5. 타르타로스: 1회(벧후2:4), 스트롱 번호 5020, 창6장의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유6)
6. 게헨나: 12회(스트롱 번호 1067), 11회는 주님의 말씀(마5:22, 29-30; 10:28; 18:9;
25:15, 33; 막9:43, 45, 47; 눅12:5; 약3:6).
a. 계20:11-15를 보면 악인들이 지옥(하데스)에서 나와 불 호수(게헨나)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최종 정착지는 ‘게헨나 헬’이다.
b. 아하스는 몰렉에게 자기 아이들을 가져다 바침(대하28:1-4; 왕하23:10). 예루살렘 남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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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놈의 골짜기, 주인은 힌놈의 아들들, 요시야 때 이런 관행 철폐, 그럼에도 그곳은 쓰레기
소각장
c. 예레미야 7:31-33의 도벳
d. 예루살렘 근교에 3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 셋은 다 몰렉에게 희생물을 드리던 이 장소에서
만난다(대하28:3; 33:6). 여기에 피 밭 즉 아겔다마가 있다(마27:7-8; 행1:18-19).
탈무드는 여기를 ‘지옥의 입구’라고 말한다. AD 70년의 유대인과 로마인의 전쟁 당시 60만
명이 죽었고 이들의 시체는 거름 문을 통해 도벳으로 옮겨져서 묻혔다.
e. 그러므로 게헨나는 연기와 불과 고통의 장소이다. 즉 불 호수이다.
D. 지옥의 위치: 성경은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명백히 가르친다(민16:32-33).
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12:39-40).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가셨고(행2:31)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
을 하늘로 옮기셨다(엡4:9-10).
신32:22, 내가 분노하는 중에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For a fire is kindled in mine anger, and shall burn
unto the lowest hell, and shall consume the earth with her increase, and
set on fire the foundations of the mountains).
욥11:8,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It is as high as heaven; what canst thou do? deeper than hell; what
canst thou know?)
시55:15,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 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Let death seize upon them, and let them go down quick
into hell:)
시86:13,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For
great is thy mercy toward me: and thou hast delivered my soul from the
lowest hell.)
잠7:27,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Her house is the
way to hell, going down to the chambers of death).
잠9:18, But he knoweth not that the dead are there; and that her guests are
in the depths of hell.
잠15:24,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The
way of life is above to the wise, that he may depart from hell beneath).
사5:14, Therefore hell hath enlarged herself, and opened her mouth without
measure: and their glory, and their multitude, and their pomp, and he that
rejoiceth, shall descend into it.
사14:9, 밑에서 나온 지옥이 네가 오기 때문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부
터 일어서게 하였으므로(Hell from beneath is moved for thee to meet thee at thy
coming: it stirreth up the dead for t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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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4:15,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Yet thou shalt
be brought down to hell, to the sides of the pit).
겔31:16,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에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
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I made the nations to shake
at the sound of his fall, when I cast him down to hell with them that descend
into the pit:).
마11: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And thou,
Capernaum, which art exalted unto heaven, shalt be brought down to hell:).
2. 그러나 최종 지옥인 불 호수 게헨나 지옥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마8:12; 22:13; 25:30;
벧후2:17; 유13).
3. 바깥의 어두운 곳, 하나님의 존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4. 둘째 사망: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진다(계20:14).
E. 지옥의 본질과 특성: 게헨나 지옥
1. 꺼지지 않는 불(마3:12; 13:41-42; 막9:43, 45, 47), 여기의 불은 문자 그대로의 불이다.
2. 기억하고 후회하는 곳(눅16:19-31)
a. 다윗처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시51:3을 인정할 것이다(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b. 다윗과 달리 그들은 시32:1을 결코 말하지 못할 것이다(자기 범법과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3. 갈증이 있는 곳(눅16:24)
4.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계14:10-11)
5. 좌절과 분노가 있는 곳(마13:42; 24:51), 이를 가는 곳
6. 분리되는 곳—“지옥에 가도 걱정 안 해. 외롭지 않아. 친구들이 많거든.” No!!
a. 게헨나 지옥은 둘째 사망이다(계2:11; 20:6, 15; 21:8).
b. 성경의 죽음은 분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게헨나 지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친구들과의 분리가
있다.
7. 맹렬한 진노가 있는 곳: 지금까지 땅에 있던 진노는 아무것도 아니다(합3:2; 게14:10).
8. 원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마25:41)
9. 영원한 곳, ‘everlasting’은 그리스말로 아이오니오스(aionios), 신약에 71회, 이 중에서 64회
는 하나님과 관련 있다(단12:2; 마25:46; 유7).
a. 영원은 유한한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시간
b. 왜 이렇게 지옥이 길까? 아무도 모른다. 80세에 죽는다, 80년, 800년, 8000년, 8,000만년
c.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의 사악함을 보여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을 배격하는 죄들은 영존하는 대가를 받는다.
10. 지옥의 특성 중 또 하나는 그것이 깊고 넓다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지옥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으로 일곱 번 언급된다(계11:7, 17:8, 20:1, 3 등).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거기에는 그들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지옥은
스스로를 키운다(사5:14). 또 지옥은 절망의 장소이다(계14:11). 지옥에는 희망이 없으며 지옥에
있는 자들은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산 채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다(계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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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끝으로 기존의 우리말 성경들은 54회의 지옥 중 반 이상을 ‘스올’로 음역해서 구약에서는 지옥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신약에서도 몇 차례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다. 음부는
저승과 같은 말로서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천, 유명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교도
사상이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리와 신학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개역성
경 잠15:11; 27:20 참조).
F. 지옥 형벌의 칙령—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롬2:6, 11). 그래서 지옥에는 등급이 있다.
1. 믿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마11:20-24)
2. 신실하지 않은 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눅12:47-48)
3. 정직하지 않은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눅20:45-47)
4. 십자가 처형을 이룬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요19:10-11)
5.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신자들의 관계(롬2:12)
G. 지옥의 거주자들
1. 사탄(롬16:20; 계20:10)
2. 적그리스도(살후2:8; 계19:20)
3. 타락한 천사들(벧후2:4): 성도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고전6:3).
4. 가룟 유다(행1:25)
5. 모든 불신자들(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H. 예수님이 죽어서 가신 곳
1. 마12:39-4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2. 행2:30-32,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3. 욘2:2-3,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 시16:10,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5. 엡4:8-10,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
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6. 눅23: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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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다. 그분의 혼은 지옥에,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그곳을 낙원이라 부르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땅 속 지하세계
(넓은 의미의 지옥)의 낙원에 가셨다. 그리고 지옥(타라타로스)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
(벧전3:19-20). 그리고 사흘 뒤 낙원에 있던 구약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의 거처인 낙원을 통째로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고후12:2-4; 계2:7; 22:1-2).
8. 구약 시대의 구원 받은 사람은 모두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다(눅16:22; 삼상
2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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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5
사람의 운명 03: 천국
IX. 성도들의 최종 장소: 천국(heaven, 하늘), 자유주의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둘 다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 집인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해 준다. 지옥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된다.
A. 성경의 하늘들
a. 첫째 하늘: 새와 구름이 있는 곳(단4:12; 마6:26)
b.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창22:17; 시19:1)
c. 셋째 하늘: 하나님의 거처(고후12:2; 왕상8:27, 30; 마6:9)
d.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가려면 지식과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 한다(인류 시작 후 약 5900년
걸림).
e.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가려면 피(믿음)가 있어야 한다(요3:3).
f.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
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고전2:9).
B. 하늘의 수도—실제로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곳
1. 구약 시대 성도들이 고대하던 곳
a. 아브라함(히11:10)
b. 다윗(시46:4; 87:3)
c. 믿음을 가진 모든 남녀(히11:13, 16)
2. 복음서에 약속되어 있는 곳(요14:1-3)
3. 서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됨—‘위에 있는 예루살렘’(갈4:26), ‘살아 있는 하나님의 도시’(히
12:22), ‘영구히 지속되는 도시’(히13:14)
4. 계시록에서 잘 묘사됨(계21:2 이후).
5. 천국은 성경에서 영광으로 불리기도 한다(벧후1:17-18; 딤전3:16).
6. 회중의 산(사14:12-14)
7. 셋째 하늘의 위치: 단순히 하늘 위를 가리키면 안 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
a. 셋째 하늘은 북쪽에 있다(시48:1-2; 욥26:7과 욥9:8-9)
b. 시75:5-7
C. 새 예루살렘 도시의 특성
1. 크기: 12,000 스타디온(계21:16), 2,240킬로미터
2. 모양(계21:16), 정육면체 혹은 피라미드
a. 지구의 표면적은 약 4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이중 수면은 약 3억 6백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지면은 약 1억 5천 4백만 제곱킬로미터이다.
b. 이 도시를 정육면체라 가정하고 높이 방향으로 1킬로미터마다 한 층을 만든다고 하면 총
2,240층의 맨션이 된다. 이런 맨션의 한 층 바닥 면적은 약 5백만 제곱킬로미터이며 따라서
2,240층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은 112억 제곱킬로미터이다. 이 총 면적은 수면과 지면을
포함한 지구 전체 표면적의 약 스물네 배이다.
c. 첫 사람 아담 이후로 대략적으로 400억 명이 산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이 400억 명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2,240층으로 구성된 이 메트로폴리스 맨션의 첫째 층에 다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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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 도시는 우리의 거처(mansion)일 뿐, 우리가 여행하고 활동하며 오갈 수 있는 우주는
매우 광대하고 무한하다. 그 넓은 우주에서 미약한 인간의 힘으로 밝혀낸 별들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현존하는 로켓으로 천 년을 날아가야 그 둘레를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다.
e. 우주의 크기와 그 세계의 놀라운 일들은 3차원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상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3. 이름
a. 새 예루살렘(계3:12; 21:2)
b. 거룩한 도시(계21:2; 22:19)
c. 하늘의 예루살렘(히11:16; 12:22)
d. 시온 산(히12:22)
e. 신부, 어린양의 아내(계21:9)
f. 아버지 집(요14:2)
4. 12개의 기초(계21:14, 19-20): 벽옥,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마노, 홍보석, 귀감람석,
녹주석, 황옥, 녹옥수, 청옥, 자수정, 각각의 기초는 12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계21:14).
5. 벽: 144큐빗(계21:17), 65미터 높이의 벽옥, 높이가 2240킬로미터인 도시에 65미터 높이의
성벽을 쌓은 것은 마치 63빌딩에 2cm의 담을 두른 것과 같다.
6. 12문: 동서남북에 3개씩(계21:12-13, 21),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
각 문은 흰색 진주로 되어 있음.
7. 중심 거리: 투명한 순금 길(계21:21b),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8. 왕좌(시103:19)
a. 이사야(사6:1-3)
b. 다니엘(단7:9-10)
c. 요한(계4:2, 6); 신약에만도 하나님의 왕좌는 40회 이상 나온다.
9. 생명수의 강(계22:1; 시46:4)
10. 생명나무(계22:2; 참조 창2:9; 3:24)
D. 하늘의 거주자들
1. 거룩한 천사들: 미가엘, 가브리엘, 스랍, 그룹, 왕좌, 권능, 통치 등의 천사들(골2:10, 15),
무수한 천사들
2. 교회(히12:23; 계19:1, 7-8; 21:9; 22:17)
3. 구원받은 이스라엘(히11:16)
4. 구속받은 모든 자(계5:9; 7:9)
5. 아버지(단7:9-10; 계4:2, 6)
6. 아들(계5:6)
a. 계시록에서는 어린양이 27회나 나온다.

(1) 죽임 당한 어린양(5:6)
(2) 구속하는 어린양(5:9)
(3)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양(5:12)
(4) 위로하는 어린양(7:17)
(5) 생명을 주는 어린양(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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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기는 어린양(12:11; 17:14)
(7) 영원한 어린양 (5:13)
(8) 분노하는 어린양(6:16)
(9) 사랑하는 어린양(19:7)
(10) 영화로운 어린양(21:23)
b. 또 다른 이름

(1) 신실한 증인, The Faithful Witness (1:5a)
(2)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 The First Begotten of the Dead (1:5b)
(3) 땅의 왕들의 통치자, The Prince of the Kings of the Earth (1:5c)
(4) 알파와 오메가, The Alpha and Omega (1:8)
(5) 시작과 끝마침, The Beginning and the End (1:8b)
(6)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1:13)
(7)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2:18)
(8)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5:5a)
(9) 다윗의 뿌리, The Root of David (5:5b)
(10) 성도들의 왕, The King of Saints (15:3)
(11) 주들의 주, The Lord of Lords (17:14a)
(12) 왕들의 왕, The King of Kings (17:14b)
(13)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19:13)
(14) 빛나는 새벽별, The Bright and Morning Star (22:16)
(15) 예수, Jesus (22:16)
7. 성령님(계14:13; 22:17)
E. 천국에서 하는 일
1. 천국은 찬양하는 장소이다(사44:23; 히2:12; 계14:3: 15:3).
a.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노래(계4:11)
b.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계5:9)
2. 천국은 교제의 장소이다(계2:17; 3:21; 7:17; 19:8).
3. 천국은 간증하는 장소이다(시107:2-3; 막5:19).
4. 천국은 섬기는 장소이다(계22:3; 7:15; 고전6:2-3; 딤후2:11-12; 계22:5).
5. 천국은 배우는 장소이다(고전13:9-10).
a.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것이다(롬11:33).
b.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배울 것이다(막7:37).
c.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창1:1; 시19:1; 147:4; 사40:26). 무한한
우주 공간
F.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1. 없는 것
a. 바다(계21:1)
b. 눈물, 아픔, 사망(고전15:54-57; 계21:4)
c. 불안, 밤(계21:25)
d. 죄(계21:27)
e. 병과 저주(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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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탄의 반역(계20:10)
g. 갈증, 굶주림, 과도한 열기(계7:16)
h. 정죄(요5:24)
i. 부패(고전15:54; 벧전1:4)
2. 있는 것
a. 영광(요17:24; 롬8:18; 계21:23)
b. 아름다움(시50:2), 순금의 거리
c. 하나님의 빛(사60:1-3, 19-20; 계21:23-24)
d. 하나 됨(엡1:10)
e. 기쁨(시16:11)
f. 공의(벧후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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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6
사람의 운명 04: 부활, 휴거 등
G. 몇 가지 질문
1. 어떤 몸을 입을까? 예수님 같은 영화로운 몸(빌3:21; 요일3:2)
a. 살과 뼈(눅24:39-40)
b. 이 몸으로 먹음(눅24:41-43; 요21:12-15)
c. 물질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음(요20:19; 눅24:31, 36)
d. 영에 속한 몸(고전15:44), 책과 그 안의 종이, 책은 몸, 종이는 영, 여기서는 책이 종이를
주장한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의 지배,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종이가 책에서 나와 책을
감싼다. 영이 지배한다. 거기서는 물리적인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다.
2. 우리의 몸을 알아볼 수 있을까? 서로 알 수 있을까? 대답은 Yes이다(마17:3). 모세와 엘리야,
눅16의 부자와 나사로, 아브라함, 고전13:12
3. 우리의 나이는? 엡4:13에 근거하여 30세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4.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 있지 않은 경우 기억이 있을까? 아이는 천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옥,
반대로 부모는 천국, 아이는 지옥,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까? 성경은 명확히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으므로 거기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5. 땅에서의 관계가 유지될까? 부부, 부모 자식 등,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영화로운 몸을 입은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마22:30).
6. 일찍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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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윗(삼하12:22-23)
b. 예수님(마19:14)
H. 성경의 부활(단12:2; 요5:28; 행24:15)
1. 의인의 부활(첫째 부활)
a.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
b.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마27:50-53; 고전15:22-24; 살전4:13-18)
c. 환난기 성도들의 부활
2. 악인의 부활(둘째 부활)
I. 그러면 어찌할까?(골3:1-3)
J. 새 예루살렘의 2중적 성격
1. 계21:9-14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주겠다고 하고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성벽, 문, 기초석이 있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이들은 어린양의 신부인
교회 즉 사람들이 건물이 될 수 없으므로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 장소요,
실체가 없는 영적 도시 - 예를 들어 마음의 천국 같은 곳 - 라고 주장한다. No!
2. 이것은 히브리/그리스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큰 잘못이다. 성경은
종종 도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마23:37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대언자들을 죽였
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 안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한 마8:34; 행13:44의 온
도시 역시 도시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3. 시편 46편, 48편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 줍니다.
a.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시매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시46:4, 5).
b. 시온을 거닐면서 그녀의 주위를 다녀 보고 그녀의 망대들을 세어 볼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보루들을 자세히 보고 그녀의 궁궐들을 깊이 살펴보아 뒤따르는 세대에게 그것을 일러 줄지어다
(시48:12, 13).
c.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
다(사66:8).
4.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의 도시 시온을 의인화하여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도 신부로 의인화되어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영해를 이용하여
새 예루살렘을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일이다.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실제의 장소이다.
K. 땅의 예루살렘: 여호와 씨드케누(Jehovah Tsidkenu) ‘주 우리의 의’(렘23:6; 33:16),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신다’(겔48:35). 새 하늘(새 예루살렘)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새 땅에는
누가 사는가? 그것은 빈 공간인가? 새 하늘, 새 예루살렘 OK, 그런데 새 땅은 왜 필요한가?
1. 땅의 예루살렘은 영원히 지속된다: 생명나무와 잎사귀들(계21장 22절~22장 5절)
2. 계21:24-26과 계22:2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은 누구인가?
a.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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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계21:24).
b.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2).
3. 계22:1-2는 분명하게 영원의 세계를 다룬다(계21:1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실제로 계22:5를
끝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 경영 계획은 일단락 난다. 계22:6-21은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향한 권고와 경계의 말이다.
4. 분명히 계22:1-5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아니며(계20장) 계21장의 연속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은 계21:22의 도시와 계22:1의 도시에 계신다. 물론 이 도시들은 같은 도시이다. 또한
계21:24의 민족들과 계22:2의 민족들도 같은 민족이다.
5. 계21:24는 분명하게 새 땅에 왕들이 존재함을 보여 주며 이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존귀를 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새 에루살렘
도시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 새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편 생명나무는
그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다(계22:2).
6. 문제는 왜 계21:24와 계22:2의 동일한 민족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유를 받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은 계22:1-5를 천년왕국의 일로 해석하려 한다. 그런데 계22:1
의 생명수는 겔47장의 물이 아니다. 계22장은 분명히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의 일이다.
7. 계22:2의 생명나무와 겔47:12의 나무는 매우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다. 겔44장의 성전은 진짜
땅에 존재할 예루살렘 성전이며 이때에는 레위 사람들(겔44:15)이 있다. 이런 성전과 레위 사람들
은 결코 하늘의 것들이 아니다. 겔48장 22-35는 천년왕국 설명
8. 반면에 계21:22가 보여 주듯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또한 겔47:12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다. 겔47:12의 잎사귀는 단순히 음식과 약으로 쓰이며 계22:2의 잎사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들을 고치는 데 쓰인다(계21:24).
9. 신구약 시대에 구원 받은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생명나무 잎사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대로라면 영원한 세상에서도 생명나무 잎사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10. 이와 관련하여 계22:14도 신비의 구절이다. 여기를 보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는
자들이 있고 이들이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간다. 이것은 계21:24처럼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11.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영원한 세상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과연 새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일까?
12.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성경에 있는 대로 두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a.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창13:15).
b. 이사야서 9장 6~7절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말한다.
그 왕국은 영원무궁할 것이다(눅1:30-33).
c. 에스겔서 37장 24~28절도 다윗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

(1)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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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겔37:25).
d. 또한 다니엘서는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며 이를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영원히 땅에 거해야 함을 보여 준다.

