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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서 개관 

1. 아모스서 저자와 시기: 

a. 저자:   

i. 드고아의 목자 (암 1:1,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ii.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 (암 7:14-15,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 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b. 시대: 

i. 유다의 웃시야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 

 암 1:1,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웃시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이 년 전이다  

 열하 14:23-24 절,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 십오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요아스)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마흔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호 1:1 주님께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ii. 지진이 일어나기 이 년 전 (암 1:1) 

2. 아모스서 구조: 

I. 이스라엘 이웃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 

1 장: 이스라엘 이웃 나라의 죄와 심판  

2 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II. 이스라엘과 권력자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 

3 장: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보응 

4 장: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5 장: 회개를 촉구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라) 

6 장: 이스라엘의 교만과 사치 경고 

III: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회복 

7 장: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메뚜기, 가뭄, 다림줄, 그리고 아마샤에 대한 경고 

8 장: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9 장:  이스라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성전 붕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 

3. 아모스서 주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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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서 9 장. 다섯째 환상 (성전의 붕괴) / 이스라엘의 회복 

1. 9:1 절,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종교지도자들이 완전히 멸망함을 성전이 

붕괴됨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2. 11 절, 첫번째 약속: 다윗의 초막,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고 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닌 초막,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다시 세우시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약속입니다.  

3. 12 절, 두번째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13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14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15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17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행 15:13-17) 

 

4. 13 절 세번째 약속: 땅을 다시 찾고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5. 14 절 네번째 약속: 잡혀간 이스라엘이 돌아오며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6. 15 절 다섯번째 약속: 다시는 뽑히지 않으며 약속된 그 땅에서 평안하며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 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11 "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12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13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 

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14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15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