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The Divided Kingdom
솔로몬

שלמה

길르압/다니엘

דניאל כלאב
나단

미갈

נתן

מיכל

아비가일

אביגיל
밧세바

아히노암

בתשבע

소밥

암몬

עמון

אחינעם

다윗

דויד

שובב

학깃

2Sam 3:2-5
2Sam 5:13-16
1Chr 3:1-9
1Chr 14:3-7

이스르암

יתרעם

마아가

아비달

אביטל חגית

שמוע

 다윗의 가계를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의 구절들

에글라

עגלה

삼무아/시메아

David had 19 sons and one daughter who
are named in Scripture. All were born to
his wives.
In addition, he had numerous unnamed sons
and daughters born to wives and concubines
(2 Sam 3:2–5; 5:13–16).
Of these only four sons—Amnon, Absalom,
Adonijah, and Solomon—and one daughter—Tamar—are known in any detail.

מעכה
압살롬

אבשלם

아도니야

אדניה

스바댜

שפטיה

Absalom’s Rebellion (2Sam15-18)
아히도벨 (2Sam 15:12)

ית ֹ ֶפל
֨ א ִח
ֲ

압살롬

다윗

א ְב ָׁש ֤לֹום
ַ

דוד

아마사 (2Sam 17:25)

사독 (2Sam 15:24)

צ ֜דֹוק
ָ

아비아달 (2Sam 15:24)

ע ָמ ָׂ֗שא
ֲ 			 ֙א ְביָ ָתר
ֶ

잇대 (2Sam 15:19)

				 א ַּ֣תי
ִ

후새 (2Sam 15:32)

				 חּושי
ַׁ֣

요압 (2Sam 18:2)

				 יֹואב
ָ֔

The right to the throne — Confliction Adoniah vs. Solomon (1Ki 1:1-2:35)
학깃 ח ִּ֛גית
ַ
다윗 דוד
밧세바
		Haggit		 David		
Bathsheba
요압 רּויה
ָ֔ ן־צ
ְ יֹואב ֶּב
ָ֣
아도니야 אד ֹנִ ָּ֧יה
ֲ
솔로몬 ֹלמ ֹה
ֽ ש
ְׁ
브나야 בנָ ֨ ָיהּו ֶבן־יְ הֹויָ ָ ֜דע
ְ
Joab		 Adoniah		 Solomon		 Benaiah
솔로몬은 아도니야를 살려두지만, 다윗의 첩 아비

아비아달 א ְביָ ָ֣תר
ֶ
사독 צ ֣דֹוק
ָ
삭 ישג
ַׁ֥ א ִב
ֲ 과의 결혼 (1Ki 2:13-25) 문제로 결
Abiathar						
Zadok
국 죽게된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쫓아냈다 (1Ki
나단 נָ ָ֤תן
2:26-27). 후에 아나돗에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난다.
							
Nathan
이로서, 엘리가문이 실권 제사장에서 완번히 물러나
게 되고, 사독이 전권을 가진 제사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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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관련구절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관련구절

Asa’s Reform
(a) expelled the male cult prostitutes from the land;
(b) removed all the images which his predecessors had made;
(c) deposed his mother (grandmother?) Maacah from her position
as queen mother because she had made an abominable image
for Asherah;
(d) destroyed this image by cutting it down and burning it;
(e) brought votive offerings into the temple.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praises Asa for doing “that which was
right in the sight of Yahweh, like David his father” (15:11) and
claims that, although the “high places” (bāmôt) were not abolished,
the king was completely loyal to Yahweh all his life (15:14).
The Chronicler adds that Asa abolished the foreign altars and incense
altars, and also claims (2 Chr 15:9–12) that Asa, in the 3d month of
the 15th year of his reign, assembled all of Judah, Benjamin, and
those who had come to live with them from Ephraim, Manasseh, and
Simeon, to enter into a covenant to seek guidance from Yahweh. Those
who refused to seek Yahweh, whether old or young, male or female,
were put to death (2 Chr 15:13).
예후

