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나 님  :  하나님께서           딤전6:15-16 
  (신    론)  
               
 

 

인     간  :  죄인 된 인간을 위하여      시51:5,  시14:3 
  (인간론) 
            
       

                  
그리스도  :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요3:16,  요5:39 
  (기독론)        
             

 

 

구     원  :  은혜로 구원하시고       엡2:8 
  (구원론)        
           

 

 

교     회  :  교회를 통하여 양육하신 후    딛2:11-13 
  (교회론)        
           

 

 

내     세  :  내세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시73:24,  계22:12-14 
  (종말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롬15:4 



성경의 핵심 내용 
1. 성 경 

  1). 성경의 구분 

 q  구 약 (39권) 

   모세 5경: 창세기(창),  출애굽기(출),  레위기(레),  민수기(민),  신명기(신)  

  역 사 서: 여호수아(수),  사사기(삿),  룻기(룻),  사무엘상(삼상),  사무엘하(삼하),  열왕기상(왕상),   

                                열왕기하(왕하),  역대상(대상),  역대하(대하),  에스라(스),  느헤미야(느),  에스더(에) 

  시 가 서: 욥기(욥),  시편(시),  잠언(잠),  전도(전),  아가(아)    

  선 지 서: (대선지서) =  이사야(사),  예레미야(렘),  애가(애),  에스겔(겔),  다니엘(단)    

      (소선지서) =  호세아(호),  요엘(욜),  아모스(암),  오바댜(옵),  요나(욘),  미가(미),  나훔(나),       
                                      하박국(합),   스바냐(습),  학개(학),  스가랴(슥),  말라기(말)    

 

  ¤ 구약이 쓰여진 대략 연대 

  1400  -  1000 B.C.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1000  -   786 B. C.  = 사무엘상,  사무엘하,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요엘 

    786  -   736 B. C. = 아모스,  요나 

    736  -   686 B. C. = 호세아,  이사야,  미가 

    686  -   586 B. C. =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나훔,  에스겔,  오바댜 

    586  -   536 B. C. = 애가,  다니엘,  열왕기상,  열왕기하 

    520  -   420 B. C. =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q  신 약 (27권) 

   복 음 서: 마태복음(마),  마가복음(막),  누가복음(눅),  요한복음(요)  

  역 사 서: 사도행전(행) 

  바울서신:   (일반서신)  =  로마서(롬),  고린도전.후서(고전.고후),  갈라디아서(갈),  데살로니가전.후서(살전.살후)   
         (옥중서신)  =  에베소서(엡),  빌립보서(빌),  골로새서(골),  빌레몬서(몬)            
         (목회서신)  =  디모데전.후서(딤전.딤후),  디도서(딛)  

  공동서신: 히브리서(히),  야고보서(약),  베드로전.후서(벤전.벧후),  요한1,2,3서(요일, 요이, 요삼),  유다서(유)   

  예 언 서: 요한계시록(계) 
 
  ¤ 신약이 쓰여진 대략 연대 :   50 -  96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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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① 하나님 자신이 증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 .”,       “하나님이 가라사대. . .”,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는 2000 여회 나온다.  
� 

② 그리스도께서 증거  

   §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            마4:3-10 (신8:3, 6:13, 16) 

   §  다윗의 시(시110:1)가 성령의 감화로 되었다고 하심           마22:43-44  

   §  구약 성경의 확실성과 권위를 말씀하심             요10:35  

   §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 된다고 하심       마26:54  

  §  사도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말할 것을 예고 하심             요16:12-13  

  §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심              마16:19  
 

③ 사도들이 증거  

  ¤  구약성경에 대하여  

    §  사도 바울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딤후3:16) 

    §  사도 베드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벧후1:21)  

  ¤ 신약성경에 대하여  

    §  사도 바울         자신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김 (살전2:13) 

    §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 함 (벧후 3:2,15,16)  
 

④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성령이 증거  

  하나님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오직 성령으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이심 (고전2:9-10) 
 

⑤ 성경 자체가 증거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며(눅24:27, 요5:39),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됨 (마1:22, 눅24:44) 
 

