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노트(57) 
 
주제: 성경에 나타나 신비들 
 
1. 경건의 신비(성육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올라가셨음이라."(딤전 3:16)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14) 
 
2. 내주하시는 그리스도(하나님):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골 1:26,27)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갈 2:2) 
 
3. 교회의 신비(그리스도 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한 몸으로 연합):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에서는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엡 3:3-6) 
 
4.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 있는 기독교계의 신비:  
1)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계 1:12-20): 에베소, 스머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2)  7가지 천국의 신비(마 13:1-52): 씨뿌리는 자, 곡식과 독보리, 겨지씨, 누룩, 숨겨진 보물, 진주, 던져놓은 그물 
 
5. 휴거의 신비: 고전 5:51, 살전 4:16-18 
 
6. 이스라엘의 신비(완고해짐과 회개): 롬 11:25 
 
7.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 계 6:1-2, 살후 2:7-9 
 
8. 큰바벨론의 신비: 계 17:3-5 
 
9.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신비(새 예루살렘): 계 21:9-10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31-33) 
 
10. 만물이 회복되는 신비: 인자의 왕국(단 7:13-13, 눅 1:30-33)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행 3:19-21)(고전 15:24-28, 엡 1:9-10) 
 
1) 천년왕국(미 4:1-4) 
2)마지막 불심판과 불로 땅이 타버림(벧후 3:7-13) 
3)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계 2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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