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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요나서를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에 기인

한다.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기는 하지만 요나서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관점에서 보편적 선교, 선교의 주체 하나님, 국수주의와 보편주의, 하나

님의 속성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다.1 그럼에도 요나서를 선교학적

인 관점에서만 바라봄으로써 제한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왜냐 하면 요나서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를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이

다. 요나서 해석의 주요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에 있다. 그러기

에 만일 선교학적인 관점이라는 제한적인 틀에서 요나서를 바라본다면 요나

서가 가진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요나서의 선교적 관점을 전제로 하되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깊은 역사적 문법적 의미를 통해서 선행연구를 더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다만 선교적인 관점으로만 한정하고 본문이 가진 풍부한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요나서 고유의 풍성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고 보기 때문에 연구자는 요나서를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참고하여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

는 요나서의 구조, 역사적 배경 및 역사성 문제, 그리고 요나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다룬 뒤 3장에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함으

로 요나서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키워드: 요나서, 국수주의, 보편주의, 하나님의 선교, 니느웨, 앗시리아

논문투고일 2021.06.11. / 심사완료일 2021.09.07. / 게재확정일 2021.09.08.

*이 논문은 2021년도 백석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음

1 필자가 여기서 ‘하나님 선교’를 Missio Dei 대신 Mission of GOD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선교

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선교와 차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려 함이다. 여기에 

관한 글은 강아랑,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본 상생과 공존”, 「선교와 신학」 48권(2019, 6), 

25-36;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샬롬”, 「선교와 신학」 24권(2009), 254-25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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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

의 복음을 전해 그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전형적인 선교적인 

관점의 책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과연 요나서는 이방인 앗시리아를 구원하시려

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다. 이것은 오늘날 선교학에서 타문화권으로 선교

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전형적인 관점에 적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요나서는 그 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간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계획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선교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선교에 관한 책인가

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는 형식으로 보면 요나서는 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2 니느웨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고,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슈브) 것이 아니었고, 다시 악한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볼 때 요나는 온전한 회개와 제자 양육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되었

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요나의 회개 선포 후 백년 정도 지난 시대의 

예언자인 나훔이 다시 니느웨의 죄악에 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나훔 1장) 요나의 사역이 성공적인 선교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나 니느웨가 회개한 이유, 니느웨의 그 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요나서에 대한 선교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관점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연구자는 요나서가 전적으로 선교적인 관점의 책은 아니지만 상당한 관련성

2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선교와 신학」 1권(1998, 3), 61-62. 이광순은 요나가 

비록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선교라고 본다. 

그는 세례 요한도 심판과 회개를 전파했기에 요나의 회개 전파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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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3 다만 선교적인 관점으로만 한정하고 본문이 가진 

풍부한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요나서 고유의 풍성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자는 요나서를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참고하여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요나서의 구조, 역사적 배경 및 역사성 문제, 그리고 요나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다룬 뒤 3장에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함으로 

요나서를 더욱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II. 요나서 본문 연구

1. 요나서의 구조

요나서는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 할 수 있다.4 

A. 바다에서(1:1-2:10)

a) 서론: 위탁과 도망(1:1-3)

b) 하나님의 추적(1:4-17)

c) 요나의 기도(2:1-10)

B. 땅에서(3:1-4:11)

a) 새로운 위탁과 이행(3:1-4)

3 데이비드 보쉬는 신학의 모체는 선교라는 명제를 가지고 선교를 정의하고 선교역사를 논한다(D. 

Bosch, Witness to the World: The Christian Miss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Atlanta: John Nox Press, 1980), 15).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선교로

부터 시작해서 선교로 귀결된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경해석에 있어서 특정한 관점을 가지는 것은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이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성경의 본래 상황에서의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4 연구자는 다양한 구분 중에 강사문, 강성렬, 허성군, 최인기의 『구약성서개론』(서울: 한국장로교출

판사, 2000), 731의 분류에 따라서 구분할 것이다. 이 분류에 의하면 요나의 바다에서의 기도

(2:1-10)를 전환점으로 해서 그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인데 적절한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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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돌이키심(3:5-10)

c) 요나의 불평과 박 넝쿨 비유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4:1-11)

2.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 및 역사성 문제

요나는 여로보암2세(주전 786-746)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이다(왕하 14:25). 

