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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목표

본 강의는 구약성서 역사 지리학에 대한 개론적 지식으로 성서의 역사가 인간과 자연지리
와의 상호관계, 공간구조 측면에서 사회 과학적인 계통을 이해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표공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성서의 지리학은 성서 시대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과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지리학의 본질을 연구함으로써 성서의 사회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 :
역사 지리학의 연구대상은 땅과 그의 문화사이다. 땅은 지역, 환경, 공간, 또는 장소 등으
로 표상화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나름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땅에 의미를 부여하며 제시한다.
1) 성서의 자연지리로써 지형학, 기후학, 식생지리, 토양지리, 수문지리 등.
2) 성서의 인문지리로써 도시지리, 경제지리, 문화지리, 사회지리, 역사지리, 정치지리 등
3) 자연지리학은 자연과학의 연구 발달에 공헌하고 있으며, 인문지리학 분야는 사회과학과 
인문과학과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성서 지역지리와과 관련된 주제들을 조사하
고 학습한다.
이는 성서 시대의 삶의 터전인 자연 환경과 인간 및 그 문화와의 상호 연관되어 있는 통
합체로서의 지리공간을 분석, 종합함으로써 더 나아가 인간거주의 세계인의 문화를 이해하
는 학문이 되는 것을 배울 것이다.

2. 강좌 은영 및 과제물
본 강좌는 교수의 강의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자원하는 발제 및 논찬과 토론으로 이루어
진다. 발제자는 해당 주제를 LMS에 게시하여 공유하게 한다. 자원하는 논찬자는 발제문을 
읽고 그에 대한 논찬문을 해당 일에 게시판에 올린다. 강의 참여자는 매 강의에 해당 문헌
을 읽고 토론을 위한 문제제기를 준비하여 토론에 참여하며, ‘구약성서 지리학과 역사 관
계’에 대하여 자유로이 한 주제를 선택해 중간고사 페이퍼로 제출한다.

3. 성적평가

출석 20%,  과제  30%,  중간 20%, 기말 30%,  

4. 교재 및 참고자료

1) 주교재: 성경,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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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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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참고자료는 수업시간에 소개.

5. 수업 진도

제 1 강  구약 이스라엘 역사 지리               6/28 월(ZOOM / 6:30PM ~ )

1. 강의를 위한 안내 

2.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진술과 구약성서지리학의 관계 

3. 구약성서 고고학과 지리학 개관 

문헌 참고

Aharoni, Y. tr. by Rainy, A.F.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Philadelphia: Westerminster Press, 1967, 아하로니 저. 이희철 편역. 구약성서지리

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지크프리트 크로이처/디터 피베거, 김정훈 역,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l 프로세미나 1,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11, 215-254

강후구, “성서고고학-성서고고학의 연구 방법과 그 한계”, 「성서마당」 93 (한국성서학 

연구소, 2010) 96-110

가브리엘 바르카이(Gabriel Barkay), 한상인 역, “성서 고고학의 최근 동향”, 기독교사상 

494(2000) 

김성, “성서고고학 I, II”, 말씀과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신학연구소) 11(1996) 

고세진, “성경 고고학의 최근 동향”, 성서마당 21(1996) 

이스라엘 핑컬스타인, “고고학과 성경”, in: 이스라엘 핑컬스타인, 닐 애셔 실버먼 공저/ 

오성환 역,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까치(까치글방), 2002, 15-37(참고, 

고세진, “성경:고고학인가 전설인가 비판적 읽기-성서:고고학적 진실인가, 전설인가”, 

기독교사상, 3월호(2003), 242-253

섕크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 in: 섕크스,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9-46 

유윤종,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찾기와 고고학: 수정주의자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 

교신학논총 34(2004), 105-127 

제 2 강   고대근동과 구약성서의 세계                         6/29 화(LMS) 

