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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 총장의 축사 
 

 

It is a great honor to write a welcome to this first edition of the official 

journal of Faith Theological Seminary.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wonderful team of people whose diligence and passion for 

this publication made it possible. The Old Testament prophet Amos warned of an 

impending famine. A famine not of bread 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Amos warned that people would wander from sea to sea and 

would run north and south, to and fro, seeking the Word of God but would not 

find it (Amos 8:11-12). Unfortunately, I believe we are living in that day. 

That is why, we at Faith Theological Seminary are committed to the accurate 

exposition and proclamation of holy Scripture. Accurate theological exposition 

is the great need of the church to overcome this famine of the Word. FTS is 

prepared to meet that challenge. We have excellent professors of theology that 

not only are gifted teachers but have a love for God’s servants and are 

committed to training them to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FTS is one of 

many institutions that God is raising up to meet the challenge of in these times 

of spiritual famine. The articles contained in this journal are but a sample of 

the theological nourishment and excellence our students are accustomed to when 

they sit under our professors. May the words published in this journal be a 

resource to all our readers. May they edify His church and bring glory to His 

great name. 

 

Soli Deo Gloria, 

 

Dr. Jerry R. Harmon 

President, Faith Theological Se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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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편집장의 축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1 세기 열방선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첨단과학문명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온지구촌이 하나로 묶어지는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지속되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코비드 바이러스 글로벌 펜데믹으로 우리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힘겹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훼이스신학교 저널이 창간되고 편집진과 필진의 

수고로 제 1호가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훼이스신학교를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역자들이 잘 교육받고 세워지는 

아름답고 존귀한 신학교로 더욱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널에 발표된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하고 견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전정구 박사 

성경신학 및 조직신학 교수 

Faith Theological Se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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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에서 본 구원 

손 갑성1 

 

서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는 주로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용어를 

가지고 말한다.2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의 구원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3 구약에서 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소송에서 회개하지 아니하여 심판으로 마땅하게 

죽어야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대속자에 의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의미한다.   

이 소논문을 통하여 먼저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들의 사용과 

그 단어들이 동반하는 표현법 그리고 그 단어들이 일어나는 문맥을 살피고4 언약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원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A. 구약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용어들의 사용과 그리고 그 문맥들     

     1. 구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עו ) יׁשע ׁשְׁ ָּֽ  은 Niph 명령 남성(ִהו 

복수형으로 이사야서 45:22에서 사용된다:5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1 손갑성 교수는 FTS 에서 한국어 학부의 구약학 교수이다.  

  2 John S. Feinberg,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in Tradition and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Charles Lee Feinberg (Chicago, IL: Moody Press, 1981), 39. 

3 David L. Baker. Two Testaments, One Bible: A Study of the The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 New Testament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1), 51-52. 
David 은 현대 교회가 구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구약에 대한 설교와 성경공부에서 구약을  

회피함으로 현대교회는  공식적으로는  말시온이즘(Marcionism)을 배척하면서도 실천하는 일에서는 

은연중에 신 말시온이즘(neo- Marcionism)을 허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 Walter. L. Liefeld. “Salvation,”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2nd ed. Vol. 4: Q-Z edited by Geoffrey Bromiley, Everett Harrison, and Roland Harris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oany,1988), 288. Liefeld 는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는 구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John  

Sawyer 가 차용한 넓은 의미론적 분야와 그 단어들이 동반하는 표현법 그리고 그 용어들이 나타내는 

문맥을 중요시하는 ‘현대의미론적 방법론’을 소개한다. 

  5 Francis Brown, S.R. Driver, and C. A.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NY: Houghton Mifflin Company, 1907),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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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여기에서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우상숭배(사 44:9-20)에서 돌이켜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사 

44:21-28)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면 사 44:24-45:25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유대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며 동시에 이방인을 향하여도 구원을 선포하신다. 이사야서의 더 큰 문맥을 보면 

사 1:1-39에서 유다의 죄의 고발과 열국의 심판을  주로 선포한다. 그리고 이 본문이 

들어 있는 이사야서 40-55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과 

시온이 회복할 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56-66장은 종말에 시온과 시온에 거할 의인과, 

새언약의 체결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이 문맥은 언약적인 관점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들은 이미 언약을 

체결하고(출 9-24; 신 1-34) 그리고 언약을 파기함으로 선지자들로부터 언약소송을 

받았고(사 1:1-39),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언약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상황에서(사 40-45)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예루살렘 회복을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초청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모세 언약의 모든 시행과정은 

언약심판으로 끝나고 모세의 행위언약 안에서는 아무런 구원 요청의 근거가 없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여 유다와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을 받으라(עו ׁשְׁ ָּֽ  고(ִהו 

초청을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모세언약의 모형론적인 언약 시행과정인 모세 언약의 

체결로부터 마지막 단계인 심판의 아래에 있으나, 창조언약 안에서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메시야의  오심을 앞두고 마지막 언약소송이 있기 때문이다. 

     2. 삿 2:18에서 6יׁשע는 Hiph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3남성복수 어미 

ם ) ֹוִׁשיע   로 사용된다. 삿 2:18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הָּֽ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말씀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로  יׁשע를 사용하였다. 먼저 사사기의 전체적인 

 
6 Liefeld, “Salvation,”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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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보면 삿 1:1-2:5 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과 배교 행위를 

말하고 삿 2:6-16:31에서 그 배교 행위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삿 17:1-

21:25에서는 그 배교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악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 사용된 삿 2:18은 가나안 정복 시절부터 가나안 부족을 쫒아내지도 아니하고יׁשע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로 나타나고 그  배교 행위의 결과가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옮기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체결한 모세언약의 규칙 

(stipulations)을 파기하였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로서, 언약적인 

문맥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모세언약을 체결하고(출 19-24; 신 1:1-34:12) 

가나안 땅으로 왔으나 이들은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하였다(삿 2:11-23). 그러므로 

삿 2:8에서 구원(יׁשע)의 의미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소송의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을 의미한다. 

     3. 구약의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נצל은 원수나 고통 속에서 잡아 채다 

혹은 낚아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 18:9에서는 7 נצל Hiph 완료 남성3단 어미의 

형태 (ִהִציל)로 사용하였는데 “그가 그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이 내용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였을 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음을 말하고 그 구원은 국가적 물리적 

차원인데 이드로가 기뻐하였다는 내용이다.  

우선 이 본문에 속하여 있는 출애굽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출 1:1-18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손에서 구원8 하심에 대한 내용이고 출 19-24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고 법을 주시는 내용이고 출 25:1-40:38까지는 

 
7 Francis, Driver, and Briggs, “665–664 ”,נצל. 
8 Geoffrey W. Grogan, “The Experience of Salvation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Vox Evangelica 5 (1967): 8, 4-26. Grogan 은 출애굽이 최고의 역사적 구원의 행위라고 보면서, 

구원이라는 용어들이 신약에서는  영적 구원에 적용되지만 구약에서 구원은 국가적  물리적 구원에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구원도 적으로부터 그리고 고통의 상황에서 국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죄로 적용되어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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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막을 짓게 하시는 내용이다. 출 1:1-18의 애굽 사람의 압박에서 구원하심에 대한 

언약적 근거는 창15:12-21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창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여 주시고 창 15:1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ה לֶּ א ֵ֗ ים ה  ִרַ֣ ב  ר׀ ַהדְׁ   ,가 14장과 15장이 연속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데( ַאַחַ֣

14장에서 아브라함은 4개의 사해 동맹 왕들이 롯이 속하여 있는 소돔의 다섯 왕들을 

공격하고 재물과 롯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들을 동원하여 조카 롯을 구한 후에 돌아와 살렘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할 때 

그에게 십일조를 드리며 또  소돔왕이 전리품을 선물로  받을 것을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 이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창 15:1이다. 

여기서 클라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여 온 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종주 왕, 

하나님 (a suzerain )의 봉신 (a vassal)에  속하는 롯을 구하여 온 것은 종주권 

조약에서 하나의  봉신(a vassal), 아브라함의 의무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소돔 

왕의 선물을 받는 것은 소돔 왕의 봉신 9 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거절을 

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하나님만이 오직  자신의 대왕(a suzerain)이며, 아브라함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봉신(a vassal)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봉신으로서  대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선물(royal grant)을 하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노아의 공로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공로를 근거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Typology)으로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10   

 
9 Meredith G. Kline,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 for a Covenantal Worldview 

(Eugene, OR: Wipf & Stock Publishers, 2006), 312.클라인은 십일조를 드리는 대상의 의미를 

드리는 사람 자신의  대왕(a great king)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아브라함이 거절한 전리품의 선물은 대왕이 자기의  봉신에게 하사할 수 있는  대왕의 

특권이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봉신이기 때문에 소돔왕의 전리품 선물로 받는 것을 거절하였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았으면  대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한다.  
10 Ibid., 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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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적인 시행과정의 관점에서는 아담의 언약에서 언약의 파기, 언약소송, 

그리고 언약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써 아브라함이 공로로 대왕의 

선물(royal grant)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담언약의 

심판의 저주 속에 있는데 창 3:15에서 시작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출 18:9에서 구원하다(נצ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브라함이 행한 공로(royal grant)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이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의 대속으로 받는 구원을 의미한다.    

