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노트(88) 

주제: 선지자들이 본 것들 

 

-성경 이외의 모든 경전들에는 미래에 관한 

예언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만일 다른 경전들을 쓴 사람들이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했다면 그 예언들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의 경전들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성취된 예언들은 성경의 영감성과 신뢰성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된다. 

 

-예언은 대강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기예보처럼 불확실한 자료로 이루어진 

불완전한 확률도 아니다. 

 

-에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Future 

History)이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  

 

1. 성경의 2/3 가 모형, 상징, 또는 직접적인 

진술로 된 예언들이기 때문이다. 

 

2. 구약예언의 1/2 이상과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베드로후서 1:19 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는 광풍이 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다. 

 

4.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5.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성경의 예언에 관한 연구를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네 가지 예언의 

기간": 

 

1. 족장 시대: B.C. 1921-1491 

2. 모세 시대: B.C. 1491-1370 

3. 유대인 시대: 

 

(1) 바빌론 포로 기간 이전: B.C. 900-600 

(2) 바빌론 포로 기간: B.C. 600-500 

(3) 바빌론 포로 기간 이후: B.C. 500-400 

(400 년 기간의 침묵) 

4. 사도 시대: A.D. 27-100 

 

-이 예언들은 자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1. 과거: 이미 성취된 예언 

2.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이것은 각 시대의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도덕적 , 종교적 

인물들에 대한 예언이다.) 
3. 미래: 성취되지 않은 예언 

 

-참된 예언이 될 수 있는 조건들: 

 

1.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기 이전에 알려져 

있어야 한다. 

 

2. 예언은 모든 인간의 예견을 능가해야 한다. 

 

3. 예언은 아주 상세해야 한다. 

 

4. 선지자 자신이나 그 예언에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예언을 스스로 성취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예언이 공표된 때와 성취되는 때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5.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언으로부터 "성경의 영감"에 대한 가치 

척도의 예" 

 

-만약 내가 내년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언할 경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1/2 이다. 

 

-만약 내가 그 지진이 내년 9 월 11 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활 경우, 그 확률은 1/4 로 

줄어든다. 

 

-만약 그 지진이 낮에 일어난다고 예언할 경우, 

그 확률은 1/8 로 되며, 또 한 가지를 덧붙일 

경우 그 확률은 1/16 로, 더 한 가지를 덧 붙일 

경우 1/32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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