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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한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다. 이 예언들은 ‘그의 나라’를 위한 당신의 주권적 

섭리의 일환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분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조율한 말씀의 

수용자의 편에서 보면 ‘비전’이란 단어로 표현될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조율된 그의 

꿈(비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비전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메시야 예슈아를 통해서 ‘꺾인 가지’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가 ‘원 가지’된 이스라엘과의 관계1에서 받을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가?  

본 논고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elect) 성경의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이사야와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 비전과 (그에 못 미친) 역사적 현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이스라엘의 비전2  

이스라엘은 비전공동체로 출발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품었던 비전이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어 준 비전이었다. 굳이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심어 주셨던 비전의 연장선이라고 할 것이다. 장엄한 

비전 선포의 장소였던 시내산에 하나님은 큰 나팔소리와 구름, 그리고 불 가운데 임하시며 3 

모세를 통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는 비전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였다.  

 

2.1. 제사장 나라(마믈레케트 코하님 ַמְמֶלֶכת כֲֹהִנים)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먼저 출 19:5-6을 사역으로 풀어보자: “온 땅이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들은 모든 백성들 중에 나에게 대해 특별한 보물(스굴라 ְסֻגָלה)이 될 것이며, 

1 이러한 표현은 롬 11:17-21에 근거한 것이다.  

2 이스라엘의 비전에 관해서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한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제14권 3호 (2008년), 10-30쪽.  

3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신 4:11에 묘사되어 있다. 신명기에서는 시내산

이 호렙산으로 불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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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마므레케트 코하님 ַמְמֶלֶכת כֲֹהנִים)와 거룩한 백성(גֹוי ָקדֹש)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마므레케트 코하님 ַמְמֶלֶכת כֲֹהנִים)라는 표현은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그래서 그 의미가 다소 애매한 표현이다. 칠십인역(LXX)에서는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βασίλειον ἱεράτευμα),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반해, 4  불가타 

역에서는 ‘제사장적 왕국’으로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 표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제사장들의 

왕국”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왕국’이란 말인지, ‘제사장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왕국’이란 말인지, ‘(열방에 대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왕국’이란 말인지 다소 

분명치 않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란 표현이 열방의 다른 나라와 ‘구별된 나라’임을 의미하는 

‘거룩한 백성’(암 카도쉬 עם קדוש)이란 표현과 동격은 아니지만 병렬관계에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제사장처럼 구별된 나라’임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야웨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적 지위를 갖는 나라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5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란 표현은 거의 동의적이다. 6  양자는 또한 열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특권적 

(혹은 사명적)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7  다시 말해서, 열방 중에서 (혹은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야웨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증거해야) 할 제사장적 사명을 

지닌 나라(왕국)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드러내었느냐(증거하였느냐)의 실천 여부를 떠나서, 8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온 열방에 대한 구원의 의지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9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4 신약성경 벧전 2:9이 신약의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여 ‘제사장 나라’아닌 ‘왕 같은 제사

장’(‘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 βασίλειον ἱεράτευμ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MT 보다 LXX을 인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Robert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Edinburgh and London: Oliver and Boyd, 1962), 38.  

6 한동구는 사 62:12의 “거룩한 백성”(암 하코데쉬 ַעם ַהקֶֹדש)과 사 61:6의 “야웨의 제사장”(코하네이 

야웨 כֲֹהנֵי יְהוָה)의 개념이 출 19:6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한동구, 위의 글, 25쪽).  

7 R. M. Achard, 위의 책, 39.  

8 로울리(H. H. Rowley)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명 수행에 덜 적극적이었다. 그는 교회가 이스

라엘로부터 이 사명을 인수받아 여전히 충분치는 않으나 상당한 수준으로 성취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

다(The Biblical Doctrine of Election [London: Lutterworth, 1950], 165). 로울리의 이와 같은 생각은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공유하는 생각일 것이다.  

9 월터 카이저(Walter C. Kaiser)는 “성경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선교의 주제로 시작하고 있으며, 구약성경

에서 신약성경에 전체 이르기까지 이것을 추진하는 열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Missions in the Old 

Testament: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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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을 부르시고(elect) 10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elect) 11  시내산에서 

언약(covenant)을 맺으신 것은 열방을 당신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다. 12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땅의 모든 족속”, 곧 열방에 대한 구원이셨으며, 

이스라엘을 불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은 이 관심의 구체적인 의지였다. 이러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사야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2. 이사야의 비전  

이사야 선지자만큼 야웨가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쾌하게 선포한 선지자도 없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41:4), 온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보았다(40:12 

이하). 13  그는 야웨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시기에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까지도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치 않고 난 것이 없으며 그의 주권적 권세를 떠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신하였다(45:7). 온 우주에 야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 

(monotheism)을 확신하였던 이사야는 자연스럽게 온 열방 또한 야웨 하나님의 통치주권 아래에 

있어야 할 것임을 보았으며(vision), 따라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만유의 주이신 

야웨를 알고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경배하는 한 백성 되는 비전을 예언하였던 

것이다(prophecy).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Lord)이시며 모든 인류가 그에게서 

나왔는데 어찌 열방이 그에게 나와 경배하지 않을 것인가?  

   이사야의 이러한 비전이 이사야서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4; 11:9; 19:16-

2514; 24:14-16; 25:6-7; 42:1-7; 44:1-5; 45:14, 20-25; 49; 51:4-6; 56; 60; 66:18-2415. 이런 구절들에서 

10 창 12:1-2.  

11 출 13장.  

12 로울리(H. H. Rowley)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elect)과 사명(mission)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elect)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토라(가르침)를 중재하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

기 위함이었다(로울리, 위의 책, 164).   

13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43:11-12);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사 44:6).  

14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은 사 19:16-25에 대해 모든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가장 우주적이고 선교적

이며 이스라엘과 이방이 야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John F. A. 

Sawyer, “’Blessed be my People Egypt’ (Isaiah 19:25): The Context and Meaning of a Remarkable Passage,” in 

A Word in Season: Essays in Honor of William Mc Kane, ed. James Martin and Philip Davies, Journal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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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지는 이사야의 비전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를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의 중심인 시온에서 경배를 드리며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   

 

2.2.1. 야웨의 종 

이상과 같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작인(agent)으로서 “야웨의 종”(에베드 야웨 

 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스라엘16 백성 내지 공동체 전체를 “야웨의 종”이라고 부르는(עבד יהוה

건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가 처음이다. 17 이사야 41장 8-9절은 누가 ‘야웨의 종’인지를 정의하고 

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8절), 야웨는 야곱, 곧 이스라엘을 땅끝에서 

돌아오게 하며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한” ‘야웨의 택한 종’(“너는 나의 종이라”)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9절).  

이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상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포로 이전에는 단지 왕이나 백성 

중에서 특별히 택함 받은 지도자들만이 ‘야웨의 종’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칭호는 많은 

후손과 땅의 약속을 받은 족장들에게 적용되었다(출 32:13; 신 9:27). 그리고 출애굽 및 약속의 

Study of the Old Testament Press, 1986), 57-71; Christopher Begg, “The Peoples and the Worship of Yahweh 

in the Book of Isaiah,” in Worship and the Hebrew Bible: Essays in Honor of John T. Willis, ed. M. Patrick 

Graham et 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28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35-55; Walter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Augsburg/Fortress, 1997), 522. 이사야가 사 19:16-25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모

든 열방에 대한 상징적인 대역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자였던 애굽과 아시리아까지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는 온 열방이 야웨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되는 종말론적

인 평화를 묘사하고 있는 사 2:2-4의 또 다른 묘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 여기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듣지 못하거나 그의 그 분의 행적을 알지 못한 다른 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방인들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Joseph Blenkinsopp, Isaiah 56-66,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3), 314. 심지어 이런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21절)는 말씀

은 종말론적 메시야 시대에 이루어질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다.  

16 이사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이다. 지역적 혹은 지파적으로 갈

등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개념으로서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이며

(2:3, 5-6; 40:27; 41:8), 유다와 남왕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1; 9:21; 40:9). 특별히 사 40-66에서 남.북 왕국

의 구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이름인 “야곱”-“이스라엘”과 병행 혹은 

동격으로 나타난다(48:1; 65:9).  

