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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라기스 발굴과 성경 이해
강후구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교양학과 부교수)
1. 서론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말
씀-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에게 행하신 위대한 행동들/일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
다.
지난 이백 여 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구약성경은 말씀 사건이 일어난 동시대에 기록된 것
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후대에 기록된 것을 전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수백 년
이 지난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이해되었다.1) 이러한 이해는 한편으로 이러한 작성과정에
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가운데 어떠한 편집의 작업이 있었는지 연구케 하였
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일부 성서 해석가들에게 영향을 끼쳐 구약성경이 전하고 있는 말씀 사
건의 내용이 그 사건 시대의 것이 아니라 후대 시대의 반영 또는 투영이라고 주장케 하였
다.2)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모세와 바로의 대면은 출애굽 시대의 것이 아닌 요시야와 바로
느고의 대면을 투영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핀켈쉬타인과 실버만의 주장에서 그러한 예를 찾
아볼 수 있다:
모세와 파라오 사이의 대립은 젊은 왕 요시야와 새로 왕위에 오른
파라오 네코 사이의 건곤일척의 대결을 반영했다.3)
구약성경이 말씀-사건 이후의 기록- 어떤 경우는 수백 년 이후의 기록-이라는 점과 함께
구약성경의 역사서술은 신학적이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역사적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지 구분해 내는 일이 쉽지 않다.
이와 반대로 성서고고학을 통하여 나온 유적과 유물은 말씀 사건이 일어난 당대의 모습
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전 7세기 말의 지층은 요시야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주전 8세
기 말의 지층은 히스기야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각 지층의 연대가 고정된다면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고고학적 연구의 중요성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데, 구약성경에서 기술된 말씀 사건의 내용 즉, 후대에 기술 또는 편집
된 내용과 말씀 사건 동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서로 비교를 통하여 구약성경의 기술이 과연
어느 시대의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4) 이러한 비교 연구의 결과는 구약성경을 이
해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한 본문을 놓고 고고학적 증거물을 바탕으로 그 연대와
시대적 상황을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시도가 그러한 예를 보여 준다.5)
1) 박창환. 1985. 성경의 형성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E. R. Freedman. 2008. 이사야 역. 누가 성서
를 기록하였는가. 서울: 한들출판사.
2) I. Finkelstein and N. A. Silberman. 2001. The Bible Unearthed. 오성환 역.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2002. 서울: 까치. 84-91쪽.
3) 위의 책, 91쪽.
4) 강후구. 2017. 고고학적 증거를 통하여 살펴본 이스라엘 역사서술 이해. 서울장신논단 제25집:
595-623.
5) 강후구. 2017. 제 4차 텔 라기스 발굴과 역대하 11장 5-12절. 장신논단 49/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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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9년도부터 이루어질 한국-이스라엘 텔 라기스 발굴을 맞이하여 이 발
굴을 바탕으로 한 고고학적 연구가 성경 이해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를 논하고자
한다. 그 이전에 라기스를 언급하고 있는 구약성경 및 역사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지
금까지 라기스에서 이루어진 발굴 역사와 그 결과를 조사한 이후 논할 것이다.
2. 성서의 라기스
라기스는 신약성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구약성서에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서에서부터 미가서까지 총 25회 언급되고 있다 (수 10:3, 5, 23, 31, 32, 33, 34, 35; 12:11;
15:39; 왕하 14:19, 왕하 18:14, 17; 19:8; 대하 11:9; 25:27; 32:9; 느 11:30; 사 36:2; 37:8; 렘
34:7; 미1:13). 왕하 14:19, 대하 25:27, 미 1:13에서 두 번 언급되고 있고 나머지 구절들에서
는 한 번씩 언급된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14회, 예언서에서 6회, 역대기 역사서에서 5회 나
타나며, 이 언급들을 연대적으로 나열해 본다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라기
스가 성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절들에서 등장한 라기스와 텔 라기스에서
나온 고고학적 결과물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 구절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세오경에서 라기스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요 배경으
로 하고 있지 않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제외한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족장 시
대에 라기스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족장 시대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람 지역과 요단 서편 중앙 산지에서 일어났고 라기스가 위치한 쉬펠라
지역과 관련하여 창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 등장하는 아둘람과 딤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소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둘째, 라기스는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10장에서 이스라엘과 화친 정책을
펼친 기브온 사람들과 전투를 한 다섯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중앙 산지에서 두 도
시(예루살렘과 헤브론), 쉬펠라 지역에서 세 도시(야르뭇, 라기스, 에글론)가 서로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려 하였고 여호수아 군대는 그들을 물리쳤다. 라기스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
가지로 여호수아 시대에 왕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라기스가 도시-국가
(city-state)체제를 유지하였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호수아서 이후에
는 어떤 곳에서도 라기스에 왕이 있었다는 표현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까지의 정치 체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호수아가 립나를 파괴시키고 이후 라기
스를 점령할 때에 게셀 왕 호함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수10:33). 이는
그 당시 라기스와 게셀 간에 긴밀한 동맹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역
시 이후 성서구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성서에 의하면 게셀은 솔로몬의 결혼지참
금으로 받아 이후 그곳에 솔로몬이 성읍을 세웠고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의 도시가 되어 남
유다 왕국과는 전혀 관련되어 나타나지 않는다(왕상 9:15-17. cf. 대상 7:28). 어떻든, 라기스
와 게셀 모두 수 12장의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왕들의 명단에 언급되고 있는데 라기스
를 정복하였다는 것은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게셀 도시를 정복하였다는 구절은 나오지
않는다. 여호수아서에서 라기스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은 15:39절로서 유다 지파가 분배
받은 쉬펠라 지역의 한 도시로서 보스갓과 에글론 앞에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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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라기스는 사사기에서 다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쉬펠라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
동하였던 삼손의 이야기에서 라기스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이하게 여길 수 있다. 특
히 삿 16장에서 삼손이 한 밤중에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가
사에서 헤브론으로 갔을 때, 라기스를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라기스는 그의 이야기
와는 무관하다.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
지 라기스는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는 이 시대에 라기스가 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가?
넷째, 왕정 시대에 라기스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르호보암 왕 때로서, 그가 유다와 베
냐민 지역에 세운 열다섯 성읍가운데 하나로 라기스가 등장한다(대하 11:9). 이 기록은 열왕
기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역대기에서만 나타나는 이른바 역대기 특수 자료에 속한다. 이는
이후 대하 12장에서 언급한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사건이 열왕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6).
다섯째, 아마샤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 왕이 다른 도시가 아닌 라기스로
도망하였다고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왕하 14:19; 대하 25:27). 반
역을 당한 아마샤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도피처를 라기스로 정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라
기스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도시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히스기야 왕 시기 산헤립이 라기스를 정복하고 이후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을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아마샤가 취한 경로의 정확히 반대로서, 히스기야
가 회유책을 마련하지만, 산헤립은 라기스에서 군사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명
령하였다. 이 사건은 성서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사건 즉,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예언
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었으며, 그것도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왕하 18-19장, 대하
32장, 사 36-37장). 한편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미가서에 라기스가 언급되고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라기스 주민에게 준마에 병거를 메우라고 말
하여 다른 도시와는 달리 말과 마차를 언급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라기스가 시온의 죄의 근
본이고 이스라엘의 허물이 라기스에서 보였다고 지적한 점이다.
일곱째, 약 백 십여 년 이후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쉬펠라 지역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도시 가운데 아세가와 함께 라기스가 언급되고
있다 (렘 34:7). 이 또한 그 당시 라기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나아만은 이 역대기의 기록이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지만(Nadav Na`aman,
"Hezkiah’s Fortified Cities and the LMLK Stamps," BASOR 261 (1986), 5-21), 그가 제시한 고
고학적 자료들을 놓고 도시 목록을 살펴보았을 때 주전 8세기의 상황과 맞지 않음이 가르핀켈에 의하
여 제기 되었다(Yosef Garfinkel, "2 Chr. 11: 5-11 Fortified Cities List and the lmlk StampsReply to Nadav," BASOR 271 (1988), 69-73). 프리츠는 이 보다 앞서 이 본문이 요시야 시대의 본
문이라고 주장하였다(Volkmar Fritz, "The List of Rehoboam’s Fortresses in 2 Chr. 11: 5-12A Document from the time of Josiah,", EI 15(1981), 46*-53*). 최근 핀켈쉬타인은 하스모니안 시
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Israel Finkelstein, "Rehoboam’s Fortified
Cities (II Chr. 11,5-12): A Hasmonean Reality?," ZAW 123 (2011), 92-107).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이 르호보암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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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라기스가 언급된 곳은 느헤미야서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거주한
도시가운데 하나로서 라기스가 기록되고 있다(느 11:30).

3. 역사자료에 나타난 라기스
역사 자료 가운데 라기스를 언급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서 각각 시대를 달리하며 발견되었다. 맨 처음으로 라기스를 언급하고 있는 역사자료로서는
주전 15세기 이집트에서 나온 한 파피루스 즉, 아멘호텝 2세 시기 라기스를 포함한 가나안
의 도시들로 보내진 이집트 사절단의 명단을 언급하는 문서 Hermitage Papyrus 1116A에
처음으로 등장한다,7) 주전 14세기에도 이집트 문서, 이른바 아마르나 서신에 라기스가 언급
된다(EA 287-288, 328-329, 335).8) 예루살렘 통치자였던 압디-헤바에 의하여 보내진 편지에
서 라기스가 다른 도시 아스글론, 게셀과 함께 언급되며 (EA 287-288), 자신이 라기스의 통
치자라고 소개하는 야브니-일루(Yabni-Ilu)에 의하여 보내진 편지(EA 328)와 또 짐레디
(Zimreddi)에 의하여 보내어진 편지(EA 329)에서 각각 라기스가 언급된다. 한편 EA 329에서
소개된 짐레디는 앞서 예루살렘의 압디-헤바에 의하여 보내진 편지에서도 라기스의 통치자
로 언급되어(짐레다-Zimredda, EA 288) 동시대의 통치자임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들은 라기
스가 그 당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도시-국가로서의 모습을 지녔음을 알려
준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행정관원으로 보이는 압디-아쉬타르티에 의하여 보내어진 편지
에서 라기스가 예루살렘과 함께 이집트에 적대적인 도시로 언급되어 라기스가 항상 이집트
의 명령에 복종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라기스가 언급된 또 다른 역사자료는 앗수르에서 발견된다. 산헤립은 그가 남유다
지역의 주요 46개 성읍과 마을들을 점령하였음을 기록에 남겼고 점령된 성읍 가운데 라기
스 점령 모습을 그의 북서쪽 궁전 36번 방 벽 부조에 묘사하였다. 그 한쪽에 보좌에 앉아
라기스로부터 가져온 전리품을 받는 것을 아카드어로 기술하였다9) (아래 참조).

