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소개

성경개관┃성주진_(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한 주간의 말씀┃성서유니온선교회 편집부

성경해석┃편집부(역대상 1-11장)_감수 김지찬(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성주진(역대상 12-16장)_(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강정주(역대상 17-29장)_(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성경묵상┃성서유니온선교회 편집부

매일설교┃편집부(역대상 1-3장) 

 정태엽(역대상 4-8장, 27-29장)_한남교회

 안영혁(역대상 10-13장)_예본교회  

 임세일(역대상 15-18장)_재건중앙교회 

 박성규(역대상 20-24장)_(장로회신학대학, 조직신학)

주일설교┃이문식(역대상 9장)_산울교회

 양승헌(역대상 14장)_세대로교회

 신국원(역대상 19장)_(총신대학교, 기독교 철학) 

 손희영(역대상 25-26장)_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신학 아티클┃은준관_(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활용법 2

성경개관 6

한 주간의 말씀  8

성경읽기, 성경해석, 성경묵상, 매일설교  10

신학아티클_ 한국 교회설교, 어디로 24

GBS  28

지부•해외연락처  30

광고 31

C o n t e n t s

2 0 1 2 • 5      



2|

묵•상•과•설•교•소•개

성경해석

성경읽기

2. 전후 문맥

이전 본문과 바로 다음 본문을 비교해서 

당일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했

습니다. 

3. 구조분석

본문의 문학•문맥•문법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본문 전체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4. 배경 이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언어와 관습, 정치, 역사, 문화, 사회, 지

리적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5. 도움말

본문 관찰에 필요한 ‘단어’, ‘구’에 대한 정

확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본문 주해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1. 중심내용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메시지’가 담긴 ‘큰 줄기’(Main Idea)

를 담았습니다.

2. 본문 주해

본문이 구절별 문단별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딱딱한 신학 

주석보다는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핵심 메시지 

본문 주해가 절 단위, 문단 단위로 분석하

는 것이라면, 핵심 메시지는 그것을 재구

성하여 종합한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더 깊은 묵상과 설교로 나아가도록 안내

할 것입니다.     

1. 성경본문 

한글 개역개정과 영어 ESV 역본을 대조하여 수록했습니다. ESV(English Standard Version)는 최대

한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서(직역) 현대 영어로 쉽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6. 역본 대조 Tip

원문(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개역개정’과 ‘ESV’를 대조하여 설명했습니다. 역본 대

조를 통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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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정직한 가슴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묵상과 설교’는 멋진 말씀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1. 설교 주제

하나(One Point)의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를 전개합니다. 새벽기도회에서

는 무척 짧은 시간 안에 성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하기에 여러 주

제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2. 도입

설교 주제를 발전시키고 설교 구성을 촉진할 만한 좋은 착상(Insight)을 

던집니다. 도입을 통해 청중이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3. 메시지 설교 주제를 점층적으로 발전시켜서 회중이 꼭 들어야 할 하나

의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4. 결론 설교 말씀을 요약 정리하고, 성도의 상황에 맞는 적용점을 제시

하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매일설교

성경묵상 

1.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발견하고 그

것에 비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때 영적인 변화는 시작됩니다.

2.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 묵상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

다. ‘교훈’ 묵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3. 적용 Point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4. 기도 

1) 공동체, 2)열방을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성경읽기’는 독자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실들을 꼼꼼하게 관찰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 ‘성경해석’은 관찰한 내용이 어떤 ‘의미’(Message)를 담고 있는지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본문 주해’를 통해 본문을 분석하고, 

‘핵심 메시지’를 통해 본문의 의미를 종합(재구성)합니다.  

●  ‘성경묵상’은 해석이 담긴 메시지를 개인(공동체)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공동체)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과 설교」의 ‘성경묵상’ 란을 매일성경과 공유합니다.     

●‘ 매일설교’는 주로 새벽기도회 설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설교 주제를 중심으로 그날 본문을 간단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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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개관                                                               

성주진•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는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경(Septuagint)에서 상하로 나뉘기 전까지 원래 한 

책이었다. 따라서 역대상 개관을 역대기 전체를 염두에 두고 다루고자 한다. 먼저 책의 분류와 위치

에서 주목할 것은 역대기가 영어성경이나 한글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되어 열왕기 다음에 배치되

어 있으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의 마지막 책이자 전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점이다. 이것

이 책들을 주제별로 배열한 헬라어성경, 따라서 영어성경 및 한글성경과 다른 점이다. 히브리 성경은 

의미심장하게도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는 역대기의 기원(대하 36:23)으로 끝난다. 

역대기의 히브리어 명칭 ‘디브레 하야밈’ (dibre-hayyamim', 그 시대의 사건들)은 역대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표현은 용례상 역대기의 목적이 귀환 공동체의 ‘공적 역사’임을 보여준

다. 귀환공동체가 역대기를 히브리 정경으로 정착시킨 것은, 역대기가 공적 역사로 인정된 사실을 보

여준다. 반면, 헬라어 명칭 ‘Παραλειπομένων’(파랄레이포나, 누락된 사건들)은 역대기에 대한 

저평가를 보여준다. 한글성경과 영어성경의 명칭인 ‘역대기(Chronicles)’는 라틴어성경이 ‘Chronicon 

totius divinae historia’(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이름으로 본 역대기는 

70인경 외에는 공적 역사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역대기는 귀환공동체의 신앙을 표현하고 신학을 형성한 중요한 책이지만 오랫동안 그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였다. 기껏해야 사무엘과 열왕기를 보충하는 이차적인 책으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첫 부분에 나오는 아홉 장에 걸쳐 있는 족보다. 이 족보는 현대독자의 취향을 처음부터 거

스르는 것으로, 흥미 없는 부분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근대 비평학은 역대기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류와 과장의 창고로 치부하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21세기를 몇 십 년 앞두고 역대

기는 뒤늦게 관심의 대상으로서 떠오르면서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다. 역대기 저자는 ‘신학적 

천재’(theological genius)라는 찬사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1. 역대상의 구조

역대기 전체는 이스라엘 왕국의 변천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1)족보(대상 

1-9장); (2)통일왕국(대상 10장-대하 9장); (3)분열왕국(대하 10-36장)이다. 이 중 역대상과 역대하

를 가로지르는 ‘통일왕국’이 다시 다윗의 통치(대상 10-29장)와 솔로몬의 통치(대하 1-9장)로 나누어

지는 것을 감안할 때 역대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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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족보(1-9장): 창조에서 포로귀환까지

  (1) 족장들(1장)

  (2) 이스라엘의 12아들(2:1-2)

  (3) 유다 지파(2:3-4:23)

  (4) 시므온 지파(4:24-43)

  (5)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5장)

  (6) 레위 지파(6장)

  (7)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7-9장)

2) 다윗의 통치(10-29장)  

  (1) 사울의 죽음(10장)

  (2) 다윗의 즉위와 용사들(11-12장)

  (3) 언약궤 귀환과 다윗 왕국의 확립(13-16장)

  (4) 다윗 언약(17장)

  (5) 다윗의 승리(18-20장)

  (6) 다윗의 인구조사(21장)

  (7) 다윗의 성전건축 준비(22장)

  (8) 다윗의 예배조직(23-26장)

  (9) 다윗 왕국의 행정조직(27장)

  (10) 왕위계승과 성전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28:1-29:20)

  (11) 솔로몬의 왕위계승, 다윗의 죽음(29:21-30) 

2. 역대기의 저자
 

1) 저자의 정체

히브리 고대 전통은 에스라를 역대기 전체의 저자로 본다. 역대기의 저작시기를 기원전 5세기 후

반(BC 450-400년)으로 본다면 에스라의 활약 시기와 겹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

대기에는 저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여러 사람이 쓴 복합적

인 저술이라는 비평적 주장보다 비록 저자가 확실치는 않으나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저작이라는 단

일저작설이 책의 내용과 특징에 더 부합한다. 또한 역대기에는 수많은 자료가 사용되었으나 역사관

이 일관되고 특유한 신학 및 표현이 풍부하다는 점을 볼 때 역대기 기자는 편집자가 아닌 저자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히브리 전통은 에스라가 역대기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라고 본다. 이는 전시

대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였다. 원래 한 책인 ‘에스라-느헤미야’를 역대기까지 연결시키는 근거로

는, 역대기가 고레스 조서로 끝이 나고 에스라서가 고레스 조서로 시작되며, 두 부분이 동일한 언어와 

구문론 그리고 신학을 공유한다는 점 등을 든다. 그러나 지금은 대체적으로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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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사이의 유사성보다는 미세한 차이점이 좀 더 부각되면서 저자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둘 사이의 신학적 연속성 또는 용어상 유사성은 큰 틀에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책의 저작 시기는 역대기 해석을 위한 시대 배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록 연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몇 가지 힌트가 나온다. 먼저, ‘고레스 칙령’(대하 36:22-23)이 역사적 사실

로 언급된 점, 족보에 스룹바벨의 손자대(代) 이름(대상 3:17-24)이 포함된 사실, 그리고 성전에 봉

헌한 페르시아 동전의 명칭(29:7, 다릭) 등을 고려할 때, 역대기의 저작 시기는 기원전 5세기 하반기

나, 5세기 중반에서 4세기 초반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시대는 BC 516년에 완공된 제2성전을 중심

으로 펼쳐질 중간기의 형성기였다. 최근에, 중간기는 신약시대 유대교의 중요한 신학적 특성이 형성

된 시기로 주목받고 있다. 