ן־ח ָ֔ננִ י
ֲ יֵ ֣הּוא ֶב
2Chr 19:2,3

1Ki 15:16-22; 2Chr 16:1-6

922
1Ki 11:26-40;
He will forsake Israel
스마야 ש ַֽמ ְע ָי֧ה
ְׁ 2Ki 14:21-31
2Chr
9:31-12:16
12:1-14:20
because of the sins
2Chr 11:2-4;
Egyptian Shishak’s ישק
ַׁ֥ ש
ִׁ invasion
that Jeroboam com- 2Chr 10:1-11:4;
12:5-7,15
917
(1Ki 14:25-28; 2Chr 12)
mitted and led Israel 11:13-16;
to commit. (여로보암의 13:2-20
ִ
잇도ע ּ֥דֹו ַהח ֶֹז֖ה
르호보암
1Ki 14:30; 15:6 죄 때문에)
2Chr 12:15
여로보암
יָר ְב ָע ֩ם ֶּבן־נְ ָ֨בט
ָ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
1Ki 15:1-8
913
아비야 (아비얌)
잇도 ִע ּ֥דֹו ַהח ֶֹז֖ה
2Chr 13:1-14:1  אביהor ֙א ִביָּם
ֲ
2Chr 13:22
고 (1Ki 12:25-31), 절
1Ki 15:7; 2Chr 13
Ki-Bad  Chr-Good
기를 새로 제정 (1Ki
Yet, for the sake of David, the LORD his
12:32-33)
God gave him a lamp in Jerusalem, by
raising up his descendant after him
Solomon’s royal administration-the forced
and by preserving Jerusalem-다윗 때
labor of the house of Joseph (1Ki 11:28), and
문에 (1Ki 15:4)
opposed Solomon’s policies and rebelled
against the king. (1Ki 11:26) He fled to Egypt,
아사랴
Shishak (1Ki 11:40).
ן־עֹודד
ֵ֔ עזַ ְר ָ֙יהּו֙ ֶּב
ֲ
901
2Chr 15:1,8
나답 נָ ָ֣דב
1Ki 15:25-31
1Ki 15:9-24
900
하나니
2Chr 14:1-16:14
1Ki 15:16-22,
ח ָ֣ננִי ָהר ֶֹ֔אה
ֲ
27-29, 32-34;
2Chr 16:7-10
아사 א ָ֔סא
ָ
16:1-7

바아사

ן־א ִח ָּי֤ה
ֲ ב ְע ָׁ֨שא ֶב
ַּ

877
876

איש אלהים

1Ki 13:1-32; 2Ki
23:15-18
벧엘의 늙은 선지
자 נביא זקן
1Ki 13:11-32; 2Ki
23:18

ִ
잇도 ע ּ֥דֹו ַהח ֶֹז֖ה
2Chr 9:29
예후

ן־ח ָ֔ננִ י
ֲ יֵ ֣הּוא ֶב
1Ki 16:1-7

1.엘리야와 가뭄 1Ki 17:1-7
2.엘리야와 사르밧 1Ki 17:8-24
3.엘리야와 바알 예언자 1Ki 18:1-40
4.가뭄이 그침 1Ki 18:41-46
5.시내산의 엘리야 (로뎀) 1Ki 19:1-18
6.엘리사를 부르다 1Ki 19:19-21

7.시리아(ן־ה ַ֣דד
ֲ ב
ֶ )와의 전쟁 1Ki 20
8.나봇의 포도원 1Ki 21
9.길르앗 라못 전쟁(시드기야  미가야)과 아합의
죽음 1Ki 22:1-40

ר־צ ָ֧בא
ָ ע ְמ ִ֨רי ַׂש
ָ

1Ki 16:8-14
1Ki 16:16-18,
21-28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함