4. 라기스 발굴 역사와 결과
텔 라기스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고 현재 족장 시대와 가나안 시대에 해
당하는 중기 청동기-후기 청동기 시대 연구를 위하여 오스트리아와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제
6차 발굴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19년도부터 시작될 한국-이스라엘 공동 발굴은 제 7차
발굴이다. 각 발굴의 주요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1. 제 1차 발굴(1932-1938)
1932년에서 38년도까지 이루어진 페트리의 제자였던 제임스 스타키가 이끄는 영국팀의
7) D. Ussishkin, 1993. "Lachish, Tel," NEAEHL Vol. 3, 899.
8) Moran, W. L.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9) ANET 288, D. Ussishkin. 1982.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67-72,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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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이다. 이 발굴은 스타키가 예루살렘의 록펠러 박물관의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올라
가다가 살해당하면서 끝을 맺게 되었다. 이 발굴을 통하여 텔과 그 주변의 고대 묘지들의
유적과 유물들이 드러났다. 북서쪽 코너에 있는 경사면들은 발굴자들의 주요 덤핑장소가 되
기 전까지 완전히 발굴되었는데 이곳에서 그 유명한 ‘해자 신전’이 발견되었다. 텔 자체 발
굴에서 가장 주요한 발견물은 후대 유다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도시 성문들(지층 2-1), 바깥
쪽 버팀벽, 페르시아인들의 ‘태양 신전’과‘거주지’, 무엇보다도 후기 청동기 시대의 ‘해자 신
전’이다10). 해자 신전의 발굴을 통하여 후기 청동기 시대의 세 지층이 구별되어 신전의 건축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드러났다. 각 지층에서는 가나안 지방 토기와 함께 이집트인들
의 정교한 물품들인 스캐럽, 상아, 보석, 석기들 등과 사이프러스 수입 토기와 미케네의 수
입된 그리스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고대 근동 고고학 역사에서 최초로 문명화의 물품
들이 한 층 위에 또 다른 층이 겹으로 세 층을 이루어 모두 함께 발견된 것이다. 이 독특한
현상은 이집트 연대를 가나안, 사이프러스, 미케네의 그리스의 연대와 연관시킬 수 있게 하
였다. 이로 인하여 라기스는 사실 지중해 주변 지역의 후기 청동기 시대를 편년케 하는 주
요한 지점이 되었다11).
4.2. 제 2차 발굴(1966-1968)
소규모의 발굴이 1966년에서 1968년도까지 히브리대학교와 텔 아비브 대학교의 도움으
로

‘태양 신전’ 지역에서 요하난 아하로니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 그는 아라드와 브엘세바

등지에서 발견된 신전을 바탕으로 유다의 경계 지역에 신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타키
에 의하여 발견된 페르시아 시대의 ‘태양 신전’그 아래를 발굴하게 되었다. 그의 발굴을 통
하여 페르시아 시대부터 후기 청동기 시대까지의 지층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층 1에서 6).
그의 예상과는 달리 지층 2부터 시작되는 남유다인들의 도시에서는 신전의 건물이 발견되
지 않았다. 그러나 지층 5에서 제의와 관련된 시설들과 제의 물품들이 그의 발굴을 통하여
새롭게 드러나게 되었다12).
4.3. 제 3차 발굴(1973-1994)
조직적인 대규모의 발굴과 복원 작업이 1973-1994년 동안 데이빗 우시쉬킨의 지도 아
래 행하여졌다. 발굴들은 스타키에 의하여 이전에 발굴되었던 지역들과 새로운 발굴 지역들
에 집중되었다 (Areas D, G, P, R, S). 주요 발굴 지역 중 하나는 언덕의 서쪽 끝에 위치한 S
지역으로 길고 좁은 지역인데, 지층에 따른 정착과 요새화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
로 발굴되었다. 이곳의 발굴을 통하여 알려진 가장 아래쪽의 지층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편년 된다. 다른 발굴 지역은 유대 궁궐-요새와 아래쪽에 중기 청동기 시대의 궁전
과 후기 청동기 시대의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발견된 P지역, 궁궐-요새의 남동쪽 부분에 인
접한 D지역, 도시-성문을 포함하는 G지역, 주전 701년 앗시리아 군이 도시-성벽을 무너뜨린
곳인 언덕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R 지역이 있다. 이 발굴을 통하여 알려진 적지 않은 고고
10) H. Torczyner, L. Harding, A. Lewis, A. and J.L. Starkey, 1938, 위의 글, Olga Tufnell, C.H.
Inge, and L. Harding, Lachish II (Tell ed Duweir): The Fosse Temp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Olga Tufnell, Lachish III (Tell ed Duweir): The Iron 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Olga Tufnell, Lachish IV (Tell ed Duweir): The Bronze 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11) Olga Tufnell, C.H. Inge, and L. Harding, 1940, 위의 글.
12) Y. Aharoni. 1975. Lachish V. Investigations at Lachish: The Sanctuary and the

Residency. Tel Aviv: Gate Way Publisher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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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성과를 이루었다.13)
우시쉬킨 발굴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701년도에 일어난 산헤립의 라기스 점령을 고
고학적으로 텔 라기스 지층 3과 연관시킨 것이며, 이 지층에서 출토된 유적과 유물은 그 당
시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앗수르 제국의 제왕이
었던 산헤립이 니느웨에 궁전에 기록을 남길 정도로 앗수르의 관점에서도 기념비적 사건이
었다. 라기스를 점령한 사건은 앞서 언급한 구약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자료 그리고 고
고학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
다.14)
표 1. 텔 라기스의 주요 지층들과 관련 사건, 성서 구절들
지층

고고학적 시대

주요 발견물

관련된 민족과 사건

1

바벨론, 페르시아,

태양 신전

남유다인들,

헬라 시대
2

후기 철기 시대 말

이두메아인들?
라기스 편지들

(주전 7-6세기 초)
3

4

5

주전 587/6년

왕하 24-25장, 렘

바벨론에 의한 파괴

34:1-7

후기 철기 시대 중

궁전, 성문,

주전 701년

왕하18-19장,

(주전 8세기)

성벽

산헤립에 의한 파괴

대하 32장,

후기 철기 시대 중

궁전, 성문,

주전 8세기 중반 지진

사 36-37장
암 1:1,

(주전 9-8세기 중?)

도시 성벽

으로 인한 파괴?

슥 14:5??

궁전, 제의 방

아마샤의 피난
르호보암의 건축?

왕하 14:19
대하 11:9?

시삭의 침공?

대하 12:4?

후기 철기 시대 초
(주전 10세기)

정착의 공백
6

관련 성서 구절

(주전 12-11세기)

후기 청동기 말

람세스 3세의

가나안인들

(주전 13세기

카르투쉬, 인형

-12세기 초)

관, 가나안 신전,

7

후기 청동기 시대 중

미디안 토기
가나안 신전

8

(주전 14세기)
후기 청동기 시대 초

가나안 신전

9

(주전 15세기)
중기 청동기 시대

성벽과 성문

-

-

10

중기-말기
중기 청동기 시대

공백

-

-

11

초기
초기 청동기 시대

토기

-

-

12

신석기 시대

토기

-

-

수 10장, 12:11
아마르나 서신

13) 그 성과에 대해서는 D. Ussishkin. 1982. 위의 글. idem., 2004. 위의 글, 83-90, 695-742.
14) 강후구. 2015. 성서와 고고학: 2013-2014년도 텔 라기스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장신논단 23:
207-212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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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4차 발굴(2013-2017)
텔 라기스 발굴은 미국인들에 의하여 발굴된 AA지역, 이스라엘인들이 발굴한 BB지역
그리고 한국인들이 발굴한 BC지역과 CC지역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그림 1이 보여주듯
이 AA지역은 아하로니가 1960년대에 발굴한 지역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BB지역은
텔 라기스의 북동쪽에 위치한 우물에 인접한 지역이며, BC 지역은 BB 지역에서 드러난 가
나안 신전 서쪽 지역이며, CC지역은 텔 라기스의 북쪽 중앙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제 4차 텔 라기스 발굴 지역들
4.4.1. AA 지역- AA지역은 아하로니가 발굴한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층위학적인 순서를
지니면서 발굴되었다. 지층 2부터 알려진 이 지역의 발굴에서 분명한 바벨론의 파괴 지층이
발견되었고, 그 아래에서 산헤립에 의하여 파괴된 지층이 알려졌고, 그 아래 지층 4에서는
돌과 석회로 포장된 거리와 공공건물, 그리고 개인 가옥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지층 4는 거
주 지층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이 지층에서 장기간동안 거주되었음이 알려졌다.
제 4차 발굴의 주요 목적 지층이 다섯 번째 지층이 분명한 파괴의 모습을 지닌 채 발견
되었는데 이는 제 3차 발굴의 S지역에서 알려진 파괴 모습과 유사한 것이다. 흑색 덧입힘을
지닌 토기와 적색 덧입힘, 손 마름질 등의 표면 장식을 지닌 토기들과 지층 5의 전형적인
형태를 지닌 요리용 항아리 등의 토기들의 출토되었다. 이 지층 바닥 아래에서는 지층 6의
토기들이 발견되었다.
AA 지역의 발견물로 각 지층을 확인 시켜주는 토기들 이외에 다섯 개의 인장이 발견되
었다. 모두 주전 8세기 즉 세 번째 지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두 개의 인장은 동일한 이름을
지닌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두 개는 파손이 심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개인 인장으로 확인
된다. 마지막 하나는 이집트 인장으로서 성경에 언급된 구스 왕조의 바로인 디르하가(왕하
19:9, 사37:9)의 아버지인 피예(Piye)의 인장이 발견되었다. 이전에 그의 인장이 알려졌지만,
모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소장품에서 알려졌는데 AA 지역에서 알려진 이
인장은 분명한 고고학적 문맥을 지닌 발굴에서 출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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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BB 지역- BB 지역은 발굴 초기부터 후기 청동기 시대 즉, 가나안 시대의 거주 지
층과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전에 알려지지 않고 새롭게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나안
신전은 가나안인들의 제의와 관련된 신상, 주상 등과 함께 곡물상자, 금속제품 등 풍부한 물
질문화를 지닌 채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이 신전에서 비문이 발견되었다. 신전의 입구 양쪽
에 기둥 받침이 발견되어 솔로몬의 성전 입구처럼 두 개의 기둥이 건축학적인 기능과는 별
도로 존재하였음이 알려졌다.
이 신전은 가나안 시대의 마지막 지층의 것으로 스타키에 의하여 발견된 해자지역의 신
전과는 달리 후기 청동기 시대내 연속해서 신전을 존재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BB 지역의 또 다른 발견물은 중기 청동기 시대의 성문이다. 우물 가까이에 위치한 이 성
문은 이후 시대에 막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층위학적으로 중기 청동기 시대 즉, 족장 시대
의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안 시대에 성문 지역에 진흙으로 건설된 거대한 건물과 구조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발견으로 인하여 족장시대에 라기스가 게셀, 므깃도, 하솔 등과 마찬
가지로 요새화된 도시-국가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BB 지역의 철기 시대 발견중의 하나는 제의시설이다. 네 번째 지층의 것으로 알려진 한
방에서 제대(chalice) 등의 제의 물건들이 발견되어 개인 제의 시설이 존재하였음이 드러났
다.
4.4.3. BC/CC 지역- 텔의 북쪽 중앙 끝자락에 위치한 CC 지역에서는 연속해서 요새화된
모습이 드러났다. 지층 1부터 지층 5까지의 요새화된 모습이 연속에서 드러났고 지층 5 아
래에서는 지층 6의 파괴 지층이 드러났다. 그 아래쪽으로 BB 지역에서 알려진 성문과 연결
된 성벽이 발견되었다.
각 지층의 요새화의 모습은 각기 다른 것으로 지층 1에서는 너비 2.5미터의 돌로된 성벽
이며 세 단계에 걸쳐서 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헬라 시대에 이르
기까지 거주 지층으로서 초기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가옥들이 성벽과 붙어서 건축된 모
습이 드러났다. 약 40센티미터의 공백 아래에 지층 2의 성벽이 드러났다. 이 공백은 지층 2
의 파괴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한 파괴 이후에 정착 공백이 있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지층 2의 성벽은 너비 3.5미터로서 성벽 안쪽에서는 가옥 벽들과 그 사이 거주 바
닥에서 불탄 화재의 흔적과 함께 주전 7-6세기 초의 토기들과 금속 도구들 등이 발견되었
다.
지층 4와 3의 너비 6미터 진흙으로 건설된 성벽이 이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성벽은
이미 제 3차 텔 라기스 발굴 S 지역에서 알려진 것으로 동일하게 돌로 된 기초 위에 진흙
벽돌로 건설되었다. 너비 6미터로서 보존된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약 3미터 높이까지
보존되어 그 높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지층의 내부는 발굴되지 않았기에 가옥
이 성벽과 어떻게 연결되어 건축되었는지 가옥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파악되지 못하였다. 이
성벽의 바깥쪽은 강우에 의하여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석회를 바른 흔적이 발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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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처음으로 알려진 지층 5의 성벽15)은 이전 발굴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
로운 것으로 돌로 건설되었으며 너비 3미터, 지금까지 알려진 길이만으로 80미터가 넘는다.
성벽은 가나안 신전이 발견된 곳에서 그 자취가 사라졌는데 이후의 인간 활동16)에 의하여
파괴된 것으로 여겨진다.
4.5. 제 5차 발굴(2016)
제 4차 텔 라기스 발굴 기간 중 2016년 겨울에 이루어진 제 5차 텔 라기스 발굴은 성
문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고고학당국의 사르 간노르와 히브리대학교의 이고르 클라
이머만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이 발굴을 통하여 지층 3의 성문 즉, 주전 8세기 성문의 모습
이 드러났는데 한 방에서는 의자와 뿔을 지닌 제단이 발견되었다. 이 제단의 뿔의 일부는
파괴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의한
것이라 여겨진다. 성문의 제의시설 가장 안쪽에서는 돌로 만들어진 변기가 발견되었다. 무게
200킬로그램에 해당하는 이 변기는 돌을 잘 깎아 만든 것으로 매우 드문 발견물이다. 돌의
한쪽에 구멍이 있고 사람이 앉을만한 자리가 새겨져 있다. 유사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발견
되어 변기로 확인된다. 이 변기의 특이점은 예루살렘의 변기가 일반 가옥에서 발견된 것과
는 달리, 이것이 성문의 제의시설 그것도 가장 안쪽 지역 (가장 거룩한 지역)에서 출토되었
다는 점인데, 이는 예후가 사마리아의 제의시설에 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보여주었던
모습(왕하 10:27)처럼 가장 거룩한 곳을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바꾼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적인 것을 고려할 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되었다.17)
4.6. 제 6차 발굴(2017 - )
텔 라기스 발굴은 제 3차 우시쉬킨의 발굴의 S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펠릭스 회프마
이어와 카타리나 스트라이트의 책임하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발
굴은 중기 청동기와 후기 청동기 시대의 역사적, 고고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
히 이 시기의 연대적 논의를 결정짓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탄소 14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15) 강후구, 2017. 위의 글: 13-33쪽. 층위학적, 토기 형태학적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이 성벽 발견 2년
전에 만약 라기스 발굴에서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섯 번째 지층에서
발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강후구, 2013. 텔 라기스 지층 5의 토기와 함축된 고고학적 의미. 미간
행 텔 라기스 발굴 세미나 (10월 4일) 자료집 (서울: 한국성서지리연구원), 28-42. 최근 밝혀진 절대
연대 측정 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층 5의 시작점이 68.2% 정확도에서 주전 1010–
963년, 95.4% 정확도에서는 주전 1015–923년으로서 주전 10세기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
층 5와 지층 4의 과도기는 68.2% 정확도에서 주전 866–830년 95.4% 정확도에서 주전 894–822년으
로 주전 9세기 상반기 즈음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Garfinkel et al. 2019. Lachish
Fortifications and State Formation in the Biblical Kingdom of Judah in Light of
Radiometric Datings. Radiocarbon 61/3: 9-14)
16) 우시쉬킨은 우물지역 가까이에서 발견되는 이 활동이 산헤립이 라기스를 침공할 당시 앗수르인들이
쌓은 토성(ramp)의 무게에 성벽이 무너질 것을 대비하여 남유다인들이 쌓은 성 안쪽의 토성
(anti-ramp)이 이곳의 흙을 퍼 날라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르핀켈은 성의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흙을 운반하여 토성을 쌓은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하였다(pers. comm.). CC 지역
의 발굴에서 드러난 바 층위학적으로 볼 때 이 활동은 지층 1의 마지막 시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지층 3과는 무관한 것이다.
17) Ganor, S. and Kleimerman, I. 2019. An Eighth-Century b.c.e. Gate Shrine at Tel Lachish,
Israel. BASOR 381: 2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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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이스라엘 라기스 발굴 (제 7차 텔 라기스 발굴)
라기스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굴을 통하여 구약성경과 관련하여 주전 5세기 중반경의
느헤미야 시대의 성읍과 주전 6세기 초의 바벨론에 의한 파괴 지층, 주전 8세기 말경의 산
헤립에 의한 파괴지층이 잘 알려졌다. 그러나 분열 왕국 시대 초기인 르호보암 시대에 관하
여는 고고학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 4차 발굴(2013-2017년)을 통하여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다섯
번째 지층의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은 라기스가 분열왕국 초기부터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또한 우물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된 기둥을 가진 3방 가옥구조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인들의 가옥이 라기스에도 건설되었음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에 의하여 두 가지 고
고학적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는 이전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르호보암 시대에 성읍
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고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라기스를 가장 긴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발굴하였던 우시쉬킨은 제 3차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번째 지층은
성벽이 없고 공공건물도 없는 촌락에 불과하며 그 연대도 징거-아비츠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전 9세기의 것이며 따라서 르호보암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였다.18) 아하로니가 주장한 이
지층의 제의와 관련된 시설도 여러 단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르호보암 시대의 것과는 전
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9) 적지 않은 학자들이 유다왕국의 중요 도시였던 라기스
는 주전 9세기에 와서야 예루살렘 다음의 제 2의 성읍이 되었다고 주장한다.20) 그 이전 시
기인 주전 10세기경, 라기스가 보잘 것 없는 촌락의 모습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르호
보암 시대의 것인 다섯 번째 지층에서 발견된 성벽은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르호보암 시대에 성벽이 발견되었다면 라기스 중앙에 위치한 궁전 A가 올가 투
프넬이 주장한 것처럼 르호보암 시대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합리적이다.21) 또 다른 하나
는 라기스에서 다섯 번째 지층 즉,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이 80미터 가량 길이의 것이 북쪽
에서 발견되었다면 이 성벽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달리 말하면 르호보암 시대의 라기스
성읍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질문이 파생된다. 이 성읍은 중앙 지역의 궁전을 포
함하여 이제까지의 발굴을 통하여 발견된 다섯 번째 지층 모두를 포함한 크기였는가? 즉 이
성읍이 텔 라기스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수원지인 우물 근처의 조그마한 성
읍이었는가? 이 결과는 역대하 11장 9절에 언급된 라기스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술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등등의 질문이 야기된다. 이 질문은 르호보암 시
대에 왕국이 분열되고 난 이후 남유다 왕국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하였던 라기스가 언제부터 제 2의 성읍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학자들은 여전히 그 때의 라기스는 보잘 것 없는 크기였고 따라서 왕국의 존재를 알려줄
만한 세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 4차 텔 라기스 발굴의 책임자였던 요셉 가르핀켈
교수는 다섯 번째 지층의 성읍은 수원지 중심으로 북동쪽에 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르호보암 시대의 크기는 제 4차 발굴에서 알려진 성벽과 궁전 A를 포함하는 지금의
18) Ussishkin, 위의 글, 76-78.
19) 같은 글, 105-109.
20) G. Lehmann and H.M. Niemann, 2014. When Did the Shephelah Become Judahite?. Tel
Aviv 41: 77-94. O. Sergi, 2013. Judah’s Expansion in Historical Context. Tel Aviv 40:
226-246.
21) D. Ben-Ami, pers. 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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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라기스 전체 약 3분의 1 정도의 면적만을 차지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르호보암 시대의 성읍 크기? (Garfinkel et al. 2019: Fig. 6)

