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story of Jerem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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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day propose that the prophet was born when the kingship 
of Josiah was well along, a time when that king was beginning 
to feel free of the pressure of Assyria. If 627 is Jeremiah's birth 
date, then the puzzle of why we find in the book no clear 
judgment for or against Josiah's reform in 622 is clear. One can 
imagine the impression made on the boy, Jeremiah, by the 
shif of his father's activity from Anathoth to Jerusalem.

Deut 31:9-13,에 의하면, 율법은 7년에 한번 읽혀졌는데, 이것을 기준으로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에 율법이 낭독이 되었으니,  615, 608, 601, 
594, 그리고 587년에 율법이 읽혀졌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7:1-12; 26)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 (36:1-3)
이 때에 바룩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기록함.

Assyria had been defeated by Babylonia. 앗시리아가 바빌론에게 패배한 후에 이집트는 바빌론이 새로운 강국으로 최대의 적이될 것
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빌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앗시리아를 지원한다. 앗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유다를 통과하여서 북쪽
으로 진군한다. 

요시아의 전사(戰死). 요시아는 북상하는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므깃
도에서 609년에 전사한다. 요시아가 전사한 후에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Jehoahaz가 왕으
로 등극한다. 그러나 전쟁을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집트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되고 이
집트로 잡혀 간다 (22:10-12). 그의 형이 여호야김 Jehoiakim이 이집트의 봉신군주로 유다
의 왕이된다. 

Holladay, William L.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Hermeneia-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24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6.

1:4-10,11-16
2:1-25,29-37
3:1-2,4-5,12-15,18-19,21-23,24-25
4:1-4,5-8,13-18,29-31
6:1-8
7:1-12 

이 시기의 주요한 메세지는 Words of Accusation and Scenarios of 
Punishment all of which imply the call to repentanc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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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절 2:1-4:4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쫓겨남

요시아의 종교개혁.

예레미야의 출생

여호야김이 바빌론의 봉신 왕이 됨 Nov-Dec, 604 바빌론의 군대가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
동하여 아쉬켈론을 장악함 

Nov-Dec, 601 바빌론의 군대가 델타지역에서 이집트 군대에게 패하
고 바빌론으로 철수를 함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바룩이 낭독하고 여호야김이 태워버림  (36:9-26)
가뭄의 시작  14:1-15:9 6:9-15; 5:20-29; 8:14-9:9 (Drounght Indication)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여호야김 5년에 바룩이 읽었다
고 하고, 칠십인역에서는 8년에 읽었다고 한다. 그러나 
Holladay와 Lofink는 칠십인역의 연대를 지지한다. 

The Battle of Carchemish (36:1-8). 이집트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함.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함 (36:27-32)

605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첫번째 두루마리에 그 외에도 더 많
은 말을 더하였다. Holladay는 이 내용이 Warning(Call to Repent)에서 
Irrevocable Judgment라고 말한다. 

예언자들
충돌 (1)

예레미야의 예언이 Warning에서 Judgement로 바뀌면서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인 미래를 내어 놓
는 예언자들과 충돌하게 된다 (16:1-4). 낙관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들은 바빌론이 이집트에 패배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바빌론의 세력이 약해서져서 고대 서아시아의 정세에서 종이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국제정세와는 관계없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예레미야는 국제 정세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언한다. So, the optimistic prophets would have read Deut 18:20!
이 시기의 주목할만한 예레미야의 고백-예레미의 첫번째 고백 (11:18-12:6)이 있다. 아나돗의 사람들이 예레
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약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질
문하는 예레미야의 질문이자 고백이다. 

Dec/598 여호야김이 죽음(암살?)

여호야긴이 왕위에 등극. 9:16-21 제1차 바빌론 포로. 여호야긴이 왕위에 등극이 된 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Mar/597에 여호야긴과 왕실의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감 (10:17-22; 2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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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595-Jan/594 느부갓네살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남. 

(1) 시드기야가 에돔, 암몬, 모압,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불러서 연합하여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함 (여름) 27. (2) 포로들은 느부갓네살이 몰락하고 유다로 돌아
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됨.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있는 포로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더 오랜 기간 바빌론에서 보내야할 것을 준비하라고 당부함 (29:1-23).

예언자들
충돌 (2)

Jun/July 594 낙관적인 미래를 내어 놓는 예언자 하나냐
와 예레미야가 충돌 (28:1-16) 스마야와 충돌 (29:24-32)

11:1-17, 21, 23 12:6
15:10-14, 20-21 16:5-9
17:14-18 20:7-12 (13-18?)
29:24-32

20:1-6

Jan/588
Spring/Summer

July/587
August
Autumn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다 
이집트가 바빌론을 잠시 밀어내다. 다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예레미야가 투옥되다 (21:1-10; 37:1-
21; 38:14-28).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여리고 근방에서 체포됨 (39:1-7).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 궁전을 파괴함. 바빌론에 의해서 그달랴가 미스바에서 행정관이 됨 (40:7-12).
그달랴가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 (세겜, 실로, 사마리아)들에 의해서 살해됨 (41:1-10).

제2차 포로기의 비극적인 상
황에서 예레미야는 낙관적인 
예언을 시작함 (30:2-4,10-
11,16-17; 31:7-9a, 21-22,27-
28; 31:31-34; 32:1-15; 37:12) 

그달랴를 살해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이집트로 망명함 (42-43).

앗시리아의 앗수르바니팔이 죽음. 유다는 이 당시 앗시리아의 조공국가였는
데, 특별한 제제없이 무사히 조공을 하지 않기 시작함. 

First Scroll

Second Scroll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의 군대에 의
해서 유대가 유린 당함 (왕하 24:1-2)

당시의 상황상 바빌론이 곧바로 유다를 징벌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왕하 24:1-2에서 기록된대로, 유다는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의 군대로
부터 유린을 당했다. 
암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것은,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던 바로 그 달에 여호야김이 죽은 것 때문이다. 아마도 바빌론
의 보복이 두려운 유다의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First Siege

Second Siege New Coven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