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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Prophecy?

By Rev. Cheryl L. Hauer, Vic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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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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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매사에 신앙심이 넘치고 거침없이 말하던 사람이 어떤 특정 주제

에 대해서만은 확신이 없고 소심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한 반응을 가져

오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예언이 우리

의 현대 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예언 백과사전(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에 따르면 타나크(Tanakh, 구약)에는 1,239건, 사도들의 서

신서(Writings of the Apostles, 신약)에는 578건의 예언들이 등장하며 총 1,817 

건의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8,351 구절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성경 

31,124 구절 가운데 1/3이 예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침서인 성

경에 이처럼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

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언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하셨습

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만일 예

언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어째서 전 세계의 셀 수 없이 많은 크리스천

들은 이 주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요? 

왜 예언하지 않을까요? 

선지자들은 종종 시적인 암시의 형태를 사용해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의 청중들

에게는 매우 사실적으로 들렸겠지만, 많은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혼

란스러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성경에서 자주 읽히지 않는 10권의 책 중

에 6권이 소선지서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오바댜는 사람들에게 가장 읽히지 않

는 책이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100개의 성경 구절 중 단 9 구

절만이 타나크(Tanakh, 구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현대 교회의 설교 내용

을 살펴보면 타나크(Tanakh, 구약)와 사도들의 서신서(Writings of the Apos-

tles, 신약)의 비율이 1:10으로 놀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결국 목회자들도 일반 성

도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여러 목

회자들과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주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언에 대한 설교를 꺼리는 가장 보편적인 이

유는 그들 스스로가 예언과 현대 교회의 관련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혹여 성도들에

게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며 예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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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vs 메신저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선지자에 대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 언

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지 놀랄 만한 얘기는 

아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유의어 사전(Thesaurus.com)에서는 예언을 ‘예측’, ‘다

가올 일을 미리 말함’, ‘거룩한 영감을 받은 표현 혹은 발언’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전하는 자, 메신저이며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선

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했고 그 다음이 메신저였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합니다. 여러 세대를 지나는 동안 유대 민

족 가운데에는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성경에는 48명의 남자 선지자들과 7명의 여자 선지자들의 예언만이 기

록되었습니다. 또 그 선지자들 중 몇몇의 경우에는 그들이 전한 예언의 극히 일부

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과

shutterstock.com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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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성경에 예언이 기록된 53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에 따르면, 선지자가 반드시 영원한 메시지 혹은 자기 세대를 위한 메시

지를 전하는 구체적인 사명을 맡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정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떠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성품을 정결하게 씻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위로부터 거룩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받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영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

나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야 했던 때가 되어서야 비

로소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비(navi,נביא)’가 선지자를 일컫는 일

반적인 명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명을 맡지 않았던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

하지 않은 자들도 공동체에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

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자들로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게 삶의 지침을 제공해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들을 통해 조언과 방향을 얻었고 자신들 앞에 놓인 도전과 의무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

도록 영감을 주었고 유대 민족 역사 전반에 걸쳐 그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볼 때, 보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였고 메시

지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후 모든 선지자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민족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

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름 받은 자든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삶

을 통해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로 부름 받은 자든, 모든 선지자는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춰야 했습니다. 클리포드 힐(Clifford Hill)은 

그의 저서 《예언 과거 그리고 현재(Prophecy Past and Present)》에서 선지자의 

8가지 구체적인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 그들은 보냄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단순히 낭독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는 사람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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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선지자의 사역으로 부름 받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점

을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 그것은 불타는 떨기나무였고(출애굽기 3장), 

이사야는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고(이사야 6:1-8), 예레미

야는 태어나기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예레미야 1:5). 그들은 자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2.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관장하는 제사장이나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오직 선지자들만 “여호와께서 말씀하

시기를”이라고 외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6

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왜 그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12절

에 나오는 그의 대답은 단순하고 심오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성전

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역대하 18장 12절에서 13절에는 왕 앞에

서 말하는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13절)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편의나 안락을 위해 메시지를 변경할 수 없

vecteezy.com

모세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후 모든 선지자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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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전하는 대상이 큰 힘이나 권력을 가졌다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3. 그들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메시지를 받은 이상 논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100%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름없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뜻 사사롭게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재앙과 죽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4. 그들은 완벽하게 헌신했고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위협과 물리적

인 폭력과 협박,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8b)

5.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했고, 그들의 믿음은 경험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

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신실하게 증명해 보이셨고 그러

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변함없는 성

Min An/pexels.com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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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아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렇기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 그들은 깊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자

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했으며 가장 가혹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것

이 재앙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을 다급히 돌이키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임을 알았습니

다. 선지자들은 택하신 백성을 벌하기보다 항상 그들을 구원하고자 갈망하시는 하

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7.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들을 위

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죄를 위해 울었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의 편에서 하나님과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

시게 했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택하신 나

라와 민족을 위한 여호와의 중보자였습니다.

