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Q & A
1. 엔돌의 무당과 사무엘
Q: 심령술사와 혼령 관계/ 영화 소설 등에서 심령술사 또는 무당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 또한 사울이 죽기 전 무당을 통해 엘리야를 불러내는데 이것이 과거 낙원이라
가능한지, 현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다. 주로 모세부터 시작됨, 뱀, 나병, 홍해, 요르단,
해와 달이 멈추어 섬(수10:12-13) 등 아모리 족속 멸절, 해가 하룻 동안 지지 않음
여호수아 이후 재판관들, 엘리, 사무엘, 초대 왕 사울,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산다가 패망을 당함
사무엘이 죽은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핀치에 몰림(삼상28).
5-6절, 그런데 이미 사울은 영매들을 제거함(28:3). 아무 대답이 없자 두 사람과 함께 부리는 영을
지닌 엔돌의 여인에게 감(7-8). 여기의 부리는 영(familiar spirit), 라틴어 ‘familiaris’(파밀리
아리스)에서 나오며 뜻은 ‘집안의 종’, 한 가족처럼 익숙하게 부리는 영, 위키백과 무당이나 박수를
지도하는 영
판타지 소설
사울의 요청: 사무엘을 위로 데려오라(11).
드디어 사무엘이 나타남(12)
여인이 본 것: 14절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옴.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고 절함(14)
사울의 하소연(15), 사무엘의 책망(16), 예언(19)
1. 여기의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인가? Yes!
2. 그러면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왔는가? No!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죽으면 다시는 이 세상과 교통이
없다. 보편적인 법칙,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다.
민22:22-35, 발람, 모압 왕 발락, 나귀가 말을 해서 그를 꾸짖음, 이런 일은 단 한 번 가능
죽은 자를 지하 지옥에서 땅 위로 보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단 한 번,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을 보편화하려 하면 안 된다.
40일 금식, 세 이레 새벽기도, 다마스쿠스 도상 체험 등
3. 그 결과 예언대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삼하31장에서 죽임을 당함.
4. 지금의 영매는 무엇인가? 영매들이 사용하는 영은 사탄 마귀의 졸개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들의 활동이 많았고 예수님이 오자 가장 먼저 알아봄(마8:29).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행16:16), 점치는 영이 부리는 영, 진실을 말한다(17), 바울이 내쫒는다
(18).
5. 국내에 귀신 쫓는 교회, 김기동 목사 등, 삼촌 귀신, 할아버지 귀신 등
귀신은 죽은 자의 넋, 혼령, 성경에는 귀신이 없다. 다 샤머니즘의 산물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 하나, 구천의 혼령 없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삼촌은 누구인가? 마귀가 사람을 홀리는 것이다.
6. 날이 갈수록 마귀의 역사가 심해진다. 심령술, 영매, 뉴에이지 심령 기법(최면, 명상, 요가, 기)
7.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악한 일(신18:10)
9. 유튜브에서 ‘신유와 축사’ 쳐서 동영상 참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