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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복’에 대한 영어 표현은 ‘restoration’인데 이는 라틴어 restaurare에서 나온 것으로서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새로이 설립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회복’은 한 사회의 

개인이나 그룹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커다란 변화 내지 발전 상황을 

재건 혹은 복구하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회복 운동의 제안자들은 이전의 상태가 정치적, 법

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으로 현재의 상태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회복’이란 용어는 과거의 것이 더 이상적이라는 복고주의

와 관련되어 진보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라틴어의 “새롭게 하다,” “새로이 설립하다”는 의미에 

주목하며 스코트가 제안하고 있듯이 “그 자체로 계속적인 역사의 발전 및 전통과 권위의 부정을 

추구하는 개혁 운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James M. Scott, “Jesus’ Vision for the Restoration of 

Israel as the Basis for a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in Scott J. Hafemann [ed.], 

Biblical Theology: Retrospect & Prospec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2], 132. 특히 앞으

로 후술하겠지만 본 논문에서의 ‘회복’의 개념을 히브리어 “돌이키다”는 뜻의 ‘슈브’(שוב) 동사와 

연관시켜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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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에레쯔 이스라엘’(이스라엘 땅 ארץ ישראל)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곧 민족적인 실체로서의 유대인

의 출생지이다. 여기서 그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그들은 처음으

로 국가를 이루었고 민족적이고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진 문화적 가치를 형성했으며 세계의 영원

한 책 중에 책, 성경을 세상에 제공했다. 이 땅에서 쫓겨나 유령처럼 세계를 떠돌 때도 이 백성은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기도 중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갈구했던 희망,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행 1:6)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2천 년의 세월이 걸렸기에 현재 세계지도 상에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한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탄생은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큰 기적 중

의 기적으로 평가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적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곧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하나님도 폐기할 수 없고 반드시 이행의 책임에 묶여 있는 성질의 것이었는 데 



제 3 회 이스라엘 신학포럼 

 

3 

 

성경은 그것을 “언약(혹은 계약 covenant 히브리어로 ברית)”2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땅’(에레쯔 이스라엘 ארץ ישרל)과 유대인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관

계에서 시작된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과 주권적 국가건설에 대한 기초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맺은 거룩한 언약관계의 계승자라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

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도에서 다신숭배(polytheism)와 우상숭배(idolatry)의 고장 갈대아 우르, 

곧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의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다(창 12:1~3, 7). 그 명령에의 순종은 하

나님 편에서 보면 열방의 복, 곧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으나,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당시의 

상황에서 일가 친척을 떠나는 것은 모든 삶의 기반을 잃는 것이요 따라서 목숨을 내 놓은 것과 

같은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일종의 보상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의 보장을 주시는데, 그

것은 그와 후손에게 영원히 상속되는 땅을 주신 것이었다(창 13: 14-17).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곧 ‘에레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거룩한 언약이며, 다른 모든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쌍방 책임과 상호 혜택

을 누리는 쌍무계약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에게는 일방적 

책임만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일방적인 축복만이 주어지는 편무계약이었다.3 그 언약에서 아브라함

에게 주어진 축복은 자손, 땅, 나라였다. 이 일방적인 언약으로 인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그와 그 후손들로부터 땅에 대한 

권리를 철회 또는 폐기할 수 없고 자녀와 나라의 권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런 손해투성이 언약

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단 한 가지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

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창 12:3).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의 통로가 되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 하나였다. 그 하나의 바램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순종하자 기쁨으로 아브라함

과 그의 후손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시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언약을 맺었던 것이다. 

                                           

2 히브리어 ‘브리트’(ברית), 영어 ‘커버넌트’(covenant)에 대한 한국어 언약 혹은 계약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되 필요에 따라 계약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것

이다.  

3 이 언약의 편무계약성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창 15장에 잘 나타나 있다(특히 17절). 아브라

함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의식(ritual)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쪼갠 제물 사이로 하나님만 통과

했다는 사실이다. 고대 계약은 ‘피의 언약’으로서 약속을 어길 경우 피로 보응된다는 결의 의식

(ritual of resolution)을 집행하였는데, 그것은 죽인 제물 사이로 계약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이었

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홀로 제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사실은 모든 책

임을 홀로 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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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다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시면서 하나의 방책을 쓰시게 되는 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난 지 약 400년이 지난 다음

에 그 후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그 언약 내용을 슬쩍 고치시는 것이었다. 성경은 그 언약 변경 

장소가 시내산(호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약체결 장소부터 달리 하시는데, 출 19장에 의하면 새로운 언약 체결 장소

는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 장대한 나팔 소리로 온 산이 진동하고 거기에 화염까지 치솟으니 

그야말로 언약체결식장은 너무나 장엄하여 성경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떨었

다”(16절)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이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는 공평한 언약체결이란 아예 기

대할 수가 없을 것이었다. 완전히 기가 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땅과 관련하여 아

브라함과 맺은 언약내용에 슬쩍 첨가하신 내용이 신명기 28-30장(특히 28:61-68, 29:28, 30:1-9)4에 

기록되어 있다. 한 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당신이 바라는 바 열방의 

복이 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땅에 대한 소유권 자체는 앞에서 아브라함 및 족장들

과 맺은 언약에 묶여 파기할 수 없으나,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주신 땅에서 

쫓아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이시겠다는 정도로 슬쩍 고치신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전 722년과 586년에 이 

땅에서 쫓겨났다가 돌아 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주 후 70년에 또 다시 쫓겨난 사건은 그 이전의 

추방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2016년 제3회 이스라엘 신학포

럼에까지 다루어질 정도로 큰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문제들 중의 하나가 유대인들의 추방을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언약파기로 해석하는 주장이

다. 이 주장을 ‘대체주의’(supersessionism)라고 부르는데, 이 주장의 근거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파

괴되고 이들이 그 땅에서 쫓겨 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파기 내지 대체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대체주의에 따른 반유대주의는 급기야 600백 만 명의 인

명을 앗아가는 홀로코스트의 단초를 제공했으니 그 땅에서 쫓겨난 데에 따라 치른 대가치고는 너

무 값비싼 것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독립은 세속적인 인간에 의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거나 심지어 사탄적인 것이라는 주장 5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이후 다시 

                                           

4 신명기의 기원에 관해서는 많은 학문적 논쟁이 있고 최종본문상에서도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유

언적 설교형식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세가 시내산(호렙산)에서 토라(율법)

를 받았다는 전통적 입장에 따르고자 한다.   

5 이런 주장의 대표가 ‘도시의 수호자’라는 뜻의 ‘내투레이 카르타(נטורי קרתא) 그룹이다. 이들은 

‘하레딤’(울트라 오쏘독스 Ultra Orthodox) 그룹 중의 하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



제 3 회 이스라엘 신학포럼 

 

5 

 

돌아오기까지 유대인들의 땅과 회복의 문제는 실제적인 고난과 더불어 많은 신학적인 논쟁의 대

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런 여러 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은 하나

님의 언약과 그에 따른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을 논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과 예언의 

성취로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독립을 시킨 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중한 뜻

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적 예언의 성취라고 할 경우 당장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데 

첫 번째가 이미 잠깐 언급한 바 있는 대체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회의 

중심이 2세기 중엽 이래로 헬라 세계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넘어간 이래로 신학도 헬라주의적 논

법(Hellenisti reasoning)으로 전개되어 온 서구신학의 후예들인데, 헬라주의적 논법에 의한 신학은  

이성적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분석논리에 뛰어나지만 그로 인해 히브리

인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통합적이고 초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하지 못하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분석적이고 이원론적, 대립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성경해석의 대표적인 예가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라는 이분법적 도식인데, 옛 언약을 새 언약에 대립시켜 새 언약에 의해 옛 언약이 성취되었

다는 말을 곧 언약의 효력 종료 내지 언약 자체의 파기로 보는 것 등이다.6 이들의 사고에 따르면   

                                                                                                                                   

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세워졌으니 곧 사탄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 하여 시리아, 

이란 등 아랍 이슬람 국가를 찾아 다니며 이스라엘이 망해야 한다는 강연을 하고 다닌다. 200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야세르 아라파트(Yaser Arafat)가 병으로 파리의 국군병원에 입원하자 

그 병원 앞에서 ‘하루속히 아라파트를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 전 세계 미디어에 실리는 촌극을 빚기도 하였다.  

