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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 3:1 – 3:10
1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3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하나님께서 두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전할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는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4 절 후반부). 첫번째에는 불순종하였던 요나가 이번에는
곧 순종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아주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니느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니느웨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은 창세기 10 장
11 절 입니다. 노아의 둘째아들, 함의 손자 니므롯에
의해 세워진 도시인데 니느웨 근처에도 다른
도시들을 같이 세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변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창세기 10:9-12). 니느웨는 산헤립이
앗시리아를 통치하던 시기에 (705-681 BC) 수도가 될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1845-1854 년 사이에 니느웨를 발굴하였을 때
발견한 것을 토대로 만든 니느웨의 지도인데, 이
도시의 둘레가 약 12 km 정도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요나서 이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니느웨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훔서 2, 3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는 기원전 612 년에, 메대와 바빌론 연합군에 의해 망합니다. 이때
연합군이 니느웨를 지나는 강물을 막은 후 홍수를 일으켜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나훔서 2 장 6 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둘러보는데 사흘이 걸린다고 적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 둘레만 보면 사흘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니느웨 그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도시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사흘이 걸렸다고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니느웨의 모든 지역, 지역을 돌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4 장 11 절에서 니느웨 주민이
십이만명 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다 돌자면 사흘이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장 성경 공부 (교사용)

휴스턴 서울 교회
2019 년 2 월 15 일

4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소리로 외쳤다. "사십 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5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 옷을 입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 절에서 “무너진다” 라는 말은 창세기
19:21, 25 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사용된 단어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장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는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6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7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8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9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절에서 니느웨의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앗시리아의 왕이 아니라 니느웨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영어성경을
보면 “The word reached the king” 이라고 해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와 함께
백성들의 반응이 왕에게 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절부터 왕이 명령을 선포하는 장면과
내용인데, 어떤 해석에서는 5 절과 6-7 절 내용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왕이 선포한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시작한 금식과 베옷 입는 것을 왕이 더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도 금식하고 베옷을 걸쳐야 하고, 음식만이 아니라 마실 것도
금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라고 명합니다. 금식과 베옷을 입는,
형식적인 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바꿈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원인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9 절에서 왕은 “누가 아느냐?” 라고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합니다.
10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변화/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이 하나의 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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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20:5-6)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10 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 회개의 모습은
금식과 베옷을 입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감정적인 면,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측면과 함께 이제까지 해 오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의 뜻에
Turn Around 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