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초안(41) 

 

주제: 주 예수 그리스도 

 

1.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1)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주(여호와)하나님(The LORD God)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the LORD)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창 22:14)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니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출 6:3)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부르고"(출 17:16)-아말렉을 이긴 후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판  6:24)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시 83:18)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사 12:2)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사 26:4) 

 

  2) 킹제임스 성경에 "여호와" 대신 "The LORD God"으로 대부분 나타나 있음: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리라."(출 20:7) 

 

 3)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곧 나니라."(I AM THAT I AM."(출 3:14) 

 

2. 신약시대에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Lord)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행 2:36)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Lord)여, 주께서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더라."(눅 23:42,43)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2,13) 

 

 3.  온 세상에 새로운 주의 이름 "예수"를 주신 이유: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엡 1:9,10)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잇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4.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자신의 이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온 이방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 

하나님: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