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사기 2~3장

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 로 받은 땅으로 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변의 여러 나라를 통해 벌하셨습니다. 

이웃의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 왔습니다.

1) 진멸 : 완전히 망하게 함.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이웃 나라의 종이 되어 힘든 생활을 하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를 세워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생활을 하 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악을 행하여 다시 이웃나라에게 고통을 당하 고, 하나님께 부르짖

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1) 사사 :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지도자.



1.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을 보고 답해 보세요.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듯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누구

를 보내주셨나요?

2.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나요?



교회학교 4학년인 경호는 태권도를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몸통 지르기 등 태권도의 여러

동작을 잘하며, 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경호는 자기의 태권도 실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는 친구들 사이에서 싸움 잘하는 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조그만 잘못만

해도 친구를 마구 발로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느 날, 경호는 친구에게 화를 내며 친구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차서 다리가 부

러졌습니다. 경호는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누운 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휴, 힘들어.
아프고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아하! 하나님께서는

경호가 찾은 답은 무엇일까요? 말풍선 안을 채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징계를 받은 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

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사란 히브리어로‘재판한다’, ‘다스린다’는 뜻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
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며 백성을 다스렸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군 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을 다스렸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에서 여러 사사가 다스린 지역입니다.

1. 유다의 옷니엘 (사사기3:9)

2. 베냐민의 에훗 (3:15)

3. 삼갈 (3:31)

4. 에브라임의 드보라와 납달리의 바락 (4:4~6)

5. 므낫세의 기드온 (6:11)

6. 잇사갈의 돌라 (10:1)

7. 길르앗의 야일 (10:3)

8. 길르앗의 입다 (11:11)

9. 베들레헴의 입산 (12:8)

10. 스불론의 엘론 (12:11)

11. 에브라임의 압돈 (12:13)

12. 단의 삼손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