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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댜 개요 
1. 선지자 오바댜: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은 구약의 예언서의 저자들이 

그렇듯이,  오바댜 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바댜 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또는 

‘주를 예배 하는 사람’ 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2. 저술 시기: 오바댜 서는 선지자 오바댜가 적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저술 시기는 그 내용안에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11 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남 유다의 멸망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여 남 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한 주전 585 -586 년과 에돔이 멸망한 주전 553 년 사이에 적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술 시기를 주전 850 년 정도까지 이르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3. 오바댜 서의 주된 내용:  

• 오바댜서 는 한장으로 이루어진 구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인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 내용을 살펴보면, 앞 부분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o 5 절부터 9 절은 에돔이 멸망 당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도와 주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숨겨놓았던 보물마저 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남김없이 죽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o 9 절에 나오는 데만은 에서의 손자 이름인데 (창세기 36:11), 여기에서는 에돔 사람 

전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모든 군인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보입니다. 

• 10 절부터 14 절은 에돔이 철저히 멸망을 당하는 이유들이 설명됩니다.  

o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침략을 당한 상황에서 에돔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침략자들과 한패가 되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즐거워 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11-13 절) 

o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자들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에돔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14 절) 



목장 성경 공부 (목원용)             휴스턴 서울 교회 

              2023 년 3 월 10 일 

• 15 절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16 절이후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귀환을 예언하시고 영토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16-21 절).  

•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이방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