(1)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단7:15).
13. 이런 말씀들에 따라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금의 가나안 땅에 존재해야 한다. 또한 세상의 민족들도
새 땅에 두루 존재해야 한다. 성경대로 믿으면 그렇다.
14.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이다(엡1:10).
a.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엡1:10).
15.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다만 생명 유지를
위해 그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이 땅과 하늘을 분명히 불로 정화시키실 것이다(벧후3:10-13). 이때에 그분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존하셔서 그들이 새 땅(지구)에 살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그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이 있고 거기 시민들이 영원히 있어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b.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으나(계22:5) 땅에는 계절을 위해 필요하다. 계22:2
는 생명나무가 열두 달에 걸쳐 매달 자기 열매를 낸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이때에도
새 땅에는 열두 달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해와 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 이처럼 육신을 입은 자들이 새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온 우주 공간을 정복함으로
영역을 늘려야 구원받아 몸이 영화롭게 변한 성도들이 온 우주 공간에서 왕들로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다. 성도들의 통치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성도 한 사람이 다스릴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통치를 가리켜 왕의 통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1:6).
d.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롬8:17).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온
우주 공간에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성도에게 왕국의 사람들이 필요하
다. 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며 우주 공간을 정복하게 될 때 비로소 성도들 각각은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왕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로써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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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7
죄 01
Man calls it an accident(우연히 생긴 일); God calls it an abomination(가증한 것).
Man calls it a blunder(실수); God calls it a blight(마르게 하는 병).
Man calls it a defect(결점, 부족); God calls it a disease(병).
Man calls it a chance(우연); God calls it a choice(선택).
Man calls it an error(잘못); God calls it an enmity(적대감).
Man calls it a fascination(매력적인 것); God calls it a fatality(치명적인 것).
Man calls it an infirmity(연약함); God calls it an iniquity(불법).
Man calls it a luxury(사치); God calls it a leprosy(나병).
Man calls it a liberty(자유); God calls it lawlessness(불법).
Man calls it a trifle(하찮은 것); God calls it a tragedy(비극).
Man calls it a mistake(실수); God calls it a madness(미친 짓).
Man calls it a weakness(약함); God calls it a willfulness(의도적인 것)
사람이 자꾸 약화시키려 하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게 비난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에 적어도 700번 이상 나온다(단수 죄 448회, 복수 sins 172회, 다른 명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성의 대비: 한 존재의 순수성과 다른 존재의 더러움
죄라는 단어는 창4:7에 가인과 함께 처음 나온다.
창18:20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두 번째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죄는 계18:5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언급된다.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 ‘죄’는 무엇인가?
2000년 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순결함을 이야기함(마1:20-21). 죄 문제
그 뒤 30년이 지나서 요1:29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목적은 죄 문제 해결이다.
I. 죄의 정의와 의미
구약에는 8개 단어, 신약에는 12개 이상의 단어가 죄를 정의한다: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 나쁜 것,
반역, 불법, 길을 잃은 것, 사악함, 방황하는 것, 불경건, 범죄, 범법, 무지, 떨어져 나가는 것
등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카타(chata), 하마르티아(hamartia)
A. 구약의 ‘카타’: 522회,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 바른 과녁에서 벗어나면 다른 과녁을 맞힌다. 이
단어는 도적적인 악, 우상 숭배, ‘유대인들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죄들’(ceremonial sins), 출
20:20; 삿20:16; 잠8:36; 19:2
B. 신약의 ‘하마르티아’: 227회, 역시 과녁에서 비껴나는 것(마1:21; 요1:29; 행2:38; 롬5:12;
6:1; 고전15:3; 고후5:21; 약1:15; 벧전2:22; 요일1:7; 2:2; 계1:5)
C. “죄란 행위와 성품과 상태 등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다.”—A. H. Strong
D. “죄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다.”—James Oliver Buswell, Jr.
E. “죄란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L. S. Chafer
II. 죄의 기원
A. 우주에 들어온 죄의 기원: 땅의 창조 이전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 천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 그 이후로 사탄은 죄의 원천과 기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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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야(사14:12-14)
2. 에스겔(겔28:12-18)
3. 예수님(눅10:18):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짐
4. 요한(요일3:8):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함
5. 요한의 계시록(계12:3-4)
B. 이 세상 죄의 기원: 사람이 죄를 땅에 가져옴. 구약에서 모세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였고
신약에서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묘사하였다.
1. 역사적 사실
a. 아담과 이브의 유혹(창2:16-17)

