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왕국시대
암살 당한 왕
전쟁

요아스 시대 여호야다의 개혁

❶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
랴는 여호람이 죽자마자 왕의 자손
모두를 죽임
❷ 여호람의 딸이자 유다의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조카) 요아스를 숨김

유다 왕국

841

아달랴

835

❶ 다윗 만큼은 아니었지만, 요아스 정도는
하였다.
❷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음
❸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자
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❹ 에돔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❺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
다. 전쟁을 하였으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
에게 패함
❻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 아마샤가 라
기스로 도망하고 그곳에서 암살당함

❶ 바알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제
사장을 죽임
❷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함
❸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임

❶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 보수하지 않는 제사장
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박탈
❷ 제사장 여호야다가 직접 성전을 보수를 관리함
❸ 하사엘이 공격하자 성전의 성물과 성전 곳간과
왕궁의 금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냄
❹ 아람 때문에 벌어진 정치적 소동으로 암살 당함

796

요아스

792

아마샤

유다의 예언자들
사밧의 아들 엘리사 855-796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이스라엘 왕국

841

예후 왕조

예후

여호아하스 여로보암의 길

814

예후는 어떻게 왕이 되었나?

❶ 아람왕 하사엘과 맞서 길르앗 라못에서 진을
치고 있을때, 엘리사의 제자 중의 하나가 찾아
가서 기름을 부음
❷ “아합의 집을 치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
❸ 요람(이스라엘)이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고 이스르엘에 있고, 아하시야(유다)도 함께
있을 때, 나봇의 포도원에 맞이하러 나갔다가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음
❹ 유다 왕 아하시야는 므깃도까지 도망하여 죽
음
❺ 이세벨을 죽임: 이세벨의 내시가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 던져 죽임
❻ 요람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임
❼ 바알의 신당을 헐고 목상을 불사름

아람
앗수르

살만에셀 3세
Sharmaneser III

아람을 세번 무찌르리라 예언

798

787

아사랴=웃시야

❶ 유다왕 아마샤와 벳세메스에서 전
쟁하여서 요아스가 이김
아모스 767-753
❷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 잡음
유다 출신의 예언자
❸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
북왕국에서 활동
간에 있는 금, 은, 사
아밋대의
아들 요나 776-745
람들을 사로잡아 사
마리아로 데려감
❶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
❷ 6개월 통치

요아스 여로보암의 길
793

❶ 하사엘과 벤하닷2세의 압제
❷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음

❶ 아마샤 정도는 하였다.
❷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음
❸ 나병에 걸려서 그의 통치 말기에는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림

782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죄

스가랴

750

740

하사엘 Hazael

샴시 아다드 5세
824 Shamsi-Adad V 811

801
아다드 니라리 3세
Adad-nirari III

벤하닷 Ben-Hadad II

773

요담

752 살룸
브가히야
752 므나헴 742
740

752

베가

732

친 아람

친 앗수르
732

살룸

브가히야 여로보암의 죄

므나헴(디르사 사람) 여로보암의 죄

베가 여로보암의 죄

❶ 야베스의 아들
❷ 1개월 동안 다스림
여호아하스가 아람과의
전쟁 중에 빼앗긴 이스라
엘 성읍들을 요아스가 벤
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
고 다시 찾아온다

웃시야 처럼 잘 하였다.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음
성전의 윗 문을 건축
베가(이스라엘)-르신(아람) 연합군
과 전쟁

호세아 755/3-727/2

753

❶ 793년부터 실질적으로 통치를 시작함: 41년 통치
❷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 확립
-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토를 회복
❸ 다메섹을 정복함
① 평화와 번영의 시대 - 앗수르의 침체기

❶
❷
❸
❹

❶ 살룸을 쳐죽이고 왕이 됨
❷ 아이를 밴 여인까지 배를 가르고 죽일 만큼 잔인함
❸ 앗수르 왕 불(Tiglath-pileser III)이 와서 전쟁을
하려하자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부자로부
터 은을 강탈하여 조공을 주고 전쟁을 막음

살만에셀 4세
782 Sharmaneser IV773

아슈르 단 3세
Ashur-dan III

르신 Rezin

아슈르 니라리 5세
755 Ashur-nirari V 745

❶ 므나헴의 아들
❷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
❶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와 전
쟁
❷ 제1차 포로
❸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죽임 당함

732

디글랏빌레셀 3세
Tiglath-pileser 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