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스와 오바댜 소개
드와이트 래드클리프(Dwight Radcliff) 박사는 아모스와 오바댜를 소개합니다.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강한 말을 쓰면서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인간적인 책으로 소개합니다.
저의 오래된 Thompson Chain-Reference 성경을 가져 왔습니다. 1997 년,
1998 년에 받은 것 같습니다. 오래됐죠. 고대 1900 년대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받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써야할 만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디지털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디지털 자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드와이트 래드클리프(Dwight Radcliff) 박사입니다.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선교, 신학 및 문화학의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와 오바댜의 예언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8 세기 최초의 예언자 중 한 명이고, 오바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둘의 사역 사이에 아마도 200 년 정도의 세월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두 예언서에는 중복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둘 다 주의 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바랐던 것과는 모순되는 언어로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날이 승리와 극복의 날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와 오바댜는
주님의 날이 어둠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아모스는 이것을 사자를
피하다가--곰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모스와 오바댜를 읽을 때 성경 개요 외에도, 구약성경의 예언 외에도, 성경의
인간성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성경 본문의
인간성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함의 정점은--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류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아모스와 오바댜를 읽을 때, 성경의 인간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바댜에서는 에돔의 판단을 보고 있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포식적인 관행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이스라엘이 그들의 포식적인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인간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모스와 오바댜를 읽을 때, 하나님 백성의 인간성과 상태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저자들의 인간성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온
시카모어 나무를 가꾸는 양치기였습니다. 오바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오바댜를 꼭 개인의 이름이 아닌 칭호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바댜서를 쓴 이 사람, 예언을 말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를 오바드야, 즉 '하나님의 종'으로 봅니다.
이 두 성경은 가혹한 비판과 강한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겸손한 그릇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시간 속에서, 많은 기관과 교회는 예언적인 말과
강한 교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스타 사역자나 학자들을
강조하고, 그들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모스와 오바댜는 우리가 그저 시카모어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드고아에서 온 양치기일
뿐이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뿐입니다.
저는 아모스와 오바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의깊게 들어야 할 의무를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의깊게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돌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