 는 Qal에서는 돕다 또는 지탱하다의 의미 그리고 Ni 동사로는עזר .4     

발견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이다. 11  시 79:9에서는 Qal 남2명1복어미(  נו ֵ֤ ר  זְׁ  이(ע 

사용되었으며 같은 절에서 נצל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נו ֵ֤ ר  זְׁ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  ע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נו  ֵ֥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 시의 내용은 바벨론 (  ַהִציל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을 (죄에서) 도우시고, 건지시고, 사하여 

달라고 청원한다. 여기서 심판의 이유는 언약적인 시각으로 말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언약을 파기하였으며 선지자들의 

언약소송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언약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 이 시점에서 이들은 모세 

언약 아래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עזר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한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언약의 시행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언약심판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건지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요청은 구원을 

요청할 근거가 없는 모세 언약을 넘어서 창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짐승의 사이를 

걸으신 약속인 메시야의 대속을 바라보면서 요청하는 구원이  시 79:9에서 사용하는 

 .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עזר

 
11 Allan M. Harman. “עזר,”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Exegesis vol.3 edited by Willem A. VanGemeren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4), 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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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אל .5      은 친족으로서 행하다 또는 가족의 재산과 집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ג 

친척을 구속하다라는 의미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동물, 주택, 십일조 등을 본래의 

가격에 20 퍼센트를 더해서 되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12  레위기 25:47-50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데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에 친척이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에 사용된 동사가 ַאל  .이다ג 

ַאל )의 Qal 미 3남단 어미ג  ּנו ָּֽ לֶּ א   는 “그가 그를 구속할 것이다”라는 뜻인데(  ִיגְׁ

48절에서 1 번 49절에서 2 번 사용된다. 

먼저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보면 1-7장은 5가지 제사들, 8-10장은 아론과 그들의 

임무들, 11-15장은 정결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 16장은 대속죄일, 17-20장은 

성결한 삶의 규정과 규례,  21-24장은 제사장과 거룩함의 규례, 25-27장은 안식년, 

희년, 축복과 저주 등으로 되어 있다. 25장의 문맥을 보면 웬함은 1절은 서론, 2-22 

절은 희년-땅에 대한 안식, 23-38절은 희년과 재산의 구속, 그리고 39-55절은 희년과 

종들에 대한 구속으로 구분한다.13 여기서의 중요한 의미는 구속과 안식의 의미가 

넘쳐 난다는 것이다. 특히 25:47-50이 속한 문맥을 보면 속량에 대한 것으로 히브리 

종은 자신이든 아니면 친족이든지 언제든지 값을 지불하면 해방이 되고 희년이 되면 

무조건 해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레 25:47-50에서  ַאל  .이 사용되었다ג 

언약적인 관계를 보면 모세언약, 종주권 조약의 규칙 부분으로서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אל  은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ג 

대속자가 지불하고 다시 사는 구원의 의미를 보여준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서 ‘구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들, 

ַאל 그리고 ,עזר  ,נצל ,יׁשע  ,을 살펴보았다.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ג 

 
12 Robert L. Hubbard, Jr. “ַאל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גָּ

Theology Exegesis. vol.1 edited by Willem A. VanGemeren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4), 
789-794. 

13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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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다른 상태, 상황”으로 용어들을 수반하고  “구원하다, 혹은 자유롭게 

하다” 의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용어들의 사용은 국가적이고 

물리적인 구원에서 영적인 구원으로 그리고 적으로부터와 고통의 상황에서 죄로부터 

구원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원하다’의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상황(삿 2:18)에서 오는 고통의 상태나 언약의 시행과정이 더 진행되어 

언약의 소송에서 회개하지 아니하여 언약의 심판(사 44:24-45:25)을 받은 절망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든지 해방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행위언약시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근거는 아담언약이나 모세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그 구원이 이뤄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본 

구원의 의미는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며 하나님이 제기한  

언약소송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여 언약의 심판으로 멸망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죄인이고 왜  죽음의 상태에 있으며 왜 대속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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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SALVATION FROM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 

Dr. Michael E. Erickson* 

Introduction 

 Salvation is the foundational hope for the Christian.  Salvation is placing one’s faith 
(trust, belief) alone in the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s the sole basis for one’s 
justification before God.  When one trusts in Christ as Savior, the believer is forensically 
justified, wherein the God declares the person righteous, and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s 
imputed to believer, The salvation verses are well-known, e.g., John 3:16, Acts 16:31, 1 Cor 
15:1-4, to name a few.  Yet there are deeper aspects of Christian salvation found in the New 
Testament (NT) perspective that are unknown or misunderstood. Salvation is a Trinitarian act:  
the believer is elected (chosen) by God the Father, in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God the Father in the Old Testament

God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opening of the eyes” (Gen 3:5,7), resulting in man’s 
“knowing  good and evil” (Gen 3:22), justifying God’s judgement that man has become “like 
God.” These key Old Testament (OT) passages are consistent with Christ’s words recorded in 
the Gospel of John and demonstrate the role of God the Father in NT salvation. When one 
examines Gen 3:5, 7 and 22, along with key NT salvation passages, there is logical order and 
connectivity leading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God the Father in NT salvation.1 

(1) God’s Opening of the Eyes, resulting in mankind’s…

(2) Becoming like God, characterized by…

(3) Knowing Good and Evil, justifying…

(4) God’s Imputation of Universal Guilt, leading to

(5) God’s Sovereignty in NT Salvation

Your Eyes Will Be Opened – Gen 3:5 

Genesis 3:5 reveals Satan’s temptation and the resulting opening of the eyes.  
Structurally, the opening of the eyes precedes the knowing good and evil and the events that  

*Dr. Michael Erickson is Chief Academic Officer at Faith Theological Seminary of Catonsville,
Catonsville, MD. Dr. Erickson received his PhD from Capital Seminary & Graduate School of Lancaster Bible 
College, Lancaster, PA in 2019, and ThM and MDiv from Capital Bible Seminary, Lanham, MD, in 2004 and 2009. 

1 Gen 3:5, 22: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22 Then the LORD God said, "Behold, the man has become like one of Us, 
knowing good and evil; and now, he might stretch out his hand, and take also from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Rom 5:12, 16-19: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16 The gift is not like that which came through the one who 
sinned; for on the one hand the judgment arose from one transgression resulting in condemn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 free gift arose from many transgressions resulting in justification. 17 For if by the transgression of the one, 
death reigned through the one, much more those who receive the abundance of grace and of the gift of righteousness 
will reign in life through the One, Jesus Christ. 18So then as through one transgression there resulted condemnation 
to all men, even so through one act of righteousness there resulted justification of life to all men. 19 For as through 
the one man's disobedience the many were made sinners, even 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NASB; underlining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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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and thus, is the causative factor leading to God’s judgement (3:22). A more important 
issue also arises regarding the role of God in the opening.  The passage appears below in several 
formats, to include the MT and LXX (Rahlfs), as well in various translations to include the LXE 
(Brenton), LES (Lexham Septuagint), JPS and (ESV): 
        

       MT:[r"(w" bAjï y[eÞd>yO ~yhiêl{aKe( ‘~t,yyIh.wI ~k,_ynEy[e( Wxßq.p.nIw> WNM,êmi ~k,äl.k'a] ‘~AyB. yKiª ~yhiêl{a/ [;dEäyO yKi…   
       LXX h;|dei ga.r o` qeo.j o[ti evn h-| a'n h`me,ra| fa,ghte avpV auvtou/ dianoicqh,sontai u`mw/n oi` 

ovfqalmoi, kai. e;sesqe w`j qeoi. ginw,skontej kalo.n kai. ponhro,n.2 
 JPS “but God knows that as soon as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divine beings who know good and bad.”3 
LXE “For God knew that in whatever day ye should eat of it your eyes would be opened, and ye 

would be as gods, knowing good and evil.”4 
LES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as gods who know good and evil.”5 

ESV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Immediately observed is the use of the passive voice, i.e., your eyes will be opened.  The 

passive voice communicates the idea that the “subject receives the action.”6 Questions 
immediately emerge.  Were the eyes opened by someone, etc.?   In the passive voice, the subject 
is acted upon by the verb, and so, from whom did the subject receive the action? 

The key Hebrew word for opened is Wxßq.p.nIw> (from xq;P'). The word has a rather focused 

range meanings, to include, “with ~yIn:y[e to open the eyes… to open the eyes to something 
which exceeds normal human powers of observation… in contrast to sleep…death…(and in the 
Niphal) to be opened, be made active.”7   

The passive voice is reflected in the rabbinical Zohar,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8 Skinner confirms God’s sovereign involvement, observing that superhuman powers 
have been demonstrated elsewhere in Scripture regarding the opening of the eyes.  He observes: 
“The expression denotes a sudden acquisition of new powers of perception through supernatural 

 
2 Alfred Rahlfs and Robert Hanhart, eds., Septuaginta – Revised Edition (Stuttgart, GE: Deuthsche 

Bibelgesellschaft, 2006), 4. 
3 Nahum M. Sarna, Genesis - The Traditional Hebe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Commentary by 

Nahum M. Sarna eds., Nahum M. Sarna and Chaim Potok, ed. Nahum M. Sarna, 5 vols., vol. 1,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P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5. 

4 Lancelot Charles Lee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6), 4. 

5 "Genesis,"  in The Lexham English Septuagint - First Edition, ed. Ken M. Penner, et al., Lexham Bible 
Reference Series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12).. 

6 Ann Cole Brown et al., Grammar and Composition, ed. Edwin Newman and Robert  Cotton (Boston, 
MA: Houghton and Mifflin Company, 1984), 156. 

7 Ludwig Köhler et al., פקח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dited and translated 
by M. E. J. Richardson, vol. BibleWorks 6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94-2000), BibleWorks Version 6, BibleWorksTM Copyright 1992-2003, LLC HAL7689. [Bolding theirs]. 

8 "The Zohar - Pritzker Edi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Daniel C. Mat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229. [Italics th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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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Gen 21:19, Num 22:31).”9 Calvin seeks to find a middle ground, but still relies on 
God’s will as ultimately causative: “Because the desire of knowledge is naturally inherent in 
all…Eve erred in not regulating the measure of her knowledge by the will of God.”10   

The Hebrew Zohar provides insights on the passive condition, noting the eyes of Adam 
and Eve were “opened to perceive the evil of the world, unknown to them now…they lost the 
supernal radiance enveloping them.”11 Since “supernatural radiance,” by definition, connotes 
something outside the human or natural realm, the loss of this “supernatural radiance” would 
logically indicate some supernatural action upon the subject – the eyes – an action outside the 
natural powers of Adam and Eve.  Such action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lexical meaning, 
“exceeds normal human powers of observation.”12   

In the unfolding story, the only agent with such supernatural powers is God.   
 