1. 이집트지리

2. 메소포타미아 지리

구약성서의 내용은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고대 주변국가/민족들과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종교사를 이루었다. 구약성서는 이러한 고대근동의 세계관속에서 

자신들만의 고대이스라엘의 역사를 진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고대근동의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N.K. 갓월드, “히브리성서의 世界”, in: N.K. 갓월드, 히브리성서1, 사회,문학적연구, 김상기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7, 68-112

김영진, “구약성서의 세계”, in: 김영진 외, 구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2004, 31-63

J.J.M.로버츠, “고대근동의 환경”, 더글라스 나이트외 편, 히브리 성서와 현대의 해석자 들,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85, 제3장, 108-140 

구약성서 안에 묘사된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성서의 역사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브루스 K. 윌키 , 고든 J. 웬함 , H.G.M. 윌리엄슨 , R.W.L. 모벌리 , 트렘퍼 롱맨 외 지음  

구약성서연구 강소라 옮김  새물결플러스  2019 Face of Old Testament Studies : A 

Survey of Contemporary Approaches / Baker, David W. (EDT) 

팔레스틴내 고고학 방법론에 관한 논쟁들을 중심으로 구약성서 주석과 성서고고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William G. Dever, What Did the Biblical Writers Know and When 

Did They Know It?: What Archeology Can Tell Us About the Reality of Ancient 

Israel, 2001, Ch.1 The Bible as History, Literature, and Theology, 1-21; William G. 

Dever, Biblical Theology and Biblical Archaeology: An appreciation of G. Ernest 

Wright, in: HTR 73(1980), 1-15;

제 3 강  출애굽 역사: 시나이 반도와 네게브                    6/30 수(LMS)  

1. 홍해와 출애굽

2. 시내산

3. 네게브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반도이다. 서쪽은 수에즈 운하와 수에즈만, 동

쪽은 이집트-이스라엘 국경과 아카바만이다. 이집트의 영토로,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에 속

한다. 면적은 60,000 km²로 대부분 사막이다. 또 남방이라는 뜻으로 네게브는 유다 산지 

남단에서 아라바 또는 시나이 반도 방향의 남방을 말한다. 성서에서는 유다 지방 남쪽을 

설명할 때 유다 산, 세펠라(평지라고 우리말 번역)와 함께 몇 번 언급되고 있다(신 1,7; 수 

10,40; 11,16; 삿 1,9) 아울러 출애굽 역사와 신학으로 구약성서의 진술의 문제도 살핀다.

 

나훔 M. 사르나,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이집트 체류와 출애굽”, in: 섕크스, 고대 이스 

라엘, 73-104

바룩 할퍼른, “출애굽 사실인가 신화인가?”, in: 섕크스외,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123-159

핑컬스타인, “출애굽은 실제 사건이었는가?”, in: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65-91

김창주, "출애굽의 지정학적 의미: 믹돌, 비하히롯, 바알스본", 「세계와 선교」 210 (한신대 

신학대학원, 2012) 19-29



제 4 강  가나안 정착(복)과 사사시대: 트랜스-요르단 지   7/1 목(ZOOM / 6:30PM ~ )

1. 바산- 길르앗 산지 

2. 모암-암몬

3. 에돔 세일산지

팔레스타인 지형 가운데 동편지역을 숙지한다. 요단 동편을 트랜스요르단(Trans-Jordan) 

이라는 지리학적 명칭을 이해한다. 몇몇 지파는 이 지역을 그들의 몫으로 분배받기도 했다

(수 13:8-33). 이 지형지역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다.