17 Antony Tharekadavil, Servant of Yahweh in Second Isaiah: Isaianic Servant Passages in their Literary 

and Historical Context (Frankfurt am Main: Lang, 200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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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관련하여 모세(수 1:7, 13; 왕하 18:12; 20:6; 시 105:6; 민 12:7), 갈렙(민 14:24) 및 

여호수아(수 24:29; 삿 2:8)에게 붙여졌다. 또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선지자들 – 모세(신 34:10); 

엘리야(왕하 9:36, 10:10); 이사야(사 20:3); 요나(왕하 14:25) -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 다윗(왕하 

19:34, 20:6; 시 105:6); 엘리야김(사 22:20); 히스기야(대하 32:16); 스룹바벨(학 2:23). – 에게 

붙여졌다. 18  이같이 선택 받은 종은 일반 백성과 확연히 구별되었다(왕상 8:29-30, 52, 66). 

이스라엘은 야웨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만 ‘야웨의 종’이라고 

불리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에 의해 ‘야웨의 종’이란 개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적용된다. 19 

이사야에 있어서 ‘야웨의 종’이란 개념의 외연적 확장의 배경을 우리는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시대의 배경에서, 다른 하나는 유다 백성을 향한 심리적 촉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시대적 배경으로서 ‘야웨께서 유다를 버리셨는가,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버리셨는가?’ 라는 포로기의 유대 백성들의 탄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사야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9 절)는 야웨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너희가 야웨의 종’이라는 사실을 들려준다. 그리고 야웨와 그의 

종 다윗 사이의 영원한 언약 21이 결코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확인해 

준다. 야웨가 신실하시므로(시 89:2),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과 선택은 파기될 수 없다. 유다가 

망하고 사실 왕이 없었을 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야웨가 이 언약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던 그 

때에 이사야는 선택 받은 종의 개념을 재정립하게 된다. 그는 선택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시 선택 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던 “야웨의 종”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확대하면서, 

그 근거로 야웨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킨다. 22  이와 같이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야웨의 택함 받은 종이 되었고, 열방에 대해 야웨를 대표하는 

18 위의 글, 81-82. 

19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야웨의 종’과 ‘고난 받는 야웨의 종’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는 사 41:8; 43:10; 44:21; 45:4 등에서 보듯이 이론의 여지없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49:4-6에

서 볼 때 이스라엘을 야웨께로 돌아오게 하는 ‘고난 받는 야웨의 종’ 은 백성이 아니고 개인이며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의 과업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참 이스라엘의 장차 도래하실 구속주”이기 때문이다: 

John Bright, The Kingdom of God, 김인환 역, 『하나님의 나라』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2006), 186 참

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서의 ‘야웨의 종’과 ‘고난 받는 야웨의 종’의 관계는 전자가 “고난의 종을 따르고 

고난의 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종의 구속적 사명을 분담하는 자들”이며, 양자는 야웨로부터 받은 사명

과 관련하여 “결코 분리되지 않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앞의 책, 187).  

20 시 89:38-45 참조.  

21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시 89:4).  

22 다윗 언약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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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될 수 있었다.23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야웨의 종’으로 보는 개념은 유다 백성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심리적 효과가 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부를 때, ‘야웨의 종’은 

개인인 동시에 집단이다;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에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는 개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 개인은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있고, 공동체는 개인을 형성하며 동일시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 양자는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개념으로 작용한다. 이사야가 야웨로부터 

받은 비전은 집단적으로 유다 공동체와 결합되고,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은 공동체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으며, 상호 연대와 결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해 

준다. 24  유대인이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결속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2.2.2.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됨 

그러면 야웨의 종으로 선택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 줬나?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란 범위를 넘어 세계를 섬기는 종이 되는 비전을 보았다. 야웨의 

증인이 됨으로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함께 야웨 하나님을 섬기는 비전을 본다: 먼저 

이스라엘은 야웨의 종으로서 야웨로부터 새 힘을 얻고(41:1-13), 야웨께서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야웨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42:10-44:8);25 이스라엘은 야웨의 자궁에서 새롭게 지음 받는 존재가 되는 데 이는 단지 

야곱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야웨의 구원을 전하는 종이 되도록 

조성된 것이다(48:1-49:26);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장막이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야웨의 음성을 

듣는다(54:2-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54:5)이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 미치게 되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찾아오게 되는 “만민의 증인”이 

될 것이다(55:4-5);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외적이고 제의적으로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들로서, 율법(신 23:1)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자들이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산, 곧 시온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56:1-8);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되며 이방 백성들이 자의로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61-62장); 야웨의 때가 이르면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야웨의 

23 Antony Tharekadavil, 위의 책, 83.  

24 Ann Johnston, “A prophetic Vision of an Alternative Community: A Reading of Isaiah 40-55,” in 

Uncovering Ancient Stones: essays in memory of H. Neil Richardson, ed. Lewis M. Hopfe (Winnona Lake, 

Ind.: Eisenbrauns, 1994), 34(31-40)  

25 44:9-47:15은 전체 문맥상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방에게) 나무 등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오직 야웨만이 참 신임을 증거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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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을 보고, 그들이 또 다른 다른 민족들에게 야웨의 영광을 전하며,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야웨께 예물을 드리며 야웨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게 될 것이다(66:18-24). 사 2:2-5은 이러한 비전들의 요약이라고 할 것이다.  

   

2.3.  에스겔의 비전  

에스겔은 주전 597 년 제 2 차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 가서 주전 593 년부터 571 년까지 

예언활동을 했던 선지자이다. 그는 포로지에서 남왕국의 멸망을 선포한 동시에 회복의 비전을 

보았던 선지자였다. 에스겔의 예언의 주제는 남왕국이 멸망한 주전 586 년을 전후하여 크게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소명기사를 포함한 유다와 주변국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다루는 전반부(1-32 장)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론적 왕국에 관한 비전을 다루는 후반부(33-

48 장)로 나뉜다.  

에스겔이 주전 586 년 이후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비전을 제시한 배경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선민(elect)이 포로가 되었나?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성전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26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에 참된 목자(leadership)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제시한다(34:1-16).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친히 목자로서 개입하실 

것이며(36:20, 21; 39:7, 25),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며(36:16-32),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37:1-14),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통치케 하시고(34:23-24; 37:24), 그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것이며(37:26-27), 늘 갈등하던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37:16-28)을 제시하고, 27 택한 백성이 영원히 거할 종말론적 왕국의 환상을 

제시한다(40-48 장).  

이러한 에스겔의 비전과 관련하여 본 논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37 장의 두 환상이다. 37 장은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14 절에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비전이요 예언이라면, 28  16-28 절의 ‘두 막대기 환상’은 

26 Chae Young S. Jesus as the Eschatological Davidic Shepherd: Studies in the Old Testament, Second 

Temple Judaism, and in the Gospel of Mathew (Wissenshaftliche Untersuchunglichen zum Neuen Testament. 

Reihe 2; 216; Tübingen: Mohr Siehbeck, 2006), 39.  

27 위의 책, 40.  

28 겔 37:1-14을 종말론적인 육체 부활의 근거본문으로 본 사람들은 쿰란공동체 사람들이었다. 디아만

트(D. Diamant)는 4QPseudo-Ezekiel에서 의인들에 대한 장래 보상이 부활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Qumran Cave 4. XXI. Parabiblical Texts, Part 4: Pseudo-Prophetic Texts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30; Oxford: Clarendon Press, 2001], 9. 겔 37의 마른 뼈 환상과육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의 논

문들을 참고하라: Albert L. Hogeterp, “Belief in Resurrection and its Religious Settings in Qumra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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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갈등하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하나됨’의 비전에 관한 것이다. ‘마른 뼈 

환상’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9 그러나 두 번째 환상, 즉 유다와 

에브라임의 하나됨에 관한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주전 

722 년 아시리아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 당하고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나라로 이주된 이래로 

에브라임 지파는 회복되지 않았고 돌아오지 못했으며, 사실상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30 

에브라임을 이방족속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를 위해 먼저 에브라임의 운명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창 49:19을 살펴보자: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31  여기에서 야곱은 에브라임의 후손이 ‘멜로 하고임’(ְמ�א ַהגֹיִם)이 될 

것이라는 유언적 예언을 하였다. ‘멜로 하고임’(ְמ�א ַהגֹיִ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에서 

‘고이’(גוי)란 단어는 ‘암’(עם)이란 단어에 비해 흔히 이방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도 쓰이므로 ‘고이’(גוי) 자체가 이방 백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출 

19:6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할 시에 ‘고이 카도쉬’(גוי קדוש)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을 때(창 12:2) ‘고이 가돌’(גוי גדול)이라고 했으며, 

New Testament,” F. Gartia Martinez (ed.), Echoes from the Caves: Qumran and the New Testament (Leiden: 

Brill, 2009), 299-320.   

