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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서 개요 
(Introduction to Haggai) 

 
 
 
 
 
 
 
 
 
 
 
 
 
 
 
 
 
 

1. 저자: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에게 하신 말씀들을 담고 있다.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학개 예언자가 적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 학개서의 시기와 배경: 학개서가 적혀진 시기는 대략 520 BC 이다. 이는 1 장 1 절에 

다리우스왕 이년 여섯째 달이라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서 이 시기에 적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다가 점차적으로 

돌아가던 시기이다. 586 BC 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시절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이 내려서 (538 BC, 에스라 1 장 

1-2 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 차로 돌아왔다.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자 

시작을 하였으나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 기초만 놓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536 - 520 

BC, 에스라 3 장 8-12 절, 에스라 4 장 24 절). 다리우스왕은 고레스의 아들이 죽고 난 후인 

522 BC 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후원을 입어서 성전을 짓는 일이 재개되고, 학개, 스가랴 

1. 다리우스 왕 이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2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3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4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5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6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 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7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 보아라.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9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 

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11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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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들의 격려를 통해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에스라서 6 장 13-15 절에 나온다 

(516 BC, 다리우스왕 육년) 
 

3. 저술 목적: 학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4. 살펴보아야 할 점들:  

A. 학개서는 구약 성경에서 두번째로 짧은 책이다. 가장 짦은 것은 1 장으로 이루어진 

오바디야 서이고, 학개서는 두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B. 학개서에는 총 다섯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1 장 1 절 (다리우스왕 이년 여섯째달 초하루), 1 장 15 절 (여섯째달 이십사일), 2 장 1 절 

(일곱째달 이십일), 2 장 10 절 (아홉째달 이십사일), 2 장 20 절 (아홉째달 2 이십사일, 

같은 날에 두번 말씀하심). 약 4 달 사이에 다섯번에 걸쳐 하신 말씀들을 전한 기록이다. 

C.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전 건물 자체에 대한 중요성 보다도 성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함께 계실 하나님 (1 장 13 절, 2 장 4 절),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복이라는 (2 장 5 절)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D. 학개서는 순종과 불순종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성전을 말씀 

그대로 다시 지을 경우에 나타날 복이 2 장 7-9 절, 그리고 2 장 19 절에 나온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까지 완성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들이 1 장 6 절, 9-11 절, 2 장 16-17 절에 

적혀있다. 기본적으로 불순종하면 노력한 수고에 대한 결과가 별로 없지만, 순종을 하게 

되면 평화와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  

E.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된지 11 년이 되던 해, 959 BC 에 7 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되었고 (열왕기 상 6 장 37-38),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 제 19 년에 그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에 의해 파괴되었다 (586 BC, 열왕기하 25 장 8-9 절) 

F. 예레미야 25 장 11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 년간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남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세번에 걸쳐 

일어났다. 605 BC, 597 BC, 그리고 586 BC. 그리고 포로 귀환도 세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538 BC (고레스 칙령), 458 BC (에스라 귀환), 445 BC (느헤미야 귀환) 

이다. 70 년 간의 포로 생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설득력있는 해석은 

성전이 무너진 586 BC 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516 BC 사이의 70 년으로 보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