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개서 소개 
벨리 마티 캘카이넨(Veli-Matti Kärkkäinen) 박사는 학개서를 소개합니다. 학개서는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벨리 마티 캘카이넨(Veli-Matti Kärkkäinen) 박사입니다. 풀러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세 책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성경일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세 성경을 각각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개입니다. 학개가 누구인지와 

그의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구약의 앞에 나오는 두 부분으로 된 책을 

보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과 

포로 생활 후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의--후폭풍에 대한 통일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부 분열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의 상황은 가혹했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학개가 하고 있는 일, 두 장으로 이루어진 그의 성경은--기원전 520 년 한 가을에 

학개가 했던 네 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 왔습니다. 이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학개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판벽한 

집은 좋고, 멋지고,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전이 황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내 일을 위해서는 쓸 돈이 없는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성경에서 네 번 나오는 거의 동일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장 

5 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찌니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말 그대로, "너희 
마음을 정하라"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때나 교회에서 가르칠 때, 종종 

이 동일한 네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학개의 주요 메시지는 "여러분의 희망은 성취될 것이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면 꿈은 실현된다"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들은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네 가지 설교나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학개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는 멋진 

축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회복의 시간과 성전 재건이 어떻게 성스러운 

안식처가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약 2 세대 전에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될 것을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