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엘서 소개 
티나 암스트롱(Tina Armstrong) 박사는 요엘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절망에서 구하시고, 고통과 상실 후에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희망의 메세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 심리학 교수, 티나 암스트롱(Tina Armstrong)입니다. 

심리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임상 훈련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과 PsyD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요엘서는 절망 속에서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저는 희망과 부활의 테마, 
심지어 희망과 회복의 테마를--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저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삶의 상황과 도전이 저를 

많이 아프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의 영감과 희망이--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믿는자로서 저의 희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 속의 사람들은 정말로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들은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그리는 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분재 나무를 가져 왔습니다. 그 느낌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온라인이나 다른 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풀잎 하나, 시멘트 속에서 자라는 옥수수의 

작은 줄기 하나, 바위 한쪽에 자라거나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요엘서의 메세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곳이었지만, 
만능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의 도입부는 최악의 재난을 겪는 공동체의 경험을 보여줍니다. 요엘서에는 

이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시와 시집이 있습니다. 요엘 2 장 28 절, 29 절을 보면, 넘쳐 
오르는 미래에 대한 희망, 주님의 날, 이 부분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정해진 시간, 

아주 구체적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풍족하고 생명을 주는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이 쏟아지는 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이런 친 한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이 구절이 "그 후에 내가..."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상실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 후"가 필요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그들의 고난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입니다.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메세지가 설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 그것이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소외되었던 자들이 '그 후에' 

포함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엘 2 장 28, 29 절, 주님이 그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