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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지하 개요 
1. 역대지하: 역대지하는 솔로몬에 관한 내용 특히 그의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한 내용으로 

7 장까지 채워지고 그의 부귀영화에 관한 내용이 9 장까지 이어집니다.  역대지상하서 

전체를 살펴보면, 역대상 10 장부터 역대하 9 장까지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로 다윗 왕조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남 유다로 축소가 되고 

마지막에는 남 유다마저 붕괴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역대하 10 장부터 36 장 21 절까지이고 

36 장의 마지막 두절 (36:22-23 절) 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고레스 칙령을 언급하면서 역대지하가 마무리 됩니다.  
 
2. 역대지하 내용상의 특징들:   

• 역대지하 3 장을 보면, 성전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성전터는 모리아 

산입니다. 이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되어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 22:2).  

• 열왕기에서와 비슷하게 역대하에서 왕들이 욍위에 오른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는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하였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그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주님을 잘 따랐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났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 왕을 기록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 을 따랐다고 적은 왕들도 있습니다. 

•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왕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요담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망할 무렵에 

왕위에 올랐던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같은 왕들이 그러합니다. 이들 왕들 중에 

여호람,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의 가문과 인척관계에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았다고 역대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1:6, 22:3)  

• 역대지하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왕들이 보입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왕국이 안정되고 부유하게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진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아마샤의 아들 웃시야 

같은 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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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하에는 개혁을 한 왕들이 몇명 언급됩니다. 이때 개혁은 그 당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내던 산당들을 없애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지킬 것을 

독려하며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일들을 포함합니다. 첫 개혁은 15 장에 나오는 아사의 

개혁이고 그 이후로 히스기야, 요시야의 개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 산당에 관련된 언급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 왕들 중에 

흠으로 지적이 되는 일이 있다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여호사밧왕 (21:33), 요담왕 (27:2) 입니다. 

•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외세의 공격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세의 공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 외세를 의지한 왕은 예언자를 통하여 꾸지람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한 예들에는 여호사밧 왕과 (20:1-

30, 에돔과의 전쟁), 히스기야 왕이 (32:20 – 22 절, 앗시리아와의 전쟁) 있고, 외세를 

의지한 예는 아사왕 (17:7-10) 입니다. 

• 유다의 왕들 중에 아달랴 라는 여왕이 등장하는 것이 역대하 22:10-12 절에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전쟁 중에 죽는 바람에 왕위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 어머니 아달랴가 

다른 왕자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6 년간 통치합니다.  

• 역대지하 26 장에 나오는 웃시야 왕은 열왕기하 15 장에 나오는 아사랴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역대하 26 장 17 절에 웃시야 왕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이를 말리는 제사장 이름이 아사랴인데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역대사 26 장에는 

웃시야로 적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역대하에서 솔로몬 왕 다음으로 많은 분량으로 등장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29:1 
– 32:33).  

• 역대하에 등장하는 우상들을 보면 아세라 목상, 태양상, 바알신상, 하늘의 별과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악한 왕들은 성전내에 우상들을 세우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은 ‘힌놈의 아들 골짜기’ 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28:3, 므낫세 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