8. 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사전(Dictionary.com)은 애국자를 자기 나라와 그 

유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들의 애

국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스라엘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하셨다는 

사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그분

의 땅에 대한 사랑과 지지와 헌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

성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벌이시는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관계는 그분 스스로를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영화의 스크린이었으며, 선지자들은 자신이 전한 예언이 성취될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다시 모이게 될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

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목숨을 건 것은 그들이 애국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성전 예배의 책임도, 통치의 권한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을 하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권력도 없었고 따르는 무리

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삶

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웠고 

때로 도망을 다녔고 큰 위험 앞에 두려워했지만,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

의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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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다

기독교의 출현과 함께 예언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타나크(Tanakh, 구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언을 선지자들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예언의 은사가 모든 믿는 자들

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타나

크(Tanakh,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

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위기의 때에 그들은 백성들을 불

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게 했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열방에 빛이 되는 사명

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서신서(Writings of the Apostles, 신약) 역시 예언이 하

나님께서 예수님(예슈아)를 믿는 초기 신자들에게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수단

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언의 말씀으로 아직 어린 교회들에게 임

박한 위험이나 어려움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번 이상의 예언적인 경

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은 초대 교회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

분이었습니다. 또 사도들은 타나크(Tanakh,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Michio Nagata/bridgesforpeace.com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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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고 가르쳤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 그의 여러 서신들에서 예언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

용하는 법을 초대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설

정하신 선지자에 대한 패턴, 즉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를 그분의 대변인

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

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둘 다 참되고 거룩한 계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안

타깝게도 오늘날 예언으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나

타내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는 소위 하나님의 시

간표와 음모론으로 인해 끊임없이 공격 당했고, 이로 인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

의 삶에서 예언의 가치를 회의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참된 가치와 선지

자들의 깊이 헌신된 삶에 대한 이해의 결여는 현대 교회 내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하고 강력한 선포와 한낱 사람의 말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소

리는 창조의 위엄 속에, 아이의 웃음 속에, 사랑하는 이의 속삭임 속에 있으며, 그

것은 우레와 같이 포효하는 소리이자 작고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클리포드 힐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구

별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무게를 달아 보십시오. 항상 그 내용과 정

신과 마음을 우리가 이미 가진 계시인 성경과 비교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예언은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2. 주님께서 성령의 증거를 주시도록,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입증하는 성령의 증

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3.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기 위한 자리에 서십시오. 예레미야와 같이 잠잠히 인내

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4. 주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결코 자랑이 되거나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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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5.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원에 있으며 비난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부임을 보여주며 회개를 통해 그분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6.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그가 전한 메시지의 성취 여부로 판단받았습니다. 

자신이 전한 시간의 틀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7. 마지막으로, 과거의 선지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자였습니다. 사실상 선

지자들은 그들의 도덕적 품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 교회의 인정을 받았습니

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놀라운 예언들의 타당성과 관련성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언들은 수천 년 전에 선포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도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들 속에서 메시지와 메신저 둘 모두에 

대한 통찰력과 교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메신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

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서는 고대 선지자들의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헌신된 삶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들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놀라운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찾으십니다. 듣는 자들을, 100% 

의 시간에 100%를 드려 순종하는 자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주님을 경외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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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분께 헌신하는 자들을,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자들을,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말씀에 대해 

듣는 자들이 선지자가 아닌 오직 그분께만 응답할 것을 아는 자들을, 열정적인 사랑

과 깊은 긍휼을 가진 사람들을, 그분을 친밀하게 알고 다른 소리가 아닌 오직 그분

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메시지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

고 있는 일들을 깨달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 선지자

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

이 깨어 경계하며 그 예언들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침울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