6 이러한 사고에 따라 잘못 번역된 성경 구절의 대표적 예가 “그리스도는…율법의 마침”(롬 10:4)으

로 번역한 것인데, 이러한 번역에는 곧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에 의해 옛 언약은 폐기되었고 

따라서 율법도 종료 내지 폐기되었다고 보는 전형적인 대체주의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헬라어

로 ‘새’(new)라는 형용사에는 두 단어가 있는 데 “카이노스“(kainos)와 “네오스”(neos)이다. “네오스”

가 이전에 전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카이노스“는 이전에 존재하던 

어떤 것의 “새롭게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1. 들어가며”에서 언급했던 바처럼,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수여한 땅 소유권이 시내산 언약에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말 안들으면 

그 땅에서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들인다’는 식으로 슬쩍 갱신된 것이다.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비해 새 언약이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에 의해 아브라함 언약이 파기되었는가? 다윗 언약

은 시내산 언약에 비해 새 언약이다. 그러면 다윗 언약에 의해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는가? 아

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의한 새 언약이 이전의 언약들(옛 언약)을 파기했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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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말씀인 구약성경(히브리 성경) 내지 성경의 이스라엘과 전연 관계가 

없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경적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데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예언자들(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을 행한 시기가 주전 8-6 세기이며 그 예언

들은 유다인(예후디 יהודי)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이미 성취되었기에 따라서 현대 이

스라엘의 회복과 관계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

라엘의 회복’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믿고 따르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예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세속적인(secular)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시오니즘 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

과 독립’은 성경적 예언의 성취가 아니며 영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먼저 처음 두 반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에 관한 본문을 살펴

본 다음에, 세속적인 시온주의자들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핌으로써 마지

막 반론에 답하고자 한다.  

2.1. 대체주의적 사고(supersessionistic mentality)와 이스라엘의 회복  

2세기 중엽 이후로 서구교회를 지배해온 대체주의(supersessionism)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

다는 주장으로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체신학(replacement theology)이란 표현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래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과거

의 일들이며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며, 히브리성경(오경, 전.후기 예언서, 성문서)은 과거

의 종교경전에 불과한 셈이다. 그리하여 대체주의는 여전히 매 세대의 자기 백성들과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인 히브리성경의 대부분을 알레고리로 해석하였다.  

                                                                                                                                   

니다! 옛 언약도 율법도 폐기되지 않았다. 단지 새 언약에 의해 “새롭게” 되었을 뿐이다. 무엇이 

새롭게 되었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목적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새

기는 것)”이다(옛 언약-신 6:6; 새 언약-렘 31:33). 그런데 마음에 두는 방법을 새롭게 한 것이다. 

옛 언약에서는 반복에 의해 완전히 암송하는 방법을 택했다(신 6:4 이하 참조). 그런데 새 언약에

서는 아무리 암송해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순종에 한계가 있으니 성령의 도우심이란 새로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겔 36:27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

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새롭게 한 

핵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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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역사적 대체주의”(Historical Supersessionism)이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메시아가 오고 교회가 생기면서 끝나도록 한 것이 하

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7  이런 견해의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교부의 글에서 발견된다. 

주후 약 180년에 죽은 사르디스의 멜리토(Melito of Sardis)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값진 존재였으며, 율법은 복음이 드러나기 전에는 놀라운 것이었

다. 그러나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과거의 모델은 공허해지고 그 힘을 

실제에게 양보하게 되었다…[이스라엘] 백성은 교회가 일어나자 공허하게 되었다.” 8  현대에 와서 

이런 신학의 대표가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이다: “아브라함으로 내려온 육체적 후손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첫 번째 이스라엘은 세상의 구세주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고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했다…. 자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제 그 과정을 완

수했고 계속되거나 반복될 수 없다.”9 

다른 하나는 좀 더 심각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처벌로서 하나

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로 대체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했다고 본다.  

이런 대체주의가 교회로 하여금 초기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오염되게끔 한 기반이다. 거의 

2천년의 교회 역사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양자 모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

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이 주후 70년에 그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며 민족적으로 세계를 떠돌며 방랑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주장한다. 한 마

디로 그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고 이스라

엘에 약속된 모든 복을 교회로 옮겨버렸다고 주장한다.  

이런 신학을 여전히 많은 교회가 따르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에레쯔 이스라엘’로 돌아옴(슈브 

  .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은 역사의 우연일 뿐이며 성경이나 하나님과 전연 관계없다고 한다(שוב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런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척 콜슨(Chuck Col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10 “나는 이

                                           

7 Michael J. Vlach, Has the Church Replaced Israel? A Theological Evaluation (Nashville: B & H 

Academic, 2010), 14.  

8 Melito of Sardis, On Pascha, tr. By S. G. Hall (Oxford: Clarendon, 1979), 21.  

9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nd edition, 2010), 

584.  

10 World Watch Daily, Koenig International News, “Influential Christian Leaders Speak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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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엘의 민족국가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들을 예언과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

나 1948년에 세워진 세속적인 이스라엘 국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은 유대인들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나는 강력히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그것

은 핍박 받은 유대인들의 피난처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기 때문은 아닙

니다. 나는 또한 역사적이고 사려 깊은 고려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합니다. 중동 문제를 생

각할 때, 팔레스타인 국가가 평화를 위한 유일한 실제 해결책입니다.” 

2.2.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경의 예언 

2.2.1. 성경의 예언의 본질: 예언의 현재성과 예언자의 한계성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이 주어진 시기가 주전 8-6 세기이며 그 예언들은 유대인들이 바

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이미 성취되었기에 현대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관계없는 예언이라는 

주장은 성경의 예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예언의 현재성과 예

언자의 한계성에 의해 반박된다.  

먼저 예언의 현재성은 예언의 대전제인 토라와의 관계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이 환상이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언의 대전제

는 토라이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따라 주어진 하나

님의 말씀(토라)에서 벗어나서 – 우상숭배, 다른 신 섬김, 사회적 불의, 각종 도덕적인 죄악, 하나

님 보다 외국의 힘에 의지하는 등 – 다른 길을 가는 백성들을 향해 질책, 회개의 촉구와 심판의 

경고, 심판의 선언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즉 예언자들의 예언이 바탕이 된 원초적 예언

(proto-type of prophecy)은 토라이다. 그래서 토라는 토라의 수여자 모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

고 있는 것이다(신 18:15, 18). 모든 예언이 토라에 기초하고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내려진 ‘에레쯔 이스라엘’에서의 추방과 다시 ‘모음’(헤쉬브 השיב)에 관

한 예언이 특히 그렇다. 토라의 불순종에 따른 처벌로서 추방과 회복에 관한 원초적 예언이 신명

기 28-30장에 나와 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의 예언은 바로 이 토라

의 원초적 예언에 의지하고 있다. 비록 그들의 예언이 8-6세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에서 벗어난 길을 갔기에 추방되었다면 이들의 예언은 8-6세기에 묶

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 상황(추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성

경이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 주어졌지만 다른 시공간적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현재성을 지닌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언이 

                                                                                                                                   

Israel’s Biblical Significance and Her Land,” April 7, 2004, www. 

watch.org/showart.php3?idx=62726&rtn=/index.htm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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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언의 대전제가 되는 토라에서 그 예언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

복에 관한 예언을 8-6세기의 상황에 구속(imprisonment)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과거에 구속시키는 

것이며, 성경을 하나의 과거의 종교문서로 화석화시키는 작업 외에 다름 아니다.  