(1) 뱀의 말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창3:1)
(2) 뱀의 말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함(창3:4-5)
b. 아담과 이브의 범법(창3:6)
2. 신학적 사실(롬5:12; 고전15:22; 참조 고후11:2-3; 딤전2:14)
III. 죄의 본질
A. 죄는 영원하지 않다: 3세기 페르시아의 철학자 마니(Mani)의 이원론, 선한 원리와 악한 원리가
영원히 지속된다. No! 어거스틴은 마니교 출신, 마니교 교의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이원론과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영지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마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타락해서 악의 물질과 섞여 있지만, 영혼 또는 지혜가 이를 해방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God) 대신 good, devil 대신 evil만 존재함.
B. 죄는 단순히 선한 것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이 없으면
그게 죄다. No! 죄는 암과 나병처럼 실제로 존재한다.
C. 죄는 단순히 인간 육신의 연약함을 뜻하지 않는다. 배고픔, 갈증, 피곤 등은 죄가 아니다.
D. 죄는 그것 스스로의 표준이 없다. 죄는 좋은 것 혹은 선한 것에 대비되어 측량된다. 모든 죄는
선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E. 죄는 악과 종종 구별된다. 태풍, 홍수, 산불, 지진은 악(재앙)이지만 죄는 아니다. 사45:7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재앙)은 창조하되 죄는 창조하지 않는다(고후5;21).
IV.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A. 역사의 증언: 아담 이후 약 400억 명, 이 중 3분의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다.
B. 양심의 증언: 양심이라는 ‘죄의 저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낙망하게 만드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일
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다.
C. 종교의 증언: 욥의 질문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욥9:2), 여기서
사람들의 종교와 철학이 나옴
D. 성경의 증언
1. 사람의 죄성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왕상8:46a; 잠20:9; 렘17:9a; 전7:20; 사53:6a; 64:6;
롬3:23; 갈3:22a; 약3:2a; 요일1:8-10)
2. 개인적인 진술, “I have sinned.”
a. 파라오(출9:27
b. 발람(민22:34)
c. 아간(수7:20)
d. 사울(삼상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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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윗(삼하12:13; 24:10)
f. 욥(욥7:20)
g. 탕자(눅15:21)
h. 가룟 유다(마27:4)
i. 이 중에서 다윗과 욥과 탕자만 진심으로 죄를 고백함
V. 죄의 사악함: 영적인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정도와 사람의 죄성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A. 천사의 반란: 루시퍼, 다른 천사들, 가장 뛰어난 존재, 자유 의지를 줌, 그러나 반역함으로 쫓겨남.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는가? 이런 죄의 깊이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사14:12-15; 겔
28:11-19 참조).
B.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의 타락,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죄는 심각한 문제이다.
C. 하나님의 해결책:
1. 하나님의 아들이 극도의 고난을 겪고 죽어서 이것을 제거한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정도로 죄는 하나님 편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2. 불신자의 심판: 영원한 지옥 불(마25:41)
3.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
VI. 현 시대 죄들의 원천
A. 세상(요15:18-19)
1. 묘사: 사탄이 우두머리로 있다. 세상은 모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대비책: 전신갑주(엡6:13-18), 사탄의 계략 이해(고후2:11), 정신 차림(벧전5:8), 믿음(요일
5:4-5; 딤전6:12)
B. 육신
1. 개념: 모든 사람 속의 죄의 원리, 육신은 악한 행위들을 만들어 내며(갈5:19), 욕망과 정욕의
형태를 띤다(갈5:24; 요일2:16). 심지어 성도도 노예가 될 수 있다(롬7:25).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롬7:18).
2. 대응책: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갈5:24). 이 땅에 사는 한 박멸
불가능, 성령님께 의지하여 걸어야 한다(갈5:16).
C. 마귀: 현존하는 마귀(눅10:18; 요8:44; 12:31; 마12:26; 13:19, 39)
1. 마귀의 계략 수립(고후2:11; 엡6:11)
2. 집요한 계획 수행(벧전5:8)
3. 그의 계획은 능력이 있다(엡6:12; 요일4:4; 유9)
VII. 죄들의 종류
A. 종류(영어 알파벳 순)
1. 간음, Adultery (2 Sam. 11:4)
2. 분노, Anger (Num. 20:7-11; Matt. 5:22)
3. 염려, Anxiety (Phil. 4:6; 2 Kings 6:15)
4. 배교, Apostasy (Jude)
5. 거만, Arrogance (Exod. 5:2)
6. 학살, Attempted genocide (Esth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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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군대는 것, Backbiting (Rom. 1:30; Psa. 15:3)
8. 타락하는 것, Backsliding (Prov. 14:14; Jer. 3:14)
9. 배반, Betrayal (Gen. 37:28; Luke 22:3-4)
10. 쓴 뿌리, Bitterness (Job 10:1; Heb. 12:15)
11. 신성모독, Blasphemy (Luke 22:65; Rev. 13:1)
12. 피 흘리는 것, Bloodletting (2 Kings 11:1; 21:16)
13. 자랑, Boasting (Prov. 25:14; James 3:5)
14. 뻔뻔함, Brazenness (Num. 24:6; Dan. 5:1-4)
15. 뇌물, Bribery (1 Sam. 8:3; Amos 5:12)
16. 잔인함, Brutality (2 Kings 15:16)
17. 부주의, Carelessness (Exod. 4:24-26)
18. 육체를 따르는 것, Carnality (1 Cor. 3:1-4)
19. 아동 학대, Child abuse (Matt. 18:6, 10)
20.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것, Cursing God's anointed (2 Sam. 16:5)
21. 부적절한 타협, Compromise (Judg. 2:2; 1 Kings 22:1-4)
22. 음모, Conspiracy (2 Sam. 15:12; Acts 23:12-13)
23. 탐욕, Covetousness (Josh. 7:1, 20-21; Luke 12:15)
24.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 Crucifying Christ (Acts 2:23)
25. 속이는 것, Deceit (Gen. 12:12-13; 27:18-19)
26. 속여 빼앗는 것, Defrauding (Mark 10:19; 1 Cor. 6:8)
27. 늦추는 것, Delaying (Acts 24:24-25)
28.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Denying Christ (Matt. 26:69-75)
29. 권위를 멸시하는 것, Despising authority (2 Pet. 2:10-12)
30.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것, Despising God's message (Jer. 36:22-25)
31. 하나님의 사자를 멸시하는 것, Despising God's messengers (Matt. 23:31-34)
32. 낙담, Discouragement (1 Kings 19:4; 1 Sam. 27:1)
33. 부정직, Dishonesty (2 Cor. 4:2)
34. 불충성, Disloyalty (2 Sam. 15:31)
35. 불순종, Disobedience (Gen. 2:17; 3:5; 1 Sam. 15:19, 22)
36. 분열, Divisiveness (Prov. 6:19; 1 Cor. 1:11-13)
37. 두 마음, Doublemindedness (James 1:5-8)
38. 의심, Doubt (Matt. 14:31; 1 Tim. 2:8)
39. 술 취하는 것, Drunkenness (Gen. 9:20-21; Gal. 5:21)
40. 드는 데 둔한 것, Dullness (of hearing, Heb. 5:11-14; of seeing, 2 Pet. 1:9)
41. 유혹, Enticement (Gen. 39:7, 10; Prov. 1:10)
42. 시기, Envy (1 Sam. 18:8-9; Gal. 5:21, 26)
43. 착취, Extortion (Matt. 23:25; 1 Cor. 5:10-11)
44. 불신실함, Faithlessness (Matt. 17:17; John 20:27)
45. 거짓 증언, False accusation (Gen. 39:13-15; 1 Kings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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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거짓 경건(위선), False piety (Matt. 6:1-8, 16-18)
47. 두려움, Fear (Prov. 29:25; Rom. 8:15; 1 John 4:18)
48. 어리석은 말, Foolish talking (Eph. 5:4; Titus 3:9)
49. 형식주의, Formalism (2 Tim. 3:5)
50. 열매 없음, Fruitlessness (Hos. 10:1; John 15:2)
51. 탐식, Gluttony (Prov. 23:21; Matt. 11:19)
52. 증오, Hatred (Gen. 27:41; 37:5; Titus 3:3)
53. 동성애, Homosexuality (Gen. 19:5; Rom. 1:24-27)
54. 위선, Hypocrisy (Matt. 7:5; 23:28)
55. 우상숭배, Idolatry (Exod. 32:6a; Judg. 2:12; 1 Kings 16:33)
56. 부도덕한 일, Immorality (Exod. 32:6b; Judg. 16:1; Matt. 5:27-32)
57. 근친상간, Incest (Gen. 19:33-36)
58. 욕정에 빠지는 것, Indulgence (1 Sam. 3:13)
59. 감사하지 않는 것, Ingratitude (Rom. 1:21)
60. 불법으로 제사장 직무 수행, Intrusion into the priest's office (1 Sam. 13:9; 2
Chron. 26:16)
61. 책임 없는 청지기, Irresponsible stewardship (Matt. 25:14-30; Luke 19:11-27)
62. 근거 없이 비판, Judging (Rom. 14:10-12; 1 Cor. 4:5; Matt. 7:1-5)
63.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Lack of mercy (Matt. 18:23-35)
64.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것, Lack of natural affection (Rom. 1:31; 2 Tim. 3:3)
65. 게으름, Laziness (Titus 1:12; 2 Thess. 3:10)
66. 첫 사랑을 버리는 것, Leaving first love (Rev. 2:4)
67. 율법주의, Legalism (Gal.)
68. 육신적으로 사는 것, Living in the flesh (Gal. 3:3)
69. 정욕, Lust (1 John 2:15-17)
70. 거짓말, Lying (1 Sam. 21:2-3; Prov. 17:22; Eph. 4:25)
71. 악독, Malice (Rom. 1:29; 1 Cor. 5:8; Eph. 4:31)
72. 물질만능주의, Materialism (2 Tim. 3:1-2; Rev. 3:15-19)
73. 조롱, Mocking (Gen. 21:9; 2 Kings 2:23; 2 Pet. 3:3-4)
74. 살인, Murder (Gen. 4:8)
75. 불평, Murmuring (Exod. 14:10-12; 16:7; 17:2-3)
76, 인신 제물, Offering human sacrifices (2 Kings 17:17)
77. 파당, 편애, Partiality (James 1:2-4)
78. 일부다처, Polygamy (Deut. 17:17; 1 Kings 11:1-11)
79. 하나님의 집 오염, Polluting God's house (Jer. 7:1-11; John 2:13-16)
80. 기도하지 않는 것, Prayerlessness (1 Sam. 12:23; Luke 18:1-8)
81. 억측, Presumption (Josh. 7:3; 9:14-15)
82. 교만, Pride (Prov. 16:18; 2 Chron. 26:16)
83. 거짓 대언, Prophesying falsely (1 Kings 22:11-24; Rev.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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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매춘, Prostitution (Gen. 38:15; 1 Cor. 6:15)
85. 강간, Rape (2 Sam. 13:14)
86. 분별없음, Rashness (Judg. 11:30-31; 1 Sam. 14:24)
87. 반역, Rebellion (Gen. 11:4; Num. 14:4-10; 16:1-3)
88. 원수 갚는 것, Revenge (2 Sam. 13:28-29)
89.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는 것, Robbing God (Mal. 3:8-9; Hag. 1:3-11)
90. 신성을 더럽히는 것, Sacrilege (Mark 11:15-18)
91. 하나님의 양을 흩는 것, Scattering the sheep (Jer. 23:1; Ezek. 34:1-10; John
10:12-13)
92. 폭동, Sedition (2 Sam. 15:1-6)
93. 이기적인 것, Selfishness (Luke 12:16-19)
94. 자기 뜻대로 하는 것, Self-will (Isa. 14:12-14; 2 Pet. 2:10)
95. 자기 숭배, Self-worship (Rom. 1:25)
96. 중상모략, Slander (Prov. 10:18; 2 Sam. 19:27)
97. 갈등, Strife (Gen. 13:7; Prov. 17:19; Phil. 2:3)
98. 완고함, Stubbornness (1 Sam. 15:23; Acts 7:31)
99. 자살, Suicide (2 Sam. 17:23; Matt. 27:5)
100. 거짓 교리, Teaching false doctrine (Matt. 16:6; 1 Tim. 4:1-3; 2 Tim. 4:3)
101. 도둑질, Theft (Matt. 15:19; Rev. 9:21)
102. 반역, Treachery (Gen. 34:13-18, 25-29; 2 Sam. 3:27)
103. 불신, Unbelief (Matt. 13:58; Heb. 4:6, 11)
104. 불신자들과의 연합, Unequal alliance (1 Cor. 5:9; 6:15; 2 Cor. 6:14-18)
105. 감사하지 않음, Unthankfulness (Rom. 1:21; Psa. 103:2)
106. 고의로 무시하기, Willful ignorance (2 Pet. 3:5)
107. 지혜를 거부하기, Wisdom rejecting (Prov. 1:20-29)
108. 마술, Witchcraft (1 Sam. 28:7-18; 2 Chron. 33:6; Gal.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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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8
죄 02
B. 두 종류의 죄 고찰
1. 사망에 이르는 죄(요일5:16; 고전11:30)
2. 성령 훼방죄, 신성모독 죄(마12:31-32; 막3:28-30)
VIII. 죄의 은유와 상징
A. 은유
1. 죄는 독사의 독처럼 독성이 있다(시140:3; 마23:33).
2. 죄는 노새처럼 완고하다(욥11:12).
3. 죄는 곰처럼 잔인하다(단7:5).
4. 죄는 자벌레처럼 파멸시킨다(욜2:25).
5. 죄는 들개처럼 부정하다(잠26:11).
6. 죄는 여우처럼 교묘하다(눅13:32).
7. 개는 이리처럼 사납다(요10:12).
8. 죄는 사자처럼 삼킨다(시22:13; 단7:4).
9. 죄는 돼지처럼 더럽다(벧후2:22).
B. 상징
1. 뱀(창3:1a; 마23:33; 계12:9)
2. 나병(레13:44)
3. 누룩(마16:6)
4. 여인(슥5:7-8; 계17:4-5)
IX. 죄의 결과
A. 루시퍼: 우주에서 첫째로 죄를 지은 존재
1. 덮는 그룹으로서의 위치 상실(겔28:14-15)
2. 용(사탄)이 됨(계12:7-8)
3. 불 호수에 던져짐(마25:41; 계20:10)
B. 사람: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죽음은 분리를 뜻함).
1. 육적 죽음(창5:5; 시90:10)
2. 영적 죽음: 둘째 사망, 불신자(마7:23; 마25:41; 계2:11; 20:6, 14; 21:8)
a. 이런 영적 죽음은 미래에 있지만 불신자는 지금 이 시간 이미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어 있다(엡
2:1-12).
b.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잘린 꽃과 같다. 잠시 동안은 화려해도 곧 말라버린다.
3. 요약
a. 죄는 사람의 귀를 둔하게 만든다(행28:27).
b. 죄는 지각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엡4:18).
c. 죄는 사람의 길을 굽게 만든다(사53:6).
d. 죄는 사람의 혀를 더럽힌다(롬3:13-14).
e. 죄는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렘17:9).
f. 죄는 사람의 지성을 삼킨다(고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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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죄는 사람의 운명을 파멸로 정한다(겔18:4).
C. 자연계: 사람의 타락으로 낙원은 피폐한 광야가 되었다(롬8:19-22).
D.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속을 위해 천사들을 이용하심으로써 사람의 죄는 이들을
위한 시청각 교육 재료가 되었다(고전4:9b; 딤전5:21a; 갈3:19c; 벧전1:12d; 히1:14).
E. 하나님 자신: 창조 이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할 수 없으시다(창2:2). 지금도 구속
사역을 하고 계신다(요5:17; 9:4a; 빌1:6b).
X. 죄의 전가: 아담에게만 한정되는가? 지금도 유전되는가?
A. 자유주의자들: 죄 이야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전설이다.
B. 펠라기우스(영국의 수도승) 이론: 아담의 죄는 오직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쳤다. 그는 후대에게
나쁜 본을 보였을 뿐이다. 주후 418년의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죄 받음.
C. 아르미니우스 이론: 아담의 죄는 죄 없이 남으려는 그의 후손들의 의지를 약화시켰으나 완전 성화
- 죄 없이 남는 것 -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D. 종족 대표설(The federal headship position: 개혁주의 주장), 비성경적 주장!!!
1. 하나님은 아담을 전체 인류의 대표자로 지명하셨다.
2.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계약을 체결하셨다. 성경에 없음!
3.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써 그 계약을 위반하였다.
4.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인류 전체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간주된다.
5.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서 신분상으로 이미 유죄이며, 살아가면서
직접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유죄임을 확정한다.
E. 성경적 견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롬5:12),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으면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 것 같이 우리도 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히7:9-10). 그래서 그의 죄가 내게
전가되었다.
XI. 죄의 이유: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다. 왜 허락하실까? 그만 두게 할 수 없으셨는가?
A. 첫째 제안: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에게 자유의지(도덕적 성품)를 주셨다. 죄를 짓자마자 죽이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멸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
B. 둘째 제안: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자신의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다. 아담 이전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을 보이셨으나 한 가지 보이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은혜이다(롬5:20b; 엡2:5, 7).
XII. 그리스도인의 죄: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죄 처리와 상관이 있다. 죄의 형벌(과거), 죄의 권능(현
재), 죄의 존래(미래)로부터의 구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 성화는 가능한가?
A.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1. 바울(딤전1:15)
2. 야고보(약3:2)
3. 요한(요일1:8-10)
a. 8절은 죄의 원리가 존재함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함
b. 9절은 특정한 죄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함
c. 10절은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함
B. 죄의 효과: 좋은 것들의 상실
1. 빛(요일1:6)
2. 기쁨(시51:12; 요15:11; 갈5:22)
3. 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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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나님과의 화평(롬5:1), 즉 구원은 잃지 않는다.
b. 하나님의 화평, 잃는다.
4. 사랑(요일2:5; 2:15-17; 4:12)
5. 교제(요일1:3, 6-7)
6. 확신(요일3:19-22)
7. 간증(요일3:9-10)
8. 보상(히2:1; 요이8)
9. 건강과 생명(고전11:30)
C. 죄 이후의 회복
1. 수단은 예수님의 피(요일1:7)
2. 방법은 고백(요일1:9),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보통 말한다.”
D. 죄를 막는 길
1. 하나님의 말씀(시119:11; 요17:17; 딤후3:16-17)
2. 하나님의 아들(롬8:34; 히7:23-25)
3. 하나님의 영(슥4:6)
a. 기도 사역(롬8:26)
b. 가르침 사역(고전2:12)
XIII. 죄에 대한 최종 승리
A. 그리스도의 승리(고전15:25-28)
B. 천국에서의 승리(히12:22-24).
C. 새 예루살렘에서의 승리(계21:4-5)
IVX. 죄와 죄들 구분
A. 죄와 죄들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B. 단수 죄는 죄의 뿌리, 근원, 죄로 이끄는 경향
C. 복수 죄들은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
D.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기 위해 오셨고(요1:29) 죄인들의 친구였으며 죄들의
용서와 사면을 선포하셨다(마9:2; 26:28; 눅24:47; 요20:23). 십자가는 죄 문제의 핵심이요,
유일한 치료책이다(고후5:21).
E. 죄에 대한 바울의 신학: 롬1-8,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1장부터 5:11, 5:12-8장).
1. 칭의를 다루는 앞부분은 주로 죄들(복수)에 대해 말하고 성화를 다루는 뒷부분은 죄를 다룬다.
즉 앞에서 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는가를 보여 주고 뒤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떠함 즉 죄성을 보여 준다. 앞부분은 여러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뒷부분은
사람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으로서의 죄를 보여 준다.
2. 죄들은 용서 받아야 할 대상이고, 죄들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인 죄는 해방 받아야 할 대상
3. 그래서 성경은 죄 용서나 죄 사면에 대해 말하지 않고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에 대해 말한다.
a. 죄들은 밖에 있는 것이며 용서의 대상, 죄는 안에 있는 것으로 해방의 대상
b. 즉 죄는 나무이고 죄들은 열매이다.
F. 구원파의 문제: 죄와 죄들의 구분이 안 됨,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죄 없다”가 됨.
1. 그러므로 양심에 마비가 생기고 성화가 안 됨.
a. 요일1:8, 만일 우리에게 죄(단수)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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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b. 요일1: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복수)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8-9).
c. 여기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분명히 죄들이 있다.
G. 죄와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1. 죄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용서(요일1:7)
2.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한 구출(해방, 구원)
3.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들의 열매를 맺지 죄들을 지어 죄인이 아니다.
H. 지금까지의 논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1. 그러나 구원받은 뒤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히 육신 즉 죄가 남아 있다. 그래서 성화 과정을 통해
죄에 대해 한번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롬6:11).
2. 바울의 고민(롬7:13-25) 해결책(롬8:1)
a.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 b.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롬6:12), c.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롬6:14).
I. 결론: 믿는 자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확고히 정착되어 안전하나 그의 상태는 변한다. 옛 본성이
그를 지배하느냐 새 본성이 그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는 죄로 가득하기도 하며 죄가 없기도 하다.
J. 추가 설명: 신약의 죄들의 사면 혹은 용서(마1:21; 26:28; 눅24:47; 행2:38; 5:31: 10:43;
13:38; 26:18; 롬3:25; 엡1:7 등)
1. 칭의는 죄와 죄들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위치적으로 의인이 됩.
2. 성화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가 박멸되지 않으므로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새 본성을 살리는
것, 그러므로 여기에도 죄와 죄들의 문제가 있다.
3. 다만 요일1:7-10 같은 부분에서 죄와 죄들이 구분되지 않으면 신자의 위치와 상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곤경을 겪거나 방종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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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49
구원 01: 정의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 구원(salvation)은 참으로 귀중한 단어이다.
I. 구원의 의미
A.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
1.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예샤’(yesha)는 묶여 있는 데서 자유를 얻는 것을 뜻한다(‘예샤’는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의 근원).
2. 그리스말 ‘소테리아’는 ‘고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구조하는 것, 번영을 가져오는 것’ 등을 뜻한다.
B. 구원이라는 단어의 언급
1. 성경에 164회 나오고 32개의 책에서 언급됨
a. 구약은 16개 책에서 119번 나옴(창, 출, 신, 삼상하, 대상하, 욥, 시, 사, 렘, 애, 미,
합, 슥 등)
b. 신약은 16개 책에서 45회 나옴(눅, 요, 행, 롬, 고후, 엡, 빌, 살전후, 딤후, 딛, 히, 벧전후,
유, 계 등)
2. 이집에 내려간 야곱이 처음 이 말을 사용함(창49:18).
3. 마지막은 하늘에서 들려옴(계19:1).
C. 구원이라는 단어의 웅장한 용례(시3:8; 27:1; 51:12; 68:19; 사12:2; 사52:7, 10; 욘2:9;
슥9:9; 롬1:16; 10:10)
II. 구원이 내포하는 의미
A.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1. 사람들은 죄 병을 앓고 있거나 길을 잃고 있다.
a.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사1:6; 마9:1-2).
b. 고소당한 사람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롬3:19).
c.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조 요원이 필요하다(시69:1-2).
d. 길을 잃은 사람은 길 안내자가 필요하다(눅19:10; 엡2:12).
e. 죄인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하다.
2. 왜 사람들은 길을 잃었는가?
a. 성경적 창조 계시를 거부함(시19:1; 행14:17; 롬1:19-20).
b. 양심의 소리를 거부함(롬2:14-16).
c. 세상과의 관계로 인해(엡2:2; 약4:4; 요일2:15-16)
d. 사탄으로 인해(요8:44; 고후4:4; 요일3:10)
e. 죄와의 관계로 인해(창2:17; 전7:20; 렘17:9; 막7:20-23; 롬5:12)
f.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요일5:12; 유19)
B.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
1.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2. 구원하려는 의사가 해야 한다: 능력이 있어도 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III. 구원의 원천—예수 그리스도
A. 그분은 구원할 능력이 있다(엡3:20; 딤후1:12; 히2:18; 7:25; 유24).
B. 그분은 구원할 의사가 있다(마8:2-3; 딤전2:3-4; 벧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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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분은 구원의 원천이시다(슥9:9; 눅1:68-69: 3:5-6; 행4:12; 롬1:16; 딛2:11; 히5:9).
IV. 구원의 거짓 소망(잠14:12)
A. 교육(딤전6:20; 딤후3:7)
B. 교회 회원
C. 선행(엡2:8-9)
D. 침례 혹은 세례(고전1:17)
E. 좋은 환경
F. 율법 준수(갈2:16)
G. 입교나 견진
H. 황금률에 따라 사는 것(사64:6)
I. 성실함/진실함/신실함
J. 헌금과 십일조(고후8:1-7)
K. 정치/종교 결사 모임
V. 구원의 방법: 하나님은 크게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율법 이후 시대에 공히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A. 구원은 오직 피로만 가능하다(히9:22). 이 피는 ‘죄 없는 피’여야 한다. 반드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야 한다.
1. 죄 없는 피(히9:14)
2. 피를 흘려야 한다(마26:28).
3. 뿌려야 한다(출12:7; 계1:5).
B. 구원은 오직 인격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욘2:9; 행4:12; 살전5:9; 히5:9).
C.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엡2:8-9; 딛2:11).
1. 이 은혜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롬5:1; 히11:6).
2. 이 은혜는 구원자의 화평과 함께 온다(롬1:7; 고전1:3).
VI.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A. 아버지 하나님
1.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롬8:29a; 11:2; 엡1:5, 11).
2.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정하시고 선택하셨다(엡1:4; 살후2:13; 벧전1:2).
3.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드셨다(롬8:28-30).
4. 아버지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롬8:30).
5.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요3:16).
B. 아들 하나님
1. 아들께서는 아버지를 보여 주신다(요12:45; 14:8-9).
2. 아들께서는 길 잃은 자를 찾으신다(눅19:10).
3. 아들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신다(요10:11).
4.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신다(화해 제물; 롬3:25-26).
C. 성령님
1. 성령님께서는 확신시키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신다(요16:7-11).
2. 성령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주신다(고전12:13).
VII. 값으로 살 수 없는 구원(시49:7-9)
A. 다윗과 모세는 창조 세상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말씀에 의해 생겨났다고 말한다(창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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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8:3-4; 33:6, 9). (참조 창1:6, 9, 11, 14, 20, 24, 26)
B. 이사야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팔과 그분이 흘린 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사
53:1, 53:4-6; 벧전1:18-19).
C. 계시록은 하늘의 모든 존재가 창조(4:11)와 구원(5:9)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을 찬양함을 기록한다.
VIII. 구약에서 구원의 예표-사건(유월절, 놋 뱀), 제도(안식일), 사물(어린양, 기름, 성막), 장소(예루
살렘, 이집트, 바빌론, 가나안), 사람(아담, 이삭, 요셉, 요나).
A. 아담과 이브는 구원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임을 보여 준다(창3:21): 죄를 지은 뒤 처음
나타난 것은 수치와 벌거벗음이었다(창3:7).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 옷을 입음(슥3:1-5).
B. 가인과 아벨: 피와 믿음의 문제
C. 방주와 유월절: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임을 알려준다.
1. 방주로 들어가는 것(창7:1)
2. 유월절(출12:23)
D. 아브라함과 이삭, 구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체물을 우리에게 제공한다(창22:12-14): 모리아
산, 갈보리
E. 만나와 반석(물), 구원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킨다(만나, 출16:14; 물, 17:6; 시103:5;
107:9).
F. 놋 뱀, 구원은 우리를 치유한다(민21:9; 요3:14).
G. 나아만, 구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왕하5:1-14; 시51:7).
H. 성막, 구원은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시킨다(출25:22): 출32장의 우상 숭배, 이후의 성막은 교제
회복(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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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50
구원 02: 회개
IX. 구원 관련 15가지 용어: 회심(conversion), 구속(redemption), 칭의(justification), 대신함
(substitution), 중생(regeneration), 성화(sanctification), 화해(reconciliation), 전
가(imputation), 영화(glorification), 화해 헌물(propitiation), 양자 삼음(adoption), 보
존(preservation), 사면(remission), 간구(supplication), 원천(origination)
A. 회심(히브리말 shub; 그리스말 epistrophe)는 성경에 14번 나온다(시19:7; 51:13; 사1:27;
6:10; 마13:15; 18:3; 막4:12; 눅22:32; 요12:40; 행3:19; 15:3; 28:27; 약5:19-20)
이 말은 개인에게서 두 종류의 돌이킴이 있어야 함을 보여 준다: ‘어디에서 돌이키는 회개’(a turning
from)와 ‘어디로 돌이키는 믿음’(a turning to)
o 구원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o 구원의 기초: 회개
o 구원의 방법: 믿음
o 바른 구원에는 이 둘이 항상 같이 다닌다.
o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일, 가짜도 있다(행8:20-21).
o 한 번 복음 전도에 2000명, 10,000명 구원받았다고 보고를 보낸다.
o 소위 영접 기도 구원이라 불리는 방법의 문제
o 현대 교회의 문제: 회개가 없다, 사영리의 문제
1. 회개(Greek, metanoia)
a, 회개가 아닌 것
(1) 개선/개혁하는 것, 인간 중심, 이 세상 중심(성경적 회개, 하나님 중심, 영원 중심)
문제(허물) 중심(성경적 회개, 죄 중심)
(2) 참회와 그것에 따른 보속 행위: 카톨릭교도들, 보속은 세례 이후에 지은 죄들을 사제에게
고백하고 거기 따른 죄 값을 치르고 속죄 받는 것
(3) 잘못을 후회하는 것: 구약의 에서(히12:17), 사울 왕, 신약의 가룟 유다(마27:3)
(4)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구약의 파라오(출9:27; 10:16)
(5)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하는 것, 잭 하일스(Jack Hyles):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지옥에 가므로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하면 회개이다(잭 하일스),
믿는다고만 하면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수자를 센다.
(a) Easy believism(Or Easy prayerism, 영접기도 구원): 대가
(6)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다: 커티스 헛슨(Curtis Hutson), Sword of the Lord,
마음만 바꾸면 된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면 행위
구원이라고 주장함.
(7) 회개는 곧 믿음이다. 달라스 신학교, 탈봇 신학교 등의 New Evangelicals, 회개를
무시함.
회개는 행위를 가져온다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몰아붙인다.
(a) 회개와 믿음은 구별된다.
(b)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회개를 선포했다.
(c) 예수님의 대위임에 회개가 들어 있다(눅24:47)
(8)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어릴 때 죄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여 아뢰는 것(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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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개의 정의
(1)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변하는 것
(2) 성경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 죄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3) 하나님, 나, 죄, 세상, 마귀, 천국, 지옥, 인생 목표 등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4) 사도 바울의 회개 증언:
(a) “내가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행
26:20)
(b)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행20:21)
(5)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생겨 죄에서 돌이키는 것(죄들이 아니라 죄이다). 이 죄는
이전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이다(요16:7-11). 술/담배, 맹세, 음행 등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을 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a) 침례자 요한(마3:1-2, 8)
(b) 예수님(마9:13; 눅13:5; 15:17-19; 24:47)
(c) 베드로(행2:38; 3:19)
(d) 바울(행19:17-20; 17:30; 26:20)
c. 구체적인 예
(1) 탕자(눅15:17-20)
(2) 데살로니가 성도들(살전1:9)
(3) 삭개오(눅19:8-9)
(4) 빌립보 간수(행16:33-34)
(5) 오순절의 유대인들(행2:38-42)
(6) 죄인이 백기를 드는 것, 죄인이 180도 돌아서는 것, 강도가 칼을 버리는 것, 도둑이
훔친 것을 돌려주는 것
d. 회개와 믿음
(1) 요3:16, 요한복음 전체에 회개라는 말이 없다.
(2) 행16:31에도 회개가 없다.
(3) 이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포함한다.
(a)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b) 위의 두 구절에는 믿음만 나온다.
(c) 마9:13; 눅24:47; 행2:38; 3:19, 벧후3:9에는 회개만 나온다.
(d)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해야지 성경을 고립시키면 안 된다.
(e)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에 회개가 없다고 해서 회개가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f) 빌립보 간수: 이미 회개했다.
(g) 요4장의 수가 성의 여인: 죄를 회개했다.
(4) 회개와 믿음은 별개의 두 가지이지만 구원에서는 하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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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개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것은 구원의 기초가 된다.
(6) 이 기초가 확고해야 바른 구원, 강건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7) 회개는 명백하게, 확실하게 죄를 다루는 것이다.
(8) 회개가 없어서 가짜 신자가 판을 친다.
(9)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적 회개가 있어야 한다.
(10)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그 뒤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아무것
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손을 드십시오.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이단
교리이다.
(11) 이것은 절대로 100%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100%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e. 회개에 대한 오해
(1) 회개는 단 한 번만 해야 한다.
(a)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만 한다(행11:18).
(b) 그러나 성도들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행19:18-20, 고후7:7-10, 계2:5, 16,
21, 3:19).
(2)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a) 에서는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하였다(히12:17; 창
27:1-46).
f. 결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마4:17; 행3:19; 11:18;
20:21; 26:20). 따라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g. 회개 요약
(1) 성령님에 의해 죄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
(2) 참된 회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뒤에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발견된다(시51).
(3) 신약성경에서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다(눅13:3, 5).
(4) 예수님은 또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
다(눅15:10).
(5)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줄곧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행2:38;
3:19; 20:21; 26:20).
(6)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과(행8:22; 히6:1)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행20:21; 계16:9).
(7)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눅15:7-10; 벧후3:9) 동시에 그분의 명령이다(막6:12; 행
17:30).
(8) 따라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 157 -

조직신학 51
구원 03: 믿음
2. 믿음
a. 믿음이 아닌 것

(1) 무조건 믿는 것: ‘주여 삼창!’, 오순절주의의 믿음, 헌금하고 원하는 대로 믿는 것
(2)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 주시지 않을까 가정하는 것
(3)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것
(4) 의견이나 가설
b. 믿음은 무엇인가: 죄인이 자발적인 마음의 변화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

(1)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히11:6; 엡2:8)
(2) 고후5:7, 보지 않는 것이다.
(3) 히11:1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a) 실체: 기초가 되는 것,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b) 하나님, 천국, 지옥, 예수님, 성령님, 마귀, 영원한 생명, 소망 등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4)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이해하고 설득 받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 인간, 죄,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영원한 장소 등
(5) 성도는 오직 성경의 계시만 믿는다(천주교나 이단들처럼 성경 외의 다른 권위 불인정).
(6) 믿음이 단지 역사적 믿음일 때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마귀들의 믿음 같이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약2:19).
(7) 그러나 산 믿음 혹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로 믿고 온 마음과
열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8)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삶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열매로 표출된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다(살전1:3).
c. 믿음이 생기는 길: 믿음이 생기려면 우선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1)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경적 믿음은 머리로 복음을 인정하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마7:26; 롬10:9-10; 약2:19).
(2) 오직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믿을 때(believe) 믿음(faith)이 온다(롬10:17).
(3) 엡2:8의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faith가 거저 생기는
일은 없다.
d. 믿음의 대상: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창15:6; 롬10:17)
e. 믿음의 예

(1) 히11장: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등 구약 성도들의 믿음
(2) 한 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히10:38).
(3) 롬1:16-17,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까지
(4) 그리스도의 복음: 성육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5) 이것을 믿는 것: 기독교의 믿음, 처음에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6) 그래서 초기의 이 믿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saving faith)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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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구약시대의 믿음과 신약시대의 믿음은 같은가? 다른가?