871

엘리에셀

2Chr 20:37

엘라 א ֨ ָלה
ֵ
오므리

של אלה

ֵ ִיַ ֲחז
야하시엘 יא֡ל
2Chr 20:14-17
יעזֶ ר
ֶ֤ א ִל
ֱ

유다에서 온 하나
님의 사람

디브니 ֙ת ְב ִנ֤י ֶבן־גִּינַ ת
ִ
1Ki 16:21-22

873

1Ki 22:41-50
2Chr 17:1-21:1

선지자
ֲ
아히야 א ִח ָּי֔ה
1Ki 11:29-39;
14:1-18

885
시므리(7days)

זִ ְמ ִ֔רי
ַׂ֖שר ַמ ֲח ִ֣צית ָה ָ֑ר ֶכב
של אלה
1Ki 16:9-12,15-20

ֵ
시드기야와 다른 예 1Ki 16:29-22:40 엘리야 א ִל ֨ ָּיהּו
2Chr 18:1-34
1Ki 17-21; 2Ki 1:2
언자들
ָׁ֤ א ִל
ֱ
엘리사 ישע
ן־כנַ ֲע ָ֖נה
ְּ  ִצ ְד ִק ָּ֥יה ֶֽב
1Ki 19:19-21
1Ki 22:11,12
아합 א ְח ֨ ָאב
ַ   이세벨 א ֶיז ֶ֗בל
ִ
미가야
יכיְ הּו ֶּבן־יִ ְמ ָ֑לה
ָ֖ מ
ִ
Later Jewish tradition (b. Sanh. 39b: cf.
Jerome, In Abdiam) associated him with the 1Ki 22:8-28
Obadiah of 1 Kings 18, the controller of the 2Chr 18:7-27
royal household who protected prophets
익명의 선지자들
of Yahweh from Jezebel: this is a legend
attached to a devout character, showing also 1Ki 18:4,13;
the common tendency to identify those who 20:28, 35-43
아합이 죽은 뒤, 모압
bear the same name.

ָׁ
여호사밧 יְהֹוש ָ֗פט

여호사밧과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의 때, 두 왕국은 매우 좋은 관계
에 있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에 나가
기도 했다 (1Ki 22:1-40; 2Ki 3).

853
852

이 반역

Ahab participates in Battle of Qarqar against Shalmaneser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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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
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2Ki 8:19)

관련구절

유다 왕
여호사밧 יְהֹוש ָ֗פט
ָׁ

ֵ
엘리야 א ִל ֨ ָּיהּו
2Chr 21:12-15

2Ki 8:16-24
2Chr 21:1-20

841
ֲ
아하시야 א ַחזְ ֥ ָיהּו
2Ki 8:25-9:29
2Chr 22:1-9
2Ki 11:1-20
2Chr 22:10-23:21
		 시비아 צ ְב ָי֖ה
ִ 		
		 2Ki 12:2

여호람 יְהֹורם
ָ֥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
다 (2Ki 8:18).

ֶׁ֣ ְי
요시아 		 여호세바 הֹוש ַבע

852
851
849

845
853

아달랴 ֙ע ַת ְליָה
ֲ

여호람 		

				

아하시야는 다락방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에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물어본다.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된통 당한다.

관련구절

선지자

1Ki 22:51-2Ki 1:18 엘리야 2Ki 1

모얍과 전쟁 (여호사밧-요람 연합군+에돔) 2Ki 3

ָ֖
요람 יֹורם בן אחאב
2Ki 3:1-9:26
The names, Jehoram and Joram, are usually
mingled, because of the letter ה.

ָׁ֤ א ִל
ֱ
엘리사 ישע
엘리야의 승천
2Ki 2:1-18

2Ki 9:1-10:36
Jehu renders tribute to Shalmaneser III

839

아달랴

아하시야

֣
예후 יֵהּוא ֶבן־נִ ְמ ִׁ֔שי

		제사장 여호야다 יְ הֹויָ ָ ֖דע

2Ki 11:21-12:21
2Chr 24:1-27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א ַחזְ ָי֣הּו
ֲ

