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 율법과 천년왕국
-아셰르 인트레이터&댄 저스터 Dan Juster
토라를 주욱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여러 사회 제도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1. 사법 제도
2. 농경 제도
3. 절기와 역법
4. 제사장직
5. 땅의 분배
이 모든 요소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요
10:3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충만히 이루어질 때가 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그저 “옛” 언약으로 묵살해 버리고,
“새” 언약에 의해 폐하여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슈아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토라와 예언서, 그리고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행 3:21; 엡 1:10).
이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예언적”으로, 즉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서의 토라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 5:17-18). 마지막 때의
예언들은 토라와 관련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야 2 장은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3 절)곳인 천년왕국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사야
60 장에서부터 66 장은 시온의 회복과 땅의 재분배에 대해 다룹니다. 이사야
66 장에는 음식에 관한 율법(17 절), 레위인(21 절), 초하루와 안식일(23 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아홉 장은 아마도 가장 난해한 말씀들일 것입니다. 새
성전이 지어지는데, 극도로 세부적인 사항들이 묘사되고(40-41 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43 장). 또한 새로운 제사장직과 희생 제사
(44 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메시아 왕이 주관하는 (46 장) 모든 절기
행사들(45 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농경이 회복 (47 장)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른 땅의 재분배 (48 장)가 나옵니다.
요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있을 시온의
영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에 대해 묘사합니다. 미가는 이전의 왕국이
재건될 것에 대해 말합니다 (미가 4:8). 스가랴 14 장에도 메시아의 재림 후에

있을 절기와 성전 예배의 회복이 묘사됩니다. 이처럼 많은 구절들을 볼 때,
예슈아와 사도들이 가르친 바 천년 왕국 때에 토라가 부활되고 준수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우선순위와 강조점들과 일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토라를 포함한 성경 전체는 신성한
질서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단지 “율법”이 아니라
“지시사항”입니다.) 천년왕국에 성취되는, 하나님 왕국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율법, 그리고 왕국을 올바르게 총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상상력의 구속
-단 핀토 Don Finto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0-21. 우리는 종종 경건하지
않은 상상들을 피하려고 무던 애쓰다가 상상력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닫아버리지 말고 구속하십시오!
경건한 만남들, 경건한 관계들, 경건한 행동들, 경건한 성공과 번영, 그리고
경건한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움직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경건한 상상력을 사용하십시오!
어둠을 채찍이나 매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춤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상상력도 채찍이나 매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구속함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에스더 금식

에스더가 시녀들과 수산성에 있는 온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의 메시아의 몸이 합심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악한 영적 흐름들을 바꾸어 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에 4:13-17). 3 월 13 일 목요일, 12 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행하시도록 함께 부르짖읍시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전부를 실시간 중계 방송할 것입니다.
기도제목, 일정, 그리고 링크는 추후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