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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대성회
강/의/노/트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구속사 말씀을 밝히 깨닫는 축복
(느 8:1, 5-6, 12)

느헤미야 8: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8:5-6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

2022 하계대성회 일정표
시간

8월 1일(월) -서울

8:30-9:00
9:00-9:30
9:30-10:00
10:00-10:30

<8:30-11:00>
내 주께 찬양 <10:30-11:00>

11:00-12:00

개회예배(Opening Service)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구속사 말씀을 밝히 깨닫는
축복(느 8:1, 5-6, 12)

12:00-13:00

점심 식사 <12:00-13:00>

13:00-13:30

내 주께 찬양 <12:50-13:10>

13:30-14:00

<13:10-14:00>
구속사 강의(HR Lecture) 1

하늘이 열리는 축복(겔 1:1-3)

14:30-15:00

8월 3일(수)-서울

여주 출발 및 이동

10:30-11:00

14:00-14:30

8월 2일(화) - 여주

내 주께 찬양 <14:00-14:10>
<14:10-15:00>
구속사 강의(HR Lecture) 2

그룹(생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계 4:6-9)

점심 식사
<11:00-12:50>

내 주께 찬양 <12:50-13:20>
<13:20-14:20>

구속사 강의(HR Lecture) 3
성벽 재건 완성의 비결
(느 4:4-6)
내 주께 찬양 <14:20-14:40>
<14:40-15:40>

구속사 강의(HR Lecture) 4
에스겔 성전 척량에 담긴
구속 경륜(겔 40:1-4)

15:30-16:00
휴  식
16:00-16:30

<16:00-17:00>
구속사 강의(HR Lecture) 5

내 주께 찬양<16:00-16:30>

16:30-17:00

성벽 재건의 12문과 42구역의
구속 경륜(느 3:1-3)

17:00-18:00

저녁 식사 <17:00-18:00>

<16:30-17:20>
구속사 강의(HR Lecture) 6
에스라 일생에 나타난
구속 경륜(스 7:6-10)

18:00-18:30

저녁 식사

18:30-19:00

<18:00-20:30>

<17:00-18:00>

19:00-19:30

평강 가족의 밤

19:30-20:00
20:00-20:30
20:30-21:00

귀가-서울 출발 및 이동

수요예배(폐회예배)
(Closing Service)
스룹바벨 성전과
구속사적 연대의 신비
(신 32:7)

2022 하계대성회 개회예배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구속사 말씀을 밝히 깨닫는 축복
느헤미야 8: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8:5-6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

주전 444년 ________월 ________일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15 “성 역사가 오십 이일만에 엘룰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1. 일제히 모인 때는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8:1-2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2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1) 7월 1일은 ____________절로서, 티쉬리 기준 달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레위기 23:24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찌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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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
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성벽 공사 완공 후 첫 나팔절을 통해서, __________ 국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였습니다.
주전 516년 성전을 완성

……⇢

72년

……⇢

주전 444년 성벽을 완공

이것은 참된 언약 국가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
다.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절
기를 지킴으로,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_______ 국가’
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2. 일제히 모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느헤미야 8: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장소는 _______ 앞 광장입니
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성전 뜰에

기혼샘 / Gihon Spring
대하 2 Chr 33:14

서는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넓은 수문 앞 광장에 모
인 것입니다.

수문 / Water Gate
느 Neh 3:26, 8:1, 3, 12:37下

수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 근처에 _________샘이 있었습니다. 기혼

square which was
in front of the Water Gate
느 Neh 8:1, 3

샘은 예루살렘의 급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
니다. 사람들이 기혼샘에서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안으
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문(水門)’이라고 불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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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혼’()גִ ּיחֹון은 히브리어로 ‘________ 나옴(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기혼샘의 물은 수로를 통해 실로암 못에 공급되었으며, 나아가 왕의 못으로 흘러갔습
니다. 기혼샘은 예루살렘 안의 모든 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____________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13-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2) ‘기혼’에서 솔로몬은 _________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
려가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38-39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39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왕 만세를 부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인 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만이 ________의 왕
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14 “저희가 어린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3. 일제히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_________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어떻
게 대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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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 |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구속사 말씀을 밝히 깨닫는 축복(느 8:1, 5-6, 12)

(1)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8: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새벽부터’는 히브리어 ‘민 하오르’ ()מן־הָ אֹור로
ִ
‘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벽에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여 율법책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를 가리킵니다.
(2) 말씀을 경외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 원문 번역 : ‘모든 그 백성의 ________가 그 율법책에 있었다’
잠언 2: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말씀을 밝히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 8: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뱌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느헤미야 8: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

(4)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________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8:10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히브리어 ‘헤드바트 예호바’()חֶ ְדוַת יְהוָה로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께서 _________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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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일제히’ 모인 것은 __________됨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8: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1) ‘일제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제히’는 히브리어 ‘ 케이쉬 에하드’()ּכ ִאיׁש אֶ חָ ד로
ְ
‘한 ______같이’라는 뜻입니다. 이
것은 수많은 백성이 마치 한 사람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느헤미야 8장에서는 ‘모든 백성’을 뜻하는 ‘콜 하암’()כָ ל־הָ עָם이라는 표현이 ________번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8: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느헤미야 8: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 8:5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느헤미야 8:6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8: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느헤미야 8: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
느헤미야 8:13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8

개회예배 |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구속사 말씀을 밝히 깨닫는 축복(느 8:1, 5-6, 12)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__________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3)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__________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돌과 흙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성벽은 곧 하나
님의 ____________________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벽이 든든히 서지 못하면 보이는 돌과 흙으로 된 성벽은 언젠가 무너지는 것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이 우리 평강제일교회의 든든한 성벽입니다.

2022 하계대성회

9

2022 하계대성회 강의 1

하늘이 열리는 축복
에스겔 1:1-3 “제 삼십년 사월 오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 여호야긴왕의 사로잡힌지 오년 그 달 오일이라 3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30세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성
경에 ‘하늘(문, 창)이 열렸다’는 표현은 총 다섯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11-12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신명기 28:12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찌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시편 78:23-24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말라기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창)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 창)을 여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시며,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
사’ 곧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 주
시는 축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소명과 관련하여 ‘하늘이 열렸다’
는 말씀은 오직 에스겔에게만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스데반 집사,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2번)에게 ‘하늘이 열렸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여시고 보여주신 ‘새 일’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하늘이 열릴 때 성도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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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입니다.
에스겔 1:1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를 직역하면 ‘하늘들이 열
렸으며 나는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다’입니다. ‘열리며’의 히브리어 ‘니프테후’()נִ ְפ ְתּחּו
는 ‘열다’라는 동사 ‘파타흐’()פָ תַ ח의 니팔(수동)형 동사로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오직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에스겔 30세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① ‘제30년 4월 5일’(겔 1:1)
에스겔 1:1 “제 삼십년 사월 오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 선지자가 30세가 된 그 해 4월 5일에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그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30세에 제사장의 사명을
시작했어야 했지만(민 4:3),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
고 말씀이 특별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② ‘여호야긴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겔 1:2)
에스겔 1:2 “여호야긴왕의 사로잡힌 지 오년 그 달 오일이라”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해를 여호야긴왕이 2차 포로로 잡혀온 지(주전 597년 / 왕하
24:12, 대하 36:9-10) 5년째가 되는 해, 곧 주전 593년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로 잡혀온 지 13년째, 2차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된 유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처해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을 여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2)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장소
①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겔 1:1)
에스겔 1:1 “제 삼십년 사월 오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2022 하계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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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발강은 유프라테스강의 지류로 이곳에 유대 포로민들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곳
에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에스겔에게(겔 3:15) 하늘이 열렸습니다.
② ‘갈대아 땅 그발강 가(거기)에서’(겔 1:3)
에스겔 1:3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히브리 본문에는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샴’()שָ ׁ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샴’은
‘거기에서’라는 뜻으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사건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방 땅 ‘갈대
아’ 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
님이시며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3) 구속 교훈
하나님께서는 본토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거하는 바벨론,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하늘
을 여시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 네 생물
과 궁창 위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어 백성들에게 대
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 임하여 행동 예언으로 장래의 일을 예언하게 하시
고 마침내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선민과 성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신 것
입니다.