엘리사의 기적
1. 여리고의 쓴물을 단물로 (2Ki 2:19-25)
2. 과부의 기름병 (2Ki 4:1-7)
3. 수넴여인 (2Ki 4:8-37)
4. 국을 해독하다 (2Ki 4:38-41)
5. 구약판 오병이어 (2Ki 4:42-44)
6. 나아만을 고쳐주다 (2Ki 5)
7. 도끼를 찾아 (2Ki 6:1-7)

Originally, God told Elijah to anoint Jehu (1Ki 19:16), but in Elijah’s
time, he could not performed what God commanded. Later, Elisha
anointed him as a King of Israel instead Joram. 엘리사 (2Ki 9:1-10)

ָ֥
여호아스 יְהֹואׁש
(요아스 יֹואׁש
ָ֣ )

길르앗 라못에서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요람-아
하시야 공동전선이 펼쳐졌을 때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
키고 이스르엘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요람을 죽였
다. 아하시야도 므깃도까지 도망하여 그 곳에서 죽었
다 (2Ki 9:14-29).

두번에 걸친 요시아 시대의 종교개혁
첫번째의 종교개혁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자마
자, 곧바로 진행되었다.다. 여호야다는 (1) 하나님-왕-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하고, (2) 바알의 신전을 허물고 제사장들을 죽였다 (2Ki 11:17-21).이때
는 요시아가 일곱살때였기에 요시아의 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번째 종교개혁은 요시아가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한 후에 행해졌다.

815

1. 이세벨 살해 (2Ki 9:30-37)
2. 아합 아들 70명 살해 (2Ki 10:1-11)
3. 아하시야 왕의 친족 (42명) 살해 (2Ki 10:12-14)
4. 바알 숭배자들을 살해 (2Ki 10:18-31)

2Ki 13:1-9

여호아하스 יְהֹוא ֨ ָחז
ָ

802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다 (2Ki 12:20).
아마샤는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요시아 만큼은 했다. 요아스를 죽인 사
람들을 처형하고, 에돔과 전쟁해서 셀라를 정복하였다 (2Ki 14:1-7).
그러나, 호기로 여호아스에게 전쟁을 걸다가 벳세메스에서 사로잡혀 예
루살렘으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보물창고의 금
과 은들을 약탈당한다(2Ki 14:8-16).

익명의 선지자들 2Ki 14:1-20
2Chr 25:7-9,15,16 2Chr 25:1-28

2Ki 13:1013,25; 14:8-16
2Chr 25:17-24

800

796

집권말기, 예루살렘의 반란에서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거기까지 쫓
아간 반란자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2Ki 14:17-22).

Joash renders tribute to Adad-nirari III
여호아스 יְהֹואׁש
ָ֨
(요아스 יֹואׁש
ָ֨ )

ֲ
아마샤 א ַמ ְצ ֥ ָיהּו

엘리사 죽음
(2Ki 13:14-21)

애매모호한 것은, 여호아스는 악한 왕으로 말
해지면서 (2Ki 13:11), 동시에 엘리사를 아버지
처럼 따랐다 (2Ki 13:14-21).

In 2Ki 14:1, this king is called ֹוא ָ֖חז
ָ י

여로보암2세
783

2Ki 14:23-29

יָר ְב ָ֨ע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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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스가랴 זְ ַכ ְר ָ֔יהּו
2Chr 26:5

관련구절
2Ki 15:1-7
2Chr 26:1-23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관련구절

선지자

2Ki 14:23-29

아자리야 עזַ ְר ֥ ָיה
ֲ
(웃시야 עזִּ ָּי֔הּו
ֻ)

선한 왕이기는 했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사랴를 나병
환자게 되게 하였다. 그래서 성밖의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2Ki 15:3-5).