 2) 저자의 역할

그러면 역대기의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따분한 율법주의자에서 천재적 신학자까지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저자의 면모를 몇 가지로 정리해본다. 

 

(1) 저자는 역사가이다 

저자는 역사를 도구로 삼아 귀환공동체를 위한 목회적, 신학적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저자는 사

무엘서와 열왕기를 인용하고, 다른 성경들(오경, 사사기, 룻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등)을 활용

하며, ‘이스라엘 왕조 실록’, ‘다윗 왕의 역대지략’,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등의 독특한 사료를 적

절하게 사용한다. 사무엘, 나단, 갓 등의 다양한 선지문서도 활용한다. 저자는 대체로 독자가 사무

엘서와 열왕기에 기록된 역사를 숙지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저자는 기존 자료의 인용, 선택, 해석과 

보완을 통하여 역사를 기술한다. 특유의 사관에 비추어 역사를 해석하며, 신학적 답변에 유용한 자

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 언약을 해석하고, 언약 역사의 기원을 아

담부터 추적한다.  

 

(2) 저자는 신학자이다

‘최초의 해석자’(the first exegete)라는 별명을 가진 저자는 기존 자료, 즉 주어진 본문(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을 인용하고 사용할 때 탁월한 해석적 능력을 발휘힌다. 예를 들면 다윗 언약에 기

초하여 수립되는 다윗의 나라는 사실 ‘여호와의 나라’(대상 17:14)라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해석이다. 

이러한 저자의 해석은 언약에 대한 그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대기에 소개된 언약신학의 주

제 및 신학적 관심사와 내용은 역대기 저자가 총체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가진 신학자임을 보여준다. 

(3) 저자는 목회자이다

역대기 저자는 동떨어진 역사가나 메마른 신학자가 아니다. 그는 귀환공동체가 고민하는 정체성

의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게 멸망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아

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이전에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역대기는 언약이 결코 끝

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멸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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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저자는 귀환공

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장차 자신들을 다스릴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신학적 전망을 제시한다. 그가 강조하는 신학적 주제들은 모두 귀환공동체의 진정한 필요

에 부응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려는 데 목적이 있다.  

3. 역대기의 독자 

저자가 염두에 둔 독자는 귀환공동체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제2성전 재건 이후 포로에서 귀환, 여

호와를 섬기는 언약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저자는 언약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바로 하나

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한편으로 저자는 과거의 약속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 전망을 암묵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과거 역사를 통하여 현재의 의미를 이

해하고 미래의 전형을 제시하려 한다. 그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언약에 기초한 

공동체의 재건이야말로 시급한 당면과제였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당시 독자들에게 공동체의 정신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다시 일깨운다. 실제 독자인 우리도 역대기가 소망하였던 메시

아의 도래와 통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 

4. 역사적 배경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먼저 기원전 539년에 일어난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의 포로귀환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성전건

축을 허락하자, 1차 귀환(BC 536년)과 더불어 제2성전이 재건된다(BC 516년). 학개와 스가랴의 도

움과 스룹바벨의 주도로 재건된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규모도 작고 초라했기에 

많은 사람이 실망한다. 역대기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인도한 제2, 3차 포로귀환이 완료된(각각 BC 

458, 445 년) 후에 쓰였다. 학사 에스라는 말씀운동을 통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총독 느헤미야는 무

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귀환한 언약 공동체의 면모를 갖춘다.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귀환공동체

의 귀환을 반기지 않고 끊임없이 이들을 괴롭혔으나 방해공작은 실패로 끝나고 유다의 공동체 재건 

정책은 계속되었다. 저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임을 자각케 한다.

… (중략) 

 



8|8|

한 주간의 말씀 (Weekly Preview)

주제 족장
유다(시므

온)지파

요단 동편  

세 지파
레위 지파 나머지 6지파 

포로 후  

예루살렘 정착민

구

조

상부 1:1-2:2 2:3-4:43 5:1-26 6:1-81 7-8장 9장

하부

1:1-4 아담 

1:5-7 야벳 

1:8-16 함 

1:17-27 셈 

1:28-34  

아브라함 

1:35-42 에서 

1:43-54 에돔 

2:1-2 이스라

엘 열두 아들

2:3-4:23 

유다  

4:24-43  

시므온

1-10 르우벤 

11-17 갓 

18-26  

므낫세 반

1-15 레위 자손 

16-30  

다른 자손 

31-48 찬양대 

49-53 제사장

54-81 거주지

7:1-5  잇사갈 

7:6-12 베냐민  

7:13    납달리 

7:14-19 므낫세 반  

7:20-29 에브라임  

7:30-40 아셀 

8:1-28   베냐민 

8:29-40  

사울 계보

1-9 제사장, 레위, 

느디님, 유다, 베

냐민, 아베르라임, 

므낫세 

10-13 제사장 

14-16 레위인 

17-27 문지기 

28-34 성전 직무 

35-44 사울 계보

내  용

&

신  학

모든 열방과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이 유다 

자손을 통해 

성취된다. 

포로 후기 시대

에 의미를 상실

한 것처럼 보이

는 요단 동편 백

성들도 ‘온 이스

라엘’ 백성이 되

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지만, ‘온 이스

라엘’을 대신하

여 하나님의 소

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배

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충성

스런 용사를 통해 

새 역사를 준비하

신다.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서 하나님께 예배

하는 ‘성전 공동체’

가 되었다.

교  훈

&

적  용

선택 받은 하

늘 백성은 하

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

야 한다. 

예수 그리스

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

셔서 우리

를 구원하

셨다. 

하나님 나라는 

분열이 아닌 통

일을 지향한다.  

공동체 안에 소

외된 사람을 위

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레위인은 흩어져

서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다.   

성도는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

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 안주하기보다

는 하늘 백성답게 

신실한 삶을 살아

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하

나님을 온전히 예

배하는 데 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는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종  합 

메시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계보는 과거의 ‘영광과 치욕’,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돌아보게 할 뿐 아니

라, 어떻게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그리스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

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창조의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
(역대상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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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말씀 (Weekly Preview)

주제 사울의 죽음과 다윗 왕의 즉위식 (10-12장)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 (13-16장)

구

조

상부 10장 11:1-9 11:10-47 12:1-40 13장 14장

하부

1-6 길보아 전

투에서 이스라엘

의 패배 

7-12 교만한 블

레셋과 충성스런 

길르앗 야베스 

13-14 사울의  

죽음과 정권 

이양

1-3 통일왕국의 왕

이 된 다윗 

4-8 예루살렘 점령 

9 하나님과 동행

하며 강성해지는 

다윗

10-14 첫째 

세 용사 

15-25 둘째 

세 용사 

26-47 다윗

의 위대한 용

사들 

1-22 다윗을 도

운 베냐민, 갓, 

유다, 므낫세 

지파 

23-40 다윗 앞

에 나온 용사들

과 즉위식 잔치

1-4 언약궤 운반을 

위해 백성들과 논

의하는 다윗 

5-8 언약궤 운반 

시도 

9-14 웃사의 죽

음과 언약궤 운

반 실패 

1-2 두로왕 히

람의 자발적인 

지원 

3-7 다윗 가정

의 번성 

8-17 블레셋

과의 전투에서 

승리

내  용

&

신  학

하나님께서 불

순종한 사울 왕

을 폐위시키고 

대신에 순종하

는 다윗을 즉위

시킨다.

다윗은 즉위하자마

자 난공불락 예루

살렘을 점령하면서 

명실상부한 통일왕

국의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

는 용사들의 

충성과 헌신

을 통해 하나

님 나라를 세

워가신다. 

다윗 앞에 나온 

용사들은 다윗

의 사사로운 군

대가 아니라 혈

연과 지연을 뛰

어넘은 하나님의 

군대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

엘의 중심에 임재

하길 바랐지만 그

것을 이루려는 과

정에서 말씀에 순

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윗

의 든든한 배

경이 되자 이

방 민족이 다

윗 앞에 무

릎 꿇기 시작

했다.  

교  훈

&

적  용

순종은 숫양의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사역

을 시작할 수 있다.  

공동체가 실

의에 빠져 있

을 때 충성스

런 성도의 헌

신이 공동체

를 다시 일으

켜 세운다.

때로는 어떤 정

(精)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

라를 위해 용기 

있게 결단해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꿈

꾸는 선한 비전만

큼 그것을 이루려

는 과정도 말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

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종  합 

메시지

사울 왕은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가진 힘과 다른 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

만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을 붙여

주시고 친히 동행하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할 수 있었다.    