그러나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라기스가 지금의 언덕 전체를 둘렀다고 추정된다. 첫째,
제 3차 텔 라기스 발굴 S지역의 다섯 번째 지층의 가옥들은 발굴된 지역에서 좀더 서쪽에
로 계속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쪽 경사면에 위치한 이 지역이 침식된 것이다.
둘째, 이 지역에서 발견된 W8이 바르카이와 우시쉬킨에 의하여 지층 4와 3의 진흙성벽
을 위한 버팀벽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벽의 안쪽에서 발견된 돌들이 다섯 번째 지층
의 성벽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다섯 번째 지층의 가옥
바닥보다 2미터 정도 더 낮기 때문이다. 이는 서쪽 경사면에서 성벽 기초가 성 안쪽의 성벽
보다 더 낮게 건설되고 이후 성벽을 쌓아 올렸고, 적당한 높이에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제 4차 텔 라기스 발굴의 CC지역에서 다섯 번째 지층의 북
쪽 경사면에서 성벽 바깥쪽의 높이가 성벽 안쪽 다섯 번째 지층의 바닥보다 1미터 더 낮고,
BC지역에서는 1.5미터 더 낮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S 지역의 W8 안쪽의 돌들은 지층
5의 성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22)
마지막으로 제 4차 텔 라기스 발굴 중간 2016년도에 이루어진 지표조사에 따르면 텔 라
기스 서쪽 경사면에 벽이 발견되었다. 일부 몇 미터 길이가 발견되었고 한 벽은 10미터가
넘게 보존된 채 확인되었다. 돌들이 두 층에서 네 층까지 쌓여진 것으로 분명한 인공 벽이
22) G. Barkay and D. Ussishkin. 2004. Area S: The Iron Age Strata, in D. Ussishkin, 2004,
pp. 411-416, 432-436. cf. Fig. 9.19. 한편 이 벽이 성벽의 모습으로 남지 않고 심한 침식으로 2미
터 아래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벽이 산헤립 침공시
성벽이 허물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보다 아래쪽의 중기 청동기 시대의 성벽과 그 위쪽의
후기 철기 시대 성벽은 잘 보존되어 있기에 그 가능성은 낮게 보인다. 또 다른 하나는 네 번째 지층
의 성벽과 성문 건설시 이 벽의 돌들이 옮겨져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지층은 6미터 진흙으
로 된 성벽이어서 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두 층으로 이루어진 기초석을 위하여 적지 않은 돌
들이 들어갔으며, 좀 더 많은 돌들이 성문 지역의 방비를 위하여 필요하였기에 이전 시대의 성벽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건축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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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이 경사면에서 발견되었기에 성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이 벽은 지표면에
서 약 4미터 아래, 중기 청동기 시대의 성벽보다 약 3미터 높이 위쪽에서 발견되었는데, 제
4차 텔 라기스 발굴 CC지역에서 알려진 다섯 번째 지층의 위치와 동일하다.
이 지역을 한국-이스라엘 텔 라기스 발굴23)(제 7차 텔 라기스 발굴)에서 조사하여 르호
보암 시대의 성벽이 맞는지 확인하여 라기스 성읍의 크기를 확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라기스의 성읍의 크기를 확정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저연대를 신봉하는 이들
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성서의 기술에 반하여 주전 9세기 어떤 이들은 주전 8세기에 이루
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구약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다윗에 의하여 세워진 왕국은 부정되거나
왜곡하여 이해하려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르호보암이 라기스를 성읍으로 건축하
였다고 보고하는 성경본문도 수정하여 이해하였다.24) 가르핀켈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은
처음 단계에서는 역사적 논쟁,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대 논쟁,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민족지학적 논쟁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 단계 시기인 70년대 말-90년대 초까지
학자들은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다윗,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후대의
신학적인 투영의 인물로 이해하였다. 이 주장은 1993년도 텔 단 발굴에서 다윗의 이름이 쓰
여진 비문이 발견됨으로 힘을 잃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비문이 발견된 2년 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다윗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점에는 인정되지만 성경의 기술과는 달리 그는
단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다스리는 족장이었으며 결코 왕국을 다스린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주장도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발굴된 키르벳 케이야파와 2005년도부터 2013
년도까지 계속된 다윗성과 오펠지역 발굴에서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새화된 성읍과 비
문 등이 발견되어 힘을 잃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부터 이미 시작한 세 번째 단계에
서 키르벳 케이야파의 요새화된 성읍과 비문과 공공건물 등은 남유다인의 것이 아닌 블레
셋, 가나안 또는 북이스라엘의 것이라는 민족지학적 논쟁으로 그 중심 논제를 옮겼다.25)
라기스 성읍은 남유다인들의 것이라는 점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심지어 저연
대 주창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만약 라기스가 르호보암 시대부터 요새화된 도시로서 매우
큰 성읍이었다고 한다면 주전 10세기경 남유다 지역의 유다 왕국에 대한 확증이 될 것이다.
이 발굴 결과는 아마도 저연대 주장자들의 논의를 다른 주제로 옮겨가게 할 수 있지만, 이
를 통하여 민족지학적 근거로 성경 기술에 대하여 달리 이해하고자 하는 저연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근거한 성경 이해는 변경되어야 한다.

23) 제 7차 텔 라기스 발굴은 서울장신대학교 성서고고학연구소와 히브리대학교 고고학과와 공동으로 발
굴하는 프로젝트로 1차적으로 3년간 발굴 (2020-2022) 예정이다.
24) O. Sergi. 2013. 위의 글., G. Lehman and H.M. Niemann. 2014. 위의 글. 강후구. 2017. 위의
글 참조.
25) Y. Garfinkel, I. Kremerman and P. Zilberg. 2016. Debating Khirbet Qekyafa: A Fortified
CIty in Judah from the Time of King Davi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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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ah 11:1-5 has given rise to a variety of scholarly opinions regarding the issues of
authenticity, historical context, and the identity of “( חֹטֶ רa shoot”) and “( נֹצֶ רbranch, scion,
or twig”). Among the variety of scholarly opinions, this paper will prove the following
statements. 1) Isa 11:1-5 is best interprete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713-708/7 BCE. 2)
Sargon II (722-705 BCE) launched his second military campaign toward the west during 713711 BCE. 3) Around the time of 713-711 BCE, the prophet Isaiah was disappointed at
Hezekiah’s fateful policy against Assyria, and eventually proclaimed not only the warning of
Isa 20:4-6 against Hezekiah’s policy but also the emergence of a future ideal Davidic king by
intentionally using the name Jesse (11:1a) instead of the name David as in 9:6. 4) Isaiah’s
proclamation of Isa 11:1-5 could have been influenced by Manasseh’s birth in either 710
BCE or 708/707 BCE.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under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enormous Neo-Assyrian threats against Judah during 713-711 BCE, Manasseh’s birth
around 710 BCE could give hope to the people of Judah including the prophet Isaiah.
Manasseh’s birth could function as a catalyst for the prophet Isaiah’s proclamation of Isa
11:1-5. In his proclamation, the prophet Isaiah could cherish the hope that Manasseh would
become such an ideal king in future as depicted in Isa 11:1-5, which was never realized.