그는 나사렛 북동쪽의 가드 헤벨(Gath Hepher) 출신으로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로 불렸다. 요나가 주전 8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요나서가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오토 카이저(Otto Kaiser)는 요나서의 배경으로 개작(改作)의 가능

성을 제기한다. 즉, 주전 8세기의 기록에 포로기 이후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 

기록을 삽입했는데 그 예로 신명(神名)의 변화(여호와에서 엘로힘으로)와 창조

주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은혜로운 존재로 묘사하는 등의 

어법(語法)은 전형적인 후대의 개작 증거라는 것이다.5 또한 베버(Julius A. 

Bewer) 역시 요나서는 ‘요나의 작품’(by Jonah)이 아니라 ‘요나에 관한’(about 

Jonah) 책으로서 후대에 주로 사용된 단어와 표현 등이 자주 등장하고, 예레미

야와 제2 이사야서의 내용 등이 자주 등장한다는 이유로 요나서의 저작 연대를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6 필리스 트라이블(Phyllis 

Trible)은 다음의 다섯 가지 근거로 요나서의 저작 연대를 후대로 보고 있다.7

첫째, 요나서가 아람 사상을 담고 있다. 이 단어들은 북이스라엘과 페니키아에

서 주로 사용되던 어법인데 후기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요나서 3장 3절에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Now Nineveh was( ) a very important city a visit 

required three days).”는 과거형 표현이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무너지고 

5 Otto Kais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이경숙 역, 『구약성서개론』(서울: 분도출판사, 

1995), 217-219.
6 Julius A. Bewer, The Book of Jonah,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80), 11-13.
7 Phyllis Trible, The Book of Jonah, The New Interpreter’s Bible: A Commentary in 

Twelve Volumes, Vol V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4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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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참 후에 기록된 증거다. 셋째, 비역사적인 사실로 알려진 ‘니느웨의 왕’(앗

시리아의 왕이 아니라)은 앗시리아 제국이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린 

때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요나서가 주전 8세기 이후의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다섯 째, 요나서의 이야기가 특정한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알렌(L. C. Allen)은 요나서에는 비록 아람어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단어들이 포로기 이후 다른 문서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8 

란데스(G. M. Landes)는 알렌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를 보았는데 이 아람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이 단어들이 포로기 이후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포로기 이전에도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북왕국-페니

키아의 영향보다는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9 또한 요나서가 

유대인 중심적 배타주의를 질타하는 책이라는 아이스펠트의 주장에 대해서10 

클레멘트(R. E. Clements)는 요나서에 혼합결혼에 대한 질타나 이방인과 유대

인을 구별 짓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분리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11 또한 ‘니느웨의 왕’이라는 표현이 ‘앗시리아의 왕’이라는 표현

과 대치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아합 왕도 ‘사마리아의 왕’(왕상 21:1)으로도 

불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불렸다고 주장한다. 니느웨는 앗시리아의 수도로

서 티글랏필레셀 왕부터 사르곤 2세가 통치할 때까지 수도였다. 그러므로 ‘니느

웨의 왕’이라는 표현은 ‘앗시리아의 왕’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12 이렇게 

본다면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요나서의 포로기 이후 저작설은 많은 반대에 부딪

히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 및 역사성이 중요한 문제인가? 만일 요나

8 L. C. Allen, The Book of Obadiah, Jonah and Mic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186-188.
9 G. M. Landes, “Linguistic Criteria and the Date of the Book of Jonah,” ErIsr (=Eretz 

Israel) 16(1982), 147-70.
10 O Eissfelt,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5), 

405.
11 R. E. Clements, “The Purpose of the Book of Jonah,” VTSup (=Vetus Testamentum, 