순종으로 출범한 하나님 나라 
(역대상 10-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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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대하 25-28

전후문맥

후 문맥 | (4장) 유다 자손의 계

보를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

다. 하나님 나라 언약의 초점이 

유다 자손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구조분석

1장 아담, 생명의 시작

1-27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8-34 아브라함에서 이스라

엘까지

35-54 에서와 에돔의 왕들 

2장 이스라엘, 영광의 선물

1-2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3-17 다윗까지의 유다 계보

18-24 헤스론의 후손

25-55 

3장 다윗, 소망의 약속  

1-9 다윗의 아들들 

10-16 솔로몬의 후손

17-24 포로 귀환한 다윗의 후손  

역대상 1-3장  
아담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 이르는 명단을 기

록하고 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1아담, 셋, 에노스, 2게난, 마할랄렐, 야렛,  

3에녹, 므두셀라, 라멕, 4노아, 셈, 함과 야벳

은 조상들이라… 17셈의 자손은 엘람과 앗수

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18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19에벨은 두 아들을 낳

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

름은 욕단이며…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까지

28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다윗까지의 유다 계보

1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

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2단

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

더라 3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

에게 낳아 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

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

이셨고 4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

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

이 모두 다섯이더라 5베레스의 아들은 헤스

론과 하물이요 6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

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

이요 7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

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

며… 12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3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

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14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15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

로 다윗을 낳았으며 16그들의 자매는 스루야

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17아비가일은 아마

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자손

18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

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21그 후

에 헤스론이 육십 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

길의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22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스물세 

성읍을 가졌더니 23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

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

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

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다윗의 아들들

1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

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4이 여섯은 헤브론에

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칠 년 육 개월 다

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다스렸으

며 5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

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

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솔로몬의 자손

10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

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

은 여호사밧이요…

포로기 전후 다윗의 자손

17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

들 스알디엘과 18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

과 여가먀와 호사마와 느다뱌요 19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

과… 24에료에내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

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

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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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세상에서 첫 영걸(a mighty warrior on earth) 니므롯 왕국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에 이른다. 니므롯은 단순히 힘이 센 사람 정도가 아니라 고대 전제 통치의 기초를 놓은 사

람임을 알 수 있다.      

도움말

1:1 아담 |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아브라

함이 아닌 아담에 두는 이유는 모든 인류

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의 구

원이 우주적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1:8 함의 자손 | 구스, 미스라임, 붓, 가

나안은 북부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이집

트, 리비아)와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 된다. 

1:34, 2:1 이스라엘 | ‘야곱’을 굳이 ‘이스라

엘’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

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영광스런 존재

로 회복되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2:4 유다의 며느리 다말 | 유다는 그의 며

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를 낳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

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7 아갈 |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죄

를 범한 아간을 가리킨다.  

2:14 일곱째 | 람부터 다윗까지를 7대로 

기록하고, 다윗을 7번째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온전한 왕으

로 강조하기 위해서다. 다윗은 사실 여덟 

번째 아들이다(삼상 16:10,11).   

2:18,42 갈렙 | 여기 나오는 갈렙은 여호

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갈

렙이 아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역대

상 4:15에 나타난다. 

2:20 브살렐 | 성막 제작을 지휘했으며, 

다윗에 이르는 계보에 속한 자다. 브살렐

의 출현은 역대기에서 성전의 건축이 중

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3:1-9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 암

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고, 압살롬은 요압

에 의해 죽고, 아도니야는 스스로 왕이 되

려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게 된다.  

3:17 여고냐 |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다. 바벨론 포로가 된 후, 37년이 지

나서야 풀려난다(왕하 25:27-30).  

배경이해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지 100년이 지난 후 시대를 살고 있는 포로 귀환 3세대들이다. 그들은 주전 

516년에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의 지도 아래 성전을 완공했다. 그들은 학개(학 2:6-7, 9; 9:21-22)와 스가랴(슥 8:23)의 

예언대로 성전만 완공되면 엄청난 정치, 경제적인 회복도 동반되리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예언은 현실이 되지 못하자 

백성들은 절망하게 되었다. 이런 그들에게 아담에서 시작하여  스룹바벨까지 명단은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이 여전히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From Adam to Abraham
1Adam, Seth, Enosh; 2Kenan, Mahala-
lel, Jared; 3Enoch, Methuselah, Lamech; 
4Noah, Shem, Ham, and Japheth.… 17The 
sons of Shem: Elam, Asshur, Arpachshad, 
Lud, and Aram. And the sons of Aram: 
Uz, Hul, Gether, and Meshech. 18Arpach-
shad fathered Shelah, and Shelah fathered 
Eber. 19To Eber were born two sons: the 
name of the one was Peleg (for in his days 
the earth was divided), and his brother's 
name was Joktan.… 28The sons of Abra-
ham: Isaac and Ishmael. 

A Genealogy of David
1These are the sons of Israel: Reuben, 
Simeon, Levi, Judah, Issachar, Zebulun, 
2Dan, Joseph, Benjamin, Naphtali, Gad, 
and Asher. 3The sons of Judah: Er, Onan 
and Shelah; these three Bath-shua the Ca-
naanite bore to him. Now Er, Judah’s first-
born,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put him to death. 4His daughter-
in-law Tamar also bore him Perez and Ze-
rah. Judah had five sons in all. 5The sons 
of Perez: Hezron and Hamul. 6The sons 
of Zerah: Zimri, Ethan, Heman, Calcol, 
and Dara, five in all. 7The son of Carmi: 
Achan, the troubler of Israel, who broke 
faith in the matter of the devoted thing; 
… 12Boaz fathered Obed, Obed fathered 
Jesse. 13Jesse fathered Eliab his firstborn, 
Abinadab the second, Shimea the third, 
14Nethanel the fourth, Raddai the fifth, 
15Ozem the sixth, David the seventh. 
16And their sisters were Zeruiah and Abi-
gail. The sons of Zeruiah: Abishai, Joab, 
and Asahel, three. 17Abigail bore Amasa, 
and the father of Amasa was Jether the 

Ishmaelite. 18Caleb the son of Hezron fa-
thered children by his wife Azubah, and 
by Jerioth; and these were her sons: Jesher, 
Shobab, and Ardon.… 21Afterward Hez-
ron went in to the daughter of Machir the 
father of Gilead, whom he married when 
he was sixty years old, and she bore him 
Segub. 22And Segub fathered Jair, who had 
twenty-three cities in the land of Gilead. 
23But Geshur and Aram took from them 
Havvoth-jair, Kenath, and its villages, 
sixty towns. All these were descendants of 
Machir, the father of Gilead.…

Descendants of David
1These are the sons of David who were 
born to him in Hebron: the firstborn, 
Amnon, by Ahinoam the Jezreelite; the 
second, Daniel, by Abigail the Carmel-
ite, … 4six were born to him in Hebron, 
where he reigned for seven years and six 
months. And he reigned thirty-three years 
in Jerusalem. 5These were born to him in 
Jerusalem: Shimea, Shobab, Nathan and 
Solomon, four by Bath-shua, the daughter 
of Ammiel;… 10The son of Solomon was 
Rehoboam, Abijah his son, Asa his son, 
Jehoshaphat his son,… 17and the sons of 
Jeconiah, the captive: Shealtiel his son, 
18Malchiram, Pedaiah, Shenazzar, Jeka-
miah, Hoshama and Nedabiah; 19and the 
sons of Pedaiah: Zerubbabel and Shimei; 
and the sons of Zerubbabel: Meshullam 
and Hananiah, and Shelomith was their 
sister;… 24The sons of Elioenai: Hoda-
viah, Eliashib, Pelaiah, Akkub, Johanan, 
Delaiah, and Anani,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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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3장의 계보는 첫 사람 ‘아담’에서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에 이르는 긴 역사를 

담고 있다. 유다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선지자가 예언한 국가적인 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자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창조부터 시작한 역사를 

지속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1:1-4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영광의 백성

1-4절에 나오는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10대이다. 이 명

단은 다시 창세기 5:1-32과 10:10-32, 11:20-26에도 

나오며, 누가복음 3:36-38에도 나온다.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명단은 빠져 있다.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선

택된 백성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포로에

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 받은 비참한 존재

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영광스런 존재임을 드

러내려 했다.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와 사랑은 이미 창조 때시작되었다. 

1:4-5, 28-29, 34-35 열방 가운데 선택 받은 백성

아담에서 야곱까지 이름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담, 노

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같은 주요 인물들은 전략적 위

치에 배치시키고 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렇

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중에 기록하고 있다. 셈보다 야벳

과 함이 먼저 나오고, 이삭보다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인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아들들이 먼저 나오며, 야곱보

다는 에서가 먼저 나온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

과 열방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하며, 하나님이 선택

하신 자들을 통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일부

분일 뿐임을 보여준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세속역사에

서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심에 있다. 그래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열방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창조 때 아담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 받은 나라임을 기억해야 한다.

