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노트(85) 
주제: 유대인 
 
-4000년 이상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지켜온 특이한 
민족 
-이 민족의 험난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올 나라는 없다. 
-다른 나라들이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민족보다도 더 
널리 보급된 문화를 소유한 민족 
-앗시리라, 바빌론, 로마도 무너지고 이집트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파괴의 잿더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렇게 뚜렸하고 명백한 증거를 지닌 
나라는 없었다.(홍해, 요단강,광야에서 기적적인 삶, 불기둥, 
구름기둥, 양나팔을 불어 여리고를 무너뜨림, 태양과 달은 
이스라엘이 적(아말렉)을 물리칠 때까지 멈춤(수 10:13), 한 
천사가 앗시리아의 185,000명을 죽임) 
-이스라엘만큼 많은 위인을 배출한 나라는 없다(아브라함, 
이집트의 요셉, 모세, 바빌론의  다니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ㅡ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같은 선지자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보존된 것은 역사적인 기적.(프레드릭 대왕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 한 마디로 증명해 보이라.:고 
궁정목사에게 말했을 때,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로 상징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우신 목적: 
1.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2. 유대인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도록 세워진 민족. 
3. 이 세상을 구하실 구세주를 보내기 위해 세워짐. 
4.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세상을 구해내기 위해(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I. 그들의 과거: 
 
-아브람을 부르심(창 12:1-3):  
1.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심. 
2. 땅에 대한 약속(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창 12:7) 
-이집트를 탈출 
- 이스라엘이 왕을 구함(삼상 8:7) 
-BC 168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는 두 차례나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제사를 금지하고 
유대인들을 학살. 마카비 형제의 지휘 하에 폭동이 일어남. 
-BC 63년에 로마의 지배 하에 들어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 
 
II. 그들의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더불어 유대 민족의 
슬픔 역사가 시작.(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마 27:25) 
-.AD 50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공으로 3000명이 학살됨. 
-로마 폭근 네로는 6만 명의 병사를 보내 베스파시안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 티투스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도록 명령. 
-AD 70년 4월, 10만을 헤아리는 로마군이 포위하여 
4개월이나 계속. 성 안에는 기근이 들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참혹한 일이 벌어짐. 성 밖으로 도망쳤던 많은 
유대인들이 본보기로 십자가에 처형됨. 

-역사가 요셉푸스는 이 전쟁으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9만 칠천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 중 건장한 
청년들은 로마로 끌려갔다고 기록.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됨(단 
9:26) 
 
1. 영국의 박해: 
 
-AD 1020년 키누트 왕은 모든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추방하라는 명령. 
-AD 1096년에는 런던의 크라뜰 케이트 지억만이 유대인에게 
묘지로 허락됨. 
-AD 1096년에는 유럽에서 침례를 거부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목적으로 싲자군 전쟁이 시작. 
-AD 1189년 리챠드 1세가 유대인들에게 대한 살인적인 
박해를 가함(런던에 살던 유대인 가구는 한 집도 남김 없이 
강탈당하고 살해당함) 
-AD 1272년에는 에드워드 1세 때까지 왕들은 스폰지에에서 
물을 짜내듯이 유대인들을 억압해 돈을 쥐어짜는 것을 허락함. 
 
2. 프랑스의 저주: 
 
-AD 1306년, 프랑스에 거주하는 십만명이나 되는 모든 
유대인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킴. 
-AD 1683년, 유대인들에게 프랑스 식민지에서 떠나라는 명령. 
 
3. 피로 물든 독일의 손: 
 
-1348-1350년 사이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 전 인구의 
1/4이나 목숨을 잃었으나 유대인들만 거의 무사함(레위기서에 
따라 위생적인 삶의 결과).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탓다고 했으며 독일에서는 그들이 독약을 제조했다는 
명목으로 죄목을 씌워 끓는 냄비와 불 속에 쳐넣는 고문을 
당함. 
-1560년에는 프라하로 부터 추방명령이 내려짐. 
 
4. 스페인의 대 학살: 
 
-종교재판소: 유대인들을 위협하여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수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재판으로 인해 피로 
물든 쇠못에 박히고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짐.) 
-1492년 페르디낭트 왕과 이사벨라 왕비는 스페인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명령. 
-말씀이 성취됨(호 3:4, 눅 21:24, 롬 11:25-26) 
 
III. 그들의 미래: 
 
1. 유대인의 회복: 
(1) 이 사실에 대한 예언: 렘 20:10-11, 암 9:14-15, 사 11:11, 렘 
16:14, 렘 24:6, 렘 31:35,36, 롬 11:26, 겔 37:11,12,13,14,21,22, 렘 
3;18) 
(2) 때에 관해서: 
-이방인의 때가 찰 따까지:눅 21:24.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마 23:39 
(3)방법에 관해서: 
-회개하지 않은 채 다시 모인다:겔 36:24-27 
-회개하기 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겔 20:34-38, 겔 22:19-22, 
말 3;1-3, 슥 13:9 
-그들은 끔찍한 심판들로 인해 주님을 부를 것이다: 슥 12:10 
-그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슥 12:10, 사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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