    예 :        구약의 예언 사    건 신약의 성취 

베들레헴 = 미5:2 탄생장소 베들레헴 = 마2:1 

처녀가 잉태 = 사7:14 처녀에서 탄생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 마1:18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 = 시41:9 가롯 유다의 배반 먹을 때 . . . 그릇에 손을 = 마26:14-16 

은 삼십에 = 슥11:12 팔리심 은 삼십에 = 마26:15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 시22:16 그의 수족을 찌름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 = 요20:27 

속 옷을 제비 뽑나이다 = 시22:18     그의 옷 제비뽑기 제비를 뽑더라 = 막15:24 

하나도 꺽이지 아니함 = 시34:20 뼈가 꺽이지 않음 다리를 꺽지 아니함 = 요19:33 

썩지 않게 하실 것 = 시16;10 부   활 과연 살아나시고 = 눅2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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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 

1). 하나님은 영이시다 

 q  형체가 없으심 (Non-bodily):    

  하나님은 보여질 수도, 만져질 수도, 냄새 맡아질 수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볼 수도 없다(딤전6:15-16).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신다(출애굽기 20장).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귀하게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q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 (Attributes)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무한하다 (infinite)  

영원하다 (eternal)  

불변한다 (unchangeable)  

존 재 
Being  

지 혜 
Wisdom  

권 능 
Power  

거 룩 
Holiness  

공 의 
Justice  

인 자 
Goodness  

진 실 
Truth  

시139:7-10,  
욥11:7-9 

시90:2, 

시93:2 

말3:6, 약1:17        

그러므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
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
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을 돌릴지어다”   (딤전6:16) 

“. .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
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사40:18)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20:4-5)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으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w 존재 (being)   =  출3:14, 시93:2, 시102:26, 렘23:24 
w 지혜 (wisdom)   =  시147:5, 시139:1-6, 히4:13 
w 권능 (power)   =  렘32:27, 욥26:7-14 

w 거룩 (holiness)  =  사57:15, 사6:3-5 

w 공의 (justice)   =  시97:2, 창18:25, 롬2:5 

w 인자 (goodness)  =  시145:15-16, 눅6:35-36, 시136 

w 진실 (truth)    =  요14:6, 요17:3 

God is a spiritual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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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시다 

©  성부 하나님 (the Father):    
  w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개인들을 선택하심 (엡1:3-5, 롬9:11, 행13:48, 롬11:7-8) 

©  성자 하나님 (the Son):    
  w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이지만(빌2:6)  인간의 몸으로 인간 역사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심 (요1:1,14, 골2:9) 
  w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심 (마20:28, 갈2:20, 빌2:8) 
  w 그를 믿는 자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심 (롬5:19, 빌3:9, 마5:48) 
  w 그를 믿는 자에게 법적 신분을 확고히 하셨음 (롬8:33-34) 

©  성령 하나님 (the Holy Spirit):    
  w 성경에 영감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심 (벧후1:20-21,  행1:16)  
  w 거듭나게 하심 (요3:3-8, 딛3:5, 고후5:17) 
  w 예수 믿는 자의 안에 계심 (행11:17, 요14:17, 20, 요14:16, 롬8:9) 
  w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심 (살후2:13, 갈5:16-25) 
  w 책망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심 (요16:8, 요14:26, 요15:26) 
  w 믿는 자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심 (롬8:11)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3 위(three persons)가 계신다.    그리고 그 

삼위를 가리켜서 성부,  성자,  성령 이라고 부른다.    한 하나님이 이처럼 삼위로 

구분되는 것은 각 위(each person)의 고유성과 활동의 차이 때문에 구별된다.    
각 위는 서로 분리 된 것이 아니며 한 하나님(three-in-oneness)이시다.     

  이 삼위 하나님은 본체적으로 각각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에서는 상호 종속적(subordinative) 관계를 가지신다.   성
부는 성자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의 뜻을 따라 구원사

역을 진행하신다.    성부는 인간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는 그 구원을 완성하

셨고,  성령은 그 구원을 적용하신다 (엡1:3-5,9,  벧전1:2,  롬8:30, 고전1:9, 갈4:6).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해명 할 수 없는 신비

이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사실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성부 :  고전15:24 
  요6:27 
  골1:2 

