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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애가 3 장 1 – 26 절  
 

 
 

 

 

 

 

 

 

 

 

 

 

 

 

• 예레미야 애가는 책의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적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내용안에는 예레미야가 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는 없습니다. 단지 역대하 35 장 

25 절에서 예레미야가 유다왕 요시야가 이집트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한 후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추정하는 단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의 주제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슬퍼하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바빌로니아에 의해 함락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이 이 추정에 무게를 

더 실어줍니다. 그리고 유대의 고대 기록들이 예레미야를 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 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애가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이 애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후에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찬란했던 도성이 폐허가 되어 버린 참상과 고통을 

토로하는 탄식의 내용을 담고 했습니다. 4 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장면이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 이 애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고 있지만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된 감정 표현이 보이는데, 이런 절제된 슬픔과 고통의 

1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2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3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17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18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19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20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21   그러나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22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23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24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25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26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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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시편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의 전개가 이 애가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 13, 44, 77편과 같은 것이 예들이 

되겠습니다. 

• 예레미야 애가의 1 장부터 4 장은 각 절이 히브리 말의 자음 순서를 따라서 시작하는 

형식을 가집니다. 1, 2, 4 장은 각 22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절의 시작이 히브리 말의 

첫 자음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자음으로 마치는 반면, 3 장은 3 절이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여 66 절로 마칩니다. 이런 형식의 시중에 가장 잘 알려진 시가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레미야 애가 3 장 1 절은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 당하는 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바탕으로 적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3 장의 앞부분에서는 고통을 언급하지만 

(1 - 20 절), 고통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전에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고 희망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21 – 26 절). 그리고 예레미야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27 

– 39 절). 뒤로 가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회복을 간구합니다. 

• 예레미야가 고통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3 장 

22 절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도성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는 근거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과 

‘긍휼’ 입니다. 이 사랑과 긍휼은 출애굽기 34 장 6-7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 22 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난 뒤에 나오는 23 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것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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