N.K. 갓월드, “이스라엘 부족의 사회 족직에 관한 가설들”, in: N.K. 갓월드, 히브리성서 1,

사회, 문학적연구, 33-346

강후구, "성서고고학-이스라엘인들의 가나안 땅 정착", 「성서마당」 94(한국성서학연구소,

2010) 91-103

박해령, “고고학적 증거로 본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의 형성”, 구약논단 26(2007),

147-169

우택주, “철기1시대(1200-1000 BC) 초기 이스라엘 사회”, 구약논단 13(2002), 73-105

제 5 강   통일왕국시대: 요단계곡                                      7/2 금(LMS)

1. 상부 요단 계곡

2. 하부 요단 계곡

요단 계곡은 요르단 지구대(LIFT VALLEY)라고 한다. 헬몬산에서 아카바 만에 이르는 

420Km의 지구대이다. 성서에서는 그 이름과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골짜기(수 13:19, 

27), 아라바(Arabah, 신 1:7), 지방(신 34:3) 또는 평야(마카바 상 5:52)라 불리기도 한다.

여호수아서 11장 2절과 12장 3절은 티베리아 호수 남단에서 아카바 만까지를 말하며, 삼

하 4:7과 왕하 25:4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를, 그리고 현대 지리학에서는 사해 남단

에서 아카바만까지를 말할 때 이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히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와 총일왕국시대”, in: 이스라엘의 종교, 255-299

롤프 렌토르프, “다윗왕국”, in: 구약정경신학, 267-292

강후구, "성서 고고학-구약 시대 성문(City Gate)에 대한 성서적, 고고학적 고찰", 「성서마



당」 100 (한국성서학연구소, 2011) 190-201

강후구, "성서고고학-최근 고고학적 결과를 통하여 본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 「성서마당」 

96(한국성서학연구소, 2010) 94-104

제 6 강   분열왕국시대: 갈릴리 산지         7/5 월(LMS)

1. 상부 갈릴리

2. 하부 갈릴리

3. 이스르엘 평야

북쪽은 1,200m, 남쪽은 200-300m 높이의 산으로서 구약성서에 6번, 신약성서에 62번 언

급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갈릴은 ‘지방’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될 때가 있는가 하면

(수 13:2)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쓰일 때도 있다(수 20:7; 왕상 9:11). 이스르엘 평

야는 또한 요르단과 해안평야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상업적, 군사적인 면

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주요 도시로는 욕느암. 므깃도 다아낙, 벳산이 있다.

직프리드 H. 혼, “분열왕정: 유다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in: 섕크스, 고대 이스라엘, 

197-290

히스, “분열 왕국 시대의 문서 자료들”, in: 이스라엘의 종교, 301-364

히스, “분열 왕국 시대의 고고학 자료들”, in: 이스라엘의 종교, 365-412

제 7 강   포로기: 사마리아 산지                                     7/6 화(LMS)

1. 세겜

2. 벧엘- 아이

고대 이집트 문서에서는 사마리아산지를 '세겜산지'라고 불렀다. 성경은 이곳을 ‘에브라임 

산지' 라고도 부르고 있다.(수 17:15; 19:50; 삿 3:27; 4:5; 삼상1:1; 9:4; 왕상 4:8; 왕하 

5:22; 렘 31:6 등) 그러나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지파가 차지하였던 지역은 사마리아산지의 

남부지역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에브라임산지'라고 한 것은 역사적으로 에브라



임 지파의 역할이 컸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산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북왕조 이스라

엘 시대부터였다

제임스 D. 퍼비스, “바빌론 유수와 귀환: 바빌론에 의한 파괴로부터 유대 국가의 재건까

지”, in: 섕크스, 고대 이스라엘, 291-329

알버츠, “포로기에 이루어진 사회적인 발전들”, in: 이스라엘 종교사 II, 9-20

알버츠, “정치적 재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둘러싼 갈등”, in: 이스라엘 종교사 II, 20-66

제 8 강    포로기 이후 시대: 유다 산지          7/7 수(LMS)

1. 세펠라 평지

2. 유다 광야 

에브라임 산과의 뚜렷한 경계를 찾기는 힘드나 대략 Tell-Hazor에서 Beersheba에 이르는 

800-1000m 높이의 산으로 본다. 이 산이 성서에서는 종종 관사와 함께 산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수 9:1;10:40).

