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16

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9개의 비유들 (마 13:1-53)
– 신비의 왕국이 현 시대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

• 첫번째
유

비유 (마 13:3-9, 19-23)- 씨뿌리는 자의 비

– 신비의 왕국 시대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특징지
워질 것인 반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opposi5on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에
대해 다른 반응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첫번째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나머지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막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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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두번째 비유 (막 4:26-29), 스스로 막 자라는 씨앗
의 비유
– 첫번째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자랄 것인데,
그 안에 inner energy가 있어서, 믿는 이들을 거듭나
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된다는 말씀
이 떠오르게되는 가르침

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세번째 비유 (마 13:24-30, 36-43)인 가라지의 비유
는 첫번째 비유에서 true sowing은 곧 가짜
countersowing에 의해 모방될 것이고
–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씨 (말씀이 아님, 사람임) 로 인해
side-by-side development 가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 신비의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둘을 갈라놓게 될 것이고 좋은 씨앗은 Messianic
kingdom으로 들여보내고 나쁜 씨앗은 제외시킬 것임을
보여줍니다 .
– 이것이 마 25:31-46의 양과 염소의 심판과 같은 것입니
다. 가라지=false beli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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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네번째 비유 (마 13:32-32), 겨자씨의 비유, 는 이 신
비의 왕국이 거대한 외형상의 outer propor5ons를
띠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 비정상적인 외형적인 성장이 있을 것인데 un5l it
becomes a monstrosity which in turn becomes a
res5ng place for birds.
– 첫번째 비유에 따르면, 이 새들은 agents of Satan을 나타
내고,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라는 우산 아래에서 온갖 종류의 그룹들이 포함될 것입니
다. Cul5c groups which use Christ’s name but deny His
d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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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다섯번째 비유 (마 13:33), 누룩의 비유, 는 신비
의 왕국이 내부적으로 교리적인 부패로 특징지워
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 한 여자는 자주 상징적으로 a symbol of a false
religious system resul5ng in spiritual fornica5on을
상징합니다 (계 2:20; 17:1-18).
– 또 누룩이란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마다, 언제
나 죄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고전 5:6-8) 그리고
speciﬁc sin of false doctrine (마 16:6, 11-12).

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 이것은 “points to the fact that Christendom
develops into three main divisions: Roman
Catholicism, Eastern Orthodoxy, and
Protestan5sm. All three, to a greater or lesser
degree, will have false doctrine.” (Israelology,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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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여섯번째 비유 (마 13:44), 보물의 비유, 는 “an
Old Testament symbol of Israel (Exod. 19:5;
Deut. 14:2; Psalm 135:4).
• 이것은 이전 두개의 비유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
게되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일곱번째 비유 (마 13:45-46)은 “값진 진주의 비유”
• 진주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찾기 어
렵지만, “the implica5on is that it represents the
Gen5les for two reasons.
• 신비의 왕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전 비유는 유대인들을 말하니, 이 비유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 두번째 이유는, 진주는 바다에서 나는 것이고, 바다
는 common symbol of the Gen5le world (Dan.
7:2-3; Rev. 17:1, 15). 따라서 이 비유에 따르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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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여덟번째 비유 (마 13:47-50), 그물의 비유,

– 이 신비의 왕국시대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 이것은 바다로 상징되는데, 의로운 자들이 메시아왕
국으로 들여보내지는 반면 의롭지않은 자들은 제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 심판은 나중에 마 25:31-46에 자세하게 설명됩니
다.

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9번째 비유 (마 13:51-52), 집주인의 비유의 새
것, 옛것?
– 옛것 - They knew about a kingdom over which
Messiah would rule and reign,
– 새것 - but they did not know it would be rejected
at the 5me it was oﬀered. (Barbieri, BKC, 52).
– “some aspects of the Mystery Kingdom have
similari5es with the other facets of God’s Kingdom
Program, while other aspects are new and never
found before.” (Israelology,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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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종합:

– They knew the kingdom would include righteousness,
but they did not know it would also include evil.
– Jesus pointed up a new truth that the period between
His rejec5on and His second coming would be
characterized by professing followers, both good and
evil.
– This era would have a small beginning, but it would
grow into a great “kingdom” of professors. Once this
process began, it could not be stopped, and within it
God is maintaining His people Israel and crea5ng His
church.

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This interadvent period will end with a 5me of
judgment in which God will separate the wicked
from the righteous and the righteous will then
enter the earthly kingdom to rule and reign with
Christ.
– Through these parables Jesus answered the
ques5on, What happened to the kingdom? The
answer: God’s kingdom will be established on
earth at Jesus’ second coming; meanwhile good
and evil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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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기독교계 vs 몸된 교회(엡 1:22-23) vs 지역교회

–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면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됩니다. 따라서 몸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 지역교회(local church)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들로 구성된 ‘기독교계’ (카톨릭교회, 동
방정교회, 몰몬교, 안식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
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
니다.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마 13:38-43).
–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마귀를 상징하는 새들이 깃든
곳… 바로 기독교계(Christendom)를 가리켜 ‘신비의 왕국’이라
고 부릅니다. 구약에 계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세번째 단면: 신비의 왕국
– 이 기독교계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
던 왕(메시아)임을 예수님의 초림때 받아들였더라면
나타나지 않았을 왕국입니다.
•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이 신비의 왕국인 ‘기독교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채 바
로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을 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적이
없는 왕국의 한 단면(신비의 왕국)인 기독교계
(Christendom)란 것을 소개하기 시작하신 내용이 마 13장
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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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승천후 이스라엘민족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셨지
만 그들은 결국 거부..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A.D.
70).
– 그후 1948년 나라가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 그들의 왕(메
시아, 그리스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정
통치국가(Kingdom of God)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민족적인 회개(지도자들의 회개)
가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신 30- 땅언약)

– 하지만 모세는 ‘나와 같은 대언자’가 올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 그가 메시아(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
으로 다스리게 될 것임을 구약성경에 수없이 예언해놓으
셨습니다.

왕국의 네번째 단면: 셋째하늘
• 4. Universal/Eternal Kingdom (셋째하늘=천국)

– 시 22:28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
리는 이시로다.”
– 시 45:6 “오 하나님이여, 왕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왕의 왕
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 단 4:34 “…지극히 높으신 이…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
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cf. 시 103:19-22; 행
17:24)
–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과거부터 미래까지…현재에도…
왕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 구원받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셋째하늘 (고후 12:2), 에서 현재 하
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통치, 왕국)
• 다스림 = 통치 = rule = βασιλεια = 왕국(하나님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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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네번째 단면: 셋째하늘
– 결론: 왕국(kingdom)이란 단어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셋째하늘)을 가리킬 때도 있다.
•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 않다. 사실 더 많은 경우, 왕국이 죽
어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지 않고, 이 땅에 임할
mediatorial kingdom, 천년왕국을 가리킬 때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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