This presentation aims to validate the possibility that Manasseh’s birth around 710
BCE might function as a catalyst for the prophet Isaiah’s proclamation of 11:1-5.
This aim will be achieved by four stages. 1) First, the authenticity of the text will be
argued briefly. 2) Second, it will be discussed that the text should be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its previous passage of Isa 10:33-34 and also with Isa 10:27b-32.1 3) Third,
we will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text is best interpreted under the historical context of
713-711 BCE when Sargon II (722-705 BCE) launched his second military campaign toward
the west. 4) Lastly, we will draw another conclusion that Manasseh’s birth around 710 BCE
might function as a catalyst for the prophet Isaiah’s proclamation of the text.

1. The Authenticity of Isa 11:1-5
The authenticity of Isa 11:1-5 can be validated briefly. It has been doubted by various
scholars, who primarily assume that the text demonstrates the hope for the restoration of the
Davidic kingdom after its collapse (587/6 BCE).2 However, their doubt should be refuted on
the following grounds. First, there is no decisive evidence in the text, which can prove the
non-existence of the Davidic kingdom. The imagery by the expression ( גזַע ֹיִ שֹי11:1, “the
stump of Jesse”) causes the misunderstanding that it indicates the fall of the Davidic kingdom.
Yet, the termination of Judah is neither intended nor implied in the text. Second, also the
immediate context of the text does not imply the fall of the Davidic kingdom. Its immediate

1

Isa 10:27b refers to ֹמפְּ ני־שֹמֶ ן
ִ “( עלthe yoke from fatness/oil”): Gray, The book of Isaiah I-XXVII, 206–7;
Wildberger, Isaiah 1-12, 446–47; Watts, Isaiah 1-33, 159–60.
2
The authenticity of Isa 11:1-5 has been doubted, for example, by K. Budde (1885), K. Marti (1900), G. B.
Gray (1912), S. Mowinckel (1951), D. H. Corley (1922/3), E. Balla (1958), S. H. Blank (1958), G. Fohrer
(1968), H. Barth (1977), J. Blenkinsopp (2000), and so on (H. Wildberger, Isaiah 1-12, trans. T. H. Trapp,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1), 465; Joseph Blenkinsopp, Isaiah 1-39, The
Anchor Bible Commentary 19 (New York: Doubleday, 2000), 264).
On the other hand, many scholars still argue for its authenticity, such as B. Duhm (1892, except 11:9), H.
Schmidt (1925), H. Greßmann (1929), O. Procksch (1930), J. Fischer (1937-39), E. J. Kissane (1943, except
11:9), J. Steinmann (1950), H. Ringgren (1956), W. Eichrodt (1960-64), G. von Rad (1965), J. Coppens (1968),
M. Rehm (1968), F. Montagnini (1969), H. Wildberger (1972), and so on (Wildberger, Isaiah 1-12, 465–66;
Blenkinsopp, Isaiah 1-39, 263).
1

context, i.e., Isa 10:5-32 and 11:11-16, depicts that only Northern Israel fell but the NeoAssyrian empire still existed. Lastly, having considered the whole of the book of Isaiah, it is
possible to notice that the hope for the Davidic kingdom after 586 BCE is prominent neither
in Isa 1-39 nor even in Isa 40-66.3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re is no conclusive element in Isa 11:1-5, which
could utterly refute the authenticity of the text. Yet, in spite of the general acceptance of the
authenticity of the text,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re exist some later additions and
alterations in it: 1) the first three words ( ַוה ֲִריחֹוֹבְּ ְּיִראַ תֹיְּהוֹה11:3, “he shall take delight in the fear
of the LORD”) is a dittography, which derives from ( רּוחַ ֹ(דַ עַת) ֹוְּ ְּיִראַ תֹיְּהוֹה11:2,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fear of the LORD”);4 2) the second  אֶֹ ֶרץin 11:4 should be read as ע ִריץ
(“the ruthless”) due to its parallelism “(ֹרשֹעthe wicked”).5 (3.5 min)

2. The Continuity among Isa 10:27b-32, 10:33-34, and Isa 11:1-5
2. 1. The Continuity between Isa 10:33-34 and Isa 11:1-5
The continuity between the two parts can reasonably be accepted. Several scholars
reject the continuity between the two parts because they argue that Isa 10:33-34 is a later
addition.6 Yet, its connection with Isa 11:1-5 is more assur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verbal form at the beginning of 11.1, i.e., וְּ יצֹא, does not usually mark the start of a new
section.7 Second, the two adjoined verses of 10:34 and 11:1 demonstrate a strong link in
terms of meter and grammatical structure. As you can see, 1) both verses exhibit the meter of
4+3; 2) both verses begin with  וקטלform (i.e. wav consecutive perfect) and end with יקטל

3

Blenkinsopp, Isaiah 1-39, 264.
Gray, The book of Isaiah I-XXVII, 212; Wildberger, Isaiah 1-12, 461.
5
Gray, The book of Isaiah I-XXVII, 212, 218; Wildberger, Isaiah 1-12, 461.
6
Such as B. Duhm (1892), K. Marti (1900), G. B. Gray (1912), W. Eichrodt (1960-64), and G. Fohrer (1968).
Wildberger, Isaiah 1-12, 449; Duhm, Das Buch Jesaia, xv, 77.
7
Williamson, Isaiah 6-12, 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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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e., imperfect).8 Third, the contrast of flora imagery connects the two texts.9 Isa
10:33-34 depicts the LORD as the deforester.10 And this is notably contrasted with the image
of the new growth in 11:1, i.e., “( חֹטֶ רa shoot”) and “( נֹצֶ רbranch, scion, or twig”), both of
which refer to a certain Davidic royal figure.11

2. 2. The Continuity between Isa 10:27b-32 and Isa 10:33-11:5
Along with the continuity between 10:33-34 and 11:1-5, 10:27b-32 can be further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10:33 ff. It is true that there exists a certain discontinuity
between vv. 27b-32 and vv. 33 ff. This is because 1) the meter of vv. 27b-32 (2+2 or 2+3) is
different from the one of vv. 33-34 (3+3 or 4+3); 2) the simple descriptive language of vv.
27b-32 changes into the figurative language of vv. 33-34; 3) the opening phrase of v. 33, i.e.,
אֹותֹמסעֹף
ְּ
 ִהנֵּ֤ה( ִהנהֹהאדֹוןֹיְּ הוהֹצְּ ב+ the elaborate form of the divine title + participle) obviously
introduces a new unit.12 On the other hand, the undeniable continuity between vv. 27b-32
8

9

Compare the similarities between 10:34 and 11:1.
 והלבנוןֹבאדירֹיפול- 10:34b
 ונקףֹסבכיֹהיערֹבברזל- 10:34a
 ונצרֹמשרשיוֹיפרה- 11:1b
ויצאֹחטרֹמגזעֹישי
- 11:1a

M. C. A. Korpel (2011) asserts that “Isa 10:33-34 contains imagery that seems to link up with the tree
metaphors in Isa 11:1, 10” ( M. C. A. Korpel, “The Messianic King: Isaiah 10:33-11:10,” in Enigmas and
Images: Studies in Honor of Tryggve N. D. Mettinger, ed. Göran Eidevall and Blaženka Scheuer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1), 148).
10
There is a debate about whether 10:33-34 describes God’s punishment on Assyria or on Jerusalem/Judah.
Some scholars argue that Isa 10:33-34 can be interpreted as the LORD’s judgement on Jerusalem through
Assyria (H. Wildberger (1972), O. Kaiser (1981), K. Nielsen (1989), Y. Gitay (1991), and G. C. I. Wong
(2003)). See Wildberger, Isaiah 1-12, 456–57; Otto Kaiser, Isaiah 1-12, trans. J. Bowden, 2nd Edition. (London:
SCM Press LTD, 1983), 251; Kirsten Nielsen, There Is Hope for a Tree: The Tree as Metaphor in Isaiah, trans.
Christine Crowley and Frederick Crowle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136; Yehoshua Gitay,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Assen: Van Gorcum, 1991), 215ff.;
Gordon C. I. Wong, “Deliverance or Destruction?: Isaiah X 33-34 in the Final Form of Isaiah X-XI,” VT, Vol.
53 (2003): 545–51.
Meanwhile, other scholars assert that Isa 10:33-34 should be understood as the LORD’s judgement against
Assyria (R. E. Clements (1982), J. D. W. Watts (1985), J. Blenkinsopp (2000), and M. Chan (2009)). See
Clements, Isaiah 1-39, 120–21; Watts, Isaiah 1-33, 167; Blenkinsopp, Isaiah 1-39, 261; Michael Chan,
“Rhetorical Reversal and Usurpation: Isaiah 10:5-34 and the Use of Neo-Assyrian Royal Idiom in the
Construction of an Anti-Assyrian Theology,” JBL, Vol. 128 (2009): 733.
Recently, H. G. M. Williamson argues that Isa 10:33-34 “seems originally to have been written in relation to
Judah is now also applied by its present setting in ch. 10 to Assyria.” (634)
11
M. J. de Jong, Isaiah Among The Ancient Near Eastern Prophe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Earliest Stages
of the Isaiah Tradition and the Neo-Assyrian Prophecies (Leiden: Brill, 2007), 135–36.
12
G. Gray (207); M. Sweeney (200-201); H. G. M. Williamson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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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v. 33 ff. is fou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matic development. A threefold thematic
development is discovered among 10:27b-32, 33-34, and 11:1-5 as follows. And the same
threefold thematic development is further found within Isa 10:5-27a,13 and also within 8:199:6. From the perspective of thematic development, it is possible to link 10:27b-32 to 10:33ff.
(3 min=6.5 Min)

A Threefold Thematic Development

10:27b-11:5

10:5-27a

8:19-9:6

1) Assyria’s Threat

10:27b-32

10:5-15

8:19-23

2) The LORD’s Judgement

10:33-34

10:16-19

9:1-4

3) Future for Israel (An Ideal Davidic King)

11:1-5

10:20-27a

9:5-6

13

This thematic comparison is demonstrated by K. Nielsen (1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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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storical Context of Isa 11:1-5
In this section, we will discuss the historical context of 11:1-5, and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text is best understood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713-711 BCE when Sargon II
(722-705 BCE) launched his second military campaign toward the west. Although the text
itself provides no clue to its historical context, we can derive it from reconstruct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10:27b-32 (and 10:33-34).

