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노트(89)
주제: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4,7,10,12,40,70 같은 수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들은 신구약 모두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러한 이유는 성경에 이 숫자들의 상징적 의미에 근거를 둔 "수의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수학자"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숫자, 무게, 도량형 단위 등으로 계획을 세우신 후 그 계획대로
일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성경의
저자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일곱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1. 일곱 날들
2. 일곱 주들
3. 일곱 달들
4. 일곱 해들
5. 일곱 7 년들
6. 일곱 천년들
7. 일곱 시대들
-이러한 일곱 체계는 자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2 주 동안 알을
낳은 후 암닭은 3 주, 비둘기는 2 주 동안 알을 품는다. 연어의 알은
29 주만에 부화되고 129 종의 포유류 중 대부분의 임신 기간이 정확히
7 의 배수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또한 어떤 질병은 발병 7 일째, 14 일째, 21 일째 가장 심하게 앓는다.
* 음악에는 7 음계가 있으며 무지개와 프리즘을 통과한 빛도 7 가지
색으로 나타나며, 나뭇잎은 대부분 7 가지 법칙을 기초하여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와같이 성경과 자연현상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자연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1. 하나: 일치의 수:
하나님의 일치성을 나타낸다(막 12:32, 요 10:30, 엡 4:4-6) 우리는
일곱가지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분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인 것이다.
2. 둘: 연합의 수
-둘은 혼인을 통한 연합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창 2:24)
-두 가지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예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엡
5:31,32), 그리스도 안에서 "두 성품의 연합"(눅 1:35), "두 마리의
새"(레 14:4-7), "두 마리의 염소"(레 16:5-22)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어진 죽음과 부활의 연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마 10:2-4)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심(막 6:7),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두 개의 증언대와 두 증인,
대환란기에 증언할 "두 증인"등이 있다(계 11:3)
3. 셋: 하나님의 수
-셋은 거룩한 것과 관련해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 라
불리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 혼,
육의 세 부분,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주요 세 절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마 28:19). 사도들이 축복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고후 13;14). 예수님께서 세 번
시험 받으셨고,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
질문, 베르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세 번 본 것 등.
-또한 셋은 이스라엘의 회복(호 6:1-2),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과도 관련(마 12:38-40).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세 번 찬양,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계 4:8)
4. 넷: 세상의 수
-4 계절(봄,여름,가을,겨울), 나침판은 동서남북의 네 방위가 있고,
물질의 4 대 요소는 흙, 공기, 불, 물이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은
네 방향으로 나누어졌었다(창 2:10-14). 에스겔은 환상 중에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진 각각 넷씩 가진 천사를 보았다(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본 세상의 큰 세력은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넷이었다.

5. 다섯: 죽음 내지 분리의 수
-이 숫자는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 예수께서는 보리떡 다섯 덩이로 오천 명을 먹이심.
다윗은 다섯 개의 돌로 골리앗을 죽였다. 다섯 손가락과 발가락, 모세
오경, 오감등
-성경에 나오는 죽음의 예(창 5:5, 사도행전 5;5)
-죽음을 상징하는 영어 단어들도 다섯으로 되어있다: Devil, Snake,
Death, Grace(Death of Christ)
6. 여섯: 인간의 수
-아담은 재 6 일에 훍으로 창조, 엿새 동안 일하라는 명령을 받음.
히브리인 노예 봉사도 6 년. 땅은 6 년 동안 경작한 후 7 년째에는 휴경.
이 세상 역사도 6 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얻기 위하여
6 일 동안 성을 돌고 7 일째 함락시킴. 느부갓네살이 만든 형상의
높이는 60 규빗, 폭은 6 규빗. 적그리스도이 수도 666.
7. 일곱: 완전함, 혹은 계시의 완성을 나타내는 수
-이 수는 3 과 4 의 합이다.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제 칠일. 에녹은 아담의 칠대 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 년 간 봉사. 이집트에서는 7 년간 풍년과
7 년 간 흉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제사장이 백성 앞에서 행진하며 일곱 바퀴를 돔. 성먁 안에는
7 가지가 있는 금 촛대. 욥에게 7 아들. 욥을 방문한 7 친구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7 마리의 수송아지와 7 마리의 숫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음. 나아만은 7 번 요단강에 들어감. 제물의
피는 속죄소 위에 7 번 뿌렸고(레 16:14). 예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7 마디의 말씀. 초대교회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임명.
-계시록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 보좌에 있는 7 영으로부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쓴 편지로서 7 교회의 천사인 7 별에게 보내는
것. 7 봉인은 7 뿔과 7 눈을 가진 어린양에 의해 떼어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고 또 다른 천사는 7 재앙을 담은 7 금호리병을 땅에
쏟았다. 짐승이 머리는 7 이요, 용은 7 머리와 7 뿔을 가졌다.
게시록에는 7 이란 숫자가 무려 50 번 이상 나타난다.
8. 여덟: 새로운 질서의 수'
-제 8 일은 새 주간의 시작. 유대인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제 7 일(토요일)이었고 에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에 시작되는 새 주의
첫날인 8 일째(일요일)에 무덤에서 부활.
-주의 부활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안식과
"새 창조", 즉 영의 거듭남을 가져왔으며, 천년 왕국 다음에 오는
8 번째 시대,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르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내아이는 생후 8 일째 할례받을 것을 명하심.
-노아의 가족 8 명은 대홍수 때에 구원받음(벧전 3:20, 벧후 2:5). 홍수
후에 새 땅에 흩어져 살음.
-다윗은 이새의 8 번째 아들. 문둥병자는 제 8 일에 깨끗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됨(레 14:10,23).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은 제 8 일, 즉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었고(레 23:11), 장막절은 7 일 간 지켰으며, 제 8 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었다(레 23:26).
9. 열: 세상의 완성의 수
-이 숫자는 세상을 나타내는 수 4 와 인간의 숫자 6 을 합한 것.
-10 손가락, 10 발가락, 10 진법, 10 계명,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의 열뿔과,
느부갓네살이 본 10 발가락.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10 왕들. 10
므나받은 10 명의 종들 등.
10: 열둘: 영원한 완성의 수
-하나님의 수인 3 과 세상의 수인 4 의 곱.
-이스라엘의 12 지파, 제사장 가슴판에 달린 12 보석, 12 덩이의
차려놓은 빵, 엘림에 있는 12 우물, 열두 정탐꾼, 여호수아가 세운
12 개의 돌, 계시록에는 12 별이 있는 면류관을 쓴 여인,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 기초석과 12 진주 문, 성벽에 기록된 12 사도의 이름, 생명수
양편에 12 가지 괴실을 맺는 생명나무.
11. 사십: 시험의 수
-노아의 때에 40 일 낮과 밤에 비가 내림, 40 년 광야에서 헤멘
이스라엘 백성, 40 일 동안 시험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 일을
머무신 예수님, 엘리야, 모세 예수님 40 일 동안 단식.
*이외에도 70, 120, 144 등의 숫자가 언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