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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2년 2월 구역공과 

* 제목: 여호와께 돌아가자 
* 본문: 호세아 6:1-3 

서론: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난 2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
니다. 그 동안 백신이 개발되고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팬데믹은 여전
히 진행중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합
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 세상의 고통과 죽
음은 모두 죄 때문입니다. 

본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같은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상한 말
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지만, 고멜
은 항상 집을 나가 외간 남자와 간음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늘 그런 고멜을 찾아 다시 집으로 데려 왔지만, 고멜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낳은 후, 또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 
고멜때문에 고통 받는 호세아의 결혼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의 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늘 집을 나가 간음을 행하는 고멜을 돈을 주
고서라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를 버리고 
항상 이방신들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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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십니다.(1)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
나님께서 범죄로 징계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호
4:6)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합니다.(3)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디아트’인데 ‘야
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
라 경험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
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혹 죄를 범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토의질문: 
1.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2.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

누십시오. 

결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
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뉘우치
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
다.(대하7:14)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
아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시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