 예언의 현재성에 더하여 예언자들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한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11  예언자는 동 시대의 언어와 문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인식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예언자의 인식능력의 한계로 인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예언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나을 것”(7:14)이라는 예언을 했지만 당시의 상황과 문맥에서 볼 때 이사야 본인

이 처녀잉태로 태어난 아이를 700년 후에 태어날 종말론적 구세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

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예언의 본질-예언의 현재성과 예언자의 인식의 한계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스

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유다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성취되었고 현대 이스

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반박하면서,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 본문들을 살펴보되 특히 이 본문들 안에 예언자의 인식의 한계성으로 인해 당시에 예

언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바빌론 포로에서의 귀환 그 이상의 예언이 계시되어 있음에 주목하

고자 한다.  

 

2.2.2.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 본문들   

2.2.2.1. 예레미야의 예언 

렘 16:14-15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11 예언자, 곧 계시 수용자의 인식의 한계에서 “계시의 점진성”(gradualness of revelation)이 나온

다.  

12 23:7-8 참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제 3 회 이스라엘 신학포럼 

 

10 

 

들이리라” 

위 본문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헤엘라…

메에레쯔 짜폰 우미콜 하아라쪼트 아쉐르 히디함 העלה... מארץ צפון ומכל הארצות אשר הדיחם)이란 

표현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유다를 바빌론 포로에서 이끌어 내실 것을 예언하는 상황에서 과

거형 동사-“인도하여 내신”(헤엘라 העלה)-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물론 미래의 사건일지라도 그 

확실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적 표현인 ‘예언적 완료’(prophetic perfect) 용법이라

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방 땅”이란 표현 외에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ומכל הארצות אשר הדי

라는 표현은 바빌론 포로에서의 귀환 그 이상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그 모든 쫓겨났던 나( חם

라”(ומכל הארצות אשר הדיחם )라는 표현은 “인도하여 내신”(헤엘라 העלה)이란 표현을 단지 ‘예언적 

완료’(prophetic perfect) 용법으로만 볼 수 없게 하며 “인도하여 들이리라”란 표현과 연결되어 바

빌론 포로와 귀환 그 이상의 미래적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주전 7

세기의 시점에서 자기 동족의 바빌론 포로와 귀환을 예언한 것이 맞다. 그래서 예언 당시 예레미

야의 인식 속에서 “인도하여 내신”(헤엘라 העלה)이란 표현이 ‘예언적 완료’(prophetic perfect)인 

것도 맞다. 그리고 그 예언이 주전 538년에 성취된 것도 맞다. 하지만 위의 분석을 통해서 그의 

입으로 그 예언이 나오는 순간에도 그 예언에 담긴 모든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추방과 회복에 관한 원초적 혹은 원형적 예언을 담고 있는 신명기 28-

30 장 중에서 28:47-67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추방이 두 형태로 나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해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대적에 의해 강제이

주(deportation) 형태로 추방되는 경우와(28:47-57),13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경우14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식범위 내에서 바빌론 포로와 귀환을 예언했지만, 그의 인식범위를 넘어 계신 하나님은 

이미 원초적 예언인 토라에서 예언하신 대로 전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예언토록 

                                           

13 다음의 표현들을 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음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49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59절);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52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53절);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55절).  

14 58절에서 대적에게 점령되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의 진술후에 추방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58절 이후에 나오는 다음의 표현들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63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6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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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임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당시의 언어로 풀어낸 이상의 본문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다.   

 

2.2.2.2. 이사야의 예언  

사 11:10-12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 본문 역시 유대인들의 귀환과 현대 이스라엘을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하면 이미 주전 약 500 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함으로써 성취된 예언이다. 맞다. 돌아

오는 지역명을 보면 앗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등 예언자의 시대에 존재하던 

지명이요 여기에 어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도시들이 나오며, 중동의 나라와 중국과 인도와 

미주의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는가. 어디에도 현대 이스라엘을 구성한 유대인들이 돌아 온 19세기

의 나라와 도시들이 전연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예언과 현대 이스라엘의 관계

를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일부만 맞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예언자의 인식의 한계성

으로 인해 예언자는 그 시대의 지리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언어로 제한된 존재이다. 제한된 언

어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또한 11장에 기록된 예언을 할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가 자신의 인식범위를 넘는 예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만을 예언하는 

것이었다면 “바다의 섬들”, “열방”, 그리고 “땅 사방”과 같은 표현들이 나올 수 없다. “바다의 섬들’

은 지중해 상의 여러 섬들을 말한다. “땅 사방”(크나포트 하아렛츠)란 표현에서 “땅”(하아렛츠)은 

지구를 말하며 “사방”(크나포트)의 히브리어 ‘카나프’(קנף)는 ‘날개, 자락, 가장자리’를 의미하는데, 

“땅 사방”이란 표현은 곧 “땅 끝”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열방(고임 גוים)이란 표현과 더불어 전세

계로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데, 단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바라보는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전제한다

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니드헤이 이스라엘 נדחי ישראל)이란 표현 역시 문맥상 맞지 않는다. 

“유다의 흩어진 자들”(나푸초트 예후다 נפוצות יהודה)이라는 표현에서 “흩어진 자들”(나푸초트)의 

히브리어 원형 ‘나파츠’(נפץ)는 “부수다, 조각내서 흩어 버리다”는 뜻이 있는 데 이 동사의 ‘푸알

형’(pual)형 분사 복수형인 “나푸초트”는 산산조각난 물건처럼 온 사방으로 흩어진 상태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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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신 28:64의 표현,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헤피츠 הפיץ)”

의 “흩으시리니”의 히브리어와 동일 어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니”(헤피츠 הפיץ)15 열

방으로 “흩어진” 백성이 유대인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시공의 한계적 존재였던 이사

야는 바빌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귀환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당시의 언어로 풀

어내었던 그가 받은 계시에는 장차 전세계로 흩어 버리셨다가 다시 모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  

2.2.2.3. 에스겔의 예언 

겔 37장  

에스겔 3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 마른 뼈 환상(1-14절), 두 막대기 환상(15-22절), 두 개

환상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다윗 왕국(16-28절).  

첫 번째 단락,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 관한 예언은 예언자가 뼈들에게 말하자 뼈들이 조합을 

이루고 살이 붙고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에 관한 환상이다(1-10절). 11-12절에 주님이 

설명하시는 바, 에스겔이 목격한 환상의 의미가 진술되고 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 환상과 그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서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았다. 그러나 비록 비유이긴 하나 바빌론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온 족속의 

당시 상황이 사람의 인체에 비유해서 “뼈들이 마르고,…멸절된” 상황은 아니었다. 바빌론 포로에서 

1차 귀환 자들의 숫자는 겨우 4만 9천 897명으로서16 실제 바빌론의 유다 거민들은 그 곳에서 

안정된 삶에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의 마른 뼈 환상이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의 상황만을 담고 있지 않는 더 큰 경륜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빌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넘어서 메시아가 도래하면서 시작되는 종말론적 

(메시아) 시대 (eschatological messianic age)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데, 인체가 마른 뼈로 바뀌어 버렸음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빌론 포로의 상황은 살 소망이 있는 상태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15 나파츠(נפץ) 동사의 사역형(hiphil)이 ‘헤피츠’(הפיץ)이고, 수동형(niphal)이 ‘나푸츠’(נפוץ)이다.  

16 2차 귀환은 1754명, 3차 귀환은 4만 2천 36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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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뼈의 상태, 다시 말해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때가 언제였는가. 주 후 70 년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로 떠돌아 다닐 때 비록 그들이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긴 했어도 누가 

유대가 다시 독립하리라는 살 소망을 가지기나 했겠는가. 마른 뼈 환상의 진정한 비유적 의미는 

바빌론 포로 상황이 아니라, 주 후 70년 이후 유대인들의 방랑 생활에서 찾아진다. 이와 같이 

마른 뼈 환상을 종말론적 상황에서 보아야 할 이유가 21-25절의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에서 

확인이 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겔 37:21-22, 24, 25) 

 

겔 37장 전체는 종말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가 아닌 

“열국에서” 불러모으실 것임을 말씀하며(21절), 그 결과 단지 유다 백성만이 아닌 이스라엘까지 

불러 모으심으로 나눠졌던 두 지파의 연합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며(19, 22절), 24-25절에서 언급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 2 대 왕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 후손으로서 종말론적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던 그 당시에 바빌론에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했겠지만, 실제 본문 전체는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흩어진 백성들의 귀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아진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2.2.3. 예언자 헤르첼 

이러한 성경의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은 시온주의 주창자 테오도르 헤르첼(1860-1904)에 의

해 재확인되며 성취되었다. 그는 헝가리 출신으로서 비엔나에서 활동하던 저널리스트로서 프랑스

에서 일어난 드레퓌스 사건을 계기로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의 취재를 위해 파견

된 그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에게 죽음을!”17이라는 데모대의 외침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갑자기 그가 그 때까지 생각해 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결코 유럽사회에 동화되지 않았으며,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박해가 다가올 것임을 깨닫는다. 

