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라  ㅡ 로마서 1 장 2 절

성경: 로마서 1 장 1- 5 절

진리 스타디

 ‘선지자’( προφήτης, prophetes, prophet)의 헬라어 원문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
다.  하나는 전치사인 ‘미리’(προ, pro, before)이고,  다른 하나는 명사인 ‘빛’(φως,  phos, 
light)이다. 이는 ‘선지자’는 먼저 하나의 빛을 보고 나서 그 본 빛을 근거 삼아 말하는 사람
인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경’의 헬라어 원문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거룩함’  (άγιος ,hagios, 
holy)이고, 다른 하나는 ‘경전,經典’ (γραφή, graphe, scripture)이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
한 경전’이라고도 번연할 수 있다. 바울 시대 때 가르친 ‘성경’은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다. 

‘약속하심’(所应许的, propaggellomai, to promise beforehand) 은 헬라어 원문에서 두 개
의 문자로 되어 있다. 하나는 ‘미리’ (προ, pro, before)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인 ‘약속’ (应
许, epaggello, to promise)이다. ‘약속하심’은 또한 ‘미리 약속하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
다. 이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영원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안배하시고 예비하시
고 약속하신 것이고 지금은 시간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해 낸 것을 말하고 있다.

계시와 응용
성경은 한권의 기묘한 책이다. 이 책은 세상의 어떠한 책과도 다르다. 이 책의 기묘함은 
어디에 있는가? 한 권의 ‘약속’의 책이라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신다. 전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전체 구약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임을 말하고 있다. 어떠한 기묘인가!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말한다. 성경은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오직 하
나님의 복음만을 약속했다. 성경 가운데에 비록 역사, 전기, 예언, 기사, 표적 그리고 인생 
철학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중심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
려 주고자 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해내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 분 하나님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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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
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성경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 
가득하다. 예를 들면, 아담의 때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
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표상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시
고 바로 복음이다 (창 3:15).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고 건축케 하시므로 그의 온 집과 땅 
위의 생물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 예표상 이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복음이다 
(창 6:13- 22, 벧전 3: 20).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
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후손’이 단수인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며 (창 13:15, 갈
3:16),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 12: 2 上 )라고 말씀하셨고, 이‘민족’도 복음이다. 또한 “내가 네
게 큰 복을 주겠다“ (창 22: 17 上)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복’도 복음이고 그리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
리라“ (창 22: 17)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의 ‘씨’와 ‘후손’은 같은 하나의 히브리어 낱말이
자 집합 명사(collective noun)로서 하나의 족속을 가리키는데 이 ‘족속’도 마찬가지로 역
시 복음이다.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모세
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장차 일으켜 세우시게 될 선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 이것
이 복음이다 (신 18:15, 행 3:22, 히 3:6).

선지서에 이르러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을 낳을 것이다라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하였다 (사 7:14, 마 1:23).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는 의로운 가지이시고 우리의 의이시라고 예언하였다 (렘 23:5- 6). 
에스겔은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으시고 또한 사람의 
형상을 갖으셨다고 예언하였다 (겔 1:26-27, 계 3:21). 

만일 일일이 상세히 말하면 우리는 온 구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다. 구약 안에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기록은 모두가 복음을 우
리에게 전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누리게 하고 복음의 실
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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