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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in Our Destiny: Silencing The Accuser (Zech. 3)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기: 참소하는 자를 잠잠케 함 (슥 3 장) 

I. INTRODUCTION: RECEIVING GOD’S ABUNDANT GRACE (ZECHARIAH 3-4)  
도입: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음 (슥 3-4 장) 

A. God gave promises of great blessing to Israel at a time when they were still living in compromise (Zech. 
1:12-2:13). How can a weak people who have sinned hope to enjoy God’s promises? The Lord answered 
this in the two visions of Zechariah 3-4 revealing the abundance of grace.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타협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슥 1:12-2:13). 죄를 지은 
연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즐거워하게 될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님은 이에 대해 
스가랴서 3-4 장의 두 환상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시며 답하신다. 

B. The two visions in Zechariah 3-4 go together showing God’s commitment to cleanse and anoint His people 
so that they may walk in the fullness of God’s promises and destiny for their life. The visions were for 
Joshua, the high priest (Zech. 3) and Zerubbabel, the governor (Zech. 4).  

스가랴서 3-4 장의 두 환상들은 자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기름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며, 그들의 삶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의 충만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환상들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슥 3 장) 총독인 스룹바벨을 향한 
것이었다 (슥 4 장). 

C. The Lord addresses two main obstacles that hinder His people from enjoying their destiny.  
The first obstacle is our sin; therefore He provides spiritual cleansing and renewal (Zech. 3).  
The next obstacle is our lack of resources; therefore He gives supernatural provision (Zech. 4).  
In other words, we need His grace for continued spiritual renewal and supernatural provision.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방해물에 대해 말씀하신다. 
첫 번째 방해물은 우리의 죄이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영적인 정결케 하며 새롭게 하신다 (슥 3 장) 
그 다음 방해물은 우리에게 자원이나 재원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다 (슥 
4 장) 
즉,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며, 초자연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 

D. The message of Zech. 3 is God forgives and cleanses our hearts, even from our greatest sins. 
The message of Zech. 4 is God provides for and uses our work, even in our smallest tasks. 

스가랴서 3 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되, 우리의 가장 큰 죄들 
조차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스가랴서 4 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에 대해 공급하시며 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가장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E. The first obstacle to overcome is the lie that we fail too much to be used by God (3:1-5).  
The next obstacle to overcome is the lie that we lack too much to complete God’s will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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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방해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거짓말이다 (3:1-5).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두 번째 방해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짓말이다 
(4:6-9). 

F. God’s people are to be confident in His love that frees us from all condemnation (Zech. 3).  
God’s people are to be confident that He values and helps in smallness and difficulty (Zech. 4).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슥 3 장).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작아 보이거나 어려운 때일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가치있게 여기시며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 (슥 4 장). 

II. THE CLEANSING OF JOSHUA (ZECH. 3:1-7)   
여호수아를 깨끗케 하심 (슥 3:1-7) 

A. In this heavenly scene (3:1-2), Zechariah saw Joshua the high priest standing before the Angel of the Lord 
(the preincarnate Christ). Satan presented a case against Joshua accusing him of not being qualified for 
leadership. The problem was that Joshua was in fact guilty (3:4).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3:1-2), 스가랴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단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참소하며 
그를 고소했다. 여기서의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죄가 있었다는 것이다 (3:4). 
1Then he showed me Joshua the high priest standing before the Angel of the LORD, and Satan standing at 
his right hand to oppose [accuse, NIV] him. (Zech. 3:1) 
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 [참소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슥 3:1) 

B. The Hebrew name Satan means “the accuser.” He accuses God’s people in many different ways.  

히브리어인 사단은 “참소하는 자”를 뜻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소한다. 
10…the accuser of our brethren, who accused them before God day and night… (Rev. 12:10)  
10 …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 12:10) 

C. The Lord did not receive Satan’s accusation against Joshua, but rebuked Satan twice (3:2). The Lord will not 
tolerate Satan’s accusation against us. Neither should we. We must declare truth over our heart daily. The 
Lord rebuked Satan, not because the accusations against Joshua were false, but because of God’s gracious 
love for and sovereign choice of Joshua. The Lord said two things: He rebuked Satan, and then He described 
Joshua as a brand plucked from the fire. 

주님은 여호수아에 대한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며, 사단을 두 번이나 꾸짖으셨다 (3:2).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단의 참소를 참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도 역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매일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주님이 사단을 꾸짖으신 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 참소가 
거짓이어서가 아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그분이 그를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실 
때문이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주님은 사단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다고 묘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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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nd the LORD said to Satan, “The LORD rebuke you, Satan! The LORD who has chosen 
Jerusalem rebuke you! Is this not a brand plucked from the fire?” (Zech. 3:2)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슥 3:2) 

D. The Lord who chose Jerusalem: The God who chose weak and sinful Jerusalem is the God of grace who 
chooses those who do not deserve salvation and cannot save themselves.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님: 연약하고 죄 많은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택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E. Brand plucked from the fire: The Lord described Joshua as a brand plucked from the fire (3:2). The imagery 
suggests a narrow escape from a dangerous situation. Joshua was like a burning stick that God pulled out of a 
fire to save from total destruction. The Lord intervened to rescue Joshua in His mercy. The Lord spoke this to 
Satan to silence his accusations against Joshua.  