Supplements) 28(1975), 19.
12 D. Stuart, Hosea-Jonah, WBC (Waco: World, 1987),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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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사적 배경을 주전 8세기가 아닌 2~4세기경으로 확정하면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가 허구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요나의 사역 역시 허구적인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13 역사성의 문제 역시 역사적 배경을 뒤따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요나의 사역을 선교로 볼 것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요나서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요나서는 주전 8세기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국수주의에 빠져서 

사명을 멀리 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억지로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

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결과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면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져야만 요나의 사역에 대한 진정성을 

근거로 그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요나서의 주제

요나서는 일차적으로는 선교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

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에 대한 구원계획

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그에게 하신 약속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창세기 

17:12-13절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대상이 인종과 종족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요나서의 주제를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여호와의 보편적 구원계획, 이방인에 대한 선교라는 세 가지를 요나서의 주제로 

정의하고 하나씩 서술하도록 한다.

13 윌리엄 라솔은 요나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신화적, 알레고리적, 비유적 해석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는 해석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동기(motive)인데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illiam S. LaSor, Old 
Testament Survey: The Message, Form, and the Background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2), 525-52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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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보편적(universal) 

속성이다. 이런 개념은 당시 국지적인 신 개념을 가지고 있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14 다니엘 블록(Daniel I. Block)은 이스라엘이 ‘여

호와의 백성’ 혹은 ‘그의 백성’이라고 불리듯이 암몬도 ‘말감의 자식’(렘 49:1)으

로 불렸고 모압도 ‘그모스의 백성’(민 21:29; 렘 48:46)으로 불렸다고 했다. 

결국 암몬에서는 말감이, 모압에서는 그모스가 다스린다고 믿었다.15 물론 암몬

이 말감을 섬기고 모압이 그모스를 섬긴다고 해서 유일신론이라는 말은 아니다. 

말감이나 그모스는 많은 신들 중에서 주신(主神)이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대표

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요나서 곳곳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신의 개념을 넘어서는 여호와에 대한 

표현을 볼 수 있다. 요나는 비록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는 

했으나(1:3)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1:9).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파선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

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12

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폭풍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었다. 이뿐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했으며(2:2, 6),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2:7). 그리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자 통렬하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자 “주께

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4:2)”

라고 고백하고 있다.16

14 주전 9세기만 해도 지역적인 신(local god)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룻기 1장 15절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gods)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함으로써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다.
15 Daniel I. Block, Judges, Ruth, The American Commentary, Vol. 6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9), 638-639. 
16 요나의 이 말은 출애굽기 34:6-7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인용한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둘째, 하나님은 자비심이 많다. 셋째,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넷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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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나치게 보편적이어서 요나서가 주전 4세기의 작품이라

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주전 4세기는 앗시리아와 니느웨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고(주전 621년 패망) 당시에는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니느웨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17 그리고 이미 포로시대 이전에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주전 8세기의 작품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여호와의 보편적 구원계획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시면서 언약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실 때부터 나타난다(창 

17장). 그러나 앗시리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확실한 적들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는 책은 요나서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엘리야(왕상 17-19장)와 엘리사(왕하 8장)가 이웃 나라들을 방문해서 예언사역

을 일부 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내부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사역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래서 이 책이 주전 8세기의 

책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의 책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다.18 그러나 요나서보다 

앞서서 기록된 많은 책에서 이미 보편적 구원사상이 많이 나타난다(출 34:6; 

민 14:18; 시 86:15, 103:8, 145:8; 나 1:3; 욜 2:13; 느 9:17). 그러므로 

요나서의 기록연대를 포로기 이후로 잡을 이유가 없다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관(神觀)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으

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요나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hesed)이 풍성하시다. Billy’s K. Smith·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NAC, 

Vol. 19b, 275-276를 참조하라.
17 윌리엄 라솔, 『구약개관』, 528-529.
18 L. C. Allen, The Book of Obadiah, Jonah and Micah, 1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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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방인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4:10-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

냐”라는 기록은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19

한편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회개와 구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촉구도 하는 책이다. 즉, 패역한 이방인 앗시리아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화를 돌이키지 않을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20 그러므로 이스

