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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_아모스,오바댜,요나,미가

1. 구약의 선지자 도표

2. 아모스

❛오직�정의를�물�같이,� 공의를�마르지�않는� 강� 같이�흐르게�할지어다(암� 524)❜
-여로보암 2세 :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왕하 1423-29)

-양치고 뽕나무 가꾸는 자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 예언

오바댜(BC840년경):에돔의교만
유다에게 행한 에돔의 교만하고 사악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
고했습니다.

미가(BC740-700):신앙적 타락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 
주로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북이
스엘의 멸망을 예언했고 목격한 선지
자입니다.

아모스(BC790-750):정의!
남유다의 웃시야와 북이스라엘의 여
로보암 2세 초기, 다메섹, 가사, 두
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
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
니다.

요나(BC774-760):니느웨의멸망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중엽, 앗
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
활발한 경제무역(암613), 사치스러운 
여름, 겨울 별장들(암315), 상아로 장
식된 내부(암64), 빈익빈부익부, 사
회적 양극화 현상(암26-7)
⇒ 겉으로는 부유한 국가이지만 
  안으로는 불의와 비윤리적인 삶!!

선지자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사무엘

나단

1 다윗

2 솔로몬 아히야

스마야 3 르호부암 여로보암 1 무명선지자

4 아비얌

아사라 5 아사

하나니 나답 2

바아사 3 예후

엘리 4

시므리 5

예후 오므리 6

아하시엘 아합 7 엘리야

엘리에셀 6 여호사밧 무명선지자

엘리야 7 여호람 아하시야 8 미가야

8 아하시야 요람(여호람) 9 엘리사

예후 10

9 아달랴

스가랴 10 요아스

무명선지자 여호아하스 11

요엘 요아스 12

무명선지자 11 아마샤

다른

무명선지자

여로보암2 13 아모스

12 웃시야 요나

미가 스가랴 14

이사야 살룸 15

스가랴 므나헴 16

브가히야 17

베가 18

13 요담

오뎃 14 아하스

호세아 19 호세아

15 히스기야

무명선지자 16 므낫세

17 아몬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18 요시야

19 여호아하스

20 여호야김

21 여호야긴

오바댜 22 시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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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지적한 나라가 어디?
-종교적 제의 활발
-예배, 제사 (       ) 정의, 공의
-525,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

느냐

3. 미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암� 524)� 인자를�사랑하며(호� 66)�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

께�행하는�것(사� 79)이� 아니냐(미� 68)❜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
-3장, 건축물(310)
-화려한 예배 뒤에 숨겨진 재앙
-미가(הי) :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4. 요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

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하시니라❜(410-11)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여로보암2세 시대로 추측(왕하 1425)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예언
-아밋대의 아들
-하나님의 용서 : 니느웨 + 요나
-요나 신드롬

5. 오바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네�머리로�돌아갈�것이라❜(115)
-오바댜 : 야훼의 종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에돔이 유다에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BC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때가 아닐까 
추측

-방관자적 태도

6. 영적 메시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

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게�아무� 유익이�없느니라(고전� 131-3)

-사랑의 실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더 나은 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
우리의 믿음, 경건을 판가름하는 자
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 우리의 일
상, 삶의 자리입니다.

열왕기하 142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
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오뱌다 이름의 의미
오바댜는 ד(종) + ה(야훼)의 합성
어로 야훼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
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돔이 ‘방관자’라는 의미
에돔은 유다가 멸망하였을 당시 구경
만했을 뿐 아니라 약탈했고, 유다의 
생존자들이 바벨론을 피해 에돔에게 
은신처를 내어주기를 요청했을 때, 
피난민들을 바벨론에 넘겨주기도 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