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 As evil increases, the Lord saves in even more remarkable ways to display His glory   1. 

 

The Glory of the Lord in Salvation 구원 안에 주님의 영광 (사사기 4) 

 
The Majesty of God in overcoming Evil 
After Ehud’s graphic assassination of Eglon last week…..we have a close second with Jael & Sisera 
The pattern of sin, judgment & salvation is again before us……But whereas the majority of last week’s 
passage was taken up with the details of Ehud’s elimination. This week we see that as evil 
increases…..the Lord’s sovereign hand is at work in remarkable ways to arrange people, places & 
circumstances to overcome it. The Lord is at the centre to remind us that He is the one who saves. 
 
As we take in the method of the Lord’s salvation…His purpose is that we would be in awe of how He did 
it then…that we would marvel all the more at how He has achieved it for us now. The passage asks…. 
‘to what extent are we growing in the sense of awe of God in overcoming evil?’  
Our temptation is to forget…suppress…even subconsciously deny that the Lord hates evil & has crushed 
it. The Word before us is a much needed encouragement to rekindle our awe of God in overcoming evil 
& the evil one. 
 
A Monotonous Pattern with Added Evil (1-3) 
v1, ’And the people of Israel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fter Ehud died. And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 of Jabin king of Canaan, who reigned in Hazor.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Sisera, who lived in Harosheth-hagoyim. Then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for he had 900 chariots of iron and he oppressed the people of Israel cruelly for twenty years.’ 
 
MAP 1 – Jabin & Sisera – 
Sisera’s 900 chariots presented an overwhelming force – chariots & number  
Judges 1:19 — Chariots in Canaan for the tribe of Judah were too hard to overcome. Cf. Deut 20:1 
‘when you go to war against your enemies and see horses and chariots and an army greater than yours, 
do not be afraid of them, because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will be with you’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위엄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사건 이후,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의 

패턴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지난 주 본문에서는 에훗의 암살 과정에 집중했다면, 오늘 본문은 악이 

우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람, 장소, 환경을 그 섭리 가운데 다스리심으로 악을 이기시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 중심에 계신 분으로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구원을 나타냄으로, 오늘 본문의 목적은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일에 경외심을 갖고, 오늘날 

까지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심을 나타냄으로, 우리가 더 큰 경외심을 갖게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는 악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은, 주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며 악을 제거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며, 숨기고, 부정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말씀은 악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격려입니다. 

 

더 큰 악과 함께 나타나는 어김없는 패턴 (1~3) 

1~3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도 1 – 야빈 & 시스라 

시스라의 철 병거 900대는 압도적인 군사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사기 1:19절에서 보듯 가나안 땅 

철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버거운 병력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신명기 20:1절의 말씀과 

비교해볼 만 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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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of covenant faithfulness…..the people turned away & received the Lord’s judgement 
As they did with Cushan….then under Eglon ….. they cry out.  
The particular difference in what follows is an extended a/c of Lord’s sovereign organisation of 
individuals, places & circumstances to effect His rescue. 
 
The Lord’s Salvation (4-24) 

➢ Deborah & Barak (4-16)  

V4, ‘(Now) Deborah, a prophetess, the wife of Lappidoth, was judging Israel at that time. She used to sit 
under the palm of Deborah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people of 
Israel came up to her for judgment.’ 
 
Deborah is an exception to the rule in OT times in Israel’s history of prophecy. She holds a unique office 
for a woman in OT…with some similarity to Samuel. He lived ~ 150 years after her — a judge & a 
prophet. He anointed Saul & David as Kings, Deborah appointed Barak to deliver…. like Samuel she 
doesn’t lead in battle. 
 