성령 : 행5:4 
  고전3:16 

성자 : 빌2:6 
  골1:16 

성부 :  엡1:3-4 
  마22:14  
  롬11:7 

성령 : 요14:26 
              롬8:9 
  고전12:3 
             요15:26 

          요16:14 
          롬8:27 

성자 : 롬5:19 
              히10:9 
              빌2:8, 요8:28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각각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 이시다    인간구원 사역의  역할면에서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신다  

 ¤  삼위 하나님의 본질 (Three-in-oneness)    ¤   삼위 하나님의 관계 (Subordinate Relationship)   

e.g. 전기 ’ 열, 빛, 자장,  but one electricity 

종속  종속  

종속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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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님의 작정 

© 하나님의 작정 

 §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여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  사46:10 kjv 

 §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놀라운  

   일들을)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음이니이다” —  사25:1 

 § “… 주의 거룩한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지혜가 미리 행해지도록 작정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함이니이다” —  행4:27-28 kjv     

 § “너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으로 넘겨진 그 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 행2:23 kjv               < Ref. 욥14:5, 잠16:33, 엡2:10, 행13:48 >    

© 하나님의 섭리 

 §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 사40:26  

 §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과 일월성신(해, 달, 별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  느9:6 

 §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  욥12:23      

 § “…모든 일을 자신이 뜻한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 엡1:11 kjv 

 §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하지만 너희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그들 중 하나라도    

        지면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마10:29 kjv                < Ref. 시148:6, 시104:14, 렘5:24, 단2:21, 잠16:33 >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영원한 목적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작정(decrees)하셨다.  그리고 그 작정 하신 것을   

 창조(Creation)하시고,  섭리(providence)로서 진행하시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이루어 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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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롬3:10-12  kjv) 

                    Ref. 전7:20,29 

3. 인 간 

  1). 최초의 인간 

   “ . .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 . 

       땅을 정복하라 . . .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1:26-28)  

 
 q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격적, 도덕적, 영적이며, 불멸의 존재로서 참된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있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인간이 본래 가졌던 그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너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피조 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3-24  kjv)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곧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이니라”  (골3:9-10  kjv) 

©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 인격적, 도덕적, 영적 존재이다. (지, 정, 의를 소유)  

    §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그 때에 (숨이 끊어지는 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전12:7 kjv)  

천 국  =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23:43 kjv)      
 

지 옥  =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하라”  (마10:28)        

타 
락 
으 
로 
 

상 
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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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혹 받는 마음 

불순종 
Ref. 창3:6 

           고 후11:3  

 

  2).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 .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8,16,17)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자유를 테스트 받는 보호

관찰(probation) 상태에 있었다. 

아담 & 하와 
  선택의 자유  
 Freedom of Choice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 

순  종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를 먹으면 거룩한 상태

에서 떨어지고 고통과 

죽음이 찾아 온다. 

언약을 기억하여 온전

히 순종하는 동안 생
명나무의 열매를 먹으

며 거룩한 상태에 머

물러 있는다. 

사 망 생 명 

 

§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 (요5:24) 

§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름 (롬5:18) 

§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다시 먹게 됨 (계2:7) 

천국 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고전15:22 

생 명 나 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Ref. 롬5:12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모형)”  롬5:1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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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7)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3:19) 

  3).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머물게 되었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심판 

고난 

죽음 

타락한 

인 간  

영원한 

지 옥  

원 죄 
Original Sin 

자범죄 
His Own Sin 

아담으로부터 

세상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전7:20 kjv)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3:17)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욥5:7 kjv)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kjv)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 . .”(롬5:12)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51:5)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25:41 kjv)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막5:7 kjv) 

“…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포도주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 

  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계14:9-10 kjv)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미리 경고   

  하노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저 넣는 권능을 가지신 그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분을 두려워하라” (눅12:4-5 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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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친히 한 표적(a sign)을 너희에게 주시리

라.  보라 한 처녀(a virgin)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
으리니. . . .”  (사7:14 kjv)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 . .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

로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
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눅1:31,35 kjv) 
 

“정확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4:4 kjv) 

3. 그리스도  

1).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 처녀의 몸에서 잉태 되었고     

                — 실제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으며 

           — 죄는 없으신 분이다      

— 영원부터 계시며     

               — 창조주 이시고        

      — 참 하나님이시다      

Ü 예수 =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 =  “기름부음 받은 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4:15  kjv)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