라엘도 하나님의 구원 대상 가운데 한 민족임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배타적 

구원관과 민족적 우월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선교

요나서 이전의 책들에서도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사역을 한 예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방인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한 사건은 요나서밖에 없다. 요나서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1:1, vayehi debar adonai), 선교사(요나)를 보내시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3: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낸 전형적인 선교학적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책이

다.21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구원을 베푸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으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둘째, 인간은 

19 와이즈만(Wiseman)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유일신론과 다신론, 앗시리아인들

의 상징이었던 별들에 대한 숭배 사이에서 분별력 없이 행하는 자, 즉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들

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D. J. Wiseman, “Jonah’s Nineveh,” Tyndale Bulletin 

30(1979), 39를 참조하라.
20 강사문, 강성렬, 허성군, 최인기, 『구약성서개론』, 734-735.
21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49.



17요나서와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에 관한 연구 / 김남일

자신의 이해와 인식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에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고 저항감을 불러일으

킬 수도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방해와 

거부를 넘어서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22 그러므로 선교 대상과 선교지 그리

고 선교사에 대한 결정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준다. 요나서의 선교 

대상은 이방인(아수르인)이며 선교지는 니느웨이고 선교사는 요나인 전형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다.23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III. 선교적 관점에서 본 요나서와 그 평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제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

교’(Mission of GOD)라고 할 수 있다. 요나서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혹은 선교사 요나에 관한 글을 썼다.24 그들의 

관점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요나서는 바로 선교

사(宣敎師) 요나에 의한 이방인 선교의 생생한 삶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연구자도 이와 같은 전제에 동의하면서 요나서를 1장부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안에 드러난 선교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선교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1:1-17)

22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50.
23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51.
24 이 주제에 관한 글은 박창현, “요나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 「선교신학」 20집(2009); 우택주, 

“회개의 미학, 불평의 신학, 그리고 합당한 길”, 『기독교사상』 48집(2004, 11); 이광순, “요나서

를 통해 본 선교”, 「선교와 신학」 1권(1998, 3); 배재욱,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고찰”, 

「신학과 목회」 43집(2015, 5); 이사야, “예언서에 나타난 선교사상: 선교적 눈으로 요나서 읽기”, 

「대학과 선교」 30집(2016) 등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요나서에 대한 선교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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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은 위탁과 도망(1:1-3), 하나님의 추적(1:4-17)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절은 예언서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시작하는데(바에히 데바르 아도나이 

엘 조나) 이런 형식은 지금 전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라는 것이었다. 

‘외친다’(qara)는 의미는 ‘절규한다, 운다’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선교사 요나에

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절규하고 울라고 하셨다. 니느웨

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유대인 선지자 요나가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당대에 

이스라엘이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니느웨는 앗시리아의 수도로서(왕하 4:11) 그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한

다.25 이렇게 본다면 요나서가 단순히 성의 규모만을 가지고 ‘큰 성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들의 문화가 크게 

번성한 ‘세계 대도시의 총괄개념으로서 모든 대도시의 악독이 모인 곳으로 생각

해야 한다고 본다.26 그러니 자연히 도덕적인 패륜과 패역이 뒤따라 왔다. 그들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며 주변국들을 폭력으로 착취하는 나라였다.27 이스라엘 

역시 앗시리아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았고 예후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몇 번 

조공을 바친 적도 있다(주전 841년). 열왕기하 16:6절을 보면 니느웨는 이스라

엘을 멸망시킨 앗시리아의 수도일 뿐 아니라 유다에 위협을 가한 산헤립의 

거주지이기도 했다(왕하 19:36). 뿐만 아니라 니느웨는 나훔과 스바냐에 의해서 

25 A. Kirk Graysom, “Nineveh,” The Anchor Bible, Vol. 4 (New York: 1992), 1118-1119. 

당시 니느웨는 성 둘레 20km 인구 30만 명 이상이 사는 비교적 큰 성이기는 했지만 요나가 

‘큰 성’이라고 부른 전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26 A. 바이저/K. 엘리거, “소예언서,” 편집부 옮김, 『국제성서주석』(한국신학연구소: 1994), 44. 
27 나훔서 2-3장을 보면 니느웨의 잔인함과 도덕적 타락에 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떼,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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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이 예언된 부패한 도시였다(나 2:8; 습 2:13). 이런 도시를 용서하시겠다고 

