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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 개요 
 

1. 선지자 요나: 요나서의 가장 주된 등장 인물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저자가 요나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서 요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인데 (요나 1:1), 그에 대한 짧은 설명이 열왕기하 14 장 25 절에 나옵니다.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 세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입니다. 
 
2. 저술 시기: 요나가 활동 했던 시기에 여로보암 2 세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의 재위 기간은 

주전 782-753 년입니다. 따라서 요나서의 저술 시기는 그 무렵으로 주전 800 - 750 년 사이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요나서의 구성:  요나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부터 도망치는 요나 (1 장과 2 장) 

o 곤경에 처하는 요나와 선원들 (1: - 1:16) 

o 요나의 감사 기도 (1:17 – 2:10) 

• 요나의 순종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3 장 – 4 장 4 절) 

o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3:3 – 3:10) 

o 요나의 분노에 찬 기도 (4:1-4:4) 

•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4:5 – 11) 
 

4. 요나서의 배경과 주된 내용:  

• 요나가 사역했던 시기는 앗시리아 왕국이 시리아를 정벌하면서 시리아의 힘이 약해지고, 

여로보암 2 세가 잃었던 땅을 되찾고 이스라엘이 번창하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 

앗시리아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던 나라였는데, 한동안 어수선했던 앗시리아의 

내정이 안정을 찾으면서, 앗시리아 왕국이 다시 강성해지고 마침내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5 세와 사르곤 2 세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시 앗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명하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스페인 (개역 

성경에는 다시스) 으로 달아납니다. 첨부된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과 니느웨는 거의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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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장 

나타나 있는 구절이 4 장 10-11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입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그슬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바다에 태풍을 불러 오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 가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달아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 

가시지는 않습니다. 

• 또 하나 볼 수 있는 주제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요나서에는 회개의 모습이 두번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의 회개인데 이 모습은 2 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에서 잘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3 장에서 요나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11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