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3일

세상의 구속
-대니얼 저스터

최근에 저는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의 토론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체신학” 지향적이었습니다.
(대체신학: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의 의미,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의 의미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 신분을 주장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을 들여 많은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슈아께 돌아서면 그것은 세상
나라들의 회심으로 이어질 것이며, 진정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제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대환난 후에 열방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 (계 16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에게 분명하지 않은 데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으며 이 시대 마지막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교회
교사들과 함께 양육되기는 했어도 말입니다. 어쨌든 성경본문들은 우리에게 성경적
소망이 세상의 구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선지서와 시편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들로 여러 페이지를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본문을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이사야 2장이 가장 놀라운 장입니다. 이 장은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열방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께서 열방의 깃발이시라는 사상으로
똑같은 소망을 거듭 말합니다. 자연계, 동물왕국조차 새로운 차원의 평화에 이를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은 때때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슈아께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런 비관적인 시각이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빌립보서 2장은 이 약속을 거듭 말하며 이것을 예슈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3 “나라들은 네 빛으로 ... 나아오리라.” 이사야 65장, 아모스 9장, 미가
4장과 시편의 많은 장이 집합적인 사람들인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거듭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곤경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슈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이 결국 세상의
구속이라는 이 목적에 이를 것임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셰르 인트레이터가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져 젊은이들을 통해
세대를 이어 내려온 병의 치유가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해 질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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