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장 성경 공부 (목장식구용)   휴스턴 서울 교회 

  2022 년 11 월 4 일 

 

호세아서 개관 

1. 호세아서 시기 (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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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i. 남유다: 웃시야-요담-아하스-히스기야 왕 

ii.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 세) 왕  

2. 호세아서 글체: 

a. 산문체: 1 장과 3 장 

b. 시: 2 장, 4-14 장 

3. 호세아서 내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상징으로, 선지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우상숭배, 무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메세지도 함께 주시며 결국에는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 호세아서 구조: 

(1) 1-3장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1 장: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세 자녀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뿌린다 

로후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2 장: 고멜에 대한 징벌과 회복 

            3 장: 고멜에 대한 구원 

(2) 4-10장 호세아와 같은 하나님,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4장: 심판의 경고 

            5장: 심판의 판결 

            6장: 회개의 촉구 

            7장: 이스라엘의 범죄 

            8-10장: 심판의 예언 

(3) 11-14장: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회복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12-13장:  방탕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징벌 

            14장: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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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1. 4:6a, 5:4 절,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 불순종하는 원인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6:3a 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포함한 관계 속에서 체험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앎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음란한 생각과 불순종으로 망한다고 선지자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3. 14:1-2 절, 호세아는 온전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4:4)  

4. 14:9 절, 맺는 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4:6a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5:4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6:3a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14: 1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2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 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9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