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FLOOD AND THE SEND KANSAS CITY (MAY 10, 2022) – MIKE BICKLE 

God’s Grand Family Plan: 5 Essential Parts (Rom. 11)             하나님

의 크신 가족 계획: 5가지 부분 (롬 11장)

I. INTRODUCTION   개요

A.Paul felt urgency that the body of Christ needed to understand God’s plan for Israel’s salvation. 바울은 그리스

도의 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긴급함을 느꼈다. 

25I do not desire…that you should be ignorant of this mystery…that blindness in part has happened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 in. 26So all Israel will be saved…25 형제들아 너희가 스

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

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 (롬 Rom. 11:25-26) 

11…to provoke [Israel] to jealousy,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12If [Israel’s] fall…is riches for the Gentiles, how much more their fullness!  11…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

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12그들[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

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롬 Rom. 11:11-12)

B.In Romans 11, Paul highlighted 5 parts of God’s plan to bring the gospel to the nations. God’s mystery refers to 

His “secret plan” that He hid until He revealed it to the apostles (Eph. 3:5, 9).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열

방에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다섯 부분을 강조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은 그가 사

도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시기까지 감추셨던 그의 “비밀된 계획”을 가리킨다(엡 3: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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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The mystery of Israel’s spiritual blindness (Rom. 11:25)                 1부: 이스라

엘의 영적 소경의 비밀(롬 11:25) 

Part 2: The mystery of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Rom. 11:25)       2부: 충만한 

이방인의 비밀(롬 11:25) 

Part 3: The mystery of Israel being provoked to jealousy (Rom. 11:11)                                       3부: 질투/시

기함을 불러일으키는 이스라엘의 비밀(롬 11:11) 

Part 4: The mystery of all Israel being saved (Rom. 11:26)                                                 4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비밀(롬 11:26) 

Part 5: The mystery of the fullness of Israel (Rom. 11:12) resulting in the millennial earth filled with God’s 

glory (Hab. 2:14) in context to the Father’s international family of affection (Jn. 17:23) 

                  5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년 왕국(합 2:14)을 초래

하는 아버지의 국제적 애정 가족 (요 17:23)의 배경 가운데 관련된 이스라엘 충만의 신비 (롬 11:12). 

 

II. PART 1: THE MYSTERY OF ISRAEL’S SPIRITUAL BLINDNESS (ROM. 11:25)                            1부: 이스

라엘의 영적 눈멈의 신비 (롬 11:25)

A.Israel’s spiritual blindness–is partial and temporary. Thus, there has always been a remnant of Jewish believers in 

Jesus, and it has continued to increase dramatically over the last 40 years.  Israel’s rejection of Jesus is 

neither total (11:1-10) nor final (11:11-32).      이스라엘의 영적 눈멈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중에 남은 자는 항상 있었고,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

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전체(11:1-10)도 아니고 최종적인것도(11:11-32)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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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I do not desire, brethren, that you should be ignorant of this mystery…that blindness in part has 

happened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 in.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

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롬 Rom. 11:25) 

B.The human heart is prone to arrogance when enjoying special favor from God. God allows some who are 

persistently arrogant and rebellious against His leadership “to be given over” to a hardened heart with 

unsanctified confidence that they can do the evil plans and deeds that are in their heart with immunity to His 

judgment (Rom. 1:24-28; 9:18; 2 Thes. 2:11; Heb. 4:7).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때 

교만해 지기 쉽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 끈질기게 거만하고 반역적인 사람들이 그들

의 마음에 있는 악한 계획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룩하지 않은 확신을 가질 때 그들의 완고한 마음

(롬 1:24) 가운데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신다. (롬 1:28, 9:18, 살후 2:11, 히 4:7).

III. PART 2: THE MYSTERY OF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ROM. 11:25)                       2부: 충만

한 이방인의 비밀(롬 11:25)

A.The fullness of the Gentiles includes the full number saved, walking in fullness of godly character and power, 

embracing the fullness of God’s narrative, resulting in the fullness of God’s purpose. 이방인의 충만함은 구

원받은 충만한 수의 성도들이 경건한 성품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해 지는 것을 포함한다.