Luke 24 as an Allusion to Genesis 3:5,7.  An important allusion to the opening of the eyes 
emerges in Luke 24.  Orlund proposes that Luke 24:31 (the appearance of Jesus t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is an allusion to Gen 3:7 (confirming Gen 3:5).13  He posits the following: 
 

Luke 24:31 alludes to Genesis 3:7 in the shared statement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knew.’ When Adam and Eve were offered food by the serpent and ate,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knew good and evil. When the two disciples…were offered food 
by the risen Jesus and ate, their eyes, too, were opened and they knew who their traveling 
companion was…and that he was the focal point of all the Scriptures.14 
 
Ortlund defends the allusion, citing “four observations – linguistic, narratival, 

interpretive, and redemptive-historical.”15 The linguistic argument is of primary interest, given 
the similarity of the key Greek words in Gen 3:5, 7 and Luke 24:31. While Ortlund focused on 
Gen 3:7 and Luke 24:31, Gen 3:5 is necessarily included here, along with Luke 24:31:  
 

LXX 3:5 dianoicqh,sontai u`mw/n oi` ovfqalmoi, kai. e;sesqe w`j qeoi.16                                             

                LXE3:5  “your eyes would be opened, and ye would be as gods”17 
LXX 3:7 kai. dihnoi,cqhsan oi` ovfqalmoi. tw/n du,o kai. e;gnwsan o[ti gumnoi. h=san18 

 
9 John Skinner,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eds., S. R. Driver, A. Plummer, and C. A. 

Briggs, 2nd ed.,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80; repr. 1980), 75. [Note: 
Gen 21:19 demonstrates God’s mercy shown to Hagar; and Num 22:31 relates to God’s revelation to Balaam]. 

10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ans. Charles William Bingham, 
500th Anniversary ed., 23 vols., vol. 1, Calvin's Commentar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9), 151. 
[Italics mine]. 

11 "The Zohar - Pritzker Edition,"  229. (Italics mine). 
12 Köhler et al., Halot, HAL7689. [Bolding theirs]. 
13 Luke 24:31,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NASB); Gen 3:7,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and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loin coverings” (NASB); Gen 3:5,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NASB). (Italics mine). 

14 Dane C. Ortlund,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Knew”: An Inter-Canonical Note on Luke 
24:31,"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3 (2010). 

15 Ortlund,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Knew”: An Inter-Canonical Note on Luke 24:31," 
723. 

16 Rahlfs and Hanhart, Septuaginta – Revised Edition, 4. 
17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4. 
18 Rahlfs and Hanhart, Septuaginta – Revised Edi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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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3:7 “Then the eyes of the two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at they were naked” 19 

NA27 Luke24:31 auvtw/n de. dihnoi,cqhsan oi` ovfqalmoi. kai. evpe,gnwsan auvto,nÅ20 
                  Luke 24:31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ESV). 

 
Before addressing Ortlund’s findings, a review of these words is important.  The key 

words, highlighted above, are dianoicqh,sontai- dihnoi,cqhsan and e;gnwsan - evpe,gnwsan.    
 

 Regarding e;gnwsan - evpe,gnwsan, the root ginw,skw has a range of meanings, 
“know, come to know…learn (of), ascertain, find out…understand, 
comprehend…perceive, notice, realize…sexual relations.”21 The idea here is that 
something dramatic has changed…something essential to their basic character. 

 Of keen interest is dianoicqh,sontai (indicative future passive 3rd person plural) 
and dihnoi,cqhsan (indicative aorist passive, 3rd person plural, from dianoi,gw).  
The range of lexical meanings reveals God’s active role: “open…the 
heavens…the ears…eyes (= make understanding possible, as in Gen 3:5, 7) Lk 
24:31; the heart (enable someone to perceive); the mind…explain, interpret.”22  

 
Ortlund makes a strong case for the allusion between Gen 3:7 (and, in effect, Gen 3:5) 

and Luke 24:31.  In his analysis, he relies on the broader biblical context of the passages.23 In 
Ortlund’s analysis, God’s direct role is evident.  Yet having demonstrated the allusion, he does 
not specifically call attention to God’s purposeful, sovereign action in such openings and does 
not connect God’s action with Gen 3:5.   However, in his redemptive-historical analysis, he 
describes the various elements of what can be none other than  God’s direct intervention:  

 
Luke is as concerned as any NT writer in placing his writing in the flow of the history of 
salvation orchestrated by God and climaxing in Christ…..Luke 24:31 gives us one angle 
from which to view the transition…from fall to new creation, for this text shows Jesus 
reversing the curse of the fall. The catastrophic “eye-opening” of Genesis 3 (which is, 

 
19 "Genesis.". 
20 The Greek New Testament, ed. Kurt Aland, et al.,  (Stuttgart: United Bible Society and German Bible 

Society (Same Text as Nestle-Aland 27th Edi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1994), BibleWorks Version 6, 
BibleWorksTM Copyright 1992-2003, LLC.  

21 Walter Bauer, "Γινώσκω,"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160-62. 

22 Walter Bauer, "Διανοίγω,"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187. 

23 Ortlund,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Knew”: An Inter-Canonical Note on Luke 24:31," 
723-24. [Italics his, underlining mine]. Orland states, “Even more striking is the use of dianoi,gw to “open” or 
“explain,” used just eight times in the NT, all but one of them by Luke and three of them here in Luke 24           
(Mark 7:34; Luke 2:23; 24:31, 32, 45; Acts 7:56; 16:14; 17:3). Each NT use holds (or is closely connected with) 
some kind of heightened spiritual or metaphorical significance beyond “opening” in its most basic sense… dianoi,gw 
is used to describe the opening of the womb by the birth of the first son who is thus holy to the Lord (Luke 2:23), the 
opening of healed ears (Mark 7:34), the opening of the Scriptures (Luke 24:32, 45; Acts 17:3), the opening of the 
heavens (Acts 7:56), and the opening of Lydia’s heart to receive the gospel (Acts 16:14). ….. the verb is used in a 
more “spiritual” sense…the opening of the heart to keep God’s commandments in 2 Macc 1:4…In Zech 12:4, 
dianoi,gw is even used of the opening of God’s eyes (cf. Bar 2:17)…..In light of the…heightened spiritual sense with 
which both Genesis 3 and Luke 24 employ this verb, the linguistic evidence points in the direction of an allusion to 
Gen 3:7 in Luke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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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ically, a “blinding”: cf. Isa 42:18; 2 Cor 4:4; 1 John 2:11) has been decisively 
overturned by Jesus, who now restores sight to his followers.…..Luke 24:31 in new 
creation categories in light of its link back to the fracturing of creation in Genesis 3 and 
Jesus’ restoration of creation in his resurrection and opening of eyes in Luke 24.24  

Supporting Passages. Other verses in Luke 24 reveal the sovereign work of God in 
salvation.  For example, God’s role is shown to be preventative in nature regarding 
understanding, as evidenced in Luke 24:16, “But their eyes were prevented from recognizing 
Him” (NASB).  And in Luke 24:45 (mentioned but not examined by Ortlund), Jesus appears to 
the disciples, “Then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ESV).25  In effect, in 
Luke 24:45 Jesus supernaturally intervenes to enable their understanding. (the same Greek word 
for opening is dih,noixen from dianoi,gw). Together, Luke 24:16, 31 and 45 demonstrate God’s 
sovereign intervention for the purposes of either enhancing or preventing human enablement. 

Conclusion. God, in His sovereignty, opened the eyes. The phrase is referenced directly 
in Gen 3:5 and 7 and results in knowing good and evil referenced in Gen 3:22, leading to man’s 
becoming like God and God’s condemnation. 

Knowing (in good and evil) – Gen 3:5, 22  

The Hebrew [dy (yada, or ydʿ) for knowing occurs 944 times and “is used in every stem 
and expresses a multitude of shades of knowledge gained by the senses.”26 Context ultimately 
determines meaning of a word, and related to context is the linguistic concept termed polysemy, 
or words “marked by a multiplicity of meanings.”27  The Hebrew [dy (yada, or ydʿ) in Gen 3:22 
is a polysemous word, and knowing has a specific meaning. Barr, without even mentioning the 
word polysemy, described [dy to be polysemous, for in his philological examination, he titled his 
writing, “[dy not meaning ‘know.’”28 

The common phrase is “knowing good and evil” ([r"_w" bAjå t[;d:Þl') (ladhaʿath tôb waraʿ) 
appears in Gen 3:22  and will be shown, in its context, to reflect much more than intellectual 
awareness of choices or a natural desire to act on one’s choices, etc., but rather, a purposeful 
intentionality to make, create, or establish morality and truth. God alone determines truth and 
moral standards, and any encroachment by man into this area is to be like God and thusly merits 

24 Ortlund,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Knew”: An Inter-Canonical Note on Luke 24:31," 
727-28.

25 Luke 24:40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feet. 41 And while they still 
disbelieved for joy and were marveling, he said to them, "Have you anything here to eat?" 42 They gave him a piece 
of broiled fish, 43 and he took it and ate before them. 44 Then he said to them, ‘These are my words that I spoke to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that everything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must be fulfilled.’ 45 Then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46 and said to them, ‘Thus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should suffer and on the third day rise from the dead, 47 and that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sh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48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49 And behold, I am sending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are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ESV). 

26 Jack P. Lewis, " ָיַדע,"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1:366.  
27 "Polysemous,"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886. 
28 James Barr, Comparative Philology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 with Additions and Corrections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7; repr. 198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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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mnation.   The examination begins with the key passage itself, Gen 3:22.  The key Hebrew 
words to be examined are the Hebrew word for knowing ([d;y", yada) and good and evil ([r"_w" bAjå) 
(tôb waraʿ), used by both Satan (in Gen 3:5) and God (in Gen 3:22).   