선교사를 보내시려 하니 요나는 당연히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있는 동방이 아니라 남방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여기서 선교의 주도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선교를 기획하시고 선교사를 선택하시고 선교지를 결정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다. 하나님은 선교를 하실 때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28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의 전제다. 구원의 역사인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간의 이해와 

의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족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신 것도,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보내신 것도,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계획에 저항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요나의 사명 회피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민족적인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히브리인만 하나님

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교를 심판으로 이해하는 편협한 사고

방식, 패역한 앗시리아에 대한 일반적인 경멸감 혹은 두려움,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한 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예측(욘 4:2)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것으로 여긴다.29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요나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것

이 하나님의 선교다.30

2. 요나의 회심과 기도(2:1-10)

28 박철우, 요나·미가,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8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89-91.
29 박창현, “요나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 「선교신학」 20집(2009), 166-169. 박창현은 요나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개인 구원의 신앙이 확실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곧 구원인 

듯 죽기를 간구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복적인 신앙관에 근거한 윤리적 신앙관이 있으나 남은 용서를 못한다(170)”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나 지나친 의미 부여라는 생각이다.
30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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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된다. 선원을 포함하여 

모든 승객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동안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1:5).31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추적한 결과 요나가 잡혔다(1:7).32 그의 신분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임을 밝히자(1:9-10)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선장이 요나에게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자 요나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잠잠해지

고(15절) 두려움에 떨던 뱃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16

절).

볼프(H. W. Wolff)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5절)’를 

해석하기를 배에 탄 선원 및 승객들은 서로 다른 민족들이었는데 이는 마치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거대 도시들의 집약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

다.33 이 거대 도시의 집약체들이 탄 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신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아울러 이방

인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14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16

절) 사건이었다. 이광순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선교의 

31 요나가 ‘잠(Radim)이 든지라’는 ‘깊이 잠든 상태’를 나타낸다(시 76:6).  Joyce Baldwin, Jonah, 

in Thomas E. McComiskey ed., The Minor Prophet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556.
32 제비를 뜻하는 고랄(gôrāl)은 원래 신탁에 사용되는 돌을 의미하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신탁을 위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비뽑기는 고대근동에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삼상 10:16-26), 여호수아가 이스

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민 26:55). 죄인을 가리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수 7:18; 

삼상 14:42). Herbert B. Huffmon, “Priestly Divination in Israel,” in Carol L. Meyers 

and M.O’Connor eds.,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ixtieth Birthday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3), 354-359.
33 H. W. Wolff, Obadiah, Jonah, A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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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었는데 요나가 이를 놓쳤다34고 한다. 약간 지나친 해석 같기는 하지만 

뒤이어서 요나에게 닥친 고난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어색한 해석은 아니라고 

본다.

물속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Dag Gadol) 삼켰다. 그리고 삼일 동안 물고기

의 뱃속에 갇힌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

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왔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

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2-3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서원한다. “내가 말하

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

이다(4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7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9절).”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문체나 어휘가 주전 8세기의 

것인가? 내러티브 형식과 어울리는가? 감사시가 맞는가? 요나서 전체 문맥과 

일치하는가?35 이런 비판적인 주장은 연구자의 관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삼일이 요나의 사역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방관자적이

고 편협하고 배타적이면서 독선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요나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불러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와 같은 표현은 요나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을 움직였고 마침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2:10).

34 A. 바이저/K. 엘리거, “소예언서,” 45;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45. 이광순은 요나가 

놓친 이 선교 대상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겠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선교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고 해설하고 있다(46).
35 이상에 대해서는 김주원, “요나서 기도에 대한 제고”, 「광신논단」 24권(2014), 23-25를 참조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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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3:1-10)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2절).” 그런데 요나는 처음 명령과는 다른 메시지

를 전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4절).”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전제로 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 1:4절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했다. JB에서는 이 구절을 “그들의 악함이 나에게 알려졌다고 말하라”로 번역되

었다.36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니느웨의 회개를 요구하는 이 선언을 요나는 일방적으

로 심판메시지로 이해하고 니느웨가 무너질 것만 선언했다. 그것도 니느웨 성을 

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외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 다녔을 뿐이다. 