(1) 같다. 다만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다. 율법 시대와 신약 시대 차이
(a) 구약시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음으로 희생 예물을 드림
(b) 신약시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청한다.
(c)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히12:2).
(d)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간이었다. 땅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 믿음의 삶을 사셨다(기
도하심). 십자가를 견디신 믿음, 소망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을 창시하신 분, 완성하
시는 분, 갈2:20 설명
(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
g. 믿음과 은혜

(1)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이다(롬5:2).
(2)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3)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4) 은혜란 무엇인가? 170회(창6:8; 계22:21)
(a) 믿음인가, 행위인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
(b) 롬4:1-8 설명, 2, 3절 설명
(c) 아이들에게 돈 주는 것, 은혜인가, 보수(빚)인가?
(d)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세상의 것들은 은혜를 알 수 없게 만든다.
(e) “거저가 어디 있어?” “그래도 무언가 내가 좀 해야지.”
(f) 사람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은 다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공기, 햇빛 등).
(g) 영생도 마찬가지이다.
(h) “또 죄를 지을 텐데요.” “그래 우리는 모두 실패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니?”
(i) 만일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j) 구원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것: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사람
편에서 그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사람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k) 그래서 ‘believe’가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 의지를 방해하지 않는다.
(l)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을 가르친다(엡2:8-10).
h. 믿음과 삶

(1)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걸을 수 있으므로(막16:16; 요
3:15-16; 행16:31; 고후5:7; 요일5:10) 이런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신앙은 보여 달라고 하는 불신앙
(2)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의의 관을 얻는다(요일5:4; 딤후
4:7-8).
(3) 바로 이런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히11:1-40;
행14:9; 고전13:2).
(4)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그분의 전능하심 속에 거할 수 있었다(마
17:20; 막9:23; 11:23-24).
(5)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진다(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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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믿음 정리

(1) 믿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랑처럼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로서만 존재한
다.
(2) 그러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서 그 대상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다.
(3) 그래서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다.
(4)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 태도이며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6)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그 후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 즉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이다.
(7)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며 그
결과 능력과 열매를 상실한다.
(8)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해야
한다(갈2:20).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의 사람이다.
회심 요약 정리: 사람의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된다(행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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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52
구원 04: 구속
B. 대신함(Substitution, 벧전3:18).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
1. 잠시 대신해 주는 것: 구약시대의 양, 양이 목자를 대신해서 죽었다.
a. 모리아 산(창22:1-2, 10-13).
b. 유월절 어린양(출12:3, 6-7, 12-13).
2. 영원히 대신해 주는 것(히10:3-4): 신약시대에는 목자가 양을 대신해서 죽는다(요10:11).
a.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고후5:21; 사53)
C. 화해 혹은 속죄(Reconciliation)
1. 뜻
a. 구약: 히브리말 ‘kaphar’는 ‘덮는 것’을 뜻한다. 총 83회 중 76회는 속죄
(atonement=at-one-ment, 하나(one) 되는 것), 7회는 화해(reconciliation)로 번
역됨. ‘잠정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
b. 신약: 그리스말 ‘allasso’는 ‘원수에서 친구로 변하는 것’을 뜻한다.
2. 화해의 필요(사59:1-2; 골1:21-22)
3, 화해의 예
a. 형제와 형제(마5:23-24)
b. 남편과 아내(고전7:11)
c. 하나님과 죄인(고후5:18; 롬5:10-11)
4. 화해에 포함된 것
a. 한때 원수 관계가 있었다.
b. 상처 입은 당사자가 있다.
5. 화해의 두 단계
a.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심(고후5:19).
b. 이제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해야 함(고후5:20).
6. 화해의 역사
a.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좋은 교제/관계
b.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관계가 됨
c.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에게로 자신의 얼굴을 돌리심
d. 회심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림
D. 화해 헌물(Propitiation)
1. 그리스말 ‘hilasmos’는 ‘만족시키다’, ‘달래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다(요일2:2; 4:10).
2. 화해 헌물의 방법(롬3:25; 시85:10). 롬3:24-26
3. 화해 헌물의 필요성: 하나님의 진노
a. 현재 하나님의 진노(요3:36; 롬1:18; 엡5:6)
b.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계6:16; 11:18; 14:10; 19:15)
4. 화해 헌물의 장소
a. 구약: 잠정적으로 긍휼의 자리, 언약궤의 금 뚜껑,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긍휼의 자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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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뿌렸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죄 없는 피 밖에 없다(출25:22;
히9:5-7).
b.신약: 갈보리 십자가(롬5:10; 골1:20)
5. 화해 헌물의 결과
a,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의롭게 되신다.
b. 하나님은 의를 베푸시면서 의롭게 되신다(롬3:25-26).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
를 100% 만족시킨다.
E. 사면(Remission, 마26:28; 눅24:47; 행10:43; 히9:22)
1. 뜻: 실제로 용서와 같다. 원래는 ‘제거하다’라는 뜻이다(요1:29).
2. 구약의 사면 용례: 레위기 16장의 속죄 염소, 속죄일, 두 마리 염소,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로 내보냄(레16:20-22). 히13:12-13과 비교
3. 사면의 문제: 구약시대 끝에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남음: 하나님의 사면(제거)과 참으심의 문제(롬
3:25; 갈4:5; 히9:15).
a. 사면(remission): 구약 성도들의 죄들의 제거
b. 참으심(forbearance): 이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억누르는 것(행14:16; 17:30),
비교 시50:16-22
F. 구속(Redemption, 눅1:68; 갈3:13; 계5:9)
1. 구속의 세 가지 의미
a.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위해 속죄 값(ransom price)을 내는 것(히9:12)
b. 노예시장에서 빼내는 것(갈3:13)
c. 완전히 해방하는 것

(1) 지금 즉시 놓아주는 것(롬3:24; 고전1:30; 골1:14)
(2) 앞으로 궁극적으로 놓아주는 것(롬8:22-23; 엡4:30)
2. 구약의 예: 친족 구속자(goel 혹은 kinsman-redeemer), 세 가지 조건이 있다.
a. 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레25:47-49; 룻3:12-13; 4:1-10).
b. 그는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렘50:34).
c. 그는 구속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셋을 다 만족시키셨다.

(1) 가까운 친족이 되셨다(히2:14-16; 4:15).
(2) 능력이 있으시다(요10:11, 18).
(3) 의사가 있으시다(히10:4-10).
3. 구속은 큰 값을 치러야 한다(벧전1:18-19).
4.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창조(창1-2)와 구속(창3-계22).
5. 창조는 말씀으로 간단히 되었지만 구속은 그분의 아들의 값비싼 죽음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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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53
구원 05: 중생
G. 중생(Regeneration, 딛3:5의 ‘다시 태어남’)
1. 정의: 하나님께서 둘째 출생을 통해 죄인에게 새 본성을 주는 것(요3:3; 1:12-13; 요일5:1).
a. 두 개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 된다(요일3:6, 9).
b. 중생은 아담의 범법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c.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삶(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분의
본성에 참여(벧후)
d. 요1:12-13
e. 마귀의 계략을 바꾸어 오히려 아담보다 더 좋게 사람을 만드는 것
f. 한번 다시 태어나면 되돌아갈 수 없다.
2. 필요성: 인간 본성의 부패(렘13:23; 롬3:10-18; 롬7:18; 8:7; 갈5:19-21)
a. 본성 면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다(엡2:1).
b.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다 진노의 자녀들이다(엡2:3).
c. 그래서 사람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엡2:2).
d. 그래서 사람은 다 아담의 죄 본성과 더불어 저주를 받았다(롬5:12; 고전15:47).
3. 중생의 범위
a. 개인(딛3:5)
b. 온 땅과 우주(마19:28; 롬8:19-23): 천년왕국
4. 중생의 결과(사람과 관련해서)
a. 새 생각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전2:16).
b.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롬5:5; 요일4:9).
c. 새 의지를 주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롬6:13).
5. 중생의 방법: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상의 아기: 정자 + 난자 + 어머니(자궁)
a. 하나님의 말씀(벧전1:23; 약1:18)
b. 하나님의 영(요3:5-6; 고전2:14)
c. 하나님의 사람(롬10:13-15; 고전4:15; 고후5:18-20; 갈4:19)
d. 어떤 이들은 셋째 요소를 무시한다. 전도지(복음 서적)를 읽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전도지와
책은 누가 만드는가?
e. 사람의 첫 출생에도 어머니라는 인간 도구가 있어야 하듯이 둘째 출생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간 도구가 있어야 한다.
6. 성경의 예: 사도 바울
a. 그는 주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행7:57-58; 8:1-2; 22:20).
b.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넣었다(행8:3; 갈1:13).
c.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고 때리고 고문하였다(행22:5, 19; 26:11).
d. 회심(중생) 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7. 중생의 열매
a.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사랑한다(벧전2:2-3; 시119:47, 72, 97,
103, 127, 14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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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해진다(롬6:1-2)
c.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요일3:14).
d.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요일5:1-2).
e.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랑한다(요일2:15-16; 5:4).
f.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원수들도 사랑한다(마5:43-45).
g.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혼을 사랑한다(롬9:1-3; 10:1; 고후5:14).
h.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기도를 사랑한다(엡5:19-20).
H. 전가 혹은 인정(Imputation, 롬4:1-8)
1. 정의: 한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사람의 회계 장부(계좌, account)에 넣는 것
2. 은행에 돈을 넣으면 우리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이것을 전가라고 한다.
a.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 빚이 없음, 완벽함
b. 아담의 계좌: 너무 빚이 많아 도산 상태, 불완전함
c. 우리의 계좌는 아담의 계좌이다(창5:1). 이 계좌를 가진 이들은 모두 실패자
d.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마1:1)
e.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좌를 감사해 보니 불량이요, 도산 상태이다.
f. “알면서도 모르겠다”하고 무시하며 경우, 결국 회계 감사 날이 온다.
g. 우리 힘으로 고쳐 보려 하지만 부도 상태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h.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빚을 제거하신다. 스스로 죄가 되셨다(고후5:21).
i. 죄를 지으면 또 부도가 나지 않는가? 이를 위해 그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 계좌에 넣어주심(롬
4:6).
j. 또 죄를 지으면 어떤가?(롬4:8)
k. 예수님의 의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 우리의 죄들을 치우신다(롬4:7-8).
3. 세 종류의 전가
a.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됨(롬5:12; 고전15:22; 롬3:23).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다음
것을 보면 이해가 됨
b. 온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사53:5, 11; 히2:9; 벧전2:24, 요일2:2; 고후
5:14-21), 첫째 전가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 둘째 것은 자발적인 전가(요10:11, 18)
c. 믿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전가(빌3:7-9), 이것도 자발적인 전가
d. 전가가 없으면 모든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가 수없이 죽어야 함.
4. 성경의 전가 사례
a. 아브라함(창15:6; 롬4:3; 약2:23)
b. 다윗(롬4:6-8; 시32:1-2)
I. 양자 삼음(Adoption), 갈4:4-5)
1. 양자 삼음의 신학(롬8:15-23)
a. 뜻: 아들로 삼음. 이것은 중생 이후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이다. 중생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며 양자 삼음은 아들의 위치를 부여한다(고후
6:18; 갈4:4-6; 엡1:5).
b. 세상의 양자 삼음과 하나님의 양자삼음 대비

(1)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양자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양자로 삼는다.
(2) 세상의 양자 삼음은 아들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아들이 있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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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17:5).
(3) 양자가 되는 아이에게는 무언가 좋은 점이 있으나 하나님의 양자에게는 하나도 없다(롬
3:10-18).
(4) 세상의 양자는 절대로 자기 아버지의 본성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양자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는다(고전2:16).
(5) 세상의 양자는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양자는 영원히 양자다.
c. 두 경우 비교

(1) 두 경우 모두 아버지가 이 과정을 시작한다(사1:18; 요3:16).
(2) 상속이 없는 자에게 상속을 준다(롬8:17).
(3) 두 경우 모두 새 이름을 준다(요1:42; 계2:17).
2. 양자와 관련된 삼위일체
a. 아버지와의 친밀감(롬8:15), 아바 아버지
b. 성령님에 의한 조명(롬8:14, 16)
c. 아들과 함께 나누는 상속(롬8:17, 참조 벧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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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학 54
구원 06: 칭의 및 성화
J. 칭의(Justification): 사람의 근본 문제(욥9:2)
1. 정의
a. 칭의가 아닌 것
(1) 모든 죄과에 대해 사람이 스스로 성공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롬3:19).
(2) 용서받아 두 번째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다.
(3) 유죄이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다.
b. 무엇인가: 칭의란 유죄인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께서 그 죄인이 더 이상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그분의 호의를 입어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적 조치이다.
c. 오랜 과정이 아니라 한순간의 행위이다.
d.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신분이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뀌게 하는 법적 조치이다.
e. 그러므로 칭의에는 차별이 없다(모든 성도).
f. 칭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g. 중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신분을 준다.
h.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
는 사실도 잊으신다.
i. 즉 칭의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2. 칭의의 필요(롬3:23)
a.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롬1:29-32; 2:5-16; 행17:31), 롬2:6-10
b. 이때에는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롬2:16).
c.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오직 의로운 자들만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다.
d. 그런데 문제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롬3:9, 23).
e. 그 결과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정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f. 이런 암울한 상태를 묘사한 뒤(롬1:18-3:20), 바울은 롬3:21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지 거저 주어지는 칭의를 설명한다.
g. 사람이 믿는 순간 현재와 미래의 칭의가 이루어진다(롬4:2; 5:1).
h. 이 칭의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 지옥 형벌에서 일순간에 탈출함.
i.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심판은 있어도(롬14:10-12; 고후 5:10) 칭의는 안 빼앗긴다.
j. 요약: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재판관 앞에 서 있다.
(1)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요5:22; 행17:31)
(2) 배심원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행위들(롬2:6, 12). 재판 결과 유죄가 선포됨(롬
3:9-20)
(3) 영적 사망이 부과됨(롬6:23; 마25:41; 계20:15).
(4) 그래서 칭의가 필요하다.
3. 칭의의 기적: 여기까지는 세상의 법정과 같다.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재판관이 의사봉을 내려두
고 법복을 벗고는 그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나간다. 이것이 칭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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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로 이 일을 통해 즉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부패한 죄인은 구속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5. 세상의 판사는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a. 그를 정죄하여 정의의 요구를 성취한다.
b. 타협하여 정의의 요구를 좌절시킨다.
c. 어떤 식으로든 그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다. 이 셋째 방법이 바로 칭의를 통해 죄인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6. 칭의의 방법(욥25:4; 롬4:16)
a. 믿음에 의해(롬5:1). 유일한 방법, 민21의 놋 뱀(민21:9; 요3:14)
b. 은혜에 의해(롬3:24; 딛3:7, 참조 엡2:1-10)
c. 사람은 무죄한 자만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유죄인 자만 의롭다고 하신다.
d. 사람은 자기 의로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하신다.
7. 두 개의 칭의 사례
a. 아브라함(창15:6), 86세에 회심(창16:16), 99세에 할례(창17:24). 참조 롬4:1-5,
9-25)
b. 다윗(시32:1-2; 51:16-17; 롬4:6-8)
8. 칭의의 결과
a. 죄의 형벌의 사면(행13:38-39; 참조 롬8:1, 33-34)
b.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한 호의의 회복(롬5:1-11)
c.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롬4:3, 23-24; 고후5:21)
d. 의인이 되어 양자가 받을 모든 복에 참여한다(롬8:14; 갈4:4)
8. 롬4:4-5의 칭의와 약2:24의 칭의는 모순인가? 아니다. 바울의 칭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야고보의 칭의는 사람이 행위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됨을 뜻한다. 이런 행위는 칭의의 결과로서의 행위이다. “선한 행위는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한다.”(엡2:8-10)
K. 구분하는 것(Sanctification, 성화라고도 함), 요17:17, 19, 엡5:25-26; 살전4:3; 5:23
1. 정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또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거룩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성도를 거룩히 구분하여 분리하는 은혜로운 일,
*. 성화는 구원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과거), 죄의 영향력(파워)
으로부터의 구원(성화, 현재),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영화, 미래)
a. 위치적 성화: 구원받아 완전히 하나님께로 구분된 것(고전1:2), 결코 불변

(1) 고린도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았고 문제가 많았다. 그럼에도 위치적으로 성도였다.
b. 실제적 혹은 과정적 성화(요17:17, 19)

(1) 우리 삶에서 세상과 구분되는 것,
(2) 매일 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고후7:1; 엡4:13-15)
(3) 보통 칭의와 대비되는 성화
c. 완전한 성화: 영화(요일3:2)
2. 실제적 성화
a. 아닌 것

(1) 죄성의 박멸
(a) 바울(빌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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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야고보(약3:2)
(c) 요한(요일1:8-9)
(d) 어떤 자들은 칭의로 인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즐긴다(롬6:1-2). 성경은
이를 불법이라고 말한다.
(2) 둘째 축복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고후1:15를 이용해서 성화를 ‘둘째 축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고전1:2; 6:11).
(3) 성령 침례가 아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전12:13).
b. 성화(거룩히 구분됨)란 무엇인가? 성화는 여러 형태로 신약에 300여 회, 구약에 700여 회
나온다. 이 말은 ‘구분시킨다’는 뜻이다.

(1) 날과 절기 등이 구분되었다. 일곱째 날(창2:3), 안식일(신5:12), 절기(욜1:14;
2:15, 참조 느13:19-22)
(2) 특정 물체가 구별되었다. 시내 산(출19:23), 레위의 헌물들(출29:27), 땅(레
27:22), 성막(출29:44), 도시의 성문(느3:1), 집(레27:14)
(3)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레11:44).
(4) 사람이 장자를 구별하였다(출13:2).
(5) 악한 자들이 스스로를 구별하였다(사66:17).
(6)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아 벌을 받았다(신32:51).
(7)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별하셨다(요10:36).
(8)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구별하셨다(요17:9).
(9)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별하였다(고전7:14).
(10)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되었다(고전1:2와 고전3:3 비교).
(11) 성도들은 하나님을 구별해야 한다(벧전3:15).
3. 성화와 칭의 대조
a.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신분), 성화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
b.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는 것,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
c. 칭의는 법적 절차, 성화는 행위
d. 칭의는 수단, 성화는 목적
e. 칭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성화는 우리를 건전하게 한다.
f. 칭의는 우리를 선하다고 선포하고 성화는 우리를 선하게 한다.
g.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구출, 성화는 죄의 권능에서 구출
h. 전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계좌로 넣는 것, 성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서 나누는 것
4. 성화의 과정: 롬6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적 성숙과 은혜 안에서 자라는 과정인 성화를
설명한다.
a. 먼저 알아야 한다(참조 롬6:1-10).

