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노트(81)
주제: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성경 이외의 모든 경전들에는 미래에 관한 예언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만약 다른 모든 경전들에 예언들이 내포되어
있다면 그 예언들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
경전들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성취된 예언은 기적들보다도 성경의 영감성과
확실성에 대한 더 강한 증거가 될 것이다.
-예언은 일기예보처럼 불확실한 것이 나니라. "미리
기록된 역사"(Future History)이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
1)성경의 2/3 가 모형, 상징, 또는 직접적으로 진술된
예언들이다.
2) 구약 예언의 1/2 이상과 신약의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우리에게는 광풍이 부는 세상을 비춰줄 확실한
예언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벧후 1:19)
4)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당시에도 종교지도자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성경의 예언에 관한 연구를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지 못할
것이다.
1.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예언의 기간:
1) 족장 시대: BC 1921-1491
2) 모세 시대: BC 1491-1270
3) 유대인 시대:
바빌론 포로 기간 이전: BC 900-600
-바빌론 포로 기간: BC 600-500
-바빌론 포로 기간 이후: BC 500-400
(400 년간의 침묵 기간)
4) 사도 시대: AD 27-100
2. 예언의 구분:
(1) 과거: 이미 성취된 예언
(2)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
(3) 미래: 성취되지 않은 예언

3. 참된 예언이 될 수 있는 조건:
(1)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지 이전에 알려져 있어야
한다.
(2) 예언은 모든 인간의 예언을 능가해야 한다.
(3) 예언은 아주 상세해야 한다.
(4) 예언은 예언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성취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언이 공표된 때와
성취되는 때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5)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자신이 메시야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동행하신 것도 예언에 대해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니라."(눅 24:27)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분이 체포되시고,
시련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기 그
그 전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은 30 개에 팔리고(슥 11:12), 친구도 그를
대적하며(시 41:9),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슥
13:7), 거짓 증인이 그를 고소하며(시 35:11), 그를
참소한 자들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을 것(사 53:7),
매를 맞으며(시 50:6), 겉옷이 나눠지시고(시 22:18),
원수들이 조롱하며(시 22:7,8), 원수들이 쓸개즙을
주고 식초를 마시게 하며(시 69:21),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시 34:20), 범죄자와 함께 죽으며(53:12),
그를 배반한 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슥
11:13)과 그분께서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어야 함(사
53:9)등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창세기 22:7-8 에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끼셨으나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셨다.
-유월절 절기를 사펴보면, 양을 굽기 위해 준비할
때 두 개의 불꼬챙이를 사용하여 하나는 몸통 속에
세로로 길게 찔러 불 위에서 지탱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양쪽 어깨를 가로로 찔러 돌릴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