29 겔 37:1-14절의 마른 뼈 환상은 유다의 회복과 관련하여 두 번 성취되었다. 주전 538년 바벨론 포

로에서 귀환하였을 때,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현대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을 때이다. 엘리에제르 베르코비

츠(Eliezer Berkovits)는 현대 이스라엘의 재건을 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성취와 연결시키면서 “유대인들

은 우리들은 1948년 힘줄과 살과 생명의 호흡을 부여 받았다”고 말한다(“Crisis and Faith,” Tradition 14[Fall 

1974], 14-15, Darrell L. Bock and Mich Glaser (eds.), 김진섭/권혁승 역, 『이스라엘 민족, 영토 그리고 미래』 

(서울: 이스트 윈드, 2014), 428에서 재인용. 파켄하임(Emil L. Fackenheim) 등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과 이

스라엘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다(앞의 책, 432쪽 각주 45 참조). 

30 왕하 17:6; 18:11에 의하면 에브라임 등 북왕국 거민들이 사로잡혀 이주된 곳이 고산 강가의 ‘할라’, 

‘하볼‘ 그리고 메대의 여러 성읍들이었다. 이런 지명들에 대한 정확한 동일시가 어렵지만 대략 이들이 흩어

진 곳이 오늘날의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등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아프간과 파키스

탄 지역에 사는 파탄(Pathan) 족을 열 지파’(lost 10 tribes)의 선조로 보는 연구가 있다. 파탄족의 인구는 아

프간에 6-7백 만명, 파키스탄에 7-8백 만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현재 모두 무슬림이다. 이들이 사라진 10 

지파의 후예라고 보는 주장에 관하여는 다음의 소책자를 참고하라: Rabbi A. Avihail and A. Biran, The Lost 

Tribes in Assiria (Jerusalem: Amishave, 1985). 한편, 인도의 마니푸르(Manipur) 지역에 있는 ‘추라찬드푸

르’(Churachandpur)’라는 곳에 유대교의 관습들(안식일 준수 등)을 지키며 자신들을 ‘므낫세 자손’(브네이 므

낫세)으로 주장하는 인도인들이 약 15년 전에 발견되어 지금까지 약 3,000명이 이스라엘로의 ‘알리야’(귀환)

가 허락되었다.  

31 겔 37 장에서 에브라임의 자리에 이방인을 삽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생각하는 중에 창 48:19

을 귀띔해 준 김삼성 목사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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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을 때도(출 32:10) ‘고이 가돌’(גוי גדול), 즉 ‘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이’(גוי)가 ‘고임’(גוים), 즉 복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고임’(גוים)은 한결같이 이방 민족들 혹은 열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32  또한 

우리말 신약성경에서 ‘열방’ 33 (여러 민족들) 또는 ‘이방, 이방인’ 34으로 번역된 ‘에트노스’(ἔθνος)에 

대한 신약성경의 히브리어 번역 또한 한결같이 ‘고임’(גוים)으로 번역되어 이방 족속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고임’(גוים)은 ‘열방’ 혹은 ‘여러 

민족들’이지만 단순히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방민족들을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창 48:19의 ‘멜로 하고임’(ְמ�א ַהגֹיִם)에 대해 칠십인역(LXX)에서는 ‘플레토스 에트논’(πλῆθος 

ἐθνῶν), 즉 ‘민족들의 다수’(multitude of nations)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 

‘멜로’(ְמ�א)를 ‘충만(fullness), 다수(multitude)’로 번역할 수 있으므로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에브라임의 씨가 민족들의 충만(혹은 

다수)이 될 것이다’ 35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에브라임의 씨가 퍼져서 여러 민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둘은 여러 민족(열방) 

속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비록 여러 민족으로 나눠지고 확산되지만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음을 전제하는 긍정적 의미의 민족적 확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후자는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 속으로 동화되거나 흡수되는 양상을 띄는 모습이다.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당연히 전자의 의미로 축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에 

비춰보거나, 성경의 용례를 볼 때, ‘고임’(גוים)은 ‘이방 족속들’이 됨을 함축하고 있다. 야곱이 

에브라임의 씨가, ‘(백성의 수가 많은) 큰 민족’이 되기를 바랐다면, 그는 ‘멜로 하고임’( ְמ�א

 이 되라고 축복했어야 했을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גוי גדול)’이 아닌, ‘고이 가돌(ַהגֹיִם

모세를 향해 ‘(백성의 수가 많은) 큰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고이 가돌’(גוי גדול)이란 

표현을 쓰셨던 것처럼.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위치와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13:1).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지파 공동체 시절부터 유다와 주도권을 다투던 강대 

지파로서, 36  통일왕국이 분열된 후에는 유다 지파의 남왕국에 대항하는 북왕국의 실질적인 

32 다음을 보라: 사 11:20; 14:6,9,18; 29:7,8; 30:28; 34:2; 37:12; 40:15,17; 43:9; 45:20; 52:10; 54:3; 렘 33:9; 

애 1:1. 

33 행 4:25; 롬 15:9; 롬 15:10, 11, 12. 

34 마 4:15; 엡 2:11 등 총 97번이 나온다.  

35 ‘(그리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에 대한 히브리어 ‘베자르오 이히예 멜로 하고임’( ְוזְַר֖עֹו

   .’에 대한 사역: ’그(에브라임)의 씨가 민족들의 충만이 될 것이다’이 될 것이다(יְִהֶי֥ה ְמֽ�א־ַהּגֹוִיֽם

36 광야시절에는 에브라임의 대표는 여호수아, 유다의 대표는 갈렙이었으며, 가나안 땅 정복 후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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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주로서 북왕국을 대표하였다. 그런데 북왕국은 지리적으로 열려 있어 이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국제해안도로(비아 마리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샤론 평야를 통과하여 므낫세, 스불론, 잇사갈, 납달리 땅을 통과하면서 북왕국은 이방인들과 그 

종교들에 쉽게 노출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미 주전 8세기 말부터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소위 오늘날의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지역’ 37이라고 했을 정도로 북왕국은 

분열 왕국 초기부터 이방화의 길을 걸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취약점과 아울러, 북왕국의 

이방화를 가속시킨 좀 더 근원적인 요인은 적극적으로 이방의 종교와 문화를 수입했던 북왕국 

에브라임의 종교정책이었다고 할 것이다. 북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북왕국의 7대 왕 아합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조장함으로써 북왕국 전체가 이교화의 길을 걸어갔다고 할 것이다. 호 13:1의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이란 표현은 이방화된 에브라임의 멸망을 선언이다. 이방신과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에브라임이 주전 733년 디글랏빌레셀의 침공을 받아 거의 

망해버린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로부터 11년 후 주전 722년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완전히 망한다. 왕하 17:7 이하는 북왕국의 멸망 원인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함에 있음을 지적한다. 에브라임의 이방화와 그에 따른 멸망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이방족속으로 흩어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에브라함의 씨가 ‘이방족속들의 다수’(‘멜로 하고임’ְמ�א ַהגֹיִם), 즉 ‘다수의 이방민족들이 될 

것’이라고 유언했던 야곱의 예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38  그것은 에브라임과 북왕국 백성들이 

‘사실상 이방인들’(de facto gentiles)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비-선민’(de facto non-

elect)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에브라임은 선민(elect)에서 비-선민(non-elect)으로 전락해 버렸다. 