1:8-16 영적인 도전, 비극의 시작

함의 후손 명단에 가나안, 구스, 니므롯, 블레셋, 여부

스, 기르가스, 히위 족속 등이 나온다. 주로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언약계보 밖에 있으며,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

롭힌 이방 민족이 된다. 노아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조소

하듯 폭로한 함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도전이 제때에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 채 후손에게 전수되면 역사 속에서 그 잘못된 습관

은 엄청난 비극을 발생시킨다.   

1:34, 2:1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의 자기중심적

인 교만을 꺾으신 이후에 주신 영광의 이름이다. 야곱은 

자기 힘과 기지로 인생을 설계하고 성취하려고 했지만, 

결국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었고 움켜쥔 것을 다 잃

어버리는 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줄

곧 개입하셨고, 그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을 

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

성들도 수치와 모욕을 딛고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2:3,4,7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았

고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된다. 하지만 베레스 역시 

태어날 때 쌍태였는데 손이 먼저 나온 세라를 뒤로 밀치

고 세상에 좀 더 앞서 나온 사람이다. 아갈은 여호수아

에 나오는 ‘아간’으로서 그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

은 큰 위기에 빠질 뻔했다. 신약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마태복음 1장의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모두 언약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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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형상(1:1-4) 

(1) 아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2) 노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

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독특하고 아

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런 아름

다운 형상이 깨지고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 하

나님은 의로운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씨가 될 만

한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신다. 

2. 하나님의 선택(1:5-54)

(1) 셈에서 이삭까지

(2) 함에서 에서까지    

언약 백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 아

무도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세상은 함의 자손 니므롯의 왕국이 된 듯 보였지만, 바

로 그 때 하나님은 조용히 언약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다.    

3. 영광과 믿음(2:1-55)   

(1) 영광의 이름, 이스라엘 

(2) 믿음의 자손, 유다 

마지막 남은 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사람은 결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 하나님은 그런 야

곱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무릎 꿇리시고 속이는 자 야

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 이제 남은 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믿음이며, 유다 자손은 그 길을 걷도

록 부름 받았다.

 

4. 하나님의 은혜(3:1-24)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로 세워진다.  인간은 반역하고 불순

종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를 완성해가실 것이다.

의 대를 잇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다. 하

지만 하나님 나라 언약 계보 안에 엄연히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인간

의 의로움이 아닌 은혜로 세워짐을 알 수 있다.  

2:16-17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충성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으로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복수심에 불타 아

브넬을 암살하고, 경쟁심에 이끌려 아마사를 죽

인다. 또한 다윗의 승인 없이 압살롬을 죽이고 

말년에는 아도니야를 왕으로 옹립하려다가 결

국 처형당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명보다 자기 의와 명예를 드러내려 한 요압

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다. 신앙인에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열정의 방향

이며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는 충성이다.

  

3:10-16 북왕국 명단 생략  

솔로몬에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들

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북이스라엘 왕

의 명단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께서는 유다를 통해 언약 계보를 이어나가고 계

신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으

로 이 땅에 오셨다. 

 

3:17-24 포로 귀환 명단의 의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성전을 재건한 스룹

바벨이 들어있다. 역대기 저자가 스룹바벨의 이

름을 기록한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실패한 백성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늘 백성이며, 

동시에 성전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무너진 성전의 회복은 하나

님 나라 회복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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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공동체 주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

에 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

서.  

열방 열방의 민족들이 예수 그리

스도가 모든 가정의 머리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평화와 안정

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 Point

• 묵상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

속적으로 듣고 참여하는 일입니

다.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유

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에 참여하는 신앙과 묵상이 되

고 있습니까?

•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어

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또 다

음 세대의 신앙 계승과 양육을 

위해 어떻게, 얼마나 힘쓰고 있

습니까?     

• 내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

의 경륜을, 내 뜻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열심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을 묵

상하며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창조에서 회복까지 

역대기는 족보(대상 1-9장)와 역사 서술(대상 10장-대하 36장)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3장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서 ‘포로기 이후’ 다윗

의 후손에 이르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체 아담(창조)에서 포로 후 공동체(회복)에 이르는 족보는 구약에 나타

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합니다. 이것은 회복된 공동체를 향한 하나

님의 은혜와 경륜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보다 훨씬 이전 즉 ‘인류창조’에

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창조와 회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지위와 정체

와 사명을 일깨워주려 했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

한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말씀묵상을 통해 우리도 믿음의 선진

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의 배역과 역할을 찾고 그 역사에 참

여하는 법을 배웁시다. 

1:1, 28, 34, 2:3,15, 3:5 영적인 계보는 인간적인 선택이나 타고난 서열

(장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 약속과 믿음에 따라 이어

져 갔습니다. 자기 꾀로 살던 ‘야곱’을 약속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로 거듭

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는, 지금도 자기 의(義)와 힘으로 아등바

등 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하고 영원한 기업을 이

어가게 할 것입니다. 

3:1-24 다윗을 위해 집(나라)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위(왕조)를 영원히 견

고케 하리라는 약속(대상 17:10-14)을 지키셨습니다. 범죄로 인해 왕과 백

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유린되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하셨지만, 은혜와 자비를 다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포로기(17절) 전후 이

어지는 다윗의 후손들의 계보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악함과 약

함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은 좌절되

거나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내 열정과 믿음보다 주님의 인자와 신실을 더

욱 신뢰합시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3, 7, 22, 23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다의 아

들들이나,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탐내고 지켜야 할 기업의 경계를 침범한 

유다의 후손들(아갈, 야일)은 하나님께 보응을 받아 계보에서 끊기거나 기

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거나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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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 현실, 소망은 어디에?
(대상 1-3장)

주제:  암담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했지만 변한 것은 없고, 믿음의 대가가 고난이며, 약속의 성취가 가물거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버

틸 수 있을까요? 역대기 저자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열거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을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아담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지루할 정도로 길게 등

장하는 사람 명단은 일일이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목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요 10:3). 포로에서 돌아

왔지만 약속된 회복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선 자리는 과거와 단절된 

오늘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한순간도 중단 없이 이어온 역사와 잇닿아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순간을 사는 자가 아니라, 시작이 있고 목표가 있는 끝

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복종하여 오늘도 아직 끝나지 

않는 그 이야기의 남은 부분을 써내려갑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족보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약속

의 땅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주인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참 주인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은 하

나님께 반역하고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매번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상이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세워서 자신의 나라를 견인하셨으

며, 인간이 언약을 깨뜨릴 때에도 혼자서 묵묵히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

인 처지에서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할까요? 항상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만 기억하고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심판은 역사의 후퇴가 아닙니다. 긍휼만큼이나 역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몸만 돌아왔지 아직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끝이 났지만, 회복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과 가나안 

사이 광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척박한 죽음의 땅이지만, 그 어디보다 하나님의 사랑

과 개입을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광야 같은 처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

습니까? 그 사랑과 권능으로 여태 역사를 이끌어 오셨으니, 그 사랑으로 새 역사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면 의심하고 낙담하게됩니다. 내가 바라던 때에 약속이 성취되길 바란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신실하게 이루셨

고, 그분의 사랑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씨를 뿌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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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문맥

전 문맥(11장)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맹하고 

충성스런 용사들이 합류하게 

되어 다윗의 나라는 더욱 강성

해진다(11:9). 

후 문맥(12:23-40)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다윗에게 가담

한 용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

우고 축하 잔치를 베풀며 함께 

기뻐한다.  

구조분석

1-7절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 

용사들 

1-2  용사들의 합류와 전투력

3-7용사들의 명단

8-15절 다윗을 도운 갓 지파 용

사들 

8 용사들의 합류와 전투력 

9-15 용사들의 명단

16-18절 다윗을 도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용사들

16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아옴 

17-18 다윗의 영접과 충성 요구

19-22절 다윗을 도운 므낫세 지

파 용사들 

19 블레셋 도피 중 합류한 용사들

20-22 시글락 체류 시 합류한 

용사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 성읍과 광야 요새에 숨어 있을 때부터 다윗을 도

왔던 베냐민, 갓,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한다.  

새찬송 351장  찬송 389장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1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

니 2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

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

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3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

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

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

돗 사람 예후와…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8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

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

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

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14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

더니 15정월에 요단 강 물이 모든 언덕

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

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16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

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17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

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

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

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

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

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18그 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

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

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

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

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19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

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

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

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

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20다윗이 시

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

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

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

리후와 실르대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

장이라 21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 

떼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

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22그 때에 사

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

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역대상 12:1-22

□느 10-13

10
Thursday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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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절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although there is no wrong in my hands) 다윗이 불의한 일

을 하지 않았기에, 만일 그런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

당한 일이라는 것을 말한다.  

도움말

1절 시글락 |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까지 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성읍이다(삼상 27:2-6). 다윗은 이곳에

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다.   

2절 사울의 동족 | 다윗에게 합류한 용사

들 중에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출신

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사울과 ‘형제’였으

나 다윗에게 충성했다. 

