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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ticus Week 3: “A Different Kind of People”
두개가 얽혀있다. 레위기 3편
레위기1:1-2
1여호와께서는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2“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
게 제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바쳐라.

레위기 3:1-4
1“화목제를 드릴 때 누구든지 소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이 없는 것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2그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성막 입구에서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
다. 3그는 화목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4두 콩팥과 그 위
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꺼풀을 떼어낼 것이며
레위기1:9
1:9 9그리고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모든 제물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신명기 12:4-7
4“여러분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5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지파 땅 중에
서 여러분이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한 곳을 택하실 것입니다. 6여러분은 그 곳으로 찾아가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그 밖의 다른 제물과
십일조와 특별 예물과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와 소나 양의 첫태생을 가져가서 드리십시오. 7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모든 일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것을 기뻐하십시
오.
신명기 16:10-12
10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
물을 드리십시오. 11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
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12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3:5
5아론의 자손들은 그것들을 단의 불붙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놓아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골로세서 1:21-23
21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22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23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로마서3:23
23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