시편 78:67에서 말하는 바처럼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버리셨기에 선민(elect)에서 비-선민(non-

elect)으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불능의 이방화로 나아가 결과, 에브라임은 ‘열방’ 

혹은 ‘이방민족들’을 의미하는 ‘고임’(גוים)이 되어 버렸다고 할 것이다.39  

분배할 시에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한 후에 나머지 7 지파가 실로에서 땅을 분배

받는 것을 볼 수 있다(수 15-17, 18장 참조).    

37 사 9:1에서 ‘이방의 갈릴리’로 번역되고 있는 ‘갈릴 하고임’(גליל הגוים)은 이사야 당시에 ‘갈릴리’로 

불리지 않았다. 히브리어 ‘갈릴’(גליל)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원통형의) 지역’이란 뜻을 지닌 일반명사이다. 

이사야 9:1에서 사용된 ‘갈릴 하고임’(גליל הגוים)이란 표현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며, 그들과 혼혈되

고 이방화된 지역이란 의미의 ‘이방(의) 지역’이란 뜻이었다. 나중에 지역을 수식하는 ‘고임’을 떼어내고 ‘그 

지역’(하갈릴 הגליל)이라고만 해도 ‘이방 지역’을 가리킬 정도로 이방인 지역이었다. 오늘날도 소위 ‘갈릴리’

에 대한 히브리어 명칭은 ‘하갈릴’(הגליל)이다. 즉 일반명사 ‘갈릴’(גליל)에 정관사 ‘하’(ה)가 붙여지고 있다. 

고유명사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38 각주 30을 참고하라.  

39 유다의 남왕국 역시 우상숭배를 했지만, 지리적으로 폐쇄된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동으로는 유닥 

광야, 남으로는 네게브, 서로는 쉐펠라, 북으로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방어해 주었다), 이방화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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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임이 이방민족들과 동화 내지 흡수된 버린 상황에서40 에브라임을 이방족속과 동일시할 

때 겔 37장의 ‘두 막대기 환상’을 ‘유다’와 ‘이방인’의 하나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자. 물론 이는 ‘자의적 해석’(eisegesis)이다. 에브라임이 회복되지 못한 역사적 현실을 

고려한 결과론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해석일지라도 이런 시도가 예언자의 

이상과 역사적 현실간에 존재하는 긴장을 해소하는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한다. 41  네덜란드의 

신학자 리델보스(Herman Ridderbos)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적 사건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들의 관점이 여러 환경에서 제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지자는 자신의 경험의 

팔레트(palette)로 미래를 색칠하고 자신의 지리적 지평 범위 안에서 그림을 구상한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42 한 마디로 구약 선지자의 예언적 미래의 모습은 시-

공에 제한된 선지자 개인의 경험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에스겔이 환상을 볼 당시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대립하던 선민(elect)은 모두 망한 

상태였다. 그리고 환상을 보던 그 시점에 분명하게 그려졌던 그림은 ‘이스라엘 온 족속’(11절)이 

회복되며, 남북이 하나될 것이란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유다는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민(elect)의 위치를 유지하였지만, 에브라임은 회복되지 못하고 ‘사실상의 비-선민’(de 

facto non-elect)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에스겔의 환상에서 각각 유다와 

에브라임을 상징하는 두 막대기는 각각 선민(elect)와 비-선민(non-elect)을 상징하는 두 

막대기가 되어 버렸다. 이는 에스겔의 두 막대기가 하나되는 환상을 유다와 이방의 하나됨에 

관한 비전으로 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비전이 실현되는 왕국이 

메시야적인 왕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하나되는 왕국을 다스릴 왕은 

다윗인데, 25절에서 그가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되기 있으므로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야 왕’이다. 메시야 왕으로서 ‘다윗’의 

하지 않았고, 포로 이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등의 종교개혁으로 자정활동을 하였으며 바벨론 포로 시에 

오히려 선지자 등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로 신앙적인 대각성 – 진정한 야웨 유일신앙(monotheism)의 인식 

- 을 하는 등 반전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회복불능의 이방화에 빠졌던 에브라임의 북왕국과는 상황이 달랐

다.  

40 주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 북왕국 주민을 아시리아의 제국으로 이주시키고 아

시리아 제국 주민을 북왕국의 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에브라임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 돼 버렸다. 에스

겔이 두 막대기의 비전을 보았던 때는 최소한 남왕국이 멸망했던 주전 586년 이후였다고 볼 때, 에브라임

의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이방화가 진행된 지 130여년, 최소한 3~4대가 지난 다음이다. 주전 538년 바벨론

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만났던 북왕국의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시리아 제국에서 이주시킨 이방인과 혼혈된 

‘사마리아 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다.  

41 예언자의 상상적인 비전과 역사적 현실 사이의 긴장에 관해서는 폴 핸슨(Paul D. Hanson)의 책을 

참고하라: P.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71 이하.   

42 강병도 편, 『카리스 종합주석: 마태복음 20-28장』 (서울: 기독지혜사, 2003), 4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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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정치적인 왕이라기 보다 백성들의 ‘목자’(로에 רועה)가 되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는 영적 존재이다(24절). 그런데, 24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는 존재가 36:27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윗과 ‘하나님의 영’을 연결할 

때,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종말론적 메시야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에스겔이 두 막대기 환상에서 본 것은 당시로는 에스겔 개인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종말론적 메시야 왕국에서 실현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었다.  

만일 겔 37장의 두 막대기 환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관한 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겔 37장은 바울에게 있어서 엡 2장의 텍스트(text)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까? 

양자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마틴(Ralph P. Martin)이며, 마틴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자의 본문상의 연관성을 연구한 사람은 서형석(Robert Hyoung-sok Suh)이다. 

마틴은 겔 37:1-14, 15-28과 엡 2:1-22의 주제들이 상호 병행하여 연속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즉, 양자의 본문에서 ‘부활’(resurrection), ‘새롭게 함’(renewal), ‘한 나라’(one nation), ‘새 화평의 

언약’(new covenant of peace),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God’s dwelling place), ‘성령의 전’(his 

shrine of the Spirit) 등과 같은 주제들이 연속적으로 병행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43 이에 반해 

서형석(Robert Hyoung-sok Suh)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양 본문 사이의 문학적 연결성을 

철저하게 탐구하면서 겔 37장이 엡 2장 전체의 뼈대가 되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44 겔 37장과 

엡 2장의 관계성에 관한 두 학자의 연구가 에스겔의 비전과 에브라임이 회복되지 못한 역사적 

현실 사이의 긴장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겔 37장을 엡 2장의 근거 본문 내지 

뼈대 본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에스겔 37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비전을 보는 

필자의 안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 이스라엘의 비전과 역사적 현실 

앞에서 본 바처럼,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축복이 되는 비전을 받았던 아브라함(창 12:1-3)과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한 ‘제사장 나라’(출 19:6)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은 포로기의 예언자들(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열방과 더불어 한 하나님 야웨를 경배하며 하나되는 비전을 받았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은 그러한 비전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며 이방인들에 대해 자신들을 철저히 격리시키는 

배타적인 공동체로 자리잡는다(느 10:28-31; 13장; 스 9-10장). 심지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비록 혼혈되기는 했으나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대적’(짜르 צר)이란 표현을 

43 Ralph P. Martin, Reconciliation: A Study of Paul’s Theology (Atlanta: John Knox, 1981), 190.  

44 Robert Hyoung-sok Suh, “One New Humanity in Christ: The Use of Ezekiel 37 in Ephesians 2” (미간

행 박사학위 논문;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6).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The Use of Ezekiel 

37 in Ephesians 2,” JETS 50/4 (2007), 715-33에서 요약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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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정도로 배타적이었다.  