 Satan’s deception: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Gen 3:5; NASB).29

 God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the sin: “Then the LORD God said, ‘Behold, the
man has become like one of Us, knowing good and evil’” (Gen 3:22; NASB).30

Lexical Meanings of [dy in Gen 3:22.  Key lexicons yield meanings wholly consistent 
with create, make, or establish.  For example, among the most detailed investigations are those 
of Jenni and Westermann who, in their analyses, very closely link [dy with change, 
intentionality, purpose, and procreation.  Specifically, in reviewing Gen 3:22, they identify 
findings that reflect the proposed precise meaning: (1) a capacity for ethical decision (“good and 
evil” in the moral sense); (2) the capacity to shape life based upon the freedom for autonomous 
decision; (3) sexual experience; (4) comprehensive knowledge and practical wisdom through 
which human culture was initiated. 31 Jenni and Westerman identify [dy with man’s ability to 
render decisions in the moral arena, as well as in autonomous decisions that shape and impact 
life, i.e., make changes.   

In their comprehensive review of the varied uses of [dy, Jenni and Westermann offer 
meanings which closely align with  creating, making, establishing: 

o “Closely related to this use of ydc is its usage to describe the recognition that
results from the deliberate application of the senses, from investigation and
testing, from consideration and reflection.”32

o “Also falling into this category are passages in which refers to the capacity for
appropriate discriminating judgment (Jonah 4:11; 2 Chron 12:8) which is not yet
possible for dependent children.”33

o “ydc refers to professional acquaintance with particular skills, to technical
capability (‘to be skilled in, be well-acquainted with’)…..Here too belongs the
usage of the verb followed by an inf. construction in Exod 36:1; 2 Chron 2:6f., 13
(in the characterization of the artisans); in 1 Sam 16:16, 18 (of one who masters
the lyre); in 1 Kgs 5:20 (of the woodcutter); in Isa 50:4; Jer 1:6; cf. also Isa 8:4 (of
one skilled in rhetoric); see further Jer 6:15; 8:12; Amos 3:10; Eccl 4:13,17;
10:15. In this usage ydc has a counterpart in the corresponding usage of Akk…’to

29 Hebrew y[ed>yO (from [d;y", yada, knowing; verb, qal participle, masculine plural construct). (Italics and 
bolding, mine). [Note: Gen 3:5 will be examined in detail later in this paper, regarding the second use of “God”].     
[ `[r"(w" bAjï y[eÞd>yO ~yhiêl{aKe( ‘~t,yyIh.wI ~k,_ynEy[e( Wxßq.p.nIw> M,êmi ~k,äl.k'a] ‘~AyB. yKiª ~yhiêl{a/ [;dEäyO yKi…] 

30 Hebrew t[;d:l' (from [d;y", yada, knowing; verb qal infinitive construct ). (Italics and bolding, mine).  
#[eäme ~G:… ‘xq;l'w> Adªy" xl;äv.yI-!P, hT'ä[;w> [r"_w" bAjå t[;d:Þl' WNM,êmi dx;äa;K. ‘hy"h' ‘~d"a'h'( !hEÜ ~yhiªl{a/ hw"åhy> rm,aYOæw:] 
[`~l'([ol. yx;îw" lk;Þa'w> ~yYIëx;h;(  

31 Ernst Jenni and Claus Westermann, " ָיַדע "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 Vol. Set) 672-73. 
(Italics mine). Online: https://mega.nz/file/0oUkEbSY#Dbv7Ah4vY_fzQFaZp9UWjLjuddtBH9S5b26mHZTHq4c.  

32 Jenni and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 Vol. Set)670-71. (Italics mine). 
33 Jenni and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 Vol. Set)672. (Italics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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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in passages like Gilg. XI.175f., which alludes to the function of the god Ea 
as the god of manufacture: ‘Who produces anything, then, other than Ea? Indeed, 
Ea knows every craft!’”34 

Other lexical scholars offer similar insights concerning the meaning of [dy. For example,  

 Klein’s findings reveal [dy communicates intimacy and deliberate action: “he had
sexual intercourse with…he knew how (to do a thing)…he assigned,
appointed….he made definite…he made known, declared…he made himself
known…he became known…he announced, informed.”35 The knowing is much
than simple cognition, awareness, etc.

 BDB  reveals a purposeful intentionality involving causation, i.e., “to cause to
know…to make known, declare, make one know, have caused to know.”36

 HALOT indicates a relational intimacy involving an object, “to take care of
someone…to look after someone,” as well as a penchant for the creation of life,
i.e., “to know how to do something…to know sexually, have intercourse with,
copulate.”37

 And, this intimacy is attested to by Jenni and Westermann: “ydc occurs already in
pre-Israelite usage as a religious term describing the divine care experienced by a
particular person.”38 In short, the Hebrew word [dy reveals an intimacy of such
nature as to be life-giving, i.e., to create life.

Jewish Perspectives.  Further insight regarding the meaning of Gen 3:22 is observed in 
select Jewish perspectives. For example, in referring to same Hebrew phrase, knowing good and 
evil appearing in 3:22 and also referenced in 3:5, Sarna posits man’s inclination to make 
judgements render decisions independent of God’s will:   

What the serpent is saying is that the woman and man will have the capacity to make 
judgments as to their own welfare independently of God. The insidious nature of its 
discourse lies in the implication that defiance of God's law constitutes the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human freedom…...Now, however, good has become debased in the 
woman's mind. Its definition is no longer God's verdict but is rooted in the appeal to the  
senses and in utilitarian value. Egotism, greed, and self-interest now govern human 
action…...capacity for making decisions that lead to success.39 

34 Jenni and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 Vol. Set)674. (Italics mine). [Note: 

In Gen 3:22, the verb [d;y" functions as an infinitive construct in Gen 3:22].
35 Ernest Klein, "ָיַדע "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255.  
36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יַדע,"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393-96. 
37 Ludwig Köhler et al., "ָיַדע "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I:390-92. [The 

verbal form is qal present participle. HALOT records the meanings: “to realize…to feel…to know…to experience to 
know (by observation and reflection)…have intercourse with, copulate…to take care of someone… to understand 
something… to know how to do something…to b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Italics, underlining mine)]. 

38 Jenni and Westerman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3 Vol. Set)675. 
39 Sarna, Genesis - The Traditional Hebe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Commentary by Nahum M. 

Sarna, 1, 25. (Italics his). 



18 
CHRISTIAN SALVATION FROM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  (Dr. Erickson) 

In conclusion, Sarna provides valuable insight regarding the meaning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Such knowledge consists in man’s innate capacity and nature to independently 
render decisions, based on man’s values apart from God.  Such decisions ultimately involve 
man’s purposeful intentionality to create, make, and establish morality and truth. 

Other Bible passages confirming [dy. While Gen 3: 5, 22 are the primary verses 

demonstrating the meaning of knowing (in good and evil), other passages support for the 
meaning conclusions (Gen 4:1; Psalm 1; Gen 4:17, 25; 1 Sam 1:19; Judg 11:39; Gen 19:5): 

 The Hebrew word is used in Gen 4:1 to demonstrate the act of sexual intercourse for
the sole purpose of creating an off-spring, i.e., a purposeful intention to create, to
procreate, etc.  The procreation is readily observed, “Now Adam knew ([d;y")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ore Cain, saying, ‘I have gotten a man with the help of
the LORD.’”  The intentionality to procreate a child is evidenced by Eve’s follow-on
comments, wherein she gives God the credit for the child.  The idea of intentionality
linked with capability to create or make is further demonstrated in biblical usage, i.e.,
“know how to do a thing, be able to do it.”40  Considering Adam and Eve’s forced
removal from Eden in the preceding Gen 3:23-24, and the redeemer promised in 3:15,
Adam and Eve’s act of sexual intercourse itself was conscious and deliberate.

 Concerning the birth of Enoch, in Gen 4:17, “Cain knew ([d;y")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ore Enoch. When he built a city, he called the name of the city after
the name of his son, Enoch” (ESV);

 Concerning the birth of Samuel, in 1 Sam 1:19, “They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worshiped before the LORD; then they went back to their house at Ramah. And
Elkanah knew ([d;y") Hannah his wife, and the LORD remembered her.” (ESV);

 Concerning Jephthah’s daughter, in Judg 11:39, “And at the end of two months, she
returned to her father, who did with her according to his vow that he had made. She
had never known ([d;y") a man, and it became a custom in Israel.”

 Most striking regarding the Hebrew knowing ([d;y") is the intentionality in the
depravity revealed in Gen 19:5.  In this passage, the evil men of Sodom and
Gomorrah purposefully sought to rape Lot’s the visitors (angels): “And they called to
Lot,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Bring them out to us, that we may
know ([d;y") them’” (ESV).  The plans of the evil men reveal purpose and
intentionality.

 The verbal form of know ([d;y") appears in other contexts which support the meaning
in the Gen 3:5 and 22.  For example, [d;y (yada) “is also used for the most intimate
acquaintance.  God knows Moses by name and face to face (Exod 33:17; Deut 34:10).
He knows Psalmist’s siting and arising (Ps 139:2).”41 This demonstrated intimacy is
consistent with the intimacy associated with procreation during intercourse.

40 Brown, Driver, and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394. 
41 Brown, Driver, and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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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Based on the lexical studies, Jewish perspectives, other biblical passages, 
and context, the “knowing” in Gen 3:5 and 22 refers to the mankind’s purposeful intentionality 
to make, create, or establish resulting from the opening of the eyes by God   The believer’s 
salvation in the NT thus can be “logically” traced back to God’s sovereign role. 

Good and evil (Gen 3:5, 22). As posited, “knowing good and evil” is best viewed as 
“purposeful intentionality to make, create, or establish morality and truth.”  The “good and evil” 
([r"_w" bAjå) is translated “morality and truth,” in as much as this translation reflects man’s 
challenge, in words and decrees, to remake or recreate God’s perfections, as set forth in God’s 10 
Commandments, Law, prophetic judgments, etc.  Barr’s philological investigation of bAjå  as 
“speech” is insightful, in that the word is found to supply “a close parallelism between  bAjå and 
myrbd, both of which mean ‘speech’ or ‘words.”42 This is not insignificant, given God’s 
condemnation in Gen 3:22 – the word suggests that man will make declarative speeches or 
words, as God did, and thus seek to reshape or recreate his own version of  commandments, law, 
judgments, etc. The “good and evil” refers to “morality and truth” that man will now seek to 
create, make, or determine. 

