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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히브리적 뿌리
(2부)
아셰르 인트레이터

히브리 이름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오랜 분열 때문에 성경의 계획의 일관성은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그 일관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한 가지 방법은 그저 신약의 인물 중 몇
사람의 이름의 히브리적 뿌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  ישוע입니다. 예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여호수아, 혹은 예호슈아  יהושוע를 줄인 형태입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은
우리를 이러한 것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1. 여호와라는 이름

2. 정복자 여호수아라는 이름
3. 구원이라는 단어
다른 예는 예슈아의 어머니의 이름인데, 마리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미리암 מרים
입니다.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이자 워십과 댄스 리더이자,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많은 유대인 여자아이들이 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도하는 여선지자 안나는 사실 한나인데, 사무엘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חנה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야곱의 둘째 아들과 같은
시므온  שמעון입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עם, 우리  אנו, 하나님  אל의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마쉬아흐  משיח인데,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스불론과 세베대
우리는 어떤 것은 명백하고, 또 어떤 것은 덜 명백한 단어와 이름들의 연관성에 대해
몇 백 가지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셨을 법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세 명의 수석 제자 중 두 명은 세베대 형제인 요한(요하난)과
야고보(야곱)입니다. 이 이름은 레아를 통해 얻은 야곱의 아들로서 한 지파인
스불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베드”라는 단어는 선물을 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20 (새번역)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제베드).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겠지(제베드)"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즈불룬)이라고 하였다.
세베대와 스불론은 히브리어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어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슈아의 이 제자들은 스불론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 지역에 살았습니다. 세베대 가문 역시 그곳에
살았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스불론-세베대의 자손과 함께 스불론 지역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마태복음 4:13-15
-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사야 9:1)
제베드, 자베드 혹은 자바댜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 10장 한 장만 보더라도 그 장에 나오는 이름 목록에 이 이름이 여섯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서 요점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단어와 글자들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약속에 대해 당신의
친구들에게 신실하심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스불론 지역의 세베대에게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 년 이상 레아와 야곱에게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셨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신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서론을 요약해 봅시다.

1.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2. 성경은 일관되다
3. 예슈아께서는 그 왕국의 중심이시다
4. 그 왕국은 단계적으로 전개된다
5. 그 왕국은 하늘과 땅을 포괄한다
6. 우리에게는 히브리적 시각과 헬라적 시각 둘 다 필요하다
7.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다

여기에서 1부를 읽어보십시오!

너무 많이 나눔
패티 저스터는 너무 많은 정보로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소상한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며, 누구와
나누면 괜찮을까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