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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훔 선지자 

 

 이름의 뜻: “위로자” 

 가족 배경: 엘고스 사람으로만 나와 있음. 

 

 나훔 선지자의 예언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앗시리아 제국의 수도) 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 보았고, 그의 

묵시는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언어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o 선지자는 앗시리아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밝혔고, 

o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나훔 선지자도 오직 앗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했습니다. 

o 요나 선지자는 BC 770 년경에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를 

전했던 반면, 

o 나훔 선지자는 BC 650 년경에 니느웨의 멸망을 전했습니다. 

 

 앗시리아는 BC 722 년에 북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다시 남 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가 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o 니느웨는 BC 612 년 바빌론과 메대에 멸망했습니다.  

 

 앗시리아의 죄 

 

 앗시리아는 고대 중동 지방의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앗시리아를 향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선포했습니다. (나 1:1) 

o 나훔 선지자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많으시지만,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버려두시지는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나 1:2) 

나훔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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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하셨고, 회개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도리어 더 

교만하고 사악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 

 

 나훔 선지자는 앗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며, 앗시리아의 멸망이 주님의 정의에 의한 

심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피하는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구원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나 1:6) 

 

 나훔 선지자는 앗시리아가 철저하게 망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잔악한 이방 민족을 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나 1:15) 

 

 나훔 선지자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니느웨가 멸망할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 심판을 거두어들였던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며, 

교만으로 사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철벽같이 방어한다고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 2:1) 

o 선지자는 또다시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며,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주권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말했습니다. (나 3:1) 

o 또한 니느웨를 위로하거나 애도할 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망할 것이며, 그렇게 망한 그 

부끄러움은 뭇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나 3:7) 

o 주님은 메대와 동맹을 맺은 신흥 제국 바빌론을 일으켜 앗시리아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것을 밝히고 주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앗시리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앗시리아의 멸망은, 

앗시리아에 의해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나라들, 특히 유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여 나훔 선지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앗시리아의 멸망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