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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5 강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Historical Analysis of Prophecy)
I. 서론(INTRODUCTION)
최근에 내 친구가 그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 주었다. 그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안 된 친구였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그의 서랍 하나를 정리하다가 옛날
여자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의 아내는 그 편지가
최근에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화를 냈다. 그러나 내 친구는
그 봉투와 봉투에 적힌 날짜를 통해 그 편지가 수년 전에 쓰여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내 친구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리차드, 자네에게
무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만일 그 편지가 언제 쓰여졌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자주 구약의 선지서들을 오해하는 것은 그들이 선지자들이 언제
말했고 언제 책을 썼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잘

연구하려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시대와

연대를

I have a friend who told me a story recently. He

was married just a few years ago and his wife was cleaning out one of his
drawers when she found a letter that came from an old girlfriend. At first she
was very upset because she thought the letter was written recently, but my
friend was able to prove that the letter was written years ago by the envelope
and the date on the envelope. Well, my friend looked at me and he said,
“Rich,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because I don’t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if I had not been able to prove when that letter was written.”
Unfortunately, many times Christians misunderstand Old Testament prophecy
because they are not concerned about when the prophets spoke or when the
prophets wrote their books. And if we’re going to study Old Testament
prophets responsibly, we must be ready to understand the dates and the
times in which they ministered.
이번 강의의 제목은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이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구약의 선지서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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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분석은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네 개의 주요
시기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우리가 살필 첫 번째 시기는 왕정 초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이고, 세 번째 시기는 바벨론의 심판
시기이고,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회복 시기이다. 그럼 먼저 왕정 초기를
살펴보자. We have entitled this lesson “Historical Analysis of Prophecy,” and
we’re going to examine how Old Testament history provides an essential
context for properly understanding Old Testament prophecy. Our historical
analysis will divide into four major periods of prophetic history: first, the early
monarchy; second, the period of Assyrian judgment; third, the period of the
Babylonian judgment; and then finally, we’re going to look at the restoration
period. Let’s take a look first at the period of the early monarchy.

II. 왕정 초기(EARLY MONARCHY)
우리는

이전

강의를

통해

왕정이

도입되었을

때

예언

사역이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지서에 대한 역사
분석을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들이 있었던 시기 곧 왕정 초기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전 2000 년 경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사울의 등극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이 주전 1000 년 경에 세워졌고 그의 왕국은 여러 세대 동안
고스란히 지속되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기를 탐구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은 무엇인가? 이
사건들은 선지자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We saw in an earlier

lesson that prophecy rose to prominence in Israel when kingship rose to
prominence. And so it will help us to begin our historical analysis of prophecy
by looking at the early monarchy — the days when Israel first had kings. From
the time of Abraham, who lived around 2000 B.C. until the days of Saul, Israel
had no human king. But David’s kingdom was established around 1000 B.C.,
and his kingdom remained intact for several generations. As we explore this
period of Israel’s history, we’re going to ask two important question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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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major events that took place in this period and how did these
events shape the prophetic ministries?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왕정 초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주요 사건을 고찰해보자. 먼저 우리는
통일 왕국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Let’s first consider two major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 early monarchy. In the first place we can speak of the united
kingdom.
1. 통일 왕국(United Kingdom)
주전 1000 년 경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했다. 그는 모든
지파들을 통합했고 왕국을 위한 비교적 안정된 영토를 확보했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선례를 좇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지파들을 통합된 상태로 다스렸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그것을 봉헌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완벽한 왕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이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많이
받았던 이상적인 시대로 보고 있다. Around 1000 B.C. David took the throne
in Jerusalem. He united all the tribes, established relatively secure borders for
the kingdom, and he brought the ark of God to Jerusalem in preparation for
his son to build a temple for God. Solomon, the son of David, followed in his
father’s footsteps. He expanded the territories of Israel and kept the tribes
united. Also, Solomon built a glorious temple and dedicated it to the worship
of Yahweh. The books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make it clear that
David and Solomon were not perfect kings. But still, the Bible looks at this
period as a time that was ideal, when the people of God received many
blessings.
2. 분열 왕국(Divid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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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일 왕국 시절에 상황이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의 주요 사건 곧 왕국의 분열도 기억해야 한다. 슬프게도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이 받아 마땅한 대우를 하며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다. 그 결과로 북쪽 지파들이 떨어져 나가 주전 930 년 경 그들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는 열왕기상 12 장과 역대하 11 장을 통해 이 사건을
배운다.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들을 공정하게 대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떨어져 나가 그들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다. 여로보암 1 세는 북쪽 지파들의
왕이 되었고 세겜에 수도를 세웠고 단과 벧엘에 제단을 마련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남 왕국에 대한 그의 반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멀리 나갔다. 그는
벧엘과 단에 있는 그의 제단에 우상들을 세웠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 왕국은
심히 타락하게 되었다. 북 왕국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섰고
그들의 언약적 책임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 이 시기 동안 남 왕국 유다도
기복이 있었지만 대체로 그들은 북 왕국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상태로 있었다.

As good as conditions were in these early

years, we have to remember another major event, the divided kingdom. Sadly,
Solomon and his son Rehoboam did not treat the northern tribes with the
respect that they deserved, so the tribes of the north broke away and formed
their own nation around 930 B.C. We learn of this event in 1 Kings 12 and 2
Chronicles 11. When Rehoboam refused to treat the northern tribes justly,
they broke away and formed their own nation. Jeroboam I became king of the
northern tribes, and set up a capital in Samaria along with worship centers in
Dan and Bethel. Now, Jeroboam went much too far in his rebellion against
the south. He established idols in his worship centers at Dan and Bethel, and
by doing this the northern kingdom became severely corrupt. The nation
turned away from loyalty to Yahweh and refused to submit to their covenant
responsibilities. Now, Judah had its ups and downs during this period as well,
but for the most part they remained much more faithful than northern Israel.
우리는 왕정 초기에 있었던 두 가지 주요 사건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먼저 백성이 엄청난 복을 받았던 시기인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통일 왕국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왕국의 분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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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So we’ve seen two major events in the early monarchy: first, the
united kingdom under David and Solomon when the people were blessed
tremendously, and then the division of the kingdom in the days of
Rehoboam.
왕정 초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건들이 선지자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Now that we’ve seen two major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early
monarchy, we have to ask how these events shaped the ministries of the
prophets.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구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는 그들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는 16 명의
선지자들이 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정 초기가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밝혀 주지만 구약의 어떤 선지서도 이 시기로부터
유래되지

않았다.

우리는

왕정

초기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이 배경을 살필 수 있다.

There are sixteen

different prophets whose ministries are summarized in the major and minor
prophetic books of the Old Testament. The books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make it clear that the period of the early monarchy was full of
prophetic activity, but none of these books of prophecy come from that
period. We may only speak of the early monarchy as providing a background
to the prophets that we’re studying. Now we can see this background in at
least two ways.

1. 언약의 이상들(Covenant Ideals)
한편으로 기록 선지자들은 통일 왕국 시대를 왕정의 중요한 언약
이상들을 세우는 시대로 회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고 솔로몬에게 확인해 주신 언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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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유다와 재통일될
날을 열망했다. 그들은 다윗의 보좌가 다시 견고해지고 영토가 다시 한 번
확장될

날을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

왕국은

구약의

기록

선지자들에게 배경을 제공한다. On the one hand, later-writing prophets
looked back to the days of the united monarchy as establishing important
royal covenant ideals. They based all of their hopes for the people of God on
the covenant God made with David and confirmed with Solomon. They
longed for the day when Israel would be reunited with Judah as in the days of
David and Solomon. They looked forward to the days when the throne of
David would be secure again and the borders of the land would be extended
once again. So in this sense, the united monarchy provides a background for
the writing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2. 분열 왕국(Divided Kingdom)
다른 한편으로 왕국의 분열 또한 기록 선지자들이 두 개의 다른
나라들을 섬겼다는 사실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이 두 왕국은 비교적
독립된 역사를 갖고 있었다. 어떤 선지자들은 북 왕국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언약의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에게 큰 치유와 복의 날에 대하여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초점은 북쪽 지파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맞추어져 있었다.
다른 선지자들은 남 왕국 유다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복을 제시하였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추었다.