Conclusion 

 In Gen 3:5, 7, and 22, God, in His sovereignty, opened the eyes with the result that 
knowing good and evil refers to the mankind’s purposeful intentionality to make, create, or 
establish morality and truth.   The believer’s salvation in the NT thus can be “logically” traced 
back to God’s sovereign role in the Fall:  

(1) God’s Opening of the Eyes, resulting in mankind’s…

(2) Becoming like God, characterized by…

(3) Knowing Good and Evil, justifying…

(4) God’s Imputation of Universal Guilt, leading to

(5) God’s Sovereignty in NT Salvation God the Father

New Testament Salvation Revealed  

Our salvation is precious. The clearest summary can be stated as follows: In a deliberate 
and predetermined exercise of loving mercy and grace (Acts 2:23; Romans 9:15; Ephesians 2:4-
9), God the Father gave His Son to atone for sin (Isaiah 53:10; John 1:29; 3:16), and the Son 
gave His life to pay provisionally the debt of those sins (Matthew 20:28; 1 Corinthians 15:3-4; 1 
Peter 2:24; Romans 5:8; Hebrews 9:26). On the basis of this finished, substitutionary work, the 
Holy Lord can fairly and fully save those who have faith in the Savior and His atoning work 
(John 3:16-18, 36; Romans 3:21-26).   

42 Barr, Comparative Philology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 with Additions and Corrections, 16. 
[Note: Barr cites several passages, e.g., Neh 6:19; the Targum Onqelos and the Peshitta in Gen 37:2; Ps 39:3; Num 
14:37; II Esdras 16:19.  Barr cites the work of  R. Gordis in The Biblical Text in the Making (Philadelphia, 1937)].  

God’s Sovereign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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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salvation from the NT perspective begins with the foundations rooted in Gen 
3:5, 7, 22, and continue into the words of Jesus Christ.  In every respect, Christ singly and 
repeatedly gives credit to the role of God the Father.  This is beautifully revealed in the Gospel 
of John, in several instances. Three areas will be examined in John: (1) work of the Father; (2) 
authority and ownership of the Father; and (3) the direct agency of the Father in Salvation.  
Additionally, the role of the Trinity and, in particular, the Holy Spirit will be examined briefly. 

The Gospel of John  

John’s Gospel records several key discourse passages and Christ’s “I am” sayings.  As 
with many of Paul’s Epistles, a distinction exists regarding the word use of “God” (referring to 
the Father) and Jesus Christ.  The role of God the Father in salvation emerges powerfully.   

Work of the Father. In John 6:29, Christ states,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NASB). What is this work? The 
most common explanations seek to dismiss this work by asserting what the believer must do, i.e., 
believe in Christ, or as Morris posits, “The work of God means that which God requires of us.”43   

Unfortunately, while such a solution is appealing from an evangelistic perspective, the 
grammar and syntax do not allow for simplistic explanations.  Rather, the work involved is 
e;rgon,, an actual “action, accomplishment, deed, occupation, undertaking; practical proof, task, 
that which is brought into being by work.”44 Real work is performed, and this work is the work 
of God the Father, not man’s work. Equally important is the conjunction, that, from the Greek 
i[na, denoting,  “in final form…purpose, result, aim, or goal.”45  In effect, there is real work 
performed by God the Father “so that,” or, “in order that,” or “for the purposes that” people will 
believe in Christ. The work belongs to the Father and, in some way, this work results in the 
believer’s salvation.    

The work of God is logically connected with Gen 3:5, 7, 22 and other passages in John.  
God’s sovereignty is on full display in the unfolding story.  God is the creator, and in accordance 
with His divine purposes and plans, He opened the eyes and thereupon imputed original guilt to 
all mankind.  Consequently, the unsaved person is blinded and unable to “see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Christ” (2 Cor 4:3-4; 1 Cor 2:14).46  Given this inability, work originates 
with and is required by God the Father.  The Trinity is involved in this work, but the emphasis is 
on the role of the Father at this juncture. [This work will be detailed later in John 6:39, 44, 65; 
and John 17]. 

43 Leon Morris, The Gsopel According to John (Revised Edition) eds., Ned Stonehouse, F. F.  Bruce, and 
Gordon D. Fe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319. 

44 Walter Bauer, "Ἔργον,"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07-08. 

45 Walter Bauer, "Ἵνα,"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76-78. 

46 2 Cor 4:3, “And even if our gospel is veiled, it is veiled to those who are perishing, 4 in whose case the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 minds of the unbelieving so that they might 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1 Cor 2:14, “But a natural man does not accep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appraised” 
(N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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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and Ownership of the Father. Jesus makes several references that speak to 
God’s authority and ownership in salvation (NASB): 

 
 John 6:37,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the one who comes to 

Me I will certainly not cast out.  
 John 6:39,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of all that He has given Me I lose 

nothing, but raise it up on the last day. 
 John 6:65, “And He was saying, ‘For this reason I have said to you, that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it has been granted him from the Father.’” 
 John 10:29,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and no one is 

able to snatch them out of the Father's hand.” 
 John 17:6, "I have manifested Your name to the men whom You gave Me out of the 

world; they were Yours and You gave them to Me, and they have kept Your word. 
 John 18:9, “to fulfill the word which He spoke, ‘Of those whom You have given Me I 

lost not one.” 
 
Lexically, the key word, give (and its translational forms, gives, has given, gave, and 

have given) in 6:37, 39; 17:6, 18:9, are based on the Greek di,dwmi  This Greek word 
communicates the idea of authority and ownership from one person being extended to another, 
i.e., “grant someone the authority, give in the sense of grant, bestow, impart, allow; permit; 
place, appoint; establish; impose, give up, give out, hand over, entrust someone to another’s 
care.”47 In John 17:6, the translated word granted is also based on the Greek, above. 
 Of importance is the syntax in the passages.  There are always three parties involved: the 
Father, the Son, and those people whom will be saved.  In each of instances, The Son directly 
acknowledges receipt from the Father, and the believers are the ones being given over to the Son.  
Both the context and the syntax establish a clear line of authority, order, and origination in the 
salvation process.   
 
 Direct Agency of the Father.  One of the most compelling passages regarding NT 
salvation merits special review: 
 

 John 6:44,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NASB)  
 

Not only is ownership and authority ascribed to the Father identified in the salvation process, 
but there is an overriding condition: salvation is conditioned upon the actions of the Father 
drawing the person to Christ.  This word drawing is, no doubt, a source of controversy, but 
whatever it means, the word and context place a restriction on salvation, for no one can come to 
Christ unless the Father acts. 

 What does the work mean? The Greek word e`lku,sh| communicates the sense of forcible 
removal  (from e[lkw, to “draw drag (of coercion); haul in; draw (of swords); pull or tug someone 

 
47 Walter Bauer, "Δίδωμι,"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1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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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and forth).48 Thayer’s lexicon describes the word with even greater force: “a person 
forcibly and against his own will (drag, drag off); to draw by inward power, lead, impel.”49  

The best summary of the work is provided by Klink:  
 
While theologians will often posit that such drawing can be resisted, there is not one 
example in the NT of the use of this verb where the resistance is successful.  The 
statement plainly depicts the inability of a person to “come” (evlqei/n) to Jesus unless    
(eva.n mh.) the Father directly acts in an intervening manner.  God is the only acting agent. 
Such language is stark and even offensive, certainly to the Jews at the time and even to a 
large amount of readers today.  Yet it cannot be explained away.  Without any real 
argument, Jesus present God as the primary agent of salvation, just as he had already 
made clear that the Father is the one who enacts belief as part of his gift and will (vv. 37-
40).50   

 
 Why is the Father the key agent of salvation who draws?   Four (4) reasons are offered:  
 

(1) The inability of a person to come to Christ on their own, due to man’s blindness, 
as recorded in  2 Cor 4:4, “in whose case the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 
minds of the unbelieving so that they might 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2) In the Trinity, there is a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Jesus  repeatedly affirmed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Father.  Jesus cam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hat 
His own authority, works, power, and words were from God the Father (John 
5:30; 6:38, 57; 12:49-50; 14:10; 17:8).  

(3) Scripture attests to God’s eternal plan and God’s work , e.g., 2 Timothy 1:8-9, 
“…join me in the sufferings for the Gospel according to the power of God, 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with a holy calling, not according to our works, but 
according to His own purpose and grace which was given to us in Christ Jesus 
before time began.” 

(4) A full weight of sovereignty, responsibility, and leadership visibly emerges in the 
actions of God the Father.  This is logical and necessitated, given the events of the 
Fall, whereby God opened the eyes, imputed original guilt, and set in motion the 
promise of the redeemer, i.e., His Son, Jesus Christ. From the beginning, and 
throughout the Bible, God the Father has played a key role with concrete actions.  

 
Conclusion 
 

Several key passages were examined in John, noted above.  In Jesus’ own words, these 
passages demonstrate the (1) work of the Father; (2) authority and ownership of the Father; and 
(3) the direct agency of the Father in Salvation.  The passages are consistent with Gen 3:5, 7, 
and 22, addressing the role of God the Father in opening of the eyes, resulting in man’s knowing 
good and evil, and leading to God’s condemnation since man had become like God.   

 
48 Walter Bauer, "Ἕλκω,"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51. 
49 Joseph H. Thayer, "Ἕλκω,"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204-05. 
50 Edward W. Klink III, John eds., Clinton E. Arnold, et al., 20 vols., vol. 4,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6), 209. [Italics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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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 and the Holy Spirit 
 

Salvation, in the context of God’s sovereignty revealed in the key OT verses Gen 3:5, 7, 
and 22,  must also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Trinity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work of God the Holy Spirit is accomplished through what is termed, efficacious grace 
(irresistible grace).  There is a great need for this special grace.  