8절 갓 사람 |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갓 지

파도 다윗이 요단 서편에 있을 때 지리적 

난관을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참조. 15

절)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  

8절 얼굴은 사자 같고 | 사자 같은 용맹성

을 가리킨다. 얼굴 모습으로 속성을 말하

는 방법은 에스겔(1:10), 다니엘(단 10:6), 

요한계시록(4:7)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1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 동족에게 

수차례 배신당한 다윗은(삼상 23:19-20; 

24:24-27) 맹세의 형식을 빌려 그들에게 

온전한 충성을 촉구한다. 

18절 성령이…감싸시니(clothed) | 아마

새가 30인 용사를 대표하여 충성을 다짐

한 것은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

라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결과였다(

참조. 대하 18:23; 20:14 ). 

19절 므낫세 | 므낫세 반 지파는 갓 지파

와 같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다. 거기에 르

우벤 지파까지(37절) 요단 동편의 두 지

파 반이 다윗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 이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

여준다. 

21절 도둑떼 | 다윗이 없을 때에 시글락

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삼상 30장)을 가

리킨다. 

22절 하나님의 군대 | 다윗에게 모인 무

리가 큰 군대를 이룬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나아가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

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배경이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에 각 지파에서 많은 용사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었다(1절). 심지어 이스라엘의 숙

적인 블레셋에 있을 때에도 그랬다(19절). 그들이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다윗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군사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용사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다윗

의 통치는 그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부터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지지와 헌신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준비되었다.

The Mighty Men Join David
1Now these are the men who came 
to David at Ziklag, while he could 
not move about freely because of 
Saul the son of Kish. And they were 
among the mighty men who helped 
him in war. 2They were bowmen and 
could shoot arrows and sling stones 
with either the right or the left hand; 
they were Benjaminites, Saul’s kins-
men. 3The chief was Ahiezer, then 
Joash, both sons of Shemaah of Gi-
beah; also Jeziel and Pelet, the sons 
of Azmaveth; Beracah, Jehu of Ana-
thoth,… 8From the Gadites there 
went over to David at the stronghold 
in the wilderness mighty and experi-
enced warriors, expert with shield and 
spear, whose faces were like the faces 
of lions and who were swift as gazelles 
upon the mountains: 14These Gadites 
were officers of the army; the least 
was a match for a hundred men and 
the greatest for a thousand. 15These 
are the men who crossed the Jordan 
in the first month, when it was over-
flowing all its banks, and put to flight 
all those in the valleys, to the east and 
to the west. 16And some of the men 
of Benjamin and Judah came to the 
stronghold to David. 17David went 
out to meet them and said to them, 
“If you have come to me in friendship 

to help me, my heart will be joined to 
you; but if to betray me to my adver-
saries, although there is no wrong in 
my hands, then may the God of our 
fathers see and rebuke you.” 18Then 
the Spirit clothed Amasai, chief of the 
thirty, and he said,
“We are yours, O David, and with you, 
O son of Jesse! Peace, peace to you, and 
peace to your helpers! For your God 
helps you.” Then David received them 
and made them officers of his troops.
19Some of the men of Manasseh de-
serted to David when he came with 
the Philistines for the battle against 
Saul. (Yet he did not help them, 
for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took 
counsel and sent him away, saying, 
“At peril to our heads he will desert 
to his master Saul.”) 20As he went to 
Ziklag, these men of Manasseh de-
serted to him: Adnah, Jozabad, Je-
diael, Michael, Jozabad, Elihu, and 
Zillethai, chiefs of thousands in Ma-
nasseh. 21They helped David against 
the band of raiders, for they were all 
mighty men of valor and were com-
manders in the army. 22For from day 
to day men came to David to help 
him, until there was a great army, like 
an army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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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지혜로운 선택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해 도피하는 동안에 용사들이 날

마다 다윗의 진영에 가담했다(1, 8, 16, 19, 22절). 하나

님께서 은혜로 다윗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

문이다. 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택하고 하

나님의 편에 섰다. 이것이 용사들의 첫째 특징이다. 생

의 중요한 순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

신과 공동체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1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싸운 일이 ‘도움’(rz”[;, 아자르)이

란 말로 요약된다(1, 17, 18, 19, 21, 22절). 이것은 용사

들의 둘째 특징이다. 특히 18절은 용사들의 도움을 하나

님의 도우심과 연결시킨다. 용사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려고 보낸 사람들이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

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돕는 방법은 돕

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이다.  

2절 은사와 재능이 출중한 용사

용사들의 셋째 특징은 이들이 모두 싸움에 능한 자들이

라는 점이다. 물매와 활을 능숙하게 사용하고(2절), 방

패와 창을 잘 쓸 뿐만 아니라, 사자 같고 사슴 같은 사람

들이다(8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다윗의 나

라를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은사는 개인적인 

누림과 자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2-7절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 베냐민 출신들이 첫 번째로 기록

되었다. 이들은 ‘동족’(형제)인 사울 왕을 버리고 장래가 

불확실한 도망자를 선택했다.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한 것

은 하나님 나라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백성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핵심가치임을 알았기 때

문이다(마 6:33). 

 

8-15절 ‘만난’(萬難)을 극복하는 언약적인 신실함

갓 지파의 용사들도 요단강을 건너 광야 요새에 도피

중인 다윗에게 합류했다(15절). 그들의 조직(9-13절)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은 전투력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

들이었다(14절). 요단 동편에서 갓 지파 용사들이 합류

한 일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16절 손에 손잡고

사울의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유다 지파가 함께 다윗에

게 나온 것은 다윗이 즉위 후 베냐민 지역에 있는 여부

스인의 시온 성을 정복한 일과 연관해 생각할 수 있다(

삼하 5:6-12). 역대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

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사실상 하나로 취급한다

(대하 11:1, 3; 14:8; 15:2; 25:5; 34:9). 지파는 다르나 

이스라엘은 하나요, 왕도 하나라는 언약적인 사실을 보

여준다.

17절 평화와 충성의 선택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올 때, 다윗이 맹세 

형식을 사용하여 진의를 묻자, 아마새가 대표로 나서서 

충성을 맹세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베냐민 지파

는 사울의 지파요, 유다는 비록 다윗의 지파이지만 배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도피 중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들은 이해득실이나 친소 관계, 지리적인 여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

윗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

대’가 되어 다윗을 도와 왕국을 세우고 국가경영에 필요한 ‘인재 풀’(pool)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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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편에서 오는 도움(1-7절)

(1) 적대자에게서 오는 도움

(2)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편에 속한 사람의 도움

을 받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신다. 이들

의 도움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2. 난관을 극복하는 도움(8-15절)

(1) 멀리에서 온 도움

(2)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끌어 

하나님의 종을 돕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

어 가신다. 이 도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다. 

3. 상처를 뛰어넘는 도움(16-18절)

(1) 배반자에게서 온 도움

(2) 성령 충만한 충성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전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충성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하신다. 이

들의 도움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방편이다. 

4. 섭리적인 도우심(19-22절)

(1) 돕지 못하게 하심으로 도우심

(2) 돕게 하심으로 도우심

(3)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이 상황에 따라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도록 섭리하신다. 하나

님은 적시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

신다.

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자에게는 먼저 충성(언약적인 

사랑)이 점검되어야 한다. 

18절 성령에 이끌린 충성

아마새는 다윗의 충성 요구에 성령으로 답한다. 

결코 임기응변적인 재치나 치밀한 계산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한 말이다. 여기

서 역대기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것을 따르고 있다(대

하 20:14). 성령 충만한 아마새의 말은 선지자

의 ‘예언’과 같아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임

을 권위 있게 확증한다.  

19-21절 하나님의 섭리

다윗이 부득이 블레셋 왕에게 의탁하여 시글락

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합류한 므낫세 지파 용

사들이 사울 왕을 치려는 계획에서 배제된 적이 

있었다(19절, 삼상 29-30장). 이는 다윗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

리였다. 반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합류한 

므낫세 지파 용사들은 다윗을 도와 도둑떼를 물

리치는데, 이는 다윗이 도망 중에도 나라를 지

키는 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절 하나님의 군대 

다윗의 용사들은 사울 진영에서 탈영한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 관점은 다윗의 이스라엘을 하나

님 나라로 보는 역대기의 역사관(대상 17:14 등)

이다.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군대를 통해 실현

되어 간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church militant)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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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Point

• 믿음은 ‘우연’ 너머에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과 소소

한 일상 속에서 촘촘히 이루어

지는 하나님의 필연(뜻)과 도우

심을 인정하며 신뢰합니까? 

• 순종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나 

명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

라와 역사를 가로막는 그럴듯한 

불신과 불순종의 이유들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은 아닙니까?  

• 앞뒤 안 가리는 열정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마음과 철저한 

준비, 용기 있는 실천력, 동료들

과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주

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

봅시다.

다윗을 도운 용사들 

◆◆기도

공동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

광을 추구하게 하소서. 