2.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입니다.
(1) 예수님의 공생애 직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마 3:13-17,
막 1:9-11, 눅 3:21-23).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였다
고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21-23上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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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며

22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2) 하늘이 열린 목적
하늘이 열린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였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
들이라’는 음성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
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푼 목적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
내기 위함이었다’고 증거하고(요 1:31), 성령이 머무는 자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
고 하였습니다(요 1:33-34).
요한복음 1:31-34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3.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입니다.
(1)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55-56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2)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린 목적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본 예수님은 ‘인자’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통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
2022 하계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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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
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용서의 기
도 / 눅 23:34, 행 7:60)과 마지막 말씀(영혼 의탁 / 눅 23:46, 행 7:59)과 같은 신앙고백
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59-60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한 스데반에게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영혼을 예수께서 받으시므로 영광
의 부활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며’입니다.
(1)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육시(정오)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
이 내려오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행 10:9-13).
사도행전 10:11-13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
니다(행 10:14).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
라”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행 10:15-16).
사도행전 10:15-16 “또 두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2) 구속 교훈
베드로에게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던 베드로의 편
견을 깨어주시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행 10장).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곧, 구속사의 새로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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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과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1) 주의 날에 밧모섬에서 열린 하늘 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밧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10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 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하늘이 열린 것과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11-16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6. ‘하늘이 열리고’의 구속 경륜
(1) 누구에게 하늘이 열렸습니까?
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눅 3:21, 행 10:9-11).
누가복음 3:21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②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에게 열립니다(단 6:10, 요 1:47, 51).
요한복음 1: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2022 하계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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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③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겔 1:1, 계 1:9).
요한계시록 1: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2) 하늘이 열리고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①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겔 1:26, 행 7:55, 계 4-5장).
에스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도행전 7:55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② 성령의 감동을 받는 축복입니다(눅 3:22, 행 7:55, 계 4:1).
누가복음 3:22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③ 새로운 사명을 받는 축복입니다(겔 1:3, 행 10:13, 15, 계 10:11).
요한계시록 10: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④ 장래의 일을 아는 축복입니다(계 4:1).
요한계시록 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계 19:11-16).
요한계시록 19:11-16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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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을지라도 오직 뚫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에스겔 같은 성도,
다니엘처럼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성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고 끝까지 견디며 오직 다시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는 사도 요한
같은 성도에게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8 “볼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2022 하계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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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계대성회 강의 2

그룹(생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4:6-9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네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룹 혹 생물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난해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
님께서는 교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그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룹은 천사처럼
부리는 영으로 단순한 영물이 아닌 특수한 존재로서 구속사의 중요한 시간과 장소에 등
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룹의 성경적 의미를 올바로 알 때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룹은 어떤 존재일까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 구속사에 나타난 그룹들
(1) 창세기에 나타난 그룹과 화염검
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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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명나무의 길은 마지막 __________________________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의 비밀을 아는 것은 곧 생명나무가 있는 ______________의
문 앞에 와있다는 것입니다’(930707, 「그룹이란 무엇인가?」).
(2) 남 유다 웃시야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스랍
이사야 6:6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스랍’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났지만 ‘스랍’과 ‘그룹’은 동일한 존재
입니다.
_________________의 차이로 다른 명칭으로 나타났습니다.
(3) 바벨론 포로시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난 생물과 그룹
① 에스겔 선지자 30세, 그발강 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 생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1: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
습니다. 에스겔이 본 생물은 그룹과 동일한 존재로 그룹의 정체가 더욱 밝혀진 가운데
불려진 명칭입니다.
② 에스겔 선지자 31세,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날 때 다시 그룹으로 불려졌
습니다.
에스겔 10:18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에스겔 선지자는 ‘생물’과 ‘그룹’이라는 명칭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그룹’이 바로 ‘생물’
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10:20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본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2022 하계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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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환상에 나타난 생물
요한계시록 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장면을 통해 그룹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모습이 생물임을 보여줍
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서는 걸어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룹의 정체와 사명은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2. 그룹은 어떤 존재인가?
(1) 그룹과 생물은 같은 존재입니다.
에스겔 10:20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본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과 생물은 동일한 존재이지만 ‘시대별로 ________________의 신앙과 영적 눈을 뜨는
단계에 따라 그룹과 생물로 설명한 것입니다’(980708, 「그룹과 생명나무」).
(2)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18:10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룹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수종자이며, 심부름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측근의 자리에 위치하는 그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____입니
다(예를 들어 조선시대 어사 박문수).
(3) 생명나무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뜻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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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국 그룹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________________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
다’(980708, 「그룹과 생명나무」).

3. 구속사적으로 본 그룹의 자리(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
요한계시록 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1) 그룹의 자리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는 의미
그룹의 자리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는 의미는 그룹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룹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구속 사역을 돕는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그룹의 자리가 ‘보좌 가운데’라고 할 때 보좌 가운데 앉는 존재가 아니
라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을 시행하는 존재임을 표현
하는 내용입니다.
(2) 구속사적으로 본 그룹의 자리
① ‘보좌 주위’
구속사적으로 ‘보좌 주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보좌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인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로마서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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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적으로 그룹의 자리가 ‘보좌 주위’라는 것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________와________________과 연관된 그룹의 사역을 암시합니다.
② ‘보좌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보좌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장소로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는 때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구속사가 완성되면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구속사적으로 ‘보좌 가운데’는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연관된 그룹의 사역
임을 암시합니다.

4. 그룹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룹의 모습을 기록한 구절은 세 군데로 순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1:10

사람

⇒

사자

⇒

소

⇒

독수리

에스겔 10:14

그룹

⇒

사람

⇒

사자

⇒

독수리

요한계시록 4:7

사자

⇒

송아지

⇒

사람

⇒

독수리

(1) 그룹의 네 모습(요한계시록 기준)
① 사자의 모습(짐승의 왕)
요한계시록 4: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② 송아지의 모습(종 같은 충성)
요한계시록 4:7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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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람의 모습(만물의 영장)
요한계시록 4:7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④ 독수리의 모습(높이 올라감)
요한계시록 4:7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2) 사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① ________________이신 예수 그리스도(마태복음 / 마 27:11)
마태복음 27: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② ________________이신 예수 그리스도(마가복음 / 막 10:44-45)
마가복음 10:44-4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③ ________________이신 예수 그리스도(누가복음 / 눅 19:10)
누가복음 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④ ________________이신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 요 3:16, 18)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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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
그룹

예수 그리스도

사자

(왕)

……………………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

(종)

……………………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사람)

……………………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

(하늘)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들
자신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 등장한 그룹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와는 달리 대리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대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자신이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
께서 구약 때 등장한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앞으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미리 계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마지막 구속사 완성 때인 재림 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암시하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즉, 구속사를 완성
하는 성부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를 암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예언이 바로
그룹입니다.