 
Need for the Holy Spirit. In the powerful drawing (John 6:44), the Trinity comes into full 

focus.  There is a need for the role of the Holy Spirit for faith, given the total inability of man to 
come to Christ on his own power:  

 
A. Romans 8:7-8 – “Because the carnal mind is enmity against God; for it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nor indeed can be. So then, those who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cf. Hebrews 11:6) 

B. 1 Corinthians 2:14 – “But the natural man does not receive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nor can he know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C. 2 Corinthians 4:4, “in whose case the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 minds of the 
unbelieving so that they might 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D. Ephesians 2:1-5 – “And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in which you 
formerly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 among 
whom also we all once conducted ourselves in the lusts of our flesh, fulfill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just as the 
others.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Special or Efficacious Grac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often referred to as irresistible 
or efficacious grace (effectual calling).  Given man’s innate condition,  God sovereignly works 
through the Holy Spirit and refers to the immediate and instantaneous work of God by the Holy 
Spirit, by which man’s mind is savingly enlightened to understand the Gospel, and man’s will is 
determinately empowered and moved to saving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The primary agent of this special or efficacious grace of God the Father is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works through this efficacious grace to counter the barriers to salvation 
rooted in man’s nature. The Holy Spirit serves In other words, notice the Spirit’s role in 
efficacious grace.  
 

1. The Spirit has a central role in common grace (including conviction), which argues 
for His role in special grace. 

2. The Spirit always willingly carries out the will of the Father and Son due to His 
functional subordination. 

3. The Spirit opens the unregenerate heart to bring that person to saving faith (e.g., Acts 
16:14). 

4. The Spirit enlightens the mind so the unbeliever can savingly understand and embrace 
the Gospel (1 Corinthians 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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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Spirit is involved in applying the benefits of the atonement in several of its 
aspects (e.g., washing,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regeneration, glorification; 1 
Corinthians 6:11; 2 Corinthians 3:18; Titus 3:5). 

6.  The Spirit gives life, as opposed to death (2 Corinthians 3:6). 
 

Act of God and Extends to the Elect.  It is an act of God that extends to those whom God 
wills, in accordance with His sovereign plans. 
 

A. It Is an Act of God. 
 
1. John 6:37 –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the one who 

comes to Me I will by no means cast out.” (cf. v. 39!) 
2. John 6:44-45 –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And they 
shall all be taught by God.’ Therefore everyone who has heard and learned from 
the Father comes to Me.” 

3. John 6:65 – And He said, “Therefore I have said to you that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it has been granted to him by My Father.” (cf. John 1:13; James 1:18, 
etc.) 

4. John 17:2-3 – even as You gave Him authority over all flesh, that to all whom 
You have given Him, He may give eternal life: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5. Acts 13:48 – Now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were glad and glorified the 
word of the Lord. And as many as had been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7. Titus 3:5 – Not by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but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Spirit. 

 
B. It Is Extended to the Elect 

1. Acts 2:38-39 – Then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let every one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For the promise is to you and to your children, 
and to all who are afar off, as many as the Lord our God will call.” 

2. Romans 8:30, 33 – Moreover whom He predestined, these He also called; whom 
He called, these He also justified; and whom he justified, these He also 
glorified.… Who shall bring a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3. 1 Corinthians 1:2, 9, 24 – To the church of God which is at Corinth, to those who 
are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God is faithful, by whom you 
were called i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4. Galatians 1:15-16a – But when it pleased God, who separated me from my 
mother’s womb and called me through His grace, to reveal His Son in me… 

5. 2 Thessalonians 2:13-14 – But we are bound to give thanks to God always for 
you, brethren beloved by the Lord, because God from the beginning chose you for 
salvation through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and belief in the truth, to which He 
called you by our gospel, for the obtaining of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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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Timothy 6:12 –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lay hold on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also called and have confessed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cf. 2 Timothy 1:9; Hebrews 3:1) 

7. 1 Peter 5:10 – But may the God of all grace, who called us to His eternal glory by 
Christ Jesus (cf. 2 Peter 1:3, 10) 

8. Jude 1 – Jude, a bondservant of Jesus Christ, and brother of James, To those who 
are called, sanctified by God the Father, and preserved in Jesus Christ: 

9. Revelation 17:14 – “These will make war with the Lamb, and the Lamb will 
overcome them, for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nd those who are with 
Him are called, chosen [eklektos], and faithful.” 

 
 

Conclusion 
  
 The salvation of the believer in the NT begins in the OT in the Fall of Adam and Eve.  In 
the temptation and disobedience, in accordance with God’s sovereign plans and purposes, God 
opened the eyes of Adam and Eve (Gen 3:5,7), thereby setting into motion a change in man’s 
innate condition of knowing good and evil, thusly meriting condemnation in that man has now 
become like God (3:22). The progression is well-established, below.  
 
                        (1) God’s Opening of the Eyes, resulting in mankind’s…        

                        (2) Becoming like God, characterized by…   

                        (3) Knowing Good and Evil, justifying…    

                        (4) God’s Imputation of Universal Guilt, leading to   

                        (5) God’s Sovereignty in NT Salvation God the Father 
 

 
 
 Based on the lexical studies, Jewish perspectives, other biblical passages, and the 
importance of context, God sovereignly opened the eyes, (Gen 3:5, 7) and “knowing good and 
evil” refers to the mankind’s purposeful intentionality to make, create, or establish morality and 
truth.   Only God alone can determine morality and truth, and thus, the condemnation was both 
necessary and just. The believer’s salvation in the NT thus can be logically traced back to God’s 
sovereign role, for just as condemnation was in accordance with God’s sovereign actions, so too 
is salvation through the sovereign work of God the Holy Spirit in the NT.  
 While salvation is based solely in God’s nature (grace, mercy, love, will, etc.), its 
provision is found solely in His work through the substitutionary death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on the cross. Believers must never forget the following truths:  
  

1. Chris’s death was a Literal, Physical Death. 
 

a. Mark 15:27 – And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breathed His 
last. 

God’s Sovereign  
Role 

Through th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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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ohn 19:33-34 – But when they came to Jesus and saw that he was 
already dead, they did not break His legs. But one of the soldiers pierced 
His side with a spear, and immediately blood and water came out. 

 
2. Christ’s death was a Substitutionary Death. 
 

a. Matthew 1:21 – And she will bring forth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b. Romans 5:6-8 – Please review in your Bible. 
c. Galatians 3:13 – Christ has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d. 1 Corinthians 15:3b –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3. Christ’s death was Sufficient to Pay the Penalty for Sin. 
 

a. Romans 4:25 – who was delivered up because of our offenses, and was 
raised because of our justification. 

b. Hebrews 9:12 – Not with the blood of goats and of calves, but with His 
own blood He entered the Most Holy Place once for all, having obtained 
eternal redemption. 

c. l John 2:2, 5 – And He Himself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whole world. … And you know that He 
was manifested to take away our sins, and in Him there is no sin. (cf. 
4:10) 

 
4. Salvation is only Given to Those wh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His 

Work on their Behalf. 
 

a. John 3:16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18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who does not believ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b. 1 John 5:11 -- And the testimony is this, that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12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13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c. Acts 4:12 –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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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cts 16:30-31 – And he brought them out and sai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So they sai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r house.” 

 
e. Rom 1: 16 –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o everyone that believeth;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17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f. Romans 10:9-10 –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e Lord Jesus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To God Be The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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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 관점의 구원: 언약 종말론 (Covenant Eschatology) 

 

전정구 교수 (Jeong Koo Jeon, PhD)1 

 

서론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말할 때 구약의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만이 종말론이 계시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이다. 구약과 신약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계시로서 점진적인 특성 (the progressive character of the special 

revelation)이 있다. 이는 종말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마지막 심판이 성경에 계시된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2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론의 형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형태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계시된 구속사를 상세히 살펴보면 이미 종말론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모형적으로 잘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 3  놀랍게도 구약에 반복되는 

종말론적 형태는 구속사의 대드라마에 점진적으로 계시된 언약의 역사적 상황 아래 

펼쳐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통하여 언약 정경인 성경말씀에 점진적으로 

 
1 전정구 교수는 FTS에서 성경신학 및 조직신학 교수이다. 
2 구약성경에 나타난 종말론의 모습을 특별계시의 점진적인 계시 특성을 반영하여 살펴본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라. Jeong Koo Jeon, Biblical Theology: Covenants and the Kingdom of God 
in Redemptive History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7), 1-171; Meredith G. 

Kline,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Overland Park, KS: 

Two Age Press, 2000); Geerhardus Vos, The Eschatology of the Old Testament, ed. James T. 

Dennison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1).       
3 언약정경인 성경말씀에 나타난 구속사의 형태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nsummation)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성경말씀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는가 살펴보는 신학의 분과가 바로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이다. 반면에 교리적 주제별로 논리적으로 살펴보는 신학의 분과를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혹은 교의신학(Dogmatic Theology)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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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된 각각의 언약적 역사적 상황 아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여주신 언약 

종말론(covenant eschatology)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4 아울러 신자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에 

확정적이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될 것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A. 노아 언약과 마지막 심판 (The Noahic Covenants and Final Judgment) 

노아시대에 원래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창 6:5-8:19). 극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성실히 지으면서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마침내 노아는 약 120 년 동안의 수고 끝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완성시켰다. 원래 세상에 (in the original world)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가정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창 7:16). 구원의 

방주였던 노아의 방주에 언약가정이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홍수심판을 내리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심판으로 인하여 결국 원래 

세상에서 (in the original world) 지구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구속적 심판 

(redemptive judgment)인 사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5 

 
4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언약 종말론에 대한 상세한 조망과 해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eong Koo Jeon, Biblical Eschatology: Covenant Eschatology for the Global Mission 
Age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1).  

