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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어 먹는 사슴의 모습
번영의 상징
개봉 당시 부러져 나갔거나,
외부 충격으로 부러져 나간 단면
분명치 않지만, 이 글자일
수 밖에 없는 복원 글자

 לישעיהו이사야의 것
 נביא예언자

인장을 누를 때,
손가락이 눌려서 뭉개진 부분
1cm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봉인

유다왕 히스기야의 시대는 구약 성

으로는 히스기야가 앗수르에 기댄

나입니다. 남북 왕국 모두가 앗수

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

경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 중의 하

르로부터 큰 위협을 받던 때가 히

형국이지만, 이 때 벌어놓은 시간

들이면서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한

의 예언자들의 주된 역할은 하나

다(연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남북왕국의 정치 중심지가 되었

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신하 국가

로서 공물을 보냈습니다. 712년에
잠시 앗수르에 반대하는 편에 서기
도 했었지만, 같은해 사르곤 2세가

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북왕국
의 사람 모두에게 가장 거룩한 곳

이 되었습니다. 건조하게 히스기
야 시대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

기 해드렸지만, 히스기야의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 시킨 후,

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국제 정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착

잡한 셈법,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

징벌적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두
실하게 앗수르에게 세금을 바쳤습

니다. 국제 정치의 눈으로보자면,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사르곤 2세에

게 납작 엎드리면서 유다라는 나라

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외교적

이사야는 유다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활동

가 무너진 북왕국 사람들을 받아

왕위에 오른 때부터 히스기야는 앗

자 이사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때에 유다

스기야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대략 727BCE 입니

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언

치의 역학 관계와 국내 정치의 복
지는 신앙적인 갈등들은 현대 사
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

도로 복잡하고도 풀어내기 힘든
숙제들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때

에 히스기야가 의지하던 사람, 하

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구약 시대
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

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었
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주님의 길을 걸

어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 판단하고 주님께 여쭙기 위해

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당면

한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가져야했습니다. 그
래서 열왕기하의 히스기야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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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리고 성경 이사야의 곳곳에

보거나, 다른 편지로 바뀌게 하지

은 이미 고고학자들이 참 많은 발

져 어찌해야할지 모르는 히스기야

인을 합니다. 전달된 편지들은 왕

년에 에일랏 마잘

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곤란에 빠
에게 그 정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인지를 전하는 예언자 이사야

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왕하
19-20; 사 37).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은 여

럿이 있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방

법은 ‘외침’입니다. 길거리에서의
외침, 예언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

않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봉
궁의 서고에 보관되거나, 때로는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잘 보관

한다고는 하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들은 오랜 시

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겠지
요.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봉인해
놓은 인장의 봉인은 진흙이기 때

문에 말라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서
발굴을 하다보면, 이 인장들이 종
종 발굴되는데, 아마 거기에는 예
전에 분명히 두루마리도 함께 있
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두개의 왕궁

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서 ‘편

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

불 왕궁에 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오벨산에

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득

방법을 선택하겠지요. 또는 확실
하게 해두기 위해서 글로 남겼을
지도 모릅니다. 편지를 보낼 때에

는 편지의 내용을 누군가가 미리

대에 다윗이 살던 궁이 있었구요.
만든 자기의 궁전입니다. 솔로몬

의 궁은 그 이후로 유다의 왕들의
궁전이 되었지요. 유다 왕들의 궁
전이라고 추정되는 오벨산의 곳곳

굴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5
(Eilat Mazar)은

발

굴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잘이 발

굴한 오벨산의 한 지역에서 대략
30개의 인장의 봉인들이 발견되

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히스
기야 왕의 인장이었습니다. 히스기

야의 이 인장 모양은 앗수르의 침
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으로 적들을 물리친 후에 히스기야
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고 난 이

후에 만들어진 인장으로 추정됩니
다. 성경을 보면, 병든 히스기야에

게 이사야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서는 삼일 만에 낫게 하신다는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하늘의 해 그림자를 십

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왕하
20).

히스기야의 인장을 보면, 태양

이신 하나님(시 84:11)을 방패 모양
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고, 하

나님의 깃(시 91:4; 겔 16:8; 말 4:2)을 표
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

태양: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
(시 84:11)
날개: 하나님의 날개 깃
(시 91:4; 겔 16:8; 말 4:2)

분명치 않지만, 이
글자일 수 밖에 없는
복원 글자와 문양

 אח.לחזקיה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
생명을 상징하는 문양: 주로 이집트에
서 이 문양을 많이 사용함.

ז מלך יהדה

스. 유다의 왕

인장을 누를 때,
손가락이 눌려서
뭉개진 부분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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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의 봉인 발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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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통곡의 벽 광장

문

인장의 봉인이 발굴된 고고학 발굴 구역
작은 망대

큰 망대

이사야의 봉인과
히스기야 왕의 봉인이 발굴된
고고학 발굴 장소

히스기야 왕과 “예언자 이사야” 인장이 발견된 고고학 발굴 지역 . 오펠 지역 (성경. 오벨산)의 왕궁 부속 건물이 작은 망대와 붙어 있는 발굴 구역에

서 히스기야 왕의 봉인과 예언자 이사야의 봉인이 발견되었다. 이 구역은 솔로몬의 때에 확장된 오벨산 지역의 왕궁 터이다. 이 곳에서 30개의 봉인들
이 발견되었었는데,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봉인이 발견된 거리가 불과 3m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과 그

는 이사야 예언자 이외에 동명이인

의 인장을 날인해서 봉인해요. 아

으니, 꼭 히스기야 시대의 예언자

이사야의 손이 닿은 곳에는 이사

예언 후에 낫게 되었을 때, 낫게하

의 예언자 이사야가 있을 수도 있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겁니다.

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예

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겼던
히스기야의 인장이 찍힌 봉인

은 왕궁의 부속 건물인 작은 망대

바로 옆의 발굴 구역에서 발굴되
었는데, 같은 구역 안에서 또 다

른 봉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3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발굴된 봉

인에는 “예언자 이사야의 것”이라
고 쓰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봉인의 경우는 “아하스의 아들 유
다 왕 히스기야의 것”이라고 쓰여

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구약

언자 이사야라고 단정짓지는 않겠
습니다. 학자들은 단정짓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서 말하는 것 처럼 히스기야와 이
사야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히

스기야의 봉인이 발견된 그곳에서
발견된 예언자 이사야의 봉인은 성

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가 아닐까
요? 마잘은 “매우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열왕기하와 이사야에 나오는

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또는 이

러나 “예언자 이사야의 것”이라고

다. 그리고 그 편지를 묶은 끈 위

히스기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쓰여진 인장의 경우, 성경에 나오

사야의 서기관이 편지를 썼습니
에 진흙을 올리고 예언자 이사야

직 그 봉인이 다 마르지 않은 때,
야의 지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고,

그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는 편지들
과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는 왕실

의 부속 건물에 보관합니다. 머리

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유
다가 멸망한 후, 이 공문서와 편지
들은 땅 속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

2,700여년이 지난 2009년에 햇빛
을 보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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