5. 결론
그룹에 대한 말씀은 처음부터 __________________을 고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룹이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면 그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
스도는 재림 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보좌 가운데’라고 표현된 그룹의 자리는 구속사 완성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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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그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으로 오셔
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성부 하나님 자신이 그룹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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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계대성회 강의 3

성벽 재건 완성의 비결
느헤미야 4:4-6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끌려갔다가 다시 3차에 걸쳐서
귀환하였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주전 537년

주전 458년

주전 444년

제3차로 귀환했던 주전 444년 당시 성벽은 훼파되고, 소화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 1:1-3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 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2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3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성이 훼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닥사
스다왕 제20년 기슬르월(9월)이었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산월(1월)이었습니다(같은 년도에 9월 다음
에 1월이 기록된 것은 티쉬리월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
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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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1: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①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
느헤미야 1:6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② __________________에 근거한 기도
느헤미야 1:8-9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9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찌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입니다(신
30:1-4).
③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
느헤미야 1: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스 4:7-23] ⇒ 아닥사스다왕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의 고소를 듣고 예루살
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왕에게 은혜를
입혀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느 2:1-9] ⇒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닥사스다왕에게 술을 드
리게 되었는데, 아닥사스다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무하고 성
문이 소화되었으니,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함
으로, 아닥사스다왕이 허락하고 전적으로 도와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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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의 기도와 독려로 백성들이 동의함으로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으나 방해하는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2:18-19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아하수에로왕 때, 성벽 공사를 못 하도록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___________했습니다.
에스라 4:6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왕 때, 르홈과 심새의 고소로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스 4:7-23). 그러
나 성벽 공사를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완공되었습
니다(느 6:15).

1. 성벽 재건의 외부 대적들
(1) 호론 사람 산발랏
‘호론’은 유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로서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
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 2: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성벽 중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1-2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역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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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분노하여’는 원문에 ‘뜨겁다, 불타오르다’라는 뜻의 동사 ‘하라’()חָ ָרה가 앞에 있
는데, 이것은 산발랏이 성벽 건축에 ____________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발랏은 성벽
건축하는 유다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으며’는 히브리어 ‘라아그’()לָ עַג로 ‘조롱하다,
멸시하다, 조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산발랏을 비롯한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성
벽을 완성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그들을 얕잡아 보았으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힘
도 없이 하루 만에 성벽을 짓겠냐’며 빈정거리며 조롱하였습니다.
(2) 암몬 사람 도비야(느 2:10, 19)
‘암몬’은 요단강 동편의 롯의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민족으로 유대인들의 힘이 강성할
때는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힘이 조금 약해지면 당장 배신해서 유대인
들의 강력한 대적으로 활동했던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대인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____________하였습니다(느 4:3).
(3)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라비아’는 유대와 애굽, 유대와 구스 사이에 있는 무역로로 상권을 장악하고
____________ 의 권세로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 6:1-2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4) 아스돗 사람들
느헤미야 4:7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이들은 유다 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거주자들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로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1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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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최후의 발악
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느 6:1-9).
①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 한 촌으로 유인하여 _______________하려 했으나, 느헤미야는 단호
히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 6:2-3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3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②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고 한다고 _____________________이 퍼지게 하여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6:5-6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2. 성벽 재건의 내부의 반대자들
(1)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드고아 귀족들
느헤미야 3: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무거운 돌과 나무와 흙을 나르는 성벽 재건을 비천한 일로 치부하며 참여하지 않고,
__________________만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21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 부정한 말을 한 유다 사람들
대적들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할 때, 공사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말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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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4:7-8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 4: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4: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3)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성벽 공사 현장으로 찾아와, 공사를 중
단하고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집요한 대적들의 위협을 무서워하면
서 자기들의 _________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12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대적들의 의도임을 간파하고, 오
히려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무장시켜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13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4) 제사장 스마야
제사장 스마야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
하라고 예언한 것처럼 한 것은, 이미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_______________을 받고, 느헤
미야를 두렵게 하여 율법을 범하게 함으로 악한 말을 지어내서 비방하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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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6:10-13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1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5) 여선지 노아댜와 그 남은 선지자들
성벽 재건의 완공을 앞두고 대적자들은 그 당시 선지자들까지 매수함으로, 느헤미야는
이러한 대적들의 소위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13-14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댜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과 제사장, 선지
자들까지 매수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성벽 재건 완공의 비결
대적자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주전 444년 6월 25일
에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15 “성 역사가 오십 이일만에 엘룰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일반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방법과 달리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성 전 지역으로 흩어져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고 확
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불과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12문을 중심으
로 42구역으로 흩어져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공사가 하나로 완벽하게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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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2:18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 백성들의 기도
① 하나님께 맡기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기도
느헤미야 4:4-5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②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
느헤미야 4: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숫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며’는 ‘기도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팔랄’()פָ לַ ל의 히트파엘
(재귀강조형)이 사용되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했음을 나타냅니다.
③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
느헤미야 4: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느헤미야 6:9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2) 마음을 들인 공사
느헤미야 4: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마음을 들여’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
이 있어야 몸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대적
들의 방해에도 성벽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42구역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_______________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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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웠습니다(느 9:8).
·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행 13:22).
· 예수님의 전 생애는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좇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 행동하는 믿음
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 4: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야고보서 2: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오늘날 구속사 말씀 운동을 할 때, 대적들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헬라어 ‘디아볼로스’(διάβολος)로 ‘비방자, 참소자, 중상 모략자’를 뜻합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 진리의 허리띠, 2 의의 흉배, 3 평안의 복음의
신, 4 믿음의 방패, 5 구원의 투구, 6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6:11-17).
‘전신갑주’는 헬라어 ‘파노플리아’(πανοπλία)로 ‘완전무장’을 뜻하며, 다 방어용 무기
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파수하기 위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옷을 벗지 않고, 성안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도 성전을 파수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22-23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찌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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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느헤미야의 개혁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 백성 사이
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폭발하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여, 몇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1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느헤미야 5:6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①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 지금까지 받은 것도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10-11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11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레위기 25:36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② ______________ 잡은 땅과 집을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당 잡은 것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했고, 백성의 재산을 저당 잡았던 유
력자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11-12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③ 유력자들로 맹세케 하고, 느헤미야는 옷자락을 떨쳤습니다.
느헤미야 5:12-13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13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찌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찌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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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옷자락을 떨치는 것은 맹세를 확실히 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를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나를 때 옷자락에 담아서 나
르기도 했는데, 옷자락을 떨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쏟아버린다는 저주의 의미
가 담겨 있습니다.
④ 느헤미야의 개혁이 주는 교훈
아무리 외부적인 대적들의 공격을 잘 막는다 해도 언약 백성 내부의 균열과 진통을 해
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지도력과 유력자들
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신앙공동체가 깨어질 위기가 극복되었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속사 말씀 운동을 대적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지라도, 우
리가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행동하는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구속사 말씀 운동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결론: 성벽 재건의 완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 하나님께서 대신 대적들과 싸워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4:20 “너희가 무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3) 가나안 정복 때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신명기 3:22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4) 하나님께서 성벽 역사를 이루신 것을 대적과 이방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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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6:16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후에, 12지파가 42번 진을 치면서 모두가
협력하여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이
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_______________과 _______________으로 나누어 합력하
여 마침내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날 구속사 말씀을 받은 우리도,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
여 구속사 말씀 운동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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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2022 하계대성회
강의향하여
4
각할찌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 본 지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
락 없이 이 지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복제, 전재, 발췌하면 저작권법
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에스겔 성전 척량에 담긴 구속 경륜

