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나서와 나훔서 소개 
피터 림(Peter Lim) 박사는 요나서와 나훔서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에 

대한 메시지와 세상의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저는 피터 림(Peter Lim) 박사입니다. 선교대학원의 글로벌 리더십 개발학의 

부교수입니다. 기독교 구약성경의 소예언서 섹션에 있는 책 두 권을--리더십 개발의 

관점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요나와 나훔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는 성경의 순서를 좋아합니다. 나훔은 칠십인역(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 성서)에서 요나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순서는 꽤 적절합니다. 특히 요나와 
나훔 둘 다 자신의 사역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청중에게 전했습니다. 요나는 나훔보다 한 세기 전에 니느웨에 있는 앗수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훔은 기원전 7 세기에 남유다 왕국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압제자가 곧 멸망할 것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때쯤 앗수르는 이미 유다의 이웃인 이스라엘 왕국을 지도에서 지웠습니다. 

앗수르의 정치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청렴과 

잔학함이었습니다. 이는 나훔서 3 장 1 절에서 4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초강대국으로서 앗수르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속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소멸시키고 

스스로를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조약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나는 니느웨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자들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구원 대신 
파멸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중 일부는 이슬람 혐오증을 

조장하고,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그들은 요나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선교는 더 이상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선교는 어디에서나 시작되고, 어느 곳에서나 갑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선교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선지자를 지도자라고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종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는 자신의 저서 "서번트 리더십"에서 섬기는 
지도자는 먼저 하인이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봉사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봉사하고자 하는 감정에서요. 그린리프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가장 하기 어려운 시험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가? 섬김을 받는 동안 더 건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가? 더 자율적이고, 그들 자신이 섬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가?"  
 

저는 이것이 예언사역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에 

감사하지는 않았지만요. 요나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둘 다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