                                           

17 Richard L. Rubenstein and John K. Roth, Approaches to Auschwitz: The Holocaust and Its 

Legacy (Louisville: Westerminster John Knox Press, 200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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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깨달음이 헤르첼로 하여금 1896년에 발간된 정치 소책자 ⌜유대인 국가⌟(Der Judenstaat)18를 

저술하게 했다. 이 책자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요

청했다. 이것이 반유대주의를 극복하는 최선의 치유책임을 주장했다. 그가 이 책자에서 표현한 유

명한 구절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라는 비전이다.  

이 책자가 전세계 유대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으며 1897년 제1차 시온주의 총회로 이끌었다.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총회 기간 중에 헤르첼은 그의 일기에 50년 내에 유대인 국가가 탄생할 것

이라는 기대를 적었다. 그런 점에서 헤르첼은 하나님이 쓰신 ‘현대의 예언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사야 45:1에서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19로 불리고 있으며, 역대기서에

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한다면(대하 36:22), 하나님이 헤르첼의 마음을 감동시켰

다고 말한들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물며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쓰신다면, 비

록 헤르첼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어찌 마음을 감동시켜 쓰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종교적인 사람만을 쓰시는 것은 아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당시의 역사와 사회현상을 정확히 분석 통찰하고 있었다. 결코 몽

롱한 영적 황홀경에 빠져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방종교의 영매자들에게나 있었던 

현상이었다. 중세의 유명한 유대주석가인 람밤(모세 마이모니데스 1135-1204)은 『혼돈된 자들을 

위한 안내』(The Guide for the Perplexed, 모레 데렉 르네부킴 מורה דרך לנבונים)란 책에서 계시와 

이성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성적으로도 가장 충만하게 깨어있

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성령충만을 이성적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넘어지는 현상과 동일시하는 것

은 결코 바람직한 성령관이 아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으로 깨어 있어 최고로 

명민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성령님은 사회와 역사를 

읽을 능력을 지닌 사람, 다시 말해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향하시며 그가 처한 공동체의 현

재를 분석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시고 그 공동체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다. 19세기 말 유럽의 유대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가장 정확히 꿰뚫어본 사람이 종교인이었던가? 

그들이 기도와 탈무드서 공부에 열심인 것은 사실이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탓하자는 것

이 아니다. 기도하며 공부하고 공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루종일 탈무드만 붙잡고 기도만 하는 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공부해야 

                                           

18 원제목은 독일어로 Der Judenstatt 이며, “유대인 문제의 현대적 해결을 위한 제안”(A Proposal 

of a modern solution for the Jewish question”)이란 제목이 붙여졌다. 

19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표현이 히브리어로 “메시코”(משיחו)인데, “기름부름 받은 자”란 

뜻의 ‘마시악’(משיח)에 3인칭 남성 소유격 단수인 ‘오’(ו)가 붙어서 ‘그의 마시악’ 즉 ‘메시코’가 되

었는데,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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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것이 아닌가. 사회를 읽을 눈이 없는 사람들이 어

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음은 반드시 이성적인 각성을 동반

한다는 사실을 종교인들은 모르고 있었으니 그것이 또한 영적인 우둔이다. 자기 백성들이 유럽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인간 도살장, 곧 가스처형실로 그것도 무더기로 끌려가는 것을 아시는 하

나님이 아무리 알려 주려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모르는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알려 

줄 길이 없었다. 그래서 할 수없이 1894년에 유대인으로서 프랑스 육군의 포병대위로 있던 애꿎

은 드레퓌스를 족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계몽주의 이래로 특히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외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래로 게토의 담은 헐리고 계몽된 유럽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유대

인들에게 남아있는 일이란 적극적으로 그 사회에 동화(assimilation)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하스

칼라’ 계열의 한 사람이었던 헤르첼에게 드레퓌스 사건은 충격이었다. 유럽은 결코 유대인들의 안

전지대(haven)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옛 땅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대인들의 살 길임을 깨달았

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알려 주시고자 한 계시였던 것이다. 계시는 의

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오는 환각과 다르다. 설혹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도 가장 

명민한 의식상태, 이성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20 

오늘날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세속적인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무신론자(atheist)들도 물론 있지

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지식인들은 물론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독립의 아버지요 초대 수상이었던 벤 

구리온(David Ben Gurion)은 세속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생을 보낸 스데 보켈의 집에 가보면 

서가에 놀랍게도 비평적인 성경주석인 ICC(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주석 전집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세속적인 유대인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대교에 의해 정

제되어 온 유대인의 정체성이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세속적인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일반적인 무신론자(atheist)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헤르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인과 다르며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

자이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 1 차 세계시온주의총회 기간 중에 헤르첼이 그의 일기

에서 기록한 내용, ‘50년 내에 유대인 국가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의 기대(expectation)가 예언

(prophecy)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의 예언은 1948년 5월 14일 정확히 성취되었다.   

2.2.4. 하나님의 모으심(헤쉬브 השיב) 

그러나 반유대주의가 19세기말 유럽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

                                           

20 고후 12:2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3층천 경험은 종교경험이지 성경적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

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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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라고 헤르첼과 시온주의자들이 예언적 목소리를 높이게끔 하셨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했다. 과거 성서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귀울이

지 않았던 것처럼 유럽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헤르첼과 그의 동료들의 말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

다. 종교인들은 시오니즘 운동에 더욱 반기를 들었다. 풍요로운 땅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광야

와 같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회복이 메시야

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던 정통파 종교인들(하레딤)에게 시온주의 운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적이고 사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22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언자들(시온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 ‘이스라

엘 땅’(에레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자 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1917년 발푸어 선언을 통해 땅의 

기반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그랬듯이 유대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

았다. 하나님은 원치 않았으나, 실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계기는 박해였다. 박해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토로 돌리셨다(헤쉬브 השיב). 1881-84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포그롬, 1938

년 11월 수정의 밤 사건 이후로 본격화된 유대인 살해와 제2차 대전 및 홀로코스트를 계기로 유

대인들이 대거 고토로 돌아오는 계기가 마련된다.  

1900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직 약 4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 그런데 2차대전이 끝날 무렵 

60만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후 1956년 수에즈 전쟁, 1967년 6일 전쟁 

등을 거치면서 아랍나라들이 그 땅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추방하게 되면서 약 80만 명의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1990년 구소련이 무너진 지 8년 만인 1998년 5월 8일에 구소련 출

신 유대인 100만 명이 귀환하게 되었다. 지금도 알리야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현대사의 

놀라운 사건이다. 그들이 이 땅으로 이주할 때의 겪어야 할 어려움들은, 재산상의 손실, 새로운 

언어(히브리어) 습득의 어려움, 최소한의 주거시설에서 살아야 할 어려움, 병력의무 이행, 직업 찾

기의 어려움, 높은 세금 부과, 전쟁과 테러의 어려움 등 산적한 어려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  이런 외침 중의 하나가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Eliezer Ben-Yehuda 1858-1922)이다. 그는 

1879년에 출판한 글에서 열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였다: “그토록 

예리한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둘러 연합하지 않으면 종말이 가깝고 궁극적인 구속을 

위한 우리 백성의 희망의 끔찍한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지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땅’에 재정착하는 것이다” (Eliezer Ben-Yehuda, 

Fulfullment of Prophecy: the Life Story of Eliezer Ben-Yehuda 1858-1922 [Privately printed, 2008], 

51.  