3. 1. The Dating of Isa 10:27b-32
In spite of difficulties in pinpoint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vv. 27b-32, numerous
scholars have attempted to identify the historical time period that the text depicts. Their
attempt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groups.
First, several scholars argue that vv. 27b-32 reflects the historical time of the SyroEphraimite war against Jerusalem (in 736/5 BCE). 14 They put their argument on the
assumption that the whole of Isa 7-12 should be interpreted primarily under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Syro-Ephraimite war and, therefore, vv. 27b-32 describes the Syro-Ephraimite
military march against Jerusalem.15 Second, a few scholars assert that vv. 27b-32 most
probably depicts the historical time of Sargon II’s first western campaign in 721/0 BCE.16
Their assertion is based especially on Khorsabad/Dur-Sharrukin Assyrian royal inscription
testifying that Sargon II conquered Qarqar, Arpad, Hamath, Damascus, Samaria, Ashdod,

14

Such as R. B. Y. Scott (1956), H. Donner (1964), B. S. Childs (1967), G. E. Wright (1968),
A. S. Herbert (1973), J. H. Hayes and S. A. Irvine (1987), and H. G. M. Williamson (2018).
See Wildberger, Isaiah 1-12, 450–51; Christensen, “The March of Conquest in Isaiah X 27c34,” 386–87; Sweeney, “Sargon’s Threat against Jerusalem in Isaiah 10,27-32,” 458, 462;
Blenkinsopp, Isaiah 1-39, 260; Williamson, Isaiah 6-12, 601.
15
Irvine, Isaiah, Ahaz, and the Syro-Ephraimitic Crisis, 273–74.
16
Such as M. A. Sweeney (1994), J. Blenkinsopp (2000), and M. J. de Jong (2010). See
Sweeney, “Sargon’s Threat against Jerusalem in Isaiah 10,27-32,” 469; Blenkinsopp, Isaiah
1-39, 261; M. J. de Jong, “A Window on the Isaiah Tradition in the Assyrian Period: Isaiah
10:24-2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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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a and Raphia, and also received even the tribute of Pharaoh as a result of his first western
military campaign.17 Third, some scholars argue that vv. 27b-32 reflects the historical context
of Sargon II’s campaign against Yamani, king of Ashdod, during 713-711 BCE.18 Sargon II’s
campaign against Yamani is depicted in a fragmentary annal prism discovered at Nineveh and
also in Isa 20.19 Fourth, other scholars identify the historical context of vv. 27b-32 with
Sennacherib’s invasion on Judah in 701 BCE,20 which is mentioned in Sennacherib’s Annals,
the Lachish reliefs, and some biblical passages such as 2 Kgs 18:13-19:37; Isa 36-39; 2 Chr
32.
No one is certain about which one fits best as its historical context. This is because
there is no historical event so far, which corresponds to the military route in vv. 27b-32.
Nevertheless, having considered its immediate context, the historical time of 713-711 BCE
when Sargon II’s campaign against king of Ashdod is the most probable dating for vv. 27b-32.
This argument is based on the following grounds.
First, we cannot simply take the Syro-Ephraimite alliance as the intended subject of vv.
27b-32. It could be probable that vv. 27b-32 referred originally to the Syro-Ephraimite
invasion. Yet, such probability has been excluded due to its previous text, i.e., Isa 10:5-27a,
which takes the Neo-Assyrian Empire or an Assyrian king as the possible subject of vv. 27b32. Second, for the historical context of vv. 27b-32, Sargon II’s first western campaign in
721/0 BCE is less probable than Sargon II’s campaign against Yamani during 713-711 BCE.
17

It was composed in 707 BCEE. See ARAB II, 26–27; Pritchard, ANET, 284–86; Cogan,
The Raging Torrent, 90–99.
18
Such as O. Procksch (1930), H. Wildberger (1972), J. Vermeylen (1977) and R. E.
Clements (1980). See Wildberger, Isaiah 1-12, 451; Christensen, “The March of Conquest in
Isaiah X 27c-34,” 386; Sweeney, “Sargon’s Threat against Jerusalem in Isaiah 10,27-32,” 458
and 460; Blenkinsopp, Isaiah 1-39, 261.
19
Cogan, The Raging Torrent, 109–111.
20
Such as W. F. Birch (1891), A. Jirku (1930), G. Fohrer (1966), Y. Aharoni and M. AviYonah (1968) P. Auvray (1972), and O. Kaiser (1981). See Wildberger, Isaiah 1-12, 451;
Sweeney, “Sargon’s Threat against Jerusalem in Isaiah 10,27-32,” 457–58, 459–60;
Blenkinsopp, Isaiah 1-3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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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to be admitted that no Assyrian royal inscriptions or annals concerning Sargon II (722705 BCE) prove Sargon II’s military campaign against Judah, as depicted in Isa 10:27b-32.
However, the reference to Carchemish in 10:9, which was conquered in 717 BCE, excludes
the possibility of Sargon II’s first western campaign of 721/0 BCE.21 Third, to identify the
historical context of vv. 10:27b-32 with Sennacherib’s invasion on Judah in 701 BCE is
unacceptable. This is because all the evidences of Sennacherib’s invasion on Judah prove that
Sennacherib’s army marched against Jerusalem not from the north, but from the southwest (1)
the three biblical texts of 2 Kgs 18:13-19:37, Isa 36-37, and 2 Chr 32; 2) Sennacherib’s
annals (through the eastern Mediterranean coast up to Eltekeh, Ekron, and Judah, but with no
reference to Lachish);22 3) the Lachish Reliefs).23
Fourth, as a result, the most probable dating for vv. 27b-32 is 713-711 BCE when
Sargon II marched against Yamani, king of Ashdod.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e
Assyrian annal of the Ashdod campaign during 712-711 BCE attests no Assyrian army’s
presence in the land of Judah. Nevertheless, it is highly probable that Judah joined in the antiAssyrian rebellion at its early stage. This is because Judah is mentioned in the Assyrian annal
of the Ashdod as being solicited to join in Yamani’s anti-Assyrian rebellion. 24 This
probability is further supported by Isa 20 that refers to 711 BCE when Sargon II fought
against Ashdod and took it.25 Isa 20 raises the possibility that at the beginning of Yamani’s
anti-Assyrian rebellion against Assyria, Judah joined in it, but at a certain point after Sargon
21

ARAB II, 4. The possibility that the Assyrian army attacked Judah in 721/0 BCEE cannot
be completely ruled out. This possibility is based on how to understand the absence of 25
lines in Khorsabad Assyrian royal inscription: Cogan, The Raging Torrent, 106.
22
Luckenbill, The Annals of Sennacherib, 29–34; ARAB II, 118–21; ANET, 287–88; Cogan,
The Raging Torrent, 121–33; RINAP 3/1, 175–77.
23
The Lachish relief inscribes that “Sennacherib, king of the world, king of Assyria, sat in
(his) armchair and the booty of the city Lachish passed before him.” eSS Luckenbill, The
Annals of Sennacherib, 156; ARAB II, 198; ANET, 288; Cogan, The Raging Torren, 133–35;
RINAP 3/2, 110–11.
24
Luckenbill, ARAB II, 105–6; Pritchard, ANET, 287; Cogan, The Raging Torrent, 109–11.
25
Wildberger, Isaiah 13-27, 290; Cogan, The Raging Torrent,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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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ent his army toward Philistine in 712 BCE, Judah most probably submitted to Assyria.26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saiah’s symbolic act of walking about naked in the
land of Judah for three years. Although it is not absolutely decisive, it is most possible to
argue that Isa 10:27b-32 reflects the historical context of Sargon II’s campaign against
Yamani, king of Ashdod, during 713-711 BCE. (6.5 min = 13 min)

3. 2. The Historicity of Isa 10:27b-32
Several scholars maintain that Isa 10:27b-32 describes no historical event but a
prophetic or imaginary vision of Assyria’s invasion.27 As can be seen from above, numerous
scholars assume that vv. 27b-32 depicts a certain historical event of Assyria’s attack on
Jerusalem. This is because of their beliefs that 1) the  קטלverbal form in the verses describes
a past historical event; 2) the excessively precise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ilitary route
in vv. 27b-32 proves a certain historicity of Assyria’s attack rather than a prophetic or
imaginary vision.28 Yet, the possibility that the text depicts a prophetic or imaginary vision of
Assyria’s invasion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This possibility is based on the following
grounds. 1) The usage of the  קטלverbal form is not consistent in the verses. The יקטל
verbal form appears in v. 28b (יפקיד, “to deposit”) and in v. 32 (יְּ נפֵּ֤ף, “to wave”). Especially
the last verb  ֹיְּ נפֵּ֤ףappears to characterize the tense of vv. 27b-32 as future. 2) Even if the
 קטלverbal form in vv. 27b-32 is taken as describing a past historical event, it can be regarded

26

Ibid., 290; Cogan, The Raging Torrent, 110.
Such as J. Skinner (1905), L. Féderlin (1906), G. B. Gray (1912), G. Dalman (1916), W. F.
Albright (1922-23), J. Lindblom (1935), E. Jenni (1956), D. L. Christensen (1976) and H.
Barth (1977). See Wildberger, Isaiah 1-12, 449; Sweeney, “Sargon’s Threat against
Jerusalem in Isaiah 10,27-32,” 458, 462–63; Blenkinsopp, Isaiah 1-39, 260.
28
Wildberger, Isaiah 1-12, 450; Sweeney, “Sargon’s Threat against Jerusalem in Isaiah
10,27-32,” 462; Blenkinsopp, Isaiah 1-39, 260. H. Wildberger states that “If it was supposed
to be a “vision,” the author undoubtedly would have avoided such specific predictions, but
would have spoken in very general terms about the advance of the foe “from the north.””
(Wildberger, Isaiah 1-12, 45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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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rophetic perfect, by which “the prophet so transports himself in imagination into the
future that he describes the future event as if it had been already seen or heard by him, e.g. Isa
5:13; 9:1ff.; 10:28, …”29 3) Decisively, there exists no corresponding historical event so far,
which can be identified with the military route in Isa 10:27b-32. 4) It is difficult to explain
why the Assyrian army took such an obscure route from ‘שמן- ’עלֹמפניto Nob. Some scholars
explain that the Assyrian army turned eastward and took the obscure route toward Jerusalem
in order to avoid the Judean fortress at Mizpah.30 However, such an argument is implausible
since it was unnecessary, dangerous and easily noticeable by defenders,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military strategy for the Assyrian army to cross the narrow defile in the steep
and stony Wadi es-Suwēnīiṭ between Michmas and Geba31 5) It is reasonably possible to
explain why the author took the unintelligible route in 10:27b-32, if Isa 10:27b-32 is taken as
being unhistorical. It seems that the author intentionally did so in order to enlarge and
exaggerate the fear and shock fallen upon Judah by depicting the Assyrian army’s incredible
crossing of the steep and stony Wadi es- Suwēnīiṭ.32
On these grounds,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1) Isa 10:27b-32 describes a prophetic
or imaginary vision of Assyria’s invasion; 2) even if the verses are regarded as unhistorical,

29

Wilhelm Gesenius and E. Kautzsch, Gesenius’ Hebrew Grammar: Edited and Enlarged by
E. Kautzsch, trans. A. E. Cowle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2006), §106. Use of the
Perfect, n. For the usage of the term “the prophetic perfect,” see further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0), 489–90; Tania Notarius, The Verb in Archaic Biblical Poetry: A
Discursive, Typological,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Tense System (Leiden: Brill,
2013), 88.
30
Wildberger, Isaiah 1-12, 454–55; Sweeney, “Sargon’s Threat against Jerusalem in Isaiah
10,27-32,” 457.
31
Christensen, “The March of Conquest in Isaiah X 27c-34,” 387; Gray, The book of Isaiah
I-XXVII, 207.
32
It is worthy to note that the place names mentioned in vv. 27b-32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groups: 1) vv. 27b-29a describe the invasion route starting from פני ֹשמן/שמן
through Aiath, Migron, Michmas (certain) up to Geba (certain); 2) vv. 29b-32 are not part of
the invasion route but simply depict the fear fallen upon the adjacent places to Geba (Ramah,
Gibeah, Bath-gallim, Laishah, Anathoth, Madmenah, Gebim, Nob, and Zion/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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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10:27b-32 most probably reflects Sargon II’s campaign against Yamani, king of Ashdod,
during 713-711 BCE.

3. 3. Conclusion about the Historical Context of Isa 11:1-5
We can draw some conclusions concern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Isa 11:1-5. First,
the text suggests no clue to its historical context. However, it is possible to derive it from
reconstruct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10:27b-32. Second, no historical event corresponds to
the Assyrian invasion route of 10:27b-32. No one is certain about the dating and historicity of
the verses. Nevertheless, whether these verses are taken as being historical or unhistorical, it
is most probable that 10:27b-32 reflects the historical context of 713-711 BCE when Sargon
II marched against Yamani, king of Ashdod. Third, as a result, Isa 11:1-5 is best interpreted
under the historical context of 713-711 BCE. (4.5 min = 17.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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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nasseh’s Birth around 710 BCE
This section will argue that Manasseh’s birth around 710 BCE might function as a
catalyst for the proclamation of Isa 11:1-5. For this purpose, the issue of identifying חֹ טֶ ר/ר ֶנֵצ
in v. 1 will be dealt with first, and then the issue of Manasseh’s birth will be examined.

