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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6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39에서

다음과 같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의미하셨는지에 대해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300개 이상의 구약성경 구절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성경 구절 말씀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신약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고찰

되었고, 해석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경 연구와 안내를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서적으로서 그러한 목적으로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책 중에서, 성경의 통일성을 예증하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를 위한 인용문 참조 작업용으로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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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long time it was my special wish to produce this book in the Korean 

language. What was the reason? When I met Victor Kalisher, the director of 

the Bible Society in Israel, he drew my attention to the Korean churches. In 

his contact with leaders of the Korean churches he found that in many 

cases there is a lack of knowledge of the Old Testament. The Lord has 

bound this on my heart and I started to pray for it. I tried to find a Korean 

christian in our country who would be able to translate and compose this 

book. Until last week with no result. On the ninth of  October I tried to 

reach a Korean church.  The person who picked up the phone only  could 

speak the Korean language. And what happened? The next day I received an 

email from brother Byungwuk Ahn  with  the information that he has 

already translated and composed my book into the Korean language. That 

was the Lords surprise. When we did not think of a Korean translation of 

the book, the Lord was already working on it. Praise the Lord! Sola Deo 

Gloria! 

This book deals with the Messiah of the Tanakh. At the heart of the Torah, 

the Prophets and the Holy Scriptures lies the Messiah's coming and ministry. 

The Messiah will be a Jewish Man Who will come to this world first of all to 

save and free His people, the Jewish nation. But, according to the promises 

given to Abraham, all the other nations will be blessed in Him as well. And 

the Jewish nation will be involved in that process.

During His time on earth, Messiah Jesus said that the Scriptures testify of 

Him. So everything that happened during His stay on earth, was foretold in 

the Tanakh. This means we can check in the Scriptures whether Jesus is the 

true Messiah or not. The Messiah came to earth to make atonement for sins, 

but He devoted the major part of His earthly years to explaining the 

Scriptures concerning the Messiah's coming and ministry.

And the only thing his Jewish apostles and disciples did was to explain the 

Scriptures and call people to convert to God and to faith in the Messiah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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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less to say, it is still of major importance to know what the Tanakh 

teach about the Messiah, and where.

This book will provide you with more than 300 Bible texts dealing with 

Messiah's coming and His ministry. It will also state how these texts are 

related with the events and proclamations recorded in the complementary 

New Testament. 

There are two types of Messianic texts. First, there are texts that can 

immediately be recognised as Messianic - these are called “direct” texts. 

Second, other texts can be recognized only as Messianic texts to readers 

familiar with the New Testament - these are called “indirect” texts. This 

book renders direct texts in italics. All Messianic texts are printed on a grey 

background. In order to limit the size of the book, many texts have not 

been printed in full but are merely mentioned as reference texts.

The Messianic texts also refer to His second coming on earth to establish 

His Kingdom. The entire Jewish nation will then be back in the land of their 

forefathers, they all will know the Lord, and the Messiah will be their King. 

All nations will be subordinate to Him. The texts that refer to this are stated 

in a separate chapter and indicated with the sign #1-#7.

In the Tanakh we also find many promises related to non-Jewish people. 

These promises relate to both the present time, and the future Kingdom. 

This book has come about under incessant prayer for wisdom and guidance 

by the Holy Spirit. It is my prayer that the study of these texts will be 

blessed; that by reading God's words the veil will be taken away, the 

darkness will disappear and the light of God's Spirit will be present and 

working.

Hendrik Schipper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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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책을 한국어로 출판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저의 특별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이스라엘 성서협회(The Bible Society in Israel)의 

이사이신 빅터 칼리숴(Victor Kalisher)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의 관심을 한국교회에 

끌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접촉해 본 결과, 대부분

의 경우에 있어서 구약성경에 관한 관심이 조금 저조하고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

실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저의 가슴을 뛰게 하셨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 책의 한국어판 출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인 네덜란드에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판으로 책을 낼 수 있

는 한국인 기독교인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도 아무런 성과

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도 저는 한국인 교회와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저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한국말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저는 우리의 형제 안병욱님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그가 이미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완료했고 출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

조차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진행하여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

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Sola Deo Gloria!)

  이 책은 타나흐(Tanakh)의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서(Torah)와 

예언서(the Prophets)와 성문서(the Holy Scriptures)의 한 중심에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자

기 백성인,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따라, 땅의 모든 족속이 또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유대 민족이 관련되어 질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자기에 대하여 증언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세상에 체류하시는 동안 발생된 모든 

일들이 타나흐(Tanakh)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지 아닌지를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지상에 계셨던 대부분의 시간을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성경말씀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대인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하였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설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켜 하나님께 돌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뿐 이었습니다. 



한국인 독자들을 위한 저자 서문

9

  말할 필요도 없이, 여전히 타나흐(Tanakh)가 메시아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300개가 넘는 성경구절

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그러한 구절들이 상보적(相補的)인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나 선언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성경 본문 말씀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곧바로 메시아

와 관련된 말씀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구절들로써, 이를직접적본문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독자들만이 메시아와 관련된 성경구절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써, 이를간접적본문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본문 말씀은 이 책에 이탤릭체로 인쇄하였고, 메시아와 관련된 본문 말씀은 모두 

회색바탕의 배경 위에 인쇄 되어 있습니다. 책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본문 말씀

들을 다 인쇄할 수 없어서, 단지 참조 성구로만 언급하였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본문 말씀들은 그분의 왕국을 확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과도 똑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되돌아 올 것이며, 그들은 모두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며, 메시아는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

련된 성경 본문 말씀들이 별도의 장에 기술되어 있는데 #1∼#7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타나흐(Tanakh)에는 또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 관해서도 많은 약속들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현재의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왕국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지혜를 구한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

습니다. 저는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가려졌던 베일들이 제거되고, 어둠의 세력이 사라져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재 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헨드릭 쉬퍼 (Hendrik Schipper)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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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무지랭이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The Messiah revealed in the Holy Scriptures)”라는 귀중한 책을 우리 

글로 읽을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책 제목과 내용 중의 ‘Messiah’라는 용어를 우리 글로 메시‘야’로 표기해야 할지 

아니면 메시‘아’로 표기해야 될지를 놓고 고민 끝에 메시‘아’로 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

는 개역한글 성경(1961년 판)과 개역개정(1998년 판)성경에서만 메시‘야’(요 1:41, 요 

4:25)로 번역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1977년 판), 표준 새번역(1993년 판)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1994년 판), 새번역(2001년 판)성경, 현대인의 성경(2005년 판), 쉬운 성

경(2005년 판)에서는 모두 메시‘아’로 번역되어 있으며, 영어사전이나 모든 국어사전, 

특히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에도 메시‘아’로 등재되어 있어서, 메시‘야’라는 용어로는 

검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말을 메시‘야’로 발음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인 이사야

나 예레미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

원자’라는 예수님 존함(尊銜)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써 메시‘아’보다는 메시‘야’라

는 단어를 선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함자(銜字)

의 뜻에 관련된 것일 뿐, 메시‘야’로 발음하든 메시‘아’로 발음하든 그 뜻은 여전히 “기

름부음을 받은 사람(그리스어의 , 영어의 Christ)”을 의미하고, 또 Messiah라는 

영어 표현은 히브리어 (마쉬아흐)의 음역이며, 메시‘아’라는 우리말 표현은 영어의 

음역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국어사전에서도 메시‘아’로 표기하고 있어 굳이 우리 국어의 

외래어 용법과 다르게 메시‘야’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현대 국어가 채택한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책은 유대교의 경전인 타나흐( ת נ י י ך, Tanakh)에 계시된 메시아 관련 성경구절들이 

구약의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신약성경 

어디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되었는가를 세세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즉, 메시

아와 관련된 구약성경을 크게 10개의 대 주제별로 구분하고, 각 주제에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7개(총 124개)의 소 주제별로 다시 재분류하여 그에 관한 구약성경 책별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책 별 성경구절 목록’에서는 

각 주제별로 제시한 메시아 관련 성경말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구약 성경말씀은 물론 

신약성경 말씀 구절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바

울의 9개 서신서에 직접 인용이 되었거나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구절들을 “구약성경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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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 각 성경책 해당 장절을 주석처럼 달아 놓아 출전(出典)확인 작업용으로 최적화되

어 있습니다. 원래 저자는 유대교의 경전인 타나흐( ת נ י י ך, Tanakh)의 책별 순서대로 원서

를 편찬하였으나, 역서는 우리에게 불편한 타나흐(Tanakh)의 책별 순서에 따르지 않고 사

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를 모두 우리의 구약성경 책별 순서대로 그 순서를 다 변경하였

습니다. 또한 저자가 서문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직접적인 본문말씀은 이탤릭체로 인쇄했

고, 간접적인 본문말씀의 구별기준은 제시하면서도 이 책에서는 그러한 구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역자도 원서에 충실하게 이를 역서에 반영하려 노력하였으

나, 원서에서 이탤릭체로 인쇄된 부분들이 뚜렷이 식별되지 않고, 또 이를 애써 구별할 실

익도 없어 이 책에서는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자의 2009년

도 판인 이 책을 한국어판으로 출간하는 허가를 저자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히브리어와 영

어로 출간된 저자의 2015년 판으로 이 책을 업그레이드(성경장절 숫자의 오·탈자, 가감삭

제 등의 교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무려 110여 곳이 넘는 부분을 다시 정정하여 명실상

부하게 2015년도 신판으로 업그레이드되었음도 알려드립니다. 원서는 King James 

Standard Version 성경을 사용하였으나 역서는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 주셨고, 메시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

녀로까지 삼아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그리스도

의 거룩한 백성들로 성화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획

기적인 도구로 이 책이 잘 활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 책과 “이스라엘의 예언적 운명(Israel’s Prophetic Destiny; 

If I Forget Jerusalem)”이라는 두꺼운 두 권의 책의 오·탈자 교정과 맞춤법과 어눌한 번

역 표현과 성경의 장절 숫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바로 잡아 주신, 숙명여대 국문과를 졸업

하시고 유명 중학교 국어교사로 봉직하시다가 캐나다에서 7년여 동안이나 사셨던, 시인

이시며 ‘사강의 참 빛’ 주필로 활동하시는 홍정희 권사님과 자매이신 홍옥녀 권사님, 그

리고 가톨릭 신학원을 졸업하시고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에 열정적이시며 부부교사 출신이

신 조현옥 여사님과 부군되시는 한면선 교장선생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주신  א מ ו נ ה 에무나(믿음)출판사 조귀자 대표님과 연말의 바쁜 

틈에도 인쇄를 흔쾌히 맡아 주신 우리사 대표이시고 장로님이신 김충복 사장님께도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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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드립니다. 원고를 서식 워드파일에서 아래아 파일로 옮겨주시고 틀을 잡아 주신 라온

인쇄·기획 김영철 대표님과 여러 가지 어려운 편집 작업을 도맡아 주신 우리사 이성호 

과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지금처럼 모두 건강하시기만을 기도

합니다. 특히 반평생을 인내와 사랑과 헌신과 믿음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돌봐 주고 근검

절약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리면서 이래저래 많은 세월을 떨어져 살았음에도 굳건

하게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출가시키고, 이 책과 동시에 출간되는 ‘이스라엘의 예언

적 운명(Israel’s Prophetic Destiny, If I Forget Jerusalem)’의 번역에 집중할 수 있

도록 배려해준 사랑하는 아내 귀자씨와 서울 명문 G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

로 재직 중이며, 영문학 석사로서 이 번역을 도와준 사랑하는 딸 혜련이와 유명 E 영어학

원 원장인 성실근면하고 믿음직한 사위 장현종에게도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두 권

의 번역서 출판비용을 기쁜 맘으로 부담해 준, S 대기업 중견간부로 근무하는 자랑스런 아들 

성섭이와 착하고 예쁘고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수진’에게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

며, 장손 ‘승민’이와 손녀 ‘소연’이와 ‘유하’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

라서 부모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손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

면서 역자 서언에 가름합니다. 

2015. 12.  화성시 송산면 꿀포도 마을 구리울 우거 서재에서

                                       안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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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흐
(유대교 경전인 구약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혜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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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흐(연대기적 순서로 된) 구약성경으로부터 메시아를 선포했던,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의 전통에 따라서, 이 책도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안내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

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묵상하는 시간에 전체적인 성경 안내서로 활용

  b. 주제별 성경연구

  c. 출전(出典) 확인 작업, 예컨데, 직접적으로 타나흐(Tanakh)에 연결되는 많은 신약성경 

본문에 대한 총람을 이 책 말미에 있는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418페이지 이하)”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형적으로 덜 중요시했던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제물과 절기와 메시아 사이의 상호 관계성.

  - 유대 민족의 회심.

  - 메시아의 재림.

  - 약속의 땅으로의 복귀.

  -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H. S.(헨드릭 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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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람으로서의 메시아

01.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심.
    창세기 9:26, 27;

    창세기 17:7, 8. 18, 21;

    창세기 21:12; 창세기 22:17, 18;

    창세기 28:14

02.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이심.
    창세기 49:8-12

03.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심.
    사무엘하 7:12-16; 이사야 11:1-3; 

    이사야 16:5; 예레미야 30:3-24;

    룻기 4:13, 14, 17, 21, 22;

    역대상 17:11

04. 메시아는 영원부터 계심
    시편 21:4; 시편 89:27-29;

    시편 90:2; 시편 93:1, 2;

    잠언 8:22-29; 미가 5:2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출애굽기 23:20, 21; 이사야 42:21;

    이사야 49:5; 예레미야 30:21, 22;

    시편 16:8-11; 시편 20:4-6;

    시편 28:8; 시편 89:26-27;

    잠언 8:30-31; 역대상 17:13

06. 메시아는 창조자이심
    이사야 44:1-8, 21-24, 26;

    시편 102:25-27

A. 사람으로서의 메시아

07. 이스라엘의 메시야가 되심
    이사야 4:2; 이사야 49:6;

    다니엘 9:25

08. 메시아의 이름과 칭호
    출애굽기 17:6; 이사야 5:1-2;

    이사야 9:6, 7; 시편 95:1-3

B. 메시아의 본성

01.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사무엘하 7:12-16;

    이사야 43:1-13; 18-21; 시편 2:7;

    시편 89:4, 26, 27; 잠언 30:4

02.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창세기 22:8;

    출애굽기 12:5-14, 22-24;

    레위기 4:3-12; 레위기 4:27-29;

    레위기 16:1-31; 레위기 22:17-21;

    민수기 28:3, 4; 이사야 53:7

03.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인자)이심
    이사야 7:14; 이사야 9:6, 7;

    에스겔 1:26; 시편 80:14, 15, 17;

    다니엘 7:13

04. 메시아의 신성
    이사야 11:2; 예레미야 23:5, 6;

    미가 5:4; 시편 2:7; 시편 24:7, 10

Henk
Notitie
Toevoegen: 시편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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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메시아의 본성

05. 메시아는 성령이 충만하심
    이사야 11:1-3; 이사야 42:1;

    시편 45:7; 시편 89:20, 21

06. 메시아는 선한 목자이심
    이사야 40:9-11;

    에스겔 34:11-15, 22-24;

    미가 2:12, 13; 스가랴 11:7;

    시편 95:7

07. 메시아의 전능하심
    이사야 22:22; 이사야 40:10;

    시편 8:6; 시편 107:25-29;

    시편 110:3

08. 메시아의 전지하심
    예레미야 17:10; 시편 139:1-4

09. 메시아의 편재하심
    시편 139:7-10

10. 메시아의 겸손하심과 가난하심
    이사야 42:2-4

11. 메시아의 순종
    이사야 53:7, 8; 시편 1:1-6;

    시편 18:21-24; 시편 40:7, 8

12. 메시아의 완전하심
    이사야 53:9; 미가 5:4; 시편 45:2

13. 메시아의 권위
    출애굽기 3:6; 신명기 18:18, 19; 

B. 메시아의 본성

사무엘하 23:1-4; 스가랴 9:10;

시편 98:9; 시편 110:1, 2

14.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메시아
    이사야 4:2; 이사야 12:1-6;

    이사야 49:3; 이사야 60:1-5;

    시편 21:5; 시편 45:3, 4

15. 긍휼이 충만하신 메시아
    이사야 66:2; 스가랴 11:7;

    시편 103:13; 시편 112:4

16. 메시아의 힘과 능력
    출애굽기 17:6; 이사야 40:9-11;

이사야 49:2, 7; 미가 2:12, 13;

시편 45:6

17. 메시아의 온유하심과 연약하심
    시편 45:4, 5; 이사야 29:19

18. 메시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과 영광
    이사야 33:17-24; 이사야 42:21;

    시편 17:15; 시편 21:5; 시편 45:1, 2;

    시편 99:1-5; 아가 5:16;

    다니엘 10:5, 6

19. 메시아의 신비
    출애굽기 3:14; 시편 78:2

20. 자기 백성에 대한 왕의 사랑
    이사야 62:4-9; 호세아 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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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메시아의 본성

21. 빛이신 메시아
사무엘하 23:1-4; 이사야 2:5;

이사야 9:1-3; 이사야 42:6, 7, 16;

이사야 60:19, 20; 시편 43:3

22.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메시아
    출애굽기 15:1, 2; 예레미야 31:1-9; 

    시편 86:15; 시편 103:11, 17

23.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
    창세기 28:14; 출애굽기 33:19; 

이사야 62:4-9; 시편 45:2; 시편 86:15;

예레미야 애가 3:25, 26

24. 의인과 신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메시아
이사야 29:19

C. 메시아의 출현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창세기 3:15; 이사야 9:6, 7;

    이사야 11:1-3; 이사야 49:1;

    이사야 60:1-3; 예레미야 23:5, 6;

    예레미야 31:22; 예레미야 33:14-15, 22;

    하박국 2:3; 학개 2:23; 스가랴 3:8;

    시편 132:11, 12

02. 메시아의 선행자가 예고됨
    이사야 40:1-5; 말라기 3:1;

    말라기 4:5, 6

C. 메시아의 출현

03. 메시아의 탄생 장소
    미가 5:2

04. 처음 출현하실 때까지의 메시아의 생명
    이사야 7:14-16

05. 베들레헴 아기들의 살해 예언
    예레미야 31:15

D. 메시아의 직무

01.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
    이사야 61:1; 시편 89:20;

    잠언 8:22-29

02. 메시아의 선지자로서의 직무
    신명기 18:15-19; 이사야 50:4; 

03.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창세기 14:18;

    출애굽기 28:12, 29, 36-38;

    예레미야 33:14-18, 22;

    스가랴 6:12, 13, 15; 시편 110:4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창세기 49:8-12;

    민수기 24:7, 8, 15-19;

    사무엘하 7:12-16; 스가랴 9:9;

    시편 45:9, 13-15, 16, 17;

    시편 47:1-9; 시편 72:7-19;

    시편 93:1, 2; 시편 132:17, 18;

    역대상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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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메시아의 직무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이사야 41:8-20;

    이사야 44:1-8, 21, 24-26;

    이사야 45:17; 이사야 47:4;

    이사야 52:7-12; 이사야 59:18-20;

    이사야 63:1-6 예레미야 30:3-24;

    예레미야 33:14-18, 22;

    스바냐 3:9-20; 스가랴 3:1-10;

    스가랴 10:3-12; 욥기 19:25-27

06. 메시아는 상담역이 되심
    이사야 59:16

07. 메시아는 중재자가 되심
    신명기 18:15-19; 이사야 59:16

08. 메시아는 보증이 되심
    예레미야 30:21, 22; 욥기 17:3

09. 메시아는 구세주가 되심
    이사야 43:1-13; 18-21; 이사야 25:9;

    이사야 30:18; 이사야 45:21, 22; 

이사야 49:6; 예레미야 23:6; 

예레미야 33:16; 시편 130:7, 8

10. 메시아는 심판자가 되심
    스가랴 3:1-10

E.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

01. 메시아의 사역의 종류
    열왕기하 1:6, 11, 12; 이사야 28:15, 16;

    이사야 42:6, 7, 16; 이사야 48:15-17

02. 메시아의 사역 장소
    이사야 9:1; 이사야 41:25; 호세아 11:1

03. 메시아의 유혹
    시편 91:11, 12

04. 메시아의 죄에 대한 승리
    호세아 13:14; 스가랴 13:1, 2

05. 메시아의 기적
    이사야 35:5-10; 이사야 29:18;

    시편 146:8

06. 메시아의 사명과 소명
    이사야 61:1-3

07. 메시아의 구원의 제안
    이사야 55:1, 2, 6; 시편 85:9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창세기 3:21; 이사야 32:1, 2;

    이사야 46:13; 이사야 59:16, 17;

    예레미야 33:14-18, 22;

시편 40:9, 10; 시편 45:6, 7;

시편 85:10-13

09. 메시아의 의로우심
    사무엘하 23:1-4; 이사야 16:5;

    시편 45:4, 5; 시편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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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창세기 12:3; 창세기 26:3-5;

    신명기 33:3; 이사야 11:10-12;

    이사야 19:23-25; 이사야 24:13-16;

    이사야 42:2-4; 이사야 45:22-25;

이사야 49;6; 이사야 51:1-23;

이사야 52:15;

이사야 55:4, 5; 이사야 56:6-8; 

이사야 60:1-5; 이사야 61:10, 11; 

이사야 62:1-3, 10-12; 이사야 65:1, 2;

이사야 66:10-13, 15-24;

예레미야 4:2; 예레미야 10:7;

예레미야 16:19; 아모스 9:11-15;

미가 4:1-4; 학개 2:6-9;

스가랴 2:1-13; 스가랴 8:1-23; 

스가랴 14:1-21; 말라기 1:11;

시편 2:8; 시편 22:23-31;

시편 46:10; 시편 72:7-19;

시편 98:1-3; 시편 102:13-22

11.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
    이사야 25:8; 이사야 55:3;

    호세아 13:14; 스가랴 2:1-13;

    시편 103:4; 욥기 19:25

12.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
    신명기 11:18-20; 사무엘하 22:20-25;

    이사야 42:2-4; 시편 1:1-6; 시편 40:6;

시편 119:97-103

13.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확증하심
    이사야 42:1; 시편 20:4-6; 

시편 89:22, 27-29

E.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

14. 메시아는 죽음과 어둠을 정복하심
    호세아 13:14; 시편 49:15;

    시편 86:12, 13; 시편 110:1

15.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심
    이사야 9:1-3; 이사야 41:26, 27; 

이사야 52:7-12; 이사야 61:1-3; 

에스겔 33:32, 33; 시편 96:1-3

16.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
    이사야 4:2; 요엘 2:18-27;

    시편 21:6, 7; 시편 45:9, 13-15;

    시편 132:13-16

17.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
    이사야 66:1; 예레미야 31:1-9;

    에스겔 37:26-28; 스가랴 1:16, 17;

    스가랴 6:12, 13, 15; 시편 118:22-24;

    역대하 17:12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심
    출애굽기 25:8, 9; 출애굽기 29:45, 46;

    레위기 26:11, 12; 이사야 12:1-6;

에스겔 37:21-28; 스바냐 3:9-20;

스가랴 2:1-13; 시편 46:4-11

19. 메시아는 위로하심
    이사야 51:3; 이사야 52:9;

    이사야 66:10-13; 스가랴 1:16-17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이사야 49:8-26; 이사야 55:3;

    이사야 59:21; 이사야 61:4-9;



주 제

28

E.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

    이사야 62:4-9; 예레미야 31:31-34;

    예레미야 32:37-41;

    예레미야 50:4-7, 19, 20;

    에스겔 16:60-63;

에스겔 37:21-28; 호세아 2:15-23;

아모스 9:11-15

21.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심
    이사야 55:7; 예레미야 33:6-13;

    요엘 3:21; 미가 7:15-20;

    시편 103:3, 12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창세기 22:17, 18; 창세기 28:14; 

이사야 40:9-11; 이사야 49:4; 

이사야 53:10-12; 이사야 55:10, 11;

이사야 62:10-12; 에스겔 17:22-24;

아모스 8:11; 시편 89:24

23.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개종하심
    이사야 57:15-19; 에스겔 11:17-20;

    호세아 2:15-23; 호세아 3:5;

    호세아 6:1, 2; 말라기 4:5, 6;

    시편 51:17

24.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심
    이사야 54:10-13; 이사야 57:15-19;

    이사야 66:10-13; 예레미야 28:9; 

    예레미야 33:6-13; 미가 5:4; 

스가랴 9:10-12

25. 메시아는 믿어지시고 찬양 받으심
    이사야 8:13-15; 하박국 2:4; 

E.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

스가랴 11:10, 11; 시편 8:1, 2;

시편 22:22; 시편 45:16, 17;

시편 103:22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민수기 21:9; 이사야 40:1-5;

    이사야 49:6: 이사야 63:7-9;

    에스겔 34:11-15, 22-31;

    시편 53:6; 시편 89:19; 시편 95:7-11;

    시편 103:4; 시편 107:1-3;

    시편 130:7, 8; 시편 147:3, 6;

    다니엘 9:24

27.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에스겔 11:17-20; 에스겔 36:26, 27;

    에스겔 39:29; 요엘 2:28, 29;

    시편 51:17; 시편 103:5

F.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

01.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됨
    스가랴 13:7; 시편 16:8-11; 

시편 22:1, 6, 18, 22; 시편 91:14-16;

다니엘 9:25, 26

02.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언됨
    스가랴 9:9; 시편 118:26, 27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이사야 5:1, 2; 이사야 8:13-15; 

이사야 29:10, 13, 14;

이사야 49:4, 5, 7; 이사야 53:3;



주 제

29

F.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

이사야 65:1, 2; 스가랴 11:8;

스가랴 12:1-14; 시편 62:3, 4;

시편 118:22-24

04. 메시아의 버림 받으신 결과
    다니엘 9:25-27; 스가랴 11:10, 11

05. 메시아는 배반 당하심
    이사야 29:18; 스가랴 11:12, 13;

시편 41:5-9; 시편 55:5, 6, 12-14; 

시편 109:8

06. 메시아는 홀로 남게 되심
    스가랴 13:7; 시편 88:14-18

07. 메시아에 대한 고발과 재판
    시편 27:12; 시편 35:11, 12;

    시편 41:5-9; 시편 109:1-5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이사야 53:9; 아모스 8:9;

    스가랴 12:1-14; 시편 22:1, 6-8, 22;

    시편 34:20

09. 메시아의 희생과 대속
    이사야 53:4-6, 10-12

10. 메시아의 자발적인 죽으심
    시편 31:4, 5; 시편 40:7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신명기 21:23; 이사야 53:1, 2;

    이사야 63:1-6; 스가랴 11:8;

F.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

    시편 18:4-6; 시편 27:2; 시편 31:11-15;

    시편 35:19; 시편 38:12, 13; 

    시편 38:20; 시편 40:11; 시편 42:7; 

    시편 55:5, 6, 12-14; 시편 69:4, 8-10; 

    시편 102:1-11; 시편 109:25;

    시편 110:7; 예레미야 애가 3:30

12. 메시아는 저항을 경험하심
    시편 2:1-3; 시편 35:4-6;

    시편 41:5-9; 시편 69:4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출애굽기 12:46; 이사야 52:14; 

    이사야 50:5-9; 이사야 53:1-8;

    미가 5:1; 시편 69:20-22, 26;

    시편 88:14-18; 시편 129:3

14. 메시아는 믿어지지 않으심
    이사야 6:9, 10; 이사야 53:1, 2

G.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이사야 53:10, 11; 요나 1:17;

    요나 2:2-7; 시편 16:8-11;

    시편 30:3; 시편 40:2, 3; 시편 49:15;

    시편 71:20; 시편 91:14-16; 

    욥기 19:25-27

02. 메시아의 승천이 예언됨
    시편 24:3, 7-10; 시편 47:1-9;

    시편 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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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

03. 메시아의 승귀가 예언됨
    이사야 52:13; 에스겔 21:26, 27; 

시편 91:14-16; 시편 110:7

04. 메시아는 그분의 영을 쏟아 부으심
    이사야 32:15-18; 이사야 44:3-4; 

에스겔 36:8-38; 에스겔 39:29; 

요엘 2:28, 29; 스가랴 12:10;

시편 68:18; 잠언 1:23

05. 메시아는 많은 열매를 보심
    이사야 60:21; 이사야 61:11;

    호세아 14:4-8; 시편 1:3

06. 성령의 내주하심
    이사야 57:15-19; 예레미야 31:33; 

에스겔 11:19; 에스겔 36:26, 27

H. 메시아의 미래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이사야 25:6-12; 이사야 65:17-25; 

이사야 66:15, 16; 하박국 2:3; 

스가랴 12:1-14; 스가랴 14:1-21; 

시편 50:3-6; 시편 96:13; 

다니엘 7:13, 14, 18, 22, 27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사무엘상 2:10; 이사야 2:4;

    이사야 11:4, 5; 이사야 24:18-23; 

    이사야 26:19-21;

    이사야 27:1-3; 6, 12, 13;

H. 메시아의 미래

    이사야 51:5, 6; 이사야 59:18-20;

    이사야 63:1-6; 이사야 66:15-24;

    에스겔 38:16-23; 요엘 2:1-17, 30-32;

    요엘 3:1-21; 

스가랴 11:9; 스가랴 13:8, 9; 

말라기 3:2-5, 16-18; 말라기 4:1-4; 

시편 2:4-6, 9-12; 시편 50:2-6;

시편 68:1-4; 시편 75:7, 8;

시편 96:7-13; 시편 97:1-6;

시편 98:4-9; 시편 110:1, 2, 5, 6; 

시편 149:6-9; 다니엘 12:1, 2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창세기 49:8-12; 민수기 24:7, 8, 15-19;

    사무엘상 2:10; 사무엘하 7:12-16;

    이사야 2:2-5; 이사야 4:2, 6;

    이사야 6:1-4;이사야 10:20-22;

    이사야 11:4-12; 이사야 12:1-6;

    이사야 14:1-3; 이사야 16:5;

이사야 17:7; 이사야 19:23-25; 

이사야 24:13-16, 18-23;

이사야 25:6-12; 이사야 26:1-4;

이사야 27:1-3, 6, 12, 13; 

이사야 29:22-24; 이사야 30:18-33;

이사야 32:1, 2, 15-18;

이사야 33:17-24; 이사야 35:5-10;

이사야 40:1-5, 9-11; 이사야 41:8-20;

이사야 42:2-4, 6, 7, 16;

이사야 43:1-12, 18-21; 

이사야 44:1-8, 21-24, 26; 

이사야 45:17, 18, 22-25;

이사야 46:3, 4, 13;

이사야 49:6-26; 이사야 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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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메시아의 미래

이사야 52:7-12; 이사야 54:1-17; 

이사야 55:12, 13; 이사야 56:6-8;

이사야 59:18-21; 이사야 60:1-21;

이사야 61:4-11; 이사야 62:1-12;

이사야 63:7-9; 이사야 65:17-25;

이사야 66:15-24; 예레미야 3:14-19;

예레미야 12:15; 예레미야 15:19-21;

예레미야 16:14, 15, 19;

예레미야 23:3-8; 예레미야 24:6, 7;

예레미야 29:14; 예레미야 30:3-24;

예레미야 31:1-9, 31-34;

예레미야 32:37-41; 예레미야 33:6-13;

예레미야 50:4-7, 19, 20;

에스겔 11:17-20; 에스겔 20:34-42;

에스겔 34:11-31; 에스겔 36:8-38;

에스겔 37:1-14, 21-28;

에스겔 38:23; 에스겔 39:6-8, 21-29;

에스겔 47:6-23; 호세아 1:10, 11;

호세아 2:15-23; 호세아 3:5;

호세아 6:1-3; 호세아 13:14;

호세아 14:4-8; 요엘 2:18-27; 

요엘 3:1-21; 아모스 9:11-15; 

오바댜 1:17-21; 미가 2:12, 13; 

미가 4:1-4, 7; 미가 5:2, 3;

미가 7:15-20; 하박국 2:14;

스바냐 3:9-20; 학개 2:6-9;

스가랴 1:16, 17; 스가랴 2:1-13; 

스가랴 3:1-10; 스가랴 6:12, 13, 15;

스가랴 8:1-23; 스가랴 9:10-12;

스가랴 10:3-12; 스가랴 12:1-14;

스가랴 13:1-2, 8, 9; 스가랴 14:1-21;

    말라기 1:11; 말라기 3:2-5, 16-18; 

    말라기 4:1-4; 시편 2:4-6, 8-12; 

H. 메시아의 미래

시편 22:23-31; 시편 45:6, 7;

시편 46:4-11; 시편 47:2-9;

시편 50:2-6; 시편 53:6; 시편 65:2;

시편 67:1-6; 시편 68:1-4;

시편 72:7-19; 시편 85:10-13;

시편 86:9;

시편 89:3, 4, 23-25, 27-29, 35-37;

시편 96:7-13; 시편 97:1-6; 

시편 98:4-9; 시편 99:1-5;

시편 102:13-22; 시편 107:1-3;

시편 110:1-3, 5, 6; 

시편 130:7, 8; 시편 132:11-18;

시편 138:4, 5; 시편 145:10-13;

시편 147:2, 13, 14, 20; 시편 149:1-5;

다니엘 2:34, 35, 44, 45; 

다니엘 7:13, 14, 18, 22, 27;

다니엘 12:1, 3; 역대상 17:14

04. 메시아의 보좌
    이사야 9:6, 7; 시편 45:6

05.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과 능력
    이사야 25:6-12; 이사야 60:8-21;

    이사야 65:17-25; 시편 46:4-11; 

시편 61:6, 7; 시편 72:7-19;

시편 95:1-3; 시편 102:13-22

06. 메시아의 중보
    이사야 53:12; 이사야 59:16

07.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시편 80:14, 15, 17; 시편 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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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메시아의 미래

08. 메시아는 영생하심
    시편 61:6, 7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사야 4:3; 이사야 10:20-22; 

이사야 14:1-3; 이사야 17:7;

이사야 27:1-3, 6, 12, 13;

이사야 33:17-24; 이사야 35:5-10;

이사야 41:8-20; 이사야 43:1-13, 18-21;

이사야 45:22-25; 이사야 46:3, 4, 13; 

이사야 49:8-26; 이사야 52:7-12; 

이사야 54:1-17; 이사야 56:6-8; 

이사야 57:15-18; 이사야 59:21;

이사야 60:6-21; 이사야 61:4-9, 10, 11;

이사야 62:1-12; 이사야 65:8-10;

이사야 66:15-24; 예레미야 3:14-19;

예레미야 12:15; 예레미야 15:19-21;

예레미야 16:14, 15, 19;

예레미야 23:3, 4, 7, 8;

예레미야 24:6, 7; 예레미야 29:14;

예레미야 30:3-24; 예레미야 32:37-41;

예레미야 33:6-18, 22;

에스겔 20:34-42; 에스겔 34:11-31; 

에스겔 36:8-38; 에스겔 37:1-14; 

에스겔 39:6-8,21-29; 호세아 1:10, 11; 

호세아 2:15-23; 호세아 3:4; 

아모스 9:11-15; 오바댜 1:17-21; 

미가 2:12, 13; 미가 4:1-4, 7;

미가 7:15-20; 스바냐 3:9-20;

스가랴 1:16,17; 스가랴 2:1-13;

스가랴 3:1-10; 스가랴 8:1-23;

스가랴 9:10-12; 스가랴 10:3-12;

스가랴 12:1-14; 스가랴 13:8, 9;

H. 메시아의 미래

스가랴 14:1-21; 말라기 4:1-4;

시편 91:13; 다니엘 9:27

10. 영원한 왕국의 평화에 대한 예언
    이사야 9:6, 7; 이사야 11:6-9;

    에스겔 37:1-14, 21-28;

    호세아 2:15-23; 요엘 3:1-21; 

    다니엘 2:34, 35, 44-45;

    다니엘 7:13, 14, 18, 22, 27

11.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심
    이사야 4:2; 이사야 43:21;

    이사야 44:23; 이사야 49:3;

    이사야 60:21; 이사야 61:3;

    다니엘 7:13, 14

Y. 메시아와 희생제물, 절기

01. 번제는 메시아의 일을 대표함

    -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 1:5, 13; 레위기 2:1, 2

02. 번제는 메시아의 일을 가리킴
- 자원제

    레위기 7:16

03. 번제는 메시아의 일을 대표함

- 흠 없는 제물

- 상번제
레위기 22:17-21; 민수기 28: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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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메시아와 희생제물, 절기

04. 화목제와 감사 희생제물은 메시

아의 일을 대표함
    레위기 3:1-5, 16; 시편 51:17

05. 속죄제는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레위기 4:3-12; 레위기 4:27-29

06. 속죄의 날은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레위기 16:1-31; 레위기 17:11

07. 붉은 암송아지 제물은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민수기 19:2, 3, 9

08. 유월절 절기는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출애굽기 12:5-14, 22-24

09. 무교절은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레위기 23:6-8

10. 처음 익은 곡식 이삭 한 단의 요

제는 메시아의 부활과 관련됨
    레위기 23:15-21

11. 유월절 후 50일, 초실절은 성령

강림과 관련됨
레위기 23:15-21

12. 장막절은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레위기 2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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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에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성경에는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와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

으로 왕국은 가까이 왔으나 메시아의 재

림으로 왕국은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

다. 아래에 언급된 성경 구절들은 왕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면을 절약하기 위

해, 부득이 관련된 모든 구절들에 대해 

설명을 붙일 수는 없고, 그 대신 #1, #2, 

#3, #4, #5, #6, #7 숫자기호를 사용하

여 아래에 언급된 구절들을 몇 개의 그룹

으로 묶어 참조토록 했습니다.