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 This map is protected by copyright

에스겔 40:1-4 “우리가 사로잡힌지 이십 오년이요 성이 함락된and
후 may
십 사년
십일 곧 그or
not 정월
be reproduced
in part 이상
or in whole,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redistributed,
가시되 2 하나님의
중에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Violators will be prosecuted to

사면 담의거기
두께 이르시니 모양이
the fullest
extent
the law.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 나를 데리시고
놋 같이
빛난of사람
하나가
/ 겔 40:30, 참고-왕상 7:2
· 1 장대(6척) = 3.192m
손에 삼줄과 척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사면 담의 높이
척(26.6m)에 네 줄로 된 기둥들
· 1 장대
(6척) = 네
3.192m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찌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에스겔 성전의
척량 단위
척이며”(겔 40:30)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겔 40:5
Measurement
Units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찌어다
하더라”
in Ezekiel's Temple
* 1척 (long cubit) = 1 규빗+1 손바닥
(7손바닥)

1 손바닥 = 7.6cm

‘척량’은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전의 성전이나
성막 역사
1 규빗= 45.6cm
(6손바닥)

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에스겔 성전에서 척량에 대해

6
22
a강조하고
계실까요?

1척 = 53.2cm
겔 40:5, 43:13

깔린 땅 / ִר ְצפָ ה עָשׂוּי

1. 에스겔
ent / 겔 40:17-18,
42:3 3성전의

척량

a5 단위
(1) 척량에 사용된 도구와
* 척량(尺量) : 물건의 길이를 자로 재는 것.
① 척량 도구 : ________________와 삼줄

a

4

에스겔 40:3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이

a ~a
1

빛난
30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척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30개의 방들
�שים ְלשָׁ כ�ת
ִ ְשׁ
a3
30 chambers
② 척량 단위 : 척(אַ ּמָ ה, 암마), 장대(קָ נֶה, 카네)
겔 4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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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척(26.6m)

1척
53.2cm
척량도구 1
짧은 거리
직선 거리용(用)

척량도구 2
공간과
긴 거리용(用)

삼줄
יל־פּ ְשׁ ִתּים
ִ
ְפ ִת
line of flax

1 장대
(6척)
קָ נֶה, 카네
reed (rod)

= 3.192m

놋같이 빛난 사람
ִאישׁ מַ ְראֵ הוּ ְכּמַ ְראֵ ה נְ חֹשֶׁ ת
A man whose appearance was
like the appearance of bronze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2) 이상을 받은 장소
①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셨습
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입니다(사 2:2).
에스겔 40:1-2 “우리가 사로잡힌지 이십 오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십 사년 정월 십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사야 2: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② 보여주신 새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40: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찌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찌어다 하더라”
히브리서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성전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
시려고 하십니다.

2. 척량의 대상
요한계시록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 갈대(κάλαμος, 칼라모스), 장대(קָ נֶה, 카네) : 성경
즉, ______________________으로 우리 믿음의 척도를 재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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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① 믿는 성도들이 대상 → 우리가 성전인데, 그곳을 척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② ‘척량하되’(명령형) → 단호한 명령
(2)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
요한계시록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① 성전 밖 마당에 속한 자
- 하나님께 나오지만 성전과 제단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자(요 4:23) → 형식주의자
- 일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중생을 받지 못한 자들(요 3:3)
- 외부적인 조건과 맹목적 입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자들
요한복음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② ‘그냥 두라’(ἔκβαλλω, 에크발로) : 내어 던지라, 쫓아내어 버리라
⇢ 에스겔에게 보여 주신 새 성전 척량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________________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3. 척량하시는 이유
(1) 회복하시고,                       로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① 소유 : 하
 나님 입장에서 내 땅을 찾기 위해서이며, 땅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마 13장).
② 회복 : 잃어버렸던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③ 보호 : 하나님의 보호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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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43:10-11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1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회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에스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31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 하나님의 말씀으로 척량을 받으면 →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 내 자신이 스스로 미
워지면서 → 하나님께 통회자복(회개)을 하게 됩니다.
(3) 척량은 인치는 역사
에스겔 9:4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① 척량이 왜 인(印)치는 역사일까요?
척량도 인(印)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셔서 ______________하시기 위한 역사입니다.
에스겔 9: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찌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요한계시록 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②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심은 번제단입니다(겔 43:13).
→ 예수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있어야 참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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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43:13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일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일척이며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고린도후서 13: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4. 척량과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란? 증거의 수
신명기 19:15-17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① 두 증인에 대한 논쟁
요한복음 8:12-13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8:17-18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증거하시니, 성경에 위반(신 19:15)이라고 반박하였고,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날 증거하니 하나, 내 안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니 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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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증인은 척량을 받은 성도들을 총칭 → _________________________를 증거하는 자
마태복음 24:19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 척량의 역사
① 북 이스라엘을 ________________하실 때
아모스 7:8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② 파괴된 성전을 ________________하실 때(겔 40:2-3)
스가랴 2:1-2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척량 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2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척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 척량 운동은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단 9:27).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
년 대환난이 오기 전, 먼저 척량하신 다음에 안심하십니다. 미리 준비 작업을 하십
니다.
다니엘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 전제 조건 :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14:4-5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결론 : 하나님의 척량은 세상의 척량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척량은 대환난이 오기 전, 우리를 하나님의 척량 기준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
는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척량은 ‘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의 사랑을 깨닫고, 척량에 모두 합격하셔서, 척량의 궁극적인 목적인 두 증인의 사명을 끝
까지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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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재건의 12문과 42구역의 구속 경륜
느헤미야 3:1-3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 양문(베냐민 문)
(1) 의미
샤아르 하촌(צּאן
ֹ ַ)שַ ׁעַר ה

양문(羊門)

뜻

그 양 떼의 문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의 가장 동쪽에 있으며, 여리고 방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
와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였습니다(느 3:1). 양문은 베냐민 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렘
37:13, 슥 14:10).
스가랴 14:10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2) 건축 과정

44

제1구역

엘리아십(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

느 3:1

제2구역

여리고 사람들

느 3:2上

제3구역

삭굴

느 3: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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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루살렘의 북쪽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집중 공격을 받아 성벽과 성문
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 3:1-2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건축하다’는 히브리어 ‘바나’()ּבָ נָה로 ‘건물을 새로 짓다’라는 뜻이며, 대제사장 엘리아
십과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북쪽 성벽을 담당하여 양문과 성벽을 새로 건축하였습니다.
② 양문과 성벽을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1구역) 건축하여 _________하였습
니다(눅 19:28, 요 10:4, 히 6:20).
느헤미야 3:1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별하고’는 히브리어 ‘카다쉬’()קָ ַדׁש의 강조형이 사용되어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3) 구속사적 교훈
① 참된 양의 문은 _________이십니다.
요한복음 10: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②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____________’ 가 되신다는 뜻입니다(요 10:11, 14).
요한복음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③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시며,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문이 되십니
다(엡 3:20, 빌 4:19).
요한복음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는 헬라어 ‘페릿소스’(περισσός)로 ‘탁월한, 넘치는, 뛰어넘는’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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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문(생선문)
(1) 의미
샤아르 하다김()שַ ׁעַר הַ ָּדגִים

어문(魚門)

뜻

그 물고기들의 문(대하 33:14)

역대하 33:14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2) 건축 과정
제4구역

하스나아 자손들

느 3:3

제5구역

므레못(제사장,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느 3:4上

제27구역

제6구역

므술람(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느 3:4中

제40구역

제7구역

사독(바아나의 아들)