열방 늘어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들과 그 자녀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도록. 이들

을 돌보는 농어촌 교회들이 타문

화사역의 관점을 가지고 목회전략

을 세우도록.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를 도왔던 용

사들의 명단입니다. 그 중에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8,22절 다윗을 돕는 자들 중에 함께 계셨습니다(시 118:7). 다윗이 사무

엘에게 기름부음 받고(삼상 16:13) 왕위에 오를 때까지 신실한 친구(요나

단)와 충성스러운 용사들(‘하나님의 군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의 위협, 거친 광야(8절), 위험한 적지(1절)에서도 다윗은 안전했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20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과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7절 사울의 집요한 추격과 위협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에 숨어 있는 절체

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을 찾아와 도움을 준 용사들은 놀랍게도 사울의 동

족(‘베냐민 지파’)과 친척들(‘기브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결심과 행동

은 사울과 동족에 대한 배반이나 변절이 아닌 하나님의 뜻(23, 29절)에 대

한 순종과 충성이었습니다. 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8-15절 갓 지파는 ‘비옥한 땅’(요단 동편)을 떠나 ‘척박한 땅’(광야)의 다윗

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군사로서의 용맹(‘사자)과 민첩함(‘사슴’)에 통솔

력까지 갖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과 의욕만 앞세운 채 

준비 없이 뛰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완벽한 실력과 결과가 아니

라 성실한 준비와 과정을 보실 것입니다. 

16-18절 베냐민과 유다 지파 출신의 용사들이 광야 요새(은신처)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비옥한 땅을 떠나 척박한 광야를 찾은 갓 지파

처럼(8절), ‘안전한 곳’을 떠나 ‘위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의 비호 아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도망자 다윗을 도우러 온 것입

니다. 그들은 ‘사리사욕’이 아닌 ‘성령’을 따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

습니다. 우리는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탐욕의 땅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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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을 도운 하나님의 군대
(대상 12:1-22)

주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십니다. 그에게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주의 뜻에 순종했는데 순종하기 전보다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왕위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사울이었

습니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지만 바벨론에서보다 더 혹독한 상황을 견뎌야 했던 역대기의 1차 독자들

은, ‘도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베푸신 주님의 섬세한 ‘도움’을 보고서 자기 시대를 향

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관심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사울의 동족이요 친

척(‘기브아’, 3절)인 베냐민 지파 출신 용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셨습니다. 이들은 배신과 변절이라는 비

난을 감수한 채 ‘혈연’의 경계를 허물고 지배 지파로서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장래가 불

확실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 성과 인종, 계급과 이념의 경계를 지우고 이 가치에 헌신

한 자들로 자기 군대를 삼아 함께 이 세상과 맞서도록 도우십니다. 나는 혈과 육에 속한 세속적인 경계 

안에서 차별을 묵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과 맞서 싸우며 샬롬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난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군대. 비옥한 땅(요단 동편)에 살던 갓 지파가 거친 광야에 피신 중

인 다윗에게로 합류하여 돕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

던 것처럼, 안락하고 안전한 지대를 떠나,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15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고

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지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 자신

을 희생할 줄 알고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의 기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군대. 베냐민 지파는 양손으로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용사였고(1-2절), 갓 지파는 전투력과 조직력이 탁월한 강한 군대였습니다(9-13절). 하지만 모

든 걸 갖춰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군대’(22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베냐민

과 유다 지파 용사들의 대표인 아마새가 성령에 감동을 받아 충성을 맹세하도록 역사하십니다(18절). 

그의 말은 다윗의 안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다짐이었으며, 선지자의 ‘예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절망스런 역사를 깨치고 나아갈 성령의 사람을 자기 군대의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깨고, 차별과 장벽을 부수고, 인간의 상상을 뛰

어넘는 성령의 역사로 세상과 맞서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판의 소리가 

커져가지만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니, 지금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

어 파병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요청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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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歸鄕)
역대상 9:1-9

노 전도자의 고백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老) 복음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 같은 책에서 그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본다면 이 여정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과연 돌아갈 고향이 있느냐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여정은 여행이 아니라 방랑이요, 유

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6년과 BC 458년, 그리고 BC 455년 이렇게 3

차에 걸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비참한 포로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귀향민의 기쁨과 감격을 공감하며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슬펐던 만큼 큰 기쁨(1절)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민으로서 유랑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서글프고 긴 여행의 

원인을 역대기 저자는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1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은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풀려난 해방 사건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바로 이런 신앙적 관점으

로 귀환사건을 묘사합니다. 시커먼 돌담장, 두껍고 어두운 포로수용소의 대문, 그리고 그 안에서 겪

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들의 뇌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은 더욱 크게 다

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귀향의 기쁨을 더욱 뚜

렷하게 부각시키는 어두운 무채색 배경인 셈입니다. 포로생활이 고통스럽고 슬펐던 만큼 귀향은 그

들에게 큰 기쁨과 벅찬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예배자(2절)

하나님께서 귀향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맛보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처음 입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미 묵

상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역대기 저자는 귀향 공동체의 중심에 성전을 놓았습니다. 학개와 선지

자들에 의해서 BC 516년에 이뤄진 제2성전 재건은 1차 귀환과 2, 3차 귀환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귀향의 큰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오

늘날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지요. 그래서 귀향의 큰 기쁨이 가장 먼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의 기쁨은 예배를 통해 가장 놀랍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예배자야말로 

가장 먼저 그 기쁨을 성령 안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삶 전체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수종자들은 공동체 예배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의 통로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백성 (3-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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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기 저자는 유대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나셋 자손 956명 중에서 오직 예루

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지도자 몇 명을 본문 속에 기록합니다(3절). 첫째는 우대(베레스 자손, 4절), 

둘째는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실로 사람들, 5절), 셋째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들(세라 자손, 6절), 넷

째는 살루(베냐민 자손, 7절), 다섯째는 엘라와 므술람(에브라임과 므나셋 자손, 8절)입니다. 이들은 

다 종족 가문의 지도자들입니다(9절). 포로 귀향민 중 특별히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먼저 예루살렘

에 거주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회복, 즉 성전을 재건하고 성

벽을 건축하여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뚜렷한 사명의식을 지니고 귀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 지도자를 역대기 저자가 잊지 않고 일일이 구속사적 인물로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루살렘 첫 귀환자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이들은 포로 귀환 시대의 첫 사도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첫째 헌신자, 첫째 제자, 처음 순

종의 길에 들어선 자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귀향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신약시대의 교회는 죄악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귀향 공동

체’이지요. 귀향은 마치 하늘 잔치와 같아서, 과거 유랑생활의 어두운 배경이 짙을수록 그 회복의 기

쁨과 감사도 더 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귀향 자체를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여기십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귀향을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성전 공동체 재건을 주도할 ‘제사장’, ‘레위인’, ‘느디

님 사람’과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하며 이 사명을 수행할 ‘지도자’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고향이 되고 있습니까? 죄의 짐으로 짓눌리

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영적인 예루살렘을 찾아온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

니까?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

는 하늘의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여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70~80년대를 거치면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속

에 물량주의와 세속화가 교회에 침투하여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은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소

망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까지 와서 다시 세속적인 모습을 본다면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리

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향한 회심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합시다. 그리고 이들을 예

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갑시다. 특히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헌신했던 공동

체 지도자들을 기억하며 존중합시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귀향을 바라보는 선지자적인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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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주 그룹 성경공부

Ice-Breaker 

지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여십시오.

찬송 595(구372), 507(구 273) 

역대상 5:1-26 

요단 동편의 지파들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와 역사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지파보다 용

맹스럽고 강성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결국 앗수르에 의해 포

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말씀과 나눔

1. 요단 동편 지파 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지파와 바산 땅에 거주하던 갓 지파의 족보입

니다(1-17절).

1)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이란 야곱이 라헬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졌을 때 야곱의 장자

였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한 일을 가리킵니다(창 35:22; 49:3,4). 르우

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율법(레 18:8, 신 22:22)이 금지하는 근친상간의 죄일 뿐 아니라 언

약의 계승자인 아버지(야곱)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패륜적 일이었으며 아버지의 권위를 침

범하는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통간하여 왕위

를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삼하 3:7) 성급하게 장자의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고 확보하려 했

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야곱의 축복에서 제외되었고 장자의 권리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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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르우벤 자손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는 무엇입니까(8-10절)?
  

➜ 지경의 확장(8절, 9a절)과 가축의 번성(b9절)과 전쟁의 승리(10절)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지경의 확장’입니다. 8절에서 르우벤 자손은 요단 동편의 중요한 거점인 아

로엘에 거주하면서 서쪽으로는 느보와 바알므온까지, 동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동

북쪽 경계였던 유브라데 강까지 지경을 넓혔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가축의 번성’입니다. 

더 넓은 땅을 확보해야 할 정도로 산물이 번식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단

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신 8:13)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전쟁

의 승리’입니다. 사울 왕 때에는 길르앗 동편에 거주하던 하갈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

둠으로 길르앗 동쪽 온 땅을 정복하여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강함과 강성함은 앗

수르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간 역사(6절)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3) 갓 자손의 족보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17절)?

