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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면, 회복된다’ 스가랴서 강해 시리즈 ⑪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죄악 청산” (스가랴 5:1~11)
(Rooting Out Sin)
0.1 (스가랴 4:14) 오늘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주님’께서 지금 온 땅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본문해석]
1. 스가랴 5장의 환상은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의 다섯 환상과는 대조되는 ‘심판의 말씀’이다.
2. 이 심판의 말씀은 ‘참된 회복’을 위한 말씀이다.

Ⅰ. 죄악 심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1. 한 면에는 8계명, 다른 한 면에는 3계명을 범한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 스가랴 5:3, 『새번역』 “…두루마리의 한 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 있다.” →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저주가 따라온다.”
2. 두루마리를 통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3. 요
 한계시록에 나타난 두루마리 심판
• 요한계시록 5: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 요한계시록 5:4,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4.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심판의 ‘신속성’(날아감)과 ‘확실성’(4절,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을 보여준다.

Ⅱ. 율법의 저주에서 새 언약의 은혜로
1. 오늘날도 말씀과 보혈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저주’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마태복음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3. 죄 때문에 저주가 자동적인 것처럼,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행하는 것도 자동적이 된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율법 때문에 두렵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
1 )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New Covenant)의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Ⅲ. 구체적 죄의 척결 (에바 속의 여인 환상)
1. 우리는 스가랴 환상 속의 에바와 같은 ‘물질주의’의 독을 빼야 한다.
• 마태복음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 ) 에바는 맘모니즘과 물질주의를 상징
• 아모스 8:5,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2. 에바 속의 한 여인은 악을 상징한다. (7, 8절)
(에바 속의 여인은 아세라 우상을 상징할 수 있다.)
3. 외부적으로 에바 통은 ‘맘모니즘’을 상징하고, 내부적으로 에바 통 속 여인이 ‘악’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죄악을 납 뚜껑으로 봉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4.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을 통하여 에바 통을 시날 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9, 11절)
 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은 ‘죄악의 본거지’(창 11장)에 에바 통을 옮기심으로
1) 하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결론]
1. 코로나 사태를 의학적 시각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면적이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실상, 영적 전쟁이다.
영적으로 암 바이러스 같은 것이다.
2. 사탄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① 가정과 ② 정서와 ③ 경제를 파괴하고, 무엇보다도 ④ 성도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죄악을 청산하고, 제도적인 죄악의 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
3. 구체적 죄악 청산을 위한 4대 핵심 (말씀을 통한 대방역)
1) 개인적인 큐티
2) 주일예배 말씀 능동적으로 듣기
3) 규칙적인 다락방
4) 자녀들과 말씀 암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