김이곤은 이러한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부정적인 태도라고 보았다.37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5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라고 한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으로부터 사람들,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하나님의 사함을 간구했다.(6-9절). 모든 악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구해

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란 것이다. 그 결과 10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

교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보여주셨다.

36 H. L. Ellison, Jonah, EBC 7 (Grand Rapids: Zondervan, 1985), 369. TLB는 “냄새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다랐다”로 번역하고 있다. Billy’s K. Smith·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225에서 재인용.

37 김이곤, “요나서의 평화신학”, 『기독교사상』 30호(1986, 1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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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니느웨는 앗시리아의 수도이고 앗시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유대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적으

로 회개를 하였는가?38 물론 니느웨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The Ninevites 

believed God)라는 NIV의 번역은 무리가 있다. 왈톤(J. Walton)은 이 표현이 

신앙의 변화를 의미하는 현대적 의미의 ‘하나님을 믿고’(in GOD)가 아니라 

요나가 선포한 재앙,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라고 보았다.39 결국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재앙이 일어나

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시적인 반성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한 후 니느웨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다.40

주전 8세기 중반 앗시리아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기근으로 삶의 질이 낮아졌고, 외세의 침입과 내부의 역성혁명으로 나라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전 763년에 완전한 일식이 있었는데 

불안한 앗시리아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고, 이 현상을 매우 

불길한 징조라고 믿었다. 이 사건이 그들이 그 동안 믿었던 종교에 대한 불확실성

을 가지는 동기가 되었는데 이 때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것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원인이 되었다.41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10

절).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하나님의 본심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주께서

38 P. Fairbairn, Jonah, His Life, Character and Mission (Grand Rapids: Kregel, 1964), 

113.
39 J. Walton, “The Object lesson of Jonah 4:5-7 and the Purpose of the Book of Jonah,” 

BBR 2(1992), 53. 그는 아합 왕의 회개(왕상 21:17와 비교하면서 전적인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고 보았다.
40 어떤 사람들은 “왜 이 기록이 앗시리아의 문헌에는 없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교문서

의 숫자가 너무 적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편견이 작용을 했으며 앗시리아 사관(史官)이 볼 

때는 그리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 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Billy’s K. Smith·Frank S. Page, Amos, Obadiah, Jonah, 262 참조).
41 J. Walton, “The Object lesson of Jonah 4:5-7 and the Purpose of the Book of Jonah,” 

4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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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42 노하기를 더디하시며43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4: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 하였고 재배도 아니 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4:10),”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4:11).” 이 하나님의 행동은 규범적이고 율법적

인 요나에게는 충격이고 분노였다. 그래서 그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1

절)...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3절)”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다. 요나는 신명기적인 공의사상

(公義思想)에 젖은 사람이다. 그런 그가 볼 때 하나님의 이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록 요나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

을 알기는 했으나 자신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분노하고 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동원은 하나님은 공의보다 자비가 더 우월하신 분이라

는 사실을 나타내는 책이 요나서라고 보았다.44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선교사

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보다는 사랑이요 구원이어야 한다. 비록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고 영속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

이다.