(1) 롬6:4의 침례의 죽음의 의미, 성령 침례
(2) 함께 심겨 부활하였다(6:5). 그래서 성도는 세 번 옮겨져서 심어졌다.
(a) 아담과 함께 에덴동산에서
(b)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c)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3)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
(a)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롬6: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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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졌다(롬6:8-10). 죽으면 모든 의무가 없어진다. 여기서
죄는 사람을 얽어매는 독재자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참조
엡4:22-24; 골3:9-10).
b. 여겨야 한다(참조 롬6:11-12):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사실들을 수용하고
행해야 한다.
c. 우리를 내주어야 한다(롬6:13-23).

(1) 우리 몸의 지체들이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의의 도구로 쓰이도록 내주어야 한다.
(a)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던 때: 구원받기 전
(b)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함: 구원받은 이후
(c) 죄를 지을 수 없음: 휴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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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1
선한 사람들이 교리에 취약하여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
마지막 신호(데이비드 차), 마지막 성도: 마지막 일들 정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카페)
오순절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 구원 취소 교리
뭔가를 바르게 이야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로 들어가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
환난 통과 교리도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 중 하나
신약성경의 서신서의 가르침
첫째,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둘째, 구원의 결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엡2:8-10
딛2:14
롬11:6
성경은 어디서도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어디서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로 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한 조건이 애매모호하다.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약2:10).
그러므로 죄로 인해 구원을 잃는다면 구원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러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되었다.
구원 상실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
자신이 범하지 않는 죄를 열거하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친다(구원파).
이들인 주로 인용하는 구절들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 등이다.
신약과 구약을 잘 구분해야 한다. 십자가 사건 이후
성경에서도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기록에서 찾아야 한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사도행전 10장 이후, 바울의 서신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요한복음 사례
요3:14-16
영원한 생명(eternal life),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벧후2:4)
요3:36
요5:24
요6:35
구원 상실 교리는 대개 이단들이 잘 가르친다. 추종자들을 두렵게 해서 유지하려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청중을 협박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강요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이다(히2:14-18).
“그리스도 예수 안에”, www.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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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6:37
요6:40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10:27,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자동으로 그분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분의 열매가 나타난다. 인격이 나타난다.
요10:28
요10:29, 아무도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심지어 나 자신도 빼앗지 못한다.
히브리서 사례
히5:8-9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히7:25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히7:25 항상 살아 계셔서 중보하신다.
히9:12 영원한 구속
히9:15 영원한 상속 유업
히9:24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현재 형).
히10:14 성도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과거).
히12:6 자신의 아이들을 징계하신다(정죄가 아니다).
히13:5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히7:25-27
히9:11-12
히9:13-15
히10:1-4
히10:10-14, 미사 불필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롬8:14-17).
명백한 구절들에서 교리를 찾아야 한다.
더 이상 명백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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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2
선한 사람들이 교리에 취약하다.
성경의 기본 원리에 약하면 평생토록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게 된다.
1. 예수님의 단번 속죄 교리
2.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교리(창2:7; 살전5:23)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이다.
천국 가는 사람도 전 인격체인 영과 혼과 몸으로, 지옥 가는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간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예수님의 재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1000년 왕국이 끝날 때). 계시록 20장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 순간 그의 영과 혼과 몸은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보장된다.
그런데 혼의 구원과 달리 몸의 구원은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
하실 때에 이루어진다.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 받을 자들이 올라간다(살전4:16-17: 고전
15:51). 몸의 구속: 롬8:18-24(특히 23-24)
예수님을 믿으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행2:41; 히10:39; 약5:19-10; 벧전1:8, 22; 요일3:9).
혼은 그 사람 자체이다. 혼의 위치에 따라 영과 몸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다(마16:26; 10:28).
영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맞는다. 몸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맞는다.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발생한다.
구원받으면 혼에 대한 정죄는 없다(롬8:1). 영원한 안전 보장
그러나 몸에 대한 정죄(징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어려움에 빠진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집트 탈출,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
어린양의 피를 믿은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대부분의 이스라엘과 소수의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를 떠난 1세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임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다. 회계보고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출발을 하였다. 그 밑의 아이들은 따라나섰고 이들 중에서 후에 믿음을 가
진 자들은 구원받았고 안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무엇을 보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불신행위를 본다.
이집트 탈출 자체가 구원이다.
40년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살이,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스라엘의 몫, 가나안에서도 전투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
고 악을 저질렀다.
민수기 12장: 아론과 미리암의 불신행위, 둘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민수기 13,14장: 정탐꾼들의 불신행위, 백성의 불신행위, 11명이 죽고 이집트에서 나온 1세가 다
죽음
민수기 16장: 고라의 무리들의 반역, 250명 사망(35절), 백성 14,700명 사망(49절)
민수기 20장: 모세의 반역(8절, 11절),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민수기 25장: 모압의 딸들과 음행함, 24,000명 사망(9절)
이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혼은 안전한데 불순종하다가 육의 파멸을 당하였다.
고린도전서 10장 1-12절
구원받은 자들도 불순종하면 육신의 파멸을 당한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 사무엘기의 사울
삼상10:21-22, 물건들 사이에 숨음
13장: 불법으로 제물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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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림
15장: 사무엘의 애곡 35절
18장부터: 다윗을 죽이려 함
28장: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 사무엘의 대언(18-19절),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울과 요나단 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전쟁에서 쓰러져 비참한 최후를 맞음.
롯, 삼손, 요나 등 불순종의 사례들
신약 성경으로 오면 다음과 같은 예가 나온다.
1. 아니니야와 삽비라(행5:1-11)
2. 고전5:1-5(특히 5절)
3. 고전11:28-30
4.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딤전1:20), 믿음에 관하여 파산당함
5. 후메네오와 빌레도(딤후2:16-17), 부활 교리 잘못 이해, 데살로니가 교회에(전서 4장)
6. 데마(골4:14; 딤후4:10)
7. 디오드레베(요삼9-10)
혼의 정죄는 없으나 육신의 정죄(징계)는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인, 에서, 발람, 가룟 유다, 행13장의 키프로스의 바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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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3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고전3:16-17
고전11:29-32
영원한 안전 보장을 부인하는 듯한 구절들
마7:21-23
마12:31-32, 막3:28-30
마24:13-14
마25 열 처녀 비유
히브리서 영원한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함
히5:8-9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히7:25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히9:12 영원한 구속
히9:15 영원한 상속 유업
히12:6 자신의 아이들을 징계하신다(정죄가 아니다).
히13:5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히6:4-6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구절
(1) 의도적으로 주님을 버리고 배도하면 구원을 일을 수 있다.
6절의 fall away
a. 그리스말: apostasia가 아니라 parapipto이다. 길에서 가다가 넘어진다는 뜻
b.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히브리서 6장 13-20절이 영원한 보장을 말한다).
17절: 계획의 불변, 18절: 거짓말하실 수 없다. 19-20절: 소망은 혼의 닻과 같이 고정되어 있다.
(2)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6:4-6은 그 일이 불가능함을 가르친다.
(3)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4-5절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맛만 보고 먹지는 않았다. No!(히2:9 참조)
이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4) 1세기의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성전 제사). No!(하늘의 성막과 하늘의 대제사장, 우
리)
(5) 환난기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No!(히12:23)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6절의 if와 9절의 though이다.
기록자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구원받는 자는 구원을 잃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너희가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고 너희가 정죄에 이르겠느냐? 구원을 잃
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1-3절은 우리, 4절에서 기록자는 갑자기 those로 대상을 바꾼다. 즉 가정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것이 9절에 나타나 있다.
히브리서 6장은 산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에 대해 말한다.
5장 12-14절: 성숙하지 못한 자들 이야기가 나온다.
6장 1-3절: 그러므로 기초 원리를 반복해서 놓지 말자.
과거에 구원받는 이후에 이것이 믿기지 않아 자꾸 회개하고 구습으로 돌아가는 일을 더는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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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절: 열매
9절: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행위
고전3:13-16 평행 구절
http://www.comereason.org/bibl_cntr/con060.asp
흠정역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개역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개역성경은 아예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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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4
히10:26-31
가장 중요한 구절: 30절,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집트 탈출 이후 거의 대부분이 징계를 받아 죽었다(고전10:1-11).
여기의 형벌, 원수 갚는 일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의 총 주제
요일5:16(고전11:30)
벧전4:17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은 영원하다.
히브리서의 경우 징계를 받은 자들은 죽었다.
그러나 다 죽는 것은 아니다(히12장).
히10:32-39, 다시 한번 더 격려하며 넘어간다.
38절: 뒤로 불러가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
39절: 멸망에 이른다. 여기의 멸망은 영원한 정죄가 아니다. 몸의 멸망이다(26절부터 보라).
요15:-6
2절과 6절, 가지는 지체이다. 열매를 못 맺으면 제거될 수 있다(몸이 죽는다).
그러나 그의 혼은 영원히 안전하다.
갈5:4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아예 구원이 없다.
롬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
는 바로라 (롬 9:3, 개역개정)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롬 9:3, 흠정역)
이 경우도 구원을 잃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의 소원을 강조할 뿐이다.
신32:32 if를 써서 강조함
계시록의 이기는 자: 2:7, 11, 17, 26; 3:5, 12, 21
이기는 자의 정의: 요일5:1-5
이기는 자는 다 믿음이 있는 자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는...”이라는 말씀이 사용됨.
그들의 영적 수준이나 주변 환경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다(계1:20).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이기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으므로 아예 생명책과 관계가 없다.
구약 시편 69:28과 비교해도 된다.
구원의 확신을 잃게 되는 이유
1. 내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히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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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10:17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사45:22; 요3:14-16)).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요약
1.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 요3:36; 3:16
2.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행의로 구원을 유지하지 않는다. 롬4:3-8; 딛3:5; 엡2:8,9
3. 구원은 거저 얻는 선물이다. 보수가 아니다. 롬6:23; 롬5:18
4. 구원은 새로운 출생이다. 긴 과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일이다. 고후6:2; 요3:3; 벧전1:23
5.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요일3:2; 롬8:15
6.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롬8:38; 요10:29
7.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히13:5; 마28:20
8. 우리는 항상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요3:36; 요일5:13; 요5:24
9. 예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 요6:37
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 골2:10
11.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하다. 히10:10, 14
1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다. 유1; 딤후4:18
13.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벧전1:5; 유24
14.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히7:25
15.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봉인 되어 있다. 엡1:13; 엡4:30
16.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엡5:30; 고전12:18
17. 구원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요일5:10
18. 믿다가 타락하는 자들은 어떠한가? 고전3:11-15
19. 나중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딤후2:13
20. 극도로 사악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전5:1,5
21. 왜 구원을 의심할까? 잠28:26
a. 그들은 구원의 단순성을 혼동하고 있다. 고후11:3
b. 전통이나 교단의 가르침을 중시한다. 막7:13
c. 자기들의 의를 신뢰한다. 사64:6
구원의 보장: 몇 가지 기둥
1. 요10:27-29, 2. 롬8:35-39, 3. 빌1:6, 4. 벧전1:5, 5. 요6:37, 6. 요6:39, 7. 엡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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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Church)
정 동 수
2009. 5. 10

교회
 교회(church): 총 77회
z 마16:18; 18:17: 미래 사건(will, shall)
z 행2:47~계3:14: 신약 교회
 교회들(churches): 총 37회, 행9:31~계22:16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z 건물은 기도하지 않는다(행12:5).
z 건물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다(행15:4).
z 건물은 기뻐하지 않는다(행15:22).
z 건물은 핍박 받지 않는다(고전15:9).
z 건물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계2:23).
www.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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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

(Assembly) 이다.
z 그들이 교회와 함께 모였다(행11:26, 중요 구절).
z 그들이 교회를 함께 모았다(행14:27).
z 모인 무리(Assembly, 행19:32).
z 교회에 함께 모인다(고전11:18).
z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고전14:23)
z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였다(행2:42, 44, 46).
z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상 교회가 아니다.
z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히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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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신약에 117회)
z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집회(행19:32; 39)
z 구약의 이스라엘(행7:38)도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
스도의 내 교회 즉 신약 교회는 아니다(마16:18).

이집트의
속박

불러 냄(호11:1)
자유

출20:2
신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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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
z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z ~에서 나와(Out of) ~ 로 들어간 사람들(Into)
z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요일3:14)
죄의
속박

불러 냄(벧전2:9)

갈5:1
롬6:20

자유
갈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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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

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
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830).
www.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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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부르신 목적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들(고전1:2)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
전1:9).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으니(행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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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소유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
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전3:15).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 떼에게 주의를 기
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
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행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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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속하는 방법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

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성령 침례가 필수적이다.
 성령 침례는 오순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다(마3:11; 행1:5; 행11:15-16).
 물 침례는 성령 침례에 대한 증언이다.
 고전12:13은 물 침례가 아니다.
 고전12:13은 신약 교회의 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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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한다(고린도, 에베소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
회도 몇 군데 발견된다(히12:23).
z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
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
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z 마16:18의 ‘내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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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많이 강조할 때의 문제
z 지역 교회의 약화
z 에큐메니즘 문제
 지역 교회만을 강조할 때의 문제
z 물 침례를 통한 지역 교회 회원권
z 목사의 권위 증대
z 교리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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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기능
 엡4:11-12
z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
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z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z And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z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www.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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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교사는 누구인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자
 섬기는 일(사역)을 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주님이 지역 교회에 준 선물(gift)

로서 성도들을 준비하고 훈련시켜 할 일을 하게
하는 자이다.
 목사는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적 은사(gift고전12:4-11)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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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모이는 목적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

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있어
야 한다.
 교제 중심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 중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목사가 필요하다.
 목사와 양들(평등과 동등)
 특히 독립 교회는 이 점이 결여 되어 있다.

www.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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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회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신자를 위한 모임이다(엡4:12).

주 대상

부 대상

성도(행20:28, 32, 중요)
Soul building station

불신자
Soul winn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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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회
 복음 선포 중심이 아니다.
 말씀 선포 중심이다(딤후4:2).

주요 임무

부차적인 임무

성도들을 먹이는 일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불신자에게 가져가도록
훈련시킴
불신자를 복음으로 초청함
Preach the word!(행20:27)
Preach the gospel!
Indoctrination
Evangelism

www.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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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회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골1:28; 엡4:13-15)

주요 목표

부차적인 목표

양육과 훈련
성경 전체를 선포함
(행20:27; 마28:20)
어떻게 살 것인가?(딤후3:17)

구원
구원 메시지를 선포함
(요3:16 등)
어떻게 구원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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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회 요약
 성도 양육 장소이다(고전14:26).
 실제로 이단들이 성경적인 지역 교회 개념을 가장

바르게 이행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다음을 보아야 한다.
z 건강한 유기체
z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z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감
z 구원의 메시지
 고전14:24-25

www.KeepBible.com

9

감독, 장로
 감독과 장로는 동일하다(딛1:5-7)
 임명을 받아야 한다.
 장로: 사람 자체(Elder)
 감독: 그 사람의 직무(Office), 지역 교회 감독
 장로: 목자=목사, 감독자=감독
z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
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벧전
5:1-2)
z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
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행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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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장로
 공통 요구 조건
 먹이는 능력(가르치고 설교하는 능력)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

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
할지니라(딤전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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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장로
 가르치는 재능(딤전2:2)
 읽고 권면하고 교리로 가르치는 재능(딤전4:13)
z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
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딛
1:9).
 지적 능력과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힘들다.
 인격이 동반되지 않으면 힘들다.
 Professional, 전임 사역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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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목사에 해당하는 그리스말은 ‘포이멘’이며 이것은

18군데에서 모두 목자로 번역되었다(마9:36; 막
6:34; 눅2:8; 요10:11; 히13:20; 벧전2:25 등).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위
해 목사 즉 지역 교회의 목자라는 선물을 주셨다
(엡4:11).
 목사는 감독으로 교회를 감독하며(빌1:1) 장로로
위엄 있게 치리하고(딛1:5) 목자로 꼴을 먹이는
의무를 수행한다(엡4:11).
 교회 역사: Bishop에서 Pastor로 바뀌는 과정
www.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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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몸(고전12)
 사람의 몸
z 핏줄은 10만 킬로미터
z 심장은 매일 5000리터의 피를 내보낸다.
z 200여 개의 뼈
z 600여 개의 근육
z 신경: 1초에 100미터 속도
z 뇌: 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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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몸(고전12)
 또 다른 몸
z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
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
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z 교회: 그리스도의 몸
z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
라(고전12:27).
z 지체: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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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몸(고전12)
 한 몸, 여러 지체
z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
러하시니라(고전12:12).
 지체가 되는 방법
z 성령 침례(고전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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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몸(고전12)

www.KeepBible.com

13

그리스도의 몸(고전12)
 모든 지체가 살아 있다.
z 요일5:12; 같은 성령(롬8:9)
 머리가 명령한다.
z 골1:18
 모든 지체의 은사와 기능이 다르다.
z 고전12:15-16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z 고전12:21
 한 지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z 고전12:26
www.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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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Baptism)
침례인가, 세례인가?
한글 개역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밥티조’(baptizo, 스트롱 번호 907), ‘밥티스
마’(baptisma, 908번), 그리고 ‘밥티스테스’(Baptistes, 910번) 등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밥
토’(bapto, 911번)에서 나왔으며 신약성경에 총 115회 사용되었는데 용례별로 살펴보면 명사 ‘밥티스마’
가 23회,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밥티스테스’가 15회, 그리고 동사 ‘밥티조’가 77회 쓰였다.
한편 한글개역성경과는 달리 ｢바인의 신약성경단어사전｣, ｢국제표준성경백과사전｣, ｢엉거의 성경사전
｣, ｢스트롱의 용어색인｣ 등 기독교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참고문헌들과 신학적 편견 없이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정평이 있는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의 세속 문헌들은
한결같이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물로 뿌리는 세례’(sprinkling)가 아니라 ‘물 속에 담그는 침례’(immersion)
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성경 등에만 이 단어들이 세례로 번역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 침례가 세례로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진출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세례를 주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미국의 경우 침례를 주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전 세계적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
성경의 침례
침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나 세례를 주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 없다(요3:23).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에 가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 와야 한다(행8:36).
침례를 받으려면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행8:38).
침례는 ‘강에서’(in Jordan) 즉 물속에서 받으나 세례는 그렇지 않다(마3:6).
침례를 받은 후에는 ‘물속에서’(out of the water) 나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마3:16;
행8:39).
성경은 한결같이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불 침례와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마3:11-12).
침례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 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이다.
세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는 것 즉 사망과 매장과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골2:12).
세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롬6:3-4).
세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이 옷 입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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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갈3:27).
침례의 대상
어떤 이들은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침례중생’ 교리를 확고히 믿고 가르친다. 특히 유아세례
를 주는 천주교에서는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이 거듭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침례중생’을
지지하지 않으며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자기의 거듭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믿고 거듭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행8:12).
사도행전 역사와 유아 세례의 등장
사도행전 10장까지 설명
8장 설명, 8:37 설명
성경 이슈 설명
침례의 시기
천주교에서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문답서 공부를 위한 학습 기간을 두는 전통을 세웠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례를 준다. 또한 천주교인들은 세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대성사’ 중 하나라
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가 아닐뿐더러 구원/은혜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엡2:8-9). 성경은 이 같은 천주교의 관행과는 달리 누구든지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믿음 고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으며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도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고(13, 14절) 같은 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다(행16:33).
침례의 방법
위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요르단 강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침례를 받았다. 즉 몸을 담글 수 있는 곳이면 강이든 호수든 바다든 침례 탕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침례가 대개 교회의 회원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할 수 있다. 또한 신자라면 누구나 침례를 줄 수 있으나 지역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사나 혹은 교회에서 정한 성도 대표가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며 대부분의 미국 침례교회들이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
침례를 행할 때에 침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편한 옷을 입고 물 속에 들어가고 침례를 주는
사람은 먼저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을 요청한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침례를 준다. “○○○ 형제/자매님의 믿음 고백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침례 받는 사람을 뒤로 제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같이 죽었다가”라고 말하고 그를 물 속에 잠근 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같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물 속에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이 형제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매장되었으며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침례는 명령이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산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14:21)
예수님의 명령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침례이다(마28:19).
주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의 죄이다(약4:17).
많은 이들이 침례를 받으면 침례교인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 중세 종교 재판소,
재 침례의 예(행19:1-5)
침례교회 설명, 침례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는 아니다. 침례가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못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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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회와 침례 성도