She speaks & leads with God’s authority – yet needed help to overcome evil embodied in the enemy. 
V6 ‘She sent and summoned Barak the son of Abinoam from Kedesh-naphtali and said to him, “Has not 
the Lord, the God of Israel, commanded you, ‘Go, gather your men at Mount Tabor, taking 10,000 from 
the people of Naphtali and the people of Zebulun. And I will draw out Sisera, the general of Jabin's army, 
to meet you by the river Kishon with his chariots and his troops, and I will give him into your hand’’ 
[MAP2] 
 
What should have been Barak’s wholehearted obedience was conditional… V8 ‘Barak said to her, “If you 
will go with me, I will go, but if you will not go with me, I will not go.” And she said, “I will surely go with 
you. Nevertheless, the road on which you are going will not lead to your glory, for the Lord will sell Sisera 
into the hand of a woman.” Then Deborah arose and went with Barak to Kedesh.’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돌아섰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구산, 에글론 왕의 억압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의 특별한 차이점은 주님의 

구원 가운데, 개인, 장소 및 상황에 이르는 주님의 주권적 섭리의 확장입니다. 

 

주님의 구원 (4~24절) 

• 드보라와 바락. 

4~5절.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당시 시대에 여성으로서 다스리는 직분을 받는 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매우 독특한 직분을 받았으며, 이는 마치 사무엘의 직분과 비슷했습니다. 사무엘은 150년 

후의 인물로, 사사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드보라또한 사무엘과 

같이 전투를 주도하지 않고 대신 바락을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말씀하고 이끌었습니다…그러나 적에게 내재한 악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6~7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도 2] 

 

바락의 순종은 조건부적 순종이었습니다…8~9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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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more irony — Barak’s name means ‘lightning’ ….But his response to God’s command through 
Deborah shows thunder bolt by name is less than that by nature! We marvel at the grace of God to 
choose this man, not because of his courage & unqualified trust – but simply because God is sovereign. 
 
Barak’s conditional response would mean that though the Lord would still use him…. the initial honour 
would go to another & Deborah’s prophecy is that it would be a woman. The wonderful reminder here is 
this…… when we lack courage, the Lord’s patient, sovereign grace prevails as it did for Barak…… 
 
Deborah agrees & accompanies him to his home to gather his army…10k from Zebulun & Naphtali 
 
As we’ll see with God’s arrangement of every detail…..the lesser honour to Barak is all part of His saving 
plan. The plan that includes a seemingly incidental detail…. 
 
v11, ‘Now Heber the Kenite had separated from the Kenites, the descendants of Hobab, the father-in-law 
of Moses, and had pitched his tent as far away as the oak in Zaanannim, which is near Kedesh’  
 
This information about Heber & the Kenites introduces the sub-plot of sovereign grace & timing of victory 
for the Lord’s glory that will find its resolution by the end of the story as the two plots merge. 
 
The main story resumes v12, ‘When Sisera was told that Barak the son of Abinoam had gone up to 
Mount Tabor, Sisera called out all his chariots, 900 chariots of iron, and all the men who were with him, 
from Harosheth-hagoyim to the river Kishon.’ 
 

➢ The Lord (14-16) 

v14, ‘And Deborah said to Barak, “Up! For this is the day in which the Lord has given Sisera into your 
hand. Does not the Lord go out before you?” So Barak went down from Mount Tabor with 10,000 men 
following him. And the Lord routed Sisera and all his chariots and all his army before Barak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Sisera got down from his chariot and fled away on foot. And Barak pursued the 
chariots and the army to Harosheth-hagoyim, and all the army of Sisera fell by the edge of the sword; not 
a man was left.’ [MAPS 3-4] 
 

여기에 아이러니한 것은, 바락의 이름은 “천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그러나 드보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명령에 대한 그의 반응은 이런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 은혜의 놀라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은 그의 용기와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닌, 단순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락의 조건부 순종은, 주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용 하시겠지만, 드보라는 예언하기는 처음의 영광은 다른 

한 여성에게 돌아갈 것이라 예언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우리에게 용기가 부족할 때도, 주님은 

인내하시며, 그의 주권적 은혜는 바락에 때와 같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드보라는 바락의 제의에 동의하고, 그와 함께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갑니다…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로부터 만 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주도하셔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는 부분조차도, 

하나님 구원 섭리의 일부였음을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본론이 재개됩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 주님 (14~16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지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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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stands in the centre of this chapter – the Lord is the one who brings the victory. 10 000 men against 
900 chariots. After a hesitant start – we see Barak trusting the Lord against a formidable enemy. An iron 
chariot would have easily dealt with more than 10 foot soldiers… 
 
How did the Lord overcome the vastly superior army? What caused Sisera to abandon his chariot and 
flee on foot? Judges 5:21. God’s turned Sisera’s thoughts as Deborah prophesied in v7 to lead his army 
to the Kishon river – the ground became muddy from supernatural rains — the chariots rendered 
useless.  
 