On the other hand, the division of the kingdom also provided a

background to the fact that the writing prophets served two different nations.
These nations had relatively separate histories. Some prophets served Yahweh
in the northern kingdom, threatening covenant judgment and assuring the
people of a day of great healing and blessing. Their focus was on Samaria,
the capital of the northern tribes. Other prophets served Yahweh in Judah and
they warned of judgments and offered blessings to the people of God in the
south, but they focused on Jerusalem and the tribe of Ju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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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 초기에는 어떤 기록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시기가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에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하였음을 발견한다.
왕정 초기는 언약의 이상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북 왕국과 남 왕국으로
분리되는 현실도 세웠다.

Although no writing prophets came from the early

monarchical period, we discover that this period formed an essential
background to the ministries of all prophets. The period of the early
monarchy established the ideals of the covenant and it also established the
reality of a northern and southern kingdom.
지금까지 우리는 배경을 제공하는 왕정 초기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의 두 번째 주요 시기인 앗수르의 심판 시기로
나아갈 것이다.

So far we’ve seen the background of the early monarchy.

Now we have to move into the second major period of prophetic history, the
period of the Assyrian judgment.

III. 앗수르의 심판 시기(ASSYRIAN JUDGMENT)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언약 백성은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할
책임을 가졌고 파렴치하게 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한
심판을 내리시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요한 전쟁을 보내신 첫 번째 시기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였다.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앗수르 제국을 통하여 특별히 주전 734-701 년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 주전 8-7 세기 동안 앗수르 제국은
강대해졌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 그 세력의 전성기에 앗수르 제국은
오늘의

터기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거대하고 공격적인 제국을 상대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었다. 앗수르의 심판 시기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두 가지
문제를 살필 것이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은 무엇이었는가? 이
사건들은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As
we’ve seen in the earlier lesson, the people of the covenant had
responsibilities to be faithful and loyal to the Lord, and when they flagrantly
violated this covenant, they fou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God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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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judgment in war. The first time God sent major war against the people
of God was during the period of the Assyrian judgment. The divine judgment
of defeat in war came upon the people of God through the Assyrian empire
during the years especially of 734 to 701. During the 8th and 7th centuries
B.C., the Assyrian empire grew in strength and conquered many nations. At
the height of its power, the Assyrian empire stretched from modern day
Turkey to the Persian Gulf and as far south as Egypt. Israel and Judah could
not avoid dealing with this massive and aggressive empire. To explore the
period of this Assyrian judgment, we’ll look at two matters again: what were
the major events that took place at this time, and how did these events
influence the ministries of the prophets during these centuries?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앗수르 제국이 강성하던 시기에 구약의 선지서들에 영향을 준 무슨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었는가? 우리의 연구에 중요한, 적어도 세 가지 주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는

아람-이스라엘

동맹이었고,

둘째는

사마리아의 함락이었고, 셋째는 산헤립의 침공이었다. What major events took
place in the centuries of the Assyrian dominance that have an influence on
Old Testament prophetic writings? At least three major historical events took
place that are important for our study: first, the Syrian-Israelite coalition;
second, the fall of Samaria; and third, the Sennacherib invasion.

1. 아람-이스라엘 동맹(Syrian-Israelite Coalition)
아람-이스라엘 동맹은 그 당시 앗수르의 지배 아래 있던 세 작은 나라
곧 아람, 북 이스라엘, 유다 사이의 분쟁과 관계가 있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 중 매우 흥미로운 한 단락이
이사야 7 장이다. 주전 734 년 경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 신물이 나 있었고 앗수르인들이 그들의 제국의 다른
지역들에서 내분을 겪고 있던 틈을 타서 앗수르인들에게 저항할 동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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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들 자신의 동맹을 결성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과
아람은 강제로 유다를 그들의 대열에 합세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그 동맹에 합세하는 것을 거부하고 앗수르에 도움을 청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그 주요한
결과들 중의 적어도 하나만은 알아야 한다. 북 왕국과 남 왕국 둘 모두
앗수르와의 분쟁의 길에 있었다.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반역했으므로
앗수르 왕이 와서 공격하고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유다는 잠시 동안
앗수르 편에 있었지만 앗수르 제국에 엄청난 조공과 엄청난 조세를 바쳐야만
했다. 그러나 결국에 유다조차도 앗수르에 반역했고 이로 인해 심판이 남
유다에도 곧 닥칠 것이었다.

The Syrian-Israelite coalition involved conflict

among three small nations under Assyrian control at that time: Syria, northern
Israel and Judah. We can read about these events in several places in the Old
Testament, but one very interesting passage is Isaiah 7. Around 734, Syria and
northern Israel grew tired of paying tribute to the Assyrian empire, so they
decided to build a coalition to resist the Assyrians because the Assyrians were
experiencing trouble in other parts of their empire. In addition to building
their own coalition, Israel and Syria tried to force Judah into joining their
ranks. But Ahaz, the king of Judah, refused to join them and appealed for
help from Assyria. These events had many results for the people of God, but
we should be aware of at least one of those major consequences.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were on a path of conflict with Assyria. Northern Israel
had rebelled against Assyria and so the kings of Assyria came, attacked and
destroyed northern Israel. Judah aligned herself with Assyria for a while and
so she owed great tribute and great taxes to the empire of Assyria. Eventually,
however, even Judah rebelled against Assyria and judgment was going to
come against southern Judah as well.

2. 사마리아의 함락(Fall of S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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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일어난

두

번째

주요

사건은

사마리아의

함락이었다.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아람-이스라엘 동맹이란
반역 때문에 앗수르의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열왕기하 17 장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읽을 수 있다. 앗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북 이스라엘로 진격해
와서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고 앗수르인들은 많은 북 이스라엘인들을 국외로
추방시켰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날을 표시했지만, 대규모의
국외 추방이란 언약 심판의 절정이 앗수르인들의 손에 의해 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처음으로 실제로 일어났다.

The second major event of the

Assyrian period of judgment was the fall of Samaria. Samaria was the capital
of northern Israel and became the object of Assyrian vengeance because of
the rebellion of the Syrian-Israelite coalition. We read about this event in 2
Kings 17. The great Assyrian army marched against northern Israel and
destroyed Samaria, and the Assyrians sent many northern Israelites into exile.
Now, this event marked a new day for the people of God, but the climax of
covenant judgment in large-scale exile actually took place for the first time
with the destruction of northern Israel at the hands of the Assyrians.

3. 산헤립의 침공(Sennacherib Invasion)
앗수르의 심판 시기의 세 번째 주요 사건은 산헤립의 유다 침공시에
일어났다. 유다는 북 왕국으로부터 벗어나는 보호를 얻으려고 앗수르에
굴복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앗수르의 진노를 피했다. 그러나 그 후에
유다조차도 결국 앗수르에 반역했고 이 거대한 제국의 분노를 샀다. 유다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격이 있었지만 최악의 공격은 주전 701 년 경의 산헤립의
침공이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열왕기하 18 장과 19 장에서 읽을 수
있다. 앗수르인들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왔다. 사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 그 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유다는

앗수르의 봉신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의 침공으로부터
전멸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The third major event of the Assyrian
judgment occurred in the Sennacherib invasion of Judah. Judah escaped the

-10-

wrath of Assyria for a while because they submitted themselves to Assyria to
gain protection from the northern kingdom. But later on, even Judah
eventually rebelled against Assyria, and they incurred the wrath of this great
empire. Several attacks came against Judah, but the worst came around 701
B.C., the Sennacherib invasion. We can read about this event in 2 Kings 18
and 19. The Assyrians destroyed many Judaite cities and came as far as
Jerusalem. In fact, it appeared that all was lost until Hezekiah, the king of
Judah, turned to Yahweh for help and was miraculously delivered. Now, Judah
remained a vassal state of Assyria, but she avoided total destruction in the
days of Hezekiah and the Sennacherib invasion.
우리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일어났던 세 가지 주요 사건들 곧
첫째로 주전 734 년의 아람-이스라엘 동맹, 둘째로 주전 722 년의 사마리아의
함락, 셋째로 주전 701 년의 산헤립 침공을 살펴보았다.

