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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의 상속

요니 코스키
시온은 상속하는 것은 아마도 예슈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쟁점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논란거리일 것입니다 (슥 12:2)!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삼하
5:7), 이스라엘 모든 땅을 일컬을 때에도 쓰입니다. 시온주의의 핵심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온은 얼마나 크며, 누구의 것이며, 그 땅은 어떻게 차지해야 할까요?
창세기 15:18-21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된 땅은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로, 가자지구, 서안지구를 포함하며,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요르단까지
뻗어나가기에 심각하게 논란이 될 만합니다!
시온주의에 대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응이 반시온주의인데, 유대인의 정치적 자결권과
이스라엘 국가, 특별히 유대인의 예루살렘 통치에 대한 반대입니다. 서구에서는 유대인의
것임은 괜찮지만, 나뉘지 않은 유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UN의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는 ‘문명화된’ 나라들이 기권함으로 2016년 ‘점령된
팔레스타인 결의’를 성공적으로 통과시켜 성전산에 대한 이슬람의 연관성을 편들어 유대기독교의 연관성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격 이슬람권에서는 한때 무슬림 (오스만
투르크)이 차지했던 땅이 유대인의 것인 것도 괜찮지 않고, 유대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괜찮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물리적인 그 땅을 약속하셨으며
(창 35:12), 그 어떤 성경도 교회나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랍 민족은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 훨씬 더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소유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도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1.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땅에서 목축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창 13장).

2.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선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도, 헷 사람에게서 사라의
매장지를 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창 23:10-18).

3. 비슷하게, 다윗도 오늘날 성전산이 있는 곳,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물을 바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삼하 24:21-25).

4. 예슈아께서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인지 질문 받았을 때 (행
1:6), 다른 우선순위, 즉 성령을 부어주심을 지적하셨습니다.
5. 하임 바이츠만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이기도록 도움을 준 후, 1917년에
유대인들에게 중동에 고향 땅을 약속하는 영국 발푸어 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6. 1948년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국제연맹의 투표에 반응하여 국가를 세웠습니다.

7. 많은 초기 개척자 유대인들은 아랍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대개 부재지주였습니다. 어떤
땅은 전쟁 중에 차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탈당했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대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8. 이스라엘이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이것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강탈된 것이
아닌 이유는 현대 아랍 팔레스타인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공격에 이집트와 시리아에 가담했던 요르단으로부터의
방어전 중에 획득한 것입니다.

9. 이스라엘은 방어전에서 획득한 땅을 되돌려 준 사례에 있어 거의 유일합니다.

10. 이스라엘은 모든 아랍 국민들에게 공정하고자 하며, 특히 아랍 기독교인들을
보호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한 겸손하고, 평화롭고, 합법적이고, 때에 맞고, 거룩한
접근법이라고 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땅을 평화롭게 획득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뺏으라고도 명령하셨는데 단 아주 특수한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 후에야
그렇게 될 것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지 족속의 극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완전히 드러난 후에야 그 땅을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것을 허가하셨습니다. 그런 죄에는 수간(獸姦), 남색, 근친상간, 주술,
자녀 제사 등이 있는데 (출 23:24, 34:12-13; 민 33:52; 신 7:5, 18:9-12, 레 18:2-25), 모두
우리 시대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나중에 애굽에서의 종살이 후에 여호수아 (예슈아와
같은 어근)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차지하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약속된 땅 전체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방어전을 통해 더 많은
영토가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게 만드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열방이 두 국가 해법을 만들어 이 땅을 나누기를 도모해야 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태는 분명 좋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정부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도, 두 국가도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내 아랍인들은 예슈아를 믿고
유대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윗 시대에 에돔 족속 오벧 에돔이 그랬던 것과
같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일로써, 현지 무슬림들 안에 부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한 점은, 예슈아께서 곧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나라들에게서 빼앗아서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전과
사도행전 비교 (2부)
우리는 어떻게 돈과 공동체 실무,

박해를 다뤄야 할까요? 아셰르
인트레이터가 사도행전의 메시아닉
공동체에 의해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통찰을 주며, 그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