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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기 개요 
 

1. 배경:  
 
1) 에스라기는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기록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신앙적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주전 587 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 함락되고, 바벨로니아 제국의 

정책을 따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주전 539 년에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그는 바벨로니아가 행했던 정책과는 달리, 포로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포로들도 마침내 주전 

538 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 에스라기는 이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에스라 1:1-4).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예레미야 

25:11-12, 29:10)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님이 

감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저자: 에스라 1-6 장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지만, 7 장 27 절부터 

9 장에서 에스라가 일인칭 “나”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회고록과  함께 관리들이 적은 편지와 고레스 왕의 조서, 사람들의 명단들 같은 

객관적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구성 

1) 첫번째 귀환 (1-2 장): 기원전 538 년에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주전 605 년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약 70 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의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내용의 조서를 보냈습니다 (에스라 1: 2-4).  
 

2) 성전 재건 (3-6 장):  

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던 주전 536 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하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사역을 통해 주전 516 년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3) 에스라의 귀환 (7-8 장):  

ㄱ. 기원전 458 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 (에스라 7:14)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ㄴ. 에스라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에스라 7:6)로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 7:1-5).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긴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 7:10).  
 

4)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재건 (9-10 장):  

ㄱ. 9 장에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오히려 따라가며, 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ㄴ. 10 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에 백성들도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것을 맹세하였고,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을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