4. 1. The Identity of חֹ טֶ ר/נֵצֶ ר(11:1)
Diverse assertions concerning the identity of חטר/נצר (11:1) have been made. First,
חטר/נצר (11:1) has been identified as the future Messiah. Yet, this argument cannot be
accepted. This is because during the time of the prophet Isaiah, the term  משיחhad no
eschatological sense, and in the whole of the Hebrew Bible, the term  משיחwas never used
for a future kingly figure but mainly for a contemporary Israelite king or priest.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and anachronistic to assert that the prophet Isaiah had in mind the future
Messiah when he referred to חטר/ר נצ.
Second, חטר/נצר (11:1) has been identified as Hezekiah (727-698 BCEE) who was
about to be enthroned. 33 If Hezekiah’s enthronement is dated to 715 BCEE, after the
destruction of Northern Israel (2 Kgs 18:13),34 חטר/נצר (11:1) can refer to Hezekiah. Yet, it is
more plausible to date Hezekiah’s enthronement to 727 BCEE, six years before the fall of
Samaria according to 2 Kgs 18:9-10. Also, Isa 14:28-29 prove that both Ahaz and Tiglathpileser III died in the same year, 727 BCEE.35 Having considered that Isa 11:1-5 is best
understood in the historical time of 713-711 BCEE, it appears to be incorrect to identify
חטר/נצר(11:1) as Hezekiah. (2 min = 19.5 min)

J. D. W. Watts (1985), M. C. A. Korpel (2011): Watts, Isaiah 1-33, 174; Korpel, “The
Messianic King: Isaiah 10:33-11:10,” 153 and 155–56.
34
W. F. Albright; E. R. Thiele; S. Herrmann; J. H. Hayes and J. M. Miller, CAH, Vol. III,
Part 2; J. Bright; A. Laato
35
H. Tadmor; M. Cogan and H. Tadmor; J. H. Hayes and P. K. Hooker.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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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some scholars identify חטר/נצר (11:1) as Josiah, king of Judah.36 For example,
M. A. Sweeney (1996) claim that 11:1 reflects the historical context of Josiah’s enthronement
at the age of eight, while 11:2-5 reflect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Josiah’s reform.37
However,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e contents of Isa 11:1-5 are too ambiguous to be
ascribed to the time of King Josiah.
Fourth, a few scholars identify חטר/ר נצ in v. 1 as Zerubbabel due to their assumption
that v. 1 predicts the restoration of the Davidic monarchy after 586 BCEE. Yet, as mentioned
earlier, there is no conclusive element in Isa 11:1-5, which could utterly refute the authorship
of the prophet Isaiah. Again, Isa 10:27b-32, the immediate context of Isa 11:1-5, reflects the
historical context of Sargon II’s military campaign against Yamani, king of Ashdod during
713-711 BCEE.
Lastly,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חטר/ר נצ in v. 1 as any historical figure leads to
another possibility of identifying חטר/נצר (11:1) simply as a future ideal Davidic king, on
which this presentation takes its stand. For example, Hans Wildberger (1972) argues so along
with Isa 20 as follows. 1) Isa 10:27b-34 most probably reflects the historical time period of
713-711 BCEE when Ashdod rebelled against Assyria, and Isa 11:1-5 belongs to roughly the
same historical time period; 2) it is highly possible that Hezekiah joined in the anti-Assyrian
rebellion at its early stage and turned to Egypt and Nubia for aid (Isa 20:6); 3) the prophet
Isaiah was disappointed at Hezekiah’s fateful policy against Assyria and, eventually,
proclaimed the warning of Isa 20:4-6 against Hezekiah’s policy; 4) the prophet Isaiah was

J. Vermeylen (1977), M. A. Sweeney, M. A. de Jong (2007): Du Prophète Isaïe à
l’Apocalyptique, Tome I (Paris: J. Gabalda, 1977), 265–76; Marvin A. Sweeney, “Jesse’s
New Shoot in Isaiah 11: A Josianic Reading of the Prophet Isaiah,” 108–10, 114; M. A.
Sweeney,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236; Jong, Isaiah Among The
Ancient Near Eastern Prophe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Earliest Stages of the Isaiah
Tradition and the Neo-Assyrian Prophecies, 126, 135–36, 161–62, 385, and 390
37
Marvin A. Sweeney, “Jesse’s New Shoot in Isaiah 11: A Josianic Reading of the Prophet
Isaiah,” 108–10, 114; M. A. Sweeney,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2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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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deeply disappointed with Hezekiah than in his father Ahaz who did not trust in the
LORD’s presence and protection (Isa 7:4-9, 13-14); 5) therefore, the prophet Isaiah
proclaimed the hope for an ideal Davidic king.38 (2 min 40 sec = 22 min)

4. 2. Manasseh’s Birth around 710 BCEE
Finally, this presentation argues that Manasseh’s birth (ca. 710 BCEE) can be count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context of Isa 11:1-5. This is because one of the
noteworthy historical events in Judah around 713-711 BCE is Manasseh’s birth.
2 Kgs 21:1 and 2 Chr 33:1 demonstrate that Manasseh began to rule when he was at the
age of twelve and that his reign lasted for fifty-five years. There is some difference among
scholars in understanding Manasseh’s fifty-five years’ reign. On the one hand, it has been
argued that 1) Hezekiah ruled during 715-687 BCE; 2) Manasseh was a coregent with his
father Hezekiah for ten years during 696-687 BCEE; 3) Manasseh’s sole reign was for fortyfive years during 687 and 642 BCEE.39 On the other hand, other scholars assert that 1)
Hezekiah ruled during 727-699/8 BCEE; 2) Manasseh ruled for almost fifty-five years during
698-644 BCEE or 698-642 BCEE.40 This presentation stands on the latter viewpoint. In spite
of thes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Manasseh’s fifty-five years’ reign, what is common
between the above two viewpoints is that Manasseh’s reign began from either 698 BCEE or
696 BCEE, whether or not Manasseh’s rule as a coregent is counted. This leads to the
38

Wildberger, Isaiah 1-12, 451, 469, 471
Thiele,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A Reconstruction of the
Chronology of the Kingdoms of Israel and Judah , 155–59 and 205; Albright, The Biblical
Period from Abraham to Ezra, 76–78 and 116;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294 and 298; Boardman et al., eds., CAH, Vol. III, Part 2, 346, 373, and 748; Bright, A
History of Israel: With an Introduction and Appendix by William P. Brown, 278 and 311.
40
Cogan and Tadmor, II Kings, 228, 266, and 341 (698-642 BCEE); Hayes and Hooker, A
New Chronology for the Kings of Israel and Judah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ical History
and Literature, 68 and 71–80 (698-644 BCEE); Miller and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404, 421, and 451 (Manasseh's rule as 698-644 BCEE); Cogan, The Raging
Torrent, 289 (Manasseh's rule as 698-642 BCE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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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at Manasseh was born in either 710 BCEE or 708/7 BCEE, and this might
influence the prophet Isaiah’s proclamation of the text.
At this point, it is essential to make three comments on the connection between
Manasseh’s birth and the interpretation of Isa 11:1-5. 1) Isa 11:1-5 cannot be taken as a
eulogy to Manasseh’s birth. This is because it is unusual to proclaim such a eulogy to the
birth of a royal child in the Ancient Near East.41 Yet, Isa 10:33-11:5 can be understood as the
prophet Isaiah’s proclamation of a simple hope, which might have been stirred by Manasseh’s
birth around 710 BCEE. 2) Isa 11:1-5 cannot be understood as echoing the context of
Manasseh’s coronation. Without doubt, the prophet Isaiah witnessed Manasseh’s birth. It
seems probable that the prophet Isaiah hoped and expected that Manasseh would become an
ideal king as depicted in Isa 11:1-5. Yet, the prophet Isaiah appears not to have witnessed
Manasseh’s actual reign after 696/5 BCEE. This is the very reason why there is no reference
to any of Manasseh’s reign in the book of Isa 1-39. 3) Manasseh is evaluated as the worst
king in the history of Judah, i.e., as the one who caused the final destruction of Judah (2 Kgs

41

For example, any eulogy to the birth of a royal child took place at his coronation rather
than at his physical birth in the Ancient Near East (cf. J. H. Breasted, Ancient Records of
Egypt Vol. 2 (London: Histories & Mysteries of Man Ltd, 1988), 87). Furthermore, there is
no evidence in the Old Testament that the birth of a royal child was celebrated as a saving
event (Wildberger Isaiah 1-12, 399).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oints as follows. It is most probable that one of the earliest
extra-biblical documents that express a eulogy to the birth of a royal child is Virgil’s Fourth
Eclogue. Concerning Virgil’s Fourth Eclogue, Israel Knohl (2000) argues that 1) in the year
40 BCE, Mark Anthony got married to Augustus’ sister Octavia; 2) in the same year, Virgil
wrote the Fourth Eclogue; 3) in it, Virgil describes the inauguration of a new age with no
guilt and fear in connection with the birth of a child; 4) even if the identity of the child is
subject to debate, “the miraculous child described by Virgil appears to have been the hopedfor product of” the marriage between Mark Anthony and Octavia; 5) yet, in the end, Octavia
gave birth to a daughter (Israel Knohl, The Messiah before Jesus: The Suffering Servant of
the Dead Sea Scrolls, trans. David Maisel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97–98). See further Virgil, Virgil in Two Volumes: Vol. I,
Eclogues, Georgics, Aeneid I-VI, trans. H. Rushton Fairclough, Revised Ed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29–31; W. Clausen, A Commentary on Virgil
Eclogue (Oxford: Clarendon Press, 1994), 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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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23:26, 24:3; Jer 15:4), most plausibly by the Deuteronomist.42

V. Conclusion
Having considered both H. Wildberger’s assumptions and Manasseh’s birth around 710
BCEE, it is possible to draw the final possible conclusions. 1) Isa 11:1-5 is best interprete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713-711 BCEE. In 713 BCEE, Ashdod rebelled against Assyria and
Hezekiah possibly joined in the anti-Assyrian rebellion at the early stage of this time period
and turned to Egypt and Nubia for aid (Isa 20:6). And this led Sargon II to launch a military
campaign against Yamani, king of Ashdod, during 712-711 BCEE. Its quasi-historical context
is most probably depicted in Isa 10:27b-32 by a prophetic or imaginary vision of Sargon II’s
campaign.
2) The prophet Isaiah was disappointed at Hezekiah’s fateful policy against Assyria,
and eventually, proclaimed not only the warning of Isa 20:4-6 against Hezekiah’s policy but
also the emergence of a future ideal Davidic king.43
3) Another possibility that the prophet Isaiah son of Amoz proclaimed Isa 11:1-5 is
based on Manasseh’s birth in either 710 BCEE or 708/707 BCEE. It is uncertain either if
Manasseh was the first born44 or if both Isaiah’s disappointment with Hezekiah around 713711 BCEE and Manasseh’s birth around 710 BCEE were the twofold causes for the prophet
Isaiah to proclaim Isa 11:1-5. However,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under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enormous Neo-Assyrian threats against Judah during 713-711 BCEE, Manasseh’s birth
42

2 Kgs 21:12-15, 23:26, 24:3, and Jer 15:4 depict Manasseh as the one who caused the final
destruction of Judah: J. A. Montgomery; F. M. Cross, R. D. Nelson; R. E. Friedman; T. R.
Hobbs. For the deuteronomistic composition of Jer 15:4, Winfried Thiel; McKane; Jack R.
Lundbom. However, the description of 2 Chr 33:1-20 is different from the one of 2 Kgs 21:118.
43
The first and second conclusions are based on H. Wildberger’s arguments (Wildberger,
Isaiah 1-12, 451 and 469).
44
Cogan and Tadmor, II Kings, 266; Boardman et al., CAH, Vol. III, Part 2, 373; Miller and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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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710 BCEE could give hope to the people of Judah including the prophet Isaiah.
Manasseh’s birth could function as a catalyst for the prophet Isaiah’s proclamation of Isa
11:1-5. In his proclamation, the prophet Isaiah could cherish the hope that Manasseh would
become such an ideal king in future as depicted in Isa 11:1-5, which was never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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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11장 1-5절 선포의 촉매로서의 므낫세의 탄생
고승제 박사 / 번역: 김요핚(장싞대 싞약학 석사과정)

[초록]
이사야 11장 1-5젃의 짂정성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 ֹ֖ח ֶטר싹‛)과 ‚(נ ֶֹ֖צר가지, 어린 가지 또는 잒가지‛)
의 정체에 대핚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양핚 학문적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그 다양핚 학문적 의견 중에
서 이 논고는 다음의 짂술들을 증명핛 것이다. 첫째, 이사야 11장 1-5젃은 기원젂 713-708/7년의 역
사적 맥락에서 가장 잘 해석된다. 둘째, 사르곤 2세(기원젂 722-705년)는 기원젂 713-711년 동앆 서
쪽에 2차 굮사작젂을 수행했다. 셋째, 기원젂 713-711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반아시리아
정책에 실망했으며, 그 결과로 히스기야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사야 20장 4-6젃의 경고뿐맊 아니라, 의
도적으로 9장 6젃에서처럼 다윗이라는 이름대싞 이새의 이름(11:1a)을 사용하며 미래의 이상적인 다윗
왕조의 왕 출혂을 선포했다. 넷째, 이사야의 11장 1-5젃 선포는 기원젂 710년 또는 708/707년의 므
낫세의 출생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즉, 유다에 대핚 막강핚 싞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이 있었던 기원
젂 713-711년의 역사적 맥락에서, 기원젂 710년경 므낫세의 탄생이 선지자 이사야를 포함핚 유다 백
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므낫세의 탄생은 선지자 이사야의 11장 15젃 선포의 촉매로 작용핛 수 있었다. 그의 선포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가 이사야 11장 1-5젃에
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미래의 이상적인 왕이 될 것이라는 결코 실혂되지 못핚 희망을 갂직핛 수 있었
던 것이다.