While Barak’s confidence builds to pursue the enemy west — to Sisera’s home town…….Sisera runs NE 
to the Kenites [MAP 5] … The Lord’s sovereignty dictates even what appear to be minor details of who 
goes where & when…..all leading up to 
 

➢ Jael (17-24) 

v17, ‘Sisera fled away on foot to the tent of Jael, the wife of Heber the Kenite, for there was peace 
between Jabin the king of Hazor and the house of Heber the Kenite. And Jael came out to meet Sisera 
and said to him, “Turn aside, my lord; turn aside to me; do not be afraid.” So he turned aside to her into 
the tent, and she covered him with a rug. And he said to her, “Please give me a little water to drink, for I 
am thirsty.” So she opened a skin of milk and gave him a drink and covered him. And he said to her, 
“Stand at the opening of the tent, and if any man comes and asks you, ‘Is anyone here?’ say, ‘No.’” 
 
The detail from v11 that mentioned Heber the Kenite now joins with the main plot as we find out that 
there was peace b/w Jabin & Heber. It’s the reason why Sisera in desperation went there for refuge. 
 
The response of Heber’s wife, Jael confirmed his expectations…Her reply to him in the original is like a 
rhyming song….perhaps to soothe his alarm. 
 

14절은 이번 장 이야기의 중심적인 구절로, 주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고, 10, 000명의 군사가 

900대의 철 병거를 이기게 됩니다. 비록 바락이 망설임 가운데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후에 바락은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철 병거의 힘은 막대했습니다. 한 철 병거가 10명의 

군사를 쉽게 무찌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우세한 군대를 무찌르셨을까요? 어떻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게 된 

것일까요? 사사기 5:21절을 보면 기손 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 말씀 합니다. 드보라를 통한 7절의 

예언과 같이 주님께서는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 강으로 인도했고, 초자연적인 비를 통해 땅은 진흙으로 

변했고, 철 병거가 그 위를 지나가지 못하고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제 바락이 확신 가운데 서쪽으로부터의 적군을 추격하는 동안, 시스라는 북동쪽인 겐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지도 5)…여기서 주님의 주권은, 누가 어디로, 언제 가는지에 대한 사소한 세부사항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야엘 (17~24) 

17~20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겐 사람 헤벨이 언급된 11절의 내용은 이제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11절의 내용이 이야기의 줄거리와 합류됨을 보게 됩니다.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대응은 그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그의 대한 그녀의 대답은 

운율이 있는 노래와 같습니다…이는 아마도 그의 불안을 달래기 위함 이였을 수 있습니다. 



BI: As evil increases, the Lord saves in even more remarkable ways to display His glory   5. 

 

Where we may have wondered whether Ehud was deceptive more than simply crafty…there’s no doubt 
Jael is using deception to gain advantage. She also links back to Shamgar, the saviour who was a 
Canaanite & was the hero from an idol serving background – Jael’s not an Israelite – the Kenites were a 
tribe of Midian….next week — we see that the Midianites oppress Israel. 
 
The Lord is sovereign! …..even over her background & deception to bring His salvation. It’s the great 
reminder in our witness that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We are vessels He is pleased to use to bring His glory. Our courage, skill-level, intelligence, planning & 
capability or lack thereof won’t stop him… 
 
In line with Ehud’s assassination, V21, ‘But Jael the wife of Heber took a tent peg, and took a hammer in 
her hand. Then she went softly to him and drove the peg into his temple until it went down into the 
ground while he was lying fast asleep from weariness. So he died.’ 
 