이처럼 예언자들이 보았던 비전과 역사적 현실 사이에 심각한 간극(gap)이 존재했던 이유는 그

들의 비전이 종말론적(eschatological)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종말론적인 

방향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이사야와 에스겔이 본 비전은 종말론적인 메시야 안에서 이루어질 

비전이었다. 이는 이사야의 비전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인 2:2-4에서 확인된다. 2절에 “말

일”(아하릿트 하야밈 ים ית ַהּיִָמ֗  이란 표현이 나온다. 이 표현이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시온으로(ַאֲחִר֣

귀환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고 있으

므로 설득력이 없다. “말일”(아하릿트 하야밈 ים ית ַהּיִָמ֗ 에 관해 BDB(Brown-Driver-Briggs) 사(ַאֲחִר֣

전은 역사의 끝을 가리키며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흔히 메시야적 미래와 동일시된

다고 보고 있다. 유대 중세주석가 ‘다비드 킴키’(דוד קמחי)는 ‘말일’의 개념에 메시야가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서 제시된 이사야의 본문들 - 2:2-4; 11:9; 19:16-25; 24:14-16; 25:6-7; 

42:1-7; 44:1-5; 45:14, 20-25; 49; 51:4-6; 56; 60; 66:18-24 – 은 종말론적 메시야 시대에 성취될 비

전을 묘사하고 있다. 66장의 경우만 추가로 생각해 보자.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경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으로 선발될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방인 중에서 ‘제

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말씀(66:21)은 메시야 시대를 전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

는 일이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메시야로 오신 예슈아로 인해 성취되었다. 이방인들이 메시야로 

인해 야웨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 같은 제사장’(벧후 2:9)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겔 37장의 비전 역시 종말론적인 메시야 시대를 전제하고 있다. 25절에서 다윗이 이

스라엘의 2대 왕이라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수 없다. 본문의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사야와 에스겔의 비전이 성취되었는가? 답이 필요 없

는 우문이다. 메시야가 왔는데, 그렇다면 성취되었어야 할 비전이 왜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는

가?  

 

3.1. 이스라엘의 영적 우둔 

일차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우둔에 있었다. 이들이 메시야 예슈아를 받아들이고 열방의 

빛이 되었어야 했다. 45  그랬더라면 이사야와 에스겔이 보았던 비전은 벌써 성취되었을 것이다. 

45 혹자는 물을 것이다: 만일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형

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대속의 죽음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반대다. 만일 유대인들 다

수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예수님은 더 혹독한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대중들의 절대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로마당국이 그냥 두었을 리 만무하다. 로마황제의 제거명령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달아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가장 먼저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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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전 1세기 전후로 유대 대중들이 기다리던 메시야는 정치적(왕적) 메시야였

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야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찬란한 다윗 제국을 

재건해 줄 정치적인 메시야였다. 46 그들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야를 바라 본 것이 아니라, 자신

들의 욕구 – 외세로부터의 해방 – 에 메시야를 맞추고 있었기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야를 읽어내

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

님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노중에 ‘누가 곧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의 우

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란 문제로 다투었다 47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

시고 승천하시는 시점에서조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라고 물을 정

도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통한 정치적 해방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깨

닫게 해 주시는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의 눈을 가렸던 모든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야임을 확신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하물며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에 눈이 멀었던 당시의 종교지도

자들을 비롯하여 정치적 메시야를 기대했던 일반 대중들의 영적 소경 됨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3.2. 바울의 권면  

사도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 소경이었다. 그는 자기 동족이 

영적인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로 하여금 저들을 시기 나

게 하는 것임을 알았다(롬 11:11,14).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

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면서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된 것

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롬 11:13)는 다소 모순적인 말을 했던 이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하는 길만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

기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시기 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롬 11:11의 ‘시기 나게’에 대한 헬라어 ‘파라젤로사

46 물론 주전.후 1세기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야는 왕적인 메시야 뿐 아니라, 제사장적 메시야도 

있었다. 이 같은 두 종류의 메시야 사상의 존재는 ‘다메섹 문서’(CD 12.22-23; CD 13:20-22; CD 19:34-20.1; 

CD 14:18-19; CD 19:9-11)와 주전 2세기 중엽-주후 1세기의 것으로 돌려지는 쿰란공동체의 ‘공동체 규율집’

(1QS 9:10-11)에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주전 25년경부터 주후 1세기 초의 것으로 돌려지는 쿰란의 메시야 

찬양집(messianic hymns)(4Q427=4QHa)에는 사 53장 4, 5, 12절을 연상시키는 고난 받는 쿰란의 메시야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47 막 10:35-41; 마 20:20-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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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παραζηλῶσαι)는 ‘시기 나게 하다, 질투 나게 하다’는 뜻을 지닌 ‘파라젤로오’(παραζηλόω)의 부

정사이다. 여기서 ‘시기’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어 풍요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 부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그런 놀라운 복

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들이 버렸던 메시야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바

울의 가졌던 유대인 구원의 비밀, 곧 ‘시기 나게 함’이란 것이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런

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사명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그것은  

‘자긍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인간은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한다. 이방인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유대인 덕분이었다. 인간의 죄성과 교만을 너

무나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바울은 48 이방인들이 혹이라도 유대인들에게 잘난 척하고 교만

할까 봐 “자긍하지 말라”(롬 11:18)49고 경고했던 것이다.  

 

3.3. 이방인들의 교만: 반-유대주의(anti-Semitism)50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건만,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여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런 일이 속사도 시대부터 시작되었지

만,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해 교만한 입장을 취하게 된 시기는 교부시대 이후

이다.   

교부들의 반-유대주의는 쥴리 이삭(Jules Isaac)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51 대체신학과 신을 죽인 

자라는 비난으로 압축된다. 대체신학의 출발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딜레마에서 출발

48 롬 7장을 보라.  

49 개역개정은 ‘자랑하지 말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 ‘카타카우코’(κατακαυχῶ)는 ‘뽐내다’는 뜻을 

지닌 ‘‘카타카우코마이’(κατακαυχάομαι)의 현재 중간태 명령법으로 부정 불변사 ‘메’(μὴ)와 함께 사용되어 ‘(교

만한 자세로)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순히 ‘자랑하지 말라’로 번역하기 보다 (교만의 의미가 

담긴 자랑을 경계하라는 뜻에서) ‘자긍하지 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0 역사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은 ‘안티-유대이즘’(anti-Judaism)과 구별되

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는 종교적인 개념인데 반해 후자는 인종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안티-유대이즘’(anti-

Judaism) 안에 이미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이 내재하고 있었고 중세 이후를 지나면 이미 양자는 동

일개념화되기에 본 논고에서는 반-유대주의를 ‘안티-세미티즘’으로 단일화하기로 한다.   

51 Jules Isaac, The Teaching of Contempt, Claire Huchet Bishop (tr.) (New York: Holt, Rinehart, Winsto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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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딜레마의 해결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뿌리에서 잘라내는 것이었고, 그것이 소위 대체신학

(supersessionism)이다.52 대체신학에 의하면, 유대인은 신(그리스도)을 버리고 죽인 자(deicide)들

로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이스라엘은 교회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래

서 회당을 비롯한 모든 유대교의 의식과 절기와 관습 등이 철폐되어야 할 악이며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며 가인과 같이 영원히 방랑해야 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보았다. 제롬은 회당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만일 당신이 그 회당을 매춘의 집 혹은 악의 소굴 악마의 피

난처 사탄의 요새 영혼을 빼앗는 장소 재앙의 무저갱 혹은 기타 당신이 부를 수 있는 무엇이든 

간에 마땅히 회당을 칭할만한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53 암브로쓰에 따르면, “회당의 

유대인들은 마귀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54;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

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인되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 회당은 불신

의 장소이고, 불경건의 집이며 정신이상자의 피난처이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55 암브로쓰의 제자였던 어거스틴은 스승을 따라 유대인을 가인과 동일시하고 가인이 

살인 때문에 방랑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한 처벌로 열방에 흩어졌다

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윤리적인 말씀에 합당한 택함 받은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저들과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증거할 뿐이라고 했다. 

가인이 표를 받았듯이 유대인들도 열방사람들과 구별되는 표를 받았는데, 할례와 율법이다.56 어

거스틴의 이런 생각은 바로 중세시대 때 교황의 유대인 차별정책을 정당화 하는 근거가 되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와 제 4 차 라테란 공의회는 세속정부는 유대인의 옷에다가 가인의 표를 달

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결정했다.57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황색 다윗의 별을 달도록 한 것은 라

52 Leon Poliakov, The History of Anti-Semitism, Richard Howard (tr.) (New York: Vanguard Press, 1965), 

288.  

