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노트(55) 
 
주제:  하나님의 교회(그리스도의 몸) 
 
1. 교회의 시작: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그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의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행 2;1-4) 
 
2. 교회 시대의 경륜: 은혜,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 그분의 몸 거듭난 교회와 거듭나지 않은 교단 
교회들과 로마 카톨릭, 유대인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이니라."(엡 2:22,23)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마 13:45,46) 
 
3. 교회 시대에 숨겨진 보물: 민족들 사이로 흩어진 유대인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 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 13:44) 
 
4. 교회의 휴거: 잠든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 있는 성도들의 변화(살전 4:16,17, 고전 15:51-55) 
 
5. 다니엘의 칠십 째 주(마지막 7년): 땅에서는 대 환란(마 24:21, 계 8:9-11:19), 큰 창녀 
교회(적그리스도의 신부)(계 17-1-18),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에 따라 교회를 
심판(고후 5:10, 롬 14:10, 고전 3:10-15), 어린 양의 혼인식(계 19:7-9) 
 
6.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브 산으로 재림(슥 14:4): 골 3:4, 살전 3:13, 살후 1:6-10 계 19: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살전 3:13)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히여김을 받으시리라.(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살후 1:6-10)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골 3:4) 
 
7. 천년왕국 시대의 경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교회(계 20:4-6, 딤후 2:12, 계 5:10),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의 머리(신 28:13)  다윗의 보좌(눅 1:31-33, 겔 3423,24), 축복받은 이방민족들(양의 
민족들:마 25장) 
 
8. 불로서 땅이 타버리는 동안 (계 20:11, 벧후 3:10-13) 하늘에 있게 되는 교회 
 
9.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계 21:19-22:5)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새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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