여로보암2세

יָר ְב ָ֨עם
ָ

A son of Jabesh, probably a reference to a clan or district rather
than to his father, and may be translated, “a man of Jabesh.”
This might indicate that opposition to Jehu’s dynasty came from
Jabesh-gilead in Transjordan (Jones 1 and 2 Kings NCBC, 521) for
he gained the throne of the northern kingdom over which he ruled
for one month about the year 752(750) B.C. (2 Kgs 15:10, 13–15)
by assassinating Zechariah, the last king of Jehu’s house, before
being himself murdered by his successor Menahem. The prophets
Amos and Hosea allude to these events. Amos foretells Zechariah’s
murder (7:9, 11) and Hosea speaks of royal assassinations (7:6–7,
16). Both see them as signs of the corruption that will take Israel
into exile. These strokes plunged the country into civil war shortly
before the renewed advance of Assyria into the West.

부관인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 므나헴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2Ki 15:23-26).

2Ki 15:32-38
2Chr 27:1-9

요담 יֹותם
ָ֥

Ahaz renders tribute to Tiglath-pileser III
1.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였고,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2Ki 16:3).
2. 시리아와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오자. 앗시리아의 디글랏빌

746
745
742
740
738
737
736
735
734
732

레셀(תגְ ֨ ַלת ִּפ ְל ֶ֤א ֶסר
ִּ )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선물로 보냈다 (2Ki 16:8).

2Ki 16:1-20
2Chr 28:1-27

ִ
히스기야 חזְ ִק ֥ ָּיה

752
살룸(1month)

ן־יָבׁש
ֵ֔ ש ֻּ֣לם ֶּב
ַׁ

2Ki 15:10,13,15

Menahem renders tribute to Tiglath-pileser III (1)
Menahem renders tribute to Tiglath-pileser III (2) 2Ki 15:19
브가히야 פ ְַּֽק ְח ֨ ָיה
�
2Ki 15:23-26
베가 ן־ר ַמ ְל ָי֜הּו
ְ פ ַקח ֶּב
ֶּ֨ 2Ki 15:25,27-31; 오뎃 ע ֵֹ֣דד
16:5
2Chr 28:9-11
갈릴리와 길르앗을 점령하
2Chr 28:5,6
고, 주민들을 앗시리아로 사로
Isa 7:1
잡아갔다.

ן־א ָ֗לה
ֵ הֹוש ַע ֶּב
ֵׁ֣
724
(722)

2Ki 15:8-12

므나헴 מנַ ֨ ֵחם ֶּבן־גָּ ִ ֜די
ְ 2Ki 15:14,16-22

호세아

아하스 א ֥ ָחז
ָ

아하스는 다마스커스에 가서, 제단을 보고는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그
려서 유다의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제단을 새
로 만들었다. 제단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2Ki
16:10-18). 유다의 종교제의가 앗시리아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스가랴 זְ ַכ ְר ָי֔הּו

2Ki 15:30;
17:1-6; 18:9,10
베가를 죽이고 왕이되다 (2Ki 15:30)

Destruction of the northern kingdom, Israel
살만에셀 (ש ְל ַמנְ ֶ ֖א ֶסר
ַׁ )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앗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
엘에 정착하다 (2Ki 17)

715

When he murdered King Pekahiah and usurped the throne, he may
have taken the closely related name Pekah for himself as a means
of identifying himself as a legitimate successor. Isaiah 7 provides
some evidence that the name Pekah may have been perceived as a
usurped and illegitimate name for the new king. The prophet Isaiah
mentions the name of Rezin king of Syria, but the prophet simply
refers to the king of Israel as “the son of Remaliah” with no mention
of his name (Isa 7:4–5, 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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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ided Kingdom
선지자

관련구절

유다 왕

히스기야 חזְ ִק ֥ ָּיה
ִ
이사야  יְ ַֽׁש ַע ָֽיהּו2Ki 18:1-20:21
1Ki 19:1-7,20-37; 2Chr 29:1-32:33
Isa 36:1-39:8
20:1-19
Isa 36:1-39:8 Assyrian Campaign to Judah (2Ki 18:13-19:36)
산헤립 (סנְ ֵח ִ֤ריב
ַ ) 은 라기스에 진을 치고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계속위협하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찾았다. 그리고는 주님의 천사가 가
가나가서 앗시리아 사람들을 쳐죽이고, 산헤립이 도망간다. 후에 앗시리아
에서 역모가 일어나서 니느웨에서 아라랏으로 도망하고, 그 아들 에살핫돈

701

(ר־ח ֥דֹּן
ַ  ) ֵֽא ַס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2Ki 18:13-19:37).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사야가 와서 15년 더 살 것이라고 말하고 증거
로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렸다 (2Ki 20:1-11).