#1 메시아 왕국의 권력과 위대함과 영광
    창세기 49:10; 민수기 24:17-19; 

사무엘상 2:10; 사무엘하 7:12-16;

이사야 2:10-22; 이사야 9:6, 7; 

이사야 11:2-10; 이사야 16:5; 

이사야 24:19-23; 이사야 26:1-4;

이사야 32:1-5, 13-20; 이사야 33:17-24;

이사야 35:1-10; 이사야 40:5, 9-11;

이사야 41:18-20; 이사야 42:4, 13, 16;

이사야 49:7; 이사야 52:1-3, 10, 13;

이사야 63:1-6; 이사야 65:17; 

이사야 66:15-17, 22-24;

예레미야 23:5; 에스겔 40-48;

요엘 2; 요엘 3; 오바댜 1:17-21;

미가 4:13; 하박국 2:14;

수바냐 2:11; 스가랴 6:12, 13; 

스가랴 9:9-12; 스가랴 10:11, 12; 

스가랴 14:9; 말라기 4:1-6;

시편 2:6-12; 시편 8:1, 2;

시편 21:4; 시편 45; 시편 46:5-11;

시편 47:3, 7, 9; 시편 48:1-3,9, 11;

시편 50:2-6; 시편 61:6, 7;

시편 66:1-5; 시편 67:1-7; 

시편 68:1-4; 시편 72:6-20;

시편 85:10-13; 시편 86:9;

시편 89:1-5, 26-29, 36, 37; 

시편 93:1; 시편 95:3-7;

시편 96:1-13; 시편 97:1, 6;

시편 98:1-9; 시편 99:1-4;

시편 110:1-6; 시편 130:7, 8; 

시편 132:11-14; 시편 138:4, 5; 

시편 145:10-13; 시편 149:1-9; 

다니엘 2:35, 44; 다니엘 4:3; 

다니엘 7:13, 14; 18, 27;

다니엘 12:1-3; 마태 6:10;

마태 19:28; 마태 28:18; 

누가 1:32, 33; 누가 22:29;

요한 17:24;  요한 18:36;

행전 1:6, 7; 로마서 8:19-23; 

로마서 14:17; 고린도전서 15:24, 25; 

에베소서 1:10, 20; 빌립보서 2:9; 

데살로니가전서 2:12; 디모데전서 6:15;

히브리서 1:8; 히브리서 2:5-9;

베드로전서 1:3-5; 계시록 6:2;

계시록 11:15; 계시록 12:10; 

계시록 19:15, 16; 계시록 20:1-6

#2 이스라엘의 선택과 귀의
    레위기 26:40-45; 신명기 4:29-31;

    신명기 30:1-10; 신명기 33:28, 29;

    이사야 4:2-6; 이사야 12:1-6;

    이사야 14:1-3; 이사야 26:1-4;

    이사야 27:6; 이사야 29:18-24;

이사야 30:18-26; 이사야 40:1, 2;

이사야 41:8-20;

이사야 44:1-8, 21-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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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5:17, 18, 22-25;

이사야 46:13; 이사야 49:6-26;

이사야 50:4-6; 이사야 51;

이사야 54:1-14, 17; 이사야

55:1-3; 이사야 59:16-21;

이사야 60:10, 15-18, 21, 22;

이사야 61:1-11; 이사야 62;

이사야 65:1-2, 8-10, 18-25;

이사야 66:10-14;

예레미야 3:14-16, 18, 19;

예레미야 23:4-6; 예레미야 24:7; 

예레미야 30:18-24;

예레미야 31:1-7, 16-40;

예레미야 32:38-44;

예레미야 33:6-22, 26; 

예레미야 50:4-7, 20;

에스겔 16:60-63; 에스겔 34:20-31;

에스겔 36:8-15, 28-38;

    에스겔 37:1-28; 호세아 1:7, 11; 

호세아 2:14-23; 호세아 3:5; 

호세아 14:5, 6; 아모스 9:11-15;

미가 4:7; 미가 5:7; 미가 7:14-20;

스바냐 3:9-19; 스가랴 1:12-17;

스가랴 2:1-5, 10, 12, 13;

스가랴 3:10; 스가랴 8:3-7, 9-19;

스가랴 9:10-17; 스가랴 10:3-7;

스가랴 12:1-14; 스가랴 13:1, 2, 8, 9;

스가랴 14:1-21; 말라기 3:1-6, 11, 12, 

16-18; 시편 47:4; 시편 69:35, 36; 

시편 85:10-13; 시편 102:13, 16, 17, 21;

시편 106:5; 시편 121; 시편 126;

시편 130:7, 8; 행전 15:16-18; 

로마서 9:27, 28; 로마서 11:1-36; 

갈라디아서 3:17; 히브리서 8:6-12; 

히브리서 10:16, 17

#3 이스라엘의 귀환
    신명기 30:3-5; 이사야 10:20-22; 

    이사야 11:11-16; 이사야 27:12, 13;

    이사야 35:8-10; 이사야 43:5, 6;

    이사야 49:6, 12, 22; 이사야 51:11;

    이사야 52:8-10; 이사야 54:7;

    이사야 56:8; 이사야 60:3-11;

    이사야 66:20-21; 예레미야 3:18, 19; 

    예레미야 12:15; 예레미야 15:19-21;

    예레미야 16:14, 15;

  예레미야 23:3, 7, 8; 예레미야 24:6;

  예레미야 29:14;

  예레미야 30:3, 10, 11, 17;

  예레미야 31:8-14, 17; 예레미야 32:37;

  예레미야 46:27-28; 예레미야 50:19;

  에스겔 11:17-20; 에스겔 20:41-44;

  에스겔 28:24-26; 에스겔 34:11-14;

  에스겔 36:24-27; 에스겔 37:21;

  에스겔 39:25-29; 호세아 1:11;

  호세아 14:7, 8; 미가 2:12, 13;

  미가 4:6; 스바냐 3:18-20; 

  스가랴 1:17; 스가랴 8:8;

  스가랴 10:8-10;

  시편 14:7; 시편 53:6 시편 106:47;

  시편 107:2, 3; 시편 147:2;

  요한 11:52; 에베소서 1:10

#4 이방인들도 또한 들어 옴
    창세기 26:4; 신명기 32:43;

    이사야 2:2-6; 이사야 5:26;

    이사야 11:10, 12; 이사야 19:16-25;

    이사야 25:6-12; 이사야 26:2;

  이사야 43:9; 이사야 51:5;

  이사야 55:5; 이사야 56:6-7;

  이사야 60:3-7, 10-14;

Henk
Notitie
=2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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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62:10; 이사야 66:18-23;

  예레미야 3:17; 예레미야 4:2;

  예레미아 10:6, 7; 예레미야 16:19;

  미가 4:1-4; 학개 2:6, 7; 스가랴 2:11;

  스가랴 8:3, 20-23; 스가랴 14:16-19;

  말라기 1:11; 시편 22:27-31;

  시편 72:11, 17; 시편 86:9;

  시편 96:10; 시편 102:15, 22;

  시편 117:1; 다니엘 7:18, 25-27;

  마가 11:17; 요한 10:16;

  로마서 3:29; 로마서 15:9-12; 

  갈라디아서 3:8; 에베소서 2:11-13;

  히브리서 2:11-13; 히브리서 12:23;

  계시록 7:9-12; 계시록 15:4;

  계시록 21:24-26; 계시록 22:2

#5 메시아의 재림과 죽음으로부터 부활
    이사야 25:8; 이사야 26:19;

    호세아 13:14; 시편 68:22, 23;

    시편 71:20; 시편 126:5, 6; 

    다니엘 12:13; 마태 22:32;

    마태 24:27-51; 마태 26:64;

    마가 13:24-37; 누가 12:37;

    누가 14:13-15; 누가 20:34-37;

    누가 21:22-36; 누가 22:29;

    누가 23:43; 요한 3:21;

    요한 5:28, 29; 요한 6:39, 40;

    요한 8:51; 요한 11:25, 26;

    요한 12:25, 26; 요한 14:2, 3; 

  요한 17:24; 행전 2:6-8; 

  행전 23:6-8; 행전 26:6-8;

  로마서 8:17, 24; 고린도전서 6:14;

  고린도전서 15:1-58;

  고린도후서 4:14, 17; 에베소서 1:10;

  빌립보서 2:10, 11; 빌립보서 3:20, 21;

  골로새서 3:4; 데살로니가전서 1:10;

  데살로니가전서 4:14-17;

  데살로니가후서 1:7-10;

  데살로니가후서 2:7, 8;

  디모데후서 2:11, 12, 18;

  디모데후서 4:8; 히브리서 1:13;

  히브리서 11:13, 35; 베드로전서 1:4-9; 

  베드로전서 4:13; 베드로전서 5:4; 

  베드로후서 1:11; 요한1서 3:2;

  유다서 1:14; 계시록 1:6, 7;

  계시록 2:26, 27; 계시록 3:21;

    계시록 5:1-14; 계시록 7:3-4;

    계시록 10:7; 계시록 11:15;

    계시록 12:10; 계시록 15:3-4;

    계시록 20:1-10

#6 심판의 날
    창세기 18:25; 이사야 5:30;

    이사야 13:1-22; 이사야 30:8, 27-30;

    이사야 34:1-4; 이사야 66:15, 16;

    요엘 2:1, 10, 11, 30-32;

    요엘 3:12-16; 미가 1:3, 4;

    나훔 1:5, 6; 스바냐 1:14-18;

    말라기 3:5, 16-18; 시편 1:4;

    시편 9:8; 시편 68:1-4; 시편 73:20;

    시편 96:11-13; 시편 98:9;

    시편 122:5; 전도서 12:14;

    다니엘 7:9, 10; 다니엘 12:1, 2;

    마태 8:11, 12; 마태 10:28;

    마태 11:21-24; 마태 12:36, 41, 42;

    마태 13:40-43; 마태 19:28;

    마태 24:50, 51; 마태 25:21, 23, 31-46;

    마가 9:43-48; 누가 10:12-14;

    누가 19:27; 누가 20:35, 36;

  누가 22:30; 요한 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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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12:31, 32; 행전 10:42;

  행전 17:31; 행전 24:15;

  로마서 2:5-16; 로마서 14:10-12;

  고린도전서 3:12-15;

    고린도전서 4:5; 고린도전서 6:1-3;

    고린도후서 5:10; 골로새서 3:6;

    디모데후서 4:1; 히브리서 6:2;

    베드로후서 2:9; 베드로후서 3:7;

    요한1서 4:17; 유다서 1:6, 13-15;

    계시록 2:11; 계시록 3:4, 5;

    계시록 6:12-17; 계시록 11:18, 19;

    계시록 14:1-11; 계시록 17:14-16;

    계시록 19; 계시록 20:10-15

#7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0:18-20; 이사야 65:17-19;

    이사야 66:22-24; 시편 48:8;

    마태 8:11; 마태 24:35;

    고린도전서 15:24, 25;

    갈라디아서 4:26; 히브리서 10:12, 13;

    히브리서 11:10; 히브리서 12:22-28;

    베드로후서 3:7-13; 

    계시록 3:12, 21; 계시록 16:20; 

    계시록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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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1.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 됨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민수기 21:8-9  8.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모

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사야 53: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

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태복음 27:50-51  50.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8:5-6  5.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그가 여기 계시지 않

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 2:10-11  10.천사가 이르되 무

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

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

노라. 11.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

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

니라.

요한복음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갈라디아서 3: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

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4:4-5  4.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

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계시록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

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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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민수기 21:6-7; 마가 16:18; 누가 

10:9; 행전 28:3-6>

E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창세기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

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사야 61:1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

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

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계시록 4: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

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

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

았더라.

계시록 7:9-14  9.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모

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

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

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

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

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조: 이사야 52:1; 에스겔 16:8-18; 

시편 132:9, 16>

A 01. 메시아는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음.

창세기 9:26-27 

26.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

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

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3: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

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

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누가복음 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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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3:34-36  34.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5.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36.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

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

는 레멕이요

<참조: 이사야 11:10; 로마서 9:5; 로마

서 15:12; 에베소서 2:19; 에베소서 3:6>

E 10. 메시아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

도 되심

창세기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

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

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행전 3:25-26  25.너희는 선지자들의 자

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

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하

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

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

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참조: 시편 72:17; 로마서 4:11;

갈라디아서 3:8, 16, 28; 골로새서 3:11; 

계시록 7:9>

D 03.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창세기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마태복음 26:26-29  26.그들이 먹을 때

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

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

약의 피니라. 29.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

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1-2  1.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

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

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창세기 22장

41

창세기 17:7-8 

7.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

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

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

리라

창세기 21: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참조: 시편 110:4; 히브리서 5:6, 10; 

히브리서 7:1-3; 히브리서 7:10-22>

A 01.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심

로마서 9:6-9  6.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

리리라 하셨으니 8.곧 육신의 자녀가 하

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약속의 말

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

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참조: 창세기 21:2, 3, 6; 갈라디아서 

4:28-31>

B 02.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창세기 22: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

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

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조: 요한복음 1:36; 베드로전서 1:19, 

20; 계시록 5:6, 12; 계시록 7:9, 13, 14>

A 01.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심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창세기 22: 17-18

17.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

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

문을 차지하리라 18.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

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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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6:3-5

3.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

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

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요한복음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

였느니라 

사도행전 3:22-26  22.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

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

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

리라 하였고 24.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

였느니라 25.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

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

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하나님

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4:17-18  17.기록된 바 내가 너

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

는 이시니라 18.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

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

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3:16-18  16.이 약속들은 아

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

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

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내가 이것

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

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

리라 18.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

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게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

업을 이을 자니라

<참조: 창세기 12:2, 3; 창세기 13:16; 

창세기 15:1, 5, 6; 창세기 17:1, 6, 7; 

창세기 18:18; 창세기 22:3, 10; 창세기 

26:4, 5; 창세기 27:28, 29; 창세기 

28:3, 14; 창세기 49:25, 26; 신명기 

1:10; 신명기 28:2; 예레미야 7:23; 예레

미야 33:22; 시편 2:8; 시편72:8, 9, 17; 

다니엘 2:44-45; 누가복음 1:68-75; 에

베소서 1:3; 계시록 11:15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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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

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

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

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49:8-12

8.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사도행전 3: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

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

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

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8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

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

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

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

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

으니 곧 그리스도라

<참조:창세기 12:2, 3; 창세기 22:18; 

시편72:17>

A 01.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심

B 23.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사도행전 3:25-26  25.너희는 선지자들

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

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

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

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

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

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

으니 곧 그리스도라

<참조: 창세기 12:3; 창세기 18:17, 18; 

창세기 22:18; 창세기 26:4; 시편 72:7>

A 02.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이심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enk
Notitie
Verwijderen 

Henk
Notitie
verwijderen 

Henk
Notitie
verwijderen 

Henk
Notitie
verwijderen 

Henk
Notitie
toevoegen : 누가복음 6: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누가복음 11:9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누가복음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창세기 12:1-3; 13:15-17; 15:18; 17:8; 22:16-18; 시편 32:8; 39:13;  이사야 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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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

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규가 유다

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

성이 복종하리로다 11.그의 나귀를 포

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

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리로다 12.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

로다

마태복음 1:1-17  1.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아브라함

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

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살몬은 라합

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이새

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솔로몬은 르

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아사는 여호사밧

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9.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

를 낳고 10.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

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

고 11.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

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

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

을 낳고 13.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

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

르를 낳고 14.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

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야곱

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

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

니라 17.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

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

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누가복음 1:30-33  30.천사가 이르되 마

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히브리서 7:14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

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

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

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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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 5:5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

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

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참조: 창세기 29:35; 민수기 24:17; 신

명기 33:7; 사무엘하 22:41; 이사야 9:6; 

이사야 11:1-5; 이사야 42:1-4; 이사야 

49:6, 7, 22, 23; 예레미야 23:5, 6; 예

레미야 30:21; 호세아 5:14; 호세아 

11:12; 학개 2:7; 시편 60:7; 시편 

72:8-11; 역대상 5:2; 마태복음 17:5; 마

태복음 21:9; 누가복음 2:30-32; 로마서 

15:12; 고린도전서 15:24-25; 계시록 

11:15; 계시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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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B 13. 메시아의 권위

출애굽기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

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

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마태복음 22:31-33  31.죽은 자의 부활

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

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

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누가복음 20:37-38  37.죽은 자가 살아

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

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

였나니 38.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

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참조: 창세기 17:7, 8; 창세기 28:13; 

창세기 32:9; 출애굽기 3:14, 15; 출애굽기 

4:5; 열왕기상18:36; 마가복음 12:26; 사도

행전7:32; 히브리서12:21; 계시록 1:17>

B 19. 메시아의 신비

마태복음 22: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

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

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9: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

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

어도 살겠고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계시록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

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

47

출애굽기 12:5-24

5.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

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이 달 열나흗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

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너희는 그것

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

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라 13.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

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

하지 아니하리라 14.너희는 이 날을 기

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

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5.너희는 이

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

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6.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

니라 17.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

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

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

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

지니라 18.첫째 달 그 달 열나흗날 저녁

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

을 먹을 것이요 19.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

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20.너희는 아

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21.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

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

이니라 24.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참조: 이사야 44:6; 시편 90:2; 잠언 

30:4; 마태복음 13:11; 요한복음 10:9, 

14; 요한복음 14:6; 요한복음 15:1; 계시록 

1:4, 17; 계시록 4:8>

B 02.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Y 08. 유월절 절기는 메시아의 일에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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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로다

고린도전서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

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

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11-14  11.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

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

아 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

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염

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

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

여 거룩하게 하거든 14.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

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

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

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1: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베드로전서 1:18-19  18.너희가 알거니

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

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오직 흠 없

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

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조: 출애굽기 12:7; 레위기 23:4, 5; 

민수기 19:18; 시편 51:7; 마태복음 

26:17-19, 30; 마가복음 14:12-16; 요

한복음 1:36; 히브리서 9:7, 19; 히브리

서 10:14; 히브리서 12:24; 계시록 

5:6-13; 계시록 21:22-23>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출애굽기 12:46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

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요한복음 19: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조:민수기 9:12; 시편 34:20; 요한복음

19:33>

B 22.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메시아



출애굽기 15 & 17장 출애굽기 출애굽기 23장

49

출애굽기 15:1-2

1.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

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

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

지셨음이로다 2.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

이리로다

계시록 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

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참조: 이사야 66:1; 시편 22:3; 시편 

132:5; 사도행전 4:12; 에베소서 2:21, 

22; 계시록 5:9-14; 계시록 19:1>

A 08. 메시아의 이름과 칭호

B 16. 메시아의 힘과 능력

출애굽기 17: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

대로 행하니라

고린도전서 10:1-4  1.형제들아 나는 너

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

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참조: 요한복음 4:10, 14; 요한복음 

7:37; 계시록 22:17>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출애굽기 23:20-21

20.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너희는 삼가 그의 목

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

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말라기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

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

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가 임하실 것이라

마태복음 14: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

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

니라 하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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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5:8-9, 22

8.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무릇 내가 네게 보

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2.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

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요한복음 10:36-38  36.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37.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

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

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

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조: 창세기 48:16; 출애굽기 3:2-6; 

출애굽기 14:19; 출애굽기 32:34; 출애

굽기 33:2, 14, 15; 민수기20:16; 여호수

아 5:13, 14; 이사야 9:6; 이사야 42:8; 

이사야 63:9; 시편 2:12; 요한복음 10:30, 

38; 요한복음 12:28; 요한복음 14:9, 10; 

골로새서 2:9; 히브리서 3:10, 11, 16; 히브

리서 10:26-29; 히브리서 12:25; 계시록 1:8>

E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심

누가복음 7: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

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

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7:44-49  44.광야에서 우리 조

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우리 조

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

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

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주

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

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

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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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8: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9:2-5  2.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금 향

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

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

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9:11-12  11.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

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

아 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

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참조: 창세기18:33; 출애굽기 15:2; 출

애굽기 20:24; 출애굽기29:42, 43; 출애

굽기 30:6; 출애굽기 31:18; 출애굽기 

36:2; 레위기 4:6; 레위기16:2; 민수기 

7:89; 신명기 5:26-31; 이사야 12:6; 이

사야 37:16; 스가랴 2:10; 스가랴 8:3; 

시편 80:1, 2; 고린도후서 6:16; 히브리서 

8:5; 히브리서 9:9>

D 03.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출애굽기 28:12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이에 붙

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히브리서 7:24-28  24.예수는 영원히 계

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

느니라 25.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

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

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27.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

이라 28.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

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

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을 세우셨느니라

<참조: 스가랴 6:13; 누가복음 1:54, 72>

D 03.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출애굽기 29장

52

출애굽기 29:45-46

45.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

의 하나님이 되리니 46.그들은 내가 그들

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

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히브리서 8: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

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

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

보자시라

히브리서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D 03.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출애굽기 28:36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에베소서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

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

심이라

<참조:출애굽기 39:30; 레위기 8:9; 레위기 

10:3; 스가랴 14:20> 

D 03.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출애굽기 28:37-38

37.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38.이 패를 아

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

시게 되리라

히브리서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참조: 레위기 1:4; 레위기 22:27; 레위

기 23:11; 이사야 53:6, 11, 12; 스가랴 

3:1-5; 스가랴 14:20; 요한복음 1:29; 고

린도후서 5:21; 히브리서 9:28; 베드로전

서 2:5, 24; 베드로전서3:18>

E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심

출애굽기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

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스가랴 2:10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

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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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33: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4:17-23  17.그는 진리의 영

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

이라 18.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

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

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20.그 날에

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

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가룟인 아

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

려 하시나이까 2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

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

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

께 하리라

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참조: 레위기 26:12; 민수기 9:15; 신명기 

18:15; 열왕기상 8:10, 11; 역대하 7:1-3>

B 23.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

로마서 9:15-18  15.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

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

니 16.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

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

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

미암음이니라 17.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

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

셨으니 18.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

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

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

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을 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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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3:1-5, 16

1.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Y 01. 번제는 메시아의 일을 대표함-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 1:5, 13 

5.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

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3.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

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

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1-2 

1.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

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

아 2.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

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호세아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시편 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

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

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

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

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4-5  4.아버지께서 내게 하

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아버지

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

롭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

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

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

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

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참조: 창세기 8:21; 출애굽기 29:18, 

25, 41; 레위기 2:2, 9, 12; 레위기 3:5, 

16; 레위기 4:31; 레위기 6:15, 21; 레위기 

8:21, 28; 레위기 17:6; 레위기 23:13, 

18; 민수기 15:3, 7, 10, 13, 14, 24; 민

수기 18:17; 민수기 28:2, 6, 8, 13, 36; 

이사야 1:13; 마태복음 12:7; 마가복음 

12:33; 요한복음 4:34; 요한복음 6:38; 

계시록 5:8; 계시록 8:3, 4>

Y 04. 화목제와 감사 희생제물은 메

시아의 일을 대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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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

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

니 2.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

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

어낼 것이요 5.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

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6.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

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

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

이니라

레위기 7:11-12  11.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만일 그것

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

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

께 드리고

신명기 27:7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

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

워하라

누가복음 22: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

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요한복음 4:32-34  32.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

라 33.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예수께서 이

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니라

요한복음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

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

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

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고린도전서 10: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

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1:23-29  23.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축사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

하라 하시고 25.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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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장의 죄:

레위기 4:3-7

3.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

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그 수

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

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

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5.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

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그 제사장

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7.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

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위기 4:8-11

레위기 4:12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

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

에서 불사를지니라

평민의 죄-부지 중:

레위기 4:27-29

27.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

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

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

을 예물로 삼아 29.그 속죄제물의 머리

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

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니라 27.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

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라 28.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베드로전서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

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참조: 출애굽기 24:11; 레위기 7:18-21; 

사무엘상 9:12; 사무엘상 16:3; 열왕기상 

8:62; 에스겔 43:27; 시편 27:6; 시편 

50:14; 시편 96:8; 시편 107:22; 시편 

116:17; 누가복음 11:41; 로마서 14:14, 

17; 에베소서 5:20; 갈라디아서 5:22; 빌

립보서 4:18; 디도서 1:15; 히브리서 

13:16; 요한1서 1:6-9>

B 02.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Y 05. 속죄제는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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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3:6-7  6.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7.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

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10-11  10.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

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

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로다

요한복음 1: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행전 8: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

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

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보다 높이 되신 이라

히브리서 9:12-14  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

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13.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

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

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21-25  21.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에 뿌렸느니라 22.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그러므로 하

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

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로 할지니라 24.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

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

고 25.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히브리서 10:4-14  4.이는 황소와 염소

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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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

비하셨도다 6.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

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위에 말씀

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

라 드리는 것이라）9.그 후에 말씀하시기

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

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

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

었노라 11.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

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그가 거룩

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11-13  11.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

이라 12.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

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을 받으셨느니라 13.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

아가자

베드로전서 1:18-20  18.너희가 알거니

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

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오직 흠 없

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

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계시록 5:6-9  6.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

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

곱 영이더라 7.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

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

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

라 9.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

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

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참조: 마태복음 18:21, 22; 로마서 3:24 

-26; 로마서 8:1-4; 갈라디아서 4:4; 히

브리서 1:3; 히브리서 10:29; 베드로전서 

2:22-24; 베드로전서 3:18; 요한1서 

1:7-9; 계시록 7:9-10>

Y 02. 번제는 메시아의 일을 가리킴

      - 자원제



레위기 7장 레위기 레위기 7장

59

레위기 7:16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

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위기 22:21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

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

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출애굽기 35:21-22  21.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곧 마음에 원

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

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사야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40: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

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66:13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누가복음 3: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

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17-18  17.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

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

랑하시느니라 18.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

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

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

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고린도후서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

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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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장을 위한 속죄:

레위기 16:1-2

1.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

씀하시니라 2.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

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위기 16:3, 4, 6

염소를 죽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음:

레위기 16:5-9

5.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

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두 마리와 번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한 마리를 가

져갈지니라 6.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7.또 그 두 염소를 가

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8.두 염

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

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레위기 16:11-14

레위기 16:15-16

15.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

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

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

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레위기 16:17-19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 제물로 아사

셀 염소를 광야로 보냄:

레위기 16: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

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

니라

레위기 16:20-23

20.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 있는 염소를 

드리되 21.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출애굽기 25:39; 출애굽기 35:29; 출애

굽기 36:3; 민수기 15:3; 신명기 12:6; 

신명기 23:23; 에스겔 46:12; 시편 69:9; 

시편 116:14, 18; 역대상 29:3, 9; 역대

하 35:8; 마태복음 3:17; 마태복음 17:5; 

마가복음 1:11; 마가복음 9:7; 누가복음 

9:35; 사도행전 2:44; 로마서 12:1; 고린

도후서 9:7; 에베소서 5:2; 베드로후서 

1:17>

B 02.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Y 06. 속죄의 날은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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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

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

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3.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레위기 16:24-28 

레위기 16:29-31

29.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

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

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0.이 날에 너희

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

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이는 너희에게 안

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

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위기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사야 53:4-6  4.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그

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

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

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

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누가복음 23: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

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

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

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4:24-25  24.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히브리서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8:1-2  1.지금 우리가 하는 말

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

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성소

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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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9:7-28  7.오직 둘째 장막은 대

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

이라 9.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이

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

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

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11.그리스도

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

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하물며 영원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

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

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

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

심이라 16.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

나니 17.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모세가 율

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

에게 뿌리며 20.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

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

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

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그리스도께

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

에 나타나시고 25.대제사장이 해마다 다

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

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

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

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

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이와 같이 그리

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

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

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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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2:17-21

17.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18.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

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

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

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기쁘게 받

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흠 있는 것

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

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

니라 21.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

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

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요한1서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의 죄를 위하심이라

<참조: 창세기 32:30; 출애굽기 28:2, 

30; 출애굽기 30:10; 출애굽기 33:20; 

레위기 16:4; 레위기 23:26-32; 레위기 

25:9; 민수기 27:21; 민수기 29:7; 신명

기 5:24; 사사기 6:22; 사사기 13:22; 이

사야 38:17; 이사야 43:25; 이사야 

44:22; 이사야 53:12; 에스겔 10:18-19; 

호세아 6:2, 3; 요나 1-3; 미가 7:19; 시

편 51:17, 19; 시편 103:12; 다니엘 

10:5; 마태복음 28:30; 마가복음 15:38; 

누가복음 23:41, 45; 요한복음 1:14; 요

한복음 2:11, 19; 요한복음 19:23; 사도

행전 13:39; 로마서 5:9; 고린도후서 

5:19, 21; 에베소서 2:6; 디모데전서 

2:5; 히브리서 7:26-28; 히브리서 8:5; 

히브리서 10:19-22; 히브리서 12:24; 베

드로후서 3:9; 계시록 19:7, 8>

B 02.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Y 03. 번제는 메시아의 일을 대표함

      -흠 없는 제물

      -상번제

민수기 28:3-4  3.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

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어린 양 한 마리는 아

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

에 드릴 것이요

레위기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

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

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사야 53: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

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

문이라 하였으리요

시편 40:6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

니하신다 하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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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

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7: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

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

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

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누가복음 23: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누가복음 23: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린도전서 1: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

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

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에베소서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

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

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

셨느니라

히브리서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

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보다 높이 되신 이라

히브리서 10:4-10  4.이는 황소와 염소

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

비하셨도다 6.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

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위에 말씀

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

라 드리는 것이라）9.그 후에 말씀하시기

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

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

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

었노라

베드로전서 1:18-21  18.너희가 알거니

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

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오직 흠 없

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

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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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3:6-8

6.이 달 열닷샛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

이요 7.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

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

도 하지 말지니라

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

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참조: 출애굽기 12:5; 레위기 1:1-4, 

10; 레위기 3:1, 6; 레위기 4:32; 레위기 

7:11; 레위기 21:16-24; 레위기 22:27; 

민수기 16:40; 신명기 14:6; 신명기 

15:21; 신명기 17:1; 이사야 1:11-15; 

말라기 1:8, 13, 14; 시편 50:8-12; 시편 

51:16; 에스라 6:8-10; 마태복음 3:15; 

마태복음 27:19, 24, 54; 마가복음 

10:45; 마가복음 14:24; 누가복음 4:3; 

누가복음 9:56; 누가복음 23:41; 요한복

음 4:34; 요한복음 5:30; 요한복음 6:38;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4:4; 에베

소서 5:26; 데살로니가전서 2:10; 디도서 

1:7, 10; 디도서 2:14; 히브리서 9:22; 

히브리서 10:19-21; 히브리서 13:12; 요

한1서 1:7; 요한1서 2:1>

Y 09. 무교절은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신명기 16:3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

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

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6:17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

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

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

를 원하시나이까

마가복음 14:1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

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고린도전서 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

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

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

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

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

셨느니라

<참조: 출애굽기 12:15-20, 39; 출애굽

기 13:6, 7; 출애굽기 23:15; 출애굽기 

34:18; 민수기 28:17-25; 신명기 16:8, 

16; 사사기 6:12-24; 에스라 6:22; 역대

하 30:13, 21; 역대하 35:17; 마가복음 

14:12; 누가복음 2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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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10. 처음 익은 곡식 이삭 한 단의 

요제는 메시아의 부활과 관련됨

레위기 23:9-14

9.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10.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

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로 가져갈 것이요 11.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

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

께 번제로 드리고 13.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여호

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쓸 것이며 14.너희는 너희 하나님

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

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

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마태복음 28:5-7  5.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그가 여기 계시지 않

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

느니라 하거늘

로마서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

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20-23  20.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

다 21.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22.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을 얻으리라 23.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

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게 속한 자요

골로새서 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

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이 되려 하심이요

히브리서 10:10-12  10.이 뜻을 따라 예

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

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베드로전서 1:18-19  18.너희가 알거니

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오직 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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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3:15-21

15.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

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

일의 수효를 채우고 16.일곱 안식일 이

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7.너희의 처

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 두 개

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

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8.너희

는 또 이 떡과 함께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

와 숫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

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

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또 숫염소 하

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 년 된 어린 숫

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20.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

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

이며 21.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

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

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계시록 1:17-18  17.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

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참조: 창세기 4:4, 5; 레위기 1:10; 여호

수아 5:11, 12>

Y 11. 유월절 후 50일, 초실절은 성령
강림과 관련됨

요한복음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2:1-4  1.오순절 날이 이미 이

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

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

득하며 3.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32-33  32.이 예수를 하나님

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

로다 33.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

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

셨느니라

로마서 8: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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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3:33-34

33.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34.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

르라 일곱째 달 열닷샛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 23:35-38 

레위기 23:39-43

39.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

든 일곱째 달 열닷샛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

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

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1.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

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

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 43.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

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

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린도전서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

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15-16  15.또한 성령이 우

리에게 증언하시되 16.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야고보서 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

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

셨느니라

계시록 14:4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

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니

<참조: 출애굽기 19; 출애굽기 20; 출애

굽기 34:22; 레위기 23:10; 민수기 

28:26-31; 신명기 16:9-11; 예레미야 

31:31-34; 에스겔 36:24-30; 말라기 

1:13, 14; 로마서 8:3; 고린도후서 5:21>

Y 12. 장막절은 메시아의 일과 관련됨

이사야 12: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이사야 55: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

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스가랴 14:16-17  16.예루살렘을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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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

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

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요한복음 4:13-14  13.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37-39  37.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

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히브리서 11:9-16  9.믿음으로 그가 이

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

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

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

으니 10.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1.믿

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

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

였느니라 13.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

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

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그들

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

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

었으려니와 16.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

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

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계시록 22:1-2  1.또 그가 수정 같이 맑

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길 가

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조: 출애굽기 13:14; 민수기 29:12-38; 

신명기 16:13-15; 신명기 31:10-13; 열

왕기상 8:65-66; 이사야 35:10; 이사야 

41:17, 18; 이사야 44:3; 이사야 49:10; 

예레미야 2:3; 에스겔 45:25; 요엘 3:18; 

스가랴 3:10; 스가랴 14:18, 19; 시편 

36:9; 시편 42:2; 에스라 3:4; 느헤미야 

8:14-18; 역대하 7:8-10; 요한복음 

4:10-12; 요한복음 16:22; 고린도전더 

10:4; 고린도후서 5:1; 히브리서 13:13, 

14; 계시록 7:17; 계시록 21:6; 계시록 

22: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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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전제는 다음

과 같이 거행되었음. 히브리어로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 날인, 제7일이 시작되

면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걸어가서 황

금 물주전자에 실로암 못의 물을 담아 성

전에 가지고 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위에 부어서 전제로 드렸음. 물로 전제를 

드리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음: 이사야 12: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고대 유대인의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있음. <물

을 퍼 올릴 때 기쁜 감정을 경험하지 못

한 사람은 누구나, 그의 삶에서도 기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미쉬나 숙

카 5:1) 이렇게 장막절 절기 중에 큰 기쁨

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적으로 명령하신 것임.

E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심

레위기 26:11-12

11.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

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스겔 37:27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

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5: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

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

록하였음이라

사도행전 3: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15:16-17  16.이 후에 내가 돌

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

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

키리니 17.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

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9:11-12  11.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

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

아 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

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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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참조: 출애굽기 29:45-16; 신명기 18:15; 

여호수아 22:19; 아모스 9:11, 12; 시편 

78:59, 60; 역대하 29:6; 히브리서 

8:5-6; 히브리서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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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1: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Y 07. 붉은 암송아지 제물은 메시아

의 일과 관련됨

민수기 19:2-3, 9

2.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

게 하고 3.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

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

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9.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

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

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요한복음 15: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에베소서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

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

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11-14  11.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

로 짓지 아니 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

아 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

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염

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

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

여 거룩하게 하거든 14.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

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

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11-13  11.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

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

셨느니라 13.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참조: 히브리서 10:19-22, 29>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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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4:7-8, 15-19

7.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 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

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

다 8.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

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15.예언하여 이르기를 브올의 아들 발

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6.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

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

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

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

하리로다 18.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

감히행동하리로다 19.주권자가 야곱에

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

절하리로다 하고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로다

요한복음 3:14-15  14.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

시니라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

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조: 열왕기하 18:4>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창세기 49: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

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시편 110: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

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니엘 2: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

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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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8:3-10

3.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

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

리되 4.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

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5.또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

에 빻아 낸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6.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

로운 화제며 7.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

릴 것이며 8.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

이니라 9.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

는 숫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

이니 10.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마태복음 2:1-2  1.헤롯 왕 때에 예수께

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

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

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

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고린도전서 15:24-25  24.그 후에는 마

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

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빌립보서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히브리서 1:8-9  8.아들에 관하여는 하나

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

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주께서 의

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

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계시록 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라 하였더라

계시록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

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참조: #1; 민수기 24:4; 시편 18:43; 요

한복음 1:49; 유다서 1:11; 베드로후서 

1:19; 계시록 2:14; 계시록 20>

B 02.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Y 03. 번제는 메시아의 일을 대표함
      -흠 없는 제물

      -상번제

이사야 53: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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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

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태복음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

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

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누가복음 23: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

데가 찢어지더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로다

히브리서 7:25-28  25.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

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

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라 27.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루셨음이라 28.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

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9: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

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

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

느니라

히브리서 10:1-10  1.율법은 장차 올 좋

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

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

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

느니라 2.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

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그러나 이 제사들

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

나니 4.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그러므로 주께

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

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

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

다 하셨느니라 8.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

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

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이라）9.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

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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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이 뜻을 따라 예

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베드로전서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조: 출애굽기 29:41, 42; 레위기 6:9, 

12; 레위기 9:3; 레위기 12:6; 레위기 

14:12, 13, 21, 24, 25; 레위기 17:3; 레

위기 23:12; 민수기 6:12, 14; 민수기 

29:6, 41-43; 사사기 13:33; 이사야 

56:7; 에스겔 43:27; 에스겔 46:13-15; 

요엘 2:14; 시편 50:8; 시편 51:19; 느헤

미야 10:33; 역대하 2:4; 에스라 3:4, 5; 

마가복음 15:38; 요한복음 4:34; 로마서 

12:1; 히브리서 10:14; 베드로전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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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2.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

신명기 11:18-20

18.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

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

론하고 20.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여호수아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

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사야 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

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

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

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예레미야 8:9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

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

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시편 1:1-2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

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이다

시편 119:97-99  97.내가 주의 법을 어

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주의 계명

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

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

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마태복음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누가복음 16:29-31  29.아브라함이 이르

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

면 회개하리이다 31.이르되 모세와 선지

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

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7: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

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

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

고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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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18:15-19

15.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의 말을 들을지니라 16.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

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

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여호와께서 내게 이

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내가 그

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

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누

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3:2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베드로후서 1:19-21  19.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

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

하는 것이 옳으니라 20.먼저 알 것은 성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니 21.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

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

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계시록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

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참조: 신명기 6:6-8; 시편 19:9; 에베소

서 6:17; 골로새서 3:16; 데살로니가전서 

5:27; 베드로전서 2:2>

B 13. 메시아의 권위
D 02. 메시아의 선지자로서의 직무

D 07. 메시아는 중재자가 되심

마태복음 17: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

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21:10-11  10.예수께서 예루살

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

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가복음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7:13-16  13.주께서 과부를 보

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

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모

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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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

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9:18-20  18.예수께서 따로 기

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

느냐 19.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20.예

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

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9: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복음 24:17-20  17.예수께서 이르시

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

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그 한 사

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

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

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한복음 1: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4: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한복음 4:25-26  25.여자가 이르되 메

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

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26.예수께서 이르

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7:40-42  40.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

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어떤 사람은 그

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

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도행전 3:22-26  22.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

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

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

리라 하였고 24.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

였느니라 25.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

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

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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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7:3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히브리서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

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3:7-8  7.그러므로 성령이 이르

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

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참조: 히브리서 1:1, 2; 히브리서 3:2-8; 

히브리서 10:26; 히브리서 12:25, 26>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신명기 21: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

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

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

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신명기 33:3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

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28-29  28.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

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

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

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

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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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 1:6  또 너희는 많은 환

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

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계시록 1: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

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

더라

계시록 1: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

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참조: 출애굽기 19:5, 6; 신명기 7:7-10; 

사무엘상 2:9; 예레미야 31:3; 말라기 

1:2; 시편 31:23; 누가복음 10:39; 요한

복음 17:11-15; 로마서 8:35-39; 로마서 

9:11-13; 에베소서 2:4, 5; 요한1성

4:19; 유다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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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심

룻기 4:13-14, 17, 21-22

13.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

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

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

게 되기를 원하노라 

17.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1.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5-6  5.살몬은 라합에게서 보

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

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15-17  15.엘리웃은 엘르아

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

은 야곱을 낳고 16.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그런즉 모

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로마서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

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참조: 레위기 25:25-29; 레위기 27:13-31; 

욥기 19:25; 이사야 41:14; 이사야 44:6, 

24; 이사야 48:17; 이사야 49:7; 이사야 

54:5, 8; 이사야 59:20; 이사야 60:16; 