So we can see that

there were three major events during the Assyrian judgment: first, the SyrianIsraelite coalition in 734; second, the destruction of Samaria in 722 B.C.; and
finally, the Sennacherib invasion of 701.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일어났던

세

가지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 사건들이 선지자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Now that we’ve seen several major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Assyrian judgment, we have to examine how these three
events influenced the ministries of the prophets.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앗수르 제국을 통한 심판은 선지자들의 사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구약에 들어 있는 16 권의 선지서들 가운데 6 권의 책이 이 시기 동안
여호와의 사절들 곧 요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이사야의 사역을
전하고 있다. 이 선지자들은 모두 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사역했다. 이
선지자들이 앗수르 제국을 통한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말했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자. The Assyrian judgment had great influence on the ministries of
prophets. Of the sixteen books that we have in the Old Testament, six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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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report the ministries of Yahweh's emissaries during this period: Jonah,
Hosea, Amos, Micah, Nahum and Isaiah. All of these prophets ministered
during the time of the Assyrian judgment. Let’s briefly summarize what these
prophets had to say about the Assyrian judgment.
1. 요나(Jonah)
우리가 첫 번째로 언급할 선지자는 요나이다. 왕하 14:25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전 793-753 년 경 북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 세의 통치
시기에 요나를 부르시어 예언 사역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어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사역한 장소는
선지자들 가운데 좀 독특했다. 그는 앗수르인들의 이 수도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욘 3:4 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다.
First we should mention the prophet Jonah. According to 2 Kings 14:25, God
called Jonah to prophesy during the reign of Jeroboam II who was king in
northern Israel from around 793-753 B.C. And the place of Jonah’s ministry
was unique among the prophets because God called him to go to Nineveh,
the capital city of Assyria. He went to this capital city of the Assyrians and
preached the word of Yahweh, and his central message was simple, as we
read in Jonah 3:4:
Forty more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urned (Jonah 3:4).
(욘 3:4)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에게 아주 유감스럽게도, 니느웨 성 주민들이 여호와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내리시기로 경고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의 사역은 앗수르 제국과 같은 악한 제국에게까지도
확장된 하나님의 자비를 잘 드러내고 있다. Much to Jonah’s regret, the city of
Nineveh repented when they heard this word from Yahweh, and God did not
bring the disaster he threatened against the city. Jonah’s ministry marks the
mercy of God extended even to an empire as evil as the Assyrian empire.
2. 호세아(Ho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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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사역했던 두 번째 선지자는 호세아였다. 호
1:1 에 의하면 호세아는 유다의 왕들인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다. 웃시야의 통치의 마지막 해는 주전 740 년 경이었고 히스기야의
통치의 첫 해는 주전 716 년 경이었다. 이 범위는 선지자 호세아의 사역을
가늠해 볼 긴 기간을 세워 준다. 그는 주전 750 년 경부터 적어도 주전
722 년 사마리아의 함락 때까지 주로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 아마도
호세아는 사마리아가 함락되던 해에 유다로 이주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가 아람-이스라엘의 동맹 이전의 번영의 시대에 예언 사역을
했고 사마리아의 함락 때까지 줄곧 예언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A

second prophet who ministered during the Assyrian judgment was Hosea.
Hosea 1:1 tells us that Hosea served in the days of Uzziah, Jotham, Ahaz, and
Hezekiah, kings of Judah. Uzziah’s last year to reign was around 740 B.C., and
Hezekiah’s first year to reign was around 716 B.C. This range establishes a
long period for the ministry of the prophet Hosea. He ministered primarily in
northern Israel from around 750 B.C., at least until the fall of Samaria in 722
B.C. At that time Hosea probably migrated to the South. And so we can see
that Hosea prophesied in the days of prosperity before the Syrian-Israelite
coalition, and he also prophesied through to the time of the fall of Samaria.
호세아의 예언들의 초점은 그가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의 예언들의 대부분은 북 왕국에 있었던 부패와 악에 대한
경고로 이루어져 있다.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곧 북 왕국이
죄로 인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앗수르인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예언은 사마리아의 함락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호세아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포로기 이후에라도 어느 날 언약의 복인 회복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The focus of Hosea’s prophecies reveals that he ministered in

northern Israel. Most of his prophecies consist of warning against corruption
and evil in the North. Hosea’s central message was this: the northern kingdom
was so corrupted by sin that God was going to judge them by bringing the
Assyrians to destroy Israel and Samaria. This prediction, of course, was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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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fall of Samaria. Hosea did offer hope, however. He said that one day
the covenant blessing of restoration would come, even after the exile.
3. 아모스(Amos)
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초점을 맞춘 세 번째 선지자는 아모스이었다. 암
1:1 에 의하면 아모스는 웃시야가 유다의 왕이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사역했다. 이 구절은 아모스의 사역 기간의 범위가 주전
760 년에서 주전 750 년 경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아모스는 주전 734 년의
아람-이스라엘 동맹 이전에 사역했다. 그는 여로보암 2 세의 치하에서 북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던 때에 사역했다. 호세아처럼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했고 그의 당대의 세대를 향해 경고한 그의
주된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앗수르 제국을 통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사마리아가 함락될 것이고 국외 추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암
5:27 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third
prophet to focus on the Assyrian judgment was Amos. Amos 1:1 tells us that
Amos ministered when Uzziah was king of Judah and Jeroboam was king of
Israel. This verse gives us a range of dates for Amos’ ministry from around
760 to 750 B.C. Amos served prior to the dates of the Syrian-Israelite coalition
in 734. He served during the dates of northern Israel’s prosperity and their
complacency under Jeroboam II. And like Hosea, Amos ministered in northern
Israel, and his main message was this — he warned the generation of his day
that the Assyrian judgment was coming and that Samaria would fall and that
exile was going to take place. As Amos says to the Israelites in Amos 5:27:
“Therefore I will send you into exile beyond Damascus,” says
the Lord, whose name is God Almighty (Amos 5:27).
(암 5:27 개역개정)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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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책의 마지막 장에서 아모스는 국외 추방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되풀이하여 말했다. 회복이 있을 것이었다. 모세 자신이 약속했던
언약의 복 곧 국외 추방 이후의 회복은 아모스에 의해서도 재확인되었다. In
the last chapter of his book, Amos reiterates the hope that the exile was not
the end of Israel. There was going to be a restoration, the covenant blessing
of restoration after exile which Moses himself promised was also reaffirmed
by Amos.

4. 미가(Micah)
앗수르의 심판 시기를 다룬 네 번째 선지자는 미가였다. 미 1:1 에
의하면 미가는 유다의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 사역을 했다. 미가는 적어도 요담의 통치의 마지막
해인 주전 735 년 경부터 산헤립의 침공이 있던 주전 701 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했다. 호세아와 아모스와는 달리 미가는 유다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부근에서, 사역했다. 간단히 말하면 미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인들의 손을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는 것이었다.
그는 사마리아가 멸망으로부터 피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갖지 못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도 곧 멸망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헤립의 침공 때에
미가는 예루살렘이 적에 의해 결코 멸망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반박했다. 그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럴지라도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소망을 갖도록
했다. 미가가 전한 그 소망은 설령 국외 추방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앗수르의 압제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위대한 왕을 일으키시어 백성을 통일시키고 본토에서 언약의
복들을 회복시키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The fourth prophet to deal
with the Assyrian judgment was Micah. Micah 1:1 says that he ministered
during the days of Jotham, Ahaz, and Hezekiah, the kings of Judah,
concerning Samaria and Jerusalem. Micah served as God’s prophet from at
least 735 B. C., the last year of Jotham’s reign, to 701, the days of the
Sennacherib invasion. Unlike Hosea and Amos, Micah ministered in Ju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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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in the vicinity of Jerusalem. Put simply, Micah’s message was that
God was going to judge both Samaria and Jerusalem by the hands of the
Assyrians. He had little hope that Samaria would escape out of destruction,
and he also warned that Jerusalem was going to be destroyed. During the
Sennacherib invasion, Micah opposed false prophets who said that Jerusalem
could never be destroyed by an enemy. He argued that Jerusalem would be
destroyed if repentance did not take place. Even so, Micah held out hope to
Israel and to Judah that even if exile occurred, one day God would retaliate
against her enemies and he would free his people from the oppression of the
Assyrian and bring a great king to reunite the people and to restore their
covenant blessings in the land.