느 3:4下

제8구역

드고아 사람들

느 3:5上

제35구역

제5구역은 므레못이 __________________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4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중수하였고’는 히브리어 ‘하자크’()חָ זַק로 ‘강화하다, 수선하다’라는 뜻입니다.
(3) 구속사적 교훈
① 물고기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____________를 가리킵니다(마 4:19).
마태복음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②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고기가 어문을 통하여 반입되었듯이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구원의 문이신 신령한 어문이 되시는 _______________를 통해서만 가능합니
다(마 13:47-50, 시 119:119, 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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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3:47-50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3. 옛문
(1) 의미
샤아르 하예샤나()שַ ׁעַר הַ יְשָ ׁנָה

옛문

뜻

그 오래된 문

옛문은 예루살렘의 문들 중에 가장 오래된 문으로 _______________이라고도 합니다(슥
14:10).
스가랴 14:10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
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2) 건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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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구역

요야다(바세아의 아들), 므술람(브소드야의 아들)

느 3:6

제10구역

믈라댜(기브온 사람), 야돈(메로놋 사람),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느 3:7

제11구역

웃시엘(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느 3:8上

제12구역 하나냐(향품 장사)

느 3:8下

제13구역 르바야(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느 3:9

제14구역 여다야(하루맙의 아들)

느 3:10上

제15구역 핫두스(하삽느야의 아들)

느 3:10下

제16구역 말기야(하림의 아들), 핫숩(바핫모압의 아들)

느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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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구역

살룸(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과
느 3:12
그 딸들

(3) 구속사적 교훈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미 5:2, 요 1:1),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시 90:2, 93:2) 신령한 ____________이십니다(요 10:9, 요 1:30, 요 8:58).
시편 90: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계 5:5, 22:16),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골 1:15), 더 나아가
만물의 창조주(요 1:3, 10, 골 1:16)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골로새서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요한복음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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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짜기문
(1) 의미
골짜기문

샤아르 하가예()שַ ׁעַר הַ ּגַיְא

뜻

그 계곡의 문, 그 협곡의 문

티로포에온(Tyropoeon: 중앙) 골짜기가 내려다 보여서 골짜기문이라는 이름이 붙었
습니다(느 2:13, 15). ‘치즈 만드는 자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요세푸스).
느헤미야 2:13 “그 밤에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2) 건축 과정
제18구역 하눈, 사노아 거민

느 3:13

제39구역

(3) 구속사적 교훈
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십니다(시 23:4, 요 10:3-5, 11-15).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② 신령한 골짜기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는(요
5:24)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 __________________를 메우고 산을 낮추어 여호와의 영광
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마 3:3, 막 1:3, 눅 3:4-5, 요 1:23, 사 40:3-5).
마태복음 3:3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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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문(하시드문)
(1) 의미
분문(糞門)

샤아르 하아쉬포트(פּות
ֹ ׁ)שַ ׁעַר הָ אַ ְש

뜻

그 쓰레기의 문, 그 똥의 문

이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성 내의 쓰레기나 똥을 배출하였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분문은 ‘질그릇 조각’을 의미하는 ‘하시드()חַ ְרסּות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렘 19:1-2).
분문은 _______________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수 15:8, 18:16, 렘 19:2).
여호수아 15:8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힌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2) 건축 과정
제19구역 말기야(벧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자, 레갑의 아들)

느 3:14

(3) 구속사적 교훈
힌놈의 골짜기에서는 계속해서 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_______________을 예표하게 되었습니다(대하 28:3. 33:6, 왕하 23:10, 렘 7:32, 19:6, 31:40).
예레미야 19:6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힌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 게 힌놈()גֵיא ִהּנֹם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서 ‘게
엔나’(γέεννα) 라는 ‘지옥’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마 5:22, 눅 12:5, 약 3:6).
마태복음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① 분문은 아무리 큰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 인생일지라도, 자기 백성
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성 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통
하여 _____________________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눅 5:32, 마 11:19, 눅 7:34, 2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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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5: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②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____________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는 자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빌 3:8-9).
빌립보서 3:8-9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6. 샘문(왕의 동산 곁문)
(1) 의미
샤아르 하아인()שַ ׁעַר הָ עַיִן

샘문

뜻

그 샘의 문, 그 눈의 문

‘왕의 못’에서 물을 길어서 이 문을 통하여 나갔기 때문에 ‘샘의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왕의 못’의 물은 ‘__________________’(실로암못)에서 흘러 내려왔습니다. 셀라못의 물
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에서 지하수로를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사 22:9-11).
이사야 22:9-11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의 물도 모으며 10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11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 건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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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구역 살룬(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자, 골호세의 아들)

느 3:15

제21구역

느 3:16

느헤미야(벧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제22구역 르훔(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 3:17上

제23구역 하사뱌(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느 3:17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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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구역 바왜(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느 3:18
제25구역 에셀(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느 3:19

제26구역 바룩(삽배의 아들)

느 3:20

제1구역

제27구역 므레못(제사장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느 3:21

제5구역

제28구역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느 3:22

제29구역 베냐민, 핫숩

느 3:23上

제30구역 아사랴(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느 3:23下

제31구역

느 3:24

빈누이(헤나닷의 아들)

제32구역 발랄(우세의 아들)

느 3:25上

제33구역

느 3:25下

브다야(바로스의 아들)

제16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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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사적 교훈
①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
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요 9:5-7). 이 사람이 말씀에 순
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습니다(요 9:1-7).
요한복음 9:6-7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② 예수님은 소경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했습니다(요 9:35-38).
요한복음 9:35-38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이다

37

36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③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육 간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신령한 ____________이시오, 생수의 근
원이십니다(아 4:12, 6:8-9).
아가 4: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7. 수문
(1) 의미
수문(水門)

샤아르 하마임()שַ ׁעַר הַ ּמַ יִם

뜻

그 물들의 문

이곳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서 수문 앞 광장으로 불렸습니다(느 8:1, 3, 16).
느헤미야 8: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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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과정
제34구역 느디님 사람들

느 3:26

제35구역 드고아 사람들

느 3:27

8. 마문(말문)
(1) 의미
샤아르 하수심(ּסּוסים
ִ ַ)שַ ׁעַר ה

마문(馬門)

뜻

그 말들의 문

마문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 왕가를 진멸하려고 했던 아달랴가 도망을 가다가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왕하 11:16, 대하 23:15).
열왕기하 11:16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2) 건축 과정
제36구역 제사장들

느 3:28

제37구역

느 3:29上

사독(임멜의 아들)

양문

9. 동문
(1) 의미
동문(東門)

샤아르 하미즈라흐(זְרח
ָ )שַ ׁעַר הַ ִּמ

뜻

그 동쪽의 문

느헤미야 3:29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2022 하계대성회

55

(2) 건축 과정
제38구역

스마야(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느 3:29下

제39구역

하나냐(셀레먀의 아들), 하눈(살랍의 여섯째 아들)

느 3:30上 골짜기문

제40구역

므술람(베레갸의 아들)

느 3:30下

10. 함밉갓문(감옥문)
(1) 의미
샤아르 하프카드()שַ ׁעַר הַ ִּמ ְפקָ ד

함밉갓문

뜻

그 계수(計數)의 문

함밉갓문은 감옥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느 12:39).
느헤미야 12:39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그치매”