의 오심이 진실로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예언의 성취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가 해야할 일은 성경을 펼쳐 선지자

들이 미리 말씀한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귀환, 조상들의 고토에서 세

워진 나라, 한 나라로써 그들의 번영과 힘, 사막에 피는 꽃들, 고대 도시들의 재건, 

이 모든 일들과 그 이상의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

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수천 년 전에 선포한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 예언은 오늘날과 이어

져 있고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만유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

실하심을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증명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역시 선지

자들과 동일한 우선 순위를 가진 하나님의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의 눈동자로 택하신 (스가랴 2:8) 백성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중보하고 옹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며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본질

을 나타낼 것입니다. 

쉐릴 L. 하우어 목사(Rev. Cheryl L. Hauer)

Bridges for Peace 부회장



본 티칭레터는 BFP 본부가 2019년 8월 발행하고, BFP 한국지부가 2019년 8월 번역 및 발행하
였습니다.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성경 본문은 개역개정을 사용하였습니다. 

www.bridgesforpeace.com

Bridges for Peace (브리지스 포 피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전 세계 크리스천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국제 크리스천 단체입니다.

이스라엘 국제 본부 
P. O. Box 1093, Jerusalem, Israel
Tel: (972) 2-624-5004, Intl.office@bridgesforpeace.com

※ 판매가 1,000원

Bridges for Peace - Offices
한국 지부: Tel: 070-8772-2014, bfp@bfpkorea.com

호주 지부: Tel: 07-5479-4229, Toll free: 1800-000-661, bfp.au@bridgesforpeace.com

캐나다 지부: Tel: 204-489-3697, Toll free: 855-489-3697, info@bfpcan.org 

일본 지부: Tel: 03-5637-5333, bfp@bfpj.org

뉴질랜드 지부: Tel: 09-430-2943, bfpnz@outlook.com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부: Tel: 021-975-1941, info@bridgesforpeace.co.za

영국 지부: Tel: 01656-739494, ukoffice@bridgesforpeace.com

미국 지부: Tel: 800-566-1998, Product orders: 888-669-8800, postmaster@bfpusa.org

스페인 센터: Tel: (1) 787-755-0327, bfpteri@gmail.com

러시아 센터: Tel: (7) 903-309-1849, info.ru@bridgesforpeace.com

© 저작권 정책:

본 자료의 저작권은 Bridges for Peace

에게 있으며, 목회자, 성경 교사 혹은 평

신도들이 설교 및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정된 부수로 제공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본 자료

를 복제 혹은 전송(복사, 인쇄, 녹음, 정

보 저장, 검색 시스템 이용)하기 위해서는 

Bridges for Peace 국제 본부의 서면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Charity Reg # 1014411

참고문헌

Bakan, David. Maimonides on Prophecy. New Jersey: Jason Aronson Inc, 1991
Best, Marshall W. Through the Prophet’s Eye. USA: Winepress Publishing, 2000.
Hill, Clifford. Prophecy, Past and Present. Ann Arbor, MI: Vine Books, 1989.
Kranz, Jeffrey. “The Least Popular Book of the Bible (It’s Not Leviticus).” OverviewBible. http://www.overviewbible.

com/least-popular-book-bible/
Lindgren, Caleb. “Sorry, Old Testament: Most Theologians Don’t Use You.” Christianity Today.  https://www.

christianitytoday.com/news/2017/june/old-testament-systematic-theology-top-100-verses-logos.html
“Patriot.” Dictionary.com. https://www.dictionary.com/browse/patriot
“Prophecy.” Thesaurus.com. https://www.dictionary.com/browse/prophecy 
Scherman, Rabbi Nosson/Zlotowitz, Rabbi Meir. The Prophets, The Milstein Edition, Artscroll Series. New York: 

Mesorah Publications, Ltd, 2014

본문에 사용된 용어

이스라엘 티칭레터의 독자들 중에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지해 온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편에 서

는 중요성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명칭들과 용어들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

은 전통적인 크리스천 용어에 익숙합니다.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독자들을 존중하

기 원하고, 이에 따라 가급적 히브리/크리스천 용어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가

장 보편적인 용례 몇 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 예수님(예슈아)

• 타나크(구약 성경) – 유대교에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을 칭함. 

• 사도들의 서신서(신약 성경)

• 토라(창세기-신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