5. 나훔(Nahum)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사역했던 다섯 번째 선지자는 나훔이었다.
나훔의 사역 시기는 그의 책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책에
있는 자료들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다. 나훔의 사역은 주전 663 년부터 주전
612 년 사이에 있었다. 그의 책의 두 구절은 가능한 연대의 범위를 세워 준다.
나 3:8 에서 우리는 애굽의 도시 테베(개역개정: 노아몬)가 앗수르인들에 의해
이미 정복당한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주전 663 년에 일어났다.
그러나 선지자 나훔은 또한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다. 나
3:7 에서 나훔은 그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말한다. 니느웨의 멸망은 주전
612 년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역이 이 큰 사건 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he fifth prophet who ministered during the period of the
Assyrian judgment was Nahum. The time of Nahum’s ministry is not stated
explicitly in his book, but it can be inferred from the materials in his book. His
ministry took place between 663 B.C. and 612 B.C. Two verses in his book
establish the range of possibilities. In 3:8 we discover that the Egyptian city of
Thebes had already been conquered by the Assyrians, and this event took
place in 663 B.C. Yet the prophet also foretells the destruction of Nineveh, the
Assyrian capital, and he speaks of it as a future event in 3:7. Ninev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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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ruction took place in 612 B.C., so we know that his ministry took place
before that great event.
우리는 나 1:15 을 통해 나훔이 유다를 부르는 것을 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훔이 유다에서 실제로 사역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나훔은
유다가 아니라 앗수르에 그의 주의를 집중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둘
모두 앗수르의 손에 의해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나훔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곧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심으로써 앗수르를 처벌하실 것을 보증했다. 나 3:5-7 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We read in 1:15 that
Nahum addressed Judah, so we may be confident that he did minister in
Judah, but Nahum focuses his attention not on Judah, but on Assyria. Both
Israel and Judah had suffered severely at the hands of Assyria by this time,
and in the midst of this suffering, Nahum had one primary message: God was
going to destroy Assyria. He assures Judah that God will punish Assyria by
destroying the capital city of Nineveh. As we read in 3:5-7, Yahweh says these
words:
“I am against you,” declares the Lord Almighty… “I will treat
you with contempt and make you a spectacle. All who see
you will flee from you and say, ‘Nineveh is in ruins’” (Nahum
3:5-7).
(나

3:5-7)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언하신다. . . “내가 너를 경멸하며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겠다.
너를 보는 모든 사람이 너를 피하여 달아나며 ‘니느웨가 망해
폐허가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6. 이사야(Isaiah)
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초점을 맞춘 여섯 번째 선지자는 이사야였다. 사
1:1 에 의하면 이사야는 유다의 왕들인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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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사역했다.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이사야가 주전 740 년
경부터 적어도 산헤립의 침공이 있던

주전 701 년보다 조금 더 지난 때까지

사역했음을 말해 준다. 우리는 이사야가 아람-이스라엘의 동맹, 사마리아의
함락, 산헤립의 침공 때까지 줄곧 사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가

유다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음을

알려

준다.

이사야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유다를 다루었다. 그는 아람이스라엘의 동맹 때에 여호와께 대한 충성과 신뢰를 촉구했다. 산헤립의 침공
때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인도했다. 이사야의 이러한 사역은 한 가지 주된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유다가 앗수르의 심판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경고 곧 국외 추방이 유다에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매우 많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사야는 유다의 회복이 포로기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The sixth prophet to focus on the Assyrian Judgment was
Isaiah. Isaiah 1:1 mentions that Isaiah ministered during the reigns of Uzziah,
Jotham, Ahaz, and Hezekiah, kings of Judah. This registry of kings tells us that
Isaiah served from around 740 B.C. at least to slightly after 701 B.C., the
Sennacherib invasion. We can see that Isaiah ministered through the time of
the Syrian-Israelite coalition, the fall of Samaria, and the Sennacherib invasion.
The content of Isaiah’s book reveals that he ministered in Judah, especially in
Jerusalem. Isaiah dealt with Judah in many ways during the time of Assyrian
Judgment. He called for fidelity and trust in Yahweh during the Syrian-Israelite
coalition. During the Sennacherib invasion, Isaiah led King Hezekiah to trust
Yahweh for the deliverance of Jerusalem. These portions of his ministry had
one main message: Judah must trust Yahweh as she faced Assyrian
judgments. Of course, when the Israelites did not trust Yahweh, Israel had
another warning: exile will come to Judah. Yet like so many other prophets,
Isaiah affirmed that the restoration of Judah would take place after the ex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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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선지자들의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선지자들은 이 시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불행과 곤경의 때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심판의 말을 가지고
왔지만 보다 더 밝은 날이 지평선에 떠오를 것이라는 격려의 말도 갖고
있었다. So we’ve seen that the period of the Assyrian Judgment had several
major events that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the ministries of the
prophets. The prophets knew that this was going to be a time of great misery
and hardship for the people of God. And they came with words of judgments,
but also words of encouragement that a brighter day was on the horizon.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 시기로 나아갈 것이다.
Now that we have explored how Old Testament prophets ministered during
the period of Assyrian judgment, we must now turn to the period of the
Babylonian judgment.

IV. 바벨론의 심판 시기(BABYLONIAN JUDGMENT)
지금까지 우리는 왕정 초기가 구약의 모든 기록 선지자들에게 배경을
제공한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또한 주전 734 년부터 701 년까지 앗수르를
통한 심판이 요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이사야가 사역했던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 중 세
번째 주요 시기인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이르렀다. 이 심판의 시기는 주전
605 년부터 주전 539 년까지 계속되었다. So far we’ve seen that the early
monarchy formed a background for all of the writing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We’ve also seen that the Assyrian judgment of 734 to 701 B.C.
formed the historical context within which Jonah, Hosea, Amos, Micah, Nahum
and Isaiah ministered. Now we come to the third major period of prophetic
ministry, the Babylonian judgment. This period of judgment extended from
605 B.C. to 539 B.C.
많은 점에 있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와 바벨론의
심판 시기 사이의 중심점을 이룬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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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헤립의 침공 때 히스기야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침공이 끝난 후에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벨론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 이사야 39 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었는지 알았다. 그래서 그는 사 39:5-7 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In many ways the prophet Isaiah forms a hinge between the

period of Assyrian judgment and Babylonian judgment. We’ve already seen
that Isaiah ministered to Hezekiah during the days of the Sennacherib
invasion. Well, after this invasion was over, Hezekiah tried to make an alliance
with the Babylonians to protect themselves from further attacks. In chapter 39
of Isaiah, the prophet discovers what Hezekiah had done. And so he says
these words in 39:5-7:
Hear the word of the Lord Almighty: The time will surely
come when everything in your palace, and all that your
fathers have stored up until this day, will be carried off to
Babylon… Some of your descendants … will be taken away,
and they will become eunuchs in the palace of the king of
Babylon (Isaiah 39:5-7).
(39:5-7 개역개정)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다시 한 번 우리는 우리의 논의를 두 개의 관심사로 나눌 것이다.
첫째로,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은 무엇이었는가? 둘째로,
이 시기에 선지자들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럼 먼저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자. Once again we’ll divide our discussion into
two concerns: first, what were the major events of the Babylonian judgment,
and second, how did the prophets minister during this time? Let’s look first at
the major events that comprised the Babylonian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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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사건 곧 주전 605 년의
바벨론의 일차 침입, 주전 597 년의 이차 침입, 주전 586 년의 삼차 침입을
알아야 한다.