5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백성과 비언약백성을 가시적으로 구분하여 비언약백성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진멸의 심판을 내리고 언약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생명을 보호하고 축복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첫 번째 예가 노아홍수 심판이며 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구속적 심판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직접 싸우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3 장 16-19 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일반은혜 언약의 축복들인 지상에서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한꺼번에 거두어 가셨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구속적 심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 주의 날에 벌어질 마지막 구속적 심판에 대한 그림자며 모형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구속적 심판 때는 언약백성들과 비언약백성들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택자들(the elect)과 

비택자들(the reprobate)을 가시적으로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Cf. Jeon, Biblical Eschatology, 

150-200; Jeon, Biblical Theology, 39-41; Kline, Kingdom Prologue, 214-220.  

 

 

     



32 
 

이처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노아언약 가정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원래 세상의 무서운 심판의 날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지만 원래 세상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비언약 백성들 (non-covenant 

community)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 (holy war)을 

싸워서 진멸하는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시대에 원래 세상에 내린 홍수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벌어질 마지막 심판 (the final judgment)에 대한 구약적 형태 (the 

Old Testament pattern)를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계시해주셨다. 원래 세상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언약백성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자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진노의 홍수심판을 내려 사망의 

형벌을 내리셨다. 여기서 노아의 방주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완성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약적 모형이었다. 반면에 원래 세상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모두 사망의 심판을 받았다.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사망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지옥형벌의 심판에 대한 구약적 모형이었다.6  

노아홍수 심판 과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재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의 재창조 과정을 마치고 나서 심판의 

과정에서 물 위에 떠있던 방주가 마침내 아라랏산에 다다랐다 (창 8:1-19). 홍수로 

재창조한 땅 위에 노아의 방주가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건축자이시며 예술의 

근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최후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림언어로 모형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형태로 

보여주셨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마지막 거룩한 전쟁이 끝나고 최후 

 
6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신 감람산 설교 (the Olivet Discourse)를 통하여 

종말론 강해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주셨다 (마 24:1-25:46). 두드러진 특징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말세 현상과 주의 날에 벌어질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 대하여 구약에 나오는 노아 홍수심판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다는 것이다 (마 24:36-51). 이는 새 언약 교회공동체 언약백성들의 종말론에 대한 기초를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 위에 세우라는 교훈으로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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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이후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에서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약적 모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언약백성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B. 아브라함 언약과 마지막 심판 (The Abrahamic Covenant and Final 

Judgment)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금 세상에 (in the present 

world) 하나님의 보통은혜의 혜택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구상에 인류의 역사가 

지속 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 되도록 보통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창 8:20-9:17). 그런 의미에서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및 피조물과 

맺은 언약 (the Postdiluvian Noahic Covenant)은 구원의 은혜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언약이었다. 다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지구상에서 어우러져 

가정 및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기 

3 장 16-19 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보통은혜 언약의 갱신 (the renewal of the 

covenant of common grace)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다시 지구상에 사람들이 편만하게 

흩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창 11:27-25:11). 이 아브라함 언약 (the Abrahamic Covenant)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온 열방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 되고 말세에 열방선교시대를 맞을 것을 예언하였다 (창 18:18; 22:18; 갈 3:8, 16).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역사적 상황 아래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Abrahamic covenant)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홍수가 아닌 

불로 심판하신 것이다. 그 당시 아브라함 언약공동체 백성들을 제외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상숭배에 빠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우상숭배 및 동성애자들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표적으로 하여 불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34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언약의 가정이었던 롯의 식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변방이었던 소알로 피신 시킨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남녀노소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구속적 심판 (redemptive 

judgment)을 내리셨다 (창 19:1-29). 

아브라함 언약의 역사적 상황 아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룩한 전쟁을 

직접 싸워서 내린 불심판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형론적 형태 (the typological 

pattern of final judgment)를 그림처럼 제공해 준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심판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언약 공동체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었던 소알로 피신시킨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지옥 형벌의 모형인 진멸하는 불심판을 내리셨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선택 받은 모든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런 

몸으로 부활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다음에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옥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마지막 심판의 형태를 

제공해주는 구약적 모델임을 알 수 있다.7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은 

자연적인 재난이나 무기를 갖고 싸우는 군사적인 전쟁을 통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거룩한 전쟁을 싸워 불신자들과 

지금 세상 (the present world)을 심판하실 것을 예시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8 

 

 
7 오늘날 겉으로는 복음주의를 표방하나 내적으로 모든 성경적인 교리들을 부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신학적인 운동이 일어나는데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나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바울 신학의 

새관점(the New Perspective on Paul)학파 사상을 들 수 있다. 가령 톰 라이트와 리차드 미들톤은 

자신들의 저서를 통해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Cf. J. Richard 

Middleton,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Reclaiming Biblical Eschatolog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4); N. Thomas Wright, Surprised by Hope: Rethinking Heaven, the 
Resurrec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New York, NY: HarperOne, 2008).   

8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가르친 종말론을 살펴보면 구약의 사건 

가운데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구약적 모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 (눅 17:20-37). 이를 통해 오늘날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종말론의 기본적 형태를 

알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구속적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알려주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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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세언약과 마지막 심판 (The Mosaic Covenant and Final Judgment)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출애굽 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공동체 백성들과 더불어 선지자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모세언약 (the 

Mosaic covenant)을 맺으셨다 (출 19-24). 더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함으로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셨다. 특이한 것은 

광야 40 여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보통 

국가 간에 벌이는 전쟁인 보통은혜 전쟁 (the common grace war)이 아니라 진멸하는 

전쟁인 거룩한 전쟁(the holy war)을 싸워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하셨다 (신 

7:1-16). 

이스라엘 언약공동체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맨 처음 하나님의 인도 아래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 (수 5:13-6:27).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보통 

국가간의 전쟁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남녀노소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거룩한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것이다.9 

여리고 성에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던 가족들만이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진멸의 심판을 모면하고 살아남는 축복을 누렸다 (수 6:22-25).  

여리고성 진멸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종말론적인 교훈을 얻는다.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오직 한 가정, 기생 라합의 가정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사망의 심판을 

면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벌어질 마지막 심판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택한 사람들 만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의 최종 완성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9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부족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싸우셨는데 

이스라엘 언약공동체 백성들로 하여금 대신 싸우도록 명령한 것을 특별 계시의 점진적인 계시적 특성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예수님 재림 때 벌어질 마지막 거룩한 전쟁 때 영광스런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전쟁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천사들과 더불어 함께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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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다윗 언약과 마지막 심판 (The Davidic Covenant and Final Judgment)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과 더불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다 (삼하 7:1-17; 대상 17:1-15).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워진 이스라엘 언약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신정통치국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 현재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참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림언어로 보여주셨다. 타락하기 전의 에덴동산(the Garden 

of Eden), 노아홍수 심판 때 장엄한 위용을 드러낸 노아의 방주(the Noahic Ark),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신정통치 국가인 이스라엘의 수도로 자리매김한 예루살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음 예루살렘에 왕정통치의 중심인 왕궁을 세우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언약공동체를 다스렸다 (삼하 5:11-16; 대상 14:1-7).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장소인 성전을 

성막 대신에 세웠다 (왕상 6:1-38). 완성된 천국인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스런 보좌가 등장한다 (계 22:1-3).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조의 중심이었던 가나안의 예루살렘은 영광스런 천국에 대한 지상의 예표요 그림자로 

볼 수 있다.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대변인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시내산 율법 언약(the Sinaitic Covenant of Law)을 기초로 언약법 소송(the covenant 

lawsuit)을 제기하셨다. 10  돌이키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 제국이었던 앗수르제국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 년에 패망하고 말았다. 살아 남은 자들은 가나안 땅 밖으로 끌려가 옛 언약 

 
10 시내산 언약 아래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공동체 백성들의 개인적인 구원은 철저하게 

창세기 3 장 15 절에 처음으로 계시된 은혜 언약의 원리(the principle of the covenant of grace)에 따라 

적용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날 새 언약의 축복 아래 있는 성도들과 같은 방법으로 시내산 언약 아래 있는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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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the Old Covenant diaspora)로 한 많은 탄식의 삶을 살게 되었다 (왕하 

17:1-23). 

비슷하게 남왕국 유다도 언약공동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자 하나님께서 대변인이며 법정적 대리인으로 세운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시내산 율법언약을 기초로 언약법 소송을 제기하셨다. 

회개하지 않는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우상숭배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므로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 년에 패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마치 

짐승처럼 바벨론 제국 땅으로 끌려가는 비극과 슬픔을 맛보았다. 이들 또한 옛 언약 

디아스포라(the Old Covenant diaspora)로 슬픔과 탄식의 바벨론 포로 삶을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 밖에서 약 70 여년 동안 살게 되었다 (왕하 24:18-25:26; 대하 36:11-

23; 렘 52:1-30).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the eternal Kingdom of 

God)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영역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신정통치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면서 시내산 율법언약에 대하여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셨다. 이를 종말론적으로 볼 때 옛 언약 종말론 

(the Old Covenant eschatology)으로 부를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구속적 심판의 사건들 (the events of 

redemptive judgment in the Old Testament)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형태를 

모형론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고 나서 벌어질 마지막 심판에 대한 형태를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도록 하셨다. 마지막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택 받은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여 구원의 완성을 

실감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the everlasting Kingdom of God)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택 받지 못한 모든 비택자들에게 하나님의 불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고 영원한 지옥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E. 새 언약과 마지막 심판(The New Covenant and Fin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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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경적인 교리들이 하나의 커다란 신비이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신비 가운데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사탄과 더불어 광야에서 싸워 승리하신 다음에 공생애 사역에 

들어가셨다 (마 3:13-4:11; 막 1:9-13; 눅 3:21-22; 4:1-13).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피날레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장식하셨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일종의 새 언약 수여식(the New Covenant ratification 

ceremony)이었다.11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죽기까지 무한한 공로의 순종을 보인 

아들을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셨다 (마 28:1-10; 막 16:1-8; 눅 24:1-12; 

요 20:1-10).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란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승천시키셨다 (행 1:9-11). 천국으로 승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승귀하신 다음 하늘의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그 왕권을 

계승하도록 하셨다 (행 2:25-35; 6:29-32; 7:54-60; 히 12:22-24).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종말론에 대한 강론을 하셨다. 바로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였다(마 24:1-25:46). 이 

감람산 설교를 통하여 천국으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역사할 것을 예언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언약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새 언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심판주로 재림하여 있을 마지막 구속적 심판(the final redemptive judgment)에 대한 

예언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주후 70 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제국인 로마제국을 동원하여 시내산 율법 언약의 중심인 오실 

 
11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모두 아우르는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 마치 아름답고 장엄한 교향곡처럼 새 언약을 맺는 과정을 네 가지 다른 관점으로 아주 풍성하고 

조화롭게 계시해준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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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선 이스라엘 언약공동체를 심판하셨다. 