22 그래서 처음에 시온주의 운동은 종교인들에게 외면당하였다가 1920년대 팔레스타인 대랍비였

던 아브라함 이삭 쿡(Abraham Issac Kook 1865-1935)의 권유로 종교인들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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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조국으로 귀환한 것은 사실 기적이다. 이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시온으로 가는 대로

(시 84:5) 를 여심과 아울러 그들을 그리로 가도록 적극적 “모으셨기”(헤쉬브 השיב) 때문에 가능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으심”이 없었다면 비록 국제사회를 통한 

독립 가결이 되었더라도 그 독립을 현실화시키고 지켜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

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고토로 “모으심”과 그 백성의 독립국가 형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 번째 ‘출애굽’(애굽에서), 두 번째 출애굽(바벨론에서) 모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연

결되었듯이, 세 번째 ‘출애굽’(전세계에서) 역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작업이었다.  

2.2.5. 홀로코스트와 이스라엘의 독립 

홀로코스트가 없이 유대 백성이 고토로 돌아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좋게 말할 때 안들으

면 코피 나고서 듣게 된다. 헤르첼을 중심으로한 시온주의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안

주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언자들이 외쳤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1933년에 정권을 잡

은 독일의 히틀러와 나찌가 아리안 인종우월주의 실행작업을 위해 그간 교회를 통해 유럽사회에 

만연해 있던 반유대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1939년부터 대대적인 유대인 인종청소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결과는 600만 유대인의 대학살이었다.  

역사의 가정은 언제나 가정일 뿐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질문하는 역사일 경우에는 더욱이 겸손

해야 하는 것이 한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마땅한 태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능

력에 있어 필연적으로 한계적 존재이기에 질문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다. 다시 말해 

모르니까 묻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역사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예언의 

성취로 볼 경우,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해야 하는 데 홀로코스트와 하나님의 통치(theocracy)를 어

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엘리위젤은 자신의 경험을 자전적 소설 『흑야』에서 풀어냈다. 그 중에서 

부나 수용소에서 일어난 두 남자와 어린아이의 교수형 집행 장면에 등장하는 질문이 이 소설의 

핵심이다: “세 사람의 목은 똑 같은 순간에 올가미에 끼워졌다. “자유 만세!” 어른 두 사람이 소리

를 질렀다. 그러나 아이는 말이 없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내 뒤에서 

어느 누가 물음을 던졌다…우리는 울고 있었다…두 어른은 이미 살아 있지 않았다…그러나 세 번

째 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몸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이다…아

이는 반 시간 이상이나 거기에 그대로 두어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버둥거렸고, 우리의 눈 앞에

서 단말마의 고통을 서서히 당하면서 죽어갔다…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물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때, 나는 나의 내부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 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 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23  

                                           

23 엘리 위젤 저/허종열 역, 『흑야』(서울: 카톨릭 출판사, 2001), 80-8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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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의 만행을 알고도 침묵하는 세계처럼 하나님도 방관하고 계셨던가. 특히 수용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한 대량의 인명 파괴, 즉 홀로코스트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수용소로 향하는 철로를 끊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했던 연합군 

수뇌들24처럼 말이다. 굳이 위안을 얻자면 홀로코스트 때의 하나님은 『흑야』의 주인공이 묘사하는 

것처럼 고통 받는 자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위르겐 몰트만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책에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으로 묘사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를 10 가지 재앙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크리스찬인 우리로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름아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

가던 때에 ‘주의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크리스천인 우리는 그 때 어디에 있었느냐고 먼저 우리 자

신들에게 질책성 질문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적 존재인 우리는 뻔뻔하게 ‘이스라

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600 만 명이 죽어갈 때 어디에 계셨느냐고 묻는다. 강제로 추방되는 

열차 안에서 굶주리고 얼어서 죽고, 한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혹한의 도보 이동 중에 죽고, 

낙오되어 총살되어 죽고, 스스로 판 구덩이에 무더기로 총살당해 죽고, 빵 한 조각에 아비와 자식

이 원수처럼 들어붙어 서로가 짐승이 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우슈비

츠에서만 하루에 2천 명씩 그래서 100만의 유대인들이 소각장의 쓰레기처럼 하늘의 연기로 사라

져 갈 때, 그들을 바라만 보고 방관하고 계셨던가. 

필자는 시공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은 교수대 위에 대롱대롱 달린 그 소년과 함께 계셨던 

동시에 이미 1947년 11월 29일 유엔총회 팔레스타인 분리결정 투표장소에 계셨다고 믿는다.  

인간은 목격하지 않는 한 감동하지 않는다.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아무리 큰 비극적인 상황

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보지 않고 소식만 들을 때 그냥 하나의 소식으로 흘려 듣는 것이 인

간이다. 자신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

르다. 그렇다는 소문을 듣는 것과 달리 널부러지고 불태워지는 시신을 직접 보는 것은 다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도 뼈만 앙상하게 남아 늘어져 있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나

서야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의 아픔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미련한 인간이다. 그 처참한 현장들이 

사진으로 찍혀 미디어를 통해 ‘계시’(revelation)될 때에야 한계적인 대중의 가려진 눈은 떠지는 

것이다. 천 명, 만 명이 아닌 수 십만도 아닌, 수 백만 그것도 6백 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세

                                           

24 필자는 『크리스천 투데이』에 ‘유대인, 반유대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의 양심들이) 연합국수뇌들을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라는 죄목으로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 회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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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경악하게 되고, 드디어 독특한 정치근육을 가진 서구 정치인들의 양심도 찔리게 된 것이 아

닐까. 미련하고 한계적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헤아릴 수 있을까마는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벌레로 보았던 반유대주의적 사고에 젖었던 서구인들, 그

리고 가슴과 얼굴에 독특한 정치근육을 지닌 서구 정치인들을 깨우는 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600 만을 희생시키는 일 외에 다른 길이 없으셨던 건 아닐까. 첫 번째 출애굽 시에는 애굽인들과 

바로의 자식을 희생시키셨지만, 세 번째 출애굽 때에는 자신의 자식들을 희생시키셔야 했던 참으

로 무기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독립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기 자식들과 함께 고통을 당함으로써 

무기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기적이다. 당시 국제적인 역학관계상 유엔에서의 분리독립안 

상정 자체와 통과는 사실상 상식적인 논리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찬성 33 대 반대 13으로 분리독립안이 가결되었지만, 정작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당사자

였던 영국은 다른 9 개국 대표와 함께 기권 대열에 합류한 것은 아랍에게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를 약속한 ‘맥마흔 선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중동 아랍국가들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을 

반증한다. 13개의 반대표는 쿠바, 인도 및 그리스를 제외하고 전부 중동 아랍국들에서 나왔던 것

이다. 찬성한 33개국 중 남미 13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5개국이 찬성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미

국과 카나다,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구미 열강들의 적극적인 동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찬성을 독려한 구미국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동 아랍편에서 서야 했겠지만, 기본적으

로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에, 한편으로 이들이 그간 교회의 반유대주의적 사고에 젖어 오랜 역사 

동안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찌에 의해 무수한 인명이 처참하

게 죽어가던 상황에도 외면했으나, 독일이 항복한 후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처참한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참회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홀로코스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탄생과 관련하여 엘리 위젤은 (Elie Wiesel) 1980년대 

예루살렘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25 “만일 하나님이 우리 남은 자들을 남겨 

두셔서 우리 구원의 이 날을 볼 수 있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목도했음을, 그리고 가장 

밝은 페이지, 곧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목도했음을 잊지 맙시다.” 또한 ‘국제 

예루살렘기독시온주의센터(The International Christian Zionist Center in Jerusalem)의 원장인 쟝 

빌렘 판 데어 훼벤(Jan Willem van der Hoeven)도 유사한 말을 했다: “만일 홀로코스트가 

없었더라면, 결코 국제연합이 이스라엘의 재건에 다수결로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6 

                                           

25 Jan Willem van der Hoeven, “Why the holocaust?” April 21, 2009, 

http://jewjewsjewish.blogspot.com/2009/04/why-holocaust.html, p.13.  