시편 19:14; 시편 78:35; 마태복음 1:1-17; 

누가복음 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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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사무엘상2: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

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

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

다 하니라

시편 96:13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

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

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25:31-32  31.인자가 자기 영

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로마서 14:10-12  10.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

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

리라 하였느니라 12.이러므로 우리 각 사

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린도후서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0:11-15  11.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

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바다

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

판을 받고 14.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참조: #1; #6; 시편 2:2; 시편 20:6; 시

편 45:7; 시편 89:17, 24; 시편 92:10; 

마태복음 28:18; 누가복음 1:69; 사도행

전 4:27; 사도행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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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심

B 01.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사무엘하 7:12-16

12.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

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나는 그에게 아버

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는 아니하리라 16.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

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편 89:26-29  26.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27.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

자가 되게 하며 28.그를 위하여 나의 인

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

약을 굳게 세우며 29.또 그의 후손을 영

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

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0-33  30.천사가 이르되 마

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

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1-8  1.옛적에 선지자들을 통

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

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

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니 5.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

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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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

셨느냐 6.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

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

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

시며 7.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

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

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요한1서 4:9-10  9.하나님의 사랑이 우

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

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

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

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참조: #1; 열왕기상 5:5; 열왕기상 

8:19; 이사야 9:7; 예레미야 23:5, 6; 스

가랴 6:13; 시편 72:17-19; 시편 89:36, 

37; 다니엘 2:44; 다니엘 7:14; 역대상 

17:11; 마태복음16:18; 요한복음 12:34; 

사도행전 13:34-37; 베드로전서 2:5; 계

시록 20>

E 12.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

사무엘하 22:20-25

20.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

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21.여호

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

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

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4.내

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그러므로 여호와

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

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사야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

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시편 1: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22: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

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

이다

시편 40: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

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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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하 23:1-4

1.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

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

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

노라 2.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

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

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

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

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마태복음 17: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

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

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

하리라

요한복음 17:4-5  4.아버지께서 내게 하

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아버지

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

화롭게 하옵소서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

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

시니라

<참조: 시편 18:20-25; 시편 37:31; 시

편 119:13, 30, 102; 요한복음 8:29; 요

한복음 13:31, 32; 로마서 3:31; 로마서 

7:12; 로마서 8:34; 갈라디아서 3:13, 

21; 갈라디아서 5:22, 23>

B 13. 메시아의 권위
B 21. 빛이신 메시아

E 09. 메시아의 의로우심

미가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

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

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시편 72:6-8  6.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

니 7.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8.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

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누가복음 1:76-79  76.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

여 77.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

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어둠

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

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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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

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35-36  35.예수께서 이르시

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

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

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

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너희에게 아

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

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

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계시록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

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참조: #1; 신명기 32:4, 30, 31; 이사야 

4:2; 이사야 60:1-3, 19, 20; 호세아 

6:3; 미가 5:7; 시편 2:6-8; 시편 72:6; 

시편 89:36; 요한복음 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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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01. 메시아의 사역의 종류

열왕기하 1:6, 11-12

6.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

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

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

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

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

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11.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의 군

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

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

나이다 하니 12.엘리야가 그들에게 대

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

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를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

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누가복음 9:51-56  51.예수께서 승천하

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

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

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

니 하는지라 54.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

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

짖으시고 56.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

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

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되었으니

요한복음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

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

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참조: 예레미아 23:13; 미가 1:5; 잠언 

9:8; 마태복음 18:11; 마태복음 20:28; 

누가복음 19:10; 요한복음 4:4, 9, 40, 

42; 사도행전 9:31; 디모데전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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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심.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역대상 17:11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

하게 하리니

마태복음 2:1-2  1.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유

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

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

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도행전 13:36-37  36.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

지 아니하였나니 

로마서 1: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참조: #1>

E 17.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

역대상 17:12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2:19-21  19.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

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

더라 21.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7:47-49  47.솔로몬이 그를 위

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

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

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골로새서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

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참조: #1; 스가랴 6:12, 13>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역대상 17: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

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

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

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누가복음 9: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요한복음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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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

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참조: #1; 시편 2:7, 12>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역대상 17:14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

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가복음 1:30-33  30.천사가 이르되 마

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조: #1; 히브리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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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08. 메시아는 보증이 되심

욥기 17:3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잠언 11:15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

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잠언 22:26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히브리서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참조: 이사야 38:14; 예레미야 30:21, 22>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E 11.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

G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욥기 19:25-27

25.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

라 26.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내

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

음이 초조하구나 

이사야 26: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

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다니엘 12: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

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 5: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을 때가 오나니

로마서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

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고린도전서 15:22-23  22.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

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계시록 1: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

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참조: 이사야 54:5; 이사야 59:20, 21; 

에스겔 37:7-10; 시편 19:14; 욥기 

33:23, 24; 에베소서 1:7; 디모데후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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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1. 메시아의 순종

E 12.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
G 05. 메시아는 많은 열매를 보심

시편 1:1-6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그는 시

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

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

다 4.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그러므로 악

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무

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

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사야 53: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

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레미야 17:7-8  7.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

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

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시편 40: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

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로마서 3: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

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히브리서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

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보다 높이 되신 이라

계시록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

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조: 창세기 2:9; 신명기 11:18-20; 여호

수아 1:8; 예레미야 31:33; 말라기 3:17, 18; 

시편 37:30, 31; 시편 104:34; 시편 112:1; 

시편 119:11, 15, 1624, 47, 97-99; 로

마서 7:22; 히브리서 8:10; 요한1서 5:3>

F 12. 메시아는 저항을 경험하심

시편 2: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

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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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2:2-3

2.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4-6

4.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누가복음 18: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사도행전 4:24-28  24.그들이 듣고 한마

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

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

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

를 경영하였는고 26.세상의 군왕들이 나

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

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

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

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계시록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참조: #1; 시편 83:4, 5; 마태복음 

21:38; 요한복음 11:50; 사도행전 5:33; 

사도행전 16:22>

F 12. 메시아는 저항을 경험하심

누가복음 13:31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

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누가복음 19: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

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누가복음 23:11-12  11.헤롯이 그 군인

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계시록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참조: #1; 마태복음 2:16; 마태복음 

25:59; 마태복음 27:1; 요한복음 1:41; 

요한복음 15:23; 사도행전 4:5-8; 사도행

전 10:38; 사도행전 12:1-6; 히브리서 

1:9; 베드로전서 2:7, 8>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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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

르시기를 6.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23:33-36  33.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

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그

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

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

대에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1: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9-11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계시록 1: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참조: #1; 이사야 40:22; 스가랴 1:15; 

시편 11:4; 시편 37:13; 시편 50:16-22; 

시편 59:8; 시편 115:3; 잠언 1:26; 누가

복음 19:27, 43, 44; 사도행전 2:34-36; 

사도행전 5:30, 31; 히브리서 12:22-25; 

계시록 14:1; 계시록 19:15>

B 01.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B 04. 메시아의 신성

시편 2: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

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사도행전 13:32-33  32.우리도 조상들에

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

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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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1-4  1.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

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

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이 복

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라 3.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

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히브리서 5:5-6  5.또한 이와 같이 그리

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

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

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참조: 마태복음 16:16; 마태복음 17:5; 

요한복음 1:14, 18; 로마서 1:1-4; 히브

리서 1:5, 6>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2: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

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

리로다

요한복음 17:1-5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

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

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

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아버지

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

화롭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2:9-11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조: #1; #2; #4; 시편 22:17; 사도행

전 20:21; 사도행전 26:18-20; 로마서 

16:26; 데살로니가전서 1:9; 계시록 

7:9-12; 계시록 15:4>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2: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

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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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 2:26-27  26.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

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

하니라 

계시록 12: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참조: #1; 이사야 30:14; 이사야 60:12; 

시편 21:8, 9; 시편 89:23; 다니엘 2:44>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2:10-12

10.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

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

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그의 아

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

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

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60:1-5  1.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

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네 눈을 들어 사

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

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

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요한복음 5: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

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

니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8-9  8.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

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계시록 19:11-16  11.또 내가 하늘이 열

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를 따르더라 15.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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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참조: #1; #2; 예레미야 17:7; 시편 

40:4; 시편 84:12; 시편 146:3-5; 잠언 

16:20; 로마서 10:11; 히브리서 1:5; 히

브리서 12:22-25, 28, 29; 베드로전서 

2:6; 베드로후서 1:21>

E 25. 메시아는 믿어지시고 찬양 받으심

시편 8:1-2

1.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주의 대적으로 말

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

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

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마태복음 11: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

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21:15-16  15.대제사장들과 서

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

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

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참조: 누가복음 10:21; 고린도전서 1:27>

B 07. 메시아의 전능하심

시편 8: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

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에베소서 1: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참조: 마태복음 28:18; 히브리서 1:2; 

히브리서 2:8>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F 01.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됨

G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시편 16:8-11

8.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

리지 아니하리로다 9.이러므로 나의 마

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

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

이니이다 11.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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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5: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

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

셨느니라 

시편 49:15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

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

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시편 71:20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

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사도행전 2:25-31  25.다윗이 그를 가리

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그러므

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

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이

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

실 것임이로다 28.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

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

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형제들

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그는 선지

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

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

심을 알고 31.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

시리라 하더니 

사도행전 13:33-37  33.곧 하나님이 예

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또 하나님께서 죽

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

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

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

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또 다른 시편

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

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6.다윗

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

하였으되 37.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

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계시록 1: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

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참조: 이사야 26:19; 호세아 6:2; 호세

아 13:14; 시편 30:3; 시편 86:13; 마태

복음 27:52, 53; 요한복음 8:51-55; 사

도행전 3:14, 15; 고린도전서 15:20, 26, 

42, 54, 55>

B 18. 메시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과 영광

시편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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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복음 9: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

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

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32-33  32.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

더니 33.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

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7:22-24  22.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

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

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아버지

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

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

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

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도행전 7: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로마서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3:12  우리가 지금은 거울

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

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

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

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후서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

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

암음이니라 

요한1서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

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

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참조: 이사야 6:1-5; 이사야 24:14; 이

사야 35:2; 이사야 40:5; 이사야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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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8:4-6

4.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스올의 줄이 나

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

다 6.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

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21-24

21.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

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

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

다 23.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

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사야 61:6; 에스겔 3:23; 에스겔 10:4; 

하박국 2:14; 시편 104:31; 시편 138:5; 

마태복음 8:38; 마태복음 19:28; 마가복

음 8:38; 마가복음 13:26; 누가복음 

19:38; 요한복음 12:41>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시편 88:6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시편 116:3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

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마가복음 14:33-36  33.베드로와 야고보

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

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조금 나아가

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

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이

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

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

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

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

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

었느니라

B 11. 메시아의 순종

누가복음 23: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누가복음 23: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

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

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누가복음 23:22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

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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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

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히브리서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

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보다 높이 되신 이라

<참조: 출애굽기 23:21; 예레미야 31:33; 

에스겔 36:27; 시편 1:2; 시편 37:31; 시

편 40:8; 시편 119:1, 44, 51, 97, 102; 

요한복음 18:38; 요한복음 19:4, 6>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E 13.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확

증하심

시편 20:4-6

4.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

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

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

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

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여호와

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

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

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

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132:17-18  17.내가 거기서 다윗에

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

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

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

도다 

요한복음 11: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

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

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1-5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

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

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

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아버지

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

화롭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

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5: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

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

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

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

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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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사야 57:15; 시편 13:5; 시편 

18:35, 50; 시편 28:8; 마태복음 6:9; 요

한복음 9:31; 사도행전 2:33>

A 04. 메시아는 영원부터 계심

시편 21:4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

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사야 53: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

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태복음 28:5-6  5.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그가 여기 계시지 않

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요한복음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

어도 살겠고

계시록 1: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

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참조: 시편 16:10, 11; 시편 91:16>

B 14.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메시아

B 18. 메시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과 영광

시편 21:5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요한복음 13:31-32  31.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

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

시리라 

요한복음 17:1-5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

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

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

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아버지

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

화롭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2:9-11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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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

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

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느니라 

히브리서 8: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계시록 5: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참조: #2; 마태복음 28:18; 요한복음 

17:22; 에베소서 1:20-22; 베드로전서 

3:22>

E 16.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

시편 21:6-7

6.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

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7.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갈라디아서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

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

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히브리서 2: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

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참조: #1; 창세기 12:2; 시편 16:8, 11; 

시편 18:2; 시편 63:2-5; 시편 91:2, 9>

F 01.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됨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1-2

1.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

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

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태복음 27:45-46  45.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

니 46.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

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

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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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2:41-46  41.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

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

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

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

이 되더라 45.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

고 46.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

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

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

었느니라

<참조: 시편 22:11; 시편 32:3, 4; 시편 

38:8; 마태복음 26:39; 마가복음 15:34; 

누가복음 24:44>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이사야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

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2: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

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마가복음 9: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누가복음 23:38-39  38.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달린 행

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

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요한복음 7:20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

나이까

요한복음 7:47-49  47.바리새인들이 대

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당국자들

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

냐 49.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

주를 받은 자로다

<참조: 이사야 37:22; 이사야 49:7; 시편 

31:11; 시편 44:13; 시편 69:7-12, 19-20; 

시편 88:8; 시편 89:41; 시편 109:25; 

예레미야 애가 3:30; 히브리서 13:12>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

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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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7:29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

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

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마태복음 27:39-40  39.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

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누가복음 16: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

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

거늘

누가복음 23:11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누가복음 23:35-36  35.백성은 서서 구

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

고 36.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

도주를 주며 

<참조: 이사야 37:22, 23; 이사야 57:4; 

시편 109:25; 마가복음 15:20, 29; 누가

복음 23:21-23>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41-43  41.그와 같이 대제

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

하여 이르되 42.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

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그가 하

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

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고린도후서 13: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

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

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

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참조: 시편 42:10; 마가복음 15:30-32; 

누가복음 23:35>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9-10

9.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

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

하게 하셨나이다 10.내가 날 때부터 주

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

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누가복음 2: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

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의 위에 있더라

계시록 12:4-5  4.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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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

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

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참조: 이사야 7:14, 15; 이사야 49:1, 

2; 시편 71:6, 17; 누가복음 1:30-33; 누

가복음 2:52>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11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

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마태복음 26: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

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

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

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72-74  72.베드로가 맹세하

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

를 표명한다 하거늘 74.그가 저주하며 맹

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

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6: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

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

느니라

<참조: 시편 10:1; 시편 38:21; 시편 59:1, 

2; 시편 71:12; 마태복음 26:31-56>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12-13

12.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마태복음 26:3-4  3.그 때에 대제사장들

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

사장의 관정에 모여 4.예수를 흉계로 잡

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마태복음 26:59-65  59.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

거를 찾으매 60.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

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

더라 하니 62.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

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예수

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

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

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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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말하라 64.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이에 대제

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

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

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

성 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마태복음 27: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사도행전 4: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

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를 거슬러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14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태복음 26: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

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

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요한복음 12: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

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

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

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9:32-37  32.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예수께 이르

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

지 아니하고 34.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

라 37.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

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참조: 마가복음 14:33, 34>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

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마태복음 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

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요한복음 19:28-30  28.그 후에 예수께

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시편 22편 시편 시편 22편

108

목마르다 하시니 29.거기 신 포도주가 가

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

수의 입에 대니 30.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

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고린도전서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

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참조: 이사야 53:12; 시편 32:3, 4; 시편 

69:3, 21; 히브리서 2:14; 히브리서 9:14>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

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마가복음 15:16-20  16.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경

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

어다 하고 19.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

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누가복음 11:53-54  53.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

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그 입

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복음 23:10-11  10.대제사장들과 서

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1.헤롯

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

로 보내니 

누가복음 23: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

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요한복음 19:37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

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

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

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가 되라

<참조: 스가랴 12:10; 시편 40:6; 시편 

86:14; 마태복음 27:41-43; 마가복음 

15:29-32; 누가복음 23:35; 계시록 22:15>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

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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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22: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

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22:24-26

시편 22:27-31

27.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마가복음 15:29-32  29.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

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

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

할 수 없도다 32.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

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27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요한복음 19:32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

람의 다리를 꺾고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18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23-24  23.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

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

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

을 하고 

<참조: 마태복음 27:35; 마가복음 15:24; 

누가복음 23:35>

E 25. 메시아는 믿어지시고 찬양 받으심

시편 22: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

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히브리서 2:11-12  11.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

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 이르

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

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

라 하셨으며 

<참조: 시편 40:9, 10; 마태복음 28:10; 

요한복음 20:17; 로마서 8:29>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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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

로다 29.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31.와

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

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마태복음 3: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

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0: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

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1:25-26  25.예수께서 이르시

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는 죽어도 살겠고 26.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

을 네가 믿느냐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

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

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26-29  26.너희가 다 믿음

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

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누구든지 그

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이니라 29.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빌립보서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히브리서 1:8-9  8.아들에 관하여는 하나

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

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주께서 의

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

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

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2:10-13  10.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

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

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

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

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

니하시고 12.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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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23:1-6

1.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이 없으리로다 2.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

다 3.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

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

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

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

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녀라 하셨으니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참조: #1; #2; #4; 이사야 45:23; 이사

야 53:10; 시편 49:6-8; 요한복음 3:36; 

로마서 3:21-25; 로마서 5:19-21; 로마

서 14:10-12; 베드로전서 2:9>

B 06. 메시아는 선한 목자이심

요한복음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27-29  27.내 양은 내 음성

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

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

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

느니라 

히브리서 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

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

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5: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

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7: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

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참조: 이사야 40:11; 이사야 53:11; 에

스겔 34:11, 12, 23, 24; 에스겔 37:24; 

미가 5:4; 스가랴 13:7; 시편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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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02. 메시아의 승천이 예언됨

시편 24: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1:10-12  10.올라가실 때에 제

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

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

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제자

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

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

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참조: 시편 15:1; 시편 68:18; 요한복음 

20:17>

B 04. 메시아의 신성

G 02. 메시아의 승천이 예언됨

시편 24:7-10

7.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

시리로다 8.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

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시로다 9.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영광의 왕이 누구시

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

로다 (셀라)

마가복음 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

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

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51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10-11  10.올라가실 때에 제

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

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

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7: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에베소서 1: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

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히브리서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베드로전서 3: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

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계시록 22:14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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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7) 이사야 26:2; 예레미야 

17:25; 시편 18:19; 시편 118:19, 20; 

다니엘 7:13, 14; 8) 이사야 9:6; 이사야 

63:1-6; 시편 45:3-6; 골로새서 2:15; 

계시록 6:2; 계시록 19:11-21; 10) 이사

야 6:3; 이사야 54:5>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시편 27: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

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요한복음 18:3-6  3.유다가 군대와 대제

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

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

고 그리로 오는지라 4.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F 07. 메시아에 대한 고발과 재판

시편 27:12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마태복음 26:59-60  59.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

거를 찾으매 60.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시편 28:8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80:17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시편 89:20-22  20.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

었도다 21.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

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

로다 22.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

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누가복음 22:41-43  41.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

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

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요한복음 8:28-29  28.이에 예수께서 이

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

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날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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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31:11-15

11.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

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

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

하였나이다 12.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

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3.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

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

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참조: 이사야 61:1; 시편 2:2; 시편 

20:6; 시편 68:28>

G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시편 30:3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

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마태복음 28:6-7  6.그가 여기 계시지 않

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

느니라 하거늘 

사도행전 2: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

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사도행전 13: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

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참조: 시편 16:10; 시편 49:15; 시편 

71:20; 시편 86:13; 요나 2:4-6>

F 10. 메시아의 자발적인 죽으심

시편 31:4-5

4.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

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5.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

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

셨나이다 

누가복음 23: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

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

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참조: 시편 22:13, 17; 시편 25:15; 시

편 35:7; 시편 57:6; 시편 140:5; 마태복

음 27:50; 마가복음 15:37; 요한복음 

17:17; 요한복음 19:30>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시편 31 & 34편 시편 시편 35편

115

나이다 14.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

이시라 하였나이다 15.나의 앞날이 주

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

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마태복음 27:39-44  39.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

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그

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

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

라 43.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참조: 마태복음 26:3-4, 59; 마태복음 

27:1; 요한복음 11:53>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34:20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32-37  32.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예수께 이르

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

지 아니하고 34.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

라 37.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

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참조: 출애굽기 12:46; 민수기 9:12; 스

가랴 12:10; 시편 22:16, 17; 계시록 

1:7>

F 12. 메시아는 저항을 경험하심

시편 35:4-6

4.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

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

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6.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요한복음 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

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8:4-9  4.예수께서 그 당할 일

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



시편 35편 시편 시편 35편

116

구를 찾느냐 5.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

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

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이는 아버지

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참조: 호세아 13:3, 4; 시편 31:17, 18; 

시편 35:26; 시편 40:14, 15; 시편 70:2, 

3; 시편 71:24; 욥기 21:17, 18>

F 07. 메시아에 대한 고발과 재판

시편 35:11-12

11.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

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12.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마태복음 23:29-31  29.화 있을진저 외

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만일 우리가 조

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

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

으리라 하니 31.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마태복음 26:59-64  59.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

거를 찾으매 60.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

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

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

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

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

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예수께서 이르

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

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8: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도행전 7: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

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

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참조: 시편 27:12; 마가복음 14:55-62; 

사도행전 6:13; 사도행전 24:12, 13>

Henk
Notitie
tussenvoegen als het kan.Misschien kun je bij uitzondering onder aan 2 pagina's wat ruimte gebruiken. Want er zit veel ruimte boven en onder aan de pagina. Toevoegen A06. 메시아는 창조자이심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9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셨도다 Het bovenstaande in grijs blok 요한복음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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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시편 35:19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

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

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5: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

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조: 시편 38:19; 시편 69:4; 시편 109:3>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시편 38:12-13, 20

12.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

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3.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20.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

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

하나이다 

시편 109:3-5  3.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

다 4.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

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누가복음 20:19-20  19.서기관들과 대제

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

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

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

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베드로전서 2: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참조: 이사야 53:7; 예레미야 18:20; 시편 

35:12; 시편 39:9; 시편 119:10; 시편 

140:5>

G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시편 40:2-3

2.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

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

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

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도행전 2: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

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27-31  27.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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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

다 28.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

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

리로다 하였으므로 29.형제들아 내가 조

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그는 선지자라 하나

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

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참조: 이사야 12:1-4; 시편 103:1-5; 

사도행전 2:32-41; 사도행전 4:4>

E 12.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

시편 40:6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

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

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

다 하신지라

이사야 50: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

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마태복음 9: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

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0:4-12  4.이는 황소와 염소

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

비하셨도다 6.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

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위에 말씀

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

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이 뜻

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

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

노라 11.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

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오직 그리

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

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참조: 출애굽기 21:6; 이사야 1:11; 예레

미야 7:21-23; 호세아 6:6; 시편 51:16>

B 11. 메시아의 순종

F 10. 메시아의 자발적인 죽으심

시편 40: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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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

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

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

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히브리서 10:7-9  7.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

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8.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

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

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그 후에 말씀하시

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

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

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계시록 19: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

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

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참조: 요한복음 5:39; 고린도전서 15:3, 4; 

베드로전서 1:10, 11>

B 11. 메시아의 순종

시편 40: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

다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

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히브리서 5: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

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참조: 예레미야 31:33; 시편 37:30, 31; 

시편 119:16, 24, 47; 로마서 7:22>

E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시편 40:9-10

9.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

이다 10.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

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

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마가복음 16:15-16  15.또 이르시되 너

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

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를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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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40:14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

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시편 41:5-9

5.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

제나 없어질까 하며 6.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

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7.나

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

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9.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가복음 3: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6-17  16.내가 복음을 부끄러

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인에게로다 17.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빌립보서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

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히브리서 2: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참조: 시편 22:22, 25; 시편 35:18; 시

편 71:15-18; 시편 119:13; 누가복음 

2:30-32; 누가복음 4:16-22; 요한복음 

1:17; 요한복음 3:16, 17; 사도행전 

20:20, 21; 로마서 3:22-26; 로마서 

10:9-10; 디모데전서 1:15>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요한복음 18: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F 07. 메시아에 대한 고발과 재판

F 12. 메시아는 저항을 경험하심

마태복음 26:20-25  20.저물 때에 예수

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그

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

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

를 팔리라 하시니 22.그들이 몹시 근심하

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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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

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

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예수

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

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1:53-54  53.거기서 나오실 때

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

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누가복음 20:20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

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누가복음 22:47-48  47.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

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48.예

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

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3:18-19  18.내가 너희 모두

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

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지

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

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

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참조: 시편 12:2; 시편 22:6-8; 시편 102:8>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시편 42: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

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

쓸었나이다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

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태복음 27: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

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

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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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

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

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

었느니라

<참조: 요나 2:3; 나훔 1:6; 시편 22:1-10; 

시편 88:7, 15-17; 마가복음 15:34>

B 21. 빛이신 메시아

시편 43: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

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사야 9: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49: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

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

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

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한복음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

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2:35-36  35.예수께서 이르시

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

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

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

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너희에게 아

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

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

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한복음 12: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

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

게 알리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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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서 1: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

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

으시다는 것이니라

<참조: 이사야 60:1, 3, 19, 20; 시편 

36:9; 요한복음 15:26; 요한1서 2:7-10>

B 12. 메시아의 완전하심

B 18. 메시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과 영광
B 23.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 

시편 45:1-2

1.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

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

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2.왕은 사

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

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누가복음 2: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4:21-22  21.이에 예수께서 그

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

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그들이 다 그

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6-17  16.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온 것이라 

사도행전 15: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

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

게 넘쳤느니라

고린도전서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

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 은혜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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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1:15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후서 12: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

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

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

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

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

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

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히브리서 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

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

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

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

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

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계시록 22: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

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조: 이사야 63:9; 스가랴 9:16; 아가 

2:3; 아가 5:10-16; 마태복음 17:2; 로마

서 5:17-21; 로마서 6:1, 14, 15; 로마서 

11:5, 6; 로마서 12:3, 6; 로마서 16:20; 

고린도전서 3:4; 고린도후서 4:15; 고린

도후서 8:9; 고린도후서 9:8; 고린도후서 

13:14; 갈라디아서 1:6; 갈라디아서 5:4; 

에베소서 1:7; 에베소서 2:5, 7; 에베소서 

4:7; 빌립보서 1:29; 골로새서 1:15-18; 

디모데전서 1:14; 디모데후서 2:6; 디도

서 3:7; 히브리서 12:15, 28; 히브리서 

13:9; 베드로전서 1:10, 13; 베드로전서 

2:19, 20; 베드로전서 5:10, 12; 베드로

후서 3:18; 계시록 1:13-18>

B 14.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메시아
B 17. 메시아의 온유하심과 연약하심

E 09. 메시아의 의로우심

시편 45:3-4

3.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

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

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스바냐 2:3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

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

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

리라

마태복음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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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

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린도후서 10:1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

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갈라디아서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

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에베소서 4: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하고

골로새서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

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디모데전서 6: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

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계시록 1: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

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

더라

계시록 6: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

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19:11-15  11.또 내가 하늘이 열

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를 따르더라 15.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시록 19: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

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참조: 민수기 12:3; 이사야 49:2-3; 이

사야 63:1-6; 시편 18:35; 고린도전서 

4:21; 고린도후서 6:4-7; 갈라디아서 

6:1; 디모데후서 2:25; 디도서 3:2; 야고

보서 1:21; 베드로전서 3:15>

Henk
Notitie
tekst 6:2 verwijderen



시편 45편 시편 시편 45편

126

B 16. 메시아의 힘과 능력

시편 45:5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

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10:3-5  3.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

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

너뜨리며 5.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히브리서 4:12-13  12.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

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조: #1; 시편 22:27-28; 시편 66:3, 

4; 사도행전 5:14; 사도행전 6:7>

B 05. 메시아는 성령이 충만하심

E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4. 메시아의 보좌

시편 45:6-7

6.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

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7.왕

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

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

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마태복음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

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

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

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행전 10:37-38  37.곧 요한이 그 세

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

거니와 38.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

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

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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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45:9, 13-15

9.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

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13.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

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14.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

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

로 이끌려 갈 것이라 15.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

가리로다

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

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히브리서 1:8-9  8.아들에 관하여는 하나

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

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주께서 의

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

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

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

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보다 높이 되신 이라

<참조: #1; 시편 33:5; 시편 89:29, 36, 

37; 시편 93:2; 시편 145:13>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E 16.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

이사야 61:1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

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

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가 1:4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

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

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

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

함이 마땅하니라

아가 2: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

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6:2-3  2.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

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

를 꺾는구나 3.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

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요한복음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

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

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를 원하옵나이다

고린도후서 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

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

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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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10  그 날에 그가 강림

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

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요한1서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

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

이니

계시록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

리라

계시록 7:15-17  15.그러므로 그들이 하

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

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

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도 아니하리니 17.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

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

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19:7-8  7.우리가 즐거워하고 크

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다 하더라 

<참조: 이사야 35:10; 이사야 51:11; 이

사야 55:12, 13; 이사야 60:19, 20; 에

베소서 2:4-6>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E 25. 메시아는 믿어지시고 찬양 받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45:16-17

16.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

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

을 삼으리로다 17.내가 왕의 이름을 만

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19:28-29  28.예수께서 이르시

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

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

하리라 29.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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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46:4-11

4.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

도다 5.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

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

님이 도우시리로다 6.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7.만군의 여호와께서 우

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8.와서 여호와

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

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

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이르시기를 너

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

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

라 하시도다 11.만군의 여호와께서 우

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태복음 26: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

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5:9-10  9.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

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시고 10.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참조: #1; #2; #4>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5.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과 능력

이사야 2: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

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

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

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 4:3-4  3.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

하지 아니하고 4.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

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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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

하셨음이라 

스가랴 2:10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

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요한복음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

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7:1-5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

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

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

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아버지

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

화롭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5: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

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계시록 15:3-4  3.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

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

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

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주여 누가 주

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

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2; #5; 이사야 5:16; 이사야 

8:9; 예레미야 16:19; 하박국 2:20; 시편 

66:7; 시편 83:2; 요한복음 8:28; 사도행

전 2:33; 빌립보서 2:9>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G 02. 메시아의 승천이 예언됨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47:1-9

1.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2.지존하

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

이 되심이로다 3.여호와께서 만민을 우

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

하게 하시며 4.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

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5.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

에 올라가시도다 6.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8.하나님이 뭇 백성

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

좌에 앉으셨도다 9.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

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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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4:50-53  50.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그

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

살렘에 돌아가 53.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6-11  6.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라 하시니라 9.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

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올라가실 때

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

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서 11.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8-9  8.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

다 하였도다 9.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

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

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

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참조: #1; #2; #4; #5; 신명기 33:29; 

여호수아 21:44; 시편 18:47; 시편 

24:7-10; 시편 68:17-19, 24, 25, 33; 

계시록 20>

E 14. 메시아는 죽음과 어둠을 정복하심
G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시편 49:15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셀라)

요한복음 20: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

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요한복음 20:15-17  15.예수께서 이르시

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

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

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

져가리이다 16.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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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50:2-6

2.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3.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4.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

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이

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6.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

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예

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

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도행전 2: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

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사도행전 13: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

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6: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참조: 요나 2:4-6; 시편 16:10; 시편 

30:3; 시편 71:20; 시편 86:13>

H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12:6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33:22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

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

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시편 97:6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마태복음 24: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

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

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

방에서 모으리라

요한복음 12: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

판하리라

사도행전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시편 50편 시편 시편 50편

133

로마서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

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로마서 2: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

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16-17  16.주께서 호

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

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

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

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히브리서 12:22-26  22.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

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새 언약의 중

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

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

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26.그 때에

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

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6:5-7  5.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

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

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

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

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

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계시록 19: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

에 갚으셨도다 하고

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

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조: #1; #6; 창세기 18:25; 시편 

7:11; 시편 94:2; 야고보서 5:9; 고린도

전서 6:2, 3; 베드로전서 4:5; 계시록 

11:15; 계시록 16:7; 계시록 19:2; 계시

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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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53: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

E 23.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개종하심

E 27.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Y 04. 화목제와 감사 희생제물은 메

시아의 일을 대표함

시편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

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

시리이다

이사야 57:15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

키려 함이라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가복음 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

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

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

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누가복음 15: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8:11-14  11.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

리나이다 하고 13.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

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

니라 14.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

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

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

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

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참조: 이사야 61:1-3; 이사야 66:2; 시편 

22:24; 시편 34:18; 시편 102:17; 시편 

147:3; 누가복음 15:2-7, 21-32; 빌립보서 

4:18; 히브리서 3:16>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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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

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

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사야 59:2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

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

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

하시며

누가복음 4:18-19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21: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

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로마서 11:26-27  26.그리하여 온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조: #1; #2; #3; 하박국 3:13; 시편 

14:7; 시편 42:11; 시편 43:5; 시편 

44:4; 시편 74:12; 시편 78:35; 시편 

111:9; 누가복음 1:71; 누가복음 2:38; 

에베소서 1:7; 골로새서 1:14>

F 05. 메시아는 배반 당하심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시편 55:4-5, 12-14

4.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두려

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12.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

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

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그는 곧 너로

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

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마태복음 26:31-38  31.그 때에 예수께

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

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

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

느니라 32.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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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예수께

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

인하리라 35.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

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6.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

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

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

하고 슬퍼하사 38.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

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13: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

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3: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

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

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

라 하시니

요한복음 13:37-38  37.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

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

이다 38.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

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조: 시편 6:3; 시편 69:20, 21; 시편 

102:3-5; 마가복음 14:33, 34>

H 05.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과 능력

H 08. 메시아는 영생하심

시편 61:6-7

6.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

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그

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

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사무엘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

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가복음 1:30-33  30.천사가 이르되 마

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히브리서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조: #1; 시편 41:12; 히브리서 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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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시편 62:3-4

3.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

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

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시편 2:1-3  1.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를 대적하며 3.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

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마태복음 26:3-4  3.그 때에 대제사장들

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

사장의 관정에 모여 4.예수를 흉계로 잡

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마태복음 27: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요한복음 11:49-51  49.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

다 50.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

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

족을 위하시고

사도행전 4:25-28  25.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

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

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세상의 군

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

이다 27.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

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

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

러 28.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

나이다 

<참조: 마태복음 2:14-16>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65: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사야 66: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

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시편 22: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

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86:9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

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

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누가복음 11:9-10  9.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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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67:1-6 

1.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

추사 (셀라) 2.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하나

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

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5.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

소서 6.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

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니 10.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

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1서 5:14-15  14.그를 향하여 우리

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

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을 또한 아느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참조: #1; 이사야 49:6; 이사야 65:24; 

예레미야 29:12, 13; 시편 66:4; 시편 

145:18, 19>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2:2-4  2.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리로 모여들 것이라 3.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

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

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

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

라 4.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

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

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

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

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

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

할 것이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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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1; #2; #4; #5; 예레미야 10:10>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68:1-4

1.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

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

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

서 3.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

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하나

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

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

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8-9  8.하나님을 모르

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

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계시록 18: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

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

을 준비하였으므로

<참조: #1; #6; 출애굽기 3:14; 이사야 

12:4-6; 데살로니가전서 5:16; 베드로전

서 1:8; 계시록 6:16, 17>

G 02. 메시아의 승천이 예언됨
G 04. 메시아는 그분의 영을 쏟아 부으심

시편 68: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

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마가복음 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

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

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51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요한복음 7: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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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1:8-9  8.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2:17-18  17.하나님이 말씀하

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

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

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로마서 12:6-7  6.우리에게 주신 은혜대

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혹 섬기는 일이면 섬

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에베소서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4:8-9  8.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

다 하였도다 9.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히브리서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

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

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

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

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

니라

히브리서 8: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참조: 시편 24:3, 7-10; 시편 47:5; 시

편 72:17-19; 시편 104:3; 시편 110:1; 

고린도전서 12:4-10; 베드로전서 3:22>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F 12. 메시아는 저항을 경험하심

시편 69: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

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

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

었나이다

요한복음 15: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

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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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69:7-9

7.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8.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

라 하더라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

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

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베드로전서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

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참조: 이사야 53:4-7; 시편 35:19; 시편 

109:3; 마태복음 26:59>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마태복음 26:48-50  48.예수를 파는 자

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

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

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예수께서 이르

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

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태복음 26: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

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

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10-11  10.그가 세상에 계셨

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2:16-17  16.비둘기 파는 사람

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

지 말라 하시니 17.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

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7: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

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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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5:21-24  21.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

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

니라 24.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

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

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로마서 15: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

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참조: 시편 22:6-8; 시편 31:11; 시편 

119:139; 마태복음 26:70-74; 마가복음 

11:15-17>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69:19-21

19.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

에 있나이다 20.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

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

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1.그들이 쓸

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태복음 27:34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

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 27:39-48  39.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

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그

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

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

라 43.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5.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

니 46.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

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

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

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마가복음 15: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

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19:28-30  28.그 후에 예수께

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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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거기 신 포도주가 가

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

수의 입에 대니 30.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

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

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23-24  23.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

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

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친히 나

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

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참조: 이사야 53:3-5; 시편 22:6-7>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69:26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

사오니

마가복음 15:28-32  28.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29.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

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

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이스

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

하더라 

<참조: 이사야 53:4, 10; 스가랴 13:7>

G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시편 71:20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누가복음 24: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

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사도행전 2: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

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로마서 14: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

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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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72:7-19

7.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

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8.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

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9.광야에 사

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10.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

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11.모든 왕이 그

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2.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

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

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

명을 구원하며 14.그들의 생명을 압박

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

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15.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

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6.산 꼭

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17.그

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

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

를 복되다 하리로다 18.홀로 기이한 일

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

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그 영화로

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참조: 요나 2:4-6; 시편 16:10; 시편 

30:3; 시편 49:15; 시편 86:13; 사도행전 

13:35>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5.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과 능력 마태복음 2: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

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를 내게 주셨으니

마가복음 16:15-16  15.또 이르시되 너

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

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를 받으리라 

빌립보서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계시록 1: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

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

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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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참조: #1; #2; #5; 창세기 22:18; 시편 21:4>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시편 75:7-8

7.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

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8.여호와의 손

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

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누가복음 1: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사도행전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로마서 2: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

이라

디모데후서 4: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계시록 14:9-11  9.또 다른 천사 곧 셋째

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

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그 고

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

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

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

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참조: #1; #6; 사무엘상 2:7, 8; 이사야 

51:17-22; 예레미야 2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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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9. 메시아의 신비

시편 78:2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마태복음 13:10-13  10.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대답하여 이르시되 천

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무

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그러므

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

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34-35  34.예수께서 이 모

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

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

셨으니 35.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

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

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4: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요한복음 16:25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

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

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고린도전서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

은 자로 여길지어다

<참조: 호세아 12:10; 시편 49:4; 마태복

음 21:45; 마가복음 3:23; 마가복음 4:2, 

13, 33; 마가복음 12:1; 누가복음 8:10; 

고린도전서 13:2; 고린도전서 14:2>

B 03.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인자)이심

H 07.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시편 80:14-15, 17

14.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

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

무를 돌보소서 15.주의 오른손으로 심

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7.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

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

으소서

이사야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스가랴 3: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