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

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

이 되신 자라”    (히7:26)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
11:35 kjv) 
 

“아침에 그 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 오

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마21:18 kjv)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나의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 . ”  (마26:38 
kjv)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 . .” 
          (빌2:6)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

라”     (요일5:20)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요1:3)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 . .  그의 근본은 옛적부터 있었으

며 영원부터니라”    (미5:2 kjv)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
터 내가 있느니라. . . ”     (요8:58) 

그리스도 

인성(Human Nature) = 참 사람 신성(Divine Nature) = 참 하나님 

Ü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한 처녀(the 
Virgin:동정녀)가 아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용어인데 
마리아가 평생 동안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고 처녀로 지냈

다는 뜻이다 (“동정”= 이성과 아직 성적 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 사

람 또는 그러한 상태,  동아새국어사전 p.608).  그래서 “처녀”라는 

말 앞에 영어로 “the”를 붙이고 “처녀”라는 말의 첫 글자를 대문자 

“V”로 사용하여 “the Virgin” 으로 표기한다.     이것은 마리아를 특

별한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요

셉과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마13:55
-56).  마리아는 보통 처녀(a virgin)로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것으로 

그녀의 사명은 끝났다.    마리아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마
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여인이다(마12:46-50).  그래

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처녀(a virgin)라고 예언하였다(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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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의 직분과 하신 일 

선지자직분 제사장직분 왕의직분 

하늘보좌 

강림 

탄생 

승천 

부활 

낮
아
지
심

높
아
지
심H

um
ili

at
io

n E
xaltation

 

하나님의 뜻과 멧세지를 아버

지께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

여 백성들에게 선포하심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께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직접 희생제사를 드림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왕권을 받

으시고 교회의 유익과 성취를 위

하여 섭리하시고, 어두움의 권세

를 제한하시며 우주를 주관하심 

“모세가 말하되 주 너희 하나님

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
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

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행3:22   
 

“…내가 이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

로 이르는 것이라”   요12:50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

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
에 능한 선지자여늘 . . .”    
                                    눅24:19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로 우리에

게 말씀하셨으니”   히1:1-2 kjv 

“그러므로 저(예수 그리스도)가 범

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
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

심이라”    히2:17 
 

“. . .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

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3:1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

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한
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 .”   
                                     히4:14 

“. . .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

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
고 그 이름은  . . . .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사9:6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2:9-10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

이니라”   고전15:25-2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

라 하였더라”   계19:16 

갈4:4-5 
눅2:7 
빌2:8 

고전15:4 
행1:11 
엡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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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구속 

성 령 

하나님 

효과적 부르심 

영적 깨달음 영적 감화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죄의 비참을 발견 참된 회개  

Ý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성부 =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 구원을 적용하신다 

거듭남의 단계 

       타락한 

    인 간 

효과적 부르심으로 깨닫게 됨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

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

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

혜니라”   요15:26 

Þ  부르심의 종류: 

 외적 부르심 =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복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1:15 

 내적 부르심 = 구속에 참여케 하시는 효과적 부르심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2:37-38    

   “. . .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케 말라”   히4:7 

“. .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3:5  (Ref. 딛3:5)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3:8  

지성적 변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음  

롬3:20 

지 정 의 

감정적 변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  

고후7:9-10 

의지적 변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감  

행3: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

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

실 것이요”    요일1:9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

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

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딛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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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 원  

1).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4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2:8)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의 은혜가 나타나”     딛2:11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

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딛3:5 

v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신앙이 자란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 . . . ”  벧후3:18 

v 은혜 받을만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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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 

 

참 회개 

예수 그리스도 

“. . . 내가 가진 의(righteousness)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

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righteousness)라”        빌3:9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righteousness)에 대하

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 . . ”       벧전2:24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이루는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righteousness)”를 받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의 “의”(righteousness)는 오직 예수 그리

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 때

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 

할 때 놀라운 영적 효과가 일어난다.   즉 회개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으로 간주되 

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로 전가되는 것이다 (twofold imputation).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얻는 것

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Jesus Christ took legal  
 responsibility and satisfied    
 God’s justice bearing  
 human sins. 

