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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아 1:1 – 1:9 호세아서 배경, 호세아의 아내와 아이들 

 

 

 

 

 

 

 

 

 

 

 

• 호세아서 1 장 1 절은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이 시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 

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주님께서 ~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선지서의 저자를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 절에 등장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 선지서가 

적힌 시기를 (주전 8 세기 후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앗시리아가 강성하였는데 

호세아서 내용 중에도 앗시리아와 관련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우상 숭배는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숭배하던 날씨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날씨가 농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바알은 

풍요함을 컨트롤 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성적인 타락과도 연관이 되는 

것은, 바알 신전에서 창녀들과 음행을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식을 낳는 것처럼, 바알신전에서 행하는 음행이 풍요로운 농사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호세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장부터 3 장은 호세아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과 유다 민족사이의 관계에 비유되면서 내용이 전개되고 4 장부터는 전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꾸짖음) 으로 진행이 됩니다. 

• 2 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시는데,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은 순결한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레위기 21:14). 

선지자에게 같은 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1 주님께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2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3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4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 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르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6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 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7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8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9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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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로서 거리끼는 것이 있을 만 한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전혀 불평없이 순종합니다. 

• 고멜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그 땅의 

타락한 문화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멜이 낳은 아이들은 셋 모두가 호세아의 아이들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첫 

아이는 호세아의 아들이라고 적혀있지만 (3 절 – 호세아의 아들), 나머지 두 아이는 고멜이 

임신하여 낳았다고 하지만, 호세아의 딸과 아들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6 절, 8 절). 

• 첫째 아들의 이름 이스르엘은,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행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의 자손은 4 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랴가 역모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서 

멈춥니다 (열왕기하 15:8). 4 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과입니다. 

•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로’ 라는 단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루하마’ 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라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신, 어미가 자식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긍휼같은 마음을 이제는 거두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 세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암미’ 는 내 백성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출애굽기 19:5 절, 레위기 26:12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10절에 오면 내용이 급하게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2:17절).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번성한다는 

말씀과 함께, 로암미와 로루하마가 암미와 루하마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맞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두가지 선택 (로루하마 – 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 암미) 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