버지는 농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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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85:10-13

10.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

사도행전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5:15-17  15.선지자들의 말씀

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이 후

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이는 그 남은 사람들

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골로새서 1:15-19  15.그는 보이지 아니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

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

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

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

에 거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1-3  1.옛적에 선지자들을 통

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

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

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조: #2; 이사야 63:15, 17; 예레미야 

2:21; 예레미야 23:5, 6; 에스겔 17:22-24; 

스가랴 6:12; 시편 7:7; 시편 80:8; 시편 

90:13; 다니엘 9:16-19; 마가복음 12:1-9>

E 07. 메시아의 구원의 제안

시편 85:9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13:26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참조: #2; 시편 24:4, 5; 시편 50:23; 

마가복음 12:32-34; 사도행전 10:2-4; 

사도행전 13:14-16>

E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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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진리는 땅

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

다 12.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

로다 

마태복음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

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

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21: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

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

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

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10-11  10.너희로 지극히 선

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보도다

요한1서 2: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참조: #1; #2; 요한복음 13:14-16, 34; 

로마서 3:25-26; 에베소서 5:1, 2; 빌립

보서 2:5-8; 히브리서 12:1, 2; 베드로전

서 2:18-24>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86:9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사야 66: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

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스가랴 14: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

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

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로마서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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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

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1; #4>

E 14. 메시아는 죽음과 어둠을 정복하심

시편 86:12-13

12.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

광을 돌리오리니 13.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10  또 죽은 자들 가운

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

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

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참조: 요나 2:3-6; 시편 16:10; 시편 

56:13>

B 22.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메시아

B 23.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

시편 86:15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요한복음 1:17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

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5:20-21  20.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

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

정하신 것이니

예베소서 2:4-7  4.긍휼이 풍성하신 하나

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

여 5.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

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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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88:14-18

14.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

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

기시나이까 15.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

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

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16.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7.이런 일이 물 같이 종일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18.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

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89:3-4

3.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참조: 요엘 2:13; 미가 7:18; 시편 

86:5; 시편 103:8; 시편 111:4; 시편 

130:4, 7; 시편 145:8>

F 06. 메시아는 홀로 남게 되심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마태복음 26:37-40  37.베드로와 세베대

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

퍼하사 38.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

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

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

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

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

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

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7:28-31  28.그의 옷을 벗기

고 홍포를 입히며 29.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

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

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희롱을 다 한 후 홍포

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

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참조: 이사야 53:4-6, 8, 10, 11; 이사

야 63:3; 스가랴 13:7; 시편 22:11-21; 

시편 31:11; 시편 38:10, 11; 시편 

69:17-21; 시편 88:8; 시편 143:3, 4; 

다니엘 9:26; 마태복음 27:39-44; 마가

복음 14:33, 34; 누가복음 22:44; 로마서 

8:32; 갈라디아서 3:13; 베드로전서 2:24>

B 01.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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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마태복음 12:18-21  18.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

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

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

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

이니라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사도행전 2:29-30  29.형제들아 내가 조

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그는 선지자라 하나

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참조: 예레미야 30:9; 에스겔 34:23, 

24; 호세아 3:5; 시편 89:28-34; 마태복

음 3:17; 히브리서 7:21>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시편 89:19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

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신명기 18:18-19  18.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

게 다 말하리라 19.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7: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

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

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도행전 3: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빌립보서 2:6-11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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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

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

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

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

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느니라

계시록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참조: 신명기 33:29; 마가복음 1:24; 히

브리서 2:9-17>

B 05. 메시아는 성령이 충만하심

D 01.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

시편 89:20-21

20.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

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 내 손

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

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누가복음 4:18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

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

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

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복음 3: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

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

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

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

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

을 간직하게 하라

사도행전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히브리서 1:8-9  8.아들에 관하여는 하나

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

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주께서 의

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

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

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참조: #2; 이사야 41:10; 이사야 42:1; 

스가랴 10:12; 시편 89:13; 마태복음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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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3.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확

증하심

시편 89:22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마태복음 4:1-10  1.그 때에 예수께서 성

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

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

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

이가 되게 하라 4.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

시니 5.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

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이

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

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

리로다 하였느니라 7.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이르되 만

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

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

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89:23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요한복음 15: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누가복음 19: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

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

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참조: #1; 시편 2:1-6; 시편 21:8-9; 시

편 110:1; 시편 132:8>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89:24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

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

아지리로다

요한복음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

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

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

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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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89:26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

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

시라 하리로다

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

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

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참조: #1; 시편 89:16, 17, 28, 33; 시편 

91:14>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89:25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

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출애굽기 23:21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

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

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참조: #1>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B 01.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마태복음 11: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

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23: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

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

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

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

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

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

께 하리라

요한복음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

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

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

간다 하라 하시니

고린도후서 6: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

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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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

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계시록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

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조: 사무엘하 22:47; 시편 18:46; 시

편 62:2, 6, 7; 시편 95:1; 역대상 

22:10; 마태복음 10:32, 33; 마태복음 

26:39, 42; 요한복음 8:54; 요한복음 

11:41; 갈라디아서 4:6>

A 04. 메시아는 영원부터 계심
B 01.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E 13.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확

증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89:27-29

27.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

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그를 위하

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또 그

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사도행전 13:32-34  32.우리도 조상들에

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

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

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

으며 

히브리서 1:5-8  5.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또 그가 맏아들을 이

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

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

다 말씀하시며 7.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

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

이니이다 

골로새서 1:15-19  15.그는 보이지 아니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

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

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

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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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0: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

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9.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

에 거하게 하시고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참조: #1; #2; #4; 로마서 8:20>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89:35-37

35.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

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36.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

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참조: 이사야 9:7; 계시록 1:5>

A 04. 메시아는 영원부터 계심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

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조: 이사야 44:6; 잠언 8:22-26; 히브

리서 1:10-12; 히브리서 13:8; 계시록 

1:8>

E 03. 메시아의 유혹

시편 91:11-12

11.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

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

심이라 12.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

리로다

누가복음 4:9-12  9.또 이끌고 예루살렘

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

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

게 하시리라 하였고 11.또한 그들이 손으

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

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참조: 마태복음 4:6; 히브리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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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1:14-16

14.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

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

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그가 내

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

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시편 91: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마가복음 16: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8:3-5  3.바울이 나무 한 묶음

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

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

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

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

다 하더니 5.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디모데후서 4: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

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

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참조: 이사야 1:6-8; 이사야 35:9; 이사

야 65:25; 다이엘 6:22; 계시록 5:5>

F 01.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됨

G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G 03. 메시아의 승귀가 예언됨

요한복음 12: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

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

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3: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

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

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

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

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

께 하리라 

요한복음 16: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

음이라

요한복음 16: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

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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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3:1-2

1.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

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

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

원부터 계셨나이다

요한복음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

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

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히브리서 5:7-8  7.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

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을 얻었느니라 8.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

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참조: 14)로마서 8:28; 15)시편 18:3, 4 16)

시편 16:10; 시편 21:4; 시편 61:5, 6>

A 04. 메시아는 영원부터 계심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잠언 8:22-23  22.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

셨으며 23.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히브리서 1:2-3  2.이 모든 날 마지막에

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

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시록 19:6-7  6.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

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

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참조: #1; #2; 미가 5:2; 히브리서 

1:10-12; 히브리서 13:8; 계시록 1:8, 

17-18>

A 08. 메시아의 이름과 칭호

H 05.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과 능력

시편 95:1-3

1.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여호

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무엘하 22:2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

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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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5:7-11

7.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

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

다 9.그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

도다 10.내가 사십 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

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

한다 하였도다 11.그러므로 내가 노하

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

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를 건지시는 자시오 

사무엘하 22:32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

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사무엘하 23: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

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

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고린도전서 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

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

스도시라

<참조: #1; #4; 신명기 32:4, 15, 18; 이

사야 26:4; 이사야 30:29; 이사야 44:8; 

시편 18:1, 2, 31, 46; 시편 19:14; 시편 

31:2, 3; 시편 62:2, 6, 7; 시편 71:3; 시편 

73:26; 시편 78:35; 시편 89:26; 시편 

92:15; 시편 94:22; 시편 144:1>

B 06. 메시아는 선한 목자이심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마태복음 11:28-29  28.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를 쉬게 하리라 29.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0:14-16  14.나는 선한 목자

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 15.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

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

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히브리서 3:7-19  7.그러므로 성령이 이

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

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

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

고 11.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

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

다 하였느니라 12.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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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

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

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

냐 17.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 누구에

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

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이로 보

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

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4:1-11  1.그러므로 우리는 두

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

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

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

느니라 4.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

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또 다시 거

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라 하였으니 6.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

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

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오랜 후에 다윗

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

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그러므로 우리

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

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

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

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유다서 1:5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

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

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

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을 멸하셨으며

<참조: 창세기 2:2, 3; 출애굽기 17:2-7; 

민수기 14:11-30; 신명기 1:34, 35; 신

명기 2:14-16; 시편 78:17, 18, 40, 41, 

56; 사도행전 20:28; 고린도전서 10:9; 

히브리서 11:16; 히브리서 12:25;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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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4:13>

E 15.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심

시편 96:1-3

1.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

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그의 영광

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

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

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

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되었으니

에베소서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계시록 5: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14:6-7  6.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

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

더라 

H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96:7-13

7.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

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

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아름답고 거룩한 것으

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10.모든 나라 가운데

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

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

다 11.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

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

거워할지로다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

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갈라디아서 1: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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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

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16-18  16.주께서 호

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

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

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

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그러므로 이

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10  그 날에 그가 강림

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

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디모데후서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

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

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

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도서 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

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3: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

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계시록 11: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

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

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

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참조: #1; #2; #6>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97:1-6

1.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

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2.구

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3.불이 그의 앞에

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

다 4.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같이 녹았도다 

6.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

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데살로니가후서 1:8  하나님을 모르는 자

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

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히브리서 12: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

는 불이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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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8:1-3

1.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

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

로다 2.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

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그가 이스라엘

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

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

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베드로후서 3:10-12  10.그러나 주의 날

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

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

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계시록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

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

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5: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6:16-17  16.산들과 바위에게 말

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

리를 가리라 17.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9: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

에 갚으셨도다 하고

<참조: #1; #6; #7>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이사야 52: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

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마태복음 28:18-20  18.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

세를 내게 주셨으니 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

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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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70-75  70.이것은 주께서 예

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곧 우

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우

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종

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누가복음 2:30-32  30.내 눈이 주의 구

원을 보았사오니 31.이는 만민 앞에 예비

하신 것이요 32.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로마서 10: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

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5:8-9  8.내가 말하노니 그리스

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이방인

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참조: 레위기 26:14-45; 이사야 45:21-23; 

이사야 49:6; 미가 7:20; 시편 106:45; 

누가복음 3:6>

B 13. 메시아의 권위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98:4-9

4.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

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

지어다 5.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나팔

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

겁게 소리칠지어다 7.바다와 거기 충만

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

할지어다 9.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마태복음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

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계시록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

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

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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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99:1-5

1.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

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

로다 2.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

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그가 이스라엘

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

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

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4.온 땅이

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

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4:14-16  14.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

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

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

니이다 하니 16.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

지니라 

<참조: #5; #6; 사도행전 1:9-11>

B 18. 메시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과 영광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14:32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

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

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

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히브리서 12:22-24  22.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

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새 언약의 중

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

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요한1서 3: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

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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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02:1-11

1.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

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 

같이 탔음이니이다 4.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5.나의 탄식 소리로 말

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나

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

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내가 밤을 새우

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8.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9.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

나이다 10.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

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

다 11.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편 102:13-22

13.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

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4.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5.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

니 16.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라 하였더라

<참조: #1; #2>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마가복음 14:33-34  33.베드로와 야고보

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

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

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

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

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

었느니라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5.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과 능력



시편 102편 시편 시편 102편

167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17.여

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

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

다 18.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

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19.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

펴 보셨으니 20.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

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스가랴 2:10-12  10.여호와의 말씀에 시

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11.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

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

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

내신 줄 알리라 12.여호와께서 장차 유다

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누가복음 2: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사도행전 13:46-48  46.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

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

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

인에게로 향하노라 47.주께서 이같이 우

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

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이방인들이 듣고 기

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11:25-27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

이라 함과 같으니라

계시록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

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리로 들어가리라

<참조: #1; #2; #3; #4; 시편 51:18; 사

도행전 10:45; 사도행전 11:1, 18; 사도

행전 13:42>

A 06. 메시아는 창조자이심

시편 102:25-27

25.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이다 26.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

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

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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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1:3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2  1.옛적에 선지자들을 통

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

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0-12  10.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

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그것들은 멸망

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

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의복처

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

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참조: 베드로후서 3:7-12; 계시록 20:11; 

계시록 21:1>

E 21.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심

시편 103:3, 12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33:24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

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43: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

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 147: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가복음 2: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10-11  10.그러나 인자가 땅

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

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게 말씀하시되 11.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

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야고보서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요한1서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

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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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1.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시편 103: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고린도전서 9: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

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

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

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후서 1: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

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

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디모데 후서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

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

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

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고보서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

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

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

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

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

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5: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E 27.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시편 103: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

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디모데전서 6: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

시는 하나님께 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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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5. 긍휼이 충만하신 메시아

시편 103:13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

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사도행전 13:26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

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참조: 이사야 63:15; 예레미야 31:9, 20; 

말라기 3:16-17>

B 22.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메시아

시편 103:11, 17

11.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

이로다 

17.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사야 54:8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

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

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

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31:3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

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호세아 2:19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

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

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로마서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

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

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

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고린도후서 6: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고린도후서 10:1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

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갈라디아서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

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에베소서 2: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

내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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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

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디도서 3:4-5  4.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

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우

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

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

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참조: 민수기 14:19; 사무엘하 7:15; 이

사야 16:5; 이사야 54:10; 이사야 63:7; 

예레미야 3:12; 예레미야 16:5; 예레미야 

32:18; 예레미야 33:11; 요엘 2:13; 요나 

4:2; 미가 7:18, 20; 스가랴 7:9; 시편 

5:7; 6:4; 13:5; 18:50; 21:7; 25:6, 7, 

10; 26:3; 31:7, 16, 21; 32:10; 33:5, 

18, 22; 36:5, 7, 10; 42:8; 44:26; 

51:1; 52:1, 8; 57:3, 10; 59:10, 16, 

17; 88:11; 89:2, 14, 24, 28, 33, 49; 

90:14; 92:2; 94:18; 98:3; 100:5; 

101:1; 117:1; 118:1-4, 29; 119:41, 

64, 76, 88, 90, 1245, 149, 159; 

130:7; 136:(26x); 138:2, 8; 143:8, 

12; 144:2; 145:8; 147:11; 잠언 3:3; 

잠언 16:6; 예레미야 애가 3:22, 32; 느

혜미야 13:22; 역대상16:34, 41; 역대상 

17:13; 역대하 20:21; 요한복음 3:16; 에

베소서 2:3-5; 시편에 ‘인자와 은혜’라는 

단어 120여회 등장>

E 25. 메시아는 믿어지시고 찬양 받으심

시편 103:2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

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

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시록 5:12-14  12.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

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내가 또 들으

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

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네 생물이 이르되 아

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107:1-3

1.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

하사 3.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

셨도다 

시편 107:4-16

예레미야 23: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

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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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09:1-5

1.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2.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

하며 3.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4.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

누가복음 1: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

하시며

누가복음 1: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

지심을 받고

누가복음 24: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

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

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10  또 죽은 자들 가운

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

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

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

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

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

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조: #1; #2; #3; 이사야 43:1; 시편 

31:5; 고린도후서 1:10; 베드로전서 1:18; 

유다서 1:5>

B 07. 메시아의 전능하심

시편 107:25-29

25.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

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그들

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

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

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마태복음 8:24-26  24.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

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

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참조: 요나 1:4; 마가복음 4:39-41; 

누가복음 8:23-25>

F 07. 메시아에 대한 고발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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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그들이 악으

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마태복음 26:59-62  59.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

거를 찾으매 60.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

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

더라 하니 62.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

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요한복음 10: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요한복음 15: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

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조: 시편 22:12; 시편 31:12; 시편 

35:7, 12; 시편 38:20; 시편 64:3, 4; 시

편 69:5; 시편 88:17, 18; 시편 140:3>

F 05. 메시아는 배반 당하심

시편 109:8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도행전 1: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

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참조: 마태복음 25:41; 누가복음 9:54-56; 

누가복음 13:27; 고린도전서 16:22; 갈

라디아서 1:8; 계시록 6:10-17; 계시록 

19:1-6>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시편 109:25

나는 또 그들의 비방 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마태복음 27:39-40  39.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

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로마서 15: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

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

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조: 시편 22:6, 7; 시편 69:8-11, 

19-21; 히브리서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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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3. 메시아의 권위

E 14. 메시아는 죽음과 어둠을 정복하심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7.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시편 110:1-2

1.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

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

셨도다 2.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

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마태복음 22:41-46  41.바리새인들이 모

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

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

의 자손이니이다 43.이르시되 그러면 다

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

다 하였느냐 45.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도행전 2:33-35  33.하나님이 오른손

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

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다윗은 하늘

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

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

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5:24-28  24.그 후에는 마

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

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26.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라 27.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

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

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만물

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

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

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

심이라 

에베소서 1:20-23  20.그의 능력이 그리

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21.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

으셨느니라 23.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

만함이니라 

히브리서 1:1-3  1.옛적에 선지자들을 통

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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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

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3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

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

셨느냐

히브리서 10:13-14  13.그 후에 자기 원

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

느니라 

<참조: #1; 마가복음 12:35-37; 마가복

음 16:19; 누가복음 20:41-44; 사도행전 

2:34-37; 히브리서 12:2; 베드로전서 

3:22>

B 07. 메시아의 전능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도행전 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

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19: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1: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에베소서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

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빌립보서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

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나니

히브리서 13: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

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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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 #4; 사도행전 1:8; 사도

행전 4:4, 30-35; 고린도후서 8:3; 고린

도후서 13:4; 데살로니가전서 4:7; 디도

서 2:14>

D 03.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시편 110:4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

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5:5-6  5.또한 이와 같이 그리

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

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

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

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

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

니라

히브리서 7:21-22  21.(그들은 맹세 없

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

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

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

셨도다) 22.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

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

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참조: 창세기 14:18; 스가랴 6:13; 히브

리서 5:7-10; 히브리서 7:1-28; 히브리

서 10:1-11>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110:5-6

5.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

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

시며 

마가복음 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

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

에 앉으시니라

요한복음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

기셨으니 

사도행전 2:34-36  34.다윗은 하늘에 올

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

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

으니 36.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

느니라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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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0:12-14  12.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

지 기다리시나니 14.그가 거룩하게 된 자

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

셨느니라 

<참조: #1; #4; #6; 이사야 2:4; 이사야 

42:1; 이사야 51:5; 시편 16:8; 사도행전 

7:56>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G 03. 메시아의 승귀가 예언됨

시편 110:7

길 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27: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

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

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20: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

나이다 

마태복음 26: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

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

다 하시고

누가복음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참조: 이사야 53:11, 12; 시편 3:3; 시편 

102:9; 요한복음 18:11; 빌립보서 2:7-11; 

히브리서 2:9, 10; 베드로전서 1:11>

B 15. 긍휼이 충만하신 메시아
E 09. 메시아의 의로우심

시편 112:4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

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

로운 이로다 

누가복음 6: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

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요한복음 12: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

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고린도전서 8:8-9  8.음식은 우리를 하나

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

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

록 조심하라

요한1서 2:29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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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참조: 골로새서 1:12, 13; 요한1서 3:7, 10>

E 17.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시편 118:22-24

22.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

릿돌이 되었나니 23.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사야 28: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21: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

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

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누가복음 20:17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

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사도행전 2:23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

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3: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

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사도행전 4:10-11  10.너희와 모든 이스

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

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9: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20-22  20.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

느니라 21.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

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

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

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

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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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스가랴 3:9; 스가랴 4:7; 스가랴 

12:3; 다니엘 2:34; 마태복음 28:1-8; 마

가복음 12:10, 11; 사도행전 5:31, 32; 

고린도전서 3:11; 에베소서 1:19-22; 베

드로전서 2:4-8>

F 02.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언됨

시편 118:26-27

26.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

를 축복하였도다 27.여호와는 하나님이

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

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마태복음 21:9-11  9.앞에서 가고 뒤에

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

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3: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

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36-38  36.가실 때에 그들

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이미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

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

을 찬양하여 38.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

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요한복음 12: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

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

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

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에베소서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참조: 마가복음 11:9, 10>

E 12.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

시편 119:97-103

97.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

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

조리나이다 98.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

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내가 주의 증거

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주의 법도들

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

으니이다 101.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

니하였사오며 102.주께서 나를 가르치

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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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1: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

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2:46-47  46.사흘 후에 성전에

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

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듣

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

기더라 

요한복음 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

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

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

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

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

하리라 

로마서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

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1서 2: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1서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조: 신명기 4:6-8; 예레미야 2:8; 예

레미야 8:9; 요엘 2:23; 마태복음 13:11; 

마태복음 15:6-9, 14; 히브리서 5:12>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129:3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사야 50: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

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20:19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7: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시편 130편 시편 시편 130편

181

<참조: 이사야 51:23; 마가복음 10:34; 

마가복음 15:15; 누가복음 18:33>

D 09. 메시아는 구세주가 되심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130:7-8

7.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

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03:3-4  3.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

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네 생명

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

하시며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

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

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

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

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

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

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

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

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

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1서 3:5-8  5.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

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는 죄가 없느니라 6.그 안에 거하는 자마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

였느니라 7.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죄를 짓는 자

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조: #2; #3; 마가복음 15:31; 누가복음 

2:38; 누가복음 21:28; 누가복음 24:21; 

고린도전서 1:30; 에베소서 1:14; 골로새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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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32:11-12

11.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

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

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12.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

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누가복음 1:30-33  30.천사가 이르되 마

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69-70  69.우리를 위하여 구

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

니 70.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

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도행전 2: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참조: #1; #2; 이사야 59:21; 시편 102:28>

E 16.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132:13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

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히브리서 12:22-24  22.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

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새 언약의 중

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

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참조: #1; 이사야 14:32; 시편 68:16; 

시편 78:68, 69; 시편 87:2>

E 16.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

시편 132:14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마태복음 11:28-29  28.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를 쉬게 하리라 29.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

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

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

께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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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4: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

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

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

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

이 이루어졌느니라  

<참조: #1; #2; 이사야 57:15; 이사야 

66:1; 시편 68:16; 시편 761, 2; 시편 

132:8, 9; 시편 135:21>

E 16.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

시편 132:15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

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6:32-33  32.이는 다 이방인들

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

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가복음 8:6-9  6.예수께서 무리를 명하

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

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

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

누어 주더라 7.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

어 보내시고 

누가복음 1: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44-46  44.믿는 사람이 다 함

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

라 나눠 주며 46.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E 16.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

시편 132:16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

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갈라디아서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

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시록 1: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

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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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32:17-18

17.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

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참조: #1; #2; 이사야 61:10; 시편 

132:9; 역대하 6:41; 계시록 3:5; 계시록 

4:4; 계시록 7:9-14; 계시록 20:6>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누가복음 1:67-71  67.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우리

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

에 일으키셨으니 70.이것은 주께서 예로

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누가복음 2:25-32  25.예루살렘에 시므

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

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

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그

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

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

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

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이는 만민 앞

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이방을 비추는 빛

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0:42-43  42.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

되 43.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

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

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참조: #1; #2; #5; 에스겔 29:21; 시편 

21:8, 9; 시편 109:29; 시편 148;14>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138:4-5 

4.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

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

음이오며 5.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

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사야 49:22-23  22.주 여호와가 이같

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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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

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

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

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참조: #1; #5>

B 08. 메시아의 전지하심

시편 139:1-4

1.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

로 나를 아시나이다 2.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여호와여 내 혀

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

으시니이다

마태복음 9: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 12:36-37  36.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

니 37.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9:47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

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가복음 10: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

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요한복음 2:24-25  24.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

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

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13: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

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6: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

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

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

이다

요한복음 21: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

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

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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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39:7-10

7.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내가 하

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

드시리이다 

시편 145:10-13

10.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11.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

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고린도전서 4: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

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

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

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4: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계시록 3: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

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조: 이사야 29:15; 이사야 37:28; 예

레미야 12:3; 예레미야 17:9, 10; 예레이

먀 23:24; 말라기 3:16; 시편 17:3; 시편 

44:21; 시편 94:11; 시편 123:3-8; 시편 

139:23; 잠언 5:21; 전도서 12:14; 다니

엘 2:22; 요한복음 4:16-19, 28>

B 09. 메시아의 편재하심

마태복음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

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

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

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4: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

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골로새서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참조: 예레미야 23:23, 24; 미가 5:2; 

계시록 21:2, 3, 10, 22, 23>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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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

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주

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에베소서 3:7-8  7.이 복음을 위하여 그

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

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1: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의 열매니라

계시록 5:12-13  12.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

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내가 또 들으

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

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7:9-12  9.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모

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

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

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하더라 

계시록 11:15-17  15.일곱째 천사가 나

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

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7.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

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계시록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

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9:5-6  5.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

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또 내가 들

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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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46:8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

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

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E 05. 메시아의 기적

이사야 35: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마태복음 9: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

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마태복음 11: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

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18:4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

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라 하시매

요한복음 9:10-11  10.그들이 묻되 그러

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

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도행전 28: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

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에베소서 1: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

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조: 이사야 42:16, 18>

E 26.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

시편 147:3, 6

3.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6.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

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누가복음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

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

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

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참조: 베드로전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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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47:2, 13-14, 20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

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13.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

셨으며 14.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20.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11: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

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

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

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스가랴 8:3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

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

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

컫게 되리라  

로마서 3:1-2  1.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범사

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11:25-27 25.형제들아 너희가 스

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

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

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

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참조: #1; #2; #3; 시편 102:13-16; 마태

복음 16:18; 마태복음 19:13, 14; 에베소서 

1:10; 에베소서 2:17-19; 로마서 11:25>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시편 149:1-5

1.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

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

다 2.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

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

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3.

춤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여호와

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5.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마태복음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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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49:6-9

6.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

도다 7.이것으로 뭇 나라에 복수하며 민

족들을 벌하며 8.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

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

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베드로전서 1: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

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

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3: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니라

계시록 5:9-10  9.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

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시고 10.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19: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

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

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가 통치하시도다

<참조: #1; #2; 신명기 7:6, 7; 사무엘상 

12:22; 이사야 42:10; 이사야 54:5; 이사야 

62:4, 5; 시편 22:22, 25; 시편 33:2, 3; 

시편 96:1; 시편 98:1; 시편 100:1-3; 시편 

111:1; 시편 116:18; 시편 135:3-4; 시편 

144:9; 시편 150:4; 베드로전서 5:5>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스가랴 14:17-19  17.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

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만일 애

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

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

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

실 것이라 19.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

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2-3  2.성도가 세상을 판단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

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우리

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

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

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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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판단하나니

계시록 1: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

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

더라

계시록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

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조: #1; #6; 시편 96:14; 시편 

145:3-5; 시편 148:14; 다니엘 7:18, 

22; 누가복음 2:14; 계시록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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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8:22-29

22.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

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아직 바

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산이 세워지

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에라 27.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

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

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

하실 때에 

G 04. 메시아는 그분의 영을 쏟아 부으심

잠언 1:23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요엘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

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

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스가랴 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

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

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

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

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사도행전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참조: 이사야 32:15>

A 04. 메시아는 영원부터 계심
D 01.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

요한복음 1:1-4  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만물이 그로 말

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의 빛이라 

요한복음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

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

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를 원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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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1:15-19  15.그는 보이지 아니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

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

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

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

에 거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1-5  1.옛적에 선지자들을 통

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

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

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

셨느니라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

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

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

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그가 천사

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

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하나님

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참조: 창세기 1:26; 미가 5:2; 시편 2:6; 

에베소서 1:10, 11; 요한1서 1:1, 2>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잠언 8:30-31

30.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

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사람

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16-17  16.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

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하늘

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

시니라 

요한복음 1:1-3  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만물이 그로 말

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

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5:19-20  19.그러므로 예수께

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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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

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아

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

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참조: 이사야 42:1; 시편 40:6-8; 마태

복음 17:5; 요한복음 12:28; 요한복음 

13:1; 요한복음 16:28; 고린도후서 8:9>

B 01.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잠언 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

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

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

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

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

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23: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

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

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

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4:9-10  9.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내리셨던 그가 곧 모

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조: 신명기 30:3; 사사기 13:18; 예레

미야 7:14; 시편 2:7; 욥기 38:4; 마태복음 

1:21-23; 요한복음 6:46; 로마서 1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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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8. 메시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과 영광

아가 5:16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

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시편 45:2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

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요한복음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

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

만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

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

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1서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

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참조: 아가 1:2; 아가 2:16; 아가 6:3; 

마태복음 11:19; 마태복음 26:50; 누가

복음 7:34; 야고보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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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2:2-3

2.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

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

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

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

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49:22-23  22.주 여호와가 이같

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

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

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

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7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

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

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

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

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스가랴 8:20-23  20.만군의 여호와가 이

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이 성읍 주

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

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

으며 22.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

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만군의 여

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

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

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

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

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

리라 하시니라

시편 22:27-28  27.땅의 모든 끝이 여호

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

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나라

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의 주재심이로다 

요한복음 6: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

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로 오느니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5: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

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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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

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

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

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참조: 이사야 2:2, 3; 이사야 11:10; 이

사야 27:15; 이사야 30:29; 이사야 49:6, 7; 

이사야 50:4, 5; 이사야 51:4, 5; 이사야 

54:13; 이사야 55:5; 이사야 60:3-14; 

예레미야 16:19; 예레미야 31:6; 예레미

야 50:4, 5; 호세아 2:23; 아모스 9:11, 

12; 미가 4:1-3; 스바냐 3:9, 10; 스가랴 

2:11; 스가랴 8:3; 스가랴 14:9; 말라기 

1:11; 말라기 3:12; 시편 2:8; 시편 72:8, 

11, 17-19; 시편 86:9; 시편 89:15-17; 

시편 110:2; 다니엘 2:44-45; 다니엘 

7:14, 18, 22, 27; 사도행전 13:46-48; 

로마서 10:18; 계시록 20>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2: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0: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

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

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스가랴 9: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

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

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



이사야 2장 이사야 이사야 2장

198

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

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요한복음 5:22-23  22.아버지께서 아무

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에게 맡기셨으니 23.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

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행전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참조: 사무엘상 2:10; 이사야 9:7; 이사야 

11:3-9; 이사야 60:17; 호세아 2:18; 요

엘 3:10; 미가 4:3; 시편 46:9; 시편 

72:3-7; 시편 82:8; 시편 96:13; 시편 

110:6; 계시록 20>

B 21. 빛이신 메시아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2: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30: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

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49: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

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

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가복음 1: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

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

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35-36  35.예수께서 이르시

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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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8-9  8.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

들처럼 행하라 9.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5-6  5.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그러므로 우

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요한1서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

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21:23-24  23.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가리라

<참조: 이사야 2:3; 이사야 42:6, 16; 이

사야 50:10; 이사야 51:4; 이사야 60:1, 

3, 19, 20; 스가랴 14:6, 7; 시편 18:29; 

시편 89:15>

A 07.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심

B 14.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메시아

E 16.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11.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심

이사야 4:2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

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레미야 23:5-6  5.여호와의 말씀이니

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

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엘 3:18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

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대리라

스가랴 6:12-13  12.말하여 이르기를 만

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

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그

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

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누가복음 1:30-33  30.천사가 이르되 마

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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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

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

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계시록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

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조: #1; #2; #3; 마태복음 24:22; 요

한복음 1:14; 요한복음 15:2-4, 8, 16; 

고린도후서 4:6; 골로새서 1:10; 베드로

후서 1:16; 계시록 7:9-14>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 백성에 대한 미래의 예언

이사야 4:3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

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요엘 3:16-17  16.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

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

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7.그런즉 너

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

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

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스가랴 14:20-21  20.그 날에는 말 방울

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예루살렘

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

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

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

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1: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

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26-27  26.그리하여 온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

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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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5:26-27  26.이는 곧 물로 씻

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

시고 27.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

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

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계시록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

리라

계시록 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

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

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7: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

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

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

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계시록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

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15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

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참조: #1; #2; 출애굽기 32:32, 33; 신

명기 12:7, 12; 에스겔 13:9; 에스겔 

43:12; 에스겔 44:9; 스가랴 1:17; 마태

복음 21:12, 13; 누가복음 10:20; 요한

복음 17:17; 사도행전 13:48; 고린도전

서 3:16; 고린도전서 6:9-11; 에베소서 

2:19-22; 빌립보서 4:3; 골로새서 3:12; 

베드로전서 2:9; 계시록 18:11-15>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4:4-6

4.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

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5.여호와께서 거하시

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

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

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31:5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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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

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3:20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

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

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에스겔 36:25-29  25.맑은 물을 너희에

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

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

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

할지라 28.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

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

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

니하게 할 것이며

스가랴 12:8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

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스가랴 13:1-2  1.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을 위하여 열리리라 2.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

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

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시편 87:2-3  2.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

다 말하는도다 （셀라）

마태복음 3:11-12  11.나는 너희로 회개

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

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

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

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복음 16:8-11  8.그가 와서 죄에 대

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

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고린도전서 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

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이사야 5장 이사야 이사야 5장

203

이사야 5:1-2

1.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

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

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

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

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

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7: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

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

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

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

니라

계시록 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

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참조: #1; #2; #5; 출애굽기 13:21, 22; 

이사야 25:4; 이사야 26:20; 이사야 

37:35; 예레미야 16:19; 에스겔 11:16; 

에스겔 16:6-9; 에스겔 22:15, 18-22; 

에스겔 24:7-14; 요엘 3:16-21; 스가랴 

2:5-10; 시편 27:5; 시편 78:14; 시편 

91:1; 잠언 18:10; 마태복음 18:20; 마태

복음 23:37; 마태복음 28:20; 계시록 

7:15, 16; 계시록 11:15; 계시록 20>

A 08. 메시아의 이름과 칭호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예레미야 2:21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

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

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시편 80:14-15  14.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

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주의 오

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마태복음 21:33-39  33.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

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

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

들에게 보내니 35.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

는 돌로 쳤거늘 36.다시 다른 종들을 처

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

였더니 38.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

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요한복음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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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

만하였노라 

요한복음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

버지는 농부라 

<참조: 신명기 32:32, 33; 이사야 5:7; 

이사야 27:2, 3; 호세아 10:1; 시편 

80:8; 아가 2:8, 16; 아가 5:2, 16; 아가 

6:3; 마가복음 12:1-9; 누가복음 13:7; 

요한복음 2:1-11; 로마서 9:4, 5>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6:1-4

1.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

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스랍들

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

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

로는 날며 3.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

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

가 충만한지라

마태복음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계시록 4: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15:3-4  3.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

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

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

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주여 누가 주

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

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1; 출애굽기 24:10, 11; 민수기 

12:8; 열왕기상 8:10, 11; 에스겔 

1:25-28; 시편 24:7-10; 다니엘 7:9; 요

한복음 1:18; 디모데전서 6:16; 계시록 

4:1-11; 계시록 5:1, 7; 계시록 6:16; 계

시록 7:11, 12>

F 14. 메시아는 믿어지지 않으심

이사야 6:9-10

9.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라 하여 10.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

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

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

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

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요한복음 12:39-41  39.그들이 능히 믿

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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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7:14-16

14.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

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

엘이라 하리라 15.그가 악을 버리며 선

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

을 먹을 것이라 16.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

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다시 일렀으되 40.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

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

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1.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도행전 28:24-27  24.그 말을 믿는 사

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

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

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 옳도다 26.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

지 못하는도다 27.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

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

까 함이라 하였으니

<참조: 신명기 2:30; 이사야 6:5; 이사야 

29:10, 13; 이사야 30:8-11; 이사야 

63:17; 에스겔 3:6-11; 호세아 1:9; 마태

복음 13:14, 15; 마가복음 4:12; 누가복

음 8:10; 사도행전 28:26, 27; 로마서 

11:8; 고린도후서 2:16>

B 03.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인자)이심

C 04. 처음 출현하실 때까지의 메시

아의 생명

마태복음 1:20-23  20.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

니라 22.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

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르시되 23.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6:15-16  15.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시몬 베드로가 대

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

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

으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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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30-35  30.천사가 이르되 마

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

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한복음 1: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

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

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

리킴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4:15-17  15.너희가 나를 사

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내가 아

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참조: 창세기 3:15; 이사야 9:6; 누가복

음 2:40-52; 요한복음 1:1, 2, 14; 디모

데전서 3:16>

E 25. 메시아는 믿어지시고 찬양 받으심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이사야 8:13-15

13.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

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

할 자로 삼으라 14.그가 성소가 되시리

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

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

시리니 15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마태복음 11: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

시니라

마태복음 13: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

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2: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

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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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9: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

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

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2-4

2.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

이 비치도다 3.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

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

누가복음 20:17-18  17.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18.무릇 이 돌 위에 떨어

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35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로마서 9:31-33  31.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

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33.기록된 바 보라 내

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

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

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

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되고

<참조: 에스겔 11:16; 마태복음 15:14; 

마태복음 21:43-45; 고린도전서 23:24>

E 02. 메시아의 사역 장소

마태복음 2:22-23  22.그러나 아켈라오

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

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4:12-15  12.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가 13.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

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

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스불

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요한복음 1:45-46  45.빌립이 나다나엘

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

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B 21. 빛이신 메시아

E 15.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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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

워하오니 4.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

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

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9:6-7

6.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

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

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

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마태복음 4: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6-79  76.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

여 77.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

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요한복음 1:1-5  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만물이 그로 말

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의 빛이라 5.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

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35-36, 46  35.예수께서 이

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

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46.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

로라

에베소서 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

럼 행하라

<참조: 이사야 50:10; 이사야 60:1-3, 

19; 누가복음 2:32; 베드로전서 2:9; 요

한1서 1:5-7>

A 08. 메시아의 이름과 칭호

B 03.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인자)이심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H 04. 메시아의 보좌

H 10. 영원한 왕국의 평화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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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

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

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

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9: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

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가복음 10: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

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

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

컬어지리라

누가복음 2:10-11  10.천사가 이르되 무

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

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

노라 11.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1:1, 18, 29  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

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8.본

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

니라 29.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

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

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4:25-26  25.여자가 이르되 메

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

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26.예수께서 이르

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행전 4: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고린도전서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

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

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사야 9장 이사야 이사야 9장

210

고린도후서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의 형상이니라

에베소서 1:20-22  20.그의 능력이 그리

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

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

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

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빌립보서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데살로니가후서 3: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후서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

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

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

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히브리서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

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

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

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5: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

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

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

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계시록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

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

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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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10:20-22

20.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

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

니 21.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이

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

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

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라 하였더라

계시록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

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참조: 사사기 13:18; 사무엘상 7:16; 이

사야 7:14; 예레미야 33:13-17; 시편 

2:8; 시편 72:8-11; 시편 89:35-37; 다

니엘 2:44; 다니엘 7:14, 27; 요한복음 

18:37; 고린도전서 15:24-28; 에베소서 

1:20-22>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 백성에 대한 미래의 예언

이사야 1: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

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

리로다

이사야 12:6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호세아 1:9-10  9.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

