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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지상 개요 
1. 역대지상하: 역대지상하서 (1, 2 Chronicles)는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에 이어지는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이미 앞선 역사서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많이 중복 되지만,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같은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상, 하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한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히브말 

성경이 헬라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상, 하 두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히브리말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느헤미야 - 에스라서 다음에 등장하지만 개신교 성경의 순서는 헬라말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역대상 특징들:   

• 열왕기 상하와는 다르게 역대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를 살펴보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을 다룹니다. 

역대상의 첫 아홉장은 구약을 읽다가 익숙해진 인물들의 가계가 나열이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계에 대한 강조가 눈의 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 유다의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역사서라고 하지만 저자의 선택에 따른 

선택적인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역대상에서 다윗의 치적과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등장하는 가운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의 왕으로 지낸 7 년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윗과 사울 집안 사이의 다툼, 다윗과 밧세바의 죄에 대한 기술, 그리고 다윗 아들들로 

인한 문제들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 이런 문제와는 달리 사무엘상하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사무엘기에서 

다루지 않은 다윗에 관한 내용들이 보충되었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저자는 하나님을 올곧게 따르고 섬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조명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한 내용을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포로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 하나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온 이스라엘’ 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9:1, 11:1-4, 

12:38-40, 16:1-3, 18:14, 21:1-5 등) 이런 특징은 역대하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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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의 하나됨이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3. 저자와 시기: 역대지상하는 주전 5 세기 후반에 적힌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저자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역대지상하의 저자는 에스라 라고 

전해집니다. 역대상하와 느헤미야, 에스라서의 필체가 유사한 특징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4. 역대지상하의 목적: 역대지상하의 저술 시기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입니다. 비록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백성들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역사를 돌아보는 몇가지 목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축하고 나서 

역대상하서가 적혔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 돌보심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 역대지상에는 하나님께 드린 찬양, 기도, 감사 찬송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5:28, 16:8-35, 17:16-27, 29:10-19). 이러한 찬양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희망을 둘 수 있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찬양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자는 권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5. 역대상하 와 다른 역사서 차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대상하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른 

역사서에서도 언급이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건들의 서술을 다른 책들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떄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약 213 개의 서술들이 중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다르게 적힌 것과 같이 

차이가 나는 대목이 약 36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23:8 절에 나온 

요셉밧세벳과 역대상 11 장 11 절에 나오는 야소브암은 같은 인물인데 그가 죽였다는 

적의 숫자가 800 명과 300 명으로 다릅니다.  

• 이런 차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였을 가능성,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을 서술하는 경우와 같은 이유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