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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냐 선지자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가족 배경: 유다 왕족이며, 히스기야 왕의 고 손자임. 

 시대 배경: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였던 므낫세가 55 년간 장기 집권을 한 후, 8 살에 왕이 

되어 위대한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친척으로, 요시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 개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선왕이었던 므낫세와 암몬 왕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 

하셨습니다.   

o “여호와의 날” 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신 날로써 선지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주변 국가들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회개를 촉구하며, 

o 더불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족과 지도자들의 악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o 악한 자들과 부패한 지도자와 부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임박성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 

날에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습 1:2) 

o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위대한 날, 그 진노의 날로 불리는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가장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날이며, 모든 피조물에 심판이 임하는 날로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과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습 1:9) 

o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집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인간들을 찾아내어 벌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무엘 상 5:1-5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는지를 말하고 있음) 

 

스바냐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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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은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습 1:15) 

o 주님의 진노의 날에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며, 주님께 죄를 지은 

탓에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리는 그 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함 

 스바냐 선지자는 일류 최후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묘사하면서, 주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올바로 살아서 주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습 2:2) 

 

 스바냐 선지자는 거만한 예언자들과 율법을 범하며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과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습 3:2)  

o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동기를 부여하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라고 외쳤습니다. 

 

 회복의 날에 일어날 일들 

 그때는 만국 백성이 진실을 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깨끗한 입술로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온 땅이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습 3:9)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며, 구원을 받고 정결하게 된 남은 

자들이 위협을 받지 않고, 겸손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습 3:12-13)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 날에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두려움을 제하고 기뻐하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습 3:17)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 

 유다의 주변 나라에 곧 임할 공포의 날은 20 년 후에 바빌론의 침입과 유다의 포로를 말하고, 

상징적으로는 세상 끝 날에 있을 대변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세계적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으며,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