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

니할 것임이니라 10.그러나 이스라엘 자

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

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

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스가랴 10:9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

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

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시편 53: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

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

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로마서 9:25-29  25.호세아의 글에도 이

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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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

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

리니 28.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

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

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

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25-27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

이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3:14-16  14.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

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이라 15.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그러나 언

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

지리라

<참조: #1; #2; #3; #4>

A 03.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심

B 04. 메시아의 신성

B 05. 메시아는 성령이 충만하심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이사야 11:1-3

1.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

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

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

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니 3.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

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3:16-17  16.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

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하늘

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

시니라

누가복음 2: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한복음 3:34-36  34.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

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35.아

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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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에 주셨으니 36.아들을 믿는 자에게

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

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

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0:37-38  37.곧 요한이 그 세

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

거니와 38.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

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

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

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3:21-23  21.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

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

가 22.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

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

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

수라

고린도전서 1: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

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

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계시록 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5: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

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

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

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

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참조: 이사야 42:1; 이사야 59:21; 이사야 

61:1; 마태복음 12:25; 마태복음 13:54; 

누가복음 2:40, 52; 누가복음 3:21, 22; 

요한복음 1:32, 33; 에베소서 1:17, 18; 

디모데후서 1:7; 계시록 3:1>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11:4-5

4.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

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레미야 23:5-6  5.여호와의 말씀이니

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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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11:6-9

6.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암소와 곰이 함

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

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

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

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6: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에베소서 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데살로니가후서 2:8  그 때에 불법한 자

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

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

로 폐하시리라

계시록 1: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

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

더라

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시록 20:11-12  11.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

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참조: #1; #2; #5; 베드로전서 4:1; 계

시록 1:13>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10. 영원한 왕국의 평화에 대한 예언

하박국 2: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에 가득함이니라

스가랴 14:8-9  8.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

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

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

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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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11:10-12

10.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

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

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

로우리라 11.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

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

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마태복음 5:44-45  44.나는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

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

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

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도행전 2:44-47  44.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

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을 먹고 47.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

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참조: #1; #5; #6; #7; 욥기 5:23; 고린

도전서 6:9-11; 데살로니가전서 5:15; 계

시록 5:9, 10; 계시록 20:2-6>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59:19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

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

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

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

임이로다

아가 5:10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

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요한복음 11:51-52  51.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

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또 그 민

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

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

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로마서 11: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

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

엇이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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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12:1-6

1.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

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

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로마서 11:22-26  22.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

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네가 원 돌감람나

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5.형제들아 너희

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

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5:9-12  9.이방인들도 그 긍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

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

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또 이

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

하라 하였으며 11.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

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

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3: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히브리서 4: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

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계시록 5:9-10  9.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

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시고 10.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

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참조: #1; #2; #3; #4; #5>

B 14.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메시아
E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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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

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

을 길으리로다 4.그 날에 너희가 또 말

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

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

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시

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

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66: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레미야 23: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

을 받으리라

스바냐 3:15-17  15.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

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너의 하나님 여호와

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

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

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가랴 2:5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

이 되리라

시편 132:13-14  13.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

시기를 14.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

로다

요한복음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37-39  37.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

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계시록 7: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

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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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

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

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

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

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시록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참조: #1; #2; #3; #4>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에 대한 미래의 예언

이사야 14:1-3

1.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

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

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민족

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

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

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

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3.여호와

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

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사야 61:5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원지기가 될 것이나

에스겔 28:24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

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

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리라

스가랴 1: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시편 102: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누가복음 1:72-74  72.우리 조상을 긍휼

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

으니 73.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을 받고

누가복음 2: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로마서 15: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

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

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 마땅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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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17: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

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

하신 이를 뵙겠고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2; #3; #4; 이사야 14:4-18; 사

도행전 15:14-17; 에베소서 2:12-19>

A 03.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심

E 09. 메시아의 의로우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16:5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누가복음 1: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69-70  69.우리를 위하여 구

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

니 70.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

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도행전 15:16-17  16.이 후에 내가 돌

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

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

키리니 17.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

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참조: #1; 시편 89:14>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사야 10:20-22  20.그 날에 이스라엘

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

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

실하게 의지하리니 21. 남은 자 곧 야곱

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

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

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호세아 3: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

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

가리라 

미가 7:7-8  7.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

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

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

시리로다 8.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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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19:23-25

23.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

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

리라 24.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

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

리니 25.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

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

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

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사도행전 15:16-18  16.이 후에 내가 돌

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

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

키리니 17.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

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이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1서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

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계시록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

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

러하리라 아멘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66: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

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

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스가랴 2:11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

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

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 10:11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스가랴 14: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

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

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

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

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누가복음 2: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로마서 3: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

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

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9:24-25  24.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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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2: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4:13-16

13.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

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

서도 부르신 자니라 25.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

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라 부르리라 

로마서 10:11-13  11.성경에 이르되 누

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

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유대인이나 헬라

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

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2:18-22  18.이는 그로 말미암

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그러므

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

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너희는 사도

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

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조: #1; #4; #5; 신명기 32:43; 이사야 

19:16-22; 이사야 49:6; 로마서 15:9; 

에베소서 3:6-8; 베드로전서 2:10>

B 07. 메시아의 전능하심

마태복음 16:18-19  18.또 내가 네게 이

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지 못하리라 19.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

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

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18-19  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

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

여 이루게 하시리라 

계시록 1: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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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

라 14.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부터 크게 외치리니 15.그러므로 너희

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

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

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

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

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

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사야 12:5-6  5.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시온의 주민아 소

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42:10-12  10.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

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

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광야와 거

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

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사도행전 13: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

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

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

느니라 하니 

베드로전서 1: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

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

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12-14  12.사랑하는 자들

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

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너희가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

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

계시록 15:2-4  2.또 내가 보니 불이 섞

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

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주여 누가 주

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

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1; #2; #3; #4>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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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4:18-23

18.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

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

라 19.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

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

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

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

리라 21.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

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

이라 23.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

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

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사야 25:6-12

6.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

스가랴 14:4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

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

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

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마태복음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

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

능들이 흔들리리라 

히브리서 12:22-24  22.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

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새 언약의 중

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

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계시록 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

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계시록 6:14-17  14.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15.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

에 숨어 16.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

라 17.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참조: #1; #2; #5; #6; 이사야 5:30; 이

사야 13:9-11; 이사야 14:1-2; 시편 

149:6-7; 마가복음 13:24-37; 누가복음 

21:25-36; 계시록 18:9>

D 09. 메시아는 구세주가 되심

E 11.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
H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5.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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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

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사망을 영

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

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

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

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

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10.여호

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개가 밟힘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11.그가 헤엄치

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폄 같이 그 속

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

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12.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예레미야 33:10-11  10.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

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

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

렘 거리에서 11.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

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

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

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8: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26: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

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

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

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5-6  5.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그가 여기 계시지 않

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

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고린도전서 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54-57  54.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사망

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

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3:13-18  13.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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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그

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

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서 없어질 것이라 15.오늘까지 모세의 글

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주는 영이시니 주

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

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디모데후서 1: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

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

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히브리서 2:14-15  14.자녀들은 혈과 육

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

며 15.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

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계시록 7:15-17  15.그러므로 그들이 하

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

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

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도 아니하리니 17.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

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

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19:7-9  7.우리가 즐거워하고 크

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다 하더라 9.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

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21:3-4  3.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

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

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

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

셔서 4.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

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참조: #1; #2; #5; 이사야 61:10, 11; 

예레미야 25:10; 요엘 2:16; 마태복음 

22:1-14; 마태복음 25:1-13; 마태복음 

27:51, 52; 요한복음 3:29; 요한복음 

11:25, 26; 에베소서 3:5-6; 히브리서 

12:22-26; 계시록 1:7, 17, 18; 계시록 

20:14>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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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6:19-21

19.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

이사야 26:1-4

1.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

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

으시리로다 2.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

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

어다 3.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너희는 여호와

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9:6-7  6.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

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

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

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

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57:19-21  19.입술의 열매를 창

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20.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

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

는 바다와 같으니라 21.내 하나님의 말씀

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

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

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14-16  14.그는 우리의 화평

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

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

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또 십자가

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

멸하시고 

<참조: #1; #2; #4; #7; 신명기 32:4, 

15; 사무엘상 2:2; 이사야 50:10; 예레미

야 17:7, 8; 시편 18:2; 시편 106:5; 빌

립보서 4:7; 베드로전서 2:9>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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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

리로다 20.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

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

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21.보라 여호

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

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

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5: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

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

셨느니라 

시편 71:20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

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

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

이다 

다니엘 12: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

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 5:28-29  28.이를 놀랍게 여기

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

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선한 일을 행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25-26  25.예수께서 이르시

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는 죽어도 살겠고 26.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

을 네가 믿느냐 

사도행전 24: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

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

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4-15  14.우리가 예

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계시록 20:5-6  5.（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이 첫째 부활에 참

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

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

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시록 20:12-13  12.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

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을 받으니 13.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

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

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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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7:1-3, 6, 12-13

1.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

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

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

어다 3.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

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6.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

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

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12.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

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

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

하나 모으시리라 13.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

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참조: #5; #6; 에스겔 37:1-14>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사야 4:2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

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

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누가복음 3: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

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

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0:27-30  27.내 양은 내 음성

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

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

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

느니라 30.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

신대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

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

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20:7, 10 7.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10.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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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

하여 

계시록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

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조: #1; #2; #3; 이사야 5:1-7; 이사

야 26:1; 이사야 46:4; 마태복음 

21:28-46; 골로새서 1:5, 6>

E 01. 메시아의 사역의 종류

이사야 28:15-16 

15.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

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

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

라 하는도다 16.그러므로 주 여호와께

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8:22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

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태복음 21: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

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

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사도행전 4:11-12  11.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9:31-33  31.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

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33.기록된 바 보라 내

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

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

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3: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

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

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17-22  17.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

심이라 19.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

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

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그의 안

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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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9:10, 13-14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

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

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3.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

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

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그러

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

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

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베드로전서 2:4-8  4.사람에게는 버린 바

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너

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

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

사장이 될지니라 6.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

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

이의 머릿돌이 되고 8.또한 부딪치는 돌

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

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

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

하신 것이라 

<참조: 창세기 49:24; 이사야 8:14; 호세아 

2:18-20; 스가랴 3:9; 마가복음 12:10; 

누가복음 20:17, 18>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에스겔 33:32-33  32.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33.그 말이 응하리

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시편 69:22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15:7-9  7.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

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

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11-12  11.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

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7:6-8  6.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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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9:18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

이 볼 것이며

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도행전 28:26-27  26.일렀으되 이 백

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

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

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이 백성들

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

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

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로마서 11:7-10  7.그런즉 어떠하냐 이

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

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8.기록된 바 하

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

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

이 되게 하시옵고 10.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

소서 하였느니라 

<참조: 이사야 6:9, 10; 이사야 30:10; 

이사야 35:5; 이사야 44:18; 예레미야 

12:2; 에스겔 33:31; 미가 3:6; 마태복음 

15:2-6; 마가복음 7:1-2; 고린도후서 

4:4; 데살로니가후서 2:9-12>

E 05. 메시아의 기적

마태복음 11: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

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3:14-16  14.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

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

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

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

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4:18-19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7: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

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

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

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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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

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고린도후서 3:14-18  14.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

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이라 15.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그러나 언

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

지리라 17.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우리가 다 수

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베소서 1:17-18  17.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

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을 알게 하시고 18.너희 마음의 눈을 밝

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

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

엇이며 

야고보서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

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

함으로 받으라 

계시록 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참조: 신명기 29:4; 이사야 29:10-12, 

16; 이사야 42:16-19; 시편 12:5; 마가

복음 7:32; 고린도후서 4:2-6; 베드로전

서 2:9>

B 17. 메사아의 온유하심과 연약하심

B 24. 의인과 신자에게 기쁨과 즐거

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메시아

이사야 29:19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

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

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니

레위기 23:40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

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

할 것이라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

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시편 5: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

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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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

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32: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

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

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64:3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

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시편 107:30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

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

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18:24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

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

뻐하리로다 

시편 149:2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가 1:4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

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

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

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

함이 마땅하니라

이사야 9: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

오니 

이사야 25:9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

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

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

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예레미야 31:12-13  12.그들이 와서 시

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

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하박국 3: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

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

아 기뻐하리로다 

스가랴 2:10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

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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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

하리니 

누가복음 2: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

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요한복음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

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

만하였노라 

요한복음 16: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

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

으리라 

요한복음 20: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도행전 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

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

이 충만하니라 

빌립보서 2:17-18  17.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

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

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베드로전서 4: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

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1서 1: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조: 민수기 10:10; 신명기 12:7, 12, 

18; 신명기 14:26; 신명기 16:14; 신명

기 26:11; 신명기 27:7; 사무엘상 2:1; 

열왕기상 1:39, 40; 이사야 9:3; 이사야 

12:3, 6; 이사야 24:14; 이사야 30:29; 

이사야 35:1, 2, 10; 이사야 41:16; 이사

야 44:23; 이사야 51:3, 11; 이사야 

54:1; 이사야 55:12; 이사야 56:7; 이사

야 60:15; 이사야 61:3, 7, 10; 이사야 

62:5; 이사야 65:18, 19; 이사야 66:2, 

10, 14; 예레미야 15:16; 예레미야 33:9; 

예레미야 33:11; 예레미야 49:25; 요엘 

2:21, 22; 스바냐 3:14, 17; 스가랴 

8:19; 스가랴 9:9; 스가랴 10:7; 시편 

2:11; 시편 9:2, 14; 시편 13:5;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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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29:22-24

22.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

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

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

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

지 아니할 것이며 23.그의 자손은 내 손

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

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마음이 혼미하던 자

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

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4:7; 시편 16:9, 11; 시편 28:7; 시편 

31:7; 시편 32:7; 시편 33:1, 3; 시편 

33:21; 시편 34:2; 시편 35:9, 27; 시편 

40:16; 시편 43:4; 시편 45:8, 15; 시편 

48:11; 시편 51:8, 12, 14; 시편 53:6; 

시편 59:16; 시편 63:5, 7, 11; 시편 

66:6; 시편 67:4; 시편 69:32; 시편 

70:4; 시편 81:1; 시편 89:16; 시편 

90:14, 15; 시편 92:4; 시편 95:1; 시편 

96:11, 12; 시편 97:1, 8, 11, 12; 시편 

98:4; 시편 100:2; 시편 104:34; 시편 

105:3-43; 시편 시편 106:5; 시편 

107:42; 시편 119:14, 62, 74, 111; 시

편 122:1; 시편 126:3; 시편 149:5; 잠

언 10:28; 잠언 15:15; 에스더 9:22; 느

헤미야 8:10, 12, 17; 느헤미야 12:43, 

44; 역대상 15:16; 역대하 29:30; 역대

하 30:23, 26; 마태복음 2:10; 마태복음 

5:12; 마태복음 13:44; 누가복음 1:47, 

58; 누가복음 6:23; 누가복음 10:17, 20; 

누가복음 15:7, 23, 32; 누가복음 19:6, 

37; 누가복음 24:41, 52; 요한복음 4:36; 

요한복음 8:56; 요한복음 14:28; 요한복

음 15:11; 요한복음 16:20, 24; 요한복

음 17:13; 사도행전 2:26, 28, 46, 47; 

사도행전 8:8, 39; 사도행전 11:23; 사도

행전 14:17; 사도행전 15:3, 31; 사도행

전 16:34;사도행전 20:24; 로마서 

12:12, 15; 로마서 14:17; 로마서 

15:10, 13; 고린도전서 12:26; 고린도후

서 1:24; 고린도후서 2:3; 고린도후서 

7:4; 고린도후서 8:2; 갈라디아서 5:22; 

빌립보서 1:4, 18, 25; 빌립보서 2:2, 

29; 빌립보서 3:1; 빌립보서 4:1; 골로새

서 1:11; 데살로니가전서 1:6; 데살로니

가전서 2:20; 데살로니가전서 3:9; 디모

데후서 1:4; 히브리서 10:34; 베드로전서 

1:6-8, 8; 요한2서 1:12; 요한3서 1:4; 

계시록 14:3; 계시록 19:7>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사도행전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

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

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

거늘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

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

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

하고 행하였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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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30:18-20

18.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

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

도다 19.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

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

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주께

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

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이사야 30:21-25

이사야 30: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

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27-28 

이사야 30:29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

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사야 30:30-33

<참조: #1; #2; #4; 이사야 5:16; 이사야 

8:13; 마태복음 5:9; 누가복음 15:17-19; 

요한복음 6:45; 고린도후서 4:2-6; 갈라

디아서 5:22, 23; 베드로전서 2:9>

D 09. 메시아는 구세주가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로마서 11:25-27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

이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8: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

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

이 되리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참조: #1; #2; #5>

E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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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32:15-18

15.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

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

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사야 32:1-2

1.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

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 32:3, 4

이사야 9:6-7  6.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

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

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

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

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되리라 

<참조: #1; #2; 이사야 7:14; 미가 5:4, 5>

G 04. 메시아는 그 분의 영을 쏟아 부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44: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요한복음 7:37-39  37.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

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행전 2:17-18  17.하나님이 말씀하

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

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

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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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33:17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사야 33:18, 19

이사야 33:20-24

20.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

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여

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

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

지 못하리라 22.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

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23.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

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24.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

함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

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

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

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고린도후서 3:8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디도서 3:5-6  5.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

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참조: #1; #2; #5; 시편 104:30; 잠언 

1:23; 누가복음 24:49>

B 18. 메시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음
과 영광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31: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7: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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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

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

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

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

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

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

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사도행전 10:42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

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고린도전서 15:24-25  24.그 후에는 마

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

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디모데전서 6:13-15  13.만물을 살게 하

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

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

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

의 주시요 

요한1서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

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

이니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

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참조: #1; #2; #5; #6; #7;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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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35:1-10

1.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무성하

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

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

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겁내는 자들에게 이

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

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

시리라 하라 5.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

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

이며 6.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

내가 흐를 것임이라 7.뜨거운 사막이 변

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

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

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거

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

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

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

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

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

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여호와의 속량

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

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2:1, 2; 스가랴 9:17; 시편 45:2; 아가 

5:10>

E 05. 메시아의 기적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11:4-6  4.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

한에게 알리되 5.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

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

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2:22-23  22.그 때에 귀신 들

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

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누가복음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

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

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

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복음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

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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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0:1-5

1.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

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너희는 예

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

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

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

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

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골짜기

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

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

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

느니라

요한복음 10:28-30  28.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

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

앗을 수 없느니라 30.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

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

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계시록 22:14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참조: #1; #2; #5; #7; 이사야 29:18; 

이사야 32:3, 4; 이사야 42:7, 16; 이사

야 43:8; 이사야 44:3-4; 시편 146:8; 마

태복음 9:27-33; 마태복음 15:29-31; 마

태복음 20:30-34; 마태복음 21:14; 마가

복음 7:32-35; 마가복음 8:22-25; 요한

복음 4:14; 요한복음 5:2-9; 요한복음 

7:38; 요한복음 9:1-7; 사도행전 9:17, 

18; 사도행전 14:8-10; 사도행전 26:18>

C 02. 메시아의 선행자가 예고됨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마태복음 3:1-3  1.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1-4  1.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선지자 이

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

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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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

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1:52-53  52.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

이셨고 53.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

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3:2-6  2.안나스와 가야바가 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지라 3.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하니 4.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

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

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

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

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후서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

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

암음이니라 

히브리서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

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시록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

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참조: #1; #2; #5; #7; 이사야 

42:11-16; 이사야 57:15-19; 에스겔 

17:24; 호세아 2:14; 누가복음 18:14; 고

린도후서 1:4; 데살로니가전서 4:15-18>

B 06. 메시아는 선한 목자이심

B 07. 메시아의 전능하심
B 16. 메시아의 힘과 능력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40:9-11

9.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

나님을 보라 하라 10.보라 주 여호와께

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

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62: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

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

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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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

셨느니라 

에스겔 34:23-24  23.내가 한 목자를 그

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

자가 될지라 24.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

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가 4:1-2  1.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

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

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

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

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부터 나올 것임이라 

마태복음 9: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

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요한복음 10:11-16  11.나는 선한 목자

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

리거니와 12.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

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

이나 14.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

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로마서 10: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

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1:20-23  20.그의 능력이 그리

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21.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

으셨느니라 23.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

만함이니라 

히브리서 2:14-15  14.자녀들은 혈과 육

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

며 15.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

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5: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

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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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1:8-10

8.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

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

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

라 10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1-13

이사야 41:14-20

14.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

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15.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

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

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

이 만들 것이라 16.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

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

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

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7.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내가 헐벗은 산에 강

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

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내가 광야에

는 백향목과 싯딤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

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

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20.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

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계시록 7: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

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참조: #1; #2; #3; 이사야 9:6, 7; 이사야 

41:27; 이사야 49:9, 10; 이사야 52:7; 

시편 23:1; 시편 78:71, 72; 시편 80:1; 

요한복음 12:13-15; 사도행전 2:7-11; 

히브리서 13:20; 베드로전서 2:25>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사야 10: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

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

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

멸되며 

이사야 10: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

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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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3: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

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

이니라 

이사야 47:4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니라 

이사야 49: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

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

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마가복음 1: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

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

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

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요한복음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계시록 7:16-17  16.그들이 다시는 주리

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

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

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참고: #1; #2; #3; #5; 이사야 17:7, 

13; 이사야 21:10>

E 02. 메시아의 사역 장소

이사야 41:25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

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

을 석회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이사야 9: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

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13-16  13.나사렛을 떠나 스

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

움에 가서 사시니 14.이는 선지자 이사야

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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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렀으되 15.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

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E 15.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심

이사야 41:26-27

26.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

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

는 자도 없고 들려 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

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

살렘에 주리라

이사야 61: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

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1:30-33  30.천사가 이르되 마

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2:10-11  10.천사가 이르되 무

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

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

노라 11.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마서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

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

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계시록 2: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

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

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참조: 이사야 40:9; 이사야 43:9, 10; 이

사야 44:6, 7; 이사야 48:12; 이사야 52:9>

B 05. 메시아는 성령이 충만하심
E 13.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확

증하심

이사야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

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마태복음 3:16-17  16.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

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하늘

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

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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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2:16-18  16.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이는 선지자 이사

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마태복음 17: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

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요한복음 3: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

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

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에베소서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

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빌립보서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참조: 이사야 11:2-5; 이사야 43:10; 이

사야 49:3-6, 7, 8; 이사야 50:4-9; 이사

야 52:13; 이사야 61:1; 말라기 1:11; 시

편 89:19, 20; 마가복음 1:10,11; 누가복

음 3:22; 요한복음 1:32-34; 요한복음 

6:27; 사도행전 9:15; 사도행전 10:38; 

사도행전 11:18; 사도행전 26:17, 18, 

28; 로마서 15:8-16; 에베소서 3:8; 골로

새서 1:13; 베드로후서 1:17>

B 10. 메시아의 겸손하심과 가난하심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 12.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42:2-4

2.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

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

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

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그는 쇠하

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

훈을 앙망하리라

마태복음 11:28-30  28.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를 쉬게 하리라 29.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19-21  19.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

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

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4-5  4.아버지께서 내게 하

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아버지

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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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

화롭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2:17-18  17.그러므로 그가 범

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

심이라 18.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

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2:2-3  2.믿음의 주요 또 온전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

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

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를 생각하라 

베드로전서 2:22-23  22.그는 죄를 범하

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

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

고 오직 공의로 심판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참조: #1; #4; 이사야 53:2-12; 이사야 

57:15; 이사야 61:1-3; 이사야 66:2; 예

레미야 31:25; 에스겔 34:16; 시편 

147:3; 마태복음 18:11-14>

B 21. 빛이신 메시아 
E 01. 메시아의 사역의 종류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42:6-7, 16

6.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16.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

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

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

하리니

이사야 29:18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

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마태복음 11: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

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2:28-32  28.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주재

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

아 주시는도다 30.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

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3: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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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2:21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

누가복음 4:17-21  17.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책

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

시니

누가복음 24: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

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

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사도행전 13:46-47  46.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

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

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

인에게로 향하노라 47.주께서 이같이 우

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

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

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고린도후서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

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

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

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시록 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

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참조: #1; #2; 이사야 9:2; 이사야 

29:18; 이사야 32:3; 이사야 35:5, 8; 이

사야 40:4; 이사야 42:1; 이사야 45:13; 

이사야 48:17; 이사야 49:6, 8, 9; 이사

야 51:4, 5; 이사야 60:1-3; 이사야 

61:1; 예레미야 31:8; 예레미야 32:39, 

41; 시편 107:10-16; 시편 146:7, 8; 누

가복음 1:69-72, 78, 79; 요한복음 

8:12; 사도행전 26:23; 로마서 3:25-26; 

로마서 15:8, 9; 갈라디아서 3:15-17; 에

베소서 1:17-18; 에베소서 5:8; 디모데후

서 2:26; 히브리서 1:8-9; 히브리서 8:6; 

히브리서 9:15; 히브리서 12:24; 히브리

서 13:5, 20: 베드로전서 2:9>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B 18. 메시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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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

셨으나

이사야 43:1-2

1.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

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

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

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

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3, 4

이사야 43:5-7

5.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

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내가 북쪽

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

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

게 하며 7.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마태복음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미태복음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8: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

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

셨느니라

요한복음 13: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

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

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복음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

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

하리라

요한복음 17:4-5  4.아버지께서 내게 하

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아버지

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

화롭게 하옵소서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

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

시니라

<참조: 시편 40:8; 마태복음 5:18-20; 마

태복음 17:5; 로마서 3:26, 31; 로마서 

7:12; 로마서 8:3; 갈라디아서 3:13, 21; 

갈라디아서 5:22-23; 빌립보서 3:9; 히브

리서 8:10>

B 01.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D 09. 메시아는 구세주가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H 11.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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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

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10-12

10.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내가 알려 주

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

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3:13-17

이사야 43:18-21

18.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장

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

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

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

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2: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

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마태복음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 1: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

주를 기뻐하였음은

누가복음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

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1:7-8  7.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

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6: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

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5: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

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

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1서 4: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

언하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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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 이사야 12:2; 이사야 

44:7, 8; 이사야 45:21, 22; 이사야 

46:10; 호세아 13:4; 누가복음 4:41; 요

한복음 11:27; 요한복음 16:14; 디도서 

3:4-6; 베드로후서 3:18>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이사야 44:1-2

1.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

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

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105:6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시편 105:43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마태복음 24: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

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

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

방에서 모으리라

로마서 2:28-29  28.무릇 표면적 유대인

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오직 이면적 유대

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11: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

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로마서 11:28-29  28.복음으로 하면 그

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

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

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데살로니가전서 1: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

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

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

심이니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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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

하지 아니하리라

<참조: 이사아 41:8, 9; 이사야 45:4; 예레

미야 31:3; 아모스 3:1, 2; 시편 106:5; 

마가복음 13:27; 로마서 8:33>

G 04. 메시아는 그분의 영을 쏟아 부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44:3-6

3.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

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5.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

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

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

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6.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

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

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

이 없느니라

이사야 44:7-8

이사야 41:4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9:10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

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

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에스겔 39: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

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7:37-39  37.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

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행전 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

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

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5: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

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계시록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

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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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4:21-26

21.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

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

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

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

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

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

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

이로다 24.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

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25.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

며 점 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

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

게 하며 26.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

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

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

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게 값없이 주리니

<참조: #1; #2; 이사야 32:15; 이사야 

35:6, 7; 이사야 41:17; 이사야 43:10, 

11, 19, 20; 이사야 48:12; 이사야 

59:20, 21; 에스겔 34:26; 요엘 2:28; 요

엘 3:18; 미가 4:2; 스가랴 8:20-23; 스

가랴 12:10; 마태복음 25:34; 마태복음 

27:37; 사도행전 2:41-47; 사도행전 

4:4; 사도행전 10:45; 디모데전서 3:16; 

디도서 3:5, 6; 계시록 1:8, 11, 17;계시

록 2:8; 계시록 22:13, 17>

A 06. 메시아는 창조자이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11.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심

아모스 9: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

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

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요한복음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

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

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고린도전서 8: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

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

느니라

히브리서 1:1-2  1.옛적에 선지자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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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

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8-19  18.너희가 알거니

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

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오직 흠 없

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

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

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 5:11-13  11.내가 또 보고 들으

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

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

요 천천이라 12.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내가 또 들으니 하

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

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

다 하니

<참조: #1; #2; 이사야 1:18; 이사야 

40:22; 이사야 43:25; 이사야 45:12, 

13; 이사야 49:13; 이사야 51:13; 이사

야 61:4; 예레미야 3:12-14; 예레미야 

33:8; 에스겔 36:10; 시편 103:12; 사도

행전 3:19; 로마서 11:28, 29; 에베소서 

3:9; 골로새서 1:12-18; 히브리서 1:10-12; 

계시록 12:12; 계시록 18:20; 계시록 

19:1-6>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45:17-18

17.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

리로다 18.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

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

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

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

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3: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

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

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로마서 2:28-29  28.무릇 표면적 유대인

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오직 이면적 유대

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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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5:21-25

21.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

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

가 누구냐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

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

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땅의 모든 끝이여 내

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

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3.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

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

라 하였노라 24.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

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

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

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러나 25.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

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

나니

로마서 11:25-26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

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조: #1; #2; 이사야 26:4; 로마서 

3:24, 25; 로마서 5:1, 18, 19; 고린도전

서 1:30, 31; 고린도전서 6:11; 빌립보서 

3:8, 9; 요한1서 4:15>

D 09. 메시아는 구세주가 되심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

시니라

로마서 9: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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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6:3-4, 13

3.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

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

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

터 내게 업힌 너희여 4.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

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13.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

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리라

로마서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

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4:10-12  10.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

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

리라 하였느니라 12.이러므로 우리 각 사

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참조: #1; #2; 창세기 22:15-18; 스가

랴 12:10; 시편 65:5; 히브리서 12:2>

E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

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21-22  21.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

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곧 예

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

이 없느니라

로마서 10:3-6  3.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

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

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로마서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

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참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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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8:15-17

15.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

하리라 16.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

셨느니라 17.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

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

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

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

님 여호와라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이사야 47:4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

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사야 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

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

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계시록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

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참조: 창세기 32:24-31; 사무엘하 

22:3; 이사야 41:14; 이사야 44:24; 이사

야 48:17; 이사야 49:7, 26; 이사야 

54:5, 8; 이사야 59:20; 이사야 60:16; 

이사야 63:16; 시편 19:14; 시편 78:35; 

욥기 19:25; 계시록 1:11; 계시록 21:6; 

계시록 22:13>

E 01. 메시아의 사역의 종류

누가복음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

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

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

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복음 3: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

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

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6: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

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18: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

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

하지 아니하였거늘

요한복음 20:21-22  21.예수께서 또 이

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

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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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9:2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보내노라 22.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

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4: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참조: 이사야 49:9, 10; 시편 32:8>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이사야 49:1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마태복음 1:20-21  20.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0: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

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

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

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에베소서 2: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

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히브리서 12:25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

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

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베드로전서 1:19-20  19.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그는 창세 전부

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

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참조: 이사야 42:1-4, 12; 이사야 45:22; 

이사야 49:5; 이사야 51:5; 이사야 55:3; 

스바냐 2:11; 시편 71:5, 6; 누가복음 

1:15, 31; 누가복음 2:10, 11>

B 16. 메시아의 힘과 능력

시편 27: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

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45:5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시편 91:15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

화롭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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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

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계시록 1: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2: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19: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참조: 이사야 51:16; 이사야 61:1-3; 이

사야 66:19; 시편 45:2-5; 시편 91:11>

B 14.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메시아

H 11.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심

이사야 49: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

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

느니라

요한복음 12: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

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

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

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

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

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

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참조: 요한복음 13:31, 32; 빌립보서 2:6-11>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이사야 49: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

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

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

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7: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

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

시니라

마태복음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

지 아니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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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

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7:4-5  4.아버지께서 내게 하

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아버지

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

화롭게 하옵소서

로마서 10: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2: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

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

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갈라디아서 4: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

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빌립보서 2: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을 주사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

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이사야 49: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

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

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

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마태복음 15: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

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

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11-12  11.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31-32  31.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

나니 32.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

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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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9: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도행전 10: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계시록 5: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

당하도다 하더라

<참조: 이사야 49:1; 시편 110:1-3; 마태

복음 3:17; 마태복음 11:27; 마태복음 

17:5; 마태복음 21:37-41; 마태복음 

28:18; 누가복음 19:42; 로마서 15:8; 에

베소서 1:20-22; 데살로니가전서 2:15-16; 

야고보서 5:20-27; 베드로전서 3:22>

A 07.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심
D 09. 메시아는 구세주가 되심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49: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

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

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가복음 2: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4:46-47  46.또 이르시되 이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또 그

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

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13:46-49  46.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

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

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

인에게로 향하노라 47.주께서 이같이 우

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

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이방인들이 듣고 기

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히브리서 8: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

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

이 되리라

<참조: #1; #2; 이사야 42:6; 요한복음 

1:4-9; 사도행전 26:18, 32>

B 16. 메시아의 힘과 능력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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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

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

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

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

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

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9:8-13

8.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

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

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

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9.내가 잡

시편 35:19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

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27:22-23  22.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

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빌라도가 이르되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

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요한복음 7:47-49  47.바리새인들이 대

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당국자들

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

냐 49.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

주를 받은 자로다

요한복음 15:22-25  22.내가 와서 그들

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

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

라 23.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

를 미워하느니라 24.내가 아무도 못한 일

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

다 25.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

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

리라 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10-11  10.하늘에 있는 자들

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

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

리게 하셨느니라

<참조: #1; #2; #4; 이사야 42;1; 이사야 

52:15; 이사야 53:13; 시편 22:6-8; 시편 

69:7-9; 시편 109:3; 마태복음 20:28; 

마태복음 26;67; 마태복음 27:38-44; 누

가복음 22:27; 누가복음 23:18, 23, 35; 

요한복음 18:40; 요한복음 19:6, 15; 베

드로전서 2:4>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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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

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

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11.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

로를 돋우리니 12.어떤 사람은 먼 곳에

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13.하늘이

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 49:14-15

이사야 49: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

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17-21

이사야 49:22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

에 메고 올 것이며

이사야 49:23-26

미가 7:19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

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12: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

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누가복음 2:13-14  13.홀연히 수많은 천

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

여 이르되 14.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

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

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

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

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

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12: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

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고린도후서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

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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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5:7-9  7.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

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을 얻었느니라 8.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

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온전하

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계시록 7:15-17  15.그러므로 그들이 하

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

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

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도 아니하리니 17.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

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

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참조: #1; #2; #3; 이사야 42:7; 시편 

23:1-6; 시편 102:13; 시편 107:10-14; 

시편 146:7; 요한복음 10:1-16; 골로새

서 1:13; 베드로전서 2:9>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이사야 50:3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느니라

마태복음 27:45  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참조: 누가복음 23:44, 45; 계시록 6:12>

D 02. 메시아의 선지자로서의 직무

이사야 50: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

게 하시도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3:54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

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누가복음 4:22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

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복음 21: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

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요한복음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

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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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7:15-17  15.유대인들이 놀랍

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

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16.예수

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

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

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46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참조: 출애굽기 4:11, 12; 예레미야 1:9; 

시편 45:2>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이사야 50:5-6

5.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

지도 아니하며 6.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

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

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

느니라

마태복음 26: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

서 하시고

마가복음 14:65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

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

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요한복음 8: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

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

셨느니라

요한복음 14: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

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

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9:1-3  1.이에 빌라도가 예수

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군인들이 가

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앞에 가서 이르되 유

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립보서 2:7-9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

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

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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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0:7-9

7.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

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

다 9.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

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해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

으리라

이사야 51:1-2 

이사야 51:3-6

3.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참조: 미가 5:1; 시편 40:6-8; 예레미야

애가 3:30; 마태복음 5:39; 마태복음 

26:67, 68; 마가복음 15:19; 누가복음 

22:63; 히브리서 5:8; 히브리서 10:5-9>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마태복음 27: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

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

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

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누가복음 9: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23: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누가복음 23: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

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

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8: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

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

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히브리서 1:11-12  11.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

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

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참조: 이사야 41:1, 21; 이사야 51:6-8; 

에스겔 3:8, 9; 스가랴 3:1; 시편 

89:21-27; 시편 102:26; 욥기 13:28; 마

태복음 5:25; 계시록 12:10>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 19. 메시아는 위로하심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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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

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4.내 백성

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

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

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

으로 세우리라 5.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

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

지하리라 6.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해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1:7-10 

이사야 51:11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

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12-23 

이사야 2: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

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

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

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34:4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

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

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마태복음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30-32  30.내 눈이 주의 구

원을 보았사오니 31.이는 만민 앞에 예비

하신 것이요 32.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사도행전 13: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

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

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

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26: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고린도후서 1:3-4  3.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시며 4.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

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2장 이사야 이사야 52장

269

이사야 52:1-6

이사야 52:7-10

7.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

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네 파수꾼들

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

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

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

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

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여호와께서 열

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

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

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 52:11-12

계시록 6:12-14  12.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

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

통 피 같이 되며 13.하늘의 별들이 무화

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하늘

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참조: #1; #2; #3; #5; #6; #7>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E 15.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심

E 19. 메시아는 위로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사야 66: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66:18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

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

의 영광을 볼 것이며

시편 22: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

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98:1-3  1.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

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

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여호와께서 그의 구원

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그가 이

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

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

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마태복음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누가복음 1: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

지심을 받고

누가복음 2: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

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복음 3: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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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

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

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

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도행전 13: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

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

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

느니라 하니

로마서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

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

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1: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

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히브리서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

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

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

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1; #2; #3; #4; #5; 이사야 

42:10-13; 이사야 48:20; 이사야 49:6; 

이사야 55:12; 마태복음 24:30, 31; 사

도행전 2:5-11; 고린도후서 1:3-5; 골로

새서 2:2, 3; 계시록 1:7>

G 03. 메시아의 승귀가 예언됨

이사야 52: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9: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

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

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

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요한복음 5:22-23  22.아버지께서 아무

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에게 맡기셨으니 23.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

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

하지 아니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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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31-36  31.미리 본 고로 그

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

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

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이 예수를 하

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

인이로다 33.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

셨느니라 34.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

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그

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

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빌립보서 2:9-11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

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

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느니라

계시록 5: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참조: #1; 이사야 9:6; 이사야 49:6; 마

태복음 28:18; 에베소서 1:20-23; 히브

리서 1:3; 계시록 5:6-12>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이사야 52:14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시편 22: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

이다

마태복음 27:29-30  29.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

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

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빌립보서 2:5-8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사람의 모양

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조: 시편 71:7; 마태복음 7:28; 마태

복음 26:67; 마가복음 5:42; 마가복음 

6:51; 누가복음 2:47>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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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2:15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

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

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

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

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되었으니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로다

요한복음 3:16-17  16.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하나님이 그 아들

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

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

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

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

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3: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