For those of us who may have sensitivities…..We do well to consider three verses from Deborah’s Song 
in the next chapter. 5:28ff Deborah after stating that Jael is the ‘most blessed of women’ for her 
assassination she sings, ‘Through the window peered Sisera’s mother; behind the lattice she cried out, 
‘Why is his chariot so long in coming? ….’ The wisest of her ladies answer her; indeed, she keeps saying 
to herself, ‘Have they not found and divided the spoil? — A womb or two for every man’ 
 
We begin to get a picture of the horrific evil in Canaan for a mother & her counsellors to comfort 
themselves in the hope that Sisera’s delay was because of his sex crimes. He’d been doing it for 20 
years. 
 
At the hands of this brave non-Israelite female hero the mighty & evil Sisera would do it no more. 
 

여기서 우리는 야엘이 그녀의 이득을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가나안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던 영웅이자 구원자였던 삼갈과 다시 연결됩니다…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그의 구원을 이루심에 그녀의 배경과 계략마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뻐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능력, 지식, 계획 등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멈출 수 없습니다.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런 장면에 예민해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 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세 구절을 고려해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5:28절에서 드보라는 야엘이 그녀의 암살로 인해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라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노래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에서 내다보고 외쳤다. '아들의 전차가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왜 전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말한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어 나누지 않았겠는가? 군인마다 한두 처녀씩 차지하였으리라.”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시스라가 만연하게 행했던 악행을 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자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지 하소연할 때, 그녀의 시녀들이 “군인마다 한두 처녀씩 차지하느라고 늦는 것이라” 답함은 

이는 그들이 만연하게 행했던 성적 범죄를 나타내고, 그들은 이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이 용감한 여성의 손을 통해, 시스라는 더 그런 못된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BI: As evil increases, the Lord saves in even more remarkable ways to display His glory   6. 

 

Enter into Jael’s tent our other hero, Barak v22, ‘(And behold, as Barak was pursuing Sisera, Jael went 
out to meet him and said to him, “Come, and I will show you the man whom you are seeking.” So he 
went in to her tent, and there lay Sisera dead, with the tent peg in his temple.’ 
 
The thread of the account about Barak’s honour going to a woman as a discipline is fulfilled in Jael. 
Though it’s his discipline on Barak for not trusting Him at His word…it’s to show that as evil increases, 
the Lord saves in even more remarkable ways to show His glory…. 
 
V23 ‘(So) on that day God subdued Jabin the king of Canaan before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hand 
of the people of Israel pressed harder and harder against Jabin the king of Canaan, until they destroyed 
Jabin king of Canaan.’  
 
The last line of chapter 5…. ‘the land had rest for forty years.’ 
 
Behold our Saviour & His Awesome Salvation 
Jael’s striking blow on the murderous sex-predator reminds us of God’s great prophecy against 
Satan…the spirit behind Sisera & all evil… where the offspring of the woman… Genesis 3:15, “sha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bruise his heel… 
 
Just as the Lord arranged every detail in the battle against increasing evil ~ 1250 BC to display His glory 
through Deborah, Barak & Jael. So He ultimately did ~ 30 AD to crush our ultimate enemies to secure 
eternal salvation. He continues to arrange every detail of our lives to bring us to Jesus….who 
overcame….so by faith we receive His victory….we marvel! 1 Cor 15:57 
 

이제 바락이 이런 시스라의 죽음을 확인합니다…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기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9절의 말씀과 같이 바락이 전쟁에는 참여하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이는 바락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 못한 것에 대한 징계로 

이해 할 수 있으나, 이는 또한 악이 우세할수록, 주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나타냅니다. 

 

23~24절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리고 5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듯, 이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와 그의 놀라운 구원을 보라 

야엘이 이런 끔찍한 성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암살함은, 여자의 자녀를 통해 사탄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 3:15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원전 1250년에, 악에 대한 전쟁 가운데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그 섭리 가운데 다스리셔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주 후 30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궁극적인 적들을 패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날까지도 삶의 여러 부분을 계속해서 그 섭리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승리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