To understand this period, we must identify three major events:

the first Babylonian incursion of 605 B.C., the second incursion of 597 B.C.,
and the third incursion of 586 B.C.
1. 일차 침입(First Incursion)
먼저 주전 605 년에 바벨론의 일차 침입이 있었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여호야김

왕은

그의

바벨론

종주인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갔다. 이 때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다.
First, in 605 B.C., there was the first incursion and deportation of Judaite
leaders to Babylon. The king Jehoiakim was unfaithful to his Babylonian
suzerain, Nebuchadnezzar, so Nebuchadnezzar invaded Judah and removed
many of the leaders in Jerusalem. The prophet Daniel and his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among those deported at this time.

2. 이차 침입(Second Incursion)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두 번째 주요 사건은 주전 597 년에 일어났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계속적인 반역에 대하여 이차 침입과 국외 추방으로
반응했다. 이 때에 그는 유다의 많은 부분을 파괴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선지자 에스겔이 이 국외 추방에 포함되어
사로잡혀 갔다. 이 이차 침입은 많은 점에서 유다 왕국을 손상시켰지만
백성은 여전히 그 악한 길들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다. The second major
event of this period occurred in 597 B.C. Nebuchadnezzar responded to
continuing rebellion in Judah with a second incursion and deportation. At this
time, he destroyed much of Judah and took a good number of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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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exile into Babylon. The prophet Ezekiel was taken away in this
deportation. This second incursion hurt the nation of Judah in many ways, but
the nation still did not repent of its evil ways.

3. 삼차 침입(Third Incursion)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세 번째 주요 사건은 주전 586 년에 일어났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계속적인 반역에 신물이 났고 세 번째 마지막 칩입과
국외 추방을 단행했다. 이번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다. 유다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땅은 황폐한 상태로 남게 되었고 유다의 오랜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다.

The

third major event of the Babylonian period occurred 586 B.C. Nebuchadnezzar
had enough of continuing rebellion in Judah and he made a third and final
incursion and deportation. This time, the Babylonians utterly destroyed
Jerusalem and its holy temple. The vast majority of people in Judah were
taken into exile, and the land was left desolate, and a great exile of Judah was
under way.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주요 사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멸망의 때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의

자손은

사로잡혀

유배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의

파괴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끔찍한 때였다.

성전은

When we

think about these three major events during the Babylonian judgment, we
must remember that this was a time of utter destruction for the people of
God. The son of David was taken off into exile, and the temple of Jerusalem
was destroyed. It was a terrible time in the history of God’s people.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시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Now that
we’ve seen the major events of the Babylonian period, we should consider the
ways in which Old Testament prophets ministered at these times.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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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 7 명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사절로서 사역했다.
그들은 예레미야, 스바냐, 요엘, 오바댜,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이다. The
Babylonian judgment provides an historical context for a number of Old
Testament prophets. In fact, seven prophets served as Yahweh’s emissaries at
this time: Jeremiah, Zephaniah, Joel, Obadiah, Habakkuk, Ezekiel, and Daniel.

1. 예레미야(Jeremiah)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첫 번째 선지자는 예레미야였다. 예레미야는 세
차례의 바벨론 침입과 국외 추방이 있던 때에 줄곧 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섬겼다. 렘 1:2-3 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사역했다. The first prophet of the Babylonian period was Jeremiah.
Jeremiah served as God’s prophet in Judah throughout the three invasions
and deportations. As we read in Jeremiah 1:2-3, Jeremiah ministered
… in the thirteenth year of the reign of Josiah … through the
reign of Jehoiakim … down to the fifth month of the eleventh
year of Zedekiah … when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into
exile (Jeremiah 1:2-3).
(렘 1:2-3) . . .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 . .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 . . 시드기야의 십일년 오월, 예루살렘 주민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 . .
이 두 절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이 앗수르인들을
패배시키기 전인 주전 626 년 경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적어도 바벨론의
마지막(삼차) 침입과 국외 추방이 일어났던 주전 586 년 직후까지 여호와의
사절로서 계속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rom these verses we see that
Jeremiah served from about 626 B.C., even before the Babylonians had
defeated the Assyrians, and he continued to serve as Yahweh’s emissary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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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until shortly after 586 when the final Babylonian incursion and
deportation took place.
바벨론의 일차 칩입 이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입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참된 회개를 촉구했다. 바벨론 공격의 물결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멸이 확실함을 깨달았다. 예레미야는 백성으로
회개하고 곤경의 해들을 준비하도록 촉구했다. 정말 바벨론 유수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또한 이스라엘이 미래에 어느 날 회복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예를 들면, 그의 책 30-31 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새 언약 아래
안전하게 세우실 것임을 상기시켰다. Before the Babylonians first invaded,
Jeremiah called for true repentance to forestall the invasions. As the waves of
Babylonian attacks continued, Jeremiah learned that Jerusalem’s doom was
certain. He called for the people to repent and to prepare for years of
hardship. Even so, despite his focus on the Babylonian exile, Jeremiah also
affirmed that Israel would be restored some day in the future. For instance, in
chapters 30–31 of his book, Jeremiah reminded the people of Judah that God
would bring them back to the land and establish them in safety under a new
covenant.

2. 스바냐(Zephaniah)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두 번째 선지자는 스바냐였다. 습 1:1 은
스바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언제 사역했는지 분명하게 말해 준다. 그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통치 시대에 사역했다. 요시야는 주년 640 년
경부터 주전 609 년까지 유다를 통치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스바냐의
사역이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과 동시대임을 알 수 있다. 습 2:13-15 에서
스바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앗수르와

다른

나라들에게

이를

것을

예언했다. 그는 유다를 포함한 전 지역을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을 예상했다.
그럴지라도 스바냐는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어 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습 3:20 에서 스바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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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et of the Babylonian judgment was Zephaniah. Zephaniah 1:1 tells us
explicitly when he served as God’s prophet. He served during the reign of
Josiah, son of Amon, King of Judah. Josiah reigned over Judah from about
640 B.C. to 609 B.C., and this makes Zephaniah a contemporary of Jeremiah's
early ministry. In 2:13-15, Zephaniah predicted that Nineveh would fall as it
did to the Babylonians. In fact, Zephaniah predicted that the day of the Lord
was coming against Assyria and other nations who had persecuted the people
of God. He anticipated the Babylonian dominance over the entire region,
including Judah. Even so, Zephaniah also proclaimed that the day would come
when Israel and Judah would be restored to greatness. As he says in 3:20:
“At that time I will gather you; at that time I will bring you
home. I will give you honor and praise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hen I restore your fortunes before your very
eyes,” says the Lord (Zephaniah 3:20).
(습 3:20)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 요엘(Joel)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등장한 세 번째 선지자는 요엘이다. 우리는
요엘의 사역 연대에 대하여 어느 한 주장을 고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요엘서가 우리에게 그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엘의 사역을 좀 더 이른 연대로 보는 해석자들도 있고 좀 더
늦은
1

연대로

보는

해석자들도

있다.