25…blindness in part has happened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 in.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롬 Rom.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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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cludes “the billion-soul harvest” (Rev. 7:9) walking in unity as a mature Bride (Rev. 19:7). We 

are praying for 100 million intercessors who will faithfully and courageously stand for God’s purposes 

for Israel as set forth in the Scripture—operating as an “eschatological corporate Cyrus.” 이것은 성숙

한 신부(계 19:7)로 연합하여 행하는 “십억 영혼의 추수”(계 7:9)가 포함된다. 우리는 “마지막 때 단체 

고레스”로 운영되는 성경에 명시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신실하고 용감하게 서 있

을 1억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IV. PART 3: THE MYSTERY OF ISRAEL BEING PROVOKED TO JEALOUSY (ROM. 11:11)                   3부: 

질투/시기함을 불러일으키는 이스라엘의 비밀(롬 11:11) 

A.Israel will one day be provoked to jealousy, desiring to have what Gentile believers have spiritually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God of Israel as they clearly see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이스라엘은 언젠가 이

방인 성도들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방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도 가지기를 갈망하여 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1…to provoke them to jealousy,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31that through the mercy shown you 

[Gentiles] they also may obtain mercy…that He might have mercy on all. 11…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31 ...이는 너희[이방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

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롬Rom. 11:11,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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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od will use Gentiles in Israel’s nation salvation (11:11)—Israel will be impacted by the mercy shown to 

Gentiles (11:31). God’s plan is that all His people receive and give undeserved mercy.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이방인을 사용하실 것이다 (롬11:11)-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

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롬11:31).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모든 백성이 그분의 과분한 자비를 받고 또 

베푸는 것이다. 

V. PART 4: THE MYSTERY OF ALL ISRAEL BEING SAVED (11:26)          4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비밀(롬 11:26) 

A.Israel will be first nation to be totally saved and live righteously (Isa. 60:21).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받고 의

롭게 사는 최초의 민족이 될 것이다 (사 60:21).

26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as it is written”…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롬 Rom. 11:26) 

B.Literally 100% of the Jewish people who survive Great Tribulation or “Jacob’s trouble” (Jer. 30:7) will love 

Jesus and walk in righteousness (Isa. 45:17, 25; 59:20; 60:21; Zech. 12:10; 13:9; 14:20). 문자 그대로 큰 환

난 또는 “야곱의 환난”(렘 30:7)에서 살아남은 유대 민족의 100%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행할 

것이다 (사 45:17, 25; 59:20; 60:21; 슥 45:17, 25; 스가랴 12:10, 13:9, 14:20).

VI. PART 5: THE MYSTERY OF THE FULLNESS OF ISRAEL (ROM. 11:12)                     5부: 

이스라엘 충만의 신비 (롬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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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 mystery of the fullness of Israel (11:12) will result in the earth filled God’s glory (Hab. 2:14) in context to 

God’s international family of affection overflowing with undeserved mercy (11:32). 이스라엘 충만의 비밀

(11:12)은 과분한 긍휼이 넘치는(롬 11:32) 하나님의 국제적 사랑의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

광(합 2:14)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12Now if their [Israel’s] fall is riches for the world…how much more their fullness…15what will their 

[Israel’s] acceptance [of Jesus] be but life from the dead [millennial earth]?       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

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15 …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롬 Rom. 11:12-15) 

B.God’s mystery results in His international family of affection (Jn. 17:23). The fullness of God will be released 

only as both the fullness of Israel and Gentiles come together (Eph. 2:15 3:6-10, 19).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

의 국제적인 애정의 가족으로 귀결된다 (요 17:23). 하나님의 충만함은 이스라엘의 충만함과 이방인

의 충만함이 함께 모일 때만 풀리게 된다 (엡 2:15 3:6-10, 19).

23I in them [Jewish and Gentile believers],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 and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

로소이다 (요 Jn. 17:23) 

15So 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from the two, thus making peace… 15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 Eph. 2:15) 

VII. TWO RESPONSES TO GOD’S PLAN: AWESTRUCK OR ARROGANCE                                          하나님

의 계획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놀라움 아니면 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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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ul was awestruck by God’s masterful plan resulting in His entire family walking together in love. 바울은 하나

님의 온 가족이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놀랐다

33Oh, the depth of the riches both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are His judgments…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

아리지 못할 것이며 …(롬 Rom. 11:33) 

B.Paul warned Gentile believers not to be arrogant related to Israel (11:18-25).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롬11:18-25).

20Do not be haughty, but fear. 21For if God did not spare [Israel], He may not spare you either. 22…

continue in His goodness. Otherwise you also will be cut off… 20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

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롬Rom. 11:20-25)

14Multitudes, multitudes in the valley of decision!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in the valley of decision.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

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욜Joel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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