➜  유다 왕 요담의 치세 기간(BC 747-731)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통치기간(B.C 793-

753년)에 각각 기록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

였습니다(왕하 14:25). 이때 요단 동편 갓 지파의 역할이 컸기에 그들의 활약상을 당시 족보

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할 때 자신들의 족적을 족

보에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요담이 강성하여(대하 27:6) 북이스라엘을 잠정적으로 

통치할 때 효과적인 치세를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와 관련해 갓 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외적인 부국강병을 이룬 때이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종

교적, 도덕적 불의와 부패에 대한 선지자들의 질책이 많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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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설교, 어디로

은준관•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필자는 설교학자도, 설교전문가도 아니다. 설교를 한평생 소명처럼 살아온 하나의 신학도에 불과

하며,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한 노병에 불과하다. 다만 한국교회의 설

교가 가지는 역학(dynamic) 못지않게 설교로 인한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에 몇 가지 소신을 

이 글에 담고자 한다.

Ⅰ. 한국교회의 설교, 그 유산과 한계

찬란한 127년의 한국교회사는 설교의 역사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긴 새벽기도회의 역사

와 주일예배 그리고 수요예배는 예배라는 예전(禮典)보다도 설교가 그 중심에 서 왔으며, 예전은 많

은 부분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듣기 위한 액세서리로 전락해 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

Theology article

▧ 신 학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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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흥회를 통하여 설교가 특징지어져 오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설교는 설교학적인 산

물이라기보다는 ‘부흥회’를 통한, 설교자들의 열정에 의한 자생적 산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100년의 한국교회를 형성해 온 동력이고 에너지이며 신앙의 열정이었다.  1985년 한국교회 100주년

을 계기로 ‘설교학’이 신학교육에 도입되면서부터 한국교회 설교는 유형별 분석 작업이 시작된 듯하

다. 소위 ‘본문설교’(textual sermon), ‘상황설교’(contextual sermon), ‘심리설교’(psychological sermon), ‘철

학적 설교’(philosophical sermon-실존적 질문과 신학적 대답), ‘말씀사건(Word event)으로서의 설교’ 그

리고 ‘주해’또는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로 분류되어 각기 특색 있는 설교유형으로 발전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넘어선 오늘의 한국교회의 설교는 설교학의 학문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설교와 구

성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언어구사는 부흥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

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여전히 ‘일방적’이거나 ‘강요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거기에 주일공동예배(Leitourgia)와 설교(Kerygma)의 관계설정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리고 일주일에 10회 이상 설교를 해야 하는 설교자의 탈진은 물론, 설교를 들어야 하는 회중

의 영적 피로감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통계조사까지 한국교회설교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21

세기 설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Ⅱ. 한국교회 설교

한국교회의 설교는 이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통치와 하나님의 계시(말씀)의 증언이 

될 수 있는가?  설교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두 개의 큰 패턴이 있었다. 그 하나를 ‘희랍 설교’(Greek 

homily)라 불렀다. 희랍 설교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하기 보다는 고도의 수사(Rhetoric)와 논리 그리

고 웅변으로 짜여진 설교를 말한다. 주로 교부시대의 설교를 지칭한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에 와서 

재구성된 ‘기독교 설교’ (Christian homily)는 복음을 다시 중심에 놓고  수사와 논리 그리고 웅변은 복

음을 증언하는 도구와 형식으로 바꾸어 놓은 일대전환을 의미한다. 얼핏 보기에 사도바울은 희랍 호

미리에 속하는 설교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야말로 기독교 설교의 시작이었다. 그의 수사와 철

학적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경험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담아내는 증인의 언어

들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설교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구약에서 시작되는 말씀 선포(설교)와 가르침의 세 가지 유형을 본다면, 1) 주로 제사장이 했던 예

전적 설교(liturgical preaching) 2) 제사종교에 대한 반발로 나온 예언운동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언 

설교(prophetic preaching) 3) 그 다음 회당이 출현하면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주해설교(homily)의 형

식으로 설교가 이루어진다.  이런 세 가지 특징적인 양식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통합된다. 회당이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성립예전적 설교를 하셨고, 성경(사61장)의 본문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해설교를 하셨고, 그러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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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를 하셨다. 예수님은 설교의 이 세 가지를 모두 완성하신 것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서 동반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말씀

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넓은 의미의 회심, ‘메타노이아’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의 변화, 권력의 변화를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주권이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역사적 차원의 삶

과 문명 전체의 타락이 심판을 받고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재구성되어지는 변혁을 말씀

하신 것이다. 이전의 세상질서의 지배가 지나가고 새로운 통치가 임한다는 종말론적 모티브는 기독

교 설교에서는 빠져서 안될 핵심 요소이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나님 나라(Basileia Tou Theou)의 선언이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전창조와 전인류, 전역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양식인 ‘케리그마’(회심-metanoia),  예언자적 ‘디다케’(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설교),  ‘코이노니아’(하나님 나라 잔치를 예시하는 교제), ‘미시오’(Missio, 땅끝까지 이르

러 증인이 되는) 등을 모두 사용하셨다. 주님의 선포는 케리그마에서 시작하셨지만 케리그마는 디다

케, 코이노니아, 미시오까지를 포함하는 선언이었으며, 이것은 제자공동체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

함이었다.  여기서 주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 양식이었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

하는 제자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21세기 한국교회 설교는 여기서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Ⅲ. 하나님 나라 증언으로서의 설교(세 가지 차원으로서의 설교)

① 하나님 나라 증언으로서의 ‘본문’ (Text)

성경본문은 설교의 본문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구약은 대망),신약은 기

억)를 증언하는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본문은 설교를 위한 본문 이상의 하나님 나라 증언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설교나 성서연구에서 성경본문을 ‘참고서’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

다. 성경본문은 설교하기 위해 인용하는 참고서가 아니다. 성경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기에 성

경본문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진행과의 연관성에서 선택되야 한다.

② 성경 속에 숨어 있는, 그러나 본문을 담고 있는 ‘역사적 상황’ (con-text) 

비록 타락하고 더럽혀진 삶의 자리이지만, 바로 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어가시는 구원의 터전이기에 설교는 성경과 오늘의 역사적 상황이 만나는 자리

와 심각하게 씨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고대(문명의 발상지) 앗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야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제국이었으며, 오늘의 세계의 역사,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세력 

게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둔 이 민족의 운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설교의 취약점은 바로 본문과 역사적 상황사이의 내적 연관성, 갈등에 대한 심각한 

Theology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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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을 외면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교회설교는 Textualism(본문주의 설교) 내지는 Con-

textualism(상황주의 설교)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예언자적 통찰력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

③ 그러나 설교의 클라이맥스는 본문과 역사적 상황의 내적 연관성 혹은 갈등속에 다가오시

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읽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계시’ (Pretext)에 있다. 때로는 심판으로, 그

러면서도 끝내 인간과 역사를 품으시고 생명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전(over-rule)의 비밀을 읽

고 또 증언하는 것이 설교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목청을 높이고 감동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계시이고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칫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

이 조작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것이 설교자의 유혹이고 또 함정이다.

 Text, Context, Pretext는 설교를 구성하는 기본적 차원이며, 이 3차원은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역학이기에, 여기서부터 설교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Ⅳ. 설교자는 누구인가?

설교의 주체는 설교자가 아니다. 우리는 설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설교라는 거룩

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공동체의 사역에 부름 받은 증언자에 불과하다. 한국교회 설교의 근본문

제는 목회자는 설교자이고, 설교의 주체는 설교자라는 착각에 기인한다.  설교자는 말하기 전에 회

중 앞에 서기 전에! ‘듣는 자’(Listener)이어야 한다. 이것을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는 ‘제사장적 경

청’(Priestly  Listener)이라고 불렀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회중과 공동체와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것이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아침

에 교회든 자기 서재에서든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기 자신과 회중과 지역사회와 역사를 향한 하

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것이다. 얘기하지 말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경청이다.  

우리가 쓰는 영성이라는 말이 신비화 되거나 자기도취의 경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적 

영성이 요구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할 때, 나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와 하나님의 관

계, 이 땅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관심을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 영성이다. 