불에서 꺼낸 나무: 주님은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묘사하셨다 (3:2). 이 모습은 
위험한 상황에서 간신히 꺼냄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불 타는 가운데서 꺼내셔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신 그슬린 나뭇가지와 같았다.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여호수아를 구해내기 위해 
개입하셨다. 주님은 여호수아를 향한 사단의 참소를 잠잠케 하시기 위해 사단에게 이를 말씀하셨다. 

F. The Lord delights in mercy and deals gently with His people (Mic. 7:18; Ps. 18:35). If Jesus does not 
continue to rescue us as He rescued Joshua, we will be consumed by our sin, weakness, and trials. When God 
calls people to serve Him, He knows that they are weak, sinful, and needy.  

주님은 긍휼(인애)을 기뻐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부드럽게 대하신다 (미 7:18; 시 18:35). 만일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를 구하셨듯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시험들에 사로잡혀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라고 부르실 때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으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알고 계셨다. 

G. Jesus’ intercession for us is far stronger than Satan’s accusations against us (Rom. 8:34).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참소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롬 8:34). 
33Who shall bring a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34Who is he who condemns? It is 
Christ…at the right hand of God, who also makes intercession for us...  
(Rom. 8:33-34)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3-34) 
 

1If anyone sins,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1 Jn. 2:1)  
1 …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H. Joshua’s dirty garments were removed, and new ones were given to him (Zech. 3:3-5). The Lord exhorted 
Joshua to “see” that He had removed his sin and clothed him with rich robe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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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제거되었고, 그에게는 새로운 옷이 주어졌다 (슥 3:3-5).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그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를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3:4). 
3Joshua was clothed with filthy garments, and was standing before the Angel. 4Then He 
answered…saying, “Take away the filthy garments from him.” And to him He said,  
“See, I have removed your iniquity…and I will clothe you with rich robes.” (Zech. 3:3-4)  
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한글 KJV: 보라 )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슥 3:3-4) 

I. The Lord admonished Joshua to walk in wholehearted obedience (3:6-7). The Lord gave him two 
exhortations—to godly character and diligent service—and three glorious promises.  

주님은 여호수아가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충고하셨다 (3:6-7). 주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권고하셨으며 (거룩한 성품과 성실한 섬김), 세 가지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셨다. 
6The Angel of the LORD admonished Joshua, saying, 7“…If you will walk in My ways, and if you will keep 
My command [perform My service], then you shall judge My house, and likewise have charge of My 
courts; I will give you places to walk among these who stand here.” (Zech. 3:6-7)  
6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나를 섬기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한글 KJV: 심판도 하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슥 3:6-7) 

1. Walk in My ways: Joshua was to walk with godly character in his personal life.  

내 도를 행하면: 여호수아는 개인적인 삶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했다. 

2. To keep My command: He was to be diligent and faithful to the ministry assignment that God gave 
him. To “keep My command” is translated to “perform My service” (NAS), referring to his ministry 
responsibilities as a priest. This is an exhortation “not to quit.”  

내 규례를 지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임무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섬겨나가야 했다.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구절은 쉬운 성경에서 (또는 NAS) “나를 섬겨라”로 번역되었으며, 이는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사역적인 책임들을 말한다. 이는 “멈추거나 그만두지 말라”는 권고였다. 

3. You shall judge My house: To have leadership in God’s house or His kingdom purposes.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 또는 그분의 나라를 향한 목적들에서 리더십을 
가지게 됨을 말한다. 

4. Places to walk among these who stand here: “These who stand here” refers to angels. The NAS says, 
“I will give him free access to stand among those that are with you now.” This promise includes 
experiencing nearness to God and access to the angelic realm, etc.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한다. 현대인의 
성경(또는 NAS)은 이를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로 
번역하고 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천사들의 영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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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At the same time Satan was accusing Joshua in the spirit realm, Tattenai, the Gentile governor over 
the region, was accusing Joshua, saying that he had no right to build the temple (Ezra 5:3, 6-9, 17).  
As the Lord rebuked Satan for accusing Joshua, so the Persian King Darius rebuked Tattenai for 
troubling Joshua, and commanded him to give financial help to build the temple (Ezra 6:6-12). 

사단이 여호수아를 영적인 영역에서 참소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방인 닷드내는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참소하고 있었다 (스 5:3, 6-9, 17). 주님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한 것을 꾸짖으셨을 때, 바사 왕 다리우스는 닷드내가 여호수아를 방해한 것을 
꾸짖었으며, 닷드내에게 성전을 짓는 데 재정적으로 도울 것을 명령했다 (스 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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