‘감옥’은 히브리어 ‘마타라’()מַ ּטָ ָרא로, ‘감옥, 감시’라는 뜻입니다. 바른성경은 ‘경비대
문’으로 번역하였으며, NIV, NASB 성경은 ‘the Gate of the Guard’라고 번역하였습니
다.
(2) 건축 과정
제41구역

말기야(금장색)

제42구역 금장색과 상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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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3:31
느 3:32

결론: 예루살렘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히브리서 12:22-24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1) 새 예루살렘성은 완성되는 날 _______________에서 내려온다.
요한계시록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 구
 원받은 성도들이 만국의 ____________와 ____________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
온다.
요한계시록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요한계시록 21: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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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일생에 나타난 구속 경륜
에스라 7:6-10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7 아닥사스다왕 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칠년 오월이라 9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본 강의에 있는 주전 연도는 티쉬리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1. 유다 민족의 승리
(1) 에스라의 출생
『에스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 1세(주전 464-423년)가 즉위한 해인 주전 464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구속사 시리즈 11권(下) 359페이지
에스라 7:1, 5 “이 일 후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 5 … 대제사장 아론의 십 륙대손이라”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며 주전 464년에 30세(민 4:3)로 활동을 시작했다면 대략
주전 494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라야(대상 6:14, 스 7:1)
여호사닥(요사닥)
(대상 6:14-15, 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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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유다 멸망 직전 주전 586년
바벨론 유수 시기

예수아(여호수아)
(스 3:2, 학 1:12)

주전 515 - 490

요야김(느 12:10, 26)

주전 490 - 470

엘리아십(느 3:1, 12:10)

주전 470 - 433

강의 6 | 에스라 일생에 나타난 구속 경륜(스 7:6-10)

에스라(스 7:1)

주전 464~

스라야는 남 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으로 주전 586년에 립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왕하 25:18, 21). 그러므로 에스라 7:1의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보다 ‘에스라
는 스라야의 자손’으로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5:18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열왕기하 25:21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립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 유다 민족의 승리
에스라
대략 나이

티쉬리력 시간

사건 순서

성경 구절

주전 480년 10월
(아하수에로 7년)

에스더가 왕후가 됨

②

주전 475년 1월
(아하수에로 12년)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제비를 뽑아
에 3:7, 13
12월 13일을 얻음

③

주전 475년 1월 13일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 조서를 작성

에 3:12

에스더가 수산의 유다인에게
밤낮 3일 금식기도를 요청

에 4:16

에스더의 1번째 잔치

에 5:4

에스더의 2번째 잔치

에 5:8

①

④

15세

19세
70일간

⑤
⑥

에 2:16-17

⑦

주전 475년 3월 23일 모르드개가 조서를 다시 작성

⑧

수산에서 유다인이 하만의 10명 아들과
에 9:1, 12
주전 474년 12월 13일 대적 500명을 도륙
(아하수에로 12년)
지방에서 유다인이 대적 7만 5천 명을 에 9:16-17
도륙
20세

⑨

에 8:9

수산에서 유다인이 추가로
주전 474년 12월 14일 대적 300명을 도륙
지방에서 유다인이 잔치를 베품

에 9:15, 18
에 9:17

수산에서 유다인이 잔치를 베품
⑩

주전 474년 12월 15일 모르드개가 ‘해마다 12월 14-15일’을
부림절 규례로 정함

에 9:18
에 9:2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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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 474년 12월 14-15일은 수산에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개 뿐만 아니라, 바벨론 도(
道)에 있는 에스라(스 7:6, 16)와 예루살렘(유다 道)에 있는 1차 귀환자들의 승리한 날이
기도 합니다.
부림절이 규례로 정해진 이 해(주전 474년)는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_____________ (주전 490 – 470)이 대제사장이 된 지 ____________년이 되는 해입니다.
에스라 7: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 7:16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3) 유다 민족이 승리한 비결 : 기도
에스더 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편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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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혁의 승리
(1) 2차 귀환의 과정
에스라
대략 나이
2차 귀환 전 ①

30세

티쉬리력 시간
주전 464년
(아닥사스다 1세 즉위년)

성경 구절

지도자/제사장 활동 시작

민 4:3
스 7:1,6

①

주전 458년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음

스 7:14

②

주전 458년 1월 1일

바벨론 도(道)에서 출발

스 7:9

3일간

아하와 강가에 도착
레위인 없음
금식기도 선포

스 8:15

③

스 8:21

2차 귀환 시
36세

2차 귀환 후

사건 순서

④

주전 458년 1월 12일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

스 8:31

①

주전 458년 5월 1일

예루살렘에 도착

스 7:9

②

주전 458년 5월 4일

3일 후
스 8:32
성전에서 금은 기명을 전달 스 8:33,
성전에서 197마리 제물 드림
35

에스라 7:9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 8:31 “정월 십 이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2) 개혁의 승리
에스라
대략 나이

티쉬리력 시간

사건 순서

성경 구절

①

주전 457년 9월 18일 이스라엘 총회를 선포

②

주전 457년 9월 20일 이스라엘 총회가 열림
스 10:9
주전 457년 10월 1일
3개월간 이방인 아내와 통혼자를 조사 스 10:16-17
~ 1월 1일

③
④

37세

주전 457년 1월 1일 후

스 10:7-8

명단 공개 후 통혼자가 이방인 아내와
스 10:3, 44
자녀들과 생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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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 10:3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신명기 7:3-4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찌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에스라가 개혁하는 주전 457년은 부림절을 규례로 정한 후 ____________년이 되는 해
입니다.
(3) 개혁이 승리한 비결 : 회개
에스라 9:6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출애굽기 32:32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2: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에스라 9:6~15(개역한글)에 ‘우리’라는 단어가 총 27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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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약 신앙 국가 완성의 승리
(1) 성벽 완성의 과정
에스라
대략 나이

①
②
③

50세

티쉬리력 시간

사건 순서

성경 구절

주전 444년 5월 1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함

느 2:11, 6:15

주전 444년 5월 4일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시작함

느 2:11, 6:15

주전 444년 6월 25일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완공됨

느 6:15

④

주전 444년 6월 25–29일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 족보 다시 정리함

느 7:5-73

⑤

주전 443년 7월 1일

에스라가 율법 강론

느 8:2-12

⑥

주전 443년 7월 2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알고자
에스라에게 찾아옴

느 8:13

⑦

주전 443년 7월 15–21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7일간) 지키면서
느 8:18
에스라가 매일 율법 낭독함