이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그림언어이며 모형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 신정통치국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1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새 언약 교회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를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대환란이 온 지구촌을 뒤흔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마지막 신호탄이 될 것이다 (살후 2:1-12).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재림하면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다스리는 지상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펼쳐질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이다.1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주의 날이며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 

재림의 날은 지구상에서 인간 역사의 종결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그 동안 신자와 불신자를 

차별하지 않고 베풀어주시던 보통은혜 언약의 혜택을 최종적으로 거두어가는 날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 장 16-19 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홍수 후 노아 

언약(창 8:20-9:17)을 통하여 갱신하셨던 보통은혜 언약의 축복들을 거두어 가심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던 생존권과 재산권을 단박에 거두어가실 것이다. 

  영광스럽고 장엄한 재림은 하늘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일어날 것이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동시에 아주 극명하게 갈라질 것이다 (요 5:24-

30; 살전 5:13-18). 이어서 마지막 거룩한 전쟁(the final holy war)이 벌어질 텐데 

이는 총, 탱크, 원자폭탄을 갖고 싸우는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는 최후의 심판 전쟁이 될 것이다.14 이 최후의 전쟁에서 사용될 

 
12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면 1948 년에 회복된 이스라엘은 주후 70 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로마제국을 통하여 패망한 이스라엘 신정통치국가의 회복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보통은혜 

국가들인 미국, 볼리비아, 일본, 중국, 케냐, 한국 등과 같은 나라로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일 것이다.   
13 요한계시록 20 장 1-6 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재림한 후에 예루살렘에 지상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 종말론 사상에는 역사적 전천년설(Historic Premillennialism)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등이 있다.   
14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벌어질 마지막 거룩한 전쟁에 

대한 환상을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보았다. 이는 마지막 거룩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이며 

최후의 심판 전쟁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아마겟돈 전쟁 (계 16:12-21), 백마를 탄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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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을 

사용할 것이며 마지막 심판 전쟁의 총 지휘는 심판의 주로 오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15 이 마지막 거룩한 전쟁에 영광스런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도 

거룩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사탄의 나라는 사탄을 필두로 사탄의 영적인 종들인 귀신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부활한 불신자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 거룩한 전쟁의 과정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완성된 지옥이 될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이어서 귀신들의 왕 마귀 혹은 사탄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계 

19:19-21; 20:10). 이어서 벌어지는 백 보좌 혹은 흰 보좌 심판을 통하여 모든 부활한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계 20:11-15).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총지휘하는 마지막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최종 완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계 20:12; 21:1-7, 9-27; 22:1-6). 첫 사람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을 파기한 모든 불신자들은 완성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악행의 정도에 따라 형벌의 정도에 차등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의 축복 아래 있던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무한한 공로에 따라 영광스런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동안에 맺은 믿음의 열매에 따라 새 

예루살렘에서 받을 상급에 차등이 있을 것이다 (마 5:12; 눅 6:22-23; 계 22:13). 

마지막 심판의 절정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불로 

재창조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나 악이 제거될 것이다 (벧후 3:1-

12). 마침내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 눈 앞에 

 
전쟁 (계 19:11-21),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계 20:7-10)으로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15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공동체 백성들을 살기등등하여 추격하는 애굽의 

바로 군대를 상대로 홍해바다에서 거룩한 전쟁을 싸워 진멸하는 구속적 심판을 내리셨다. 놀랍게도 

홍해바다의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 세운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잡게 하여 

거룩한 전쟁을 총지휘하도록 하셨다 (출 14:1-31). 이는 마지막 거룩한 전쟁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총지휘할 모습을 모형적으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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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찬란하게 펼쳐질 것이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재창조된 새 땅과 영광스럽고 장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벧후 3:13; 계 21:1-

22:6). 이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건축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땅과 연합하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정결한 신부들인 부활한 성도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의 최종 완성을 실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최고최대최상의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21 세기 글로벌미션시대에 살고 있다. 이 

글로벌미션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역동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로 흩으셔서 새 언약 교회공동체 백성들로 하여금 

활발하게 전도와 선교사역을 하도록 섭리하며 도우신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끝나면 새 언약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주의 날이요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최종 완성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 새 언약 교회공동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 교회, 직장과 사업체, 국가와 선교지를 최선을 

다해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며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와 신령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하며 의로운 종말론적 삶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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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며…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며 깨달어 갈 때, 진정 자유하며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FTS신학교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Faith Theological Seminary(FTS) 저널에  한국어 

학부 신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FTS 신학교 한국어 

학부의 목회학 석사(M.Div) 과정에서 4년간 배운 학생입니다. FTS에서의 학교 생활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세계입니다. FTS는 미국의 동부지역에서 조용히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보석 같은 학교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FTS신학교의 학교생활은 신학교의 학풍과 학생들의 반응으로 

삶과 열정입니다.  

첫 번째로  FTS는 교육 이념과 같이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성경적으로 

믿는 노선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FTS의 개혁주의 학풍은 성경에 대하여 그리스도 

중심적, 종말론적, 언약적, 구속사적인 해석과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뿌리 

깊고 확고하게 해주며 그것은 곧 믿음의 강한 생명력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전통을 

가진 정통적인 신학을  커리큘럼대로 배우게 되면,  비 성경적 신학과 메시지들을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교수님들은 어려운 신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십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이 넘칩니다. 교수님들의 클래스마다 특징은 

기쁨이 풍성합니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삶과 조화를 이루는 클래스, 구약을 

배우며 종말론적 성취를 바라보며 누리는 클래스,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그리스도인의 지성에 머무르게 하는 클래스, 학생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클래스 등등 모든 클래스는 교수님들의 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이런 학풍에서 학생들은 진리를 배워가며 기쁨과 때로는 경이로움에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생들 각자의 소명에 따라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과 사역에서 올바른 신학의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을 세워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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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이러한 진리의 배움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북클럽을 만들어 한달에 한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클럽에서는 독서와 삶을 나누며, 예배와 기도, 음식과 즐거움을 나눕니다. 더불어 

학교 관련 후원과 종교탐사여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을 맺고자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정의를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세상은 급변화 되고, 많은 

사람들은 영화, 인터넷 매체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대간 차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격세지감을 느끼며 때로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FTS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FTS를 만난 것은 주 안에서 참 행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특별한 소명감, 사명감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강렬한 마음에 이끌리어 FTS신학교에 등록하였고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FTS에서 성경적 개혁신학의 배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고 

진리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신앙에 뿌리를 좀더 깊게 내리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게 길을 또한 

열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FTS신학교에서의 그동안에 배움과 나눔에 하나님과 관계자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FTS에서 학생들은 사탄의 지적 전략에 대한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지식과 힘을  얻어가며 즐겁고 기쁨으로 배움과 삶과 

사역을 나누는 학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안에서 파이팅. 

 

정영란 

2022년 목회학 석사 취득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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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 역사 
(원문 웹사이트: https://ftscatonsville.org/our-history) 

 
케이톤스빌 훼이스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 of Catonsville)는 

1937 년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크리스찬 사역에 준비시켜 온 

훼이스신학교(FTS)의 비전과 유산의 부활입니다.  

 

1. 어떻게 시작했는지… 

신학교는 그 기원을 프린스톤신학교와 그 학교에서 벌어진 현대주의자-

근본주의자 논쟁의 시기로 더듬어 올라갑니다. 그 논쟁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사비평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들과 거부한 사람들에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정치적 

조작에 의해, 의사결정 이사회는 개조되었고 프린스톤의 전체 방향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의 보수적 다수는 패배를 겪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프리스턴 정신은 1929 년에도 그레샴 메이첸의 지도력 아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오스왈드 알리스, 로버트 윌슨, 앨런 맥래이, 존 머리, 폴 

울리, 코르넬리우스 반틸, 리엥크 부키 카이퍼, 그리고 네드 스톤하우스로 구성된 

교수진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드레이크 호텔을 

신학생을 위한 숙소로 정하고, 두 개의 타운하우스를 새로운 신학교(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위한 거처로 삼았습니다. FTS 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로부터 나와서 

1937년에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2. 비전을 확장하며… 

2004년 가을, FTS는 필라델피아에서 메릴랜드의 볼티모어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2일에 이사회는 제리 하몬 박사를 FTS의 새로운 총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몬 박사가 옛 신학교의 유산으로부터 새로운 신학교의 

탄생으로 움직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신학교는 케이톤스빌 FTS로 불리게 

되었으며, 메릴랜드 케이톤스빌에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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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습니다. 비록 신학교가 재탄생을 하였고 새로운 위치로 옮겼으나, 신앙의 

기초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은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뛰어난 

설교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비전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열정입니다. 

 

3. 우리의 방향은… 

FTS 는 종교 및 신학 학위를 수여하도록 메릴랜드 고등교육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리스찬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케이톤스빌 FTS 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성도들을 

지역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영감되고, 무오하고, 무류한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또 실제 사역에서 훈련시킴으로써, 신학교는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적용함으로써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신학 교사로서 

사역을 완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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