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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개요  

 

열왕기상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다윗과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통치한 왕으로, 

여로보암은 자신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우상 숭배를 행한 왕의 표준으로 

나옵니다. 남유다 20 명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의 19 명 왕들 대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후기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1-17 장) 

 

1) 엘리사 (1-8 장): “아합이 죽은 뒤에”라고 시작되는 열왕기하는 분열 왕국 후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승천(2 장)하고 그를 이은 엘리사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인데,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통해 가난한 과부를 도왔으며 

예언자 수련생들을 양육하였습니다.  

2) 예후 왕조 (9-14 장):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상 19:16)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예후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왕자들을 죽입니다. 

바알 신당을 없애고 바알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살해하며 바알 숭배를 몰아 

내었습니다. 예후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감으로 5 대를 걸쳐 예후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하 10:31). 

3) 북이스라엘의 멸망 (15-17 장):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17:5-18). 그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 (17:7)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방당하고, 앗시리아 왕은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는데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섞여 혼혈이 됩니다. 



 

2. 남 유다의 왕들과 멸망 (18-25 장) 

 

1) 히스기야 왕 (18-21 장): 앗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 유다를 

위협하던 시기에 남 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18:3)고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18:6)습니다. 

이사야가 이 시대에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2) 요시야 왕 (22-23 장): 므낫세, 아몬을 이어 왕위에 오르는 요시야는 8 살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후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 

(23:3)습니다. 요시야가 행한 개혁에 대해 열왕기하 23 장 24-25절에 요약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방 예배를 없애고 모든 산당을 헐고,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3) 남유다 멸망 (24-25 장): 요시야를 이은 여호아하스 왕은 이집트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여호야긴을 이어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들인 시기에 유다는 

바빌로니아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과 왕궁이 모두 불태워지고 기원전 586 년에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4)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와 왕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