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12 • A KING ON THE FOAL OF A DONKEY 

 12월 12일 •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 

큰 소리로 스가랴 9장 9절~12절을 읽으십시오.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Devotional Thoughts 
 묵상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 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메세지를 선포한 자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이제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의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들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땅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건된 성전 어디에서도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장엄한 위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해졌으면 아무런 존재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메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오실 하나님의 

왕을 인하여 기쁨의 자리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너무도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겸손하십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군대와 함께 행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병거와 기마와 전쟁하는 활을 모두 없애실 

것입니다. 그는 이방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이며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땅끝까지 통치하실 

왕입니다. 그는 피로써 언약을 성취하시고 끝 없는 구덩이에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온 

민족에게 평강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십니다. 그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죄인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의 평강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