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째 주 – 말라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아래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5-7 분 동안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했습니까? 기다릴 때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 첫인상과는 많이 달랐던 사람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성경을 소리 내어 읽기
말라기 3 장 1-6 절: 하나님의 사자(messenger)에 대한 예언
말라기 4 장 1-6 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1.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a.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b.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c. 하나님이 임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d. 회복의 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2. 본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a. 무엇이 유다의 믿음을 차갑게 하였습니까?
b.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기대했지만 얻지 못하고 갈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말라기가 중요한가?
말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거 통일 이스라엘 왕국처럼 근방의 나라들 중
힘있고 강대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성전에 거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켜 주시지 않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 중에 등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조건대로, 그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가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지 않나요? 과연 그렇다면, 말라기서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과거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신실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말라기서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라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실
위대한 왕에 대해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말라기서에서부터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그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태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400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무려 4 세기동안 그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말라기서의 유다 백성들은 이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말이지요. 그 기다림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그러나 결국 이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또 그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페이지를 넘겨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어 보십시오. 오실 왕을 만나 보십시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3.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a.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말라기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b.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어려움과 기다림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 법칙: 시간이 충분하다면 같이 읽으십시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1. 문학적 해석: 장르—예언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86 B.C.),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이
끝난 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재건된 (기원전 5 세기)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1
2. 역사적 해석: 말라기는 포로귀환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이끌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로부터 100 년 뒤에 예언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2 유다 백성들이
1
2

“Malachi,” International Bible Society.
Michael Williams, How to Read the Bible through the Jesus Lens, 2012 Zondervan, p. 157-160.

했던 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 왕국의 영광을 전과 같이 회복시켜 근방의 나라들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시 그들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고, 그 의심은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말라기는 이런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명령했습니다.3 그런 다음 여호와의 사자(messenger)가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4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습니다.5 말라기 선지자를 이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6
3. 신학적 해석: 말라기의 신학적 주제: “위대한 왕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회복하시려 오실 것입니다.”7 말라기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올 축복과 회복을 바라보도록 격려했습니다.
4. 문화적 해석: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 그들이 각각 전한 말씀은 공통점이 많습니다).8 예루살렘은 재건 되었고, 유다
백성들의 종교 활동이 다시 재개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5. 성경의 큰 그림: 말라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신약성경 전,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실 왕에 대한 말라기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마찬가지로 이 왕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는 다를
것을 알려줍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위에, 또는 이 땅에 모든 나라 위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방언, 온 세계와 온 우주 위에 다스릴 왕입니다.
6.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말라기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통해 하실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옛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맞이한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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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기 3 장 5 절

말라기 4 장 5 절
Matthew 3:1-12; Mark 1:1-9; Luke 1:67-80; John 1:19-28; “Malachi,” International Bible Society,
https://www.biblica.com/resources/scholar-notes/niv-study-bible/intro-to-malachi/.
6
“What Happened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4 Things You Need to Know to Read the New
Testament Well.” Zondervan Academic, https://zondervanacademic.com/blog/what-happened-betweentestaments/
7
“Malachi,” International Bible Society.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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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 시리즈를 마치며
1. 이 성경공부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2. 이 10 주 과정의 성경공부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이 구약성경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질문의 응답들을 기록하고 간단히 정리해서 pastorjoella@calvin.edu 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들은 우리가 이 성경공부를 평가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기

왕 되신 예수님, 2000 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종 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과 사랑은 과연 깊고, 넓고, 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언약과
사랑을 인해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왕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 주옵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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