김연진,“에스라-느헤이야서에 나타난 유다백성의 야웨신앙”, 「구약 논단」 10집 (2001년)

103-121

김지은, “페르시아 제국시대 시리아-팔레스틴의 행정체제”, 「구약 논단」 6집(1999년), 

145-171

“페르시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변화에 관한 연구”, 「구약 논단」 13집(2002

년), 57-71

알버츠,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종교사”, in: 이스라엘 종교사 II, 139-188

알버츠, “사마리아 사람들: 정치적이고 제의적인 균열”, in: 이스라엘 종교사 II, 310-330

히스,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종교”, in: 이스라엘의 종교, 413-425

제 9 강    페르시아-헬라시대; 해안 지역        7/8 목(ZOOM / 6:30PM ~ )

1. 악고 평야



2. 샤론평야

3. 블레셋 평야

이 평야는 잇사갈 지파에 속해 있던 대단히 비옥한 평야로서 지명 역시 종교적 성격을 띠

고 있다. 성서적으로 보다 중요한 평야로서 길이가 59km 폭이 15km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평야다(사 33,9; 35,2등). 해양민족인 불레셋에 의해 점령된 것으로 보는 갈멜 산 남

부 도르(돌)를 중심으로 발달된 평야도 이에 속한다. (수 11:2; 12:23; 왕상 4:11). 사론 평

야 남부에 발달된 평야로서 곡물이 풍요한 곳이다.

김 회권, “이사야 61장 1-11절에 나타난 선교신학: 시온과 열방의 관계에 대한 주석적

고찰,”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편집), ｢선교와 신학｣, 제3집(2004년

6월), 141-170쪽.

밀러/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박 문재 옮김)(경기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6).

브라이트, 존, ｢이스라엘 역사｣(박 문재 옮김)(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사, 1993).

빈호프, 클라아스 R., ｢고대 오리엔트의 역사｣(배 희숙 옮김)(서울: 한국문화사, 2015).

슈미트, 콘라드, ｢고대 근동과 구약문헌사｣(이 용중 옮김)(서울: CLC, 2018).

알베르츠, 라이너, ｢포로시대의 이스라엘｣(배 희숙 옮김)(경기도 고양: 크리스챤다이제

스트, 2006). 원제는 R. Albertz,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우 진형, ｢축복의 중재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창 20-22장)｣(서울: 도서출판 B&A,

2009)

제 10 강    제2차 성전 시대: 예루살렘                       7/9 금(LMS)

1. 역사

2. 성전 산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에서 분수령을 따라 세겜 헤브론과 브엘세바를 잇는 중요 도로를 따

라 자리 잡았다. 또 동서를 있는 간선도로는 여리고에서 지중해 해안지방으로 나가는 벧 

호론 길로서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지난다.

강후구,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구약논단」 제24권 제2호(통권68집) 2018. 6월 202 - 

225

앤손 레이니/스티브 노틀리. 「성경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강성열 역), (서울: 이레서원, 

2010), 63-68, 72. 원제 Anson F. Rainey/R. Steven Notley, The Sacred Bridge 



(Jerusalem: Carta, 2006).

이스라엘 핑컬스타인/닐 애셔 실버먼,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오성환역) (서울: 까치, 2002). 

원제 Finkelstein, I./Silberman, Neil A., The Bible Unearthed (New York: Free Press, 

2001).

이창엽,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대상: 9:35-38, 참조 대상 8:29-32)”, 「구약

논단」 20권 2호 (2014년 6월), 73-93. 220 제24권 2호(통권 68집) 2018년 6월 30일

최현준, “예루살렘의 성벽 확장: 다윗에서 느헤미야까지”, 「신학과 문화」 제 22집 (2013), 35-51.

홍국평, “북이스라엘 난민 유입 가설 재고: 성서 문헌의 형성사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구약

논단」 18권 3호 (2012년 9월), 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