1

그러나

욜

1:13 과

많은

다른

[역자 주] Dillard 와 Longman(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 367)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요엘 저작 연대를 주전 9 세기에서 주전 2 세기까지 학자들의 이름과 함께 열거한
후 6 세기 말에서 5 세기 중반으로 본 알스트룀, 마이어스, 알렌의 입장이 내증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Hill 과 Walton(A Survey of the Old Testament, 474)은 요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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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들로부터 우리는 요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전과 제사장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요엘은 또한 욜 2:1 에서 시온의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아마도 요엘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던 어느 때 사역했을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직설적이었다. 유다
땅이 외국 군대에 의해 강탈당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요엘 2 장에서 요엘은
회개를

촉구하고

진지한

회개를

통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미연에

방지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도 요엘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의 독자들에게 포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유례 없는
언약의 복의 때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욜 3:20-21 에서 요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A third prophet who appears during the Babylonian
Judgment is Joel. We cannot be dogmatic about the date of Joel’s ministry
because his book does not give us a specific time for his ministry. Some
interpreters place Joel earlier, others place him later. Yet from 1:13 and a
number of other references, we can be sure that the temple and the
priesthood were in operation as Joel preached. Joel also announces that the
destruction of Zion will come in 2:1. So Joel probably ministered sometime
8 세기에 이르러야 시작되는 고전적인 예언(classical prophecy)의 예라면 아모스보다 늦은
시기의 저작이 분명하며 포로 이후를 지지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요엘의 저작 시기를
포로후기로

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에돔의

멸망

예언(3:19)과

제사장직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도 이른 후포로기 즉 주전 6 세기 후반이나 5 세기 초반을
지지한다고 결론지었다. Hubbard(Joel & Amos TOTC, 25-27)는 ⑴요엘의 여호와의 날이
아모스뿐만

아니라

스바냐와도

유사성을

보이고

⑵요엘의

성전

예배에

대한

묘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있는 성전예배와 흡사하고 ⑶욜 3:1-8 의 묘사가 바벨론 유수 과정에서
적국이 보여준 악행을 가장 잘 반영하고 ⑷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cf. 호 5:1) 거민들과
장로들만이 언급되고(욜 1:2, 14; 2:15-16) 성전 예식이 언급된 것이 바벨론 유수와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에

힘입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주전

515 년)을 전제로

한

것이며

⑸요엘(3:19)이 에돔의 멸망을 미래적인 것으로 묘사한 반면 말라기(1:2-5)가 에돔의 멸망을
과거로 묘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⑹말라기에 묘사된 성전 예배의 부패 그리고 말라기의
예언적 스타일이 어조와 내용에 있어서 요엘과 다른 점에 비추어 요엘이 말라기(주전
450 년경)보다 몇 십 년 앞선 것으로 보고 요엘의 저작연대를 주전 500 년 경으로 보면
무난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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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deportations of the Judaites to Babylon. His message was
straightforward — the land of Judah was going to be ravished by foreign
armies. And in chapter 2, Joel called for repentance and the hope that sincere
repentance might forestall or soften the Babylonian destruction. Yet after
concluding that destruction was coming, Joel did not give up entirely on
God’s blessing. He assured his readers that once the exile was over, God
would restore his people to a time of unsurpassed covenant blessing. As he
says in Joel 3:20-21:
“Judah will be inhabited forever and Jerusalem through all
generations. Their bloodguilt, which I have not pardoned, I
will pardon.” The Lord dwells in Zion! (Joel 3:20-21).
(욜 3:20-21 개역개정)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4. 오바댜(Obadiah)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네 번째 선지자는 오바댜였다. 그의 책도
구체적으로 연대를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오바댜서는 에돔이 유다 사람들의
끔찍하게 고통 당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십중 팔구
오바댜는 주전 597 년에서 주전 586 년 사이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하여
포로로 잡아가던 때에 유다 사람들에게 임한 고통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오바댜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들의

잔인한

행위들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에돔은 멸망 당할 것이다. 사실상 그는 어느 날 유다의
포로민들이 돌아와 에돔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바댜는 그의 책
15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 fourth prophet during the Babylonian
judgment was Obadiah. His book is not specifically dated either, but it
concentrates on how the nation of Edom took advantage of the terrible
suffering of the Judaites. In all likelihood, Obadiah had in mind the trou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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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me to the Judaites during the waves of invasions and deportations
which Babylon inflicted on Judah during the years of 597 to 586 B.C. Obadiah
announced that Yahweh will not overlook the cruelties of the Edomites. Edom
will be destroyed. In fact, he announced that one day the exiles of Judah
would return and take possession of Edom. As Obadiah says in verse 15 of his
book:
The day of the Lord is near for all nations. As you have done,
it will be done to you; your deeds will return upon your own
head (Obadiah 15).
(옵 15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는 유다의 포로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학대한 것
때문에 열국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Obadiah proclaimed that after
Judah’s exile was over, God would punish the nations for their mistreatment
of his people.
5. 하박국(Habakkuk)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사역했던 다섯 번째 선지자는 하박국이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박국이 언제 사역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의
책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길잡이를 준다. 하박국서의 제 1 장에서
하박국은 유다의 불경건한 지도자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합 1:6 에 나온다. 거기서 주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A fifth

prophet who ministered during the Babylonian judgment was Habakkuk. Once
again, we don’t know precisely when he ministered, yet the content of his
book gives us some guidance. In the first chapter of Habakkuk, the prophet
prays for the destruction of godless rulers in Judah. God’s response is found
in 1:6. There the Lord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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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raising up the Babylonians, that ruthless and impetuous
people, who sweep across the whole earth to seize dwelling
places not their own (Habakkuk 1:6).
(합 1:6 개역개정)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구절에 의하면 하박국은 주전 605 년의 바벨론의 일차 침입과 국외 추방과
가까운 어느 시기에 사역했을 가능성이 높다. In light of this passage, it seems
likely that Habakkuk ministered sometime near the first Babylonian invasion
and deportation in 605 B.C.
하박국은 먼저 유다 백성의 악행을 한탄했고 이어서 바벨론 사람들의
압제를

한탄했지만

그의

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호와에 대한 그의 신뢰를
확언했다. 합 3:17-18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신앙의 말을 읽는다.
Habakkuk first lamented the evil of the Judaites, then he lamented the
oppression of the Babylonians, but in the end of his book, Habakkuk affirmed
his trust in Yahweh, no matter how long it took for God to destroy the
Babylonians. In 3:17-18, we read those well-known words of faith: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Habakkuk 3:17-18).
(합

3:17-18

개역개정)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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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스겔(Ezekiel)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섬겼던 여섯 번째 선지자는 에스겔이었다.
에스겔 1 장 2 절에 의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 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민들 가운데서 사역했고 에스겔서의
나머지 부분이 밝혀주는 대로 주전 586 년 예루살렘의 대멸망 때까지도
사역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주전 597 년 경부터 주전 586 년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 사역했다. 에스겔은 그의 초기 사역의 대부분을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멸망시킬 것임을 선포하는데 보냈다. 이 외에도
에스겔서의 많은 부분은 포로된 백성이 어떻게 본토로 돌아갈 것인지와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스겔은 성읍과 성전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할 것인지 묘사한
후에 겔 48:35 에서 그의 책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A sixth prophet to

serve during the Babylonian period was Ezekiel. Chapter 1 verse 2 of Ezekiel
tells us that the prophet was taken to Babylon in 597 B.C. He ministered in
Babylon among the exiles, and as the rest of this book makes clear, Ezekiel
ministered even through the great destruction of Jerusalem in 586 B.C. So
Ezekiel ministered from around 597 through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586 B.C. Ezekiel spent most of his early ministry proclaiming that the
Babylonians were going to destroy Jerusalem and its temple. Beyond this,
much of the book of Ezekiel focuses on how the people will return to the
land and how they must rebuild the temple when they return. After describing
how the city and the temple will be grand beyond belief, he closed his book
in this way in 48:35:
And the name of the city from that time on will be: The Lord
is there (Ezekiel 48:35).
(겔 48:35 개역개정)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 하리라

7. 다니엘(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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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사역했던 일곱 번째 선지자는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일차 침입이 있던 주전 605 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의 책에 언급된 사건들은 다니엘의 사역이 적어도 주전 605 년에서
539 년까지 계속되었음을 밝혀준다. 다니엘은 꿈들을 해석했고 그 자신의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유다의 포로 생활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을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단 9:13 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seventh prophet to minister during the Babylonian judgment

was Daniel. Daniel was taken to Babylon in the first deportation of 605 B.C.
References to events in his book make it clear that Daniel’s ministry extended
at least from 605 to 539 B.C. Daniel interpreted dreams and had several
visions of his own that made it clear that Judah’s exile was going to be
extended for a long period of time. He realized that the people of God had
not repented of their sins, even in the exile, so as he says in 9:13:
Just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all this disaster has
come upon us, yet we have not sought the favor of the Lord
our God by turning from our sins and giving attention to
your truth (Daniel 9:13).
(단 9: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님의

