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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에 대한 심판(17-22절) 

17절, “... 나의 양 떼 너희여... 심판하노라” 

20절, “...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을 “나의 양 떼 너희여”라고 부르십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의 양 떼와 섞여 있는 너희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참된 양이 있고, 거짓 양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목자들(지도자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힘센 자들(살진 양)이 힘없는 자들(파리한 양)을 밟고 괴롭히며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앞에서는 거짓 목자를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파리한 양들을 괴롭히고 흩어지게 하는 살진 양들, 곧 거짓 양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파리한 양들은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 메시야에 대한 약속(23-24절)  

23-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은 메시야,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아시고,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3. 새로운 언약(25-31절)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집니다.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십시오.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 “그리한즉 ..열매를 맺으며..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28-29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 그들이 다시는 ..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처럼 한량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이 너무나 탐이 납니다.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4. 에필로그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특히, 4절 가사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가 좋습니다.  

 

저는 이거면 족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부유해지는 복을 받는 것보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을 만민이 아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