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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__Book� of� Chronicles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
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1. 역대기 개론

-이    름 : 그 때의 말들(י םי ח, 디브레 하야밈), 원래 한 권이었으

나, LXX역에서 두 권으로 나눠짐.

-저    자 : 본문에는 저자가 누구라고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유대인의 전

승에 따르면 에스라(아론의 16대손, 학사, 제사장)가 본서를 

기록했다고 함.

-기록연대 : 에스라가 역대기의 기록자라는 전제에서 살펴볼 때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BC 450년을 넘어설 수가 없기에 BC 450년경으

로 추정.

           ➀ 본문에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반포한 유다인 포로의 귀

국허가 조서가 기록되어 있다.(대하 3622)

            ➁ 본문의 족보 중 BC 537년 유대인을 이끌고 귀국한 여고냐 왕의 

손자 불라다와 여사야(대상 321)까지 나타나 있다.

2. 왕국기(열왕기+사무엘)와의 차이점

   같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닌가!! 

       그런데 왜 차이가? 둘 중 하나는 거짓 역사 아닌가?

-왕국기는 그 때 그 때 있는 사건을 기록한 반면, 

역대기는 포로 후 모델로 삼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기록.

-삶의 자리, 당시 정황과 상황.

LXX(70인역)이란?
라틴어의 70(셉투아진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LXX로 간략
히 표기합니다. 70인역은 BC 300년
경에 번역되거나 집필된 고대 그리스
어인 코이네 그리스어로 작성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현재까지도 그리스 
정교회에서 공식 전례 본문으로 인용
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100.daum.net/encyclope

dia/view/b21c0289a

저자를 에스라로 추측하는 이유
1) 유대인의 전승인 탈무드와 랍비들

이 에스라가 썼다고 기록합니다.
2) 문체나 언어 구사면에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매우 흡사하고, 역대
기의 끝맺는 말과 사건이(대하
3622-23) 에스라서의 서론과 첫 사
건으로 등장합니다(스 11-30).

3) 역대기의 저자는 율법에 능통하고 
제사 의식과 절차에 밝고 역대 문
헌들은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사람
인데, 이러한 사람은 모세의 율법
에 익숙한 학자이며(스 76), 제사
장 겸 서기관(스 1226)인 에스라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왕국기 α

사무엘하

왕국기 β

열왕기상

왕국기 γ

열왕기하

왕국기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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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기의 특징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영속성永續性과 정통성正統性 정리.

-다윗의 언약 강조.

-하나님께 순종 여부가 민족 번영과 쇠퇴가 결정됨을 강조하기 위해 야훼 

신앙의 공식적 제도인 성전 제사 제도 강조.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연속성과 단일성 강조.

-다윗 왕국의 영광이 모범, 다윗 개인이나 다윗 왕조의 죄나 치부에 대해

서는 생략.

4. 역대기가 전해주는 메시지

-사람은 그 어떤 왕도 완전하지 못하기에 완전한 구원자가 요청됨.

-소망은 오직!!(롬 1512)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과거의 사건인가?

-이러한 시대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

-본질로! 다시 처음으로!

  ➀ 성경 

  ➁ 삼위의 하나님

  ➂ 교회

역대상과 역대하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역사
로, 본서가 강조하는 진리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바벨론에 포로
로 잡혀갈 때까지의 역사로, 배교(背
敎)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과 여호
와를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교
훈을 줍니다.

로마서 15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왕기서 역대기서

-포로 시대 시대 -포로 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생

활을 해야 하는가?
삶의

자리에서

던져지는

질문들

-포로 귀환이 남유다 백성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원

래(남과 북)� 선민자체 회복이 가

능한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치러야 할 대

가를 치른 것.

원인/

목적

-야훼 신앙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
永續性과 정통성正統性에 근거하여 선

민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목적.

-하나님의 실패나 권능의 부재가

아닌 그들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함.

기타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