53 Friedrich Heer, God’s First Love: Christians and Jews over two thousands years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1967), 37 재인용. 

54 “Interioris mentis sordibus.” Ambrose, “Exposito Evanglii Secundum Lucam, Libris X,” in PL, 15:1630. 

Robert Michael, Holy Hatred: Christianity, Antisemitism, and the Holocaust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06), 33 재인용. 

55 Ambrose, “Epistolarum Classis I. XL. 26,” PL, 15:1110-11. Robert Michael, Holy Hatred: Christianity, 

Antisemitism, and the Holocaust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06), 33 재인용. 

56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in F.E. Talmage (ed.), Disputation and Dialogue: 

Readings in the Jewish-Christians Encounter (New York: Ktav Pub. House, 1975), 31. 

57 Ruth Mellinkoff, The Mark of Cain (Berkeley: University Press, 1981),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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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란 공의회 결정의 반복이라고 할 것이다. 어거스틴과 더불어 반-유대주의에 있어서 후대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끼친 교부가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이다. 교

회의 교사요 헬라 교부 중에 가장 위대했던 크리소스톰은 로마제국의 도시 중에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에 살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던 바

로 그 지역에 살았다. 58 그의 생애 동안에는 기독교의 이상적인 권위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

고 유대교와 완전히 서로 구별되지 않았으며, 양 종교에 관계된 기독교인들이 양 종교를 서로 

혼합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다. 59 그는 유대교의 성전이 파괴되고 기독교가 일어난 것이 유대

교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60 반-유대적 발언들을 쏟아내었

다. 그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저주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풍습에 이끌리는 것을 막고

자 했다. 유대인들은 “마귀와 춤추는 자들" 이며 선천적으로 악한자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예수

가 오기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온 이후에도 악했고 그들의 악함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

장했다.61 그는 또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와 단절시키고자 회당을 비판하였다. 회당은 거룩한 장

소였지만, 하나님이 버린 회당은 사악하여서 사창가와 위험한 절벽보다도 더 악한 것이며 또 도

둑의 소굴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62  유대인들은 약탈하는 자, 탐욕 자, 가난한자들을 저버린 

자, 도둑들, 무역에서 속이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할 자들

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죽인 자라고 비난했다. 63 크리소스톰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 설교

가였다. 히틀러는 교부들과 뛰어난 기독교들의 의 반-유대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는

데, 그 중에서 존 크리소스톰을 높게 평가를 했다. 히틀러는 "유대인은 일을 다른 사람을 이용

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에 관한 예수와 복음서의 묘사를 들어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나의 주요 구세주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고 그들에 대항하여 

58 행 11:26 

59 Marcel Simon, Verus Israel: A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Christians and Jews in the Roman 

Empire (AD 135-425) (London: Portland, 1996), 401-2. 

60 Robert L. Wilken, John Chrysostom and the Jews: Rhetoric and Reality in the Late Four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163. 

61 Fred Allen Grissom, Chrysostom and the Jews: Studies in Jewish Christian relations in Fourth century 

Antioch (Ann Arbor, Mich.: University Microfilms), 166.  

62 John Chrysostom, Homilies against Judaizing Christians, 1.3.1, 1.3.5, 1.4.2.  

63 John Chrysostom, Homilies 45 and 84, in Commentary on Saint John the Apostle and Evangelist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000), 1:448-9,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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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사람들을 동원하셨다..."64 

중세시대의 반-유대주의를 읽는 키워드는 악과 격리 그리고 미신적 신앙이다: 유대인은 악이므

로 기독교인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유대인은 크리스천의 피를 가지고 유월절 등 피의 제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미 교부들이 주창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세교회는 유대인들을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죄인으로, 짐승(돼지) 65으로, 고리대금업자로, 악의 모델 66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정책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크리스천

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

에서 게토를 만들기로 결의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중세의 여러 세기 동안 교회의 반-유대적인 

가르침과 선동은 보통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서 이들이 거리에서 유대인들을 만

나게 되면 기독교 신화에 나오는 악마와 동일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신적인 반-유대적 가르침

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와 살인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67  이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모욕을 당하고 어떤 천부적 권리도 부인되었다. 그들의 생존은 전적으로 교황과 기독교 통치자들

의 아량에 달렸다. 그리고 그 아량은 유대인들의 효용성 여부에 달렸다. 유대인들의 효용성이 줄

어들게 되면 유대인들의 삶과 소유물들이 박탈당했다. 12세기의 위대한 영적 위인인 버나드 클레

르보(Bernard Clairvau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보다 더 비참하고 심각한 노예는 

없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노예의 신분을 지고 간다." 68  1179년 제 3차 라테란공의회

(Lateran Council)에 교회법 24 따르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노예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

64 Friedrich Heer, God’s First Love: Christians and Jews over Two Thousands Years (New York: 

Weybright and Talley, 1970), 284-86; Adolf Hitler, My New Order, Raoul de Roussy de Sales (New York: 

Raynal & Hitchcock, 1973), 24.  

65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여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결혼하는 것이 돼지와 관계를 하

는 수간으로 정죄를 받았다: Joshua Trachtenberg, The Devil and the Jews: The Medieval Conception of the 

Jew and its Relation to Modern Antisemitism (New York: Harper & Row, 1966), 187; 유대인들이 돼지의 젖을 

빠는 모습(Judensau)의 부조를 교회 벽에 붙여 놓았다.  

66 교회는 유대인들과 관련하여 사탄의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을 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악마, 적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Moshe Lazar, “The Lamb and the Scapegoat: the 

Dehumanization of the Jews in Medieval Propaganda Imagery,” in S.L. Gilman and S. T. Katz (eds.), Anti-

Semitism in Times of Crisi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38. 

67 Gavin I, Langmur, “The Jews and the Archives of Angevin England: Reflections on Medieval Anti-

Semitism,” Traditio (1963), vol. 19, 183-244.  

68 Shlomo Simonsohn, The History of Jews in the Duchy of Mantua (Jerusalem: Kiryat Sepher, 197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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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적인 고려에 따라 친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69 중세신학자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13세

기의 도미니칸 수도회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브라반트(Brabent)의 공작에게 쓴 

편지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영원한 노예로 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 결과 영주

들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자기들 것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70 1215년 제 4차 라테란

공의회는 유대인이 영원토록 불에 탈 것이라고 선언을 한 후에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

한 신성모독죄와 "크리스천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정죄를 하면서 잔인한 억압을 하

라고 했고 유대인은 기독교인과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법률을 선포했다. 71 그리고 11 

세기에 시작하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해 미신적인 신앙에 근거해서 공격하게 된다. 가

장 흥행하던 믿음은 신(그리스도)을 죽인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이었다. 태

생적으로 악한 유대인들이 죄 없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을 살해해서 그 피를 마시고 무교병에 넣

는 악의적인 제의를 반복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의적인 살해와 피의 중상모략이 중세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살해를 

낳게 된 것이다. 72 나치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선동 책략에서 제의살인과 피의 중상모략

에 관한 신화를 이용했다.73  

종교개혁가들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구교에 대항하고 개혁하는 입장이었지만, 반-유대적인 입장

에서는 구교와 같이 연합하였다. 루터교 학자인 오버만(H. Obermann)은 기독교의 반-유대적인 

사상의 연결과 발전을 추적하였다. 74 그에 의하면 멜랑크톤(Melancthon)과 존 칼빈(John Calvin) 

등 모든 위대한 개혁가들이 반-유대적 입장에 서 있었다. 75 특히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

터는 “어떤 동기에서든지 반-유대적인 글을 쓰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의기양양하게 루터를 

69 위의 책, 98 n 12. 

70 Thomas Aquinas, “Letter to the Duchess of Brabant,” in Robert Chazan (ed.), Church, State, and Jew 

in the Middle Ages (New York: Rehrman House, 1980), 200. 이 편지의 수신자는 브라반트 공작(Duke of 

Brabant)의 부인이 되었던 루이 9세의 딸 마카레트(Margaret)로서 그녀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1270년 루이 

9세가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고 있을 때였다. 

