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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지서_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이해하는 데에는 역사서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동일한 시대를 다루고 있다. 학개와 스가랴는 B.C.520년 다리오 흐스타페스 왕 시대에 예언했다.(학1:1)  

 

 

❑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 

연대 남왕국 & 사건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북왕국 & 사건 

840 B.C  ②요엘(c.830) ④오바댜(c.840)   

780   `  여로보암 2세 

770    (781~753) 

760 웃시야  ③ ⑤요나   

 (아사랴)  아모스 (c.760)   

 (767~740)  (c.760)    

     ①  

     호세아 스가랴(753~752) 

     (c.755) 살룸(752) 

750 요담    므나헴(752~742) 

 (750~735) ⑥미가(c.742) 이사야(c.740)   브가히야(742~740) 

740      베가(740~732) 

 아하스(735~715)     호세야(732~722) 

730       

722      사마리아 함락(722) 

720 히스기야(715~686)   

      ■ 대선지자 

      ■ 소선지자 
 

   ▧ 연대가 모호한 두 선지자 : 요엘 & 오바댜 

   요엘과 오바댜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 요엘 : (1)요아스 통치 초기(840), (2)바벨론 포로에서 

           의 귀환 후(400)라는 두 견해가 지배적이다. 

   * 오바댜 : (1)요호람 통치 초기(848), (2)예루살렘 멸망  

           후(586)라는 두 견해가 지배적이다. 

 

   # 미가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모두를 대   

     상으로 예언했다. 

700   

680 므낫세(686~642) ⑦나훔(c.660~630) 

660 아몬(642~640)  

640 요시야(640~609) ⑨스바냐(c.640~609) 

   

620  예레미야  

600  (c.627)  

 여호아하스(609)  ⑧하박국(c.609~589) 

 여호야김(609~597)  다니엘  

 여호야긴(597)  (c.605)  

 시드기야(597~586)   에스겔 

    (c.597) 

586 예루살렘 함락(586) 오바댜(?)   

     

580     

560     

540 1차 포로귀환(538)    

536 성전재건 시작(536) ⑩학개(c.520) ⑪스가랴(c.520) 

520 성전재건(516/515)   

480   

460 2차 포로귀환(448) ⑫말라기(c.460) 

440 3차 포로귀환(445) 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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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22 B.C.                            586 B.C. 

시대 초기 앗수르 시대 후기 앗수르 & 바벨론 시대 바벨론 & 바사 시대 

소선지자 

호세야(to 이스라엘) 

요엘(to 유다) 

아모스(to 이스라엘) 

오바댜(@ 유다, to 에돔) 

요나(@이스라엘 to 니느웨) 

미가(to 유다) 

나훔(@유다 to 니느웨) 

하박국(to 유다) 

스바냐(to 유다) 

학개(to 유다) 

스가랴(to 유다) 

말라기(to 유다) 

대선자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 학개 : “성전을 재건하라” 

▧ 특징: 선지자 학개의 이름은 ‘축제의 사람’이란 뜻으로 성경 전체

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이다. 학개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

전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백성들은 관심이 없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백

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핵심단어: 만군의 여호와(15), 말하다(15), 여호와(13), 성전(11), 백

성(8), 스룹바벨(7), 땅(6)                                           

▧ 핵심구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

주하는 것이 옳으냐?”(학1:4)                                        

 

 

❑ 스가랴 : “위로, 악의 제거 그리고 평화의 왕” 

▧ 특징: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며, 538년 1차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다. 스갸랴는 8개의 환상과 4개의 메시지 그

리고 2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조: [1~8장]은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있고, [9~14장]까지는 장차 오

실 메시야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다.               

▧ 핵심구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

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

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4:6)                             

 

❑ 말라기 : “예배를 회복하라” 

▧ 특징: 선지자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귀환시기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장들에 의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

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이 의미 없는 종교생활이었다. 말라

기는 연속되는 설교를 통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핵심단어: 만군의 여호와(16), 이르다(16), 행하다(10), 돌이키다(5). 

거짓(5), 저주(5), 언약(5), 어찌하여(5)                                

▧ 핵심구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

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