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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나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의 직업을 알게 되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주었던 적이 있는지 나눠보십시오.

성경을 소리 내어 읽기
사사기 4 장-5 장 3 절; 5 장 6-9, 31 절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1.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a. 4 장 1 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3 장 12 절, 3 장 7 절, 2 장 11 절을 차례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서 공통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b. 위 본문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역할은 각각 무엇입니까?
c. 드보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락의 역할은? 시스라와 야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 본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a.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b. 바락은 누구였으며, 어디 출신입니까?
왜 드보라가 중요한가?
드보라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로운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자 세우신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녀가 사사기에 기록된 유일한 여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일을 성경은 굳이 이례적인 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1 드보라의 리더십
아래 바락은 이스라엘을 군사적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40 년 동안 평화를 회복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전까지 40 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드보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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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은 주목할 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한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사(judge)였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심판자(또는 사사, judge)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십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족속에게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군사적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 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와 안식은 그저 잠시의 평화와 안식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행동에 의존되는 평화와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 받아야 할 심판을 그가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가르치며,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의 죄악이 낸 상처를 고치십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3. 우리는 어떻게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a.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까?
b. 여러분의 삶에 드보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드보라처럼 여러분을 불러내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또 옆에 같이 있어줌으로 여러분에게 격려와
용기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사사기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 법칙: 시간이 충분하다면 같이 읽으십시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1. 문학적 해석: 신학적 역사서(theological history, 즉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서:
역자 주).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 이끌어 약속에 땅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2
2. 역사적 해석: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로 인해 재난과 불행을
겪게 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에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인들과 그들의 우상숭배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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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https://www.biblica.com/resources/scholar-notes/niv-study-bible/intro-to-judges/.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가나안인들과 가까이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경멸스러운 그들의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가나안인들과 근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를
보이시고, 사사들을 일으켜 백성들을 이끌고 평화를 되찾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리석은
패턴(“the stupid cycle”)이 되어버립니다.3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4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땅을 평화와 구원으로 이끄시려 세우신
여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3. 신학적 해석: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포악한
통치에서부터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그 땅에는 다시
한 평화와 안식의 시대가 회복됩니다.
4. 문화적 해석: 당시 선지자들과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지도자, 재판자,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드보라도 한 명의 선지자와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5 여자가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드물었고, 그래서 어쩌면 이례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명성을
가리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5. 성경의 큰 그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 막
거주하게 되었던, 하지만 죄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기록합니다.6 사사기는 특히 어떻게
죄가 사람의 인생과 육신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비참한 이야기들을
기록하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사기는 하나의 다른 측면을 보여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 누리는 우리의 번영입니다.
6.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들이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드보라의 사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상 시청하기

3
4
5

6

Judges 2:16-23; cf. Pastor Darrell Delaney, Madison Church.
“Judges,” biblica.com.
사사기 4 장 5 절: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Judges,” https://www.biblica.com/resources/scholar-notes/niv-study-bible/intro-to-judges/.

사사기에 대한 개요와 드보라 시대의 배경에 대한 아래의 영상을 같이 시청하십시오 (The Bible
Project, “Read Scripture: Judges”).
https://www.youtube.com/watch?v=kOYy8iCfIJ4
기도로 마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가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 할
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꽃 피우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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