71 Hannah Arendt, “The Jew as Pariah: A Hidden Tradition,” Jewish Social Studies (1944), vol.6(2), 92-

122. 

72 Robert Chazan (ed.), 위의 책, 114-16, 123 이하. ,  

73 Randall L. Bytwerk, Julius Streicher (New York: Dorset Press, 1988), 127-30, 199-200.  

7474 H. Obermann, Roots of Anti-Semitism in the Age of Renaissance and Reform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75 위의 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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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76는 라인홀드 레윈의 지적에서 보듯이 그간의 모든 반-유대주의적 

입장들을 가장 정교하게 정리한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루터는 개혁을 외치던 초기에 구교의 

유대인들에게 대한 사악한 정책을 비난하면서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정책을 취하였다. 그러

나 20년이 지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개종할 기미가 보이자 않자 루터는 독일의 제후들에게 아주 

사악한 정책을 취할 것을 탄원한다. 그로부터 그가 제시한 유대인 정책은 400년 후 사실상 현대 

독일의 제후라고 할 수 있는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 루터와 히틀러 모두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박멸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장치를 철폐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징발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정치적인 보호능력이 없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것을 주장

했다. 77  루터의 반-유대주의적 사상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가는 

1946년 4월 26일 나치 기관지 『Strümer』의 편집인이자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스트라이커(Julius 

Streicher)가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재판소에서 행한 자기변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만일 

검찰이 이 책을 고려하였다면 마틴 루터 박사께서는 오늘 아마도 이 피고인석에 앉으셨을 것입

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On Jews and their Lies)라는 책78에서 마틴 루터 박사

는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파괴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

다." 79 독일의 통치자(제후)들에게 "유대인의 살과 핏줄과 뼈와 골수를 자르고 톱으로 썰고 불태

워야 한다…”80고 주문했던 루터의 요구는 히틀러에 의해 실천되었던 것이다.81  

교부시대 이래로 내려 온 반-유대주의는 세기를 거치면서 서구 기독교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감을 증폭시켰고, 19, 20 세기에 극도로 팽창하여 나찌의 ‘유대인 문제 최종해결책

(endlosung)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결국 어떤 결

과를 초래했는가?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예슈아’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런 이름으

7676 Reinhold Lewin, Luther Stellung zu den Juden.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Juden wahrend des 

Reformationszeitalters, Neue Studien zur Geschichte der Theologie und Kirche 10 (Aalen: Scientia Varlag, 

1973), 110, Eric W. Gritsch (Gra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12), 97에서 재인용.  

77 Hans Hillerbrand, “Martin Luther and the Jews,” in James Charlesworth et al (eds.), Jews and 

Christians (New York: Crossroad, 1990), 132.  

78 1542 년에 소책자로 출판된 Von den Jüden und Ihren Lügen 이란 제목의 논문(treatise)이다.  본 

논고에서는 루터의 논문집 Luther’s Works, Franklin Sherman (tr.) (Philadephia, 1971)에 “On the Jews and 

their Lies”의 제목으로 실린 것을 인용하였으며, 이하 M. Luther, “Jews,”로 표기한다.    

79 Trial of Major War Criminals Before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1947-49), 12:318.  

80 Luther, “Jews,” 272.  

81 유대백과사전(Encyclopedia Judaica)는 루터의 유대인에 대한 사악한 독설은 그 이전의 어떤 발언보

다 끔찍하며 중세교회로부터 내려 온 유대인에 대한 미신적인 혐오를 모두 담고 있으며, 반-유대주의자들

에게 연료를 제공하며 그 사악한 유산이 나치 선전에 명백히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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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락되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이름 ‘예슈아’를 ‘예슈’로 부르며 언어유희(word play)를 

한다: ‘이마크 슈모 베지크로’ (ימח שמו וזכרו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의해 수 많은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슈아’는 자기들을 핍박한 종교의 우두머리

일 뿐이며 그의 이름과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저주스런 이름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슈를 믿는 유대인(메시야닉 쥬)이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고자 할 때 ‘귀환법’에 의해 

거부당한다. 예슈를 믿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반-유대주의”(anti-

Semitism)는 유대인들을 메시야 예슈아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름을 저

주의 이름으로 전락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거대한 장벽을 초래했다. 

4. 이스라엘의 비전과 한국교회 

4.1. 우리의 ‘때’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문자적으

로 성취된 ‘때’에 살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은 주전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

대인들의 ‘제 2 의 출애굽’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야말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

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을 증언하는 하나의 ‘말씀의 증언체’(a witness entity to His Words)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는 

‘말일’에 이루어질 이사야와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비전이 성취될 그 날이 가까웠

음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메시야닉 쥬 폴 리버만(Paul Liberman)은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마 

24:32)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다. 82 무화과나무는 유대민족을 상징하며, 83 유대 지역

에 흔한 나무이다. 흔한 무화과나무의 성장 변화를 보며 누구나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예

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이다. 무화

과나무의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여름은 히브리어로 ‘카이

츠’(קיץ)이며 ‘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케츠’(קץ)가 어근이다. ‘여름이 가까웠다’, 즉 ‘끝이 가까웠

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라면 현대 이스라엘의 재건은 메시야의 초림에서 시작하여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종말론적 시대(eschatological age)의 끝 부분에 서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사

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4.2. 대화와 기독교의 뿌리 찾기  

82 Paul Liberman, The Fig Tree Blossoms: Messianic Judaism Emerges (Harrison, Ark.: Fountain Press, 

1976).  

83 렘 24장; 호 9:10; 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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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함께 기독교회의 경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약성경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율법이 완

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에 지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극단적인 일

부이기는 하나, 이들에 따르면 율법은 오히려 죄를 짓게 한다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는 사실상의 

마르시온적 사고’(de facto Marcionism)의 울타리에 머물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배

경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를 율법과 은혜의 대립구도로 보는 서구교회(이방교회)의 헬

라적인 이분법적 분석논리가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교회(이방교회)가 속사도 시대 이래로 메시야닉 유대교회로부터 거리를 두다가 4세기 이후

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게 된 배경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anti-

Semitism)가 자리잡고 있다. 서구교회의 유대인과의 단절을 식물에 비유해 보면 줄기가 스스로를 

뿌리에서 짤라 내는 생명 단절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의해 대체될 시한부 용도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요, 구약의 말씀을 메시야의 말씀(신약성경)에 의해 폐기될 성질의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은 자연인으로는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할 

성질의 것이지만, 메시야를 통해 부어주실 ‘새 영’(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분의 말씀임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84 그래서 오신 메시야께서 친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8)고 말씀하셨건만, 정

작 메시야가 오셨는데 교회는 그 분의 말씀을 한 귀로 흘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

약의 말씀을 폐기하는데 열중하였으니, 이 모든 배경에는 그 뿌리가 되는 유대인들을 경멸함에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메시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영양의 젖줄인 구약

성경, 곧 히브리인의 성경(Hebrew Bible)으로 돌아가야 한다. 추수감사절은 금과옥조처럼 지키면

서 왜 장막절은 경시하는가? 성경의 7대절기에 담긴 풍성한 의미와 예언적인 말씀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5경에 담긴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해야 할 것이다.85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원가지요 빚지고 있는 유대인과 ‘한 하나님’(one God)에 대해 대화를 나

눌 수 있을 만큼 영적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라면 유대인들과 무슨 대화의 접촉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눈이 떠

져 그리스도안에서 공유할 영적 자산의 기쁨을 미리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가?     