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

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

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7:30-31  30.알지 못하던 시

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

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

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로마서 15:20-21  20.또 내가 그리스도

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6:25-26  25.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

졌다가 26.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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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

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

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고린도후서 5: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

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

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에베소서 3:8-9  8.모든 성도 중에 지극

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영

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

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

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3-4  3.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베드로후서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

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1서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1서 4: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

언하노니

요한1서 5:11-12  11.또 증거는 이것이

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라 12.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조: 마태복음 11:29; 요한복음 4:42; 

고린도후서 5:14; 디모데전서 2:6; 히브

리서 2:3, 4, 9; 베드로전서 3:18; 계시록 

22:17>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F. 14. 메시아는 믿어지지 않으심

이사야 53:1-2

1.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

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

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가복음 6: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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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

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

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한복음 12:37-40  37.이렇게 많은 표

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

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그들

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

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

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로마서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

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

를 정하사

로마서 10:16-17  16.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

나이까 하였으니 17.그러므로 믿음은 들

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빌립보서 2:6-7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참조: 이사야 11:1, 2; 예레미야 23:5; 

에스겔 17:22-24; 스가랴 6:12; 누가복

음 2:7, 40, 52>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시편 22:7-8  7.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

며 말하되 8.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

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

나이다

마태복음 26:65-68  65.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

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66.너희 생각은 어떠

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

하니라 하고 67.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

닥으로 때리며 68.이르되 그리스도야 우

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가복음 9:11-13  11.이에 예수께 묻자

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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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3:4-6

4.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을 당한다 하였노라 5.그가 찔림은 우리

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

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

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2.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

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

느냐 13.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

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2:2-3  2.믿음의 주요 또 온전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

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

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를 생각하라

<참조: 이사야 50:6; 미가 5:1; 스가랴 

11:8-13; 시편 69:10-12, 19-20; 마태

복음 27:39-44; 마가복음 15:19; 누가복음 

9:22; 누가복음 16:14; 요한복음 8:48>

F 09. 메시아의 희생과 대속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마태복음 8:16-17  16.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

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

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

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로마서 4:24-25  24.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

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

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베드로전서 2:21-25  21.이를 위하여 너

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

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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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3:7-8

7.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

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

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

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 22.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

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

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친히 나

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

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너

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

게 돌아왔느니라

요한1서 2: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의 죄를 위하심이라

<참조: 다니엘 9:24; 마태복음 20:28; 누

가복음 15:3-7; 로마서 5:6-10; 고린도전

서 15:3; 에베소서 5:2; 히브리서 9:12-15, 

28; 히브리서 10:4; 베드로전서 3:18>

B 02.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
B 11. 메시아의 순종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마태복음 26:62-64  62.대제사장이 일어

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

되 63.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

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

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

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7:12-14  12.대제사장들과 장

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

니하시는지라 13.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

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한 마디

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

라워하더라

마가복음 15:3-5  3.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

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

되 5.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

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

더라

누가복음 23: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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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3:10-11

10.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

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누가복음 23: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

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

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도행전 8:30-33  30.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

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대답하되 지도

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

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그가 굴욕을 당했

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

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

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참조: 시편 22:12-21; 시편 69:12; 마

태복음 26:66-68; 요한복음 9:7, 9; 베드

로전서 2:23>

B 12. 메시아의 완전하심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이사야 53:9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

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

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

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57-60  57.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빌라도에

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

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59.바

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가복음 15:27-28  27.강도 둘을 예수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 불법

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5: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

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

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보다 높이 되신 이라

<참조: 마가복음 15:43-46; 누가복음 

23:41, 50-53; 요한복음 19:38-42; 사

도행전 13:28; 고린도전서 15:4; 요한1

서 3:5>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F 09. 메시아의 희생과 대속

G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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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

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

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그가 자

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

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시편 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

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마태복음 28:18-20  18.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

세를 내게 주셨으니 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

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요한복음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

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

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로마서 3:21-24  21.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

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곧 예

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

이 없느니라 23.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

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

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20-21  20.그러므로 우리

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

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

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1-12  11.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이는 성도를 온전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

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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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3: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

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

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4:1-4

이사야 54: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

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 54:6-9

이사야 54:10-13

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시록 5:9-10  9.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

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시고 10.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참조: 이사야 42:1; 마태복음 17:5; 요

한복음 12:27-32; 로마서 5:1, 9, 18, 

19; 갈라디아서 4:19; 디도서 3:6, 7; 베

드로전서 2:24; 베드로전서 3:18; 계시록 

7:9-17>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F 09. 메시아의 희생과 대속
H 06. 메시아의 중보

마가복음 15:28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

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2: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니 기록된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

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

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누가복음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

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

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빌립보서 2:8-11  8.사람의 모양으로 나

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

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

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E 24.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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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

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

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

씀하셨느니라 11.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

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12.홍

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

로 꾸밀 것이며 13.네 모든 자녀는 여호

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54:14-17

누가복음 10: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

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

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

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24: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

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6: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

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

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

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4: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에베소서 4: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데살로니가전서 4: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히브리서 8:10-11  10.또 주께서 이르시

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게 백성이 되리라 11.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

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계시록 21:18-21  18.그 성곽은 벽옥으

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

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

째는 녹보석이요 20.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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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

두째는 자수정이라 21.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참조: #1; #2; #3; #5; 이사야 2:3; 이

사야 11:9; 이사야 51:6; 예레미야 

31:34; 시편 25:8-12; 시편 34:19; 시편 

71:17; 로마서 11:29; 마태복음 11:27; 

요한1서 2:20, 27>

E 07. 메시아의 구원의 제안

이사야 55: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

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

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려니와

요한복음 7:37-38  37.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

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베드로전서 2: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

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

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

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참조: 이사야 41:18; 이사야 52:3; 이사

야 63:1; 요엘 3:18; 마태복음 13:44; 마

태복음 26:29; 로마서 3:24; 고린도전서 

3:2; 에베소서 2:8>

E 07. 메시아의 구원의 제안

이사야 55: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

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

거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2: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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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7: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

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로마서 10:2-3  2.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

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미암았느니라

빌립보서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참조: 이사야 46:6; 이사야 51:1, 4, 7; 

예레미야 2:13; 예레미야 31:14; 하박국 

2:13; 시편 34:11; 잠언 8:32; 누가복음 

15:23; 요한복음 6:48-58>

E 11.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이사야 55: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

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마태복음 13: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7: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

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요한복음 5:24-25  24.내가 진실로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으로 옮겼느니라 25.진실로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

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

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44-45  44.나를 보내신 아버

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에 다시 살리리라 45.선지자의 글에 그들

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

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

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

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

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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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5: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

요한복음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

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

니라

사도행전 13: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

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

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

게 주리라 하셨으며

<참조: 창세기 17:7; 이사야 61:8; 예레

미야 32:40; 예레미야 50:5; 에스겔 

37:24, 25; 시편 78:1; 시편 89:35-37; 

잠언 4:20; 마태복음 11:28; 히브리서 

13:20>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이사야 55: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

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요한복음 10: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

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

느니라

요한복음 10: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

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

니라

요한복음 13: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

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

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

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디모데전서 6: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

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

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

를 명하노니

계시록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

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가 이르시되

<참조: 에스겔 34:23, 24; 호세아 3:5; 

미가 5:2-4; 다니엘 9:25; 마태복음 2:6; 

요한복음 3:16; 요한복음 12:26; 히브리

서 2:10; 히브리서 5:9>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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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

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

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

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3:31-32  31.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

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

시리라

요한복음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

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

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

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15:21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

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

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1: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

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참조: 창세기 49:10; 이사야 11:10; 이

사야 52:15; 이사야 60:5, 9; 호세아 

1:10; 시편 18:43; 시편 110: 1-3; 사도

행전 3:13; 사도행전 5:31; 히브리서 5:5>

E 07. 메시아의 구원의 제안

이사야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

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7-8  7.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에게 열릴 것이니 8.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

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9-10  9.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

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니 10.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2:35-36  35.예수께서 이르시

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

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

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

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너희에게 아

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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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

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로마서 11: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

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히브리서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

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참조: 이사야 12:6; 이사야 45:19; 이사

야 46:13; 예레미야 29:12-14; 아모스 

5:4; 스바냐 2:3; 말라기 3:1; 시편 27:8; 

시편 69:32; 시편 105:4; 시편 145:18; 

시편 148:14; 예레미야애가 3:25; 마태

복음 7:7, 8; 누가복음 12:31; 누가복음 

13:25; 요한복음 6:26; 요한복음 7:33, 

34; 고린도후서 6:1, 2>

E 21.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심

이사야 55: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

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

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

시리라

마태복음 7:21-23  21.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그 날에 많

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

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9: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

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

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15: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

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도행전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

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

터 이를 것이요

디모데전서 1:15-16  15.미쁘다 모든 사

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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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

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

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조: 출애굽기 34:6, 7; 이사야 1:16-18; 

이사야 43:25; 이사야 44:22; 예레미야 

3:12; 에스겔 3:18, 19; 에스겔 18:21-23; 

에스겔 18:27-32; 에스겔 33:11, 14-16; 

호세아 14:1, 2; 요나 3:10; 시편 130:7; 

마태복음 23:25, 26; 로마서 5:16-21; 

고린도전서 6:9-11; 에베소서 1:6-8; 야

고보서 4:8-10>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이사야 55:10-11

10.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

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

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내 입에서 나

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마태복음 24:3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

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미암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

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

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

사하느니라

히브리서 1: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

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야고보서 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

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

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

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

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참조: 이사야 45:23; 이사야 46:10; 누

가복음 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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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6:6-8

6.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

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

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55:12-13

12.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

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

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

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

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

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

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6:9-11  9.불의한 자가 하나

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

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도적이

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

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

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

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

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골로새서 1: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계시록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

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

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조: #1; #2; #5>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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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

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

라 8.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

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3: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사야 49:22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

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마가복음 11: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요한복음 10: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

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1:51-52  51.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

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또 그 민

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

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

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사도행전 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

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10:34-35  34.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에베소서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11-13  11.그러므로 생각하

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

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

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18-21  18.이는 그로 말미암

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그러므

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

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너희는 사도

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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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7:15-18

15.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

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

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

이라 16.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

까 함이라 17.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

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18.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

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되셨느니라 21.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

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히브리서 12:22-24  22.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

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새 언약의 중

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

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베드로전서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

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계시록 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

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참조: #1; #3; #4; 이사야 56:3; 사도행

전 11:23; 고린도후서 8:5; 히브리서 

10:19-22; 베드로전서 1:1,2>

E 23. 메시아는 자기백성을 개종하심

G 06. 성령의 내주하심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

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

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

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

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

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복음 1:12-13  12.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

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이는 혈통

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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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니라

요한복음 3:3-8  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

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니고데모가 이르되 사

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

나이까 5.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

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

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 6.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내가 네게 거듭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

라 8.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

니라

갈라디아서 6: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에베소서 2: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3:9-10  9.너희가 서로 거짓말

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

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디도서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

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

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야고보서 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

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

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

시며

베드로전서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

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

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

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한1서 2:29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1서 3: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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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서 5: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1서 5: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참조: #2; 이사야 66:2; 예레미야 

31:33; 예레미야 32:40; 에스겔 11:19; 

에스겔 18:31; 에스겔 36:26, 27; 시편 

51:10; 시편 103: 9-16; 시편 138:6; 시편 

147:3; 마태복음 5:3; 누가복음 15:20-24; 

요한복음 14:23; 로마서 5:21; 고린도후

서 5:17; 에베소서 2:5, 8, 10; 빌립보서 

2:13; 골로새서 1:13; 골로새서 2:13; 야

고보서 4:6>

E 24.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심

이사야 57: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

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

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에베소서 2:14-17  14.그는 우리의 화평

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

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

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또 십자가

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

멸하시고 17.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

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D 06. 메시아는 상담역이 되심
D 07. 메시아는 중재자가 되심

E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H 06. 메시아의 중보

이사야 59:16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시편 20: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

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

로다

시편 80:17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디모데전서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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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9:18-20

18.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

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

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9.서쪽

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히브리서 9: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

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

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요한1서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

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조: 창세기 18:23-32; 이사야 63:5; 

예레미야 5:1; 에스겔 22:30; 시편 40:7; 

시편 98:1, 2; 시편 106:23; 시편 108:6; 

시편 138:7>

E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이사야 59:17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

로 삼으시고

이사야 11: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

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로마서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

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후서 6: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에베소서 6:14-17  14.그런즉 서서 진리

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구원의 투구와 성

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8  우리는 낮에 속하였

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

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참조: 이사야 51:9>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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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20.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사야 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라기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

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

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11:25-27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

이라 함과 같으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

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

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참조: #1; #2; #4; #5; 레위기 25:25, 

26; 이사야 41:14; 이사야 44:6, 24; 이

사야 48:17; 이사야 49:7; 이사야 54:5, 

8; 이사야 60:16; 이사야 63:16; 예레미

야 14:8; 룻기 4:1-22; 고린도후서 1:10; 

갈라디아서 4:5; 디모데후서 4:18; 디도서 

2:14; 히브리서 2:15; 베드로후서 2:9>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59: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

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

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예레미야 31:31-34  31.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

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

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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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

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

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

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 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

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

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로마서 9:6-8  6.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

리리라 하셨으니 8.곧 육신의 자녀가 하

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8:8-10  8.그들의 잘못을 지적

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

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

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

니하였노라 10.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

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참조: #1; #2; 마태복음 26:26-19>

B 14.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메시아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60:1-5

1.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

였음이니라 2.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

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

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

기어 올 것이라 5.그 때에 네가 보고 기

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

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

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 2:30-32  30.내 눈이 주의 구

원을 보았사오니 31.이는 만민 앞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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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0:6-7

이사야 60:8-11

8.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

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

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

음이라 10.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

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

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1.네 성문

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하신 것이요 32.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

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

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되었으니

요한복음 1: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

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3: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

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

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

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

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로마서 11:11-15  11.그러므로 내가 말

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

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

기나게 함이니라 12.그들의 넘어짐이 세

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

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

만함이리요 13.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그들

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참조: #1; #2; #3; #4; #5; 마태복음 

15:14; 마태복음 23:19-24; 사도행전 

14:16; 사도행전 17:30, 31; 로마서 

15:9-12; 에베소서 5:14>

B 21. 빛이신 메시아

G 05. 메시아는 많은 열매를 보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5.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과 능력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H 11.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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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

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

끌어 옴이라

이사야 60:12-15

이사야 60:16-21

16.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

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17.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

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

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

로 삼으리니 18.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19.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

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

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

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20.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

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

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

이 끝날 것임이라 21.네 백성이 다 의롭

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

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사야 26:1-2  1.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

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

오게 할지어다

이사야 49:23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

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

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

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7: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

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72:11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

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요한복음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2: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

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

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5:1-2  1.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무릇 내게 붙어 있

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

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

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

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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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

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

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후서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보도다

계시록 21:12-14  12.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

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3.동쪽

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

쪽에 세 문이니 14.그 성의 성곽에는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1:23-27  23.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가리라 25.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

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사

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리로 들어가겠고 27.무엇이든지 속된 것

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

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참조: #1; #2; #3; #4; #5; 이사야 

57:13; 시편 1:5; 시편 112:1-6>

D 01.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

E 06. 메시아의 사명과 소명
E 15.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심

H 11.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심

이사야 61:1-3

1.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

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여호와의 은혜

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

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

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

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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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57:15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

키려 함이라

마태복음 3:16-17  16.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

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하늘

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

시니라

마태복음 5:4-5  4.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

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누가복음 4:17-21  17.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책

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

시니

요한복음 1:32-34  32.요한이 또 증언하

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

라 33.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

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

기에 34.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

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7:9-10  9.내가 지금 기뻐함

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

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

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하나님의 뜻대로 하

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

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참조: #1; 이사야 12:1; 에스겔 16:8-13; 

시편 30:11; 요한복음 14:26; 디도서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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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1:4-9

4.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

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

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

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외인

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

이나 6.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

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

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너

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

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

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

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

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사도행전 20: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

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

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8-13  8.그들의 잘못을 지적

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

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

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

니하였노라 10.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

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

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

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

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12.내가 그

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

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

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1-4  1.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

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

여할 자니라 2.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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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1:10-11

10.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

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

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

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1.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

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맡

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그리하면 목자장

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의 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1: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

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

하노라 아멘

계시록 5: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

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

릇 하리라

<참조: #1; #2; #3; #4; #5>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G 05. 메시아는 많은 열매를 보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창세기 3: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

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복음 1:46-47  46.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고린도후서 5:2-3  2.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

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이렇

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계시록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

리라

계시록 3: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7: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

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

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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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

니라

계시록 19:7-8  7.우리가 즐거워하고 크

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다 하더라

<참조: #1; #2; #3; #4; #5; 창세기 

2:25; 창세기 3:7-15; 빌립보서 4:4; 베

드로전서 1:3-9; 베드로전서 2:9>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사야 62:1-3

1.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

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이방 나라

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

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사도행전 9: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린도전서 9: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

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

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

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빌립보서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디모데후서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

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

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

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고보서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

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

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

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

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

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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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3: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

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4: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

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

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

았더라

계시록 4:10-11  10.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

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우리 주 하나님이

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

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

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12: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

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참조: #1; #2; #3; #4; #5; 마태복음 

27:29; 데살로니가전서 2:19; 계시록 

6:2; 계시록 14:14>

B 20. 자기백성에 대한 왕의 사람

B 23.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사야 62:4-9

4.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

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마치 청년이 처녀

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

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

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예루살렘

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

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

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8.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

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호세아 2:19-20  19.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20.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사야 54:6-7  6.여호와께서 너를 부르

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

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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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2:10-12

10.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

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

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

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

셨느니라 12.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내가 잠

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스바냐 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

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라 하리라

누가복음 12: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

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

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

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요한복음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

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

만하였노라

요한복음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9: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

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

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

원을 받으리니

계시록 19:7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21: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

이리라 하고

<참조: #1; #2; #3; #5; 신명기 4:31; 신

명기 30:9; 신명기 31:6, 8, 16-18; 여호

수아 1:5; 사무엘상 12:22; 열왕기상 

19:10; 이사야 49:14-16; 이사야 53:10; 

이사야 54:1, 6, 7; 이사야 60:10; 이사

야 62:12; 예레미야 32:41; 에스겔 

20:41; 호세아 1:7-11; 시편 16:11; 시

편 94:14; 역대상 16:31; 요한복음 

17:13; 로마서 14:17; 빌립보서 2:2; 계

시록 21:2>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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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63:1-6

1.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

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어찌하

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

을 밟는 자 같으냐 3.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

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

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

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출애굽기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사야 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3: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

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

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

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

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

성을 준비하리라

요한복음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로마서 10: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

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참조: #1; #2; #4; #5; 신명기 7:6; 신

명기 26:19; 신명기 28:9; 이사야 18:3; 

이사야 49:22; 이사야 57:14; 이사야 

59:19; 시편 98:1-3; 아가 5:10; 마가복

음 16:15; 로마서 10:11-18>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D 06. 메시아는 상담역이 되심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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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왔으나 5.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

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

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6.내가 노함으

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

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

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63:7-9

7.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

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

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

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8.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

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

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누가복음 12: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

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요한복음 16: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

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

느니라

히브리서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

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

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시록 14:19-20  19.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

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성 밖에

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

졌더라

계시록 19:13-15  13.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이라 칭하더라 14.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

고 그를 따르더라 15.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

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

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

도주 틀을 밟겠고

<참조: #1; #5; 이사야 59:16, 17; 계시

록 6:9-17; 계시록 18:20>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마태복음 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

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로마서 11:1-2  1.그러므로 내가 말하노

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

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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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5:1-2

1.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

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

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

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로마서 11:28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

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디도서 3:4-7  4.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

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우

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

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

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우리 구주 예

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

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우리로 그의 은

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7-18  17.그러므로 그가 범

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

심이라 18.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

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

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5: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

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요한1서 4:9-10  9.하나님의 사랑이 우

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

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

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

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1서 4: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

언하노니

계시록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

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조: #1; #2; 창세기 22:11-17; 창세

기 48:16; 이사야 41:8; 이사야 43:11; 

이사야 46:3, 4; 예레미야 14:8; 호세아 

13:4; 말라기 3:1>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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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32:21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

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마태복음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

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13:40-41  40.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

게 미칠까 삼가라 41.일렀으되 보라 멸시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

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

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로마서 9:24-26  24.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

서도 부르신 자니라 25.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

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라 부르리라 26.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20-21  20.이사야는 매우 담

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이스라엘에 대하

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

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

라 하였느니라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사야 65:8-10

8.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

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

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

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

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

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

라 10.사론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

골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

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창세기 49: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

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사야 35: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

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

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을 보리로다

호세아 2: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

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

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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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5:17-18

17.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

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

나지 아니할 것이라 18.너희는 내가 창

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

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

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사야 65:19-22

이사야 65:23-25

23.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

로마서 9:27-29  27.또 이사야가 이스라

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주께서 땅 위에

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

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24-26  24.네가 원 돌감람나

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5.형제들아 너희

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

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갈라디아서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

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

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히브리서 1:1-2  1.옛적에 선지자들을 통

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

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조: #1; #2; #3; 마태복음 24:21; 마

가복음 13:20; 로마서 11>

H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5. 메시아의 재림의 영광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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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

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

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

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6: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

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

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

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 61:9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

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

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

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베드로후서 3:12-13  12.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우리는 그

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7:16-17  16.그들이 다시는 주리

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1:1-4  1.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

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

라 3.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

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

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

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

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참조: #1; #2; #3; #5>

E 17.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

마태복음 24: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

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가복음 14: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

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

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사도행전 7:47-49  47.솔로몬이 그를 위

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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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66:10-13

10.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

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

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사도행전 17: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

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시록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

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

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참조: 고린도전서 3:16-19; 고린도후서 

6:16; 에베소서 2:21; 계시록 15:5-8>

B 15. 메시아는 긍휼이 충만하심

이사야 6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

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

려니와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도행전 9: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

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

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6:29-30  29.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

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그들을 데리

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고린도전서 1:18-19  18.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

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

리라 하였으니

빌립보서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

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

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니라

<참조: 이사야 40:26; 골로새서 1:17>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 19. 메시아는 위로하심

E 24.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개종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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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

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1.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

리라 12.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13.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66:14-17

이사야 66:15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

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

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

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

이라

이사야 66:16-17

이사야 66:18-19

18.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

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

을 볼 것이며 19.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이사야 60:16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

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가랴 14:11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이 평안히 서리로다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

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베드로전서 2: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

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21:24-26  24.만국이 그 빛 가운

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

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낮에 성문들

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

이 없음이라 26.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참조: #1; #2; #3; #4; #5>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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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

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사야 66:20-21

이사야 66:22-24

22.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

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라 23.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

아와 예배하리라 24.그들이 나가서 내

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

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

리라

이사야 2: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요한복음 17:2-4 2.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

셨음이로소이다 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를 아는 것이니이다 4.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로마서 15:8-12 8.내가 말하노니 그리스

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이방인

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

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

니라 10.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또 모든 열

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

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또 이사야가 이

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

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데살로니가후서 1:6-9  6.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

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

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히브리서 8: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10-13  10.그러나 주의 날

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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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

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

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19: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시록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

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참조: #1; #2; #3; #4; #5; 사도행전 

11: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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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3:14-19

14.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

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

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

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

희를 양육하리라 16.여호와의 말씀이니

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

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

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

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7.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

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

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

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그 때

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

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

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

르리라 19.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

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17:6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

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

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11-12  11.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

져낼지라

스가랴 13: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

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요한복음 4:21-23  21.예수께서 이르시

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

이라 23.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10:1-5  1.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

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문으로 들어

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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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

도하여 내느니라 4.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

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

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21:15-17  15.그들이 조반 먹

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

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

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또 두 번째 이

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

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

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

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

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로마서 9: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

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

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

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1:26-27  26.그리하여 온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9:11-12  11.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

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

아 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

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조: #1; #2; #3; #5; 에스겔 34:13, 

14; 호세아 2:19-20; 스가랴 13:8, 9; 누

가복음 15:11-32; 사도행전 20:28; 로마서 

11:4-6; 에베소서 4:11-12; 베드로전서 

5:1-4>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예레미야 4:2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

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

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사도행전 11: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

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

다 함을 들었더니

사도행전 13:46-49  46.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

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

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

인에게로 향하노라 47.주께서 이같이 우

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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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12:15

내가 그들을 뽑아 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

도하리니

예레미야 15:19-21

19.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

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이방인들이 듣고 기

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행전 14: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

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고

갈라디아서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

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

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

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참조: 창세기 22:18; 시편 72:17>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예레미야 10: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

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12:5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

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

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를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17:1-2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

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

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1; #4; 이사야 2:4; 예레미야 

10:6; 시편 22:28; 고린도전서 1:19, 20>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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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

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

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

지 말지니라 20.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내가 너를 악

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

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24:6-7

6.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

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내가 여호와

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

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

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9:14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

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

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6:14-15, 19

14.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

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

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로마서 11:26-27 26  그리하여 온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8:8-11 8  그들의 잘못을 지적

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

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

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

니하였노라 10.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

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

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참조: #1; #2; #3; #4; #5>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예레미야 17장

318

19.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세,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

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

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시편 22: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

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

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

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되었으니

사도행전 9: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10: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13: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

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

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

느니라 하니

갈라디아서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

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

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

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

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

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1; #2; #3; #4; #5; 사도행전 

14:27; 사도행전 28:28; 로마서 10:18; 

데살로니가전서 2:16>

B 08. 메시아의 전지하심

예레미야 17:10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

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요한복음 2:25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

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

니라

로마서 8: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4:12-13  12.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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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23:3-4, 7-8

3.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

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

할 것이며 4.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 버리지 아

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

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이

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

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

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계시록 2: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

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참조: 예레미야 11:20; 예레미야 20:12; 

예레미야 32:19; 시편 7:9; 시편 139:2, 

23, 24; 잠언 17:3>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요한복음 6:39-40  39.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

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리는 이것이니라 40.내 아버지의 뜻은 아

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

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27-30  27.내 양은 내 음성

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

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

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

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8: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

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

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베드로전서 1: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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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 #3; 미가 2:12, 13; 요한

복음 21:15, 17; 사도행전 20:28, 29; 

베드로전서 5:1-5>

B 04. 메시아의 신성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D 09. 메시아는 구세주가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예레미야 23:5-6

5.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

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그의 날에 유다는구원을 받겠

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매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71-74  71.우리 원수에게서

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

원하시는 일이라 72.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4.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누가복음 19:9-10  9.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이니라

요한복음 1: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로마서 11:26-27  26.그리하여 온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

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

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참조: #1; #2; #3; 이사야 7:14; 이사야 

53:10; 예레미야 33:15; 스가랴 3:8;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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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30: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

시니라

예레미야 30:4-8

예레미야 30:9-11

9.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

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여호와의 말씀이니

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

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

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

편 72:2; 로마서 3:22; 고린도후서 5:21; 

빌립보서 3:9>

D 02. 메시아의 선지자로서의 직무

E 24.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심

예레이야 28:9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 받게 되리라

마태복음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

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4: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

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

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행전 10: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로마서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

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

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참조: 이사야 52:7; 예레이야 6:14; 에

스겔 13:10, 16; 나훔1:15; 스가랴 9:10; 

마태복음 17:5; 누가복음 7:50; 누가복음 

19:42; 요한복음 20:19, 21; 사도행전 

9:31; 로마서 5:1; 로마서 8:6; 로마서 

14:17; 고린도전서 14:33; 에베소서 

2:14, 15, 17; 골로새서 3:15; 데살로니

가후서 3:16; 히브리서 12:14; 베드로후

서 1:2, 17; 계시록 1:4>

A 03.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심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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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

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

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이는 여

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

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0:12-15

예레미야 30:16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

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

는 노략물이 되리라

예레미야 30:17-18

예레미야 30:19-20

19.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

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

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

하리라 20.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예레미야 30:23-24

사무엘하 22:51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

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

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누가복음 1:30-33  30.천사가 이르되 마

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요한복음 12: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

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도행전 2: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로마서 11:25-28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

이라 함과 같으니라 28.복음으로 하면 그

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

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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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 19:15-16  15.그의 입에서 예리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그 옷과 그 다리

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참조: #1; #2; #3; #4; #5>

A 05. 메시아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D 08. 메시아는 보증이 되심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 30:21-22

21.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

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

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

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22.너희는 내 백성이 되

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4:15-16  15.우리에게 있는 대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

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

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5:4-6  4.이 존귀는 아무도 스

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

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

라 5.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

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

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

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

았다 하셨고 6.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7:22-25  22.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제

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

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24.예

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8: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

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

이 되리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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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31:1-9

1.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내가 이

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은 내 백성이 되리라 2.여호와께서 이같

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

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3.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

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

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처

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

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

며 나오리라 5.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

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

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6.에브라임 산 위

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

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

아가자 하리라 7.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

서 하라 8.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

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

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

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

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

리라 9.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

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

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참조: 창세기 49:10; 신명기 26:17-19; 

예레미야 24:7; 예레미야 31:1, 33; 에스

겔 11:20; 에스겔 36:28; 에스겔 37:27; 

호세아 2:23; 스가랴 13:9; 히브리서 

9:14-15, 24>

B 22.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메시아

E 17.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창세기 45: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

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모스 9: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사도행전 15: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로마서 9: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에베소서 2:20-22  20.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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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

느니라 21.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

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

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

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5: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

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참조: #1; #2; #3; #5; 예레미야 

31:10-14; 예레미야 31:27-30; 예레미

야 31:38-40>

C 05. 베들레헴 아기들의 살해 예언

예레미야 31:1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

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

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

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창세기 35:16-20  16.그들이 벧엘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

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

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18.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

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

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라

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

사되었고 20.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

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마태복음 2:16-18  16.이에 헤롯이 박사

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

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

하여 말씀하신 바 18.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

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예레미야 31:22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

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

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 싸리라

마태복음 1:18-21  18.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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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31:31-34

31.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

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

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33.그러나 그 날 후에 내

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

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

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

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

와의 말씀이니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그의 남편 요

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

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

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갈라디아서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참조: 창세기 3:15; 이사야 7:14; 시편 

2:7, 8; 누가복음 1:34, 35>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G 06. 성령의 내주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마태복음 26:27-29  27.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

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

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5-17  15.요한이 그에 대하

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

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러라 17.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6: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

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로 오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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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32:37-41

37.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

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

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38.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고린도후서 3:2-6  2.너희는 우리의 편지

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

는 바라 3.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

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

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

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우리가 무슨 일이

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

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

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

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8:6-13  6.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

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자시라 7.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

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

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또 주께

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

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

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12.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

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

리라 하셨느니라 13.새 언약이라 말씀하

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

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요한1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

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조: #1; #2; 출애굽기 19; 출애굽기 

20; 사도행전 2:14-47>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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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39.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내

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

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3:6-9

6.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에스겔 11:19-20  19.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

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

드러운 마음을 주어 20.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복음 1:72-75  72.우리 조상을 긍휼

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

니 73.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

세라 74.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

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요한복음 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히브리서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

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요한1서 3:8-10  8.죄를 짓는 자는 마귀

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하나님께로부

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

음이라 10.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

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1서 5: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참조: #1; #2; #3; #5; 창세기 17:7; 신

명기 26:17-19; 이사야 55:3; 고린도후

서 13:11; 갈라디아서 3:14-17; 히브리

서 6:13-18; 히브리서 8:9-11>

E 21.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심

E 24.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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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

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

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

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이 성읍

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

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

며 떨리라

예레미야 33:10-13

마태복음 28:18-20  18.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

세를 내게 주셨으니 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4:18-21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히브리서 8:10-12  10.또 주께서 이르시

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게 백성이 되리라 11.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

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12.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

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

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

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1서 1:7-9  7.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요 8.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

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

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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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33:14-18, 22

14.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

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

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

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

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

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내 앞에서 번

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

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2.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

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

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

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조: #1; #2; #3; #5; 시편 65:3; 요한

복음 18:37; 히브리서 9:11-14>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D 03.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D 09. 메시아는 구세주가 되심

E 08. 메시아의 정의/공의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로마서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

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히브리서 7:17-22  17.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라 하였도다 18.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

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고 19.（율법은 아

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

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0.또 예수께서 제

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

니니 21.（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

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

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

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이

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

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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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50:4-7, 19-20

4.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

하라 하리라 6.내 백성은 잃어 버린 양 

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

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

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

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19.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

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

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20.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

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계시록 1:4-6  4.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또 충성된 증인으

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

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

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그

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

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5: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참조: #1; #2; #5; 이사야 4:2; 이사야 

11:1-5; 이사야 53:2; 고린도후서 1:20; 

베드로전서 2:9>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이사야 44:22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

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

였음이니라

미가 7:19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

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사도행전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

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

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26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

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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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8:33-34  33.누가 능히 하나님께

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

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누가 정죄하리

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시니라

로마서 11: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

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26-27  26.그리하여 온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16-18  16.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이것들

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

릴 것이 없느니라

<참조: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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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3.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

예레미야 애가 3:25-26

25.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

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

이 좋도다

이사야 25:9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

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

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

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누가복음 2: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

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10  또 죽은 자들 가운

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

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

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히브리서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

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

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

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

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

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참조: 이사야 8:17; 이사야 26:8; 이사

야 33:2; 이사야 64:4; 미가 7:7; 하박국 

2:3; 시편 22:26; 시편 27:14; 시편 

33:20; 시편 39:7; 시편 130:5>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예레미야 애가 3:30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

으로 배불릴지어다

이사야 50: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

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미가 5:1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

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마태복음 26:67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

닥으로 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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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11:17-20

17.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

셨다 하라 18.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

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내가 그들

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

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

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B 03.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인자)이심

에스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

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의 모양 같더라

다니엘 7:13-14  13.내가 또 밤 환상 중

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

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

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

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

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

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히브리서 8: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계시록 5: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참조: 이사야 6:1; 스가랴 6:13; 다니엘 

7:9, 10; 히브리서 12:2; 계시록 4:2, 3; 

계시록 20:11>

E 23. 메시아는 자기백성을 개종하심

E 27.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G 06. 성령의 내주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에스겔 36:25-27  25.맑은 물을 너희에

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

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

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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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3: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

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

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

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디도서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

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

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베드로전서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

시며

<참조: #1; #2; #5; 요한복음 1:13; 베드

로전서 1:23; 베드로전서 2:2; 요한1서 

2:29; 요한1서 3:9; 요한1서 4:7; 요한1

서 5:1, 4, 18>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에스겔 16:60-63

60.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

을 세우리라 61.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

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

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2.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

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63.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

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

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8:6-13  6.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

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자시라 7.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

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

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또 주께

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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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

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

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12.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

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

리라 하셨느니라 13.새 언약이라 말씀하

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

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참조: #1; #2; #5; 누가복음 22:14-20; 

요한복음 6:45; 고린도후서 3:2-6, 

14-16; 히브리서 10:15-17; 히브리서 

12:24; 히브리서 13:20>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에스겔 17:22-24

22.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

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

은 산에 심되 23.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

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

에 살리라 24.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

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마태복음 7:17-20  17.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

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아

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이러므로 그

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

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

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5:4-8  4.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

하면 그러하리라 5.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

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

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

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

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빌립보서 2:9-11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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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20:34-35

34.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

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35.너

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에스겔 20:36-39

에스겔 20:40-42

40.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

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

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

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

하리라 41.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

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

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

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42.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

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에스겔 20:43-44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

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

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느니라

<참조: 이사야 4:2; 이사야 11:1; 이사야 

27:6; 이사야 55:12, 13; 예레미야 23:5; 

예레미야 33:15, 16; 스가랴 4:12-14; 

스가랴 6:12-13; 시편 80:15; 시편 92:12; 

시편 96:11-13>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로마서 9:6-8  6.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

리리라 하셨으니 8.곧 육신의 자녀가 하

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11:26-27  26.그리하여 온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6:15-16  15.할례나 무할례

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

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5-6  5.그 기쁘신 뜻대로 우

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

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

게 하려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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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 #3; #4; #5; 에스겔 

28:24-26>

G 03. 메시아의 승귀가 예언됨

에스겔 21:26-27

26.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

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

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27.내가 엎드러

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히브리서 2:7-9  7.그를 잠시 동안 천사

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

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

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

지 못하고 9.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

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

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

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

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계시록 4: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

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4:10-11  10.이십사 장로들이 보

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

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우리 주 하

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

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6: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

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14: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

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E 15.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심

D 02. 메시아의 선지자로서의 직무

에스겔 33:32-33

32.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

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

니와 33.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

음을 알리라

마태복음 21: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

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었더라

누가복음 7: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

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

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에스겔 33장 에스겔 에스겔 34장

339

누가복음 7:31-35  31.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

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33.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인자

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

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

느니라

요한복음 6: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도행전 3:22-23  22.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

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

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

리라 하였고

<참조: 예레미야 28:9>

B 06. 메시아는 선한 목자이심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에스겔 34:11-15, 22-24

11.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목

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

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

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

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되 14.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

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

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

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내

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

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

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

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4:25-31

에스겔 20:41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

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

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

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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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28:25-26  25.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

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

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

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

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

지라 26.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

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

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

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0:3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누가복음 15:4-6  4.너희 중에 어떤 사람

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

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

겠느냐 5.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

고 6.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

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요한복음 10:9-16  9.내가 문이니 누구든

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삯꾼

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

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

라 13.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나는 선한 목

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

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또 이 우리에 들지 아

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

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21: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히브리서 13:20-21  20.양들의 큰 목자

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

나님이 21.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

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2: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

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

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5: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

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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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36: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

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에스겔 36:9-14

에스겔 36:15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

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6:24-28

24.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

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

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

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

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

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

님이 되리라

에스겔 36:29-38

계시록 7:16-17  16.그들이 다시는 주리

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참조: #1; #2; #3; #5; 스바냐 1:15>

E 27.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G 04. 메시아는 그분의 영을 쏟아 부으심
G 06. 성령의 내주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에스겔 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로마서 6:21-22 21.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

이라 22.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

생이라

로마서 8:14-16  14.무릇 하나님의 영으

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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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37:1-8

에스겔 37:9-14

9.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

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

절되었다 하느니라 12.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들이라 15.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

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

라 16.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11:25-26 25.형제들아 너희가 스

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

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

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

겠고

고린도후서 3:7-8  7.돌에 써서 새긴 죽

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

였거든 8.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

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5:22-23  22.오직 성령의 열

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참조: #1; #2; #3; #4; #5; 출애굽기 

19; 출애굽기 20; 누가복음 11:13; 사도

행전 2:14-47; 고린도전서 3:16; 에베소서 

1:13, 14; 에베소서 2:10; 디도서 3:5, 

6; 히브리서 10:22; 베드로전서 1:18, 

19, 22; 요한1서 3:24; 요한1서 5:5>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H 10. 영원한 왕국의 평화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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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

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21-28

21.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

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이사야 66:14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

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

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

리라

에스겔 28:2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

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모스 9:14-15 14.내가 내 백성 이스라

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

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

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

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6: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로마서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

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11:24-27, 32 24.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

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

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

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

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

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

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

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을 돌이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