고후 5:21 =  

갈 3:13 =  

사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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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3).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생활(=성화)로 오는 것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 가지만, 산 고기는 물결을 헤치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약1:27), 세속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생활로 

향한다(요17:17).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훈련을 쌓아야 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거룩한 생활에 힘쓰면 힘쓸

수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생활에 힘쓰는 성도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롬6:22). 

거룩한 생활에 힘쓰려면 
 

 1.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고후7:1, 눅12:4-5) 

 2.  죄를 멀리하고 주의 일에 힘쓰라 (롬6:11-13) 

 3.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 (요17:17) 

 4.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라 (요일3:2-3)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벧전1:15-16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12:14 
 

“. . .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행26:18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행20:3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롬6:22 
 

“. . .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12:28 
  (종말 때에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신앙이다. 히12:25-29)  Ref. 시31:19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7:1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 . .”   살전4:3  

마7:21 

v 신앙생활은 적당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경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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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 회 

1).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후 진정한 회개와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

리스도인이 된 다음,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모인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전12:13, 마28:19-20, 행2:39, 계7:9) 

 
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행20:28       =  “. . .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        마16:17-18  =  “. . .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 . . ”  

 §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히10:21       =  “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마2:6   =  “. . .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 . . 목자가 되리라” 

                     골1:18  =  “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 . . .” 

 

② 유형교회(visible church)와 무형교회(invisible church) 

 § 유형교회 = 눈에 보이는(visible) 교회를 말하며 신앙고백하고 각 지역 교회에 등록한 후 자녀들과 함께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로 구성되었다.  이 유형교회에는 거듭난 신자들(born again Christians)와 거듭나 지못한  

           신자들로 섞여있다 (마13:24-30, 36-43).  Ref. 민11:4 

 § 무형교회 =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교회를 말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와 모든 민족에 걸 

       쳐서 하나로 연결되는 우주적 신령한 교회이다.   거듭난 신자들만이 이 무형교회의 회원이 된다 (요11:  
       52, 엡1:22-23).  

③ 참 교회의 표시(marks) 

 § 말씀의 참된 전파     = 참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한다.     

               (행1:8,  딤전3:14-15, 딛1:9) 

 § 성례의 합당한 집행 =  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세례와 성찬)을 말씀대로 시행한다.        

           (마28:19, 고전11:23-26)  

 § 권징의 신실한 시행 =  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권징을 말씀대로 시행하여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보존한다.  

           (마18:15-17, 고전3:16-17, 고전14:33,40, 출19:6, 벧후2:9, 계2:2,14,20,24)  

 

  Ý 구약에서 타락한 교회를 음녀로 비유하였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도 종말 때에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를 말한다.    

         교회가 신부로서의  영적순결을 지키지못하고 음녀로 변하면 신랑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무형교회  
Invisible Church 

유형교회 
Visible Church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난 자 

A 
교회 

C교회 

D교회 

무형교회 
 (우주적교회) 

B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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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기능  

 

2). 교회의 기능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머리로부터 내리는 명령을 따라 각 각 움직이듯이,  교회도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다양하게 

움직여야 하는 교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전12:12, 27).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신자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은사(talent)를 주셔서 

교회가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신다.   각 신자들이 참여하는 교회적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진정한 예배 (Worship) 

② 생활화 교육(Instruction) 

③ 사랑의 교제 (Fellowship) 

④ 적극적 봉사 (Services) 

§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시2:11) 
 

§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시116:12, 시50:23) 
§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요4;23) 

§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28:20) 
 

§  “. . .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2:17) 
§  생활화 교육 = 믿음의 증거(약2:18) 

§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일4:11) 
 

§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딤전1:5) 

§  신자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고전12:12, 27) 
 

§  “. . . 단 마음(good will)으로 섬기기를(doing service)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엡6:7) 
 

§  받은 재능대로 이익을 남김(마25:15) 

§  사랑의 결과:  두려움이 물러감(요일4:18) 

         위로와 기쁨(몬1:7) 

         하나님의 임재(요일4:12) 
 

§  교회가 세워져감(엡2:19-22)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 
 

§  영혼의 빚을 갚기 위해서(롬1:14-16) 
§  택하신 백성의 구원(행13:48) 

⑤ 신실한 선교 (Mission) - 내지선교(지역전도), 외지선교(해외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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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교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권세(또는 권위)도 주셨다(마16:19, 요20:23).  이 권

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것이며(행20:28),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사되기 때문에(고전

5:4, 요20:22-23) 영적 권세라고도 한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양육하고, 다

스리며, 보존한다.   

