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노트(87)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더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그분의
초림에서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그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오심"이 있어야 한다.
-재림은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요구한다.
-그 둘 모두가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초림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재림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겔 36:24-28, 계 1:7, 슥 12:10)
(6) 그리스도께서는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다.
III. 재림의 방법: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재림하실 것이다.(행
1:11). 그분은 승천하셨을 때와 같이 몸을 지니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고, 오실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계
1:7). 마 16:27
1. 다시 오심의 두 단계"

I. 재림의 사실성:
1. 예수님 자신의 증거: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마 16:27)
-그 외에 마태복음 25:31-32(민족 심판), 요한복음 14:2-3(하늘의
처소), 요한복음 21:22(내가 올 때까지)
2. 천상의 존재들의 증거: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길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올라 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0-11)
3. 사도들의 증거:
-바울: "우리의 시민권은 ....."(빌 3:20-21), 딛 2:13, 히 9:28,
-야고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약 5:7)
-베드로: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벧후 1:16)
-유다: "아담의 칠대 손 에녹도...."(유 1:14-15)
-요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요일 2:28), 계 1:7
4. 주의 만찬의 증거: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전 11:26)
II. 재림의 때에 관하여:
-정확한 때에 관한 것은 분명하지 않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막 13:32)고 말씀하심.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행
1:7)고 말씀하심.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리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나타나야하는 이유들:
(1) 그분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해야만 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 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천년왕국은 있을 수 없다.
(2)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알곡과 독보리를 분리하실
것이다.(마 13:40-43)
(3)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사탄은 묶이게 될 것이다. 사탄은
천년왕국 동안 묶여 있어야 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은 있을 수 없다.
(4)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멸망되어야 한다.(살후 2:8,
계 19:20)

(1) 첫 번째 단계-휴거
-살전 4:15-17
-휴거의 두 가지 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둘째,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형"(요 11:25,26)
-고전 15:51-57, 고후 5:1-4, 빌 3:11-14
**휴거는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마 24:42-44, 계 16:15, 살전 5:1-3,
살전 5:4
-휴거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휴거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하는 것은 물론이요, 남편과
아내, 육신의 형제들과 자매들, 친구와 친구를 분리시킬 것이다: 눅
17:34-36, 고전 15:25(눈깜짝하는 순간에), 마 24:27
-그 영광스러운 날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혼들은 이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영광을 얻은 후 공중에
가득 모일 것이다.
-만일 휴거가 낮에 일어난다면, 그 시간은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며, 씨를 심고, 집을 짓고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비가 될 것이다. 그 후에 성도의 휴거에
관하여 책을 읽었거나들었던 사람들은 일의 실상을 깨닫고 슬픔
가운데 그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누가 휴거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교회의 일체성이다(고전
12:12-13)
-거듭난 성도들(요 3:3-7)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몸의 일부는 여전히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고, 일부는 영광 가운데 부활하며, 일부는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하여 남아 있고, 또 일부는 공중에서 그분과 만나기 위해
변화되어 휴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모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님 자신의 가르침과는 상반된다.(마 24:42-44)
-대환란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와는
상관도 없다! 이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렘 30:7), 즉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로서, 교회를 이 환란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슥 14:5, 골 3:4, 살전 3;13; 4;14, 유 14).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인 에녹은 대 홍수 전에 후거되었다. 대
홍수는 환란을 뜻하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환란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144,000 명의 유대인을 상징한다(계 7:1-8).
(2) 두 번째 단계: 재림
-신구약 성경 전체 (모세 5 경, 선지서, 시편, 복음서, 계시록)에
걸쳐서 예언됨.
-이 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마 2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