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32.하나님이 모

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

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려 하심이로다

<참조: #1; #2; #5; 시편 126:2, 3; 이사

야 32:15; 예레미야 33:24-26; 에스겔 

11:19;  16:62-63; 36:24-31; 37:21, 

25; 39:29; 요엘 2:28; 계시록 20:6>

E 17.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

E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심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10. 영원한 왕국의 평화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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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

아가게 하고 22.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

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

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

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3.그들이 그 우

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

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

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

켜 행하며 25.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

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

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

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

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

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11:19-20  19.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

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

드러운 마음을 주어 20.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태복음 24: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

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

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

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10:14-17  14.나는 선한 목자

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 15.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

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

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로마서 11: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

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

엇이리요

로마서 11:25-26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에스겔 37장 에스겔 에스겔 38장

345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골로새서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

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히브리서 12:22-23  22.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

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참조: #1; #2; #3; #4; #5; 창세기 

17:7; 사무엘하 23:5; 시편 79:10>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에스겔 38:16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

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

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

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참조: #1; #4; 이사야 2:2; 에스겔 

38:8, 23; 에스겔 36:23; 에스겔 39:21; 

다니엘 10:14; 미가 4:1; 미가 7:15-17>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에스겔 38:18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12: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참조: 에스겔 36:5, 6; 시편 18:7, 8; 시편 

89:46>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에스겔 38:19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

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

에 일어나서

Henk
Notitie
toevoegen 스가랴 12:9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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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2: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

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

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시록 11:13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

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

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참조: 이사야 42:13; 에스겔 39:25; 요

엘 2:18; 요엘 3:16; 학개 2:6, 7, 21, 

22; 스가랴 1:14; 스가랴 14:3-5; 계시록 

16:10>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에스겔 38:20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

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

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계시록 6:12-13  12.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

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

통 피 같이 되며 13.하늘의 별들이 무화

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참조: #6; 이사야 30:25; 예레미야 

4:23-26; 호세아 4:3; 스가랴 14:3-5>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에스겔 38:2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

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참조: 이사야 54:17; 학개 2:22; 스가랴 

12:2, 9>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에스겔 38:22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

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계시록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

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6:21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

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

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

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참조: #6; 이사야 28:17; 이사야 29:6; 

예레미야 25:31; 에스겔 13:11; 시편 

11:6>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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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38:23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

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마태복음 24:3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7-8  7.환난을 받는 너

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

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

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히브리서 12:26-28  26.그 때에는 그 소

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5:3-4  3.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

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

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

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주여 누가 주

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

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9:1-6  1.이 일 후에 내가 들으

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

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그의 심판

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

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

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보좌에서 음

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

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

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

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참조: #1; #5; #6; 에스겔 36:23; 에스

겔 37:28; 베드로후서 3: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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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39:6-8, 21-29

6.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

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내가 내 거룩

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

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8.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

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21.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

니 22.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

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

고 23.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

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

으되 24.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25.그러므로 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

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26.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

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7.내

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

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

을 나타낼 때라 28.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

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

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29.내

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E 27.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G 04. 메시아는 그분의 영을 쏟아 부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요엘 2:28-29  28.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

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

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

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로마서 9:6-8  6.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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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겔 47:6-12

6.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

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내가 돌아가

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

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이 강물이 이르

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

며 10.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

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

으려니와 11.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

리리라 하셨으니 8.곧 육신의 자녀가 하

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11:1-7  1.그러므로 내가 말하노

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

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

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

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주여 그

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

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

숨도 찾나이다 하니 4.그에게 하신 대답

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5.그런즉 이와 같이 지

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

느니라 6.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7.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로마서 11:26-31  26.그리하여 온 이스

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복음

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

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하나님의 은사

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

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

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조: #1; #2; #3; #5; 에스겔 40-48; 

사도행전 2:14-18; 요한1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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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

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

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

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

료가 되리라

에스겔 47:13-23

마태복음 4:18-20  18.갈릴리 해변에 다

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

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말씀하

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그들

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3:47-49  47.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세상 끝에도 이러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

을 갈라 내어

계시록 22:1-2  1.또 그가 수정 같이 맑

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길 가

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조: #1; #2; #5; 창세기 2:10; 민수기 

34:1-12; 이사야 43:19-20; 시편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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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10. 영원한 왕국의 평화에 대한 예언

다니엘 2:34-35, 44-45

34.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

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

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4.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

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

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

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

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손대지 아

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

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

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사무엘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

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9:6-7  6.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

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

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

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

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26: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

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

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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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7:13-14, 18, 22, 27

13.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

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

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

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

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8.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

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

를 얻었더라 

27.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

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

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

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조: #1>

B 03.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인자)이심

H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10. 영원한 왕국의 평화에 대한 예언

H 11. 메시아는 영광을 받으심

마태복음 11: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

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

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6: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18-20  18.예수께서 나아

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그러므로 너희

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고 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

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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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0: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

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누가복음 21:27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

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3:3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22-23  22.아버지께서 아무

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에게 맡기셨으니 23.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

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

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19-22  19.그의 힘의 위력으

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

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

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그의 능

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

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모든 통치와 권

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

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게 하시고 22.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디모데후서 2: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

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히브리서 12: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

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

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계시록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

리라 아멘 

계시록 2:26-27  26.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

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

하니라 

계시록 5:9-10  9.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

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시고 10.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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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

릇 하리라 

계시록 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참조: #1; #5; 에스겔 1:26; 시편 8:6; 

마태복음 13:41; 마가복음 14:61, 62; 

요한복음 3:13; 요한복음 12:34; 사도행

전 2:33-36; 베드로전서 3:22; 계시록 

14:14>

E 26. 메시아의 구속 사업

다니엘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

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

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

으리라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1: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누가복음 4:18-21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

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

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책을 덮

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

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이

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4:25-27  25.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

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1: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

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3: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로마서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

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

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18-21  18.모든 것이 하나

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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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

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

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

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하라 21.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

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

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골로새서 2: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

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히브리서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

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히브리서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

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보다 높이 되신 이라

히브리서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

느니라

요한1서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

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고: 레위기 25:8; 민수기 14:35; 이사야 

53:10, 11; 이사야 56:1; 이사야 61:1; 

예레미야 23:5, 6; 에스겔 4:6; 시편 

45:7; 누가복음 24:44, 45; 고린도전서 

1:30; 고린도후서 5:21; 골로새서 1:20; 

히브리서 2:17; 히브리서 9:11-14, 26; 

계시록 14:6>

A 07. 이스라엘의 메시야가 되심

F 01.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됨
F 04. 메시아의 버림 받으신 결과

다니엘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

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사야 55: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로 삼았나니

마가복음 13: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

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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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

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3: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

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사도행전 5: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

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참조: 이사야 9:6; 미가 5:2; 마태복음 

24:15; 요한복음 4:25>

F 01.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됨

다니엘 9:26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

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

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사야 53: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

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

이라 하였으리요

마태복음 24: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

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가복음 9: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마가복음 1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

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

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

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요한복음 11:51-52  51.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

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또 그 민

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

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

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복음 12:32-34  32.내가 땅에서 들

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

시니 33.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

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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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

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참조: 누가복음 19:43, 44; 누가복음 

21:6; 베드로전서 2:24; 베드로전서 3:18>

F 04. 메시아의 버림 받으신 결과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다니엘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

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

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

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

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

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

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가복음 13: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

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20-24  20.너희가 예루살렘

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

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3.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

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

들에게 밟히리라 

로마서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

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참조: 신명기 4:26-28; 신명기 28:15; 

신명기 31:28-29; 이사야 10:22-23; 이

사야 28:22; 다니엘 8:13; 다니엘 11:36; 

다니엘 12:11; 데살로니가전서 2:14-16>

B 18. 메시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과 영광

다니엘 10:5-6

5.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

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6.또 그의 몸

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

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

리와 같더라 

계시록 1:13-17  13.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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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

음이요 마지막이니 

<참고: 마태복음 17:2; 누가복음 9:29; 

계시록 19:12>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다니엘 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

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

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

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4:3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

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

다 칭함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24: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

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가복음 10: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계시록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

리라

계시록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참조: #2; 이사야 9:7; 이사야 26:20-21; 

예레미야 30:7; 에스겔 34:24; 시편 

69:28; 다니엘 9:25; 다니엘 10:21; 마가

복음 13:19; 누가복음 21:23-24; 빌립보

서 4:3; 계시록 13:8; 계시록 16:17-21; 

계시록 19:11-16>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다니엘 12: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

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태복음 25:31-34  31.인자가 자기 영

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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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

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

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사도행전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로마서 2: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

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

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계시록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참고: #5; #6; 욥기 19:25-27; 마태복

음 22:32; 로마서 9:21>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마태복음 13: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

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

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빌립보서 2:16-17  16.생명의 말씀을 밝

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2:19-20  19.우리의 소

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

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너희는 우리의 영광이

요 기쁨이니라 

<참고: #1; 다니엘 11:33, 35; 누가복음 

1:16, 17; 고린도전서 3:10; 에베소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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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아 1:10-11

10.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

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

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

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

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창세기 13: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요한복음 11: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

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

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로마서 9:24-27  24.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

서도 부르신 자니라 25.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

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라 부르리라 26.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

라 27.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

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

으리니

갈라디아서 3:27-29  27.누구든지 그리

스도와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너희는 유

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6:15-16  15.할례나 무할례

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

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12-13  12.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

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이 사

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

을 증언하였으니

Henk
Notitie
Verwijderen vers 24 e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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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아 2:15-23

15.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

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

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

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

이 하리라 16.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

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

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

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

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20.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

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1.여호와

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

하고 22.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

하리라 23.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

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

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을 얻은 자니라

계시록 7: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계시록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

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

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

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

린 양 앞에 서서

<참조: #1; #2; #3; 창세기 32:12>

B 20. 자기 백성에 대한 왕의 사랑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E 23.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개종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H 10. 영원한 왕국의 평화에 대한 예언

이사야 11:6-8  6.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

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암

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54: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

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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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아 3: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하박국 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11: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

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

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

만하였노라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

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24-26  24.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

서도 부르신 자니라 25.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

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라 부르리라 26.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

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

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히브리서 8: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

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계시록 19:7-9  7.우리가 즐거워하고 크

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다 하더라 9.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

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21:9-10  9.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성령으로 나를 데

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

루살렘을 보이니

<참조: #1; #2; #5; 마가복음 16:17, 18; 

갈라디아서 3:11; 히브리서 10:38>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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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호세아 6:1-2

1.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

마태복음 24:1-2  1.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대답하여 이

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

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

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

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

들에게 밟히리라

요한복음 19:15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

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참조: 창세기 49:10; 에스겔 34:23, 24; 

미가 5:1-4; 스가랴 13:2; 다니엘 8:11-13; 

다니엘 9:27; 다니엘 12:11; 히브리서 

10:26>

E 23.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개종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호세아 3: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

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

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사도행전 15:16-18  16.이 후에 내가 돌

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

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

키리니 17.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

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25-26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히브리서 1:1-2  1.옛적에 선지자들을 통

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

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참조: #2; 예레미야 3:22, 23; 호세아 

5:15; 호세아 10:3>

E 23.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개종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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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

실 것임이라 2.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

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

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로마서 11: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

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

엇이리요

로마서 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

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고린도전서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참조: #1; #2; 창세기 1:9-13; 민수기 

17:8; 이사야 26:19; 이사야 55:7; 예레

미야 3:22; 예레미야 애가 3:22, 40-41; 

호세아 5:15; 호세아 14:1; 누가복음 

24:21; 요한복음 2:1; 로마서 14:8; 계시

록 11:14, 15>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호세아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

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

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23:3-4  3.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그

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

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누가복음 1: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를 아는 것이니이다

계시록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

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참조: #1; #2; 호세아 10:12; 베드로후서 1:16>

E 02. 메시아의 사역 장소

호세아 11: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태복음 2:13-15  13.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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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시니 14.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

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가 15.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

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

루려 하심이라

E 04. 메시아의 죄에 대한 승리

E 11. 메시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
E 14. 메시아는 죽음과 어둠을 정복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호세아 13:14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

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고린서전서 15:52-57  52.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이 썩

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

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

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조: 이사야 26:19; 고린도전서 15:21-22; 

고린도후서 5:4; 계시록 20:13; 계시록 21:14>

G 05. 메시아는 많은 열매를 보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호세아 14:4-8

4.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

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내가 이스라엘에게 이

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

향목 같으리니 7.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

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8.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

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

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미가 4: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

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스가랴 3:1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가 2: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

는 내 입에 달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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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3:8-9  8.그러므로 회개에 합당

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

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이미 도

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

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

리라

누가복음 6:43-44  43.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

된 나무가 없느니라 44.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5:2-8  2.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

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

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

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나

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

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너희가 내 안에 거하

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

자가 되리라

사도행전 19: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갈라디아서 5:22-23  22.오직 성령의 열

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조: #1; #2; #3; 예레미야 2:21; 에스겔 

17:8; 호세아 2:12; 호세아 10:1; 요엘 

2:22; 하박국 3: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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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엘 2:18-19

18.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

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

기실 것이라 19.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

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요엘 2:20-22

요엘 2: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

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24-25

요엘 2:26-27

26.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

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

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

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

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요엘 2: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

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

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 2:2-12

요엘 2:13-14

13.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

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

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

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2:15-17

<참조: #5; #6>

E 16.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참조: #1; #2; #3; 시편 72:6, 7>

E 27.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

G 04. 메시아는 그분의 영을 쏟아 부

으심

요엘 2:28-29

28.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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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44: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 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

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

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

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

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7:38-39  38.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이는 그를 믿

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

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14:16-17  16.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

리니 17.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7-14  7.그러나 내가 너희

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

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

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

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

내리니 8.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

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라 9.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

지 아니함이요 10.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

지 못함이요 11.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2.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그가 내 영

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

게 알리시겠음이라

사도행전 2:16-18  16.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

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

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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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0:44-45  44.베드로가 이 말

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에게 내려오시니 45.베드로와 함께 온 할

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13: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

시니

로마서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

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

은 바 됨이니

로마서 8:13-16  13.너희가 육신대로 살

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

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전서 2:12-13  12.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우리가 이것을 말

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

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

느니라

고린도전서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

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

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

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참조: 잠언 1:23; 마태복음 12:32; 로마

서 8:9-12; 고린도전서 15:45; 고린도후

서 3:6; 갈라디아서 4:6; 데살로니가후서 

2:13; 베드로전서 1:11, 12>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요엘 2:30-32

30.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여호와

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2.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

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24:29-31  29.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

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을 보리라 31.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서 모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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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7:45  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마가복음 13:24-25  24.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

하며 25.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

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복음 21: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

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25-26  25.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

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

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사도행전 2:19-21  19.또 내가 위로 하

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

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

라 21.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6:12-13  12.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

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

통 피 같이 되며 13.하늘의 별들이 무화

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참조: #5; #6; #7; 이사야 13:9, 10; 이

사야 34:4, 5; 요엘 2:10; 요엘 3:15; 스

가랴 13:9; 시편 50:15; 로마서 10:11-14; 

고린도전서 1:2>

E 21.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심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10. 영원한 왕국의 평화에 대한 예언

요엘 3:1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

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요엘 3:2-16

요엘 3:18-21

18.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

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

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

딤 골짜기에 대리라 19.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

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

니라 20.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

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

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스가랴 13: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

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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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2:19-21  19.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

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

더라 21.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4:13-14  13.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3:16-17  16.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

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

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

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1-3  1.또 그가 수정 같이 맑

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길 가

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

기며

<참조: #1;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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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 9:11-15

11.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

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

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

를지라 그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

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아모스 8:9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

캄하게 하며

마태복음 27:45  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참조: 아모스 4:13; 아모스 5:8>

E 22. 메시아의 과업은 복되심

아모스 8:1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라

마태복음 4: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

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7: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

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마태복음 8: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

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9: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

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2: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마태복음 13: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

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태복음 21: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2:33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

치심에 놀라더라

<참조: 마태복음 9:33; 마태복음 12:15; 

마태복음 13:2; 마태복음 14:13; 마태복

음 15:30, 31; 마가복음 10:1; 누가복음 

4:42; 누가복음 5:15; 누가복음 9:11>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 20. 메시아는 새 언약을 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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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

으리라 14.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

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

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내가 그들

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15:14-17  14.하나님이 처음으

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

온이 말하였으니 15.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

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

어 일으키리니 17.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참조: #1; #2; #3; #4; 이사야 11:14; 

이사야 14:1, 2; 오바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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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오바댜 1:17-21

17.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

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야곱 족속

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19.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

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20.사

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

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21.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사야 24:23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

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

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

실 것임이라

시편 2: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102:15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

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히브리서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

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

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참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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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01.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됨

요나 1:17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2:2-7

2.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

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

다 3.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

나이다 4.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

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물이 나를 영

혼까지 둘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

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

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마태복음 12:39-41  39.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

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41.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

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태복음 16: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

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

시니라

<참조: 창세기 22:4; 열왕기하 20:8; 시

편 27:13; 시편 42:7; 시편 66:11, 12; 

시편 68:20; 시편 6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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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6. 메시아는 선한 목자이심

B 16. 메시아의 힘과 능력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미가 2:12-13

12.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

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

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

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사야 42:13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

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

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사야 55: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로 삼았나니

고린도전서 15: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

시리니

히브리서 2:9-10  9.오직 우리가 천사들

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

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

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

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14-15  14.자녀들은 혈과 육

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

며 15.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

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6: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

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

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

니라

계시록 6: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

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7: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

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17: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

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

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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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4:1-4, 7

1.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

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

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

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

터 나올 것임이라 3.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

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

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

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7.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

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

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

셨나니

<참조: #1; #2; #3; #4; #5; 요한복음 

10:27-30; 계시록 19:13-17>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사야 2:2-5  2.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리로 모여들 것이라 3.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

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

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

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

라 4.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

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

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

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5.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누가복음 1: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도행전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로마서 11:5-6  5.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

니라 6.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

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25-27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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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5:1-2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베들레헴 에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

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

원에 있느니라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

이라 함과 같으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참조: #1; #2; #3; #4; #5; 마태복음 

25:31, 32; 요한복음 5:22-29; 사도행전 

4:32-35>

F 13.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세부묘사

미가 5:1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마태복음 26:67-68  67.이에 예수의 얼

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이르되 그리스

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참조: 이사야 33:22; 예레미야 애가 

3:30; 마태복음 27:30; 요한복음 18:22; 

요한복음 19:3>

A 04. 메시아는 영원부터 계심
C 03. 메시아의 탄생 장소

마태복음 2:4-6  4.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서 나겠느냐 물으니 5.이르되 유대 베들

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

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누가복음 1:31-33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2:4-7  4.요셉도 다윗의 집 족

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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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

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거

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

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

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7:41-42  41.어떤 사람은 그리

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

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성경에 이

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

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베드로전서 1:20-21  20.그는 창세 전부

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

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너

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

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참조: 이사야 9:6, 7; 이사야 11:1; 이사

야 53:2; 에스겔 17:22-24; 에스겔 

34:23, 24; 에스겔 37:22-25; 아모스 

9:11; 스가랴 9:9; 시편 102:25-27; 시

편 132:6; 잠언 8:22-31; 룻기 4:11; 역

대상 4:4; 누가복음 23:38; 요한복음 

1:1-3; 요한복음 19:14-22; 히브리서 

13:8; 요한1서 1:1; 계시록 1:11-18; 계

시록 19:16; 계시록 21:6>

B 12. 메시아의 완전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미가 5:3-4

3.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

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로 돌아오리니 4.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

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

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

치리라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

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

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요한복음 10: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

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27-29  27.내 양은 내 음성

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

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

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

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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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7:15-20

15.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

라 하셨느니라 16.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

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

며 17.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

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

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

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

하리이다 18.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

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

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참조: #1; #2; #3; 마태복음 25:31; 요

한복음 14:9-11; 고린도후서 6:16; 계시

록 1:13-18; 계시록 12:1, 2>

B 04. 메시아의 신성
E 24.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심

미가 5:5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

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

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

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

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에베소서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

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골로새서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히브리서 13: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참조: 이사야 9:6, 7; 시편 72:7; 누가복음 

2:14; 요한복음 14:27; 요한복음 16:33; 

로마서 3:17; 고린도후서 13:11; 에베소서 

2:14-17; 빌립보서 4:9; 데살로니가전서 

5:23; 데살로니가후서 3:16; 히브리서 7:2>

E 21.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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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주

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

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사야 55: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

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3: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

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

가리라

스가랴 10:6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

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

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

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예레미야 애가 3:32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

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

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

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

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마태복음 18:21-22  21.그 때에 베드로

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

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예수께서 이르

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누가복음 7:49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

하는가 하더라

히브리서 10:16-17  16.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을 얻은 자니라

<참조: #1; #2; #3; #5; 시편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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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H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하박국 2:3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

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사야 8:17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46:13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

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

온에 베풀리라

시편 130:5-6  5.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

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

다 6.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

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

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누가복음 18:7-8  7.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

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

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E 25. 메시아는 믿어지시고 찬양 받으심

하박국 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

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

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

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

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11-12  11.또 하나님 앞에

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

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

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2.율법은 믿음

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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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

니라

<참조: 이사야 53:11; 예레미야 23:5; 마

태복음 27:19; 사도행전 3:14; 사도행전 

22:14; 요한1서 2:1; 요한1서 5:10-12>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하박국 2: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

니라

이사야 11: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

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1; 이사야 6:3; 시편 67:1-7; 시

편 72:19; 시편 86:9; 시편 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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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냐 3:9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

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3:10-11

스바냐 3:12-17

12.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

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

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이

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

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

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4.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

며 즐거워할지어다 15.여호와가 네 형

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

니할 것이라 16.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

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너의 하나

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

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8-19

스바냐 3:20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

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

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E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에스겔 37:24-25  24.내 종 다윗이 그들

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내가 내 종 야

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

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마태복음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

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

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

더라

마태복음 26:60-63  60.거짓 증인이 많

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

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대제사장이 일어서

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

되 63.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

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

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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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7:12-14  12.대제사장들과 장

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

니하시는지라 13.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

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한 마디

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

라워하더라

누가복음 4:18-19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

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

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

되었으니

요한복음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

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5:11-13  11.내가 이것을 너

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

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로마서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

넉히 이기느니라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9: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

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

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참조: #1; #2; #3; #4; #5; 이사야 

62:1-7; 이사야 65:19; 예레미야 32:41; 

마태복음 28:18, 19; 사도행전 6:7; 사도

행전 9:15; 계시록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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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학개 2:6-9

6.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

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

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또한 모든 나라

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

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

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

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세기 49: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

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후서 3:9-10  9.정죄의 직분도 영

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

치리라 10.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

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계시록 21:2-3  2.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내가 들으

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

들과 함께 계셔서

<참조: #1; #2; #3; #4; #5; 누가복음 

21:10, 11>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학개 2: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

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23-27  23.예수께서 가르치

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24.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25.그 위는 맛

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

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개요 

26.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맛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섹이요 그 

위는 요다요 27.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

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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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2:1-2

스가랴 2:3-5

3.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

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E 17.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

E 19. 메시아는 위로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스가랴 1:16-17

16.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

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

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사야 40:1-2, 9  1.너희의 하나님이 이

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

하라 2.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9.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

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66: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마태복음 9: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

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

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4: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

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5:16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참고: #1; #2; #3; #4; #5; 누가복음 

21:10, 11>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E 18.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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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

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

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6-9

스가랴 2:10-13

10.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

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

데에 머물 것임이라 11.그 날에 많은 나

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

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

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시편 40: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

마리 책에 있나이다

누가복음 2: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요한복음 8: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

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8:42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

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

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

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

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사도행전 9: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서 3: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

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

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

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

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5:8-12  8.내가 말하노니 그리

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

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이방인

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

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

니라 10.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또 모든 열

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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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3:1-5

1.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

이시니라 2.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

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

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

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여호수아가 더러

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

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또 이사야가 이

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27-28  27.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이 있으리니 28.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

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

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

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

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

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계시록 3: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

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6:15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

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

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

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고: #1; #2; #3; #4; #5; 요한복음 

17:13; 사도행전 10:45; 사도행전 11:1, 

18; 히브리서 10:9; 베드로전서 5:4>

C 01.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됨
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D 10. 메시아는 심판자가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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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내가 말하되 정결

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

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3:6-7

스가랴 3:8-10

8.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

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만군의 여호와가 말

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

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

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만군의 여

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

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2:11-12  11.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이르되 친구여 어찌하

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

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누가복음 1:32-33  32.그가 큰 자가 되

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영원히 야곱

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

가 무궁하리라

로마서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

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에베소서 6:11-13  11.마귀의 간계를 능

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

를 입으라 12.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

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요한1서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4: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

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

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

았더라

계시록 4:10-11  10.이십사 장로들이 보

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

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우리 주 하

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

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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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6:12-13, 15

12.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

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

의 전을 건축하리라 13.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15.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

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계시록 7:9-14  9.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모

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

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

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

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참고: #1; #2; #3; #4; #5; 이사야 6:2, 

3; 이사야 64:6; 스가랴 6:11-13>

D 03. 메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E 17.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마태복음 1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26:61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누가복음 1:31-33  31.보라 네가 잉태하

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32.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

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

시리니 33.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

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2:19-21  19.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

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

더라 21.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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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7:1-3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

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

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

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2: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

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5:14-17  14.하나님이 처음으

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

온이 말하였으니 15.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

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

어 일으키리니 17.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

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베소서 2:19-22  19.그러므로 이제부

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

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

님의 권속이라 20.너희는 사도들과 선지

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

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

라 21.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

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너희

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히브리서 3:3-6  3.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집마

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그리스도는 하

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

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

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7: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

님 우편에 앉으사

베드로전서 3: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

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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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8:1-2

스가랴 8:3-8

3.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

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

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

을 것이요 5.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

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

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

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

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만군의 여호

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

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부터 구원하여 내고 8.인도하여다가 예

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

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 8:9-11

스가랴 8:12-13

12.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

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스가랴 8:14-19

스가랴 8:20-23

20.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

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

이 올 것이라 21.이 성읍 주민이 저 성

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

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

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만군의 여

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

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참고: #1; #3; 스가랴 4:1-6; 이사야 

9:6; 사도행전 2:1-4, 16-18, 37-42; 

17:31; 19:4-6; 에베소서 1:20-23; 빌립

보서 2:7-11; 히브리서 2:7-9>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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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4:45-47  45.이에 그들의 마

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

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로마서 11:25-32  25.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

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

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라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

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

키시겠고 27.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

이라 함과 같으니라 28.복음으로 하면 그

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

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너희가 전에

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

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

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

심이라 32.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

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5:8-12  8.내가 말하노니 그리

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

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이방인

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

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

니라 10.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또 모든 열

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

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또 이사야가 이

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6:25-26  25.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

졌다가 26.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

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

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

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

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

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

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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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

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

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니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

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리로 들어가리라

<참고: #1; #2; #3; #4; #5; 누가복음 

8:43, 44; 요한복음 12:20, 21; 계시록 

7:9>

D 04.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직무

F 02.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언됨

창세기 49:10-11  10.규가 유다를 떠나

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

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

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

하리로다 11.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

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

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

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사야 62: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

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

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

셨느니라

마태복음 21:4-5  4.이는 선지자를 통하

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

되 5.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12-16  12.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종려나무 가

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예수

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

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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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

이 생각났더라

<참조: 이사야 12:6; 아서여 40:9; 이사야 

52:9-10; 스바냐 3:14, 15; 스가랴 2:10; 

마가복음 11:7-10; 누가복음 19:29-38>

B 13. 메시아의 권위

E 24.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스가랴 9: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

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11-12

이사야 9:6-7  6.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

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

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

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

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시편 72:7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

리로다

마태복음 8: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9: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

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

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

로 가라 하시니

마태복음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를 내게 주셨으니

마가복음 1: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

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4:32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

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요한복음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

기셨으니

요한복음 5: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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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0:17-18  17.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

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

랑하시느니라 18.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

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

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

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

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7:1-2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

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

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사도행전 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

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

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0: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

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데살로니가후서 3: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조: #1; #2; #3; #4; #5; 사무엘상 

2:10; 이사야 26:12; 이사야 45:22; 이사

야 48:18; 이사야 52:7; 이사야 53:5; 이

사야 55:12; 이사야 57:19; 이사야 

62:11; 이사야 66:12; 예레미야 8:11; 예

레미야 16:19-21; 예레미야 28:9; 예레

미야 33:9; 호세아 1:7; 호세아 2:18; 미

가 5:4, 10, 11; 학개 2:32; 시편 2:8; 시

편 22:27; 시편 37:11; 시편 67:7; 시편 

72:8; 시편 85:8-10; 시편 98:3; 시편 

122:6-8; 시편 147:14; 다니엘 4:17; 다

니엘 7:13, 14, 27; 마가복음 1:27; 누가

복음 4:32; 누가복음 10:19; 누가복음 

11:31; 누가복음 12:15; 요한복음 

10:17, 18; 요한복음 20:19, 21, 26; 로

마서 10:15, 17, 18; 로마서 14:17; 고

린도전서 15:24; 고린도후서 10:4, 5; 에

베소서 2:14, 15; 골로새서 1:20; 골로새

서 3:15; 베드로후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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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05. 메시아는 대속자가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스가랴 10:3-5

스가랴 10:6-12

6.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

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

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7.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

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

라 8.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

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9.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

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

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

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

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11.내가 그들이 고난

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

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

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

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

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19-20  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

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

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

들에게 밟히리라

로마서 11:11-15  11.그러므로 내가 말

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

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

기나게 함이니라 12.그들의 넘어짐이 세

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

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

만함이리요 13.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그들

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참조: #1; #2; #3; #4; #5; 사도행전 

2:5-11; 베드로전서 1:1, 2; 계시록 

8:7-11>



스가랴 11장 스가랴 스가랴 11장

399

스가랴 11:4-6

4.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5.사들인 자

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

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도다 6.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

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

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

하리라 하시기로

F 04. 메시아의 버림 받으신 결과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에스겔 34: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미가 5:4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

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

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마태복음 15: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

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23:1-4  1.이에 예수께서 무리

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서기

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

으니 3.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

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

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

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9:41-44  41.가까이 오사 성

을 보시고 우시며 42.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

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43.날

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

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

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13-15  13.빌라도가 이 말

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14.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

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

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

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21:15-17  15.그들이 조반 먹

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

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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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또 두 번째 이

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

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

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

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

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참조: 이사야 40:9-11; 마태복음 23:14, 

37; 마태복음 24:10; 누가복음 12:52, 53; 

누가복음 21:16, 17; 요한복음 12:13; 

히브리서 2:3; 히브리서 10:26, 27>

B 06. 메시아는 선한 목자이심

B 15. 긍휼이 충만하신 메시아

스가랴 11:7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

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

라 하고 양 떼를 먹일새

마태복음 9:35-36  35.예수께서 모든 도

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

진함이라

마태복음 11: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

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복음 10: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

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7:21-23  21.아버지여, 아버

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

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

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

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조: 이사야 61:1; 예레미야 5:4; 에스

겔 37:16-23; 스바냐 3:12; 스가랴 

11:4, 10, 11, 14>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F 11.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스가랴 11:8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

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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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3:34-36  34.내가 진실로 너

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천지는 없

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

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

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7: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누가복음 12: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

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9: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

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요한복음 7: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

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15: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

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23-25  23.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내

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

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

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그러나 이는 그

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

이라

<참조: 이사야 49:7; 예레미야 12:8; 호

세아 9:15; 시편 106:40>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스가랴 11:9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

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예레미야 23:33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

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

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예레미야 23:39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

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마태복음 15:14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

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

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

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

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

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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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1: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

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3:38-39  38.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내가 너희

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

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

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

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

하리라

요한복음 8: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

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도행전 13:46-47  46.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

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

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

인에게로 향하노라 47.주께서 이같이 우

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

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28:26-28  26.일렀으되 이 백

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

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

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이 백성들

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

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

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

라 하더라

계시록 22: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

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

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

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조: 이사야 9:19-21; 예레미야 19:9; 

에스겔 5:10>

E 25. 메시아는 믿어지시고 찬양 받으심

F 04. 메시아의 버림 받으신 결과

스가랴 11:10-11

10.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

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11.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누가복음 2: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

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

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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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1:5-6  5.어떤 사람들이 성전

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6.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23:51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4: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

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로마서 9:3-5  3.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

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

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

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조상들

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

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

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1:7-12  7.그런즉 어떠하냐 이

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

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8.기록된 바 하

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

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

이 되게 하시옵고 10.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

소서 하였느니라 11.그러므로 내가 말

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

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

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

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갈라디아서 3:16-18  16.이 약속들은 아

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

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

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내가 이것

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

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

리라 18.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

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게 주신 것이라

히브리서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

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8:8-13  8.그들의 잘못을 지적

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

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

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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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11:12-13

12.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여

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

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

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

니하였노라 10.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

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

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

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

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12.내가 그

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

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

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참조: 이사야 8:17; 이사야 26:8, 9; 예

레미야 14:21; 예레미야 31:31-32; 에스

겔 7:20-22; 에스겔 16:59-61; 에스겔 

24:21; 미가 7:7; 시편 89:39; 다니엘 

9:26; 누가복음 24:49-53>

F 05. 메시아는 배반 당하심

마태복음 26:14-16  14.그 때에 열둘 중

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

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내가 예수를 너

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

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16.그

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

더라

마태복음 27:3-10  3.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

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게 도로 갖다 주며 4.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유다가 은을 성소

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

은지라 6.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7.의논한 후 이것으

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를 삼았으니 8.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9.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

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10.토기

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인용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은 예레미야서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스

가랴서에서 발견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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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12:1-2

스가랴 12:3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

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

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

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스가랴 12:4-7

스가랴 12:8-10

8.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

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

이라 9.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

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

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

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

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11-14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추론

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

럴듯한 견해는 복음서의 기자는 원래 선

지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으나 그 후에 어

떤 사본가들이 예레미야의 이름을 추가했

다는 것입니다. 옛 현인들은 “예레미야의 

영이 스가랴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 03. 메시아는 버림 받으심

F 08.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세부묘사

G 04. 메시아는 그분의 영을 쏟아 부으심
H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요한복음 19:34-37  34.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

오더라 35.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

려 함이라 37.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17-18  17.하나님이 말씀하

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

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

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23-24  23.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

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하나님께서 그를 사

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

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

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

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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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36-38  36.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

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베드로가 이르되 너

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계시록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

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

러하리라 아멘

<참조: #1; #2; #3; #4; #5; 사도행전 

10:45; 사도행전 11:15; 디도서 3:5, 6>

E 04. 메시아의 죄에 대한 승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스가랴 13:1-2

1.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

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

리리라 2.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

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

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에스겔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

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

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

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디도서 3:5-6  5.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

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요한1서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

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

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7:13-14  13.장로 중 하나가 응

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

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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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13:8-9

8.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

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

으리니 9.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

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

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참조: #1; #2; #5; 에스겔 37:23-26; 

호세아 2:17; 호세아 14:8; 스바냐 

1:3-4; 에베소서 5:25-27; 히브리서 

9:13, 14; 요한1서 5:6>

F 01.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됨

F 06. 메시아는 홀로 남게 되심

스가랴 13: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

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마태복음 26: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

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

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

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

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마가복음 14: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

리고 도망하니라

요한복음 16: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

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

느니라

요한복음 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

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8:7-9  7.이에 다시 누구를 찾

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

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

니 9.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참조: 이사야 5:1-5; 이사야 27:1, 2; 

마태복음 18:10-14; 사도행전 2:23>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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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4:1-2

스가랴 14:3-9

3.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마태복음 21:43-44  43.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4: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

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21-22  21.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가복음 21: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

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

들에게 밟히리라

계시록 8:7-12  7.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

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

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수목

의 삼분의 일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

도 타 버렸더라 8.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

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

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

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

라 10.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

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

은 사람이 죽더라 12.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

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추임

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시록 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

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참조: #1; #2; #5; 시편 66:10-12; 마

태복음 23:35-37; 누가복음 19:41-44; 

누가복음 21:20-24; 누가복음 23:28-30; 

고린도전서 3:11-13; 데살로니가전서 

2:15-16; 베드로전서 1:6-8; 베드로전서 

4:12-13>

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1.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됨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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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이 하시리라 4.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

이요 감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

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

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

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

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6.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여호와께

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

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

으리로다 8.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

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러하리라 9.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

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

실 것이라 

스가랴 14:10-15

스가랴 14:16-21

16.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

킬 것이라 17.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

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

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

실 것이라 19.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

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20.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

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

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2-4  2.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리로 모여들 것이라 3.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

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

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

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

라 4.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

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

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

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스가랴 14장 스가랴 스가랴 14장

410

마태복음 24:35-37  35.천지는 없어질지

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그

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

버지만 아시느니라 37.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4: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

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37-39  37.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

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행전 1:10-12  10.올라가실 때에 제

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

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

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제자

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

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

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계시록 11:13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

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

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6:18-21  18.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

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

으매 20.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21.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

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계시록 21:23-25  23.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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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가리라 25.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

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계시록 22:1-2  1.또 그가 수정 같이 맑

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길 가

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참조: #1; #2; #3; #4; #5; 계시록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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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0.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말라기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

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

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

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 66:2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

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

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로마서 14: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

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

리라 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히브리서 9:9-12  9.이 장막은 현재까지

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

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

니라 11.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염소와 송

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시록 8:3-4  3.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

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

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

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

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참조: #1; #4; #5; 이사야 45:6; 이사야 

59:19; 시편 113:3, 4>

C 02. 메시아의 선행자가 예고됨

말라기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

실 것이라

이사야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복음 3: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

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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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기 3:2-5, 16-18

2.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

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그 때

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

와 5.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

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

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

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

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

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10-11  10.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

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가복음 1:2-4  2.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광야에 외치

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1:76-79  76.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

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이는 우리 하

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

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7:26-28  26.그러면 너희가 무

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

한 자니라 27.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

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

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0: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

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

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

하였느니라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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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

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

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

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

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

리니 18.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

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다니엘 7: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

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마태복음 3:10-12  10.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

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

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복음 12: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

판하리라

요한복음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

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

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를 원하옵나이다

에베소서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

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7-8  7.환난을 받는 너

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

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

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

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

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

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

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계시록 1:6-7  6.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

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

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니 그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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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기 4:1-4

1.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

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

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

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

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

아지 같이 뛰리라 3.또 너희가 악인을 밟

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

와의 말이니라 4.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계시록 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조: #1; #2; #5; 말라기 4:1; 아모스 

5:18-20; 마태복음 23:13-35; 누가복음 

3:9, 17; 누가복음 12:49; 요한복음 

4:23, 24; 로마서 11:5-10; 히브리서 

10:28-30; 히브리서 12:25-26>

H 02. 메시아는 미래에 심판하심

H 03. 메시아의 미래의 왕국

H 09. 자기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

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1: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요한복음 1:4-5  4.그 안에 생명이 있었

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

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이니라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

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3:26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

거늘

로마서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

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8  하나님을 모르는 자

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

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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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

다 하니

계시록 11: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

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

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

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참조: #1; #2; #5; 이사야 50:10; 이사

야 66:1-2; 베드로후서 3:7>

C 02. 메시아의 선행자가 예고됨
D 02. 메시아의 선지자로서의 직무

E 23.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개종하심

말라기 4:5-6

5.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

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

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13-14  13.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