21세기 교회 현황
한국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 크리스천의 다수를 차지하
고 있으며 또한 수의 열세와 천주교회 그리고 중국어 성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침례(浸禮)가 아니고
세례(洗禮)로 표기된 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이 유대인들처럼
획일적이고 율법적인 면이 있어서 자기와 다른 것을 잘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례교회라고 하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침례교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을 현혹했으므로 이로 인해 성경대로 바로 행하는 침례교회들마저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따라 교세가 확장되고 인식이 개선되어 이제는
침례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침례성도이며 장로교/감리교의 교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침례를 주는 교회가 세례를 주는 교회보다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이런 방송국에 나와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의 대부분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또한 지금도 가가호호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침례성
도들이며 전체적으로 교회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침례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본주의 교회들은 이제 거의 노인들만 남은 상태이고 은사주의 교회나 수정 교회, 윌로우크릭 교회
혹은 새들백 교회 같은 현대 교회도 성장을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성장이 아니라 기업 경영
기법과 고도의 심리학 그리고 록 음악이나 드라마에 의한 감정 자극을 동원한 인본주의의 산물입니다.
반면에 독립/자유 침례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침례교회와 침례성도의 유래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회도 장로교회 혹은 감리교회 등과 같이 개신교회 내의 여러 교단 중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개신교회’라 불리는 교회들은 중세 천주교회에서 ‘항거하여
나온 사람들’ 즉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을 가리킵
니다. 거기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 칼빈과 녹스 등이 세운 장로교, 웨슬리 형제가 세운 감리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성도들은 한번도 어디에 항거하여 나온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 걸어 온 사람들이므로 결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침례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음을 당당히 자랑하며 동시에 인간 창시자가 없음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침례교회가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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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에 의해 창립되어 예수님 때부터 존재해 온 성경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마16:18). ‘침례성도’는
영어로 ‘뱁티스트’(Baptists)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시작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용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침례자 요한’(John the Baptist)에서 ‘뱁티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
다. 침례자 요한이 신약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인 것처럼(행11:26) 침례성도(뱁티스트) 또한 성경에 근거를 둔 단어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믿음의 고백으로서 모두 당연히 침례를 받으므로(롬
6:3-5) 굳이 침례교회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세례를 주는 교회들과 구분하기 위해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스레 침례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침례교회와 침례성도의 믿음
침례성도들은 다른 프로테스탄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구원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믿음의 실행의 문제에
들어가면 여러 면에서 개신교회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등장한 침례성
도들은 ‘국가 교회’가 아닌 ‘자유 교회’를 형성했으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 여덟 가지 원칙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1. 성경의 최종권위(Bible's Final Authority) (딤후3:16-1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 교회부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기에 절대적으로 확실하
고 오류가 없음을 믿었다. 또한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완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처음부터 독립/자유
교회는 크리스천의 교리와 실행에 있어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었으며 교회나
공회나 신조나 전통이나 사람의 어떤 기관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음을 믿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같은 믿음은 감옥이나 불이나 물이나 칼이나 맹수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결코 쇠퇴하지 않았고
이들의 후예로서 우리도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2. 자치적 지역교회(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18:15-1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역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 기관임을 믿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독립/자유 지역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할 수 없으며 천주교회나 다른 개신교회들처럼 주교, 추기경,
감독, 총회장 등의 성직자 체계가 지역교회를 관할하고 성직자를 임명하며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임을 믿는다. 각 지역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최종권위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체
회원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3. 전 성도 제사장 직분(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벧전2:5-9)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다. 이것은 영적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며 구약 시대에 존재하던 육적 제사장 직분은 사라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천주교회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보자 제사장(사제, priest)을 두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님을 확실히 믿으며 또한 교회를 성전이나 성당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치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는 집례로 표현하며 성도를 평신도라 지칭하여 의도적으로 계급을 만들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성직자가 가운을 입는 것 같은 겉치레 의식주의를 배격한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요, 예수님의 신약교회에서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과 더불어 이미
사라져 버린 것들이다.
4. 교회의 두 가지 규례(Two Ordinances) (마28:19, 고전11:23-3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교회가 실행해야 할 두 개의 규례임을 믿었다.
우리는 침례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하므로 반드시 온 몸을
물 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는 형식이어야만 함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는 어린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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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물을 끼얹고 천국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선포하는 유아세례가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또 우리는 ‘주의 만찬’ 역시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규례로 믿고 지키며 천주교회의
화체설 즉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교리가 명백한 이단 교리임을
믿는다. 천주교회에서는 화체설에 근거하여 주의 만찬이 구원이나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Sacrament)
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그것을 ‘성만찬’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이런 비성경적 관행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이라 부른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반드시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즙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만 함을 믿는다. 이 외에 우리는
세족식 같은 것을 신약교회의 규례로 믿지 않는다.
5. 양심의 자유(Individual Soul Liberty) (롬14:5-1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중히 여겼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였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중세 이슬람교도나 천주교도 그리고 심지어 칼빈 같은 프로테스탄트
처럼 무력으로 남에게 자기의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결코 강요한 적이 없으며 자기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도록 강요받을 수 없음을 믿는다. 반면에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회계 보고 할 줄을 믿는다(롬14:10-12; 히9:27).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2:41-47)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었다. 중세암흑시대에 천주교회는
믿음이 없는 아기도 유아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 영원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았으며 유아세
례를 거부하면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퇴출시켰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 독립/자유/자
치 지역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
7. 지역교회의 두 가지 직분(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전3:1-13)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따라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믿었다. 이 두 직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반드시 남자들만이 맡을 수 있으며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 우리는 독립/자유 지역교회가 결코 천주교회와 같은 성직자
체제가 아니며 직분은 성도들 간의 기능의 차이일 뿐 결코 계급이 아님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신약교회임을 믿는다(히2:11).
8.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22:15-22)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하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할
수 없음을 믿었다. 중세 암흑시대의 사악한 종교 독재 행위는 바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 즉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독재 교회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역사를 통해
자유 교회 교인들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 교회에 항거하여 피를 흘렸고 그 결과 미국의
헌법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명문화되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에도 이것이 파급되어 현대 시민들
이 이런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
미국의 침례교회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 꿈을 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민 온
유럽 사람들에게는 국가 교회의 독재와 탄압이 머리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교도들의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왔으나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고 교회 내에 계급이 없이 모두를 형제라
부를 수 있으며 남녀노소 및 흑백 인종의 평등을 주장하고 회중의 대의 통치를 주장하는 성경적 침례교회
가 자연스레 보통 사람들의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침례교
회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보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기에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한편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지역교회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가
의 지방자치제도 역시 급속도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지금까지 미국의 국력과 위용이 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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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적 신약교회 신자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다수가 위의 여덟 가지 원칙을 지키는 독립침례교회라는 점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성도들의 유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종에 상관없이 침례성도들은 항상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침례성도들은 시종일관 인격화된 기독교 즉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 나오는 뜨거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교회 생활에서 드러난 소박한 민주주의
는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서민층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개개인에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오직 성경에만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허락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성경을 통해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특징은 다른 교파나 교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유와 평등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 주기 위해 침례성도들은 전력투구였으며 또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천주교회의 유아세례와 성만찬의 화체설이라는 이단 교리와 싸우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우리 침례성도들의 선조들은 이러한 희생으로 온 인류의 자유/독립 역사를 수놓아 왔으며
그 결과 오대양 육대주의 자유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아 왔습니다.
21세기 침례성도들의 책임
우리 눈앞에 21세기가 환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의 열세로 인해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한 우리 침례성도들은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21세기를 맞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흥왕하고 있는 교황의 천주교와 이에 부응하여 점점 더 천주교화 되고 있는 개신교회들을 보며 우리
침례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침례 성도 선조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킨 바른 성경 곧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흠정역)을
채택하여 ‘오직 성경으로’라는 기치를 들고 영혼 구령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 목사,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 불굴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등과 같은 침례교 선조들의 본을 따라 우리 또한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큰 배도의 물결을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 배도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뉴에이지 등이 하나가 되어 단일세계종교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미 교황의 지도하에 여러 차례 예행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점에서 우리 침례성도들은
단호하게 비성경적 에큐메니칼 종교일치 운동을 배격하고 이 같은 배도의 누룩에 조금이라도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록 음악 위주의 경배와 찬양과 연극 드라마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대체하며 은사주의/신비주의로 인한 기복 신앙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
침례성도들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유3) 복음적 근본주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계2:7; 11; 17;
29; 3:6; 13; 22)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기 있게 복음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 침례성도들의 전성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지옥의 문들을 부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침례교회의
창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우리는 침례성도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다. 침례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늘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연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찰스 스펄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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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
제12과: 목사(Pastor)
신약교회는 조직체이다. 질서를 위해 지도력이 필요하며(딛1:5) 목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
(*)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온다.
목사: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직분(Office)에 대한 용어이다(딛1:5; 7; 벧전5:1-2; 4; 행20:17;
28)
Office 설명(딤전3):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부여한 권위가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Officer
가 될 수 없다.
감독(Episcopos, 감독하는 자, 직무의 의무), 장로(Presbuteros, 치리하는 자, 직무의 위엄), 목사
(Poimen, 목자, 직무의 목적)
역사를 통해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들이 성경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를 쓴다.
목사의 목적: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엡4:11-16)
목사의 필수조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call) 교회가 임명하고(ordain)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직책으로 구분하신다(행13:1-4).
원함이 있어도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 부르심이 없는 목사는 불행하다.
부르심 이후에(혹은 부르심과 함께) 준비가 필요하다: 사귐을 통해서(바울과 바나바), 목회자를
통해서(바울과 디모데))
목사의 자격: 딤전3:1-7, 딛1:6-9
목사의 의무
(1) 지도(인도)하는 것(장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한다(먼저 본을 보임으로,
감독함으로 벧전5:2-3 참조). 목사는 반드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양들이 이끌고 나가는 교
회는 성경에 없다. 목사는 독재자가 아니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이다.
(2) 먹이는 것(목자): 양떼를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행20:28).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
상고와 설교와 가르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할
수 있다. 엡4:11은 pastor and teacher를 하나로 묶고 있다. 우리말 목사도 목자요 선생님을 가
리킨다(딤전3:2).
(3) 경계하고 보호한다(감독):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양떼를 보호해야 한다. 목사는 자
신, 교회, 종교적인 이리떼들, 이단들, 잘못하는 자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병든 자들을 돌
아보아야 한다.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복하고(히13:17)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 주고 그를 존
귀하게 여겨야 한다(살전5:13).
질문
(1) 목사는 복수여야 하는가?(행14:23; 행20:17; 약5:14), 부목사, 조력 목사(누구를 섬기는가? 여
호수아, 디모데)
(2) 목사는 신학교를 나와야 하는가?
(3) 목사는 은사가 아닌가?
(4) 목사를 형제라고 불러야만 하는가? 목사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 성직체계, 목양자, 호칭 문
제, 사모님, 다른 교회 목사님
(5) 목사는 직업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목사의 사례비는 어느 정도(나하고 비기지 말
라), 목사의 교회 시무, 보험, 연금 등
(6) 목사를 그만 두면 어떻게 되는가? Office(직무), 관례
좋은 교회의 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목사는 성도들의 요청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하고 특히 어려운 형제들의 사정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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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
제13과: 집사(Deacon)
집사
원어는 ‘디아코노스’(diakonos, 스트롱 번호 1249)이며 신약성경에 30회 나오고 ‘minister’,
‘serve’, ‘servant’로 번역되었다(마20:26; 마23:11 등).
동사 ‘디아코네오’(스트롱 번호 1247)은 신약성경에 37회(마4:11; 마20:28; 행6:2 등).
예수님은 목자 장(벧전5:4)이며 동시에 집사 장이다(마20:28).
한 마디로 집사는 교회의 종이다.
집사 선출의 배경
행6:1-7 설명
집사의 역할
목사는 교회의 leader이며 집사는 servant이다. 목사는 영적인 일을 위해 - 교리를 가르치고 전
하는 일을 위해 - 수고하고 집사는 주로 그 외의 다른 일을 위해 수고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다. 집사는 목사를 control 할 수 없다.
집사의 자격
딤전3:8-13(10가지의 영적 자질)
(1) 성경적이어야 한다(교리, 실행, 헌금, 출석 등).
(2) 신실해야 한다(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 =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3) 늘 부르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아내와 더불어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하며 아내의 자격 역시 집사 선출에 중요하다(11절).
(5)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6) 긍정적이어야 한다(나는 못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집사의 선출
사도행전 6장 1-7절은 분명하게 집사라고 하지 않지만 앞뒤를 미루어 보건대 일곱 사람은 예루
살렘 교회의 집사로 보인다. 집사는 국회의원같이 민중의 대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람이다.
(1) 목사의 필요가 있어야 선출한다.
(2) 영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
(3) 목사의 주관 하에 교회가 선출한다(투표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4) 임명은 목사가 한다(3절).
(5) 집사는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딤전3:10).
질문
(1) 집사는 몇 명이어야 하는가?, (2) 집사는 종신직인가?, (3) 집사는 그만 둘 수 있는가? (4) 여
자 집사는 가능한가?(롬16:1)
집사는 감독과 달리 본인이 사모한다고 되는 직분이 아니다.
섬기는 직분이므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려는 자세(부부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침례교회, 032-664-1611, www.cbck.org

성경 공부
제14과: 헌금의 원리
6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

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7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
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6-7).
십일조(Tithe, 십분의 일) 사람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거룩한 용도로 드리는 것(창14:20; 28:22).
A. 구약시대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모세의 율법은 두세 종류의 십일조를 이스라엘에게 부
과하였다.
I. 첫 번째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밭과 나무와 짐승 등의 소출의 십분의 일을 유대인들의 왕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레27:30-32). 이것은 신정국가의 백성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사람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고(민
18:21-24) 또 왕의 통치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으며(삼상8:15, 17)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가의 오분
의 일을 더해서 돈으로 이 세금을 낼 수 있었다(레27:31).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의
십분의 일을 제사장들에게 바쳤고(민18:26-28) 이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10.0%
II. 두 번째 것은 신12:17-19; 14:22-27에 나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출의 십분의 일
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즉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즐
겁게 먹어야 했고 거리가 멀면 물건으로 바꾸어서 가져가기도 하였다. 나와 내 가족이 먹는 것
이다. 10.0%
III. 세 번째 것은 신14:28-29에 나오는데 이것은 3년 마다 레위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십분의 일을 내는 것이었다. 3.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정치 하에서 매해 평균적으로 수입의 23.3%를 주님께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정 정치이므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부과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다.
이런 십일조 제도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과 이후에 갱신되었다(대하31:5-6, 12; 느10:37-39;
12:44; 13:5).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포로 생활 이후에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내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느13:10)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않았다(말3:8-12).
구약의 끝 부분에 이르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조그만 것의 십일조를 드리는 데는 혈안
이 되어 있었으나 십일조의 원리 즉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무시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마23:23). 신약과 구약 설명
IV. 이 외에 구약에는 율법 시대 이전에 창14:20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획물의 십분의
일을 바침. 또 창28:22에서 야곱이 벧엘에서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함.
B. 신약시대
신정 정치 하에서 운영되던 율법의 십일조는 신약의 도래와 함께 분명히 사라졌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서 십일조는 단 한 군데 즉 히7:4-10에만 나온다. 여기서는 제사장 체계
가 변했다는 것과 멜기세덱의 체계가 레위의 체계보다 월등함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멜기
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을 언급함(레위도 드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십
일조를 바쳐야 함을 보여 주기 위한 구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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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헌금의 원리
헌금의 정신과 원리 즉 복음의 사역자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 수입의 일
정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원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교회는 유기체(organism)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직(organization)이다. 하나님의 일
을 하려면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둘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일꾼이 자
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다(마10:9-14; 눅10:4-8, 16). 사도 바울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전9:13-14; 갈6:6). 그는 성도들을 위한 기부 헌금으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 대로 각 사람이 수입에 비례하게 주의 첫 날에 즉 주일에 헌금을 드리라고 하였다(고전
16:2). 그러므로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비난하는 일은 비성경적이며 크리스천이라면 자원하
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수입에 비례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주님의 사역자들과 교회 사
역을 유지해야 한다(고후9:7).
D. 십일조는 그림자이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과 교회, 제사장과 사역자, 성전과 교회 등
신약성경에 수입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수
입의 십분의 일 이상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기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성도가 수입의 십분의 일을 떼서 십일조로 드리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교회에서 이런 헌금을 율법의 십일조로, 강제 규정으로 세금을 걷듯 걷는 것은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고후9:6-7; 갈6:7)와 배치되므로 경계해야 한다.
십일조를 하는 성도들의 두 부류: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맹신으로
십일조를 안 하는 성도들의 두 부류: 방종에 빠진다, 감사 헌금으로 대체
구체적인 예;
사랑침례교회: 한 달 최소한 400만원, 교인들 한 달 수입이 4000만원, 20가정으로 환산하면 약
가정 당 월 평균 수입 200만원이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
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E. 결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마6:19-21).
돈 지갑의 회개가 있어야 바른 회개이다.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의 원리이다.
F. 의논 사항
헌금의 용도: 사역자 지원, 교회 유지, 구제와 선교(특별히 현대 교회는 구제가 없음).
기명, 무기명
십일조라고 써서 드려야 하는가? 감사헌금으로 하는가?
십일조 말고 헌금을 또 따로 드려야만 하는가?(말3:8)
교회 헌금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침례교회, 032-664-1611, www.cbc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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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는 종말의 해인가? 지진, 역병, 기근, 경제
베리칩은 짐승의 표인가?
재림과 휴거: 큰 기대
두려움과 공포(딤후1:7) No!
◦ 재림 까페, 블로그: 거짓말, 공포 조성
◦ 시한부 종말론
◦ 내 힘으로 해 보려는 시도들




소망과 평안과 기쁨 Yes!
살후2:1-2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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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12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
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 저 복된 소망과 위
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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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
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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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
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라. 18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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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21 대
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
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
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
라(벧후1:20-21).