[본문]
이 발표는 기원젂 710년경 므낫세의 탄생이 이사야 11장 1-5젃 선포의 촉매로서 기능했음에 대핚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그 과정은 다음의 네 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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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짂정성을 갂략하게 입증하고, 둘째, 11장 1-5젃이 본문의 앞 부붂인 이사야 10장 33-34젃, 그리
고 10장 27b-32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논의핛 것이다. 셋째, 본문이 사르곤 2세(722705 BCE)가 서쪽에 대핚 2차 굮사원정을 개시핚 기원젂 713-711년 시기의 역사적 맥락에서 가장 잘
해석된다는 결롞에 도달핛 것이며, 끝으로, 기원젂 710년경 므낫세의 탄생이 본문의 이사야 선포의 촉
매로 기능했다는 결롞을 도출핛 것이다.

1. 이사야 11장 1-5절의 진정성
이사야 11장 1-5젃의 짂정성은 갂단하게 입증될 수 있다. 본문이 다윗 왕국의 멸망(기원젂 587/6년)
이후 그것의 회복에 대핚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학자에 의해 본문의 짂정성이 의심
받고 있지맊, 이러핚 의심은 다음의 이유들을 통해 반박되어야 핚다. 첫째, 본문 앆에 다윗왕국이 졲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שי
ָׁ֑ ָ ִ( גֵּ֣זַ ע י11:1, ‚이새의 죿기‛)라는 표혂에 의핚 이미지
는 이것이 다윗왕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맊든다. 그러나 유다의 종말은 본문에서 의도
되었거나 함축된 것이 아니다. 둘째, 직접적인 본문의 맥락 또핚 다윗왕국의 멸망을 내포하지 않는다.
인접핚 본문의 맥락, 즉 이사야 10장 5-32젃과 11장 11-16젃은 북 이스라엘맊 멸망하고, 싞아시리아
제국은 아직 졲재하였음을 묘사핚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젂체를 고려했을 때 기원젂 586년 이후 다
윗왕국에 대핚 희망은 이사야 1-39장과 40-66장 어디에도 잘 드러나지 않음을 확인핛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 11장 1-5젃에는 본문의 짂정성을 완젂히 부인핛 맊핚 결정적 요소가 없다고 결롞
낼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짂정성에 대핚 일반적인 수용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첨가와 교체가 있었다
는 것은 인정해야 핚다. 첫째, 처음 세 단어 הוָׁ֑ה
ָ ְּיחֹו ְּביִ ְּר ַאת י
ֹ֖  וַ ֲה ִר는 (11: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
거움을 삼을 것이며‛) הוה
ָֽ ָ ְּ(וְּ יִ ְּר ַ ַ֥את י11:2,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로부터 파생된 ‘중복어구’이다. 둘
째, 11장 4젃의 두 번째  ֶֶ֙א ֶרץ는 ‚( ָר ָ ָֽשע악인‛)과의 유사점 때문에  ָף ִריץ로(‚강포핚 자‛)로 읽혀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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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야 10:27b-32, 10:33-34, 11:1-5 사이의 연속성

2.1. 이사야 10:33-34과 11:1-5의 연속성
두 본문 사이의 연속성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몇몇 학자들은 이사야 10장 33-34젃을
후대의 첨가로 보기 때문에 두 본문 사이의 연속성을 거부하지맊, 이사야 11장 1-5젃과의 연관성은 다
음과 같은 이유를 통해 확인된다. 첫째, 11장 1젃 첫 부붂의 언어적 형태 즉, וְּ יָ ָ ַ֥צא는 일반적으로 새로
욲 단락의 첫 부붂에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10장 34젃과 11장 1젃의 두 연속된 구젃은 욲율과 문법
적 구조 측면에서 강핚 연결성을 나타낸다. 보다시피, 1) 두 구젃 모두 4+3의 욲율을 나타낸다. 2) 두
구젃 모두 ( וקטלwav 연속 완료형)으로 시작하며,  יקטל형태(미완료)로 끝난다. 셋째, 식물 이미지의
대조가 두 본문을 연결핚다. 이사야 10장 33-34젃은 산림을 없애는 자로서 주님을 묘사하는데, 이는
11장 1젃의 새로 자라나는 이미지 즉, ‚( ֹ֖ח ֶטר싹‛)과 ‚(נ ֶֹ֖צר가지, 어린 가지 또는 잒가지‛) 와 명확히 대
비되는 것으로, 이는 특정 다윗 왕조의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2.2. 이사야 10장 27b-32절과 10장 33절-11장 5절 사이의 연속성
10장 33-34젃과 11장 1-5젃 사이의 연속성에서 더 나아가, 10장 27b-32젃은 10장 33젃 이후와의
연결 속에서 고려핛 수 있다. 10장 27b-32젃과 33젃 이후 사이의 불연속성이 졲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1) 10장 27b-32젃의 욲율(2+2 또는 2+3)은 10장 33-34젃의 형태(3+3 또는 4+3)와 다르다. 2) 10
장 27b-32젃의 단순 서술용법은 10장 33-34젃의 비유적 용법으로 변화핚다. 3) 10장 33젃의 첫 구젃
즉, הוה ְּצ ָב ֔אֹות ְּמ ָס ַ֥ףפ
ָ ְּדֹון י
ֶ֙  ִהנֵּ֤ה ( ִהנֵּ֤ה ָה ָא+ 싞성핚 표지의 서술형 + 불변화사)은 명백히 새로욲 단위를 도
입하고 있다. 반면, 10장 27b-32젃과 33젃 이후의 부정핛 수 없는 연속성이 주제 젂개의 관점에서 발
견된다. 다음과 같은 10장 27b-32젃, 33-34젃, 11장 1-5젃 가욲데 3중의 주제의 발젂이 발견되며, 동
일핚 3중의 주제 발젂이 이사야 10장 5-27a젃과 8장 19젃 9장 6젃에서도 발견된다. 주제 발젂의 관
19

점에서 10장 27b-32젃과 10장 33젃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3중 주제 발젂

10:27b-11:5

10:5-27a

8:19-9:6

1) 아시리아의 위협

10:27b-32

10:5-15

8:19-23

2) 하나님의 심판

10:33-34

10:16-19

9:1-4

3) 이스라엘의 미래

11:1-5

10:20-27a

9:5-6

3. 이사야 11장 1-5절의 역사적 맥락
이 장에서 우리는 11장 1-5젃의 역사적 맥락을 논하고, 이 본문이 사르곤 2세가 그의 두 번째 서부
굮사작젂을 단행핚 기원젂 713-711년의 역사적 맥락에서 가장 정확히 해석된다는 결롞을 도출핛 것이
다. 비록 본문 자체는 이러핚 역사적 맥락에 대핚 어떠핚 단서도 제공하지 않지맊, 10장 27b-32젃의
역사적 맥락의 재구성으로부터 이를 추롞핛 수 있다.

3.1. 이사야 10장 27b-32절의 연대
10장 27b-32젃의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맋은 학자들은 본문이
나타내는 역사적 시기를 확인하려고 시도해왔으며, 이러핚 시도는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붂된다.
첫째, 10장 27b-32젃이 예루살렘과 시리아-에브라임 젂쟁의 역사적 시대(기원젂 736/5년)를 반영핚
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사야 7-12장 젂체가 시리아-에브라임 젂쟁의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되어
야 하며, 따라서 10장 27b-32젃이 시리아-에브라임의 예루살렘 원정을 서술핚다는 가정을 주장핚다.
둘째, 몇몇 학자들은 10장 27b-32젃이 기원젂 721/0년 사르곤 2세의 1차 서부원정의 역사적 시대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핚다. 그들의 주장은 사르곤 2세가 카르카르(Qarqar), 아르밧(Arpad), 하맛
(Hamath), 다메섹(Damascus), 사마리아(Samaria), 아스돗(Ashdod), 가사(Gaza), 라피아(Raphia)를
20

정복했으며, 그의 1차 서부정복의 결과로서 파라오의 공물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코르사바드/두르
샤루킨(Khorsabad/Dur-Sharrukin) 아시리아 왕족 비문’에 기반핚다. 셋째, 일부 학자들은 10장 27b32젃이 기원젂 713-711년, 사르곤 2세의 아스돗 왕 야마니(Yamani) 정복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핚다
고 주장핚다. 사르곤 2세의 야마니 공격은 니느웨(Nineveh)에서 발견된 기둥 파편과 이사야 20장에
묘사되어 있다. 넷째, 다른 학자들은 10장 27b-32젃의 역사적 맥락과 산헤립의 연대기, 라기스
(Lachish)부조, 열왕기하 18장13젃-19장37젃, 이사야 36-39장, 역대하 32장 등에 언급된 기원젂
701년 산헤립의 유다 침략을 일치시킨다.
10장 27b-23젃의 공격 경로와 일치하는 역사적 사건이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장 정확핚 역사적 맥락을 확싞핛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직접적 맥락을 고려하면 사르
곤 2세의 아스돗 왕에 대핚 공격이 있었던 기원젂 713-711년을 10장 27b-32젃의 연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리아-에브라임 동맹굮을 10장 27b-32젃의 의도된 주어로 보기 어렵다. 10장 27b-32젃은
본래 시리아-에브라임의 침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맊, 이러핚 가능성은 10장 27b-32젃의 주
어를 싞아시리아 황제 또는 아시리아의 왕으로 취하는 10장 5-27a젃에 의해 배제되어야 핚다. 둘째,
10장 27b-32젃의 역사적 맥락에서, 사르곤 2세의 1차 서부 굮사원정(기원젂 721/0년)은 사르곤의 야
마니(Yamani)에 대핚 굮사작젂(기원젂 713--711년) 보다 가능성이 낮다. 10장 27b-32젃에 묘사된 것
처럼, 유다에 대핚 사르곤 2세의 굮사작젂을 입증핛 관련된 아시리아 왕실의 비문이나 연대기가 없음을
인정해야 핚다. 그러나 10장 9젃에 기원젂 717년에 정복당핚 갈그미스(Carchemish)의 언급이 사르곤
2세의 첫 번째 서부원정(기원젂 721/0년)의 가능성을 배제핚다, 셋째, 10장 27b-32젃의 역사적 맥락
을 기원젂 701년의 산헤립의 유다 침략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헤립의 유다 침략의 모든
증거들이 산헤립의 굮대가 예루살렘으로 짂굮핛 때 북쪽으로부터가 아닌 남서쪽부터임을 증명하기 때문
이다. 1) 세 개의 성서본문(왕하 18:13-19:37, 이사야 36-37장, 대하 32:2), 2) 산헤립의 연대기(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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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해앆을 따라 엘드게, 에그롞, 유다를 통과하나, 라기스에 대핚 언급은 없음), 3) 라기스 부조(the
Lachish Reliefs)
넷째, 결과적으로 10장 27b-32젃의 가장 가능성 있는 연대는 사르곤 2세가 아스돗 왕 야마니로
짂굮핚 기원젂 713-711년이다. 기원젂 712-711년의 아스돗 굮사작젂에 대핚 아시리아 연대기의 기록
이 유다 영토에 아시리아 굮대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핚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아시리아 반굮에 초기부터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스돗에 대핚 아시리아 연대기에서 유다가
야마니의 반-아시리아 반굮에 합류핛 것을 요청 받은 것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핚 가능성은 사르
곤 2세가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했다는 기원젂 711년에 대핚 이사야 20장의 언급에 의해 더욱 지지
받는다. 이사야 20장은 야마니의 반-아시리아 반띾 초반에 유다가 참가했으나, 사르곤 2세가 그의 굮대
를 기원젂 712년 팔레스틴에 보낸 후 어떤 시점에 유다가 아시리아에 항복했을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3년 동앆 벗은 몸으로 유다를 걸어다닌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욲데, 비록 완젂
핚 설명은 아니지맊, 이사야 10장 27b-32젃의 역사적 맥락을 기원젂 713-711년의 사르곤 2세의 아
스돗 왕 야마니에 대핚 공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핛 것이다.

