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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OK OF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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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전하는 이들은 오랜 신뢰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생각만큼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뉴스와 세계 뉴스, 지면 뉴스와 인터넷 뉴스 그리고 속보에 이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해

야 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고 더 신뢰할 만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은 비길 데 없고 그분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

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자들과 친밀한 관

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분의 바람은 무엇

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

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깊이 알

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책,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Bridges for Peace 성

경 통독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을 사랑하는 전세계 수 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는 귀한 시

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격려 받고 세움 받고 힘을 얻었고, 여러

분 역시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

히 저는 하나님께서 두신 연결 고리들, 

그분을 그분의 백성과 잇고, 그분의 백

성을 그분과 잇고, 그분의 백성들을 서

로 잇는, 이 모든 것을 놀랍게 연결하심

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성경 [사도들의 서신서(Writings of the Apos-

tles), 신약(New Testament)]의 출현에 따라 최초의 성경 [타나크(Tanakh), 구약(Old 

Testament)]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두신 수천 가지의 연결 고리들을 본다면 둘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을 깨달을 것입니다.

공동의 유산

유대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유대교 없이는 기독교

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학자 마빈 윌슨(Marvin 

두 신앙 체계는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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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은 기독교의 뿌리가 히브리 토양에 깊이 박힌 것을 언급하면서 유대교가 없이 

기독교는 결코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다른 이 두 신앙 체계는 우리가 공유하는 역

사와 말씀 속에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고리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에게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쉽게 간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오

늘날에는 두 신앙 체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서로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고, 이

를 통해 공동의 가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공동의 사랑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

님의 마음에 근거한 공동의 유산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특히 타나크(구약)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

람들에게 성경의 첫 2/3를 탐구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줄 뿐 아

니라 사도들의 서신서(신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와줍니다. 또한 일부 유대인들

은 사도들의 서신서가 유대인 저자들에 의해 쓰였고 히브리 관용 표현들로 채워졌으며 

히브리 성경의 인용구로 가득한 매우 유

대적인 책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및 기독교의 근간

베이커 복음주의 신학사전(The Bak-

er’s Evangelic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은 정경을 권위있는 말씀으로 

인정받은 일련의 책 또는 문서로 정의합

니다. 유대교 및 기독교에 있어서 정경 승

인 과정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선포한 것 같이 하나님의 감동

으로 말미암은 합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타나크(구약)는 BC 400년경부터 그 권위

를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성전이 무너진 

AD 70년에 이르러 4권의 책을 제외한 나

머지 책들에 대한 정경 승인 과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잠언, 아가서, 전도서, 에스

더서는 이후 2세기 초반에 정경이 최종 확

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서(신약)의 정경 승인 역시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었으며, 4-5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경으로써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Hannah Taylor & Jenna Solomon/bridgesforpeace.com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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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 및 기독교가 세워진 토대가 타나크(구약)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

떤 의미에서 타나크(구약)는 마치 사도들의 서신서(신약)의 부모와 같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뼈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메시지가 간단

하고 단순하다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원과 회

복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신 사상, 생명의 거룩함, 부활과 사후세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대비되는 인간의 죄성, 거룩한 은혜, 구세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사랑의 관계, 속죄함, 택하심, 언약, 하나님의 왕국, 이 모든 것이 유대교의 본질로 히브

리 성경에 굳게 심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은 기독교가 세워진 신학적 기둥

이며,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예슈아)의 가르침 등 복음서 및 서신서에서

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용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들의 서신서(신약)에 타나크(구약)에 대한 언급이 직접 인용, 

암시, 연상을 포함해 말 그대로 수천 번 나온다는 데 동의합니다. 번역본에 따라 다소 차이

타나크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세워진 
토대입니다

Dream Perfection/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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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학자들은 사도들의 서신서(신약) 총27권 중 23권에 타나크(구약) 39

권 중 29권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이 350-500건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미

가, 호세아, 스가랴의 구절들을 인용했습니다. 누가 역시 마태와 유사한 구절들

을 인용했고 여기에 말라기와 레위기의 구절들을 추가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계

시록에서도 타나크(구약)에 대한 언급을 550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타나크(구약)를 가장 설득력 있게 인용하신 분은 예수님(예슈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그분께서는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

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

복음 5:46-47)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가복음 24:13-

35)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

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

복음 24:26-27)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과 “시험하는 자”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메시아를 꾀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혹했습니

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시험에 대해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3절과 8장 3절을 

선포하며 맞서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

타났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

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대 교

회는 타나크(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암시

사도들의 서신서(신약)에는 타나크(구약)를 실제로 인용하진 않았지만 분명

히 암시하고 있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티칭레터에서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저는 여러분이 아래의 목록을 직접 찾아보고 더 깊이 

연구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이사야 7:14과 마태복음 1:23, 미가 5:2과 마태복음 2:6, 호세아 11:1과 

마태복음 2:15, 예레미야 31:15과 마태복음 2:18, 창세기 1:27과 마가복음 

10:6, 출애굽기 20:12 및 21:17과 마가복음 7:10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울러 이 두 책에 나오는 중요한 기록들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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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사도들이 전해야 했던 말씀이 그 당시 청중들에게 완전

히 믿을 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타나크(구약)에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는 몇몇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든지 불

임이든지 간에, 이 여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하심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

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이고, 메시아 예수님(예슈아)

의 어머니인 젊고 아직 미혼이었던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와 

마찬가지로 이 두 여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그들의 임신은 천

사의 거룩한 방문을 통해 미리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 마리아, 아브라함, 사가

랴(누가복음 1:5-25),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임신의 기적적인 본질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내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을 들은 1세기 청중들은 즉

시 연결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

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모세를 떠올렸을 것이고 아기일 때 그를 죽이고자 한 

바로 왕의 명령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는 죽음의 위

기를 모면했고 이스라엘 공동체

에서 애굽 백성들 가운데로 옮겨

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

한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으로 널

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옛 선지자

들은 치유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

서 여호와의 쓰임을 받았으며, 1

세기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기다

리던 사람들은 그분께서 “치료하

는 광선”(말라기 4:2)을 비춰 주

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시 그들

이 가진 성경은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태

양이 멈추도록 기도하고 자연 속

에서 여러 기적이 일어난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읽는 소망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Hannah Taylor/bridgesforpe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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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현재 행하고 계신 일들을 연결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히브리서 13:8)을 연결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연결의 책

분명 사도들의 서신서(신약)의 저자들은 토라(Torah, 창세기-신명기)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버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며 그들이 듣고 배우고 자라온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들은 엄청난 격변의 시대인 동시에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제 곧 세계

가 뒤집어지려는 혼돈의 때에 타나크(구약)는 그들의 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때로 

우리는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혼돈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언이 성취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모든 말씀

을 읽고 깨닫고자 하는 소망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행할 때, 

우리는 1세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의 심오하고 중대한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조와 홍수와 인류의 부활과 이스라엘과 유대 국

가의 탄생,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들은 말

씀합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과 신

실함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관

계를 보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

리는 한없는 기쁨 속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속의 성취, 곧 하나님께

서 그분의 사랑하는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출하시고, 그분의 이방 자녀들인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도록 하시는 이 약속의 성취를 진실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할 가치가 있는 뉴스입니다!

쉐릴 L. 하우어 목사(Rev. Cheryl L. Hauer)

Bridges for Peace 부회장

Hannah Taylor/bridgesforpeace.com



본 티칭레터는 BFP 본부가 2019년 12월 발행하고, BFP 한국지부가 2019년 12월 번역 및 발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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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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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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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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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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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