26 Ibid., 9.  

http://jewjewsjewish.blogspot.com/2009/04/why-holocaust.html


제 3 회 이스라엘 신학포럼 

 

20 

 

이스라엘 나라는 세 번의 출애굽을 경험했다. 첫 번째 출애굽 때의 하나님은 직접 앞장서서 

애굽과 바로를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으

나, 두 번째 출애굽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방인 고레스에게 ‘기름부어’(사 45:1) 자기 

백성의 구원자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이셨다. 세 번째 출애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가장 난해

한 하나님이셨다. 한 걸음 물러나신 것을 넘어서 방관 내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

들을 내어 주신, 아니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급기야 자신의 ‘장자 이스라엘’(출 

4:22) 중 600 만 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참으로 난해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3. 하나님의 목적 

3.1. 하나님의 ‘모으심’(헤쉬브 השיב)의 의미  

‘이스라엘 회복과 독립’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단한 대답을 기대하겠지만 의의로 

간단하다.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의 후손에게 기대하셨던 것이며 시내산에

서 불러 재확인하셨던 것에 다르지 않다.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며(창 12:3), 그것의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 제사장 나라(출 19:6)와 이방의 빛(사 42:6)이 되는 그것이다.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을 내

용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이사야 2장

을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는데(2:3), 여

기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תורה), 곧 오경을 의미하며 ‘여호와의 말씀’ (드바르 아도나이   דבר

은 이사야 당시까지는 현재 형태의 모습으로 아직 편집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성경’으(יהוה

로 지칭될 총체적인 히브리성경을 예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는 사명이다. 말일에 그 성경을 받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함께 여

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감격적인 장면이 이사야 2 장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흑

암에 앉은 이방 백성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사 9:1-2)를 받아들여 메시아를 전함으로써 

“이방의 빛”(사 42:6)이 되는 사명,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

손,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신 ‘부르심’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 목적의 실현이 주 후 70년 

두 번째로 추방되면서 많이 뒤틀리게 되었다. 흩어져 간 곳 중, 특히 유럽 땅에서 교회의 잘못된 

사상과 신학(대체주의와 대체신학)에 따른 반유대주의로 인해 이들의 심령이 몹시 상하게 되었고, 

빛 되신 메시아는 그들을 핍박한 무리(교회)의 괴수로 전락하게 돼 버렸다. 더 이상 이방 땅에 두

어서는 흩으신 목적27 의 실현은 커녕 아예 ‘남의 자식(열방) 살리려다가 자기 자식(유대인) 다 죽

                                           

27 신 30:1-9에 의하면 추방의 목적은 죄에 대한 징벌의 측면도 있지만, 흩어진 곳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나?’를 반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를 가지라

고 추방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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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생긴 상황(홀로코스트)’에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셔서 황급히 ‘에레쯔 이스라엘’로 다시 모으

신 것이 제3의 출애굽,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황급히 다시 ‘모으신’ 제 3 의 출애굽에 담긴 당신의 목적이 무언지 이미 

밝혔지만, 하나님의 다시 ‘모으심’(gathering 헤쉬브 השיב)의 행위를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모으

심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 무슨 말인고 하니,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

님의 행위(헤쉬브 השיב) 자체가 구원이며, 그 구원행위는 ‘구원받은’(그 땅으로 다시 불러 들여진 

regathered)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회개하고, 슈브 שוב) ‘구원해 주신’(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29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흩어진 이스라엘(유대) 백성을 고토로 다시 모으심(regathering)이다.  

둘째, 제 1, 2 출애굽이 모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연결되었듯이, 제 3 의 출애굽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갈구했던 “이스라엘 나라” 건국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신’(헤쉬브 השיב) 하나님은 모인 백성들이 ‘돌이켜’(회개하고, 

슈브 שוב)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돌이킴’이란 곧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

이킴을 의미한다. 이는 그가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 유대인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옴으로써 구

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슥 12:10; 사 10:20-23; 롬 9:23)  

3.2.  민족 집단적 구원  

흩어진 유대인들을 조상들의 고토, ‘에레쯔 이스라엘’로 돌이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이라면 굳이 고토로 돌이키지(다시 불러 들이시지) 않고는 안 되는가? 흩어진 상태

에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이다. 된다. 되는 데 지극히 일부만 된다. 무슨 말인고 하니, 흩어진 상

태에서는 ‘이삭줍기’ 구원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이삭줍기’로는 불러 들여서 함께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본래 목적, 열방의 복이 되며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하게 할 

                                           

28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는 것은 일종의 출애굽적인 구원 개념들(‘구원하다’는 뜻의 ‘파다’ פדה; 

‘~에서 올리다’는 뜻의 ‘헤엘라’ העלה, ‘이끌어 내다’는 뜻의 ‘호치’ הוציא)이 출애굽의 구원을 묘사

하는 출 6:6; 신 9:26에 잘 나타나 있다.  

29 이는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원초적 예언인 신 30:1-5에서 예언된 바이다. 신 30:1-5은 

이스라엘이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흩어진 곳에서 고토로 돌이키실 때에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즉 마음을 돌이키는(회개하는) 연속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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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민족적 집단적 공동체로서 출발했기 때문이다.30 흩어져 있어서는 

하나의 몸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셔서 맡

기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개인으로 떨어져서도 유대인들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

고 있지만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자 의도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스라엘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사명은 “열방의 복”(창 

12:3)이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제사장 나라’(출 19:6)와 “이방의 빛”(사 42:6)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사명의 성취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방과 구별된 실체(entity)로 존재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달리 말해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빛이 되어야 할 존재가 이방과 동화

되거나 별 구별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31 그래서 다시 본래 그 

목적을 위해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불러 모아 들이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집단 구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구절이 마 2:15 “헤롯이 죽기까

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

심이니라”의 말씀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

엘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다.32 이는 마태 기자가 예수님의 애굽 피난을 “호세아 11:1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 데에 담긴 깊은 진리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호세아의 말씀은 현대 성서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애굽 

                                           

30 이스라엘이 하나의 실체로, 민족적 단수로 표현되는 성경구절은 수없이 많다. 필자는 바이블웍

스(Bible Works)나 어코단스(Accordance)같은 프로그램의 검색사용에 익숙치 않아서 여기 일일이 

나열치 못하나 익숙한 사람은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몇 분 만에 다 찾을 것이다. 예컨데, 이사야

서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사 40:27); “나의 종 너 이스

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사 41:8);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사 

43:1) 등. 신명기서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2인칭 복수가 아닌 단수 ‘네,너’라고 부르는 표현

하는 구절이 무수히 많다(예컨데, 2:7, 9, 18, 19, 24, 25; 4:19, 21, 23…). .  

31 다행히 유대인들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정체성 보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엡 2:15에서 말씀하는 “한 새 사람”(one new man) 의미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고후 5:17)을 뜻하는 것이지, 유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던져 버리고 이방인의 문

화에 동화된 모습이 “한 새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아님은 자명하다.  