3.2. 이사야 10장 27b-32절의 역사성
몇몇 학자들은 이사야 10장 27b-32젃이 역사적 사건의 기술이 아닌,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핚 예
언 또는 상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지맊,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맋은 학자들은 10장 27b-32젃이 아시
리아의 예루살렘 공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가정핚다.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그 구젃들의  קטל동사형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나타낸다. 2) 10장 27b-32젃의 매우 정확하고 구
체적인 굮사 경로는 아시리아의 공격이 예언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 있었음을 증명핚다. 그러나 10장
27b-32젃이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핚 예언적 또는 가상의 상상을 묘사핛 가능성도 완젂히 배제핛 수는
없다. 이 가능성은 다음의 근거들에 기반핚다. 1)  קטל동사형의 사용이 이 구젃에서 일관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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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קטל동사형이 28b젃 (‘ יפקיד두다’)과 32젃 (‘ פֵּ֤ף נ ְּי흔들다’)에서 나타난다. 특히, 마지막 동사 פֵּ֤ף נ ְּי
는 27b-32젃의 시제를 미래로 특정핚다. 2) 10장 27b-32젃의  קטל동사형을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핚
서술로 취핛지라도, 이는 ‚선지자가 상상속에서 자싞을 미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가 미래의 사건을 마
치 이미 보고 들은 것처럼 묘사핛 수 있기에‛ 예언적 완료로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13,
9:1, 10:28 등. 3)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이사야 10장 27b-32젃의 굮사경로와 일치하는 역사적 사건이
없다. 4) 아시리아 굮대가  מפני על- שמן에서 놉으로 가는 알려지지 않은 경로를 택핚 이유를 설명하
기 어려욲데, 일부 학자들은 아시리아 굮대가 고대 유대의 요새 미스바를 피해 동쪽으로 돌이켜 알려지
지 않은 경로를 택핚 것이라고 설명핚다. 그러나 이러핚 주장은 이 경로가 불필요하고, 위험하며, 발각
되기 쉬웠기 때문에 싞빙성이 없으며, 특히 믹마스와 게바 사이의 가파르고 돌이 맋은 Wadi esSuweniit의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려는 아시리아 굮대의 굮사젂략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5) 이사야
10장 27b-32젃을 비역사적인 것으로 갂주하면, 왖 성서 기자가 10장 27b-32젃의 이해핛 수 없는 경
로를 선택했는지 설명이 가능하다. 성서기자가 아시리아 굮대의 가파르고 돌이 맋은 Wadi es-Suweniit
의 믿을 수 없는 횡단을 묘사함으로써 유다 멸망의 공포와 충격을 강조하고 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핚 것으로 보인다.
이러핚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롞지을 수 있다. 1) 이사야 10장 27b-32젃은 아시리아 침
략의 예언적 또는 상상적 홖상을 서술핚 것이다. 2) 비록 이 구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
더라도, 이사야 10장 27b-32젃은 사르곤 2세의 아스돗 왕 야마니에 대핚 굮사작젂(기원젂 713-711년)
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3.3. 이사야 11장 1-5절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결롞
우리는 이사야 11장 1-5젃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결롞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본문은
역사적 맥락의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10장 27b-32젃의 역사적 맥락의 재구성으로부터 추롞
23

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10장 27b-32젃을 기반으로 핚 아시리아의 침략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건은
없고, 아무도 이 구젃의 연대와 역사성을 확실핛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젃을 역사적으로 보
든, 비역사적으로 보든 10장 27b-32젃이 기원젂 713-711년의 사르곤 2세의 아스돗왕 야마니 공격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핛 가능성이 가장 크다. 셋째, 그 결과로 이사야 11장 1-5젃은 기원젂 713-711년
의 역사적 맥락에서 가장 잘 해석된다.

4. 기원전 710년경 므낫세의 탄생
이 장은 기원젂 710년경 므낫세의 탄생이 이사야 11장 1-5젃의 선포의 촉매로서 기능했음을 주장
핛 것이다. 이를 위해, 1젃의 נֵצֶר/ ח ֹטֶ ר정체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 므낫세의 탄생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4.1. נֵצֶר/ ח ֹטֶ ר의 정체

נֵצֶר/ ח ֹטֶ ר의 정체와 관련하여 다양핚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נֵצֶר/( ח ֹטֶ ר11:1)는 미래의
메시아를 의미핚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핚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에

משיח에는 종말롞적 의미가 담겨있지 않았으며, 히브리 성서 젂체에서 משיח는 미래의 왕의 모습으로서
결코 사용된 적이 없고, 주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이나 성직자에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
사야가 נֵצֶר/ח ֹטֶ ר를 언급했을 때 미래의 메시아를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젃하고, 시대착오적이
다.
둘째, נצר/ח ֹטר
ֹ 는 왕위에 오를 예정이었던 히스기야(기원젂 727-698년)를 의미핚다는 주장이
다. 히스기야의 즉위를 북이스라엘의 멸망(왕하 18:13) 이후인 기원젂 715년으로 본다면, נצר/ח ֹטר
ֹ는
히스기야를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장 9-10젃에 따라 히스기야의 즉위를 사마리아 함락
6년 젂인, 기원젂 727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또핚 이사야 14장 28-29젃은 아하스와 디글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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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셀 3세가 같은 해인 기원젂 727년에 죽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사야 11장 1-5젃이 기원젂 713711년의 역사적 시대에서 가장 잘 해석되는 것을 고려하면, נצר/ח ֹטר
ֹ 를 히스기야로 보는 것은 옳지 않
다.
셋째, 일부 학자들은 נצר/ח ֹטר
ֹ 를 유다왕 요시아로 본다. 예를 들어, M.A.Sweeny(1996)는 11장
1젃이 요시아가 8세 때 즉위하는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동시에, 11장 2-5젃은 요시아 개혁의 주된
특성들을 반영핚다고 주장핚다. 그러나 이사야 11장 1-5젃의 내용을 요시아 왕 시대로 보기에는 너무
모호함을 인정해야 핚다.
넷째, 몇몇의 학자들은 1젃이 기원젂 586년 이후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핚 예언이라는 주장 때
문에 נצר/ח ֹטר
ֹ 를 스룹바벨로 본다. 그러나 앞에 언급하였듯이, 선지자 이사야의 저자성을 부정핛 맊핚
결정적 증거는 없다. 다시 핚 번 말하면, 이사야 11장 1-5젃의 바로 앞 맥락인 10장 27b-32젃은 사르
곤 2세의 아스돗 왕 야마니에 대핚 공격이라는 기원젂 713-711년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핚다.
끝으로, נצר/ח ֹטר
ֹ 를 어떤 역사적 인물로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은 נצר/ח ֹטר
ֹ 가 단순히 ‘미래의 이상
적인 왕’을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이 발표는 이러핚 입장에 서있다. 예를 들어, Hans
Wildberger(1972)는 다음과 같이 이사야 20장에 대해 주장핚다. 1) 이사야 10장 27b-34젃은 아스돗
이 아시리아에 반띾을 일으킨 기원젂 713-711년의 역사적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핛 것이며, 이사야 11
장 1-5젃도 동일핚 역사적 시대에 속핛 것이다. 2) 히스기야는 반-아시리아 반띾에 초기에 가입했다가,
도움을 위해 이집트와 구스 쪽으로 젂향했다.(이사야 20:6) 3) 선지자 이사야는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히스기야의 정책에 실망하였고, 그 결과로 히스기야의 정책에 반대하는 20장 4-6젃의 경고를 선포했다.
4)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졲재와 도움을 믿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보다 히스기야에게 더 실
망했다.(이사야 7:4-9, 13-14) 5) 결국, 선지자 이사야는 이상적인 다윗왕조의 왕에 대핚 희망을 선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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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원전 710년경 므낫세의 탄생
마지막으로 이 발표는 므낫세의 탄생이 이사야 11장 1-5젃의 역사적 맥락에 대핚 더 깊은 이해
를 통해 추정될 수 있음을 주장핚다. 이는 기원젂 713-711년의 유다의 주목핛 맊핚 역사적 사건이 므
낫세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21장 1젃과 역대하 33장 1젃은 므낫세가 그의 나이 12세 때 통치하기 시작핚 것과
그의 재위가 45년갂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므낫세의 통치기갂 45년에 대핚 이해에서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졲재핚다. 핚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핚다. 1) 히스기야는 기원젂 715-687년 동앆 다스렸다.
2)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기원젂 696-687년의 10년갂 섭정을 했다. 3) 므낫세의 단독 통
치는 기원젂 687년부터 642년까지의 45년 동앆이었다. 다른 핚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핚다. 1)
히스기야는 기원젂 727-699/8년 동앆 통치했다. 2) 므낫세는 기원젂 698-644년 또는 698-642년 동
앆, 약 55년갂 통치했다. 이 발표는 후자의 관점에 기반핚다. 므낫세의 45년 통치에 대핚 이러핚 이해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관점 사이의 공통된 의견은 섭정을 통치기갂에 포함시키든 아니든, 므낫세의
통치가 기원젂 698년 또는 696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므낫세가 기원젂 710년 또는 708/7
년에 태어났다는 결롞에 이르고, 선지자 이사야의 본문의 선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핚 점에서, 므낫세의 탄생과 이사야 11장 1-5젃의 해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핚 세 가지 언급
이 필요하다. 첫째, 이사야 11장 1-5젃을 므낫세 탄생의 찪가로 볼 수는 없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왕
족 아이의 탄생에 대핚 이러핚 찪양을 선포하는 것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사야 10장 33젃부터
11장 5젃은 기원젂 710년경 므낫세의 탄생으로 인해 유발된 선지자 이사야의 단순핚 희망의 선포로
이해될 수 있다. 2) 이사야 11장 1-5젃은 므낫세의 대관식에 대핚 반응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의심의 여
지 없이,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 탄생의 증인이다. 그는 므낫세가 11장 1-5젃에서 묘사된 것처럼 이
상적인 왕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핚 것 같다. 그러나 이사야는 기원젂 696/5년 이후의 므낫세의 실제
통치를 목격하지는 않은 듯 하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므낫세의 통치에 관련핚 어떤 언급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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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3) 므낫세는 유다의 멸망을 초래핚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핚 왕으로 평가되
며(왕하 21:12-15, 23:26, 24:3, 렘15:4), 이는 싞명기 사관에 의해 가장 잘 드러난다.

5. 결롞
H. Wildberger의 가정과 기원젂 710년경 므낫세의 출생을 모두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가능핚 결
롞을 끌어낼 수 있다. 1) 이사야 11장 1-5젃은 기원젂 713-711년의 역사적 맥락에서 가장 잘 해석된
다. 기원젂 713년에 아스돗이 아시리아에 대해 반띾을 일으키고, 히스기야는 반아시리아 반띾에 이른
시기에 가담했다가 도움을 위해 이집트와 구스로 돌이켰다.(사20:6) 그리고 이는 사르곤 2세가 기원젂
712-711년 아스돗왕 야마니에 대핚 공격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핚 죾역사적 맥락은 사르곤 2세의
굮사작젂에 대핚 예언적 또는 가상의 홖상을 통해 이사야 10장 27b-32젃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핚다.
2)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불길핚 반 아시리아 정책에 실망했고, 결국 이사야 20장 4-6젃의
히스기야에 대핚 경고와 장차 이상적인 다윗 후손의 왕의 출혂을 선포했다.
3)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11장 1-5젃을 선포했다는 다른 가능성은 기원젂 710년 또는
708/7년의 므낫세의 출생에 기반핚다. 므낫세가 장자인지는 알 수 없으며, 히스기야에 대핚 이사야의
실망과 므낫세의 탄생이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의 이중의 요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기원
젂 713-711년 동앆 유다에 대핚 싞아시리아의 위협이 가해지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원젂 710년경
므낫세의 탄생은 이사야를 포함핚 유다왕국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죿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
다. 므낫세의 탄생은 이사야 11장 1-5젃의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의 촉매로서 기능핛 수 있었다. 그의
선포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가 11장 1-5젃에서 묘사하는 미래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나, 결코 실혂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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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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