KeepBible.com

2012-08-15

6

3

2012-08-15

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
기에 유익하니 17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
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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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약성경에서 재림은 초림보다 8배나 더 많이
예언됨.
신약성경에서 재림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
급됨.
신약에서만 총 318회
신약: 총 260장, 1장에 1.2번 정도 언급됨.
빌레몬, 요한2, 3서, 갈라디아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서 재림을 언급함.

KeepBible.com

2012-08-15

8

4

2012-08-15









4복음서에서 예수님은 20여 회 재림에 대해 직접
언급하심.
마23:37-39
요14:1-3
행1:9-11
히9:28(바울은 50여 차례 언급)
계22:20

KeepBible.com



2012-08-15

9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이다.
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히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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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확신의 대상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
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
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계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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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에는 보상이 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
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
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
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
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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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에는 보상이 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
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계1:3).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
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계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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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의 귀환(겔37장): 1948.5, 1967.6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갈등(겔38장)
성전의 재건(겔40-48장)
세상에 편만한 인본주의/진화론/범신론(벧후
3:3-4)
만연되어 있는 도덕의 붕괴(딤후3:1-7)
사회적 다윈주의, 약육강식, 양극화(약5:1-8)
과학과 기술과 여행의 발달(단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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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
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
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벧후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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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
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1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
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
을 기다리는도다(벧후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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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서 37장 1-11절
에스겔서 37장 11-14절
6일 창조, 6000년 역사
계시록 20장의 1000년
계시록 17장의 음녀
◦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함(2절).
◦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함(6절).
◦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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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다(인간의 시스템).
성경은 인류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안에는 국가, 개인의 흥망성쇠 등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예언
초림 125개, 재림 329개
◦ (Prophecy Study Bible, Tim Lah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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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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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

1장

2

타락, 죄

3장

3

낙원 상실

3장

4

노아의 홍수

6-9장

5

바벨탑

11장

6

아브라함

12장

7

예수 그리스도

BC 4

8

낙원 회복

?

창세기

BC 4004

BC 2348
BC 1997

계시록

1

낙원의 시작(3:23)

낙원의 개방(21:25)

2

저주의 선포(3:17)

저주의 제거(22:3)

3

생명나무 금지(3:24)

생명나무 먹음(22:14)

4

죽음의 시작(3:16-19)

죽음의 종결(21:4)

5

뱀의 승리(3:13)

어린양의 승리(20:10)

6

바빌론의 시작(10장)

바빌론의 멸망(17-19장)

7

하나님과의 교제 중단(3:8-10)

교제의 회복(21:3)
2
4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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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
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6 이 신비는 곧 복
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
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엡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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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4, 32장
다니엘서 2장, 9장, 12장
스가랴서 12-14장
마태복음 23, 24장, 25장
로마서 9-11장
계시록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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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총 26회(단수 22, 복수 4회)
라틴어 trivulum에서 나옴.
고난, 고통, 괴로움 등의 의미
고난과 바꾸어도 말이 됨(고후1:4).
체로 알곡과 겨를 분리시키는 것
즉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것
개인에게 혹은 민족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환난과(요16:33, 행14:22)과 이스라엘
의 환난은 100%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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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네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네가 {주} 네 하나님께로 돌
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31 ({주} 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
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네 조
상들에게 맹세하신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
니하시리라(신4:30-31).
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
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
라(마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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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30, 31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30장 3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데려옴.
30장 4-5, 24절: 두려운 주의 날
30장 6-7절: 야곱의 고난의 때
30장 10-11, 17-18절: 야곱의 구원
31장 31-34절: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
31장 35-37절: 영존하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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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배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
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봄은 어찌된 까닭이냐? 7 아아, 슬프도
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렘30:6-7).
◦ 대환난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 정제하여 남은 자들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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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2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에워쌀 때니라 (슥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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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그

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
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
사 같으리라. 9 또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
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10 내가 다윗의 집
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슥12:8-10).
KeepBible.com

2012-08-15

37

8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
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으리라. 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
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
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
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
이시니이다, 하리라(슥13:8-9).
 이스라엘의 환난: 하나님의 진노의 날(습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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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4 그 날
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
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
로 이동하리라. 9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
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
름도 하나만 있으리라(슥14:3-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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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느부갓네살의 꿈: 꿈 자체를 알지
못함.
19-23. 다니엘에게 꿈이 계시됨.
31-45. 꿈의 해석
31. 왕 앞에 선 큰 형상, 광채가 뛰어나며
형태가 두려움.
32-33. 형상의 머리는 정금, 가슴과 두 팔
은 은,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 그의 두 다
리는 쇠, 두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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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 낸 돌이 그 형
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
것들을 산산조각 냄.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움.
38. 느부갓네살 왕은 금 머리
39. 바빌론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은 가슴), 셋
째로 또 다른 놋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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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해서 모든 것을 산산조
각 내고 상하게 함.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
망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심. 그 왕국은 다른 백
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유대인들의 왕국),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섬.
하늘의 왕국(마태복음 총 32회)
천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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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 낸 돌이 쇠
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고 돌 왕국
을 세움. 이것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일격에 세상 왕국들을 부순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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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됨을 깨달음.
3-19절: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
20-27절: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유대인들을 위한 계획은 70년이 아니라 70이레임.
◦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
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
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단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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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
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
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
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
시 건축될 것이며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
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
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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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
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
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
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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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회복과 건축에 대한 명령부터 통치자 메
시아까지 69 이레
69이레 이후 메시아가 끊어짐(자기를 위한 것은
아님, 개역성경 삭제).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
괴함(단12:1; 마24:21).
홍수가 있음(계12:15-16).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됨(마:24:15; 살후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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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레=490일
490일, 490주, 490달, 490년?
이레 즉 7일은 7년을 나타낸다(1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본 사례: 민14:34; 겔4:5-6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의 회복과 건축에 대한
명령(느2:1-8): 주전 445년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 주후 30년, 총 483년(유대
인 달력, 태양력으로는 4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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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올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
을 확정함(9:27).
그 이레의 한 중간에 제물 드리는 것을 금함.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세워짐.
메시아 이후 남은 것은 한 이레 즉 7년임.
유대인들을 향한 7년 환난기(단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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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BC 606-536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 기간이 70년임을 알
게 됨(단9:2, 16-19).
◦ 고레스의 칙령(제1년), BC 536년, 성전을 건축하라(대하36:22-23;
스1:1-6; 5:13-17)
◦ 다리오의 칙령(제2년), BC 519년,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스4:24;
6:1-12)
◦ 아닥사스다의 칙령(제7년), BC ?,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라(스7:728)
◦ 아닥사스다의 칙령(제20년), BC ?, 예루살렘과 그 도시의 성벽을 지
으라(느2:1-8, 13, 17)
KeepBible.com







2012-08-15

51

아닥사스다의 칙령(제20년)만이 예루살렘과 그
도시의 거리와 성벽을 지으라는 것으로 이해됨.
역사적으로 이 아닥사스다는 Artaxerxes
Longimanus(BC 465-422), 알타적시스 롱기마
누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리스도의 출생 및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사역:
BC 4, AD 26, AD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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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앤더슨(Robert Anderson), Coming Prince
1년은 360일, 483년=173,880일, 태양력으로 476년
BC 445년 니산 월 1일(3월 14일)
AD 32년 니산 월 10일(4월 6일) 예루살렘 입성
476년+24일
◦ 476*365=173,740일
◦ 3월 14일부터 4월 6일=24일
◦ 윤년 116일



총 173,880일(Chuck Missler, endtimepilgri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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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회너(Harold W. Hoehner)
Chronological Aspects of The Life of Christ
◦ BC 444 - AD 33



클라렌스 라킨(Clarence Larkin)
Dispensational Truth
◦ BC 445 - AD 30



플로이드 존즈(Floyd Jones), The Chronology
of The Old Testament
◦ BC 454 - A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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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아닥사스다의 즉위: BC 473년 공동 왕위(CoRex), BC 464년 홀로 왕이 됨(Sole-Rex), 아버
지 Xerxes, 크세르크세스
어느 것을 기준으로 즉위 20년의 기준을 삼을 것
인가? 여기서 8년이 차이가 남
BC 454년 혹은 BC 445년?
또 과연 BC 473이나 464가 정말로 정확한 해인
가? ±3년 정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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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은 360일을 1년으로 사용하는 달력
세상 역사는 365일을 1년으로 사용하는 달력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정확하게 아닥사스다의 즉
위 20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까지의 483년을 정
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BC 445-457년경부터 AD 30년 정도로 보
면 맞는다.
키포인트: 70이레 즉 490일의 하루는 유대인들
달력의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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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의 70이레 즉 490일의 하루는 1년으로 계
산한다(360일의 1년).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이레 즉 7일은 7년이다.
말세에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과 7년 언약을 맺는다.
그 7년의 한중간에 그는 언약을 폐기하고 성전을
더럽힌다 - 멸망의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가
증한 것 - (마24:25, 살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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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
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
되 책에서 발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
리라.
◦ 미가엘(계12:7)
◦ 대환난(마24:21)


7절: 대환난 기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9장 27절; 계12:14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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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
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마1:1).
지혜자들이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2:2)
요한이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3:2)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
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
시더라(마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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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
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
가지 말며 6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에게로 가라. 7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8 병든 자
들을 고쳐 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
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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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
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버
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
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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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
이 은밀히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
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
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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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
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
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
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
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9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
주어 고통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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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11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
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12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
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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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
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
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19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
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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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
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
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때에 사
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
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
리라. 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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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서 준비하라(마24:36-51).
열 처녀 비유:
◦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
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마25:1).



달란트 비유
◦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
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마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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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32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
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
하여 33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
에 두리라. 34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
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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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대환난기를 설명하시면서 언급함.
또 그들(유대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
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눅
21:24).
이때에는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음.
교회는 왕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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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
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
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
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
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
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
리니 27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
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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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그 천사가 서
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
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
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마흔두 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계11:1-2).

KeepBible.com

2012-08-15

78

39

2012-08-15

1. 해로 옷 입은 한 여자, 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관이 있음.
2. 아이를 배어 진통을 겪음.
3.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
일곱 머리의 일곱 관
4.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짐, 해산하는
여인 앞에 서서 아이를 삼키려 함.
5. 그녀가 민족들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출산함. 그 아이가 하늘로 채여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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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여자가 광야의 처소로 도망함. 1260일 (3년
반) 동안 지냄.
7-8. 미가엘과 용의 전쟁
9.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김(창세기 6장의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
10-12.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음성
13. 용이 여자를 핍박함.
14. 여자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3년 반,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음(단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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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뱀이 홍수를 일으켜서 여자를 죽이려 함
(단9:26).
17.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남은 자들과 전
쟁을 벌임.
 여기의 여자와 사내아이는 누구인가?
 천주교: 마리아, 아기 예수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 예수
 성경: 이스라엘, 메시아
 용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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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땅으로 돌아옴(사
11:11-12).
유대인들은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으로 돌
아옴(겔36:24-27).
진노의 심판을 받음(겔20:33-38; 22:19-22).
유대인들의 정련 과정(말3:1-3; 슥13:8-9)
이 기간은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난기(마24:2131; 슥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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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유대인들은 주님을 부른다(슥12:10-11).
그리스도께서 올리브 산으로 돌아오신다(슥14:4).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고 환난 성도들에
게도 구출이 있다(욜2:31-31).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하루 만에 태
어난다(사66:8).
왕국 프로그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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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
들을 기록할지니(계1:19)
1장: 네가 본 것들

7 봉인 심판(6장)

2-3장: 지금 있는 것들

7 나팔 심판(8-9장)

4-22장: 이후에 있을 것들

7 금병 심판(16장)
창녀 바빌론 심판(17-18장)
주님의 지상 재림(19장)
1000년 왕국(20장)
새 하늘과 새 땅(21-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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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예언들 - 특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
들- 과 역사의 사건들을 매치시키려는 시도
◦ 계시록 2-19장까지는 이미 역사에서 성취되었다.
◦ 계시록의 1260일이 곧 1260년이다. 교황권이 지배한 1260
년이 곧 계시록의 주요 기간이다.
◦ 타깃: 교황권
◦ 종교개혁자들의 해석관: 교황이 적그리스도이다.
◦ 19세기의 윌리엄 밀러: 단8:14(2300일), 세상의 끝 1844년
10월 22일, 7일 안식교회
◦ 마르틴 루터, 이삭 뉴턴, 매튜 헨리, 앨버트 반즈, 조지 래드,
이안 페이즐리, 이광복(흰돌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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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4는 계6:12-13과 같고 18세기 후반에 끝났다.
인류는 항상 환난 가운데 지내왔음: 후천년설과 비슷
하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의 변천을 보여 준다.
◦ 일곱 봉인: 요한의 시대부터 4세기경
◦ 일곱 나팔: 5세기의 이교도들(고트 족의 로마 침략, 반달 족의 지중
해 침략, 훈 족의 북 로마 침략 등)의 서방 침공, 오스만 터키의 동로
마 정복
◦ 일곱 금병: 프랑스 혁명, 이슬람, 로마 카톨릭 세력의 확장과 패배
◦ 첫째 짐승: 정치적 교황, 둘째 짐승: 종교적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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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사람들의 불평을 잠재운다.
천주교나 개신교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특히 16-17세기의 칼빈주의는 강하게 반대한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이스라엘 대체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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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옴
3-4절: 메시아의 행적
6-9: 자연 세계의 변화
10-14: 이스라엘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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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절: 이스라엘의 회복
아이가 백 세에 죽음
수명이 1000세에 이름
25절: 자연 세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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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Rapere
Rapere는 살전4:17에서 그리스어 harpaz를 번
역하는 데 사용되었다.
Caught up, 채여 올라가다
행8:38, 고후12:2,4, 계12:5
휴거와 비슷한 사건
◦ 에녹(창5), 엘리야(왕하2), 빌립(행8), 바울(고후12)



공중 들림만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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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사건 전에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
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
희도 있게 하리라(요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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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혼: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고 지참금을 지불함으로 정혼 언약을 맺음.
그 뒤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
(mansion)을 마련함.
신랑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감(마25:1-13).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신부는 매일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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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신부 방으로 들어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
고 7일 동안 거기에 머묾(창29:27).
7일 동안 신부는 얼굴을 보이지 않음.
7일 연회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 만
인에게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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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되돌아감.
떨어져 사는 기간: 교회 시대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름: 휴거
7일간의 혼인 잔치: 어린양의 혼인 잔치(계19:79)
이후에 신부를 공개함: 지상 강림
그러므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혼인 잔치 이
전 즉 7년 환난기 이전이어야 함.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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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
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
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
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
주리라…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
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눅12:35-40; 마24:42-51).
결혼을 위해 신
부를 데리러 옴

결혼 후에 신부
와 함께 옴
7년 환난기
KeepBible.com



2012-08-15

10
7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계3:10).
◦ 너: 필라델피아 교회
◦ 그 시험과 그 시간을 면하게 해 줌.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 Keep…from은 서로 나눌 수 없는 조합이다.
◦ I kept him from going.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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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
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
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
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계19:78).
◦ 신부가 이미 예비되었음(과거 시제).
◦ 신부가 이미 하늘에 있음.
◦ 그러므로 신부는 이미 휴거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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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은 22:16이다.
그 이유는 6-19장까지의 7년 환난기에 교회가
이 땅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 계7:9, 14절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음을
보여 준다.
◦ 그런데 이들은 교회는 아니다.
◦ 환난 성도들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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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
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
수님이시니라(살전1:1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
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살전5:9).
◦ 여기의 진노(wrath)는 2-3절에 있는 주의 날의 심판이다.
◦ 성도는 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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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마
3:7; 롬5:9; 살전1:10; 살전5:9).
◦ 시험의 때로부터 완전 면제를 받는다(계3:10).







히브리 대언자들의 환난 혹은 고난 예언: 50회,
모두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풀 때 어떤 구절과도
가장 잘 맞는 논리적 관점이다.
계시록(휴거, 환난기, 교회 없음)과 살후2장, 딛
2:13 등이 분명하게 환난전 휴거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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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여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장한다.
딛2:13의 복된 소망은 반드시 환난 전 휴거라야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심판, 어린양의 혼인, 땅에서의 진노
등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표적이 없이 임박한 강림을 고대하게 한다.
대환난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는데 환난
전 휴거는 이를 뒷받침한다.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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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
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성도들: 아기 성도부터 어른 성도까지 모두 포함 됨.
◦ 불완전한 자도 포함됨.
◦ 모두가 포함되어야 신부가 구성되고 혼인 잔치가 열림.
◦ 고전15:51,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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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
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
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
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
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15:51-53).