32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일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David H. Stern, 

Restoring the Jewishness of the Gospel (Clarksville: Jewish New Testament Publications, 1988), 3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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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에서 돌아오는 것과 역사적 맥락이나 문맥적 의미에서 전연 관계가 없다. 전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다면, 후자는 예수님 개인이 애굽 피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상인 

반면에 후자는 예수님 개인이다. 서구의 해석학은 마태 기자가 예수님의 애굽에서의 귀환을 예언

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의 의도를 본문에 주입시키는 자의적 해석(eisegesis)이라고 

보아 왔다. 서구신학은 철저히 헬라적 관점, 이성적 논리를 바탕으로 ‘역사-문법적 해석’에 갇혀 

있어 1세기 유대인의 해석적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태 기자는 자신의 의도를 억지로 성

서본문에 투입시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당시의 유대해석적 관점, 즉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호 11:1을 읽고 있는 것이다. 소위 ‘미드라쉬적 관점’에서 본문을 읽고 있는 것이

다.33  

신.구약성경은 전부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었다. 철저히 유대적인 책이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적인 문화 배경에서 기록된 책이다. 마태는 호세아가 11:1에서 언급한 ‘아들’이 예슈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호 11:1을 ‘프샤트’(문자적 해석)로 

읽지 않고 이 본문에 하나님이 암시하고 있는 함축(레메즈 רמז)을 간파하고 있다. 그 함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이스라엘이 출 4:22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장자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읽는다; (2)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 1:18-25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되고 

있는 데, 이는 히브리 성경의 사 9:6-7, 시 2:7, 잠 30:4에서 나타나는 바이다; (3)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는 동일시된다; (4) 따라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메시아 예슈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깊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개인주의

화된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복음의 지극히 중요한 집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슈아를 믿는 개인은 그와 연합이 되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예슈아의 모든 것 안으로 

“잠겨들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모든 죄의 경향성이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새로워진 품성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롬 6:3-6). 이와 같이 메시아와 밀접

한 동일시가 개인에게 이루어지듯이, 동일하게 메시아는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사실 예슈아는 자신을 유대 백성, 집단적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참 감람나무인 집단적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게 되고(롬 11:17-24), 그

                                           

33 미드라쉬적 해석은 ‘문자적 해석’(프샤트 pheshat פשט), ‘은유적 해석’(레메즈 remez רמז), ‘교훈

적 해석’(드라쉬 derash דרש), ‘신비적 해석’(소드 sod סוד) 으로 나뉜다. 미드라쉬적 해석은 앞의 

두문자를 따서 ‘파르데스’(PaRDeS)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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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예슈아는 건물의 주춧돌이자 머리가 되시는 교회34 를 메시아닉 공동체와 동일시하신다.35  

이스라엘이 집단적인 실체이기에 함께 한 민족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을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이는 복음의 실제적 전달과 전파의 측

면에서 그렇다. 이스라엘은 긴밀한 연계 속에서 구성된 존재이다. 따라서 전염성적 전파의 유전자

를 갖게 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집단적 돌아 옴’이 가능한 실체라는 말이다. 사도행전에서 보듯

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였고(행 2:41),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고 하

였다(행 6:7). 앞으로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도 한 번 설교에 돌아올 수 있는 백성이 유대인이며, 

오늘날에 1세기의 제사장 무리가 같은 종교인들이 바로 정통 하레딤-울트라 오쏘독스-들인데 이

들 역시 허다한 숫자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이미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이 

말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롬 11:26)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집단적인 돌아 옴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불러 모으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관점에서 말해지는 소위 세계 선교의 완성, 주

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이 가득”해지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이다.  

3.3. 유대인의 ‘돌아옴’(슈브 שוב)과 세계 구원사적 의미  

찰스 핫지(Charles Hodge)는 “유대인들의 회개는 전 세계를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

게 될 것이다”36라고 말했다. 이는 바울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롬 11:15)라는 말씀과 관련된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란 표현은 

십자가를 만성적으로 거부하던 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 신자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만들어 낼 것임을 말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계시의 행동은 의심없이 신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효과적으로 당도

하게 된다면, 모든 나라가 들썩이게 될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을 위한 풍성함이 된다면,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는 이방

인들에게 얼마나 큰 풍성한 축복이 될 것인가?” “만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복케 되는 것이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

이겠는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열방의 복으로 연결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돌아옴(회개, 슈브 שוב)

                                           

34 골 1;18, 2;19; 엡 1:10,22; 4;14, 5:23 참조.  

35 David H. Stern, Jewish New Testament Commentary (Clarksville, Md.: Jewish New Testament 

Publications, 1992), 12-3.  

36 Charles Hodge, Romans (Wheaton, Ill.: Crosswaybook, 1994),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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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구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며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열방에 큰 복이 될 것이란 

말이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집단적인 돌아 옴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유대 백성을 불러 모으셨다. 그들의 넘어짐만으로 큰 복을 받았던 이방 백성들이 그들의 돌아 옴

을 보는 것 자체 만으로도 이방의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사 11:9). 다시 말해서 온 땅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위해서 하

나님이 자기 백성을 ‘에레쯔 이스라엘’로 불러 들이셨다. 그 날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

게 될 것이다. 그 날은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날이며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준비가 완성

되는 날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이 가득”해지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것이다. 유대인의 돌아옴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말하는 

소위 세계 선교의 완성과 직결되어 있다.  

3.4.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 신자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인  

3.4.1. “우리(유대인)가 어찌할꼬”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성령충만하여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36)라고 외치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3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유대인들이 베드로 때처럼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12:10).  

이런 회개의 결과가 슥 13:1에 묘사되고 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샘이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부어지고 그들로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날, 그 날은 바울이 염원하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롬 11:26).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역설하고 있는 롬 9-11장은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9장에서 바울은 간절하게 자기 동족의 구원의 소망을 피력하면서도 

그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한 구원의 복음도 전하는 자의 수고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인간의 책임을 진술하면서 복음 

전도의 결과, 이방인은 믿음으로 반응하였는데 비해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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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거부하였다. 1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았으며 

이방인의 믿음과 순종이 유대인 구원의 수단이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37   

결론은 분명하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게 되면 영적인 소경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제거되

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11장의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민족 외의 다른 의미로 보기 어렵고,38 

주전.후 1세기 이래로 아시리아에 의해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북 왕국 거민을 포함해 통상적으

로 ‘유대인’(여후디 יהודי, Jew)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9    

 “온 이스라엘”에서 “온”(모든)이라는 단어는 물론 모든 개인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경에서 ‘모든”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다. 예컨데, 마 4:24에서 “그들이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 예외없이 모든 병자를 빠짐없이 데리고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던 

지역에 있던 ‘상당히 많은’ 혹은 ‘대다수’의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다. 그래서 롬 11:26에서 

“온 이스라엘”은 세상 혹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유대인 전부가 개인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

미가 아니라, 상당수의 유대인 혹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어 세상이 유대인

들이 한 민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마

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다는 32절의 표현 역시 유대인 중 한 명도 예외없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음을 의

                                           

37 특히 롬 9:23-26 참조. 

38 그러나 스테이플스(Jason A. Staples)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통합한 수

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논문, “What Do the Gentiles have to Do with “All Israel”? A 

Fresh Look at Romans 11:25-27,” JBL 130.2 (2011), 371-390에서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보다 큰 실

체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집’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심지

어 “이방인까지도” 이스라엘에 통합시킨다는 주장하고 있다.  

39 요세푸스에 따르면 헬라어 ‘유다이오스’(영어로 Jew 혹은 Judean)는 남유다 왕국 출신 백성을 

의미한다(Flavius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11.173). 그런데 눅 1:36에 언급되는 여선지자 

안나는 북 왕국 아셀 지파 출신이다. 아마 하스모니안 왕가 때의 알렉산더 얀네우스 치세(주 후 

103-76년) 때에 갈릴리 지역이 회복되면서 바빌론과 아시리아로 잡혀갔던 거민들이 돌아올 때 귀

환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든 전세계 유대인들의 리스트에 언급되고 있는 바대인, 메데인, 엘림인 등은 북 왕국의 후예들로

서 절기를 지키고 소위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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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시작하신 모든 

구원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도 세계의 가장 으뜸가는 나라로 

되게 함으로써 다시금 그들을 통해 모든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나가도록 할 것이다.  

3.4.2 “우리(이방인 신자)는 어찌할꼬”: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 옴’(슈브 שוב)은 이방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있다. 

