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 책, 레위기

어린이 여러분,  레위기 라는 책을 아시나요?  창세기 

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레위

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렵고 복잡하

고 … 지금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에 놀라거나 혹

은 읽기가 너무 어렵지는 않았나요? 어린이 여러분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가장 읽기 어려워 하는 성경책이 바

로 레위기랍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복잡한 레위기 책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기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들을 왜 주셨는지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를 건너갈 때에도 그들 안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인 부분만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낌으로 하

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것 뿐 아니라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했답니

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려주려고, 레위기를 통해 여러 율법과 제사법을 말씀

해 주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받기를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듯, 우리 또

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랑

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언제,  어떻게 그 사

랑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

르쳐 주시고 계신답니다.

셋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것

인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많은 

제사와 그 때마다 드리는 예물이 나오는데, 그 모든 제

사와 예물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기의 

이 부분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카

메룬의  옘바(Yemba)의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장 끌로

드는  “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제사보다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 민족이 알게 된다면 옛날의 제사를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번역 사역을 할 때, 이 것을 잘 전달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옘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할까요?   ‘하나님 옘마부족의 성경이 구약과 신약 모두  

잘  번역되고  잘 전달 되도록  도와 주세요 , 장끌로드

와 카메룬 옘바 교회(기독교가 전체의 3.2% )가 예수

님의 복음이 잘 이해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

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레위기	 4:1-12

	 8:22-29

		(히브리서	7:26-28)

레위기	 11:39-45

		(마태복음15:17-18,	

			사도행전10:9-16)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까

요?	친구들과	함께	놀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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