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7:11-13  11.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

든 일을 회복하리라 12.내가 너희에게 말

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

시니 13.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

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누가복음 1:16-17  16.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17.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

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

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

성을 준비하리라

요한복음 1:14-17  14.말씀이 육신이 되

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

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요한이 그

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

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

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도행전 3:22-23  22.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

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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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

리라 하였고

계시록 1: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

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

더라

<참조: #5; 이사야 40:3; 말라기 3:1; 마

태복음 13:14-26; 마태복음 23:35-38; 

마태복음 24:27-30; 마태복음 27:47-49; 

마가복음 9:11-13; 누가복음 1:76; 누가

복음 7:26-28; 누가복음 19:41-44; 누가

복음 21:22-27; 요한복음 1:21, 25>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18

마태복음

1:23

2:6

2:15

2:18

2:23

3:3

4:4

4:6

4:10

4:15-16

4:7

5:3

5:4

5:5

5:6

5:7

5:8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이사야 7:14

미가 5:2

호세아 11:1

예레미야 31:15

민수기 6:13;

시편 69:9, 10; 이사야 53:2

이사야 40:3

신명기 8:3

시편 91:11, 12

신명기 6:13, 14;

신명기 10:20

이사야 9:1, 2

신명기 6:16

이사야 57:15

이사야 61:2, 3

이사야 29:19; 이사야 61:1

이사야 41:17; 이사야 49:10;

이사야 55:1-3

시편 112:4; 미가 6:8

시편 73:1; 잠언 22:11;

에스겔 36:25

이사야 66:5

이사야 3:10

레위기 2:13; 욥기 6:6

잠언 4:18

출애굽기 25:37

이사야 60:1-3; 이사야 61:3

시편 40:6-8; 시편 42:21

이사야 40:8; 이사야 51:6;

시편 119:89

신명기 12:32; 신명기 27:26;

다니엘 12:3

마태복음

5:21

5:23-24

5:25

5:27

5:31

5:33

5:34-35

5:38

5:42

5:43

5:44

5:48

6:2

6:4

6:5-6

6:7

6:8

6:9

6:10

6:11

6:12

6:13

6:16

6:17

6:19

6:24

6:25

6:26

6:31

6:33

창세기 9:5, 6;

출애굽기 20:13; 신명기 5:17

신명기 16:16, 17;

이사야 1:10-17

잠언 25:8

출애굽기 20:14; 신명기 5:18

신명기 24:1

레위기 19:12; 민수기 30:2

호세아 4:15; 스가랴 5:3

출애굽기 21:24

신명기 15:7-14

레위기 19:18; 시편 139:21

출애굽기 23:4-5

레위기 19:2; 레위기 20:26

시편 37:21; 잠언 20:6

이사야 58:10-12

역대하 4:33; 다니엘 6:10

전도서 5:2

시편 38:9

이사야 63:16; 이사야 64:8

다니엘 2:44; 다니엘 7:27

출애굽기 16:16-35

출애굽기 34:7; 이사야 1:18

신명기 8:2

이사야 58:3-5

전도서 9:8; 다니엘 10:3

시편 62:10; 전도서 5:10-14

출애굽기 20:39

시편 55:22

창세기 1:29-30

레위기 25:20-22; 시편 55:22

열왕기상 3:11-13; 잠언 3:9-10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19

마태복음

6:34

7:3

7:7

7:11

7:12

7:14

7:15

7:17

7:18

7:19

7:21

7:23

7:26-27

7:29

8:17

9:13

10:35-36

10:37

10:41

11:5

11:10

11:14

11:23

11:24

11:25

11:26

11:28

출애굽기 26:18-20;

예레미야 애가 3:23

사무엘하 12:5; 시편 50:16-21

이사야 55:6-7;

예레미야 29:12-13

창세기 8:5; 시편 103:11-13

아모스 5:14-15;

스가랴 8:16-17

이사야 35:8

신명기 13:1-3

시편 92:13-14

예레미야 17:8

에스겔 15:2-7

이사야 29:13; 호세아 8:2-3

시편 6:8

에스겔 13:10-16

신명기 18:18-19

이사야 53:4

잠언 21:3; 호세아 6:6;

미가 6:6-8

창세기 3:15; 예레미야 12:6

신명기 33:9

창세기 20:7

이사야 29:18; 이사야 35:4-6;

이사야42:6-7

말라기 3:1

말라기 4:5

이사야 14:13, 15

예레미야 애가 4:6

시편 8:2; 예레미야 1:5-8

이사야 45:10

이사야 11:10; 이사야 55:1-3;

예레미야 6:16

마태복음

11:29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11

12:17-21

12:35

12:36

12:37

12:40

12:41-42

13:3

13:11

13:13

13:14-15

13:35

13:43

15:4

15:8

이사야 42:1-4; 스가랴 9:9;

예레이야 6:16

신명기 23:25

출애굽기 23:12;

민수기 15:32-36

사무엘상 21:3-6

출애굽기 25:30;

출애굽기 29:33;

레위기 24:8-9

민수기 28:19-20;

느헤미야 13:17

말라기 3:1

이사야 1:11-17; 호세아 6:6;

미가 6:6-8

출애굽기 23:4-5

이사야 11:2, 10;

이사야 42:1-4;

이사야 49:6

시편 37:30-31

전도서 12:14

잠언 13:3

요나 1:17

열왕기상 10:1-10

에스겔 17:2; 에스겔 24:3

시편 25:8-9, 14; 이사야 29:10

이사야 44:15; 에스겔 12:2

이사야 6:9-10;

이사야 29:10, 12

시편 78:2

다니엘 12:3

출애굽기 20:12; 레위기 20:9;

신명기 5:16

이사야 29:3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0

마태복음

15:13

15:14

15:18

15:19

16:4

16:27

17:11

18:10

18:14

18:15

18:16

18:22

19:4

19:5-6

19:7

19:9

19:18

19:19

19:23

19:26

19:28

21:4-5

21:9

21:12

21:13

21:16

21:42

21:43

21:44

22:32

시편 92:13; 이사야 60:21

이사야 9:16

잠언 10:32

창세기 6:5; 예레미야 17:9 

요나 1:17

시편 62:12; 다니엘 7:10

말라기 4:5-6

시편34:7; 시편 91:11;

스가랴 13:7

이사야 40:11; 스가랴 13:7

레위기 19:17

신명기 19:15

이사야 55:7

창세기 1:27

창세기 2:24

신명기 24:1

예레미야 3:1

출애굽기 20:12-17;

신명기5:16-21

레위기 19:3

신명기 8:10-18

예레미야 32:27; 스가랴 8:6

이사야 66:22; 다니엘 7:22

스가랴 9:9

시편 118:26

말라기 3:1-2

이사야 56:7

시편 8:3

시편 118:22-23

출애굽기 32:10; 이사야 26:2;

이사야 55:5

이사야 8:14; 스가랴 12:3

출애굽기 3:6

마태복음

22:37

22:39

22:44

23:12

23:35

23:38

23:39

24:15

24:21

24:29

24:30

24:31

24:35

25:31

25:32

25:35

25:36

25:46

26:15

26:23

26:31

26:52

26:54

26:56

26:64

27:9-10

27:35

28:18

신명기 6:5; 신명기 10:12;

신명기 30:6

레위기 19:18

시편 110:1

잠언 29:23; 이사야 57:15;

창세기 4:28;

역대하 24:20-22

예레이야 22:5

시편 118:26

다니엘 9:27

다니엘 12:1

이사야 13:10; 에스겔 32:7-8;

요엘 2:31

다니엘 7:10, 13; 스가랴 12:10

이사야 11:12; 이사야 27:13; 

시편 102:26; 이사야 51:6

다니엘 7:13-14

에스겔 34:17-22

창세기 18:2-8; 잠언 25:21

욥기 31:19-20

다니엘 12:2

스가랴 11:12-13

시편 41:9

스가랴 13:7

창세기 9:6

시편 22:1-31;

이사야 53:1-12

스가랴 13:7

시편 110:1; 다니엘 7:13

스가랴 11:12-13

시편 22:18

시편 2:6-9; 시편 8:6;

다니엘 7:14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1

마가복음

1:1

1:2-3

1:15

1:17

1:24

2:25

2:26

2:27

4:2

4:3-9

4:12

4:22

4:27

4:29

4:30-32

4:39

6:34

6:45-52

7:6

7:10

7:21-23

7:24

8:18

8:31

8:37

9:2

9:3

9:7

9:11

9:12

9:13

시편 2:7; 이사야 42:1

이사야 40:3; 말라기 3:1

다니엘 2:44

에스겔 47:10

시편 89:18-19

사무엘하 21:3-6

레위기 24:9

출애굽기 31:14;

신명기 5:12-15

시편 78:2

이사야 55:10-11

이사야 6:9-10

시편 78:2-4; 시편 90:9-10

전도서 8:17

요엘 3:13

에스겔 31:5-6; 다니엘 4:10-12

시편 107:29; 시편 93:4

예레미야 50:6; 스가랴 10:2

시편 107:23-32

이사야 29:13; 에스겔 33:31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창세기 6:5; 시편 14:1, 3

이사야 42:2

시편 115:5-7; 예레미야 5:21

호세아 6:2; 요나 1:17

시편 49:7-8

이사야 33:17

다니엘 7:9

다니엘 7:13

말라기 3:1; 말라기 4:5

시편 22:1-31; 이사야 40:3-5;

이사야 53:1-12

말라기 4:5-6

마가복음

9:44-48

9:49

10:6

10:7-8

10:18

10:19

10:34

10:44

11:7

11:9

11:10

11:17

12:10-11

12:19

12:26

12:29-30

12:36

13:8

13:14

13:19

13:24-25

13:26

13:27

13:31

14:18

14:21

14:27

이사야 66:24

레위기 2:13

창세기 1:27; 창세기 5:2

창세기 2:24

사무엘상 2:12; 시편 86:5

출애굽기 20:12-17;

신명기 5:16-20

시편 16:10; 시편 22:6-8, 13;

이사야 53:10; 호세아 6:2

이사야 53:10-12;

다니엘 9:24, 26

스가랴 9:9

시편 118:26

에스겔 34:24; 에스겔 37:24

이사야 56:7; 예레미야 7:11

시편 118:22-23

창세기 38:8; 신명기 25:5-10

출애굽기 3:6, 16

신명기 6:4-5; 신명기 10:12;

레위기 19:18

시편110:1

학개 2:22; 스가랴 14:13

다니엘 11:31; 다니엘 12:11

다니엘 9:12; 다니엘 12:1

이사야 13:10; 이사야 24:20-23;

요엘 2:31

다니엘 7:13-14

신명기 30:4; 다니엘 7:13

시편 102:25-27; 이사야 40:8;

이사야 51:6

시편 41:9

이사야 53:1-12; 다니엘 9:26

스가랴 13:7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2

마가복음

14:50

14:62

14:65

15:24

15:28

15:29

15:34

15:36

누가복음

1:17

1:48

1:50

1:51

1:52

1:53

1:54

1:55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시편 38:11; 시편 88:8;

이사야 63:3

시편 110; 다니엘 7:13

이사야 50:6; 미가 5:1

시편 22:18

이사야 53:12

시편 22:7-8; 시편 109:25;

예레미야 애가 1:12

시편 22:1

시편 69:21

말라기 4:5-6

시편 113:7-8; 시편 136:23;

말라기 3:12

창세기 17:7; 시편 103:17

시편 98:1; 이사야 21:10

시편 107:40-41; 아모스 9:11

시편 107:9

시편 98:3

창세기 12:3; 창세기 22:18;

창세기 28:14

사무엘상 2:10; 시편 132:17-18;

에스겔 29:21

창세기 3:15; 신명기 18:15-19;

다니엘 9:24-26

신명기 33:29; 시편 106:10;

이사야 14:1-3

창세기 12:3; 창세기 28:14;

시편 98:3

창세기 22:16-17

스바냐 3:15; 가스랴 9:8-10

예레미야 31:33-34

말라기 3:1; 말라기 4:5

누가복음

1:78

1:79

2:21

2:23

2:24

2:31

2:32

2:34

3:4-6

4:4

4:8

4:10-11

4:12

4:17-19

4:25-26

4:27

5:14

5:21

6:2

6:3-4

6:21

7:21-22

7:27

8:21

9:16-17

9:54

9:61-62

10:42

11:31-32

13:14

민수기 24:17; 말라기 4:2

이사야 9:2; 이사야 60:1-3

창세기 17:12; 레위기 12:3

출애굽기 13:2, 12, 15

레위기 12:6-8

시편 96:13; 시편 98:2-3

이사야 49:6

이사야 8:14-15

이사야 40:3-5

신명기 8:3

신명기 6:13; 신명기 10:20;

시편 83:18

시편 91:11-12

신명기 6:16

이사야 61:1-2

열왕기상 17:1-16

열왕기하 5:1-14

레위기 13:2

출애굽기 34:7; 레위기 24:16

출애굽기 31:15; 출애굽기 35:2

레위기 24:5-9;

사무엘상 21:3-6

시편126:5-6; 이사야 55:1-2

시편 146:8; 이사야 28:18-19

예레미야 4:3; 말라기 4:5

신명기 29:4; 시편 25:14

열왕기하 4:42-44

열왕기하 1:10-14

열왕기상 19:19-22

시편 27:4

열왕기상 10:1-2; 역대하 9:1;

이사야 9:6-7

출애굽기 20:9; 출애굽기 23:12;

레위기 23:3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3

누가복음

14:11

14:16

15:11-32

16:8

17:25

17:26-27

17: 28

17:29

17:32

18:7

18:11

18:19

18:20

18:22

18:31

18:32

18:33

19:38

19:41

19:42

19:43

19:44

20:17

20:18

20:42-43

20:44

이사야 57:15

이사야 25:6

신명기 21:15-21

시편 27:4; 시편 49:10-19

이사야 53:3

창세기 7:7-23

창세기 19:4-15

창세기 19:16-25

창세기 19:26

시편 55:17; 시편 86:3;

예레미야 20:11-13

예레미야 2:35

욥기 14:4

출애굽기 20:12-17

시편 27:4

시편 22:1-31; 시편 69:1-36;

이사야 53:1-12

이사야 50:6; 이사야 52:14;

이사야 53:3

시편 71:20; 호세아 6:2

스가랴 9:9

예레미야 17:16; 호세아 11:8

신명기 5:29; 이사야 6:9-10;

이사야 29:10-14

신명기 28:49-58;

다니엘 9:26-27

이사야 29:3; 예레미야 6:6;

다니엘 9:24; 미가 3:12

시편 118:22

이사야 8:14-15

시편 2:1-9; 시편 110:1

시편 52:7; 시편 110:1

누가복음

21:6

21:10

21:20

21:22

21:25

21:26

21:27

21:33

21:34-35

22:2

22:3

22:21

22:22

22:30

22:37

22:63

22:69

23:30

23:34

23:36

23:46

23:53

24:36

24:46-47

이사야 64:10-11; 미가 3:12;

스가랴 14:2

스가랴 14:2-3, 13

다니엘 9:27

전도서 9:12; 다니엘 9:26-27

이사야 13:10, 13;

에스겔 32:7-8;

요엘 2:30-31

신명기 28:32-34, 65-67

다니엘 7:13

시편 102:26; 이사야 51:6

이사야 24:17

시편 2:1-5

시편 41:9; 시편 55:12-14

시편 41:9

시편 22:1-31;

시편 55:12-15;

시편 109:6-8

시편 49:14

이사야 53:12

이사야 50:6; 미가 5:1

시편 110:1; 다니엘 7:14

예레미야 2:19; 호세아 10:8

시편 22:18

시편 69:21

시편 31:5

이사야 53:9

레위기 16:28

창세기 49:10; 민수기 21:6-9;

신명기 18:15; 시편 22:1-31;

이사야 53:1-12; 미가 5:2-4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4

요한복음

1:1

1:3

1:10

1:14

1:15

1:18

1:19

1:23

1:45

1:51

2:17

3:14

3:17

3:35

3:36

4:23

4:24

5:10

5:19

5:20

5:37

5:46

6:14

6:31-35

6:39

창세기 1:1; 잠언 8:22-31

이사야 45:12, 18

창세기 11:6-7

시편 45:2; 이사야 7:14;

이사야 60:1-2

잠언 8:22; 이사야 9:6

출애굽기 33:20-23;

여호수아 5:13–15; 잠언 8:30

레위기 16:21-22;

이사야 53:11

이사야 40:3

신명기 18:15-18; 이사야 4:2;

미가 5:2; 스가랴 6:12

다니엘 7:9-14

시편 69:9

민수기 21:9

이사야 53:10-12

잠언 8:30; 이사야 42:1

시편 2:12; 이사야 9:6-7

이사야 58:9-10

이사야 57:15;

이사야 58:9-10

이사야 58:13;

예레미야 17:21, 27

창세기 1:26

잠언 8:22-31

출애굽기 20:19; 신명기 4:12

신명기 18:15, 18, 19

신명기 18:15, 18

시편 78:24-25;

출애굽기 16:4, 8, 15;

민수기 11:6-9

민수기 26:65

요한복음

6:45

7:2

7:3

7:6

7:7

7:10

7:15

7:17

7:22

7:24

7:38

7:41-42

7:51

8:5

8:7

8:12

8:16

8:17

8:28

8:42

8:44

8:56

9:5

10:9

10:11

10:12

이사야 54:13;

예레미야 31:33-34

신명기 16:13-16;

스가랴 14:16-19

예레미야 12:6

시편 102:13; 전도서 3:1

잠언 8:36; 이사야 49:7;

스가랴 11:8

시편 40:8; 이사야 42:2-3

아모스 7:15

시편 25:8, 9, 12

창세기 17:10-14

신명기 1:16, 17, 19

신명기 18:15

미가 5:2

신명기 17:8-11;

신명기 19:15-19

레위기 20:10

신명기 17:6; 시편 50:16-20;

예레미야 17:13

이사야 9:2; 이사야 49:6;

이사야 60:1-3

시편 98:9; 예레미야 23:5-6

신명기 19:15

신명기 18:18

신명기 18:18

창세기 3:3-7

창세기 22:18

이사야 42:6-7; 이사야 49:6

시편 23:1-6; 에스겔 34:12-16

이사야 40:11; 에스겔 37:24;

미가 5:4

이사야 56:10-12;

에스겔 34:2-6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5

요한복음

10:16

10:30

10:34

12:13

12:15

12:37-38

12:40

12:41

12:46

12:49

13:18

13:21, 26

14:21

14:31

15:25

16:32

16:33

17:12

18:22

19:23-24

19:28-29

19:36

19:37

20:19

사도행전

1:5

1:8

1:16

1:20

창세기 49:10; 스가랴 8:20-23

스가랴 14:9

시편 82:6

시편 118:25-26; 스바냐 3:15

이사야 62:11; 스바냐 3:16-17;

스가랴 2:9-11

이사야 53:1

이사야 6:10; 이사야 29:10

이사야 6:1-5

이사야 42:6-7; 말라기 4:2

신명기 18:18

시편 41:9

시편 41:9

신명기 30:6-8;

예레미야 31:31-34

시편 40:8

시편 35:19; 시편 69:4;

시편 109:3

스가랴 13:7

시편 68:18; 시편 85:8-11;

이사야 9:6-7

시편 109:6-8

이사야 50:6; 미가 5:1

시편 22:18

시편 22:15; 시편 69:21

출애굽기 12:46; 시편 34:20

스가랴 12:10

레위기 16:28

요엘 2:28-29; 이사야 44:3

시편 22:27; 이사야 2:3

시편 41:9; 시편 55:12-14

시편 69:25; 시편 109:8

사도행전

2:17-21

2:25-28

2:31

2:34-35

2:39

3:18

3:22-23

3:25

4:11

4:25-26

5:38

6:3

7:2-3

7:5

7:6

7:7

7:8

7:9

7:10

7:11

7:12

7:12

7:14

7:15

7:16

7:17-43

7:44

요엘 2:28-32

시편 16:8-11

시편 16:10

시편 110:1

요엘 2:28

이사야 50:6;

이사야 53:1-12

신명기 18:15-19

창세기 22:18

시편 118:22; 이사야 28:16

시편 2:1-2

잠언 21:30;

예레미야 애가 3:37

신명기 1:13

창세기 12:1

창세기 12:7; 창세기 13:15; 

창세기 15:13, 16

창세기 15:14-16;

출애굽기 7:1-14

창세기 17:9-14; 창세기 21:2;

창세기 25:24

창세기 37:4-11, 18-29; 

창세기 39:21-23

창세기 41:12-46

창세기 41:54-57

창세기 42:1

창세기 45:4

창세기 45:9-11

창세기 46:3-7; 창세기 49:33

창세기 49:29-32;

출애굽기 13:19;

여호수아 24:32

출애굽기 1-40

출애굽기 38:21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4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6

사도행전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3

8:32-33

10:14

10:35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32

13:33

13:34

13:35

여호수아 3:11-14

열왕기상 8:17-19;

시편 132:1-5

열왕기상 6:1;

역대하 2:1-4:22

열왕기상 8:27

이사야 66:1;

예레미야 7:4-11

창세기 1:4; 출애굽기 20:11

출애굽기 32:9;

신명기 10:16;

이사야 63:10

신명기 33:2; 출애굽기 19:3

이사야 53:7-8

레위기 11:1-17;

레위기 20:25

이사야 56:3-8

창세기 12:1-3;

출애굽기 1:7-9;

출애굽기 6:1

출애굽기 16:35;

시편 78:17-42

신명기 7:1; 여호수아 24:11;

시편 78:55

사사기 2:16; 사사기 3:9-10;

사무엘상 3:20

사무엘상 8:5-6; 사무엘상 10:1

사무엘상 15:11;

사무엘상 16:12-13

창세기 3:15; 다니엘 9:24-25

시편 2:7

시편 89:2-4, 19-37;

이사야 55:3

역대상 17:11; 시편 16:10

사도행전

13:41

13:47

14:15

14:16

14:17

15:15-16

15:17

15:18

15:29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1

23:5

26:6

28:26

28:27

이사야 28:14; 하박국 1:5

이사야42:6; 이사야 49:6

창세기 1:1; 시편 33:6;

시편 124:8

시편 81:12

시편 65:9-13; 예레미야 5:24;

예레미야 14:22

아모스 9:11-12

시편 22:26-27; 이사야 65:1

이사야 46:9-10

레위기 17:14

이사야 45:18; 이사야 66:1;

다니엘 4:25

창세기 2:7; 이사야 42:5;

시편 50:8-13

창세기 3:20; 신명기 32:8

예레미야 23:23-24

욥기 12:10; 시편 79:13

이사야 44:9-20;

하박국 2:19-20

시편 96:13

출애굽기 22:28

창세기 3:15; 말라기 4:2

이사야 6:9-10; 에스겔 12:2

이사야 29:10; 이사야 66:4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7

로마서

1:17

2:6

2:11

2:13

2:16

2:18

2:24

2:28-29

3:4

3:10-12

3:13a

3:13b

3:14

3:15-17

3:18

4:3

4:7-8

4:17

4:18

7:7

8:36

9:7

9:9

9:12

9:13

9:15

9:17

9:25

9:26

9:27-28

9:29

9:33

하박국 2:4

시편 62:12

신명기 10:17

신명기 6:3

시편 96:13

느헤미야 9:14

이사야 52:5

신명기 30:6

시편 51:4

시편 14:1-3; 시편 53:1-3

시편 5:9

시편 140:3; 시편 5:9

시편 10:7

이사야 59:7-8

시편 36:1

창세기 15:6

시편 32:1-2

창세기 17:5

창세기 15:5

출애굽기 20:17; 신명기 5:21

시편 44:22

창세기 21:12

창세기 18:10, 14

창세기 25:23

말라기 1:2-3

출애굽기 33:19

출애굽기 9:16

호세아 2:23

호세아 1:10; 호세아 2:1

이사야 10:22; 호세아 1:10

이사야 1:9

이사야 8:14; 이사야 28:16

로마서

10:5

10:6-8

10:11

10:13

10:15

10:16

10:18

10:19

10:20-21

11:3

11:4

11:8

11:9-10

11:26-27a

11:27b

11:34

11:35

12:19

12:20

13:9a

13:9b

14:11

15:3

15:9

15:10

15:11

15:12

15:21

고린도전서

1:19

1:31

레위기 18:5

신명기 30:12-14

이사야 49:23

요엘 2:32; 요엘 3:5

이사야 52:7

이사야 53:1

시편 19:4

신명기 32:21

이사야 65:1-2

열왕기상 19:10

열왕기상 19:18

신명기 29:4

시편 69:22-23

이사야 59:20-21

예레미야 31:31-34

이사야 40:13

욥기 41:11

신명기 32:35

잠언 25:21-22

신명기 5:17-21

레위기 19:18

이사야 45:23

시편 69:9

시편 18:49

신명기 32:43

시편 117:1

이사야 11:10

이사야 52:15

이사야 29:14

예레미야 9:23-24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8

고린도전서

2:16

3:19

3:20

5:13

6:16

9:9

10:7

10:26

14:21

15:27

15:32

15:45

15:54

15:55

고린도후서

3:16

4:13

6:2

6:16

6:17

6:18

8:15

9:7

9:9

10:17

13:1

갈라디아서

3:6

3:8

3:10

3:11

3:12

이사야 40:13

욥기 5:13

시편 94:11

신명기 17:7

창세기 2:24

신명기 25:4

출애굽기 32:6

시편 24:1; 시편 50:12

이사야 28:11-12

시편 8:6

이사야 22:13

창세기 2:7

이사야 25:8

호세아 13:14

호세아 3:4-5

시편 116:10

이사야 49:8

레위기 26:12

이사야 52:11

사무엘하 7:14

출애굽기 16:18

신명기 15:4

시편 112:9

예레미야 9:24

신명기 19:15

창세기 15:6

창세기 12:3; 창세기 18:18

신명기 27:26

하박국 2:4

레위기 18:5

갈라디아서

3:13

3:16

4:27

4:30

5:14

에베소서

4:8

5:31

6:2-3

데살로니가

전서

4:16-17

디모데전서

5:18a

디모데후서

2:19a

2:19b

히브리서

1:1

1:2

1:4

1:5

1:6

1:7

1:8

신명기 21:23

창세기 13:15; 창세기 17:7;

창세기 22:18

이사야 54:1

창세기 21:10

레위기 19:18

시편 68:18

창세기 2:24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이사야 57:1-2

신명기 24:14, 15; 신명기 25:4

시편 1:6; 나훔 1:7

시편 34:14

신명기 18:15;

민수기 12:6-8

시편 2:6-9; 잠언 8:22-31

시편 2:7-8; 이사야 9:6

시편 2:7; 시편 89:26-27

시편 97:7; 잠언 8:24-25

시편 104:4

시편 45:6-7; 시편 145:13;

이사야 9:7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29

히브리서

1:9

1:10

1:11

1:12

1:13

1:14

2:2

2:6

2:8

2:12

2:13

2:14

2:15

2:16

3:2

3:3

3:5

3:8

3:9

3:10

3:11

3:15

3:17

3:18

4:3

4:4

4:5

4:7

시편 45:7; 시편 89:20;

이사야 61:1

시편 102:25-27

이사야 50:9;

이사야 51:6, 8

시편 102:26-27

시편 110:1

시편 103:20-21;

다니엘 7:10

레위기 24:14-16

시편 8:5-6; 욥기 7:17-18

시편 8:6; 다니엘 7:14

시편 22:22, 25

시편 16:1; 이사야 8:18;

이사야 12:2

이사야 25:8; 호세아 13:14

시편 56:13

창세기 22:18

민수기 12:7

스가랴 6:13

민수기 18:15-19

출애굽기 17:7; 시편 106:14

신명기 4:9; 민수기 14:33;

여호수아 23:3

열왕기하 21:9; 이사야 63:17

신명기 1:34-35;

민수기 32:10-13

신명기 10:16

민수기 26:64-65

신명기 1:34-35

시편 95:11

창세기 2:2

시편 95:11

시편 95:7-8

히브리서

4:9

4:12

4:13

5:3

5:4

5:5

5:6

6:13

6:14

6:15

6:16

6:17

7:1

7:2

7:3

7:4

7:5

7:6

7:9

7:12

7:14

7:17

7:21

8:5

8:8

8:9

8:10

8:11

이사야 11:10

전도서 12:11; 이사야 49:2;

예레미야 17:10

시편 33:13-15; 시편 90:8

레위기 9:7; 레위기 16:6

출애굽기 28:1

시편 2:7

시편 110:4

창세기 22:15-18

창세기 12:3; 창세기 22:17

창세기 15:2-6

출애굽기 22:11

잠언 19:21; 시편 33:11

창세기 14:18-20

창세기 28:22; 레위기 27:32

창세기 14:18-20; 시편 110:4

창세기 14:20

민수기 18:21-26

창세기 14:19-20

창세기 14:20

예레미야 31:31-34

창세기 49:10; 이사야 11:1

시편 110:4

시편 110:4

출애굽기 25:40;

출애굽기 26:30

예레미야 31:31-34;

에스겔 37:26

출애굽기 34:10, 28;

이사야 63:11-13;

예레미야 31:32

예레미야 31:33;

에스겔 36:26-27

예레미야 31:34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30

히브리서

8:12

9:2

9:3

9:4

9:5

9:6

9:7

9:8

9:9

9:10

9:13

9:19

9:20

9:21

9:22

9:25

예레미야 33:8

예레미야 50:20;

미가 7:19

출애굽기 25:23, 30;

출애굽기 40:4;

레위기 24:5-6

출애굽기 26:31-33;

열왕기상 8:6

출애굽기 16:33;

민수기 17:8-10;

신명기 10:2-5

출애굽기 25:17-22

출애굽기 27:21;

출애굽기 30:7-8;

출애굽기 30:10;

레위기 16:2-20, 34

이사야 63:11

시편 40:6-7;

시편 51:16-19

출애굽기 30:19-21;

레위기 11:2;

신명기 14:3-21

레위기 16:14-16;

민수기 19:2-21

출애굽기 12:22;

출애굽기 24:8; 

레위기 16:14-18

신명기 29:12

출애굽기 29:12, 20, 36

레위기 4:20, 26, 35;

레위기 5:10, 12, 18;

레위기 17:11

출애굽기 30:10;

레위기 16:2-34

히브리서

10:4

10:5

10:6

10:7

10:9

10:11

10:12-13

10:16

10:22

10:26

10:27

10:28

10:29

10:31

10:37

10:38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1

11:12

11:13

시편 51:16;

이사야 1:11-15; 호세아 6:6

시편 40:6-8; 예레미야 6:20;

아모스 5:21-22

말라기 1:10

창세기 3:15; 시편 40:7

시편 40:7; 말라기 1:10

시편 50:8-13; 이사야 1:11

시편 110:1

예레미야 31:33-34

에스겔 36:25

민수기 15:28-31

시편 21:9; 예레미야 4:4

민수기 15:30-31, 36;

신명기 13:6-10

신명기 32:35-36; 시편 98:9

시편 90:11; 이사야 33:14

하박국 2:3; 에스겔 18:24

하박국 2:4

창세기 1:1; 시편 33:6

창세기 4:3-5

창세기 5:22-24

이사야 55:3

창세기 6:16, 22; 창세기 7:1, 5

창세기 12:1-4; 창세기 15:5;

창세기 22:18

창세기 13:8; 창세기 17:8;

창세기 26:3

창세기 17:17-19;

창세기 18:11-14;

창세기 21:1-2

창세기 22:17

창세기 23:4; 창세기 49:10; 

시편 39:12



구약성경 구절 인용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인용 또는 인용이 암시된 구약성경 말씀>

431

히브리서

11:15

11:16

11:17

11:18

11:20

11:21

11:22

11:23

11:24-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2:5

12:6

창세기 11:31; 24:6-8

창세기 17:7-8;

이사야 41:8-10

창세기 22:1-12

창세기 17:19; 창세기 22:12

창세기 27:27-40

창세기 47:31;

창세기 48:5-22

창세기 50:24-25;

출애굽기 13:19

출애굽기 2:2

출애굽기 2:10-15

출애굽기 12:3-14;

출애굽기 12:21-30

출애굽기 14:13-31

여호수아 6:3-20

여호수아 2:1-22;

여호수아 6:22-25

사사기 4:6; 사사기 6:11;

사사기 11:1; 사사기 12:7

시편 44:2-6

사무엘상 17:51-52;

사무엘하 21:16-17; 

열왕기상 6:16-18;

사사기 8:4-10;

사사기 15:14-20; 욥기 42:10

열왕기상 17:22-24;

열왕기하 4:27-37

사사기 16:25; 예레미야 20:7

사무엘상 22:17-19;

열왕기하 1:8; 예레미야 2:30

사무엘상 23:15; 열왕기상 17:3

욥기 5:17; 잠언 3:11

신명기 8:5; 잠언 3:12

히브리서

12:12

12:13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4

12:26

12:29

13:5

13:6

13:10

13:11

13:15

13:20

이사야 35:3

잠언 4:26-27; 이사야 35:6

창세기 25:31-34

창세기 25:31-34

출애굽기 19:10-19;

출애굽기 20:18;

출애굽기 24:17

출애굽기 19:16-19;

출애굽기 20:18-19

신명기 5:24-27;

신명기 18:16

출애굽기19:13, 16

출애굽기 19:16, 19;

이사야 6:3-5

창세기 4:10

출애굽기 19:18; 이사야 2:19;

이사야 13:13

출애굽기 24:17; 신명기 4:24

창세기 28:15; 신명기 31:6, 8;

시편 119:36

시편 56:11; 시편 118:6

민수기 7:5

출애굽기 29:14;

레위기 4:16-21

시편 116:17-19; 호세아 14:2

이사야 40:11; 에스겔 34:23



참고도서 목록

432

영어 서적

Abram Kenneth Abraham, Promises of 

the Messiah, New Testament Fulfilment 

of Old Testament Prophecies, 1987 

Barbour and Company, USA.

Bibleworks, 2001, LLC. Hermeneutika 

Computer Bible Research software, 

Bigfork, USA.

Briggs, Charles A., Messianic prophecy, 

1988, Hendrickson Publishers, Peabody, 

MA.

Delitzsh, Franz, Messianic prophecies 

in historical succession, 1998, WIPP 

& Stock Publishers, Eugene, OH.

Dewart, Edwart Hartley, Jesus the 

Messiah in prophecy and fulfillment, 

1891, Cranston & Stowe, Cincinati, 

OH.

Fruchtenbaum, Arnold G., Messianic 

Christology, 1998, Manna Books, 

UK.

Fruchtenbaum, Arnold G., The Feasts 

of Israel, 1993, Ariel Ministries, 

Manna Books, UK.

Fryland, Rachmiel, What the Rabbies 

know about the Messiah, 1993, 

Messianic Publishing Company, 

Columbus, MD.

Henry, Matthew, Commentary of the 

whole Bible, 1991, Henrickson 

Publishers, Peabody, MA.

Hengstenberg, W.E.,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1970, Kregel 

Publications, Grand Rapids, MI.

Kaiser, Walter C., The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1995, 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MI.

영어 서적

Klingerman, Aaron J., Messianic 

prophecy in the Old Testament, 

1957, 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MI.

Locklyer, Herbert, All the Messianic 

Prophesies of the Bible, 1973. 

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MI.

Meldau, Fred John, The Messiah in 

Both Testaments, 1967, The Christian 

Victory Publishing Company, Denver, 

USA.

Payne, Barton J.,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 1973, Baker 

Books, Grand Rapids, MI.

Reich, Max I. The Messianic Hope of 

Israel, 1940, W.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

Santala, Risto, The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1992, Keren Ahvat 

Meshhit, Jerusalem.

Smith, James,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the promised Messiah, 1993, 

Thomat Nelson Publishers, Nashville, 

TN.

Spurgeon, C.H., Christ in the Old 

Testament, 1994, AMG Publishers, 

Chattanooga, TN.

Stern, David H. Jewish New Testament 

Commentary, 1992, Jewish New 

Testament Publications, Clarksville, 

MD.



참고도서 목록

433

독일어 서적

Ambrosius, Isaac, Het zien op Jezus, 

1984, Den Herto, Houten

A Brakel, Wilhelmus, Redelijke Godsdienst, 

7e druk, De Banier, Utrecht.

Bunyan, John, Al de werken, deel I, 

1967, Den Hertog B.V.

Calvijn, J., Uitlegging op de Profetieen 

van de Profeten Jesaja en Jeremia, 

deel I, 1900, Ten Bokkel Huinink, 

Utrecht.van Campen, M., Leven 

uit Gods beloften, 1988, De Groot 

Goudriaan, Kampen.

van Campen, M., “Brede aandacht 

voor de Joden in Nederland tijdens 

de zeventiende en achttiende eeuw>>, 

2007, in Profetisch Perspectief.

Edelkoort, A.H., De Christus-serwachting 

in het Oude Testament, 1941, H. 

Veenman & Zn.

Klein Haneveld, Jb., God’s feestkalender 

voor Israel, 1975, Brochure Morgenrood, 

Bodegraven

Klein Haneveld, Jb., De Messias in 

het oude en nieuwe testament, vrije 

bewerking naar Fred John Meldau, 

St. Israel en de Bijbel, Harmelen.

Haverkamp, B., De tent onder de 

wolk, 1963, De Banier, Utrecht.

De Heer, Joh., Het duizend jarig 

Vrederijk, 1939, Zoeklicht Boekhandel, 

Rotterdam.

Hoek, J., Hoop op God: Eschatologische 

ver-wachting, 2004, Boekencentrum 

Zoetermeer.

van Kooten, R., Verzoend door Christus, 

1996, Uitg. J. J. Groen en Zn., 

Leiden

독일어 서적

van Kooten, R., Meer kennis van 

Christus, 1995, Uitg. J. J. Groen 

en Zn., Leiden

Koekoek, H. G., De geheimen van 

de Offers, Uitg. Het Licht des 

Levens, Alphen/d Rijn.

Mackintosh, C. H., Aantekeningen 

op Leviticus, Uit het Woord der 

Waarheid, Winschoten.

van Nieuwpoort, A., Tenach opnieuw, 

2006, Van Gennep, Amsterdam.

Spurgeon, C. H., De Psalmen Davids, 

5e druk, L. Los, Amsterdam

Stier, A. B., Romeinen IX-XI.

Verduin, M., Canticum Canticorum: 

Het Lied der liederen.

Vreekamp, H., Zonder Israel niet 

volgroeid, 1988, J.H. Kok, Kampen.

De Vries, P., Het Lam overwint, 

2003, Groen, Heerenveen.

van de Weerd, Gert A., De Profeet 

Ezechiel, Bijbelverklaring, deel I, 

2006, PMI, Veeendaal.

van de Weerd, Gert A., De Profeet 

Daniel, Bijbelverklaring, deel 1 & 

2, 2000, PMI, Veen -endaal.

van de Weerd, Gert A., De Profeet 

Micha, Bijbelverklaring, 2001, PMI, 

Veenendaal.

van de Weerd, Gert A., De Profeet 

Bijbelverklaring, 2007, PMI, Veenendaal.

van de Weerd, Gert A., De Profeet 

Bijbelverklaring, 1999, PMI, Veenenda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