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노트(86)
주제: 이방인들

"이방인의 충만함"은 오순절에서 시작되어 최소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기 7 년 전에 채워질 것이다.

-이 지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 즉 "유대인", "이방인"과
"교회"가 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전 10:32)

-1948 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1967 년 6 일 전쟁으로
예루살렘 동편이 회복된 일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가까옴을 주는 싸인이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다.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에서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전까지 지상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히브리인이었고,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의 손자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열두 아들이 유대인 열두 지파의 조상이됨.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열두 지파는 분열되었는데, 이들
지파들 중 열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둘(유다와 베냐민)은
유다왕국이 됨.
-이스라엘은 BC721 년에, 그리고 유다는 BC 606 년에
각각 앗시리아와 바빌론으로 잡혀 감.
-후에 70 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유다는
열두 지파의 대표가 되어 돌아왔으며, 그때부터 그들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이라 불리게 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우상숭배에 빠져 포로로 잡혀 갔을 때는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집트, 앗시리아, 바빌론 같은 왕국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어두셨다가,
이스라일의 죄악이 가득찬 후에야 비로소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민족을 파셨다(렘 27:5-7)
-이 일은 BC 606 년에 일어났고, 이때부터 누가복음
21:24 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방인의 때"가
시작됨.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해져 있는 한정된
기간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25 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충만함"과는 혼동하지 말아야 함.
-"이방인의 충만함"이란 말은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이방인들"을 말하며,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기 까지 유대인들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교회는 들림받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 느부갓네살의 꿈
-꿈에 보인 거대한 형상은 "세상 왕국들"을 하나로 묶어
역사적인 순서대로 상징화한 것이었다.
-그 거대한 형상은 이방인의 통치를 나타낸 것이며, 그
형상에 사용된 금속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세상
왕국의 쇠퇴를 보여주는 것임.
-은은 금보다 가치가 없고 놋은 은보다, 철은 놋보다,
진흙은 철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형상에 사용된 금속의 비중으로도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금의 비중은 19.5, 철은 5, 진흙은 1.93 이다.
-네 종류의 금속은 장차 일어날 네 개의 세계 제국을
차례로 나타낸 것임.(단 2:37-40)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바빌론,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의 네 제국이 차례로 등장.
(단 2:38(바빌론); 5:30,31(메디아와 페르시아); 8:2021(그리스);9:26(로마)) 단 2:44, 마 21:44(돌) 단 2:35
2. 이방인들의 때:
-누가복은 21:24 에서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 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심.
-BC 606 년에 시작된 이방인들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예수님이 사용한 "때"는 "예언적인 때"를 뜻하며
이방인들의 때는 다니엘의 칠십 주가 끝날 때, 즉 7 년 대
환란이 끝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이방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인수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실 때,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 없게 될 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이 칠십번째 주(7 년 대환란)가 언제 시작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엿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때에 이스라엘에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행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