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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개요 
1. 신명기: 신명기라는 제목은  ‘두번째 율법’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새로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시대에 주어진 율법들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가나안 진입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직접, 앞선 세대로부터 주어진 

율법들을 정리해주는 연설의 형식으로 적혀있습니다.  
 

2. 저자: 신명기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34 장의 내용은 모세의 

죽음과 그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적은 내용을 모세 사후에 다른 

사람이 정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신명기의 목적: 신명기의 목적은 전반적인 내용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십계명과 연관된 율법과 규례들을 

배경과 함께 정리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4. 신명기의 구성: 신명기의 구성은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 놓고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면 크게 세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 장부터 4 장까지가 첫 연설의 내용이고, 5 장부터 

28 장까지가 두번째 연설, 그리고 29 장 이후가 세번째 연설의 내용입니다.  

32 장에서 34 장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32 장은 모세의 노래, 33 장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그리고 34 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 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살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증언으로 미리 주신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비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5. 신명기 구성과 십계명: 신명기의 내용을 구분하는 연구 중에서 십계명과 연관시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읽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제 1 계명 – 6 장 – 11 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 제 2 계명 – 12 장,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 

• 제 3 계명 – 13 장 – 14 장 21 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야 한다 

• 제 4 계명 – 14 장 22 절 – 16 장 17 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특권이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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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계명 – 16 장 18 절 – 18 장,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세우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 제 6 - 8 계명 – 19 장 – 24 장 7 절,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 9 계명 – 24 장 8-16 절, 이웃에게 진실되게 행동하라 

• 제 10 계명 – 24:17 절 – 26 장 15 절,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6. 주요 메시지: 신명기에 나타난 메세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 율법: 보통 율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관점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o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몰랐기에,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행위들을 그들이 섬기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o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다는 높은 차원의 목적 하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사회를 공정하게 다스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o  율법은 터무니 없는, 지키기 불가능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자체에 대하여 불평하는 

말들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다른 민족들은 도시마다 예배 처소를 짓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환경가운데에서 성막은 이스라엘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 상과 벌: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상과 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좌우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는 상과 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약속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었습니다.  
 

• History – 하나님의 역사: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명기가 

보여주는 것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을 공부하고 살펴볼 가치가 있는 이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