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서 소개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 박사는 미가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어떻게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합니다. 
 

저는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 박사입니다. 저는 풀러신학대학원의 

총장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기원전 8 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배경은 주로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불협화음과 압력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그들의 
경험은 미가를 포함한 선지자들의 음성과 외부 국가의 세력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 안에서의 혼란에 의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미가서가 강력한 책인 이유는 이것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절 

때문입니다. 그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거슬러 가며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6 장 
6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의 이 부분은 아마도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일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언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극도의 책임감, 실망, 슬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는 가혹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정의와 불쌍히 여기심을 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수 년 동안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주변국을 수용했습니다. 자신의 식욕에 적응하며, 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기 집안 사람들을 학대함으로써 자신의 위선과 

예배를 배반했습니다. 종종 가난한 사람들, 사회. 문화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학대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입니다.  
 

이 주제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전체에 걸쳐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특별한 책인 미가서에서 그 말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가서에는 

엄청난 심판과, 엄청난 책임감과, 때로는 상실된 희망이 있습니다. 6 장의 이 구절을 

읽기 전까지는요. 이미 백성의 총체적인 부패가 눈앞에 다가 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극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다." 

번제물이나, 숫양 수천 마리나, 기름 수만 병이나, 심지어 맏아들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근본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인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미가서의 핵심에 놓인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정교하지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계를 정의하는 이기적인 방식이나 

세계를 이해하는 부족주의적인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걷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원전 8 세기 미가서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도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