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라기 소개 
벨리 마티 캘카이넨(Veli-Matti Kärkkäinen) 박사는 말라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대화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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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말라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말라기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대화입니다. 7 개의 

대화 혹은 문답식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대화는 말라기 1 장 2 절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무척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백성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를 들어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시면 

백성들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없었나요?"라는 식으로요. 어느 시점에서 주님은 "너희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학개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너희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두 파트너 사이의 매우 흥미로운 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결론에 다다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화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에 나오는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라기 4 장 5 절과 6 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물론--
우리 구주의 사역과 삶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신성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 본 세 성경과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절망을 넘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하고 새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