하늘보좌 

강림 

탄생 

승천 

부활 

교회의 교훈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

치면서 양육하고, 진리를 보존할 

사명 

(롬10:15, 딤후4:2, 딛2:12) 

교회의 사역권 
말씀과 기도로 위로, 권면, 치유하

고 봉사와 사랑과 헌신으로 구제하

고 돌보는 사명 

(마20:28, 행21:19, 엡4:11-12) 

교회의 치리권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이단자와 범죄

자를 거절, 징계할 사명 

(행20:28, 고전5:4-13, 딛3:10) 

딤후4:1-5 (말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 .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②  오래 참음과 가르침(doctrine;교리)으로   

     경책하고(reprove; 책망하고),  경계하며(rebuke; 꾸짖으며),  권하라(exhort; 권면하라)”    

 

“ (for;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이르리니 (즉,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올 것이니 -  딤후3:1)   

 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sound doctrine;건전한 교리를) 받지 아니하며,  

     ②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자기의 욕심대로 따를)  스승(선생)을 많이 두고,   

     ③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꾸며낸 이야기들을)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깨어있어)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의 직분  

교회의 임무 

선지자직분 제사장직분 왕의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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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의 직원 

A. 장로의 자격 (딛1:5-9, 딤전3:2-7) 

 

① 남자이어야 한다 (고전14:34, 고전11:3, 딤전2:11-14) 
  

 여자는 왜 장로가 될 수 없는가?    구약의 미리암, 드로라, 훌다 같은 여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를 상징하는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은 여자에게 주어진 적이 없으며, 예수님도 12제자 선택에  

    여자는 제외하셨고,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에도 여자 장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 하나님의 질서:  여자의 머리                  남자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고전(11:3)       

       § 창조 질서:  남자가 먼저 지음 받고 여자는 나중에 (딤전 2:13)  

       § 타락 원인: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범죄 (딤전 2:14)         

   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영적 리더쉽을 가질 수 없으므로 사도 바울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not to exercise authority over men) 다만 조용할지니라” (딤전 2:11-12, kjv)              

 

② 관용하고 다투지 말며 경건해야 한다 (딤전3:3, 딛1:7)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온유하고 자제력과 인내가 있으며 공정해야 한다. 그리

 고 손님을 잘 대접할 줄 알고 의로우며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 

  

③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딤전3:3, 딛1:7, 딤전6:9,10,17) 
  

 장로가 될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    

    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면 안된다(눅16:13).  장로는 하나님의 집 살림을 내 살림처럼 맡는 청지기이 

    다.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어야 한다. 

 

④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딤전3:2) 
  

 처음부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  잘 가르치려면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장로 될 사 람

 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라고 하였다(딛1:9).  장로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을 잘 지키는 훈련을 쌓아간다.  그렇게 하면 다른 교인을 가르칠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훈련을 쌓았을 때 비로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수 있는 영적   

    감독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딛1:9).   장로는 최소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대방에게 말씀으로 권면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딤전3:4-5, 딛1:6)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즉 “자기집을 잘  다

 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이며(딤전3:4),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딛1:6).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인들을 지도하지 못한다. 
 

 

B. 장로의 직무 
 

 §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행하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핀다.  교인 중에 혹  

  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오해가 있을 때면 개인적으로 권면하여 회개하게 하거나   

     잘못을 시정해 주며 이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시로 심방하며,  교인 중에 병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구제 대상자 

  가 있으면 목사에게 보고한다.  

(1). 장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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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사의 자격 (행6:1-6, 딤전3:8-13) 

 사도들은 집사를 선출하면서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다(행6:3).  집사의 직분은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 사

 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증거가 교인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집사가 될 사람 은 그

 러한 신앙의 바탕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첨가하고 있다.   

  Ý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집사”이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임명하는 “서리집사”는 일년 동안만 

   교회의 일을 돕고 봉사하는 보조집사 에 불과하다.   

 
① 단정해야 한다 (딤전3:8) 
  

 집사는 품행이 바르고 사상과 마음 가짐이 진지하고 순수해야 한다. 