 

84 겔 37:27을 보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85 기독교의 뿌리찾기에 관해서 다음을 참고할 것: 김진섭, 정진호, 김우현, 『토라로 읽는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 (이스트윈드글로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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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됨  

제 1 회 이스라엘 신학포럼 강사였던 레이몬드 개논(Raymond L. Gannon) 박사는 “기독교인들과 

현대 이스라엘”(Christians and the Modern State of Israel) 이란 그의 논고에서 이슬람 테러 세력

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수 많은 서구의 동조자들”(a myriad of their western sympathizers)이 제 2 

의 홀로코스트를 낳을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86  개논 박사가 사용한 

“western sympathizers”란 표현은 전통적인 반-유대주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서구인들을 지적

한 표현일 것이다. 오늘날 이-팔 문제를 대하는 입장에서도 친-이스라엘적 입장을 취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EU)의 친-팔레스틴적인 경향의 배후에는 단지 약자의 편을 든다는 논리를 넘어 유럽

의 뿌리깊은 반유대주의가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독일교회와 유럽인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고백하는 선언이나 모임을 갖곤 하였

다. 그러나 그러한 선언적 참회고백이 유대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대인

들과 직접 대화를 해 보면 쉽게 감지할 수 있다. 600만 학살이란 참극을 불러온 유럽의 반-유대

주의는 1800년 기독교 역사의 산물이었다.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의 반-

유대주의적 가학과 고문의 역사는 길고도 끈질겼다. 이들의 가슴에 박힌 반-기독교적 감정들은 

의식적(儀式的)인 참회의 선언들로 쉬이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닐 것이다.  

이들에게 구세주 “예슈아”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 “예슈”로 전락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원

의 이름 “예슈아”가 아닌 “예슈”는 ‘이마크 슈모 베지크로’(ימח שמו וזכרו), 즉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란 저주의 뜻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

고자 할 때,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밝혀지면 귀환이 거부된다. 예수 믿는 메시야닉 쥬들은 유

대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명한 신약학자 F. F. 브루스(F. F. Bruce)는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복음

을 전할 권리부터 획득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을 한 바 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권리

를 잃어버렸다. 한국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권리를 되찾는데 일조하는 일일 것이다. 

과거 반-유대주의로 인해 빚어진 유대인들의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일 것이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그걸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건 서구교회가, 서구인들이 한 잘못인데, 우

리가 왜, 한국교회가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 됨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거룩

한 공교회’(Holy Catholic Church)는 천주교를 말함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

회의 일원임을 고백한다는 말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일

에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모든 일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교

부들의 반-유대주의적 발언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중세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행

86 제 1 회 이스라엘 신학포럼 자료집,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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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끔직한 중상모략과 박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우리는 루터가 행한 모든 반유대적 발언과 

주장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찌의 유대인 최종 학살책의 실천 이데올로기가 되

어 버렸던 교회의 모든 반-유대 신학과 설교와 주장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고백한다. 

 

금년 유대력으로 새해 5776년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해서 ‘요벨 미니스트리(Yovel Ministry)’ 87 

주관으로 한국교회의 종들이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 됨을 몸으로 고백하였다. 9월 11일 개회예배

를 시작으로 23일(대속죄일)까지 이스라엘 12개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과거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잘못을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진을 하였다. 희년(요벨)을 맞

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받은 깊은 상처와 원한의 짐에서 풀려나고 이들의 심령에 생기(성령)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행진이었다.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

의 일원됨을 고백하는 ‘우리’가 과거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 진

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함은 마 5:23-24의 말씀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

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 ’형제’ 유대인들에게 ‘원망과 한을 품게 만든 짓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자 5개의 플렉카드 - 

‘미 요마르 라헴’(מי יומר להם 누가 그들에게 말할 것인가); ‘아나크누 미트나쩰림’(אנחנו מתנצלים 

죄송합니다); ‘나카무 나카무 아미’(נחמו נחמו עמי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템 코하네이 아도나이, 미

쉬라테이 엘로헤누’(אתם כוהני יהוה ומשרתי אלהינו 당신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쿠미 오리 키바 오렉’(קומי אורי כי בא אורך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 를 들고 참회의 행진을 하였다. 히브리어 찬양을 하고 과거 교회의 반-유대주의 행

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나누어 주었다. ‘고맙다,’ ‘용서한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물론 일부 초정통파(하레딤) 유대인들이

탐탁치 않게 보고 우리를 제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른 유대인들이 나서서 제지하는 

그들을 막아서고 우리를 격려해 주기까지 하였다. 과거 교회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멀리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자체에 감동함을 알 수 있었다.    

87 필자는 1991년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래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기독교의 반-유대주의에 있음을 설교와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나, 유대인들에게 직

접적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2014년 가을학기에 필자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 과목의 일환으로 ‘기독교와 반-유대주의’(Christianity and anti-Semitism) 과목을 

개강하였다. 이 과목에 류 여호수아 형제가 청강생으로 참여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가 2013년

부터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교회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돌리는 사역을 하고 있었

다는 사실이다. 그간의 사역은 금년 8월에 『죄송합니다』란 책자로 출판되었다. 강의실에서 필자 

‘이론’과 류 형제의 ‘실제’가 만나 ‘요벨 미니스트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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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크신 은혜와 복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서구교회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선교적 시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자. 

서구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그릇 행한 것을 우리의 잘못으로 고백해 보자. 서구교회에 빚진 우리

가 서구교회의 잘못을 진정 우리의 잘못으로 고백하고 유대인들에게 다가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

질 것인가?  

감히 그 분 안에서 꿈꾸는 비전은 그 분의 영광스런 다시 오심이 완비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

을까 하는 것이다. 그 분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다(계 1:7).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와 영광을 나타낸다.88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다. 그 영광은 또한 

천하만국이 그 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영광일 것이다. 온 땅에 그 분의 영광을 발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영광일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

한 날이며(사 11:9),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날일 것이다(합 2:14).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올 때,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핍박했던 유럽인들에게 ‘예수

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위해 다가갈 것이다. 유대인들이 유럽인들과 ‘메시야’ 안에서 진정한 화해

와 하나되는, 곧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되는 이사야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

고 유럽인들은 과거에 제국주의와 함께 갔던 식민주의적 선교자세를 버리고, 그야말로 주님처럼 

겸손히 연약한 제 3 세계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참된 ‘종의 종’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다

시금 메시야 안에서 1세계와 3세계가 하나되는 ‘원 뉴 맨’(One New Man)’의 비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  

성경을 믿는 우리가 어찌 이 날을 꿈꾸어 보지 않을 것인가?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을 꿈꾸어 보지 않을 것인가? 이사야의 비전이, 그리고 에스겔의 비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이루어 질 꿈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선지자들에게 주신 비전

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분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방의 빛’으로 택하심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동하도록 이들의 

심령에 한(恨 )으로 박혀 있는 ‘반-유대주의’의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의 사명, 그것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 이 사명을 감당할 우리의 ‘때’가 지금 여기에 다가와 있다.  

 

 

 

88 출 13:2; 19:6; 24:6; 33:9; 40:35; 레 16:2; 민 9장; 11:25; 왕상 8: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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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은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 가서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예언활동을 했던 선지자이다. 그는 포로지에서 남왕국의 멸망을 선포한 동시에 회복의 비전을 보았던 선지자였다. 에스겔의 예언의 주제는 남왕국이 멸망한 주전 586년을 전후하여 크게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소명기사를 포함한 유다와 주변국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다루는 전반부(1-32장)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론적 왕국에 관한 비전을 다루는 후반부(33-48장)로 나뉜다. 
	에스겔이 주전 586년 이후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비전을 제시한 배경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선민(elect)이 포로가 되었나?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성전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에 참된 목자(leadership)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제시한다(34:1-16).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친히 목자로서 개입하실 것이며(36:20, 21; 39:7, 25),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며(36:16-32),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37:1-14),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통치케 하시고(34:23-24; 37:24), 그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것이며(37:26-27), 늘 갈등하던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37:16-28)을 제시하고, 택한 백성이 영원히 거할 종말론적 왕국의 환상을 제시한다(40-48장). 
	이러한 에스겔의 비전과 관련하여 본 논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37장의 두 환상이다. 37장은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14절에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비전이요 예언이라면, 16-28절의 ‘두 막대기 환상’은 오랫동안 갈등하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하나됨’의 비전에 관한 것이다. ‘마른 뼈 환상’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환상, 즉 유다와 에브라임의 하나됨에 관한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 당하고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나라로 이주된 이래로 에브라임 지파는 회복되지 않았고 돌아오지 못했으며, 사실상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을 이방족속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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