4. 보편적 구원사상

요나서에는 보편적 구원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다. 동시에 유대인 선민사상에 

대한 요나의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되고 있다. 배에 함께 탔던 선원들과 승객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42 ‘자비로우시며’(Rahum)은 자궁을 뜻하는 ‘레헴(Rehem)에서 나온 단어로서 어머니가 그의 자식

들에게 느끼는 다정함을 가리킨다.
43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erq apaym)’는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

는 ‘긴 호흡’을 의미한다.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화가 나도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44 임동원, “다문화사회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 읽기”, 「선교신학」 52집(2018),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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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셔서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구원 받는 백성이 유대인들로부

터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창 28:14; 시 22:27, 

86:9; 사 19:6, 24, 52:10, 호 2:23; 말 1:11 등).45 이광순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만이 아니라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았

다.46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은 모든 피조세계라는 말로 

들린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포괄적이며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박창현은 

배에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른 행위를 보고 모든 인간의 종교성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나47 이는 종교다원주의로 흘러 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요나의 관심은 작은 박넝쿨 하나에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의 방황하

는 십이 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담은 책이 바로 요나서다. 그래서 바이저와 엘리거(A. Weiser/K. Elliger)는 

요나서를 이방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선교적인 개념을 

담은 책이다“라고 했다.48 이렇게 본다면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 들어 

있는 위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지극히 배타적이며 분리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 사회에 만연해 있던 신앙의 편협성을 비판하면서 무한한 포용성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IV. 나가는 글

요나서는 4장에서 어정쩡하게 끝이 난다. 그렇다면 선교사 요나의 이후의 

행적은 어떠했을까? 요나는 이후 니느웨, 즉 지금의 모술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45 여기에 대해서는 임태수, “요나서에 나타난 범세계주의와 평화사상” 『기독교사상』 31권(1987, 

5), 102-110을 참조하라.
46 이광순, “요나서를 통해서 본 선교”, 56.
47 박창현, “요나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 173. 그는 박철우가 같은 본문을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한 것을 그들의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8 A. 바이저/K. 엘리거, 『소예언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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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죽었다고 한다.49 그리고 요나의 무덤이 IS에 의해서 파괴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나가 모술 지역에서 꾸준히 선교하다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

다.50 이것은 결국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부족한 선교사였던 요나는 일평생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살았다고 추측 할 수 있다.

이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는 책이다. 비록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은 아니라고 해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요나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보편적 구원사상, 선교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이라도 알 수 있게 해준다. 연구자는 요나서 내용을 선교적 

관점으로 연구하되 각 단락의 주제에 맞게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많은 실적을 생산했다. 

다만 연구자는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개념 중심의 연구보다는 구약을 연구한 

학자로서 본문에 충실한 연구를 하려고 시도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교적 열망과 계획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향후 요나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선교적 관점으로 연구함으로써 현장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의 

사역에 도움을 연구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49 “The Tomb of the Prophet Jonah,” Scientific American Vol. 4, No. 10 (November 

25, 1848), 78(1 page).
50 Rikar Hussein. “Iraqi Forces Say IS Destroyed Historic Tomb of Jonah in Mosul,” 

Voice of America News / FIND; Washington (Jan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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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Book of Jonah and Mission of GOD

Nam Il Kim

(Baekseok University, Professor, Old Testament)

This paper is attributed to the prior work of many scholars who 

view the Book of Jonah from a missionary point of view. Although 

diverse, the book of Jonah has studied universal mission, God, the 

subject of mission, nationalism and universalism, and God's 

attributes from the perspective of God's Mission(Missio Dei). 

Nevertheless, it is hard to shake off the regret of understanding 

the book of Jonah from a limited perspective by looking only at 

him from a missional point of view. This is because the story about 

missionary work of the prophet Jonah is not the main purpose 

of the record, but a book that shows God's universal will for 

salvation toward all nations. The main point of view of Jonah is 

in the history of God's sovereign salvation. Therefore, if we look 

at the book of Jonah under the limited framework of missionary 

views, it is easy to mis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the 

book of Jonah. As an Old Testament scholar, the researcher 

presupposes missional perspective of the book of Jonah, but 

intends to enrich prior research through the deep historical and 

grammatical meaning conveyed by the text. In particular, the three 

concepts of the creator God's universal attributes, universal 

salvation plans, and God's mission is combined to interpret the 

theme the book of Jonah within the missional concept. To this 

end, I used many of the previous researchers' writings and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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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nnotations and papers to conduct research that was faithful 

to the text.

Key Words: the book of Jonah, Nationalism, Universalism, Missio Dei, 

Ninveth, As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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