 

② 일구이언하지 말아야 한다 (딤전3:8) 
  

 한 입으로 두 가지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집사는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겉과 속이 다

 른 이중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③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딤전3:8) 
  

 성경은 약용으로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딤전5:23),  그러나 취하여 즐기는 것은 금한다. 

 

④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해야 한다 (딤전3:8) 
  

 집사는 교회의 헌금, 재물, 물자를 관리하도록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  집사는 교회의 

 돈과 재물을 관리하면서 결백해야 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가롯 유다가 헌금관리 하면서 돈 을  

    훔친 것은 더러운 이를 탐하였기 때문이다(요12:6). 

  

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딤전3:9)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깨끗한 양심으로 보존된다.  믿음의 비 밀    

    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집사는 구원의 진리를 깨끗한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봉사가 된다.   

 

⑥ 시험하여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딤전3:10) 
  

 집사는 주로 교회의 재정과 물질을 맡아 봉사할 사람이므로 믿을 만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것을 보기 위해 서    

    수년간 시험해 보는데 교회헌법에는 주로 “세례 후 무흠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B. 집사의 직무 
 

 § 집사는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의 재정 출납 업무에 봉사 활동한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살림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국민이 국가에 세 금

  을 내야 할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십일조의 의무를 지켜 야 

  한다.  그래야 교회의 살림이 유지된다.  그 일에 집사는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 집사는 교회의 재산관리와 살림을 신중하게 하며, 목회자의 생활에 어려움이나 근심이 없는가를 잘 살펴 

  야 한다(고전9:7-11,13-14, 딤전5:17-18, 갈6:6). 왜냐하면 집사를 세운 목적이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

  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행6:1-4).  

 § 집사는 목사와 장로에 협력하여 병든 자와 슬픔 당한 자와 새로 믿는 자를 돌아보기를 힘쓰며, 또한 전도,  

  구제, 교육, 친교 등 교회 사업의 일선에 나서서 봉사 활동한다.     
 

(2). 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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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사의 자격  

   여자 교인 중에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5년 이상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다른 교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자.   
 

 

B. 권사의 직무 
 

   제직 회원으로서 목회자와 협력하여 궁핍한 자와 병든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3). 권 사 

  장로, 집사,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로 선출된다.   
 

(4). 교회 직원의 선출 

5). 교인의 의무 

 §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 교회가 정한 예배와 모든 집회에 출석한다  

 §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 

 §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인다  

 §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순수성을 지킨다 

 § 주안에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 미신 행위를 금한다 

 § 음주, 흡연, 구타를 금한다  

 § 교회의 법규에 순종한다 

 § 교회의 치리에 복종한다 

20  신광철 목사                                                                                                                                        신앙체계를 위한 성경공부  - 



6. 내 세 

1). 구원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 

죽음 

출생 
Born 

이 세상의 삶 

 
Life on Earth 

무덤 속의 육체 

 
All bodies in tomb 

천국 

지옥 

신자의 영혼 

불신자의 영혼 

성도의 부활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 
(둘째 부활) 

영원한 세계 
Eternal World 

Spirit + transformed body 

Spirit + body nonbeliever’s spirit in hell 

believer’s spirit in heaven 

Ü 몸을 떠난 영혼은 독립적이며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한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 . .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 . .”  계6:9-10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  눅16:19-31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23:43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행7:59-60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14:13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8:11 kjv 

영원한 생명에 들어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하나님이 저(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전4:14  

중 간 상 태 
 

 인간이 죽으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부활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그 기간이 중간 상태이다.  죽은 

후 육체는 무덤 속에 있지만, 성도의 영혼은 곧 주님께로 간다고 하였고(눅23:43, 빌1:23, 고후5:98),  불신자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즉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지옥으로) 들어간다(살후1:8).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며(살후2:13), 하나님이 성령을 거

두시면 어떤 인간도 회개할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서 복을 빌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은 사람을 위하지 말라고 하였고(신14:1, 신26:14),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였다(겔

24:17).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한 음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셨다

(시106:28-29).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q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 중 간 상 태 
Intermediate State 

백보좌심판 

계20:5,6 

살전4:16 

고전15:23-26, 계20:13,14 

계20:11 

“어린양의 혼인잔치”   계19:7-9 

i 아래 도표는 " 역사적 전천년설 " 에 기준한 것임을 밝힙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5:28-29    (Ref. 단12:2)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4:16 

“그 후에는 나중이니 (둘째 부활) . . . . ”   고전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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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경과 인류의 역사 

2000 B.C. 

1000 B.C. 

2000  

A.D. 