히스기야의 발병 소식에 바벨론에서 므로닥 발라단 (ֹאדְך ַּ ֠ב ְל ֲא ָדן
ַ֣ בר
ְּ ) 이 문
병을 오고, 이때의 실수로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
을 한다. (2Ki 20:12-19)

익명의 선지자들
2Ki 21:10

2Ki 21:1-18
2Chr 33:1-20

므낫세 נַשה
ֶּׁ֣ מ
ְ

Manasseh renders tribute and service

687

701

2Ki 21:3-7에서 말하는 므낫세의 죄들
1. 산당을 다시 세우다.
2.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3.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4.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고고섬겼다.
5. 성전 안에 이방신 (별) 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상
을 성전에 세웠다.
6. 자기의 아들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였다.
7.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였다.
8.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였다.
9.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 보기도 하였다.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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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ided Kingdom
선지자
ֻ
훌다 ח ְל ֨דָּ ה
2Ki 22:14-20
2Chr 34:22-28

관련구절

유다 왕

2Ki 21:19-26
2Chr 33:21-25
2Ki 21:19-26
2Chr 33:21-25

아몬 א ֣מֹון
ָ
요시아 א ֣מֹון
ָ

640

2Ki 23의 요시야의 종교개혁
1. 언약갱신 / 2. 바알과 아세라와 별을 섬기려 성전에 둔 기구들을 기드론 골짜
기에서 불태워 버렸다. 태운 재는 베델로 가져갔다./ 3. 바알, 태양, 달, 성좌, 별
에게 제사지내는 제사장들을 쫓았다./ 4.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
에 들어다가 불태워 가루로 로로만들어서 공동묘지에 뿌려 버렸다./ 5.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이 집은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6. 모
든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였다./ 7. 지방의 (하나님을 섬기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8.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던,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9.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
버리고, 태양수레도 불태워 버렸다./ 10. 성전안에 있던 이방신들의 제단들을 모
두 제거해서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11. 멸망산에 있는
아스다롯(모압)과 그모스(모압), 밀곰(암몬) 산당을 허물었다. 그리고 나서 석상
을 깨뜨렸다./ 12.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들과 산당도 부수었다./ 13. 유월절을 지
켰다./ 14.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을 제거하였다.
※ 그럼에도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를 기억하셨다.

오바댜 ע ַֹב ְד ָ֤יהּו
2Chr 34:12
		
		
대제사장 힐기야

֙ח ְל ִק ָּ֙יהּו
ִ

[요시아의 정부조직도]
왕 요시아
서기관 사반

예언자 훌다

ש ָ֨פן
ָׁ

여호아하스 יְהֹוא ָ֣חז
ָ
(살룸 ש ֨ ֻּלם
ַׁ Jer 22:11)
2Ki 23:31-34; 2Chr 36:1-4
Jer 22:1-12
ְ Jer 22:1-12
예레미야 יִר ְמיָ הּו
609 (3months)

ח ְל ֨דָּ ה
ֻ

이집트의 느고와 맞서다가
므깃도에서 죽었다.

신하들이 아몬을 죽였지만, 땅의 백성들이 다시 그 반역한 신하들을 죽이고 요
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2Ki 21:24).

