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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민족은 고

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러자 하나님께서는

옷니엘을 사사로 세

워 이스라엘을 구원

하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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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아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의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와 관원들을 불러“너희 중에 남아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함께 지내지 말라”고 당부하 습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는 죽어 딤낫 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지파 로 제비 뽑아 받은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민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

라엘 민족은 가나안 여러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 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신 일도 잘 알지 못하 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며 결혼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말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 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1)청종치 아니하 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여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사사기 2:16)

1) 청종 : 말하는 것을 듣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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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 벌하셨습니다. 

이방 신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팔 년 동안 메소보다미아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

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옷니엘을 1)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 옷니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악한 죄를 범하 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 론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십팔 년 동안 모압 왕의 지배를 받게 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훗을 세워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모압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습

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벌하셨고, 또 그들이 돌이킬 때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더 악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 습니다.

1) 사사 : 왕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지도자.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나요? 그림을 보고 답해 보세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어 구해 주셨나요?

우리가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어 구해 주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 습니다.

83오늘의 공부



하나님의 징계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수의 아버지가 수를 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벌)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으면 적어 보세요. 

그 징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징계를 받은 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겠습니다.

84 오늘의 말 을 배우고



사사란 어떤 사람인가요?

사사란 히브리어로‘재판한다’, ‘다스린다’는 뜻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며 백성들을 다스렸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군 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을 다스렸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가 다스린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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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다의 옷니엘(사사기3:9)

22.. 베냐민의 에훗(3:15)

33.. 삼갈(3:31)

44.. 에브라임의 드보라와 납달리의 바락(4:4~6)

55.. 므낫세의 기드온(6:11)

66.. 잇사갈의 돌라(10:1)

77.. 길르앗의 야일(10:3)

88.. 길르앗의 입다(11:11)

99.. 베들레헴의 입산(12:8)

1100.. 스불론의 엘론(12:11)

1111.. 에브라임의 압돈(12:13)

1122.. 단의 삼손(15:20)

3.삼갈

10.엘론

5.기드온
4.바락

4.드보라
6.돌라

8.입다11.압돈

2.에훗
12.삼손

9.입산

1.옷니엘

7.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