B.C. 

 

 

  천지창조와 만물의 시작  

물질의 시작 (창1:1-25) 
시간의 시작 (창1:1-25) 
인류의 시작 (창1:26-2:1) 

가정의 시작 (창2:24-25) 
죄악의 시작 (창3:1-7)  
구속사역의 시작 (창3:8-24) 
국가의 시작 (창10:1-32) 
각종 언어의 시작 (창11:9) 

시
간
이 
 

존
재
하
는 
 

기
간 

 천지심판과 만물의 종말 

      영원 세계로 출발 

그리스도의 탄생 년대 착오 

A.D.(Anno  Domini  =  in  the 
year of our Lord)기원의 계산
이 잘못 전달되어 왔음,  역
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B.C. 
4 년에 죽었다.  헤롯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
났으니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4 B.C. 이전이다. 

애   굽 

재생로마 
(한 이레)  

1000  

2090 B.C.    아브라함을 부르심 (히브리민족의 시작) 

1446 B.C.    출애굽 사건과  십계명  

1405 B.C.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1005 B.C.    다윗의 통일왕국 

  931 B.C.    솔로몬 이후 왕국의 분열 

  722 B.C.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586 B.C.    남왕국 유다의 멸망 

    4 B.C.    그리스도의 탄생 

  537 B.C.    이스라엘의 1차 본국 귀환 

  67 A.D.    사도 바울의 순교  

  54 A.D.    로마의 네로 황제 

  26 A.D.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457 B.C.    이스라엘의 2차 본국 귀환,  예루살렘 중건 명령 

313 A.D.     Constantine 로마 황제의 종교통합 

한국의 고조선 건국 2333 B.C. 

사진기 발명 1826 
전화기 발명 1876 

개솔린자동차 발명 1885 
비행기 발명 1903 
컴퓨터 발명 1946 

첫 달착륙 1969 
유브라데 전쟁 = 계9:13-16     (대환난 진행 중에) 
아마겟돈 전쟁 = 계16:13-16  (대환난 끝에)   

1914-1918:  세계 1차 대전    

1939-1945:  세계 2차 대전    

1517: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1948:  1차, 이스라엘 n 아랍 전쟁,  이스라엘의 독립선언 
1956:  2차, 이스라엘 n 아랍 전쟁  
1967:  3차, 이스라엘 n 아랍 전쟁 (6일전쟁)   
1973:  4차, 이스라엘 n 아랍 전쟁 (Yom Kippur War)   

1897:  유대인의 본토 귀환  Zionism 시작  

  408 B.C.    성전복원 

미국의 독립 1776 

  70 A.D.    예루살렘 멸망  

임진왜란 1592 

70 이레 (단9:24) 
  Ref. 단2:31-43 
         계17:10  

앗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   라  

로   마 

 

69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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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왕국 

  3).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요14:1-3)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영광의 몸으로 재림하시는데(계1:7)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마24:36).  그가 다시 재림하시면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

나며, 살아있던 성도들도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고전15:23, 살전4:14,17).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최후심판이 있는데 그 때 구원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요5:28-29, 계20:11-15).    

영원세계  

 

영원세계  

 

에덴동산 

타락 재림 

실락원 복락원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 

구약 신약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

나무 과일을 먹지 못함  

(창3:22-24)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과일을 먹게 됨 

(계22:2, 마26:29) 

q 재림 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 

 w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 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14)  

 w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             

           로다” (슥12:1-14, 롬11:25-29)  

 w 배도의 일이 커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딤전4:1),  그것은 바른 교리와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딤후4:3-4).  말세에 진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셨다(살후2:9-12).          

         그래서 재림 전에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살후2:3).  그 배도의 일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상과 우상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가 신부의 자격을 상실하고 음녀가 되는 것이다. 

 w 적그리스도의 출현 
  “. . .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후2:3-4)  

 w 대 환난과 핍박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 . .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           

         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24:9-13)  

 

역사적 전천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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