⑧

주전 443년 7월 22일

제8일 성회 열림

느 8:18

주전 443년 7월 24일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인을 침

느 9:1-2
느 9:38

⑩

백성들의 거주지 재배치

느 11:1-2

⑪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구조사

느 12:1-26

성벽 낙성식 거행
ⅰ 정결 예식
ⅱ 성벽에 올라가 두 찬양 대열로 행진

느 12:27-43
느 12:30
느 12:31

⑨

51세

주전 443년 7월 24일 후
⑫

(2) 성벽 낙성식
17명 찬양 대열 북쪽으로(느헤미야 속함)
에스라

17명 찬양 대열 남쪽으로

찬양 대열은 두 떼로 나누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에스라는 두 찬양 대열에 속하지 않지만 맨 앞에 섰습니다(느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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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는 한 찬양 대열에 속하여 중간에 섰습니다(느 12:38).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 대열은 _______________명으로 구성되어 골짜기문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향해 행진하다가 함밉갓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속한 찬양 대열은 ____________명으로 구성되어 골짜기문에서 출발하여 북
쪽으로 향해 행진하다가 함밉갓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총 지도자로 두 찬양 대열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총 지도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원한 성전인 새 예루
살렘성으로 이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결론 : 우리가 신령한 에스라가 되어야 합니다.
(1)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국가적 대혼란 시기에 귀환자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 언약 신앙 국가를 완성
했습니다.
(2)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스라가 이름의 뜻대로 에스라의 일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7: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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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5:11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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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룹바벨 성전과 구속사적 연대의 신비
신명기 32: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1) 에덴동산은 신령한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이었습니다.
창세기 3: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거니시는’은 히브리어 ‘할라크’(הָ לַ ְך, 걷다)의 히트파엘(재귀강조) 분사형으로서, 하나
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에덴동산에 계속 임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36:8 “저희가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에스겔 28:13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에스겔 28:18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2)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신령한 ________________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6:7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창세기 3:23-24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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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셨
습니다.
출애굽기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보이는 성전의 연대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연대들이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 설명하는 연대들은 유대 달력 티쉬리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현재 서
양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력과 서양력은 서로 같은 경우도 있지만, 1년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스룹바벨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구속사적 연대
(1)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은 주전 ________________년입니다.
열왕기하 25:8-9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십 구년(주전 586년)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2)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것은 주전 ________________년입니다.
에스라 6:15 “다리오 왕 육년(주전 516년) 아달월 삼일에 전을 필역하니라”

(3) ________________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10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속 경륜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2022 하계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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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4) 주전 ____________년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면서부터,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리웠습니다.
(5)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햇수로 ____________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때는 주전 516년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헤롯 성전이 파괴된 때는 주후 70년입니다. 이 기간은 햇수로 ____________년입니다.
누가복음 21:6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태복음 24:1-2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장막 성전
주전 1445년

솔로몬 성전

주전 959년

주전 586년

70년

586년

바벨론
포로

스룹바벨 성전
주전 516년

주후 70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보이는 성전도 파괴됩니다.
누가복음 19:42-44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가두고

44

43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권고’는 헬라어 ‘에피스코페’(ἐπισκοπή)요, 히브리어는 ‘파카드’()ּפָ קַ ד입니다.
이것은 ‘____________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어 방문을 했지만 이스
라엘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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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1) 예수님께서는 30세(주후 ____________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2) 유월절(유대력 주후 26년 ________월 ________일 – 서양력 주후 26년 ________월 ________일)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3-16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개축되기 시작하여서,
그때부터 헤롯 성전으로 불리웠지만, 헤롯 성전의 모체는 스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입니
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스룹바벨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3)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9-2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륙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① 46년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기 시작한 주전 20년부터 주후 ________년까지의
기간입니다(햇수).
② 3일
3년 공생애가 마치고 예수님의 성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기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4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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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2:21-22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46년과 공생애 3년, 그리고 그 절정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참된 ____________이 도래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전 20년

주후 26년

46년

주후 29년

3년

3일

49년

“오늘날까지 몇십 년 믿었지만 마음 다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생명의 근원이
신 분이다.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으면, 바로 그분은 오늘부터 희년이야”(2014년 1월 22
일 ‘희년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 中)
레위기 25:8-10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찌니 이는 칠년이 일곱번인즉 안식년 일곱번
동안 곧 사십 구년이라 9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찌며 10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

(4)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후 26년(티쉬리 기준)은 __________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년의 중간에 자신이 참 성전이시요 영원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5) 안식년이 끝나고 희년에 참 ____________을 선포하셨습니다.
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유대 땅으로 가시어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주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22 “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복음 4: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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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 여자를 전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3-4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쌔 4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35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________절(유대력 1월 14일) 절기가 끝난 후(태양
력 4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4개월 전이라면 ________월(기슬르월) 중순
경(태양력으로 12월 중순경)입니다.
그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____________을 선포하셨
습니다.
누가복음 4:14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 4: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누가복음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이사야 61:1-2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놀랍게도 티쉬리 기준 주후 ____________년(서양력 ________ - ________년)이 희년입니다.
유대력 티쉬리 기준 주후 27년 7월 10일은 서양력으로는 주후 26년 9월 29일입니다.
서양력으로는 주후 26년 9월 29일부터 희년이 시작되어 주후 27년까지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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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예
 수님은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하심으로 영원한             
____________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전은 희년과 밀접히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____________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여, 이것은 사단
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곧 ____________을 의미합니다.
에덴동산

예루살렘

거니시는 하나님(창 3:8)

올라가신 예수님(요 2:13)

⇢ 성전

⇢ 성전

창세기 3: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거니시는’은 히브리어 ‘할라크’(הָ לַ ְך, 걷다)의 히트파엘(재귀강조) 분사형입니다.
(1)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잃어버린 성전을 ____________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올라가셨더니’는 헬라어 ‘아나바이노’(ἀναβαίνω)로,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____________영광으로 올라가심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아나바이노’) 자가 없느니라”

(2)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예루살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____________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7 “그 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퍅한 대로 행치
아니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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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일들
① 예루살렘에서 ____________이 나옵니다.
이사야 2: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것을 스가랴서에서는 ____________가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② 예루살렘은 ____________의 성읍이 됩니다.
스가랴 8: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요한복음 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③ 예루살렘에 ____________이 몰려듭니다.
이사야 2: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스가랴 8: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④ 예루살렘은 높이 ____________니다.
스가랴 14:10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3)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____________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인 _______________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 25:10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
요한계시록 21:22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022 하계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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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혀진 구속사 말씀 중심의 교육현장

베리트신학대학원대학교
베리트(

)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구속사의 언약

을 이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트신학대학원대학교는 구
속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세계
속의 대학입니다.

-  오프라인  과정  모집과정
과정명

수업연한

지원자격

구속사 지도자

2년

고등학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 석사 (M.Div)

3년

4년제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 박사 (D.Min)

3년

본원 목회학석사 소지자

문의
전화 (02)2625-8916
주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8라길 50, 1교육관 4층 베리트신학대학원대학교

- 온라인  과정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공부 가능

www.berit.kr
모집과정
과정명
학사원
석사원

박사원
편입

수업연한

성경학 (B.B.S)
성경학 (M.B.S)
목회학 (M.Div)
성경학 (D.B.S)
목회학 (D.Min)
모든 과정

IVY Christian College 편입

쉽게 배우는
구속사 정복과정

지원자격

2년

고등학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2년

4년제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2년

1년

모집

본원 성경학 또는 목회학석사 소지자
본원 목회학석사 소지자

수시
접수

학교 별도 문의
구속사를 배우기 원하는 누구나

1년

입학원서만 내면
다른 서류 필요없이 누구나 가능

수강가능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입학서류
①입학원서 ②반명함판 사진 jpg파일 ③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신학교 졸업증명서
④성적증명서 (편입생만 해당) ⑤입학추천서 (목회학석•박사 또는 외부 수강생)

제출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문의
전화 (02)2678-6464 / 팩스: (02)2678-6446 / 이메일: berit6464@daum.net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59, 휘선빌딩 5층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
세계적인 석학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

추천과 서평
“성경을 꿰뚫는 깊고도 영적인 연구,
미증유(未曾有,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의
세계적 업적”
원용국 박사
· 안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고고학회 명예회장
· 미국 Southern California대 신학박사

