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초안(49) 

 

주제: 성경전체에 나타난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창 3:15) 

 

 사탄(세상 신)과 여자(이스라엘) 사이에 적의: 사탄의 씨(적그리스도)와 여자의 씨(그리스도) 사이에 적의 

 

1. 세상 신과 사탄의 씨의 역사: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엡 6:12)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스라엘의 메시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고후 4:4) 

   -대체 신학 

   -세상 신과 음행한 로마카톨릭을 중심으로 유대인 말살 음모 

   -"그 뱀이 여인(이스라엘)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이스라엘)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되"(계 12:15) 

 

2. 이스라엘(여인)에 대한 그리스도(여인의 씨)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파레스, 헤스론, 아람, 아미나답, 낫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솔로몸,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키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코냐, 살라디엘,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아킴,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르아살, 맛단, 야곱, 요셉, 그리스도 예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여인의 씨)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창 12:2,3)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여인의 씨)시라."(갈 3:16)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롬 16:20)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계 19:20)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 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계 20:2,3)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히 2:14)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요일 3:8) 

 

    -"첫 번째 부활(휴거)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계 20:6)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그녀의 씨, 그리스도)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시 2:6-9)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 까지는 이스라엘(여인)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시편 2 편),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리라(슥 12,13).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5-27)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적그리스도, 마귀의 씨)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계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