609

사실 딱히 여호아하스는 왕이었다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이집트 느고에 의해 고 말할 만 하지 못하다. 요시아가
서 왕이 되었다. 그러나 바빌론의 느부갓
죽자 자연스럽게 왕에 등극하였고
네살이 쳐들어와 바빌론의 속국이 된다.
(친 이집트는 아니었는듯), 느고가
엘리야김 י�ָקים
ִ֣ א ְל
ֶ
606/5
그러다가
바빌론이
이집트에
598년의
전
요시아를 죽이고, 북쪽으로 올라갔
 여호야김 יְהֹוי�ָקים
ִ֑
쟁에서 지면서 시리아와 유다를 이집트에 다가 가가돌아오는 길에 하맛에서
예레미야의 성전 출입이 금지되자,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하게한다. 당시의 몇몇 서
넘겨주고, 바빌론에 붙어 왕하던 여호야
잡아서 서서이집트로 데려가고, 다
기관들 (엘리사마/들라야/엘라단/그마랴/미가야)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
김은 퇴위당한다.
른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았
들이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한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칼로 베어서 화로불어
이집트는 친이집트 정책을 필칠 여호야긴 기 때문이다.
던져 태워버렸다. 내용은 바벨론의 왕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이다 36장/45장/46장
을 왕으로 삼았다.
598 하지만, 다시 바빌론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여호야긴을 바
여호야긴(고니야) יְהֹויָכין
ִ֣
예레미야  יִ ְר ְמיָ הּו2Ki 24:8-17
597 빌론으로 사로 잡아간다. 이때가 첫번째 바빌론 유수이다. 바빌론은 시드기야
2Chr 36:9,10
(3months) 제1차 포로(에스겔)
Jer 22:24-30;
를 왕으로 삼으나,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유다가 바빌
Jer 22:24-30;
52:31-34
론에 멸망을 당한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채로 바빌론에 끌려가고, 유다의 백
52:31-34
594 성들도 바빌론을 사로잡혀 간다. 이후에 에에유다는 총독 그달리야가 통치한다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인사가는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멸망을 예
(2Ki 23:31-25:21).
언한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읽게 하고, 유브라데 강에 돌을 매어 던지게 하다 렘 52

예레미야  יִ ְר ְמיָ הּו2Ki 23:34-24:7
Jer 22:13-23,26, 2Chr 36:4-8
Jer 22:13-23,26,
36
36

예레미야  יִ ְר ְמיָ הּו2Ki 24:17-25:7
2Chr 36:11-21
Jer 39:1-10;
Jer 39:1-10;
52:1-11
52:1-11

시드기야 צ ְד ִק ָּיֽהּו
ִ

바빌론
586

Destruction of the southern kingdom, Judah

Ezek 29:17-20

4월26일 두로정복

561

느부갓네살이 43년 통치 후 죽자, 아들인 에윌므로

닥이 즉위한다.
같은 해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석방 후에도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계속 살았다.

어났다. 그래서 바빌론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곧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겔 17)은
그렇지 않다.

605년 느부갓네살이 즉위하다

571

595년에 바빌론에서 반란이 일

591년에는 반 바빌론 전선을
만들었다. 하나냐가 대표적인 사람이
다 (Jer 28:2-4). 그리고 바빌론에서
는 아합과 시드기야가 하나냐와 같은
길을 걸었다 (Jer 29:21).

             관련성경

고레스(CyrusII)가 왕

560
559

네르갈-샤라-우추르(느부갓네살의 사
위)가 에윌 므로닥을 암살하고 왕이되었다.
네르갈-샤라-우츠르는 예레미야의 석방에 힘
쓴 사람이었다.

556

네르갈-샤라-우츠르가 그의 아들 라바쉬

위에 오르다
550년에 메데를 정복하고 페
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547년에 리디아를 정복하고
대제국의 틀을 만든다. 중동
지역의 일약 스타로 등극

Persian CyrusII became the ruler of Mesophotamia

Jer 39:3,13

마르둑이 왕에 올랐지만, 3개

월만에 군사 책임자인 나부-나이드(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암살되
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가 왕이 된다.

539
538

나보니두스는 이집트-바벨론-메데의 세력이 서로 비등비등하자, 사막지역
으로 눈을 돌려서 553-543까지 아라비아 원정을 떠난다. 그리고 543539에 하란에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의 원성을
듣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에 무혈입성하게 된다.

Destruction of Baby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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