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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엘 개요 
1. 선지자 요엘: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밖에는 없을 정도로, 

요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요엘 이라는 이름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란 뜻인데, 

1 장 1 절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브두엘’ 에 대해서도 달리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많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요엘은, 예루살렘 출신의 제사장이나 장로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2. 저자, 저술 시기: 요엘서의 저자는 1 장  1 절을 따라 요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책이 적힌 

시기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주전 약 9 세기에서 

6 세기까지를  저술 시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왕이 언급되지 않고, 성전이 언급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바빌론 포로 귀한 이후에 적힌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3. 요엘서의 주제:  

 
• 요엘서의 가장 주제는 ‘주님의 날’ 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1 장에서는 주님이 

심판하실 날로 표현이 되고 2 장에서는 주님이 회복하실 날이란 의미와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란 의미로 같이 사용됩니다. 
 

§ 주님의 날:  

o 요엘서의 시작은 다가오는 메뚜기 떼로 인해 황폐하게 될 상황에 대한 경고입니다. 

메뚜기 군대로 (1 장 6 절) 표현이 되는 메뚜기 떼가 모든 땅을 망쳐 놓을 것이라는 

경고가 1 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공격은 

곧장 주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1 장 15 절).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변국의 침략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날은  이스라엘에 고난을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경고를 나타냅니다.  
 

o 주님의 날은 회복의 날로도 다가옵니다. 2 장 18 절부터 나오는 내용과 3 장 16 절 

이후의 내용은 심판이 아닌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날은 백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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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을 심판하시는 날도 되지만 회개 후에 다가오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o 주님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날도 되지만, 이스라엘을 핍박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날도 됩니다. 3 장 초반부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o 위에 나온 심판은 일시적인 형태이지만, 최후의 심판이란 의미로도 다가오는데 

그런 의미는 2 장 28 절 이후로 나타납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 

메사아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2 장 28 절-29 절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나타내고 

이어지는 내용은 재림시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o 위의 내용들을 모두 묶어보면, 주님의 날은 단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단 시간 또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요엘서의 두번째 주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2 장 12 절부터 하나님은 진심 어린 회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3 절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심판을 하시는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 절부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 요엘서의 다른 주제는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나오는 내용들이 백성들을 살피시는 자상한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2 장 18 절 이후, 3 장 16 절 

이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진정한 복, 즉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 장 21 절 후반부,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