진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 생활이 네 나라 곧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까지 계속될 것임을 깨달았다. 다니엘은 포로민들 가운데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였고 계속적인 반역이 본토로부터의 분리 기간을 늘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As a result, Daniel learned that the exile of God’s people would

extend through four kingdoms: the Babylonians, the Medes and Persia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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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s, and a fourth unnamed nation which we now know was the Roman
Empire. Daniel encouraged repentance and faith among the exiles and warned
that continuing rebellion would only prolong separation from the land.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악의 패배를 경험한 때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
다 땅으로부터 국외로 추방되었고 다윗의 자손은 보좌로부터 사로잡혀 갔고
성읍 예루살렘은 멸망 당했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멸망 당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일이었다. 이
시기 동안 선지자들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도 전했다.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overemphasize the

Babylonian judgment. This was a time when the people of God suffered their
worst defeat; the people of God were exiled out from the land of Judah; the
son of David was exiled from his throne; the city of Jerusalem was destroyed
and even the temple of God was destroyed. This was the wor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the people of God in the Old Testament. And during this
time, the prophets offered many words of warning and judgment, but they
also offered the hope that one day the Lord would restore his people even to
Jerusalem and Judah.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에 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
시기들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과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의 마지막인 회복 시기를 다룰 것이다.
So far in this lesson on the historical analysis of the prophets, we’ve seen the
major events and the prophetic ministries in three periods. Now we come to
the last period of Old Testament prophecy, the period of restoration.

V. 회복 시기(RESTORATION PERIOD)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정

초기는

기록

선지자들을

위한

배경을

제공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사역을 했고 더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심판 시기 동안 사역을 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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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을 탐구할 것이다. 우리는 주전 539 년에서
주전 400 년 경까지 계속되는 이 회복 시기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를 탐구할 때 이제까지 했던 방식을 따라 먼저 이 시기의 주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으로 선지자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럼 먼저
회복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자.

As we’ve seen, the early monarchy

provided the background for the writing prophets of the Bible. A number of
prophets ministered during the Assyrian judgment, and even more served
God during the Babylonian judgment. Now we should explore the prophets
who ministered to God’s people when some Israelites actually returned from
exile in Babylon to the land of Judah. We may speak of this restoration period
extending from 539 B.C. to around 400 B.C. We will explore this period in our
usual way by focusing first on the major events of that time and then the
prophetic ministries. Let’s look first at the major events of the restoration
period.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우리가 언급할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한 사건이다. The
first thing we should mention is the return of the Israelites to the land.

1.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Israelites Return to the Land)
주전 539 년과 538 년에 하나님은 그분의 유배중인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사야의 예언들의 성취로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격려했다. 포로 생활로부터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는 이 첫 번째
회복은 많은 사람이 다윗 보좌의 정통 계승자인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하는
세스바살의 영도 아래 일어났다. 2 유배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은 수에 있어서

2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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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모두 “총독”으로 호칭되고(세스바살, 스 5:14; 스룹바벨, 학 1:1)
맡은 직책과 임무가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세스바살, 스 1:8, 11; 5:14, 16; 스룹바벨, 스 2:2;
3:2, 8; 5:2)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인물로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인물로 볼 수 없다.
1)

이스라엘인
사람들이

가운데

있다.

솔로몬/여디디야,

요셉/사브낫바네아(창

아사랴/웃시야처럼
41:45),

두

가지

다니엘/벨드사살,

이름을

가진

하나냐/사드락,

미사엘/메삭, 아사랴/아벳느고(단 1:7)처럼 히브리어식 이름과 다른 외국어식 이름을 갖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세스바살(“may šaššu[=šamaš sun-god] protect the
father!”)이나 스룹바벨("offspring of Babylon" 바벨론의 후예)이 모두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식 이름만 두 개 갖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둘을 동일시할 수 없다.
2)

다리오 2 년 즉 주전 520 년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스룹바벨(스 5:2)이 있었다. 이 재건 공사를 그치게 하려고 강 서편 총독
닷드네가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세스바살은 닷드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없었던 것(스 5:14-16)처럼 묘사된다. 따라서 고레스 통치 기간(주전
538 년)에 일한 세스바살과 다리왕 통치 기간(주전 520 년)에 일한 스룹바벨을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다.

3)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처럼 다윗 왕가의 후손이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역대상
3 장의 다윗 왕의 족보가 포로기와 회복기 후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세스바살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세스바살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어원적으로 여고냐의 아들인 세낫살(대상
3:18)과 동일시될 수 없다. 세스바살에게 붙은 “유다의 목백”이라는 칭호가 에스겔서의
다윗과 같은 왕보다는 민수기의 지파들의 족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세스바살이 반드시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왕족인 스룹바벨과
왕족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세스바살을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다.

2. 세스바살은 고레스의 칙령(스 1:2-4)에 따라 고레스가 준 5400 의 금, 은 기명을 가지고
포로귀환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스 1:8-11)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은 인물(스 5:1416)이다. 이 설명 이외의 다른 설명이 성경에 없고 나머지 하나님의 전 짓는 것은
스룹바벨과 그의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Williamson(19)은 세스바살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측들을 언급하면서 어느 것도 결정적인 것은 못된다고 하였다. 세스바살은 주전
538 년과 주전 520 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었는지도 모른다(Bright, 366). 세스바살은
이집트 공격을 위해 제국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캄비세스에 의해 면직되거나 다리오 1 세
등극

후에

일어났던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다리오에

의해

면직되었는지도

모른다(Sellin, 97). 세스바살의 임무는 고레스가 준 성전 금, 은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옮겨 놓는 일에 국한되었고 세스바살은 이 일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는지도
모른다(Rudolph, 62). Williamson(45)은 캄비세스나 다리오가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다윗 왕의 후예를 원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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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다. In
539 and 538 B.C., God did a wonderful thing for his exiled people. In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in Isaiah, the Persian emperor Cyrus conquered
the Babylonian empire and encouraged the Israelites to return to their land
and rebuild the temple of Yahweh. This initial restoration of the people from
exile took place under the leadership of Sheshbazzar, who many think was
Zerubbabel, the rightful heir of David’s throne. The exiles who returned,
however, were relatively few in number, and they were not firmly devoted to
doing Yahweh’s will.
2. 성전의 재건(Rebuilding of the Temple)
이런 사실은 회복 시기의 두 번째 주요 사건 곧 주전 520 년에서
515 년 사이에 있었던 성전의 재건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일차로 본토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소홀히

했다.

그들은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곧바로 그들 자신의 필요한 것에 몰두하게 되었고 재건을
중단했다.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주전 520 년 경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권면했다. 처음에는 대단한 낙관주의와 대단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 낙관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Now, this fact brings us

to the second major event during the restoration period,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during the years 520 to 515 B.C. The Israelites who first returned to
the land neglected rebuilding the temple. They began the project, but soon
became preoccupied with their own needs and stopped building. Because the
people of God were failing in their responsibility to rebuild the temple,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stepped onto the streets of Jerusalem around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의 후임으로 첫 포로 귀환민보다는 조금 늦게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외경 에스드라 1 서의 3:1-5:6 에 스룹바벨이 다리오 통치
초기에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암시하는

것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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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520 B.C. to exhort the people to rebuild the temple of God. At first there was
great optimism and great hope, but that optimism did not last long.

3. 만연된 배교(Widespread Apostasy)
회복 시기의 세 번째 주요 사건은 만연된 배교였다. 이 배교는 성전의
재건 이후,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 기간 동안에 증대했다. 학자들은
이 시기의 정확한 연대에 대하여 논쟁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연대의 범위를
주전 450 년에서 400 년 경으로 정할 것이다. 3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다른 민족들의 종교들과 혼합되었다.
회복 시기는 삐걱거리다가 멈추어섰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약간의 개혁들을
했고 잠시 효과가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개혁들은 실패로 돌아갔다.
회복 시기는 커다란 배교의 시기였다.