… (중략)



30|

지부 및 해외연락처

국내연락처

본부 
138-8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44번지 
(02) 2202-0091 Fax. 2202-0095 
http: www.su.or.kr

대표 도문갑 mgdoh@chol.com

연구훈련원 오형국hkohpastor@yahoo.co.kr

행정관리국 김종경 kim@su.or.kr

출판국 김주련 juryun@empal.com
                                                                     

지부 

●남서울｜탁주호 takqt@hanmail.net
137-851 서울특별시 서 구 방배3동 1024-6
(02) 582-4184,  010-8789-4803

●북서울｜유미열 dailyb@paran.com
142-80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60-2(3
층)
(02) 982-1226(Fax 겸용),  010-2961-6083

●서울 서북｜안성종 
sujong153@gmail.com
122-941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44번지 우방

아파트상가 3층 피어나는 교회 내  
(02) 307-9363,  010-5053-9279

●서서울｜양정근 suseoul@gmail.com
150-070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00-1 기
영빌딩 301호 
(02)2651-4803,  010-8870-9431

●강원｜민만식 minms2002@hanmail.net 
220-944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37-2번지 
(단구동 청구아파트 맞은편) 
(033) 763-9577,  010-9533-7087

●대전｜서성태 s32537@naver.com
301-829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9-22번지 
(042) 537-6067, 6068(Fax겸용)  
010-9175-7506

●전주｜박희정 supark1971@gmail.com
560-241 전주시 효자동1가 104-4번지 2층 
(063) 286-3857(Fax 겸용)  010-4059-2755
(정읍지역) 전북 정읍시 수성동 659-1 
(063) 535-1370

●광주｜김우빈 woosra@hotmail.com
502-24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1동 783-29 
마트로 3층 
(062) 224-9255(Fax 겸용)  010-4072-1480

●순천｜김태욱 kimtaeuk@hanmail.net
540-060 순천시 행동 3-2 문외과 의원 3층 
(061) 755-0365(Fax 겸용),  010-4645-9641

●경남｜한정동  
gkswjdehd2002@yahoo.co.kr
641-815 경남 창원시 명서동 205-1 2층

(055) 273-0714 Fax. 238-7166,  

010-3802-4622

●대구｜박명섭 sumanpark@hanmail.net
704-062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87-36 
성안오피스텔 1314호 
(053) 622- 7872,  010-3783-4184

●부산｜조수용 joyong89@hanmail.net
601-80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3동 
1077-25 부산선교센터 501호 
(051) 761-4532,  Fax. 904-4532 
016-533-3404

●울산｜양고훈 supooh@hanmail.net
683-500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37-10번

지 2층 
(052) 285-0675,  010-8819-7322

●영덕 캠프장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오천리 243-21번지 (사)
한국성서유니온 선교회 영덕캠프장 
(054) 733-0999(팩스겸용) 
                                                                     

해외연락처

●태국｜김명수 shalomch@hanmail.net
Ekamai(Sukhumvit 63),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070-7560-9003, +66 (0)85-806-9191

●중국(상해)｜엄기영  

umkiyoung@hotmail.com
Hongzhonglu Road, Minhang-District 
Shanghai China 201-103 
86-21-6167-5000, 070-7584-8206 

●일본

■조남수(趙南洙) 
Kawasaki-ku, Kawasaki-shi, Kanagawaken 
210-0005, 070-7431-1920
■東京지역｜류정훈(柳廷勳)
4-30-2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169-0074, 03-5338-6411
■大阪지역｜홍영순(洪永淳)
2-2-1 ishicho chuou-ku,Osaka-si,Osaka, 
540-0033 (Tel)06-6944-6938
■名古屋지역｜조을용(曺乙用)
5-16-13 chiyoda,chu-ku,nagoya-si, 460-
0007 (Tel)052-261-1388

●미국

■로스앤젤레스｜전인철 

SUMLA2@yahoo.com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3 USA
714-767-1806, 
매일성경 구입연락처 714-530-2211 

■뉴욕｜채종욱, 채동희

dhchae@worldnet.att.net
236E.47street #17B New York, NY10017

646-286-0306, 
매일성경 구입연락처 718-762-0011

■시애틀｜이병규, 이은숙 
 leebk36@hotmail.com
1119 167th Place SW. Lynnwood, WA. 
98037 U.S.A. 
425-745-9785(H), 206-682-7535(C)

■필라델피아｜이지춘  
jcl1129@hotmail.com 
Columbus Blvd #324, Philadelphia, U.S.A. 
267-252-3245

■마이애미｜임대수  
daesoolim@yahoo.com
Miami Lakes FL 33016 U.S.A. 
(305)962-5355(O), 437-8390(H)

●캐나다

■토론토｜천상호(CHUN, SANG HO) 
281 cocksfield Ave TORONTO ONT 
M3H3T8, CANADA 416-748-6111

●호주｜이창엽(Chang Yob Lee) 
Cylee1@gmail.com
7 Ballamore Crescent Doncaster VIC 3108 
Australia 
61-03-9939-4278, 070-8225-9849

●남미｜왕익상  diosrey@hanmail.net 
Juan Vicuna 1505연합교회, 562-556-8377 

●프랑스｜김광호(Kwang Ho Kim) 
 billy@Zoneco.fr
Debussy 92000 Nanterre, FRANCE
+33-1-4097-0375(O)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신철범  
scbbbox@gmail.com
Dubai, U.A.E. 두바이한인교회 
+9714-3348960.

●예멘｜박준범  
1106enj@securenym.net +967-711105774

●서남아시아(인도) ｜최종호 
nahm9191@hanmail.net 
Chandrasekhar Pur, Bhubaneswar, Orissa, 
INDIA 94-3841-9571

●필리핀｜정재영 

jjjjy02@hanmail.net
Concepcion Grande, Naga City,  
Philippines 916-434-8476

이동백 dongback56@hanmail.net
Victoria Valley Subd.,Antipolo City  
915-72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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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으로 40년, 비전 2022를 향해
Toward Vision 2022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아주 특별한 LTC를 준비하였습니다. 

은혜의 말씀과 트랙별 성경묵상 지도자훈련, 40주년 축하행사(celebration)가 있을 예정입니다. 

은혜 · 훈련 · 비전의 축제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2년 8월 8일(수)~11(토)(3박 4일)

●장소 : 고려신학대학원(충남 천안시 삼룡동 40번지)

●강사 : 손희영 목사
전) 연세대의대 교수, 전) 게인스빌 한인교회 현)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담임

20여명의 SU 국내외 전문 강사

●프로그램 

▶트랙 강의

1) 초급(성경묵상 이론과 실제)  

2) 중급(묵상클리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  

3) 심화(장르별 성경묵상, 성경해석, 소그룹 이론) 

4) 주일학교 교사 (창의적 성경 교수법, 소그룹<분반> 지도 요령, 

큐티지도, 부모와 함께 하는 큐티교실)

5) SU 위원 트랙(SU 사역원리, 위원 사역의 실제, 관심 사역별 워크숍)

▶선택 특강 : 1) 묵상과 설교 2)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 3) 복음과 구원 4) 큐티와 글쓰기 등

▶차세대 캠프 : 동반 자녀를 위한 1) 어린이 캠프 2) 청소년 캠프 

▶회비 : 장년(17만원), 어린이 · 청소년 캠프(10만원) 

1차 등록 마감 : 6월 15일(15만원),  2차 등록 마감 7월 20일(16만원)

▶등록 : 인터넷 등록 www.su.or.kr 40주년 LTC 등록 게시판  

전화 등록(문의) 02-2202-0091(내선 100번, 133번) 

※ 학교 숙소 관계로 인원이 차면 등록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성서유니온선교회 http://www.su.or.kr 02)2202-0091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주 년 기념 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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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과 설교」 정기구독 안내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정직한 가슴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묵상과 

설교」는 멋진 말씀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묵상과 설교」는 

목회자들의 개인 경건과 매일 설교를 돕는 월간지로서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들에게만 정기구독 신청을 통해

서 보급됩니다.  

정기구독 신청 방법

1. 인터넷(www.su.or.kr) 을 통해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화를 통해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부 02-2202-0091(내선 103)  

3.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 입금, 

온라인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예금주 : (사)한국성서유니온

농  협  093-17-003342 

정기 구독료 

국내 1년 13만원(발송료 포함) 

 2년 24만원(발송료 포함)

해외 1년 정기구독료(항공료 포함)

1지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 

 책값 165,840원

2지역 동아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고, 베트남 

 책값 178,680원

3지역  북미, 미국, 유럽, 호주, 중동, 네팔, 인도, 터키 

 책값 192,440원

4지역  중남미, 아프리카, 이집트 등 

 책값 230,116원

창간 사은행사

2012년 5월 31일까지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1개월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2012년 5월(샘플)

발행처  (사)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발행일  2012년 3월 24일

발행인  도문갑

편집인  오형국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4번지

전화    02) 2202-0091

팩스    02) 2202-0095

편집위원 박대영, 임철, 김주련

책임편집 임완철

교정 유희원 

편집•디자인 이수진

표지  정계수

제작 정민권

관리 김종경 박광희 최지연 

보급 천용재 장성준 성미숙 박대현 

 양희원 박지나  

정기구독 조희현 정민권 이은정 고요한

인쇄  예원 프린팅

성서유니온선교회는 1867년에 영국에서 어

린이 전도와 성경읽기 사역으로 시작하여, 현

재 전 세계 130여 국에서 다양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성서유니온선교회는 1972년에 설립되어 한국 

교회에 성경 묵상(QT)을 소개하였고, 현재는 

전국 13개 지부에서 매일 성경읽기, 청소년 전

도, 캠프, 그룹 성경공부 지도, 지도자 훈련, 기

독교 서적 출판 등의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서유니온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린이

와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에 전하는 한편, 모든 

연령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규칙적이고 체계

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도록 권하여 온전한 믿

음에 이르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

는 것입니다.

본서에 사용한 개역개정역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Scripture quotations marked “ESV” are taken from 
ESV Bible(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
sion). Copyright ©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
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