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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찬 목사

제목: 환난 때에 애가가 필요함

구절: 애가 1:1-3 / 예레미야 29:4-7

애도의 부재

시편: 60% 찬양 / 40% 애도 • 전례 예배

- 애도 찬송가 및 읽기 건너뛰기 • 침례교/장로교 찬송가

- 찬양 80~85% / 탄식 15~20% • 현대예배(CCLI)

- 칭찬 90~95% / 탄식 5~10%

애도를 정의

• 적절한 대응

- 신학적, 전례적, 영적, 교회적 -

• 고통, 고통, 위기의 현실

-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현실

애가 1:1

1아, 슬프다! 예루살렘성이여,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 구나. 한때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위세를 떨치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으며 본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왕으로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되었구나.

애가 1:2

2밤새도록 슬픔에 흐느껴 눈물이 뺨을 적셔도 사랑하던 자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네.

애가 1:3

3유다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이 남의 땅에 살게 되어
평안이 없구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고 말았네.

역사적 맥락

• EXILE에 대한 잠재적 대응:

- 도망치고 숨기기(GIVE UP)



- 승자의 방식에 적응(GIVE IN)

애가(야웨의 주권)

예레미야 29:4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5-6

5“너희는 집을 짓고 그 곳에 정착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6결혼하여 아들딸을 낳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는 번성해야 하며 쇠퇴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 29:7

7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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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애가를 썼습니까?

• 망명 – 모든 학식, 지식인, 예언자, 문맹 퇴치

• 예레미야의 저자인가?

• Jeremiah 편집자/큐레이터

- 축하와 고통의 신학

- 발터 브루게만(Walter Brueggemann)의 평화(샬롬)

• "가지고"와 "없다"에 대한 샬롬의 차이점

축하와 고통의 신학

• 관리 및 청지기

• 세계는 일반적으로 Good

• 삶은 이미 건강하고 완전하며 온전합니다. • 양육자로서의 하나님 / 여성적 형상



• 현상 유지

• 생존과 구원

•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악하다

• 삶은 위태로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 전사로서의 신 / 남성적인 모습

• 불의에 맞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