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강 성경의 맥잡기_선지서 예언서
(이사야 – 말라기)

예언만큼 우리 마음을 끄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에 최면 걸리기거나 넋을 잃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말, 즉 예언은 우리 목덜미를 잡기도 하고 급소를 누루기도 하고 해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정 구슬을 보기도 하고, 차잎을 관찰하기도 하고 점성술을 공부하기도 하고, 예언
자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과 인간 사이에는 베일이 드리워져 있으며 예언자들은 이것을 투시할 수 있도록 도
와 준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 전쟁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전쟁 전에 그들에게
전쟁 결과를 물어보기도 하며, 그 예언자들이 믿는 신과 다른 신들과의 전쟁이야기도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자 선지자는 일반 예언자과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참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 한다면 그의 예언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틀린 예언을 했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을 억제 시켰고 성경의 예언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참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자기 메시지를 저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16명만 성경에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서들을 선지서 예언서라 명명하며 17권의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혜미야 에스더
※시가서 :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언서 :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대부분의 선지서(이사야-스바냐)는 이스라엘 패망을 기록한 열왕기하 시대에 기록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죄를 끊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서들은 백성들이 이런 경고들을 끝까지 무시할 때, 장차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언합니다.
나머지 선지서들의 가운데 두 선지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고, 세 선지서(학개 스가
랴 말라기)는 귀환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언은 역사(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언서는 4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1.명칭 2.시대구분 3.예언 4.선포)
1.명칭 :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서(분량많은선지서, 처음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분량적은선지서, 나중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2.시대 구분 : 포로시대, 포로시대 이후 선지서는 연대기적으로 3시대로 나뉩니다.
세가지 시대 : 포로 시대 이전, 포로 시대, 포로 시대 이후로 분류됩니다.
1)포로시대 이전 : 대부분 선지서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은 포로시대 이전입니다.
2명 선지자 : 이스라엘(북왕국)을 향하여 (호세아 아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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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선지자 : 유다(남왕국)을 향하여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애가)
3명 선지자 : 다른 국가를 향하여 요나(앗수르), 나훔(앗수르) 오바댜(에돔)
2)포로시대 :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3)포로시대 이후 : 학개 스가랴 말라기
3. 예언 : 미래를 예언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
선지서의 특징은 그가 때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의 시금석은 그의 예언이 100% 정확한가 였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단 한번
이라도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
이었습니다. 이런 형벌로 선지자 계층은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선포 :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
선지서의 사역이 ‘예언’은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인데 비교적 극적인데 반하여 ‘선포’사역은 상당히 일반적이
었습니다. 선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의로운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사역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죄를 밝히 드러내고 고귀한 도덕적 삶으로 백성을 부르는 것.
2)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하리라고 경고하는 것.
3)장차 오실 메시야를 선포하는 것. (심판경고와 구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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