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겔서 소개 
칼리 크라우치(Carly Crouch) 박사는 트라우마, 격변, 무질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는 에스겔서를 소개합니다. 

 
저는 칼리 크라우치(Carly Crouch) 박사입니다. David Allan Hubbard 구약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6 세기 경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책입니다. 기원전 

597 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포위망을 치고, 도시를 

정복하고, 주민을 다수 추방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단 몇 달 동안 왕위에 
올랐던 여호야긴 왕도 포함됩니다. 왕족과 제사장, 도시의 귀족들도 추방 당했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망명자들 중에는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성직자 가족 출신이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로 기대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 이 모든 기대는 파괴됩니다. 바빌로니아로 강제 이주됨으로써 
물거품이 됩니다. 바빌로니아 정복의 결과로 그곳에 정착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에서겔서는 가장 먼저 망명자들, 강제 이민자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자신의 삶과 도시가 파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이국 땅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상한 관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낯선 풍속, 낯선 생활 방식, 낯선 신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왜 이 책에 공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에스겔서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매우 

이질적이고,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에스겔서는 트라우마와 격변과 무질서가 익숙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런 실존적인 질문과 씨름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헛되이 되어버렸을 때에요.  

 



	

	

망명과 트라우마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히 불편한 

하나님의 계시를 불러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편한 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나게 합니다. 

정의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심지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고, 권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일 때에도 말입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함을 상기시킵니다. 에스겔은 다양한 이미지, 

이상한 언어, 긴 묘사, 은유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예언적인 행동(공연)까지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이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여러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은--하나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변의 시기와 기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주가 저곳에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과거의 폐허로부터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