“오직 성경으로만 지은 입체적·환상적
건축물.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
민영진 박사
·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출애굽기, 전도서, 아가서,
사사기, 룻기 저자
· (前)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대한성서공회 총무
· (現) 세계성서공회 아태지역이사회 의장, 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저자는 성경 족보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대가, 본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손석태 박사
·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한국복음주의구약학회 회장
· 기독대학인회(ESF) 이사장, 한국 성서고고학회 부회장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각각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관통할 때 성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
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의 명저(名著) ‘구속사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성경 전
체를 관통하는 성경 연구 서적으로서, 놀라운 영적 통찰력과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
습니다. 이미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최고의 책으로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성경 구속
사 세미나’는 국내는 물론 해외와 심지어 이슬람 권에서도 개최되어 성경 관련 최고의 세미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자의 복음주의 신앙 사상을 대변하는
구속사 시리즈는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
브루스 월키 박사

Dr. Bruce K. Waltke

· NASB, NIV 성경 번역위원
· (前)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교수, 달라스신학대학교교수
· (現) 낙스 신학대학교 교수

“오직 성경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책. 젊은
목회자에게 완벽한 모범이 되는 저서”
노먼 매노허 박사

Dr. Norman Manohar

· 페이스 신학대 총장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시키셨듯,
박윤식 목사를 세계 선교를 위해 3년 동안
지리산에서 연단시키셨음을 확신한다.”
워렌 게이지 학장

Dr. Warren A. Gage

· 낙스 신학교 구약학 교수 및 학장

약력
•황해도 사리원 출생
•총회 신학교(학부) 졸업
•국민대학교 기업경영학과 졸업
•총회신학교 신학원(목회학 석사)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명예신학박사)
•Lael College and Graduate
School (명예목회학박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총회장 역임
•Knox Theological Seminary
(명예신학박사)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

휘선 박윤식 목사
휘선 박윤식 목사는 일제 치하의 망국의 설움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으며,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소명감으로 1950년대 후반 감리교단의 서리
전도사로 성역(聖役)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중심’의 목회
이후 지리산 바위동굴 틈에서 3년 6개월 7일의 기도생활을 통해, 낮에는 성경을 읽고 밤에는 기도
에 전념하는 영적 수련과정을 거쳐, 평강제일교회의 기초인 ‘말씀 목회’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는 일생동안 ‘오직 말씀’의 구호 아래 ‘말씀 중심’의 목회를 펼쳤고, 1,800번 이상
의 성경 읽기와 하루 두 시간 이상의 기도를 통해 6만 5천여 명의 평강제일교회 성도와 국내외 300
여 개 교회 개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애국애족’의 정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매주 목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예배’를 드
리며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나라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없다”는 정신을 교인
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성경 중심의 ‘말씀 목회’와 ‘애국애족’의 정신이 휘선 박윤식 목사의 목회와 삶을 대
변해 주는 양대 축이며, 이러한 전 생애가 압축되어 ‘구속사 시리즈’와 ‘근현대사 시리즈’라는 역작
이 탄생된 것입니다.

밤
족의
강가 권
평 행운

박윤식 목사의

육필원고
“이 책 내용은 신·구약을 관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놀라운 것인데
저자가 성경을 1,800번 이상 정독했다는
얘기를 듣고야 의문이 풀렸다”
원용국 박사
한국 성서고고학회장

저자는 1960년대 초 산상기도를 통해 기도와 성경읽기에 매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
달은 내용을 원고지 수천 장에 걸쳐 기록하여, 성경의 중심 주제인 ‘구속사’를 맥으로 집대성한 역작
‘구속사 시리즈’를 완성하였습니다.
저자는 “원고지가 없을 때는 큰 칡 이파리에 적었다가, 바스러지기 전에 원고지를 사와 옮겨 적었습
니다.”라고 회고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의 맥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낡은 원고지 속에 살아 숨 쉬는 듯합니다.

“이 책은 신학적이나 학문
적인 연구물이 아닙니다. 다
만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꿇으면서, 성경을 1,800번
이상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
의 조명을 통하여 받은 은
혜를 강단에서 50여년 동
안 선포하며 정리한 것입니
다.”
_저자 서문 중에서

※본 강의안의 성경구절은 개역한글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본 강의안 빈칸의 정답은 대성회 후 별도의 용지로 배부합니다.

※구속사 시리즈 구매, 교재 활용, 구속사 아카데미, 성경 구속사 세미나 등
구속사 말씀 관련 문의는 사단법인 성경보수 구속사 운동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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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놀라게한 베스트 셀러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밝히는

제1권

박윤식 목사의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제2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Ⅰ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횃불 언약과 그 성취

창세기의 족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잊어버렸던 만남

아담부터아브라함까지
20개 족장의 족보

언약의 등불

출애굽과 광야 노정·횃불 언약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아담과 9대손 라멕이 56년간 동시대 생존한 것
을 성경적 체계화 정리
-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간 동시대 생존한 것
을 성경적 체계화 정리

2022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광야 42회 진 친 장소의 지도화 및 구속사적 원어
정리
- 아브라함의 가계도 성경적 체계화 정리
- 횃불 언약의 성취 기간 '400년'과 대수(代數)
'4대'의 관계 성경적 체계화 정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 시대별 정리
- 누가복음 족보 77명의 이름 원어적 정리
-다
 윗의 도피 행로, 사사 시대의 연대기 성경적
체계화 정리

하계대성회
제4권

제5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Ⅱ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Ⅲ

영원한 언약 속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영원한 언약의 약속

열왕들의 역사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제6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대제사장의 족보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강/의/노/트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3천년 만에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약 6년 6개
월) 성경적 체계화 정리
- 히브리 왕들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구속사적 관점에서 연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와 세계사의 변천 과정
성경적 체계화 정리, 도표화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빠진 부분 정리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 14대 인물의 구속사적
정리

제9권

제7권

제8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영원한 만대의 언약

횃불 언약의 성취

십계명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아론 이후 77대(代) 대제사장 체계적 정리
- 성경에 입각한 대제사장 예복 착용 모습 체계화 정
리
-7
 7대(代) 유대 대제사장과 세계사의 변천 도표 성경
적 체계화 정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히브리어로 읽는 십계명과 세부 율법

성막과 언약궤의 세부 내용과
이동 역사

The Blessing of유구한
All역사
the
People Gathering
as One Man
속에 세계 최초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성경에
감추인
신묘한 ‘요일’의
성경적 체
- 원어에 입각한
성막과 그 기구 식양의 성경적
to Understand
the
Words
of계시Redemptive
History
계화 정리
체계화 정리, 도록화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모세의 8차례 시내산 등정 과정과 날짜 및 요
일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시편 119편에 사용된 10가지 ‘말씀’과 관련된
단어 성경적 체계화 정리
-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십계명 해석과 교훈 정리

8:1, 5-6, 12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8월 1일

- 성막과 법궤(증거궤)의 분리와 이동의 역사, 경
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성막을 세우는 순서의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11권下

제11권上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월)
-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을 연도별로 성경적
체계
화 정리
-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주적 축복과 그의 순종을
통한 구속사적 성취
-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 지도 성경적 체계화 정리

휘선

느

제10권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도서출판

- 애굽 10대 재앙과 광야 노정의 날짜별 체계화
정리
Neh
- 출애굽과 광야 노정 경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스룹바벨 성전과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체계화 정리
- 새 성전 그 속에 담긴 신비로운 구속 경륜
- 성경에 입각한 에스겔 성전 평면도 성경적 체
계화 정리

경적 체계화 정리
- 제1-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에 담긴
신비로운 구속 경륜
- 42구역으로 나누어 중수된 12문 예루살렘 성벽
지도 세계 최초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수록

- 8월- 에3일
(수)보여
| 평강제일교회
| 여주 평강제일연수원
스겔에게
주신 새 성전의 이상 성경적
-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과정 성

휘선(暉宣)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이 전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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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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