The third great event of the

restoration period was widespread apostasy. Now, this apostasy grew after the
initial rebuilding of the temple, especially during the ministries of Ezra and
3

[역자 주] 후포로기 연대 (Howard, 281)
•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

539

• 고레스 칙령 반포 (스 1:1)

538

• 유대인 포로 귀환 (스 2)

538/537

• 제단 재건 (스 3:2)

538/537

• 성전 지대를 놓음 (스 3:8-10)

536

• 성전 재건 반대 (스 4:1-5, 24)

536-520

• 성전 재건 완성 (학 1:14-15; 스 6:15)

520-515

• 예루살렘 유대인에 대한 고소 (스 4:6)

485(?)

•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격상

484-465

• 예루살렘 유대인에 대한 고소 (스 4:7)

463-???

• 에스라 귀환 (스 7:1, 8)

458

• 느헤미야 1 차 귀환 (느 2:1)

445

• 느헤미야 2 차 귀환 (느 13:6-7)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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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hemiah. Scholars debate the precise dates of this period, so we should set
a range of possibilities from around 450 to 400 B.C. Within one generation
after Zerubbabel had rebuilt the temple, the people of God began to
intermarry with foreign women, and as a result, the religion of Israel was
mixed with the religions of other peoples. The restoration period ground to a
halt. Now Ezra and Nehemiah did have a few reforms and they worked for a
while, but it wasn’t long even before those reforms failed. The restoration
period became a period of great apostasy.
이제 우리는 회복 시기의 두 번째 관심사 곧 이 사건들이 이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We may now

turn to our second concern with the restoration period. How did these events
influence the prophets who ministered at this time?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이 시기에 사역한 세 명의 잘 알려진 선지자들은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이었다

그럼

먼저

학개의

사역을

고찰해보자.

Three

well-known

prophetic figures were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Let’s first consider the
ministry of Haggai.

1. 학개(Haggai)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본토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준다. 따라서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우리는 학개가 언제 사역했는지 꽤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학 1:1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의

초하루에

말씀하셨다.

학개서의

이

구절과

다른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학개의 모든 예언이 주전 520 년에 네 달에 걸쳐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The book of Haggai makes it very plain that this

prophet was among those who had returned to the land. As a result,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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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took place in Jerusalem. Beyond this, we know rather precisely when
Haggai ministered. We read in Haggai 1:1 that God spoke through Haggai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in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to
Zerubbabel, governor of Judah. From this and other passages in the book of
Haggai, we learn that all of Haggai’s prophecies were given during a fourmonth period in 520 B.C.
학개의 기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학개는 버둥거리는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할 것을 결심했다. 사실 학개는 스룹바벨과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 큰 승리들과 복들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학 2:21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Now what was Haggai’s basic
message? Haggai was determined to inspire the floundering Judaites to
rebuild the temple. In fact, Haggai predicted that great victories and blessings
would come to Zerubbabel if he and the people would repent of their sins. As
he says in 2:21:
Tell Zerubbabel governor of Judah that I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Haggai 2:21).
(학 2:21)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라고 말하라.
학개는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

그분의

성전을

재건하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제시했다. Haggai offered God’s rich blessings to the
people if the nation would sincerely turn back to the Lord and rebuild his
temple.

2. 스가랴(Zechariah)
회복

시기의

두

번째

선지자는

스가랴였다.

우리는

스가랴서의

내용으로부터 스가랴가 학개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슥 1:1 에 의하면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이년 곧 주전 520 년 여덟째 달에
사역하기 시작했다. 스가랴서 9-14 장의 내용을 통해 많은 해석자들은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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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진 이후에도
스가랴의 사역이 계속되었다고 믿는다. 스가랴서의 처음 여덟 장에 요약된
그의 초기 사역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다. 그것은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면 큰 복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스가랴서 9-14 장에서 스가랴는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미래의 대단원적
개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승리와 공의를 가져오실 미래의 일련의 큰
사건들에 대한 환상들을 보았다. 슥 14:20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second prophet of the restoration period was Zechariah. From the content of
Zechariah’s prophecies, we learn that he ministered in Jerusalem alongside of
Haggai. Chapter 1 verse 1 mentions that Haggai[! Zechariah] began to
minister in the eighth month of the second year of Darius, in other words, in
the year 520 B.C. And from the content of chapters 9–14 of Zechariah, many
interpreters believe that Zechariah’s ministry continued after it became clear
that simply rebuilding the temple was not sufficient to bring divine blessing.
In his early ministry, summarized in the first eight chapters of Zechariah, the
prophet’s message was very simple: great blessings will come if the people
will rebuild the temple. Beyond this, however, in chapters 9–14, Zechariah
predicted that full restoration would come only by a catastrophic, future,
divine intervention. The prophet had visions of a great series of events in the
future when God would intervene and bring victory and righteousness to his
people. As he said in 14:20:
On that day “Holy to the Lord” will be inscribed on the bells
of the horses, and the cooking pots in the Lord's house will
be like the sacred bowl s in front of the altar (Zechariah
14:20).
(슥 14:20)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질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의
거룩한 주발과 똑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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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라기(Malachi)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다. 성전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의 집중에
비추어 보면 말라기도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한 것이 명백하다. 그의
메시지는 느헤미야의 개혁 기간 혹은 그 이후, 즉 주전 450 년에서 주전
400 년 사이의 어느 때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 성전 봉사가 아주
부패되었고 백성이 여호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말라기는
큰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말 3:5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Now, the last prophet of the Old Testament was
Malachi. From his focus on the temple and the Levites, it’s apparent that
Malachi also ministered in the vicinity of Jerusalem. His message fits best
during or after the time of Nehemiah’s reforms, somewhere between 450 and
400 B.C. The temple services had become so corrupted, and the people had
turned so far away from the Lord that Malachi announced a great judgment
was still coming against the people of God. As we read in Malachi 3:5:
[The Lord] will come near to you for judgment (Malachi 3:5).
(말 3:5) 내가[=여호와께서]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말라기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들을
위한 마지막 회복을 낳을 것임을 알았다. 말 4:2 에서 말라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판명된 사람들을 위한 소망을 제시했다. Yet Malachi
knew that the judgment of God in the future would also lead to the final
restoration for the righteous in Israel. In 4:2, Malachi offers hope for those
who repent and prove to be faithful to the Lord:
For you who revere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lves released from the stall (Malachi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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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4:2 개역개정)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배교 때에도 심판 이후에 큰 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확신시켰다. Malachi assured Israel, even in her apostasy, that after
judgment would come a time of great blessing.
회복

시기의

선지자들은

커다란

위기를

다루어야만

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계속했고 그 결과로
선지자들은 회복의 큰 복들이 먼 장래에야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먼 미래가 언제 이르렀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였다.

The prophets of the restoration period had

to deal with a great crisis. The people of God who had come back from exile
continued to rebel against God, and as a result, the prophets finally
concluded that the great restoration blessings would come only in the distant
future. Now, as Christians, we know when this distant future came — it was
when Jesus came to the earth.

VI.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을 탐구했다. 역사는
매우 복잡하지만 선지자들이 사역하던 시기의 사건들을 네 개의 주요 시기로
요약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네 개의 주요 시기는 왕정 초기, 앗수르의
심판 시기, 바벨론의 심판 시기, 그리고 후포로기이다. 후포로기는 처음에
소망들로 충만했지만 결국 그 소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미래의 복이
뒤따를) 더 먼 심판의 예상에 자리를 내주었던 때였다. In this lesson we have
explored an historical analysis of Old Testament prophets. Although the
history is very complex, it is helpful to summarize the events of the prophetic
history in terms of four major periods: first, the early monarchy; second, the
Assyrian judgment; third, the Babylonian judgment; and fourth, the post-exilic
period, the time when there were high initial hopes but eventually the h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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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 way to the expectation of a further judgment followed by a distant
blessing from God.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해석하는 것을 배울 때 선지자들의 말들을
그들의 역사적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은 항상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들을 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 연결시킬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 As we learn to interpret Old
Testament prophecy, it’s always essential to relate their words to their
circumstances. As we relate the words of prophets to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they faced, we’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eir words meant
for the people of those days, and we’ll also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eir
words mean for u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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