예슈아의 제자들이 예슈아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 1:7-8)고 하셨는데 이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곧 “이방인의 

충만”과 “이스라엘의 회복(구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40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를 상기할 때, 예슈아의 제자들은 단지 외세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었겠지만 예슈아께서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하신 대답이 행 1:7-8에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유대인이 우둔한 상태에 있게 됨과 연관이 있다. 죠셉 

슐람에 따르면 ‘이방인의 수의 충만’은 단순한 숫자적 충만에 머물지 않고, 신앙적 순종을 

포함한다. 41 신앙적 순종 내지 성숙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내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함에도 

과거 교회는 신앙적 미숙과 그릇된 신학(대체주의)으로 강제개종에만 열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슈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예슈아께 원한을 품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우를 

범하였다. 그러나 현재 많은 복음적 교회들이 과거 교회의 잘못을 깨닫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간의 관계에 눈을 뜨고 유대인과의 관계회복으로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찼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42 “이방인의 때”가 끝난 시점이기도 하다.43 

                                           

40 “이방인의 충만”에서 ‘충만’에 대한 헬라어 ‘플레로마’(πλήρωμα)는 사물이나 시간의 ‘온전

함’(wholeness) 혹은 ‘완성’(completion)을 나타낸다. 또한 “이방인의 충만”은 모든 것’(all)이란 의미

에서 전체’(whole)를 의미하며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신앙의 순종’(롬 1:5)을 하게 되는 것과 “이

방인의 때”(눅 21:24, 행 1:6-8)와 일치한다: Josheph Shulam and Hillary Le Cornu, A Commentary 

on the Romans (Baltimore: Messianic Jewish Publisher, 1998), 378 

41 위의 각주 40번 참고.  

42 그런 점에서 2020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에 따르면 

2020년에 모든 민족의 언어(사어死語와 일부 지극히 소수의 부족어 제외)로 성경번역이 완료되는 

해로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의 모든 의미가 충족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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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주의 다시 오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 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44는 말씀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였음을 의미하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유대인의 돌아오는 때

를 가마솥에서 물이 끓는 비등점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가마솥의 물은 장작 한 개로 끓는 것

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작을 지필 때 물방울들이 생기고 마침내 물이 끓어 오르게 되는 비등점이 

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비등점을 위하여 이방인 교회들이 메시아닉 공동체와 함께 애써야 할 

것이다. 이방인 교회들이 애써야 할 몇 가지 원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 많은 교회들이 대체신학의 안경을 벗어야 할 것이다. 대체신학이 오랜 역사 동안 교회

와 서구사회를 지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지지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다. 청교

도들이다. 17세기의 청교도들 이래로 300년 이상 기독교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회복을 지지해 

왔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장작불이었다. 이제 장작수가 늘어야 한다. 더 많은 교회가 과거의 대

체신학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회복의 안경을 갈아 써야 한다.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등점을 향한 장작을 지피는 일이고 그것은 또한 세계교회가 사는 길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대열에 참여해야 할 것이

다. 과거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유대인 세계에서 예

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이를 회복시키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교회의 선한 모

습이 유대인들에게 심겨질 때에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회복될 것이

다.  

                                                                                                                                   

라도, 적어도 “이방인의 충만”의 ‘가시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3 1967년 6월 7일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 날로 간주된다. 이 날 모세 다얀, 이츠하크 라빈,나르키

스는 통곡의 벽으로 향하는 길을 뚫었고, 다얀 장군은 “예루살렘에 평화가 머물기를!” 이라고 적

은 기도쪽지를 통곡의 벽 돌 사이에 끼어 넣었다. 그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우리는 성지 중의 

가장 거룩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Josheph 

Shulam and Hillary Le Cornu, ibid. 참고.     

44 눅 21:24에서 “이방인의 때”의 종식에 관한 언급에 뒤이어 ‘마지막 때’(end time)의 현상과 주님

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는 데, 마 23장 37절 이하는 같은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한 후에 주의 재림

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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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할지어

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52:9b)고 했다. “위로하다”

는 뜻의 “נחם”은 사 40-66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표현은 사 40:1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어지는 포로에서의 귀환과 그 땅에서의 백성과 성읍의 회복과 관련한 예언들의 전체 주제로 나타

나고 있다(49:3; 51:3, 12; 52:9; 61:2; 66:13).45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돌아옴’(회개 שוב)이 위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

로하라”(사 40:1)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이방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다.  

3.4.3.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닉 유대인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했던 것처럼 바울의 후예, 

“메시아닉 유대인들”(Messianic Jews)이 동족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 현재 

15,000~20,000 명 정도로 추산되는46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전체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들 630만 

명에 비하여 미약해 보이지만(0.3% 복음화율), 1960년 대에만 해도(1968년까지) 이 땅에 독립적인 

메시아닉 공동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미약하였음을47 생각할 때 놀라운 성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970년 데인 페르 외스터비(Dane Per Oesterby가 그의 책 The Church in Israel: A 

Report on the Work and Position of the Christian Churches in Israel 말미에서 43개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조사한 중에서 오직 하나의 메시아닉 공동체만이 존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몇 몇 유대인 출신 지도자들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외국교회와 단체에 연결된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48 그런데 약 30년 후 1998-9년에 카스파리 센터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81개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가정교회에 4~5 천명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그 이후로 귀환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이 주요한 

성장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9 이들은 설교, 저술, 노방전도 및 미디어를 통해 ‘예슈아가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동족의 냉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고 있다.  

                                           

45 렘 31:13; 슥 1:17; 바룩서 4:30 등도 참고.  

46 1998-9년에 예루살렘 소재 Caspari Center 주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 현황 조사가 이

뤄진 이래로 더 이상 공식적인 조사가 없기에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단지 추정할 뿐이다.  

47 Kai Kjaer-Hansen and Bodil F.Skjott, Facts & Myths: About the Messianic Congregations in Israel 

1998-1999 (Jerusalem: United Christian Council of Israel & Caspari Center for Biblical and Jewish 

Studies, 1999), 12.  

48 Ibid. 

49 Ibid., 13.  



제 3 회 이스라엘 신학포럼 

 

30 

 

그런데 여기서 1950년대와 60년대까지 미미하던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가 성장하며 이제 

동족을 향하여 ‘예슈아가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담대히 외치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추론해 

보면 1967년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유대인 사회에 새로운 영적 흐름이 전개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9세기와 이스라엘독립 후에는 유대인들이 ‘황량한 에레쯔 이스라엘’의 개척에의 

열정으로 귀환을 하였다면, 1967년 이후 귀환한 세대 중에는 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지저스 

무브먼트’(Jesus Movement)를 통해서 예슈아를 영접한 세대들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돌아온 

예슈아를 영접한 젊은 세대들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전개될 자기 동족의 변화를 기대하고 

유대 메시아닉 운동(Jewish Messianic Movement)에 대한 기대로 귀환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이스라엘 신학포럼의 강사로 초빙된 이스라엘 성경대학(Israel College of the Bible)의 총장 

에레즈 쪼렙(Erez Tzoref) 박사가 대표로 있는 원포이스라엘(One for Israel) 미니스트리의 

사이트(oneforisrael.org)에 접속해 보면 예슈아에 대한 히브리어 간증과 전도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유투브의 접속수와 합할 때, 9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도 있다. 이는 유투브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자들이 젊은 층임을 감안할 때,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음을 간파해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메시아닉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다. 이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4. 나가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은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의 성취이며 이들의 귀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한 목적의 일환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의 집단적 실체로 부르셨기에 함께 모

아 두어야 민족 집단적 구원, 곧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하겠기에,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

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인류구원의 경륜을 이루실 수 있겠기에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신 것이다.  

이제 고토, “에레쯔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이 1967년 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써 “이방인의 때”

도 끝났다(눅 21:24).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께서 이방에서 돌이키신(헤쉬브 השיב) 유대인들의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이삭줍기’도 귀하지만 ‘볏단’ 째로 추수되는 민족

을 바라보는 기쁨이 어찌 크지 않으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천 명이 돌아왔던 백성, 유대인. 

그 하나의 ‘볏단’에 3천 명의 알곡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3만 명의 알곡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민족적 집단적 구원의 현장을 목도하면 놀라지 않을 이방인들이 어디 있을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15:27에서 이방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 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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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것을 육적인 것으로 나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한다. 유대인에게 빚진 이방 신자인 

우리가 동족을 향해 담대히 메시아 예슈아를 전하는 메시아닉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게 복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

손인 유대인을 통해 이방에게 복음을,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함으로써 유대인에게 

복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 온 유대인들이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됨으로써 구원의 

대장정이 마무리됨을 그리고 있다. 지금은 바로 그 구원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는 진입로에 들

어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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