◦ 휴거는 신비이다.
◦ 아무도 모른다.
◦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고전 5장: 음행 한 자도 성도
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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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거(요14:1-3; 고전15:51-58; 살전4:13-18)
2. 이스라엘 산에서 곡과 마곡의 멸망(겔38-39)
3.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 수립(계6:2;
13:1-8)
4.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언약(단9:24-27)
5. 배도한 단일 세계 교회(계17:1-15)
6.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의 선포 사역(계11:1-6)
7. 144,00명의 유대인 증언자들이 셀 수 없는 무리
를 인도함(계7:1-15)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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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곱 봉인 심판(계6:1-17)
9. 일곱 나팔 심판(계8-9)
10.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계11:7-13)
11. 적그리스도의 성전 황폐화(단9:27; 마24:15;
살후2:1-8)
12. 적그리스도가 7년의 한중간에 언약 폐기(단
9:27)
13. 거짓 대언자, 짐승의 표(계13:11-18)
14. 적그리스도의 유대인 탄압, 삼분의 이 죽음(슥
13:8-9; 계1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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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곱 급병 심판(대환난기, 마24:21; 계16:121)
16. 아마겟돈 전쟁(계16:12-16)
17.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바빌론의 멸망(계1718)
18.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슥14:4-11; 마
24:22-31; 행1:9-11, 계19:11-21)
19. 천년 왕국의 확립(계20:1-7)
20.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계21-22)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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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말씀: 노아의 때, 롯의 때
특징: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람들
과 관계를 맺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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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해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함.
41-42 이 왕국이 나뉜다.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
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
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
리이다. 개역: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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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
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
리이다. 45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 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
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
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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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회
◦
◦
◦
◦

짐승의 표: 계16:2; 19:20
표 혹은 그 표: 13:16-17
그의 표: 14:9; 15:2; 20:4
그의 이름의 표: 14:11

위치

◦ 오른손 안에 혹은 이마 안에(in): 13:16; 20:4
◦ 이마 위에(on): 20:4
◦ in과 on은 같은 원어이다. in이 꼭 삽입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
만 삽입으로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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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
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
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
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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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칩
국제 테러 방지, 의학
National geographic
Discovery channel
할리우드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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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Chip
쌀알 크기
RFID chip
기술 완료
오바마 건강계획
인도 주민등록
디지털 방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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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
거짓 대언자가 모든 사람에게 받으라고 할 터이므
로 이것은 영적인 표시가 아니라 물리적인 표시이
다.
이런 기술은 지금부터 꾸준히 개발되고 사용되어
야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덜 받는다.
계속해서 이 기술은 발전될 것이다.
시대의 표적으로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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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역병, 기근, 경제 불황, 양극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전시안
한류 음악 열풍: 싸이 열풍
베리 칩(짐승의 표?)
동성애, 윤리와 도덕의 실종
신사도운동, WCC
성경 변개, 예배 실종



소망과 평안과 기쁨 Yes!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013년 5월 17일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Keep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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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
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2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
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
안해하지 말라. 3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11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12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
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 저 복된 소망과 위
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3

4

“천지 개벽!”
“기를 발산하여 영혼의 안식을 얻으라!”
“요가 요법으로 당신의 재능을 발휘하라!”
“훈련과 명상을 통해 기를 발산하라!”
“휴식을 취하기 위한 기법들을 터득하라!”
“내적 치유!”, “영성훈련”,”종교통합”
“초능력의 비밀!”, “UFO!”
“새세계질서!”, “단일세계정부”
5

1

환난 통과 주장: ‘믿음+행위’ 조장, No!!!!
7

8

9

10

싸이의 강남 스타일
1
1

2



이란/이스라엘 핵 전쟁

13



14

뉴에이지(New Age): ‘새 시대’ 혹은 ‘새 시대 정신’



◦
◦
◦
◦
◦
◦
◦
◦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제거되는 때
마귀의 대리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는 때
약육강식의 때
마귀들의 활동이 극대화 되는 때
인간의 존엄성이 최악으로 훼손되는 때
전 인류가 이 일에 노출되고 참여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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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의 때(창6; 마24:37; 눅17:26)
롯의 때(눅17:28)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세상 왕들의 때(단2:44)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계
3:10)
7년 환난기(계6-19)
적그리스도의 때(계6-19)

18

3

노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1
9

창세기

2
0

계시록

1

낙원의 시작(3:23)

낙원의 개방(21:25)

2

저주의 선포(3:17)

저주의 제거(22:3)

3

생명나무 금지(3:24)

생명나무 먹음(22:14)

4

죽음의 시작(3:16-19)

죽음의 종결(21:4)

5

뱀의 승리(3:13)

어린양의 승리(20:10)

6

바빌론의 시작(10장)

바빌론의 멸망(17-19장)

7

하나님과의 교제 중단(3:8-10)

교제의 회복(21:3)






BC 23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역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단일화된 반역
말이 나뉘고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마귀를 섬기는 신앙이 모두 전
세계로 전파됨
◦ 이집트
◦ 인도
◦ 중국(잡신들의 샤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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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날 땅의 바벨(메소포타미아)

22



◦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강력한 지도자를 원함
통치자: 니므롯(함, 구스, 니므롯)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 이름의
뜻은 반역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왕국을 세움
(창10:10)





23

니므롯이 죽자 그의 아내 세미
라미스는 그가 태양신이 되었
다고 주장함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담무
스라고 함(겔8:14): 니므롯 환생
바빌론 종교 예배는 상징들로
이루어짐
어미와 아기를 숭배하는 바빌
론 종교의 확립
바벨 탑 사건 이후 바빌론 종교
가 확산됨

24

4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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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









이시스와 호루스
아피스 황소 숭배: 에스겔서의 그룹들
루시퍼의 상징 숫염소(바포맷, Baphomat)
피라미드 건축
호루스의 눈: 모든 것을 보는 눈
All seeing eye, 전시안
신비주의 상징들로 이루어짐

31

32

33

34

35

36

6

37

38

2012년 부활절 미사
4분 39초 유튜브 동영상 3분 38초 이후
<교황청, 루시퍼> 키워드
불타오르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으신다.
내가 말하노니,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던 그는
살아 있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7ioL4HMOY40
39

41

4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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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4

45

46

뉴에이지 운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 교육, 건강, 심리학, 예술, 정치, 경제, 종교, 과학, 오락 등





범신주의
◦ 신(神)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신(神)이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에서 마술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한다.
재림의 징조이므로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믿음 생
활을 해야 한다.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늘의 소망이 가까이 옴을 보
여 주는 좋은 증거이다.
여기에 탐닉하면 안 된다. No!!!



?

신비한 경험 강조
◦ 자신들이 신(神)의 일부분인 것을
체험해야 함.



다른 이들에게 이 경험들을
체험하도록 권유함
◦ 영매, 영들과의 접촉, 고등 영성
개발, 공중투시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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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신(神)이다.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영적 능력, 영들과의 접촉이 깨달음의 비결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
적 연합체(United World, New World Order)를 형
성한다.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
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gods)과 같이 되어 선
악을 알 줄을 하나님(God)께서 아
시느니라(창3:4-5).
◦
◦
◦
◦

범신론: 너희가 신들같이 되리라.
윤회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상대론: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도덕붕괴).
신비주의: 너희 눈이 열리리라(전시안).

49





전 세계, 우주, 우주 안의 모든
것이 신(神)이다.
힌두교도의 꿈은 브라만(신의
힘) 즉 자기 완성을 이루는 것
영을 조절하며 만나는 것: 신을
의식하는 상태

50



마야: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
이다.
◦ 힌두교도가 자기 완성에 이르면 이
세상을 의식하지 못함



윤회: 영은 불변하고 몸만 바뀜
◦ 더 좋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어야 함

51



카르마: 인과응보의 법칙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는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
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
로 섬기게 됩니다. – 성철 종정 『조선일보』1987. 4. 23.

◦ 이 세상 삶에서의 행동은 이에 따르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런 효
과는 한 삶에서 경험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윤회의 삶이 필요
함
◦ 이 무서운 주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니르바나’ 즉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영성 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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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명상, 만트라, 최면 등의 연습이 필요함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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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신들: 모든 것, 모든 사람
이 신이다.
시바: 이 신들 중 가장 많은 숭배
를 받음
파괴의 신: 코브라 뱀을 머리나
목에 감고 있음





◦ 하싸 요가: 신체훈련용
◦ 쿤달리니 요가: 의학용
◦ 탄트라 요가: 의학용, 경영, 인신제물
도 요구, 성적퇴폐
◦ 카르마, 박티, 즈나나, 라자 요가 등

◦ 코브라 뱀은 힌두교에서 크게 숭배를
받음



목적: 세상의 모든 감정들을 끊고
브라만과 더불어 ‘무’의 상태 즉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것
종류

빛의 신: 요가를 배움으로 시바에
다다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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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나스: 요가의 기본 자세, 숨
쉬는 방법이 큰 비중 차지
프라나야마: 바른 호흡법, 이를
통해 ‘프라나’ 가 용이하게 흐름
프라나: 몸 안에 흐르는 중요한
에너지
◦ 실상은 ‘마귀의 영’이 흐르는 것이며 이
로 인해 쿤달리니 에너지가 생성됨

57



마귀들을 섬길 때나 요가를 행하는 중에 혹은 명상 시
에 행한다.
◦ 초월 명상(T.M.), 선불교 등에서 자기 향상과 심령 조절을 위해
사용함



‘만트라스’의 단수인 ‘만트라’는 단어나 소리 등을 의
미 없이 빨리 반복하는 것

◦ 이렇게 함으로써 만트라를 행하는 사람은 신비한 상태 즉 황홀경
에 빨리 이르게 되며 이 상태에서 영계와 접촉을 하게 됨
◦ 단어들이 반복되며 어떤 영적인 존재 즉 마귀가 만트라를 행하는
사람에게로 들어감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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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에는 음악적인 박자가
있고 이것을 주재하는 신적
존재 즉 마귀가 있다.
무슨 단어로 ‘만트라’를 하
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자주 반복하는 것
이 중요함
빨리 반복하게 되면 제 정신
을 잃게 됨
반복: 록 뮤직, 불교와 천주교
등의 묵주의 원리
61

62

63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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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 이후: 영과 혼의
링크가 끊어짐

11

2006년 11월 대구 팔공산
67

68

69

70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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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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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구원: 뉴에이지 운동의 기법들을 연마하여 자신이 신
(神)임을 깨닫는 것
◦ 영적 능력 및 고등의식의 개발
◦ 행위에 의한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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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죽음: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것
천국, 지옥: 현 삶에서 의식의 좋고 나쁜 상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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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듭남’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거듭남은 예수처럼 우리가 하
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는 완전
한 초인간이었다. 당신들도 역시 가능성이 있는 초인
간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신이다.”라고
말한 예수의 의미 깊은 선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는
“네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
겨 있다.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린다.”고 예수를 통해 그
리스도가 말했다. 그 문이 열리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진보를 위한 훈련을 받는 상태에 있게 되며 이것이 바
로 ‘카르마’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태이다... 또한 종교
의 근원이 한 존재, 한 무한한 사랑, 한 능력, 한 하나
님, 한 절대자, 한 아버지에 기초를 두며 각 개인은 이
절대자가 영적으로 나타난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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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분리한다.
예수님과 나머지 다른 인간들과의 차이를 부인한다.

80



◦ ‘그리스도’의 영이 부처, 모하메드, 크리쉬나 같은 인물 안에도 있
었다고 주장함
◦ 하나님이란 자기를 나타내며 존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야만
하는 인격이 없는 ‘힘’임



개개인이 하나님이 나타난 존재이다.



에덴동산에서의 원죄 부정, 죄 부정(롬3:23)

◦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차이가 없음

수천 번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단 말
인가? 윤회는 내게 새 몸을 줄지 모르나 그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단지 몸이 변하는 것
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나는 과거의 나
로부터 깊은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이것은 내가
명상을 하는 동안 느꼈던 피상적인 평화도 아니며 내
가 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할 때 나를 떠나는 그런 평
화도 아니다. 내게는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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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술이 시인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앞으로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 그대로 된다.”
로버트 슐러의 “나는 할 수 있다.”(I can do) 신앙
믿음은 “나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서 출발함
빌4:1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체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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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신 태도에 기초를 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함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통한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다르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나 신뢰한다.”
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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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죄와 같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십자가, 피 같은 부정적인 것을 떨쳐버
리고 긍정적인 복음만을 전하자.
근본주의자들은이 세상이 죄로 차 있
다고 본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교황에게로
돌아가자.
수정 교회 파산
85





원래 로마 카톨릭 예수회
(Jesuit) 창시자였던 로욜라가
개발한 것으로 말 그대로 영
성을 개발하여 황홀경에 들어
가도록 하는 것
뉴에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우
주 정신 즉 초자연적인 힘과
정신력 또는 심령력을 성령님
의 권능으로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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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야드 운동, 펜사콜라 부흥
신사도 운동
금가루, 금 이빨 집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각종
신유, 성령 대폭발, 은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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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
여 말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도자가 원할 때 자신의 뜻
에 따라 방언이 자유자재로 나오면 이는 성령님의 방
언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종처럼 부릴 수 없다.
따라서 소위 ‘학습 방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교도들의 만트라 기법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에도 다 있다.

92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
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
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
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고전
14:27-28).
“성령님의 침례를 받기 전에 상식의 침례를 받아야 한
다.”(D. L. 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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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 소위 ‘경배와 찬
양 문화’가 정착되면서 기
성 가수들이 쓰던 방법 그
대로의 밴드가 교회에 등장
하여 복음성가란 제목하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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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절망이 있는 곳
에 희망을, 죄악이 있는 곳에 용서를 .... 사랑 받기보다
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
문이니.....”
마귀의 걸작품
우리를 백 번 내어주어도 영생을 얻지 못함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 구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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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아수라장).
대부분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가 없다.
유행가처럼 부르고 나면 시원하고 즐거움을 주지만 예
수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젊은이들과 노년층 사이의 세대 차를 가져온다.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
을 찬양한다고 하나 어찌 사탄 마귀의 문화를 위한 악
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주옥 같은 찬송가들의 가사를 바르게 생각하며(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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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의 명상과 같은 개념
천주교의 수도원에서 하던 명상 기도
레노바레의 리처드 포스터, 헨리 나우엔, 달라스 윌라
드, 필립 얀시, 달라이 라마, 틱낫한, 스즈끼, 이동원
경청 기도, 침묵 기도, 향심 기도, 영성 기도, 호흡 기도
촛불을 켜고 주먹 크기의 종을 치며 하나님의 임재지
기 연습, 중들처럼 죽 채를 치고 들숨 날숨 호흡 기도
만트라 주문 기도: ‘오 주 예수여’, ‘주여 긍휼이 여겨 주
소서’, 최면술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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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부인: 이교도들의 내림굿



인간의 직관적 판단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인식
하는 범신론이다.

◦ 종교혼합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들숨과 날숨의 호흡기도로 개
인 및 집단 최면술이 포함된 자기 확신
◦ 구름, 식물, 동물 등을 바라보며 인격적 대화를 시도하는 관상(관
조)행위는 그들로부터 기를 받겠다는 이교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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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의 이성, 사고, 잡념, 감정, 느낌 등 일체의 것을
비우고,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주관적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신비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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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신학과 레
노바레에서 시행
하는 관상침묵기
도관련 일체 행
위는 이교도의
명상종교이다.
그러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회개하
라!”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세계교회협의회(WCC)
가 생겼고 나라마다 교회협의회(NCC)가 생김
주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
혼합주의, 에큐메니컬 운동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에도 구원이 있고 다 같은 신
을 섬긴다고 주장함(강력한 뉴에이지 사상)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임(테레사 수녀)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나님 사랑을 찬송하세!
기도하세 기도하세!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세!
일치하세 일치하세!
구교와 신교가 일치하세!
 1994년 6월호 『빛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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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함(갈라디아서 1장,
고후11:1-6).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
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
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고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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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성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
편 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
리는 지나친 형태의 어떠한 독선주의도 배척하며 모든
종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100주년 기념 대회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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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 러 : 자, 박사님, 이제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함 :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전
세계의 크리스천 그룹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 그룹이 아
닌 자들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안다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물
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
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으나 필요
로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며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
는 빛으로 돌아서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았
으며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됩니다.

기독교의 배타주의 신학
◦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
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행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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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의 포괄주의 신학

◦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부처나 공자를
통해 동양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본다.
◦ 문제는 종교의 차이가 아니라고 본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
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기독교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고 믿는 것이 다원주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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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프로테스탄
트로서는 처음으로
카톨릭 학교인 벨몬
트 애비 대학에서 명
예박사 수여

슐 러 : 무어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전혀
성경을 접해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혼
과 삶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함 :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야생 상태로 거하고 있는 종족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 번도 성경을 보지도, 성경에 대해 들어 보지도 못했
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으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
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슐 러 :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니 참으로 흥
분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넓은 것이군요.
115

116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성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
편 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
리는 지나친 형태의 어떠한 독선주의도 배척하며 모든
종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100주년 기념 대회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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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
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 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 넘을 수 없으므로 차별성을 인
정하고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불교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불교
는 불교대로의 구원 방식을 존중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
대로의 구원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평등한
공통분모에서 차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 갑시다.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확신을 믿
기 때문에 존중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
해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는 10월 하나님 섭리 아래 세계적인 대
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WCC 부산 총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WCC는 세
계 140개국 349개 교단이 연합한 단체다.
세계에 유엔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WCC
가 있다. WCC에는 약 5억 9000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WCC 총회는 7
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 한국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
님의 은혜이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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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
전 세계 복음화
모든 신학 정립
1970년 대에 NIV가 나오기 전 까지 유
일한 Holy Bible
NIV, NASB, RSV 등
약 300여 종의 영어 성경
최근 들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1973년 신약, 1978년 구약
직역과 의역의 중간 입장
로마 카톨릭 사본 사용
킹제임스 성경 진영 잠식
사역 성경(존더밴 출판사
Zondervan)
하퍼 콜린즈: 사탄 성경
(Satanic Bible) 출간, 사탄교
교주 안톤 라 베이
소유쥬: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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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코프 소유주: 뉴욕포스트, 타임스, 폭스TV,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화사 20세기 폭스 운영
신문 잡: TV가이드, 뉴욕 포스트, 영국 일간지인 더
타임스와 선, 하퍼 콜린스 출판 그룹
52개국에서 780여 종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위성방송회사 디렉TV 인수
1998년에 미국 프로 야구단 LA 다저스 소유주
카톨릭 신자(천주교 작위), 교황청과 긴밀한 협조
릭 워렌의 지도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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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의 구약 편집장 우드스트라 박사는 '호모'운동 지지자이
며, 신약 편집위원인 몰렌코트 박사는 자신이 '레즈비안'임
을 자랑스럽게 공개한다.
수석 편집위원인 영블러드 박사는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라고 가르친다.
NIV 성경의 핵심 편집진 혹은 추천자 12명 중 8명이 웨스트
민스터신학교 출신이다.
Westminster(NIV), BJU(NASV), Princeton(NRSV) 의 성경들
이 '천주교/여호와의 증인' 성경과 같은 계열의 천주교 성경
네슬레/알란드 판은 1902년 이후로 무려 27번 이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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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 NASB, 개역성경(막10:24)
“얘들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KJV, 킹제임스 흠정역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
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신약 성경만 5,000군데 단어 다름
13구절 완전 삭제
구약에서 지옥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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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제임스 흠정역: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
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개역: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KJB: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NIV 등: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계명성, 샛별은 예수님의 호칭이다(계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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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피터슨, 영성/신비주의자, 관상기도
카톨릭 신비주의자들: 마담 귀용, 아빌라의 테레사, 노
르위치의 줄리아, 이그나셔스 로욜라 등
신약 1993년, 신구약 2002
완전 의역 성경(?), 스스로 ‘소설 같은 책’이라 함
네비게이터 선교회 출판사
빌리 그래함, 릭 워렌, 조니 에릭슨 타다, J.I. 패커
베니 힌, 빌 하이블스, 맥스 루케이도, 이동원, 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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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마5:3)
MSG: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
아질 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KJB: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
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마9:34).
MSG: 바리새인들은 흥분해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
임수에 불과하다. 아마 마귀와 짜고 한 일일 것이다."

129









KJB: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
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
니라(요1:18).
the only begotte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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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 [표현] 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
게 드러내 보이셨다.
this one-of-a-kind God-expression
131

KJB: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MSG: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
는구나. 다시 말해 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
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
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
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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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요10:30).
MSG: 나와 아버지는 한마음 한 뜻이니라.



KJB: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
에서 완벽하며(골2:10)
MSG: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
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망원경이나 현미경
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이단 교리
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
셔서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나 ‘속죄 희생’에 대
한 직접적인 구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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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실체를 인정하라.

◦ 성령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있듯이 사탄 마귀와 그의 마귀들
이 존재하며 역사한다.
◦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 정신을 빼는 신비주의에 탐닉하지 말라.
◦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 [루시퍼]
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
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들의 행위대로 되리라(고후1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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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분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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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
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
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
나님의 성전이니라…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
자가 말하노라(고후6:14-18)

성경으로 돌아가라.
◦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
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딤전4:1).
◦ 주후 90년경에 예수님의 계시록이 완성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말
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다.
◦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
후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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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해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함.
41-42 이 왕국이 나뉜다.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0

신부 단장 성회/집회: 박마이클, 벤자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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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
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
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
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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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칩
국제 테러 방지, 의학
National geographic
Discovery channel
할리우드 무비

VeriChip
쌀알 크기
RFID chip
기술 완료
오바마 건강계획
인도 주민등록
디지털 방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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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베리 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
거짓 대언자가 모든 사람에게 받으라고 할 터이므로
이것은 영적인 표시가 아니라 물리적인 표시이다.
이런 기술은 지금부터 꾸준히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덜 받는다.
계속해서 이 기술은 발전될 것이다.
시대의 표적으로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 된다.
155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
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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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
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
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
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
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
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
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오더라(계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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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10:13).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라(엡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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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
는 것이니이다(요17:3).
11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
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12 보라, 내
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
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계22:11-12).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
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
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1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
라. 아멘(계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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