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자들 (3명)
10월 1일
구약 성경 전체에는 총 18명의 예언자가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방 민족에 대하여 예언한 3명이
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구약에 나오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자들은 ‘요나’, ‘나훔’ 그리고
‘오바댜’가 있다. 요나와 나훔은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현재 이라크의 모술)’ 에 대한 구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으며,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1) 요나 (앗시리아에 대한 예언 – 멸망을 경고하며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함)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며, 북방 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의 적인 ‘앗시리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현재 이라크의 모술)’
에 가서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라는 것이 싫어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50 km
떨어진 ‘욥바’ 항구로 도망가고, 거기서 ‘스페인 (다시스)’ 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된다.
욥바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다시스) 으로 도망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고, 선원들은 제비 뽑기로
폭풍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게 되고, 결국엔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 요나의 기도 후,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모술)’로 향한다.
요나는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경고 하였고, ‘니느웨’성 근처에 초막을 치고 기다린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초막에 박 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요나가 박 넝쿨의 그늘을 즐기게 하신다. 그 다음 날 벌레가 박 넝쿨을 갉아 먹게
하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낸다. 하나님은 요나가 수고하여 키우지도 않은 박 넝쿨이 죽었다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 하시며, 이방 민족인 ‘니느웨 (모술, Mosul)’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을 요나에게 주신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 에 ‘앗시리아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는데, 남방 유다는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방 유다보다 먼저 앗시리아가 멸망하기 때문이다.
B.C. 612 년에 앗시리아는 ‘바벨론 (이라크) 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메대는 앗시리아에 붙고, 앗시리아가 멸망할 때 메대는 바벨론 (이라크) 과 연합한다.
남방 유다는 그 이후 B.C. 586 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멸망한다. 남방 유다는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이라크) 의 침공을 받는데,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준으로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감)
2) 나훔 (앗시리아에 대한 예언 –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이며, 남방 유다 출신의 예언자이다. 요나 예언자가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현재 이라크의 모술)’ 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한 반면, 요나 예언자
보다 100년 후에 나타난 ‘나훔’ 예언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다. 나훔 예언자는 니느웨가
거짓말, 약탈, 음란한 짓, 마술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해서 망한다고 예언했다. 나훔의 예언대로
앗시리아는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한다.
3) 오바댜 (에돔에 대한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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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며, 남방 유다 출신의 예언자이다.
오바댜 예언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였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이고, 모압 남쪽에 위치해 있다.
에돔은 모압 남쪽 ‘세일산’이라는 높은 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도 그들을 멸망 시킬 수 없다는
교만함에 가득차 있었다. 또한 에돔은 당시의 여러 나라와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동맹을 맺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 하실 때에는 에돔이 주변의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고 만다.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함락 되었을
때, 형제의 나라인 에돔은 예루살렘을 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같이 약탈하는 만행을
일삼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오바댜의
예언이 선포된지 200년 후에, 아랍계 유목민 ‘나바티안’ 족에 의해 ‘세일산’에서 쫓겨난다.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현재 이라크의 모술)

현재 남아있는 니느웨 (모술)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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