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학학학 개개개개 (HAGGAI) 

 
서론서론서론서론  및및및및  배경배경배경배경 

Introduction and Background 
 

Lesson 1 
 

우리는 학개서에 있는 중요하고도 시기 적절한 진리들을 공부하려고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 예언서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많은 
실제적인 교훈과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We have chosen to study the important and timely 
truths in the Book of Haggai.  Although it is brief, the powerful messages in this Old Testament 
book of prophecy contain many practical instructions and applications for us today. 
 
주전 536년에 바사(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칠십년 만에 그들의 
고국으로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에 서명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지휘아래 오만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들의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In 536 BC 
Cyrus, King of Persia, signed a decree allowing the Jews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fter 
seventy years of Babylonian captivity.  Under Zerubbabel’s leadership a remnant of fifty 
thousand Jews returned to Jerusalem where they began to rebuild the Temple, their center of 
worship.  
 
유대의 세속적인 지도자들로부터의 심한 방해와 바벨론의 정치적인 저항으로 인해 성전 재건 공사 
는 중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그들의 결심과 열정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를 시작했다가 너무나 낙담되어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개인적인 
추구나 활동에 지나치게 빠져들어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무심하게 된 적이 있습 
니까?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전 520 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사용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마치도록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Severe opposition from secular leaders in Judea and political resistance 
in Babylon halted the rebuilding project. The Jewish people lost their determination and zeal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ir Temple.  Have you ever started a God-given project and become so 
discouraged that you quit?  Have you ever become so involved in personal pursuits and 
activities that you lost or ignored your spiritual priorities?  This is what happened to the Jews in 
Jerusalem.  In 520 BC God used the prophet Haggai to speak to His people and ignite their hearts 
to return to the work and finish rebuilding the Temple.  
 
학개 선지자는 솔직하고 간결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했습니다.  학개서는 단 38구절로 이루어 
져 있지만 이책의 영적인 메세지는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학개서의 공 
부는 당신의 영적인 삶을 풍부하게 하고 주님께 대한 당신의 애착과 헌신을 강하게 해 줄 것입니다. 
Haggai spoke in a direct, concise and effective way.  Even though there are only thirty-eight 
verses in the Book of Haggai, its inspired messages have changed countless lives throughout 
history.  The study of Haggai will enrich your spiritual life and strengthen your devotion and 
commitment to the Lord.    

 
       

   
  ,      . 
Then spake Haggai the LORD’S messenger in the LORD’S message  

unto the people, saying, 
I am with you, saith the LORD.   

학개 1:13    Haggai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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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학학 개개개개 서서서서   배배배배 경경경경 

Background of the Book of Haggai 
 
 
저저저저  자자자자  
AUTHOR: 
 

• 학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사는 유대인들에게 사역 활동을 한 첫번째 
선지자였다.   Haggai was the first prophet that ministered to the Jewish exiles in Jerusalem                              
after they returned from Babylon 

 
� 학개는 성전 재건을 도왔다.   Haggai  aided in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WRITTEN TO: 
 

�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있는 유대인들 
Jews living in Jerusalem who had returned from exile 
 

� 도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All believers everywhere 
 
날짜날짜날짜날짜  및및및및  집필된집필된집필된집필된 장소장소장소장소   
 DATE AND PLACE OF WRITING: 
 

� 주전 BC  520 년 
                       
� 예루살렘  Jerusalem 

 
역사적역사적역사적역사적 배경배경배경배경   
HISTORICAL BACKGROUND: 

 

�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다.  
The Temple in Jerusalem had been destroyed in 586 BC  
 

� 주전 536 년에 유대인들이 70 년간의 포로 생활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렸다.  In 536 BC the decree was given by Cyrus allowing the Jews to return to Jerusalem 
after 70 years of captivity  

 
� 5만명의 유대인 잔존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 했다.  
A remnant of 50,000 Jews returned to Jerusalem from Babylon and began to rebuild the Temple 
 

� 성전의 기초는 놓여졌지만 유대인들은 방해에 부딪치자 그 계획을 단념했다.    The foundation was 
laid, but then the project was abandoned when the Jews encountered opposition 

 
� 학개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후 16년 뒤에 쓰여졌다.  
Haggai was written 16 years after the work was halted 

 
이이이이 책의책의책의책의 목적목적목적목적   
PURPOSE OF THE BOOK: 
 

�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즉시 다시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To motivate the Jews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work of rebuilding the Temple 
  

�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깨닫고 바로잡도록 하기 위하여 
To convict and correct the people concerning their priorities  
 

�  주님의 함께 계심을 깨우쳐 백성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하여  
To encourage and reassure the people of the Lord’s presence 
 

�  주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기위하여  
To inspire them to complete the Lord’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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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일일일일:  서서서서 론론론론 
FIRST DAY:  The Introduction 
 

1. 이번주 공부 첫 페이지의 서론을 복습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학개서를 공부하려는 당신의 열망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Review the Introduction on page one of this lesson.  In what specific way does it 
affect your desire to study Haggai? 

 
 
 
 

2. 특별히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은 구절이나 문장 또는 생각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Write the phrase, sentence or thought that especially caught your attention. 

 
 
 

a. 왜 그런지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why. 

 
 
 
 

3. 서론을 마음에 새겨볼 때, 학개서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가장 큰 필요 또는 열망이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답을 기도로 여기에 적어보십시오. With the Introduction in mind, what do you feel is 
your greatest need or desire in relationship to your study of Haggai? Write your answer as a prayer 
here.   

 
 
 

Syro-Arabian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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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Give ear to my words, O LORD, consider my meditation. 
Hearken unto the voice of my cry, my King, and my God: 

for unto Thee will I pray. 
시편 Psalm 5:1,2 

 

 

제제제제 2일일일일:  저자, 날짜, 쓴 장소, 수신자 
SECOND DAY: Author, Date, Place of Writing, and Recipients  
 

1. 2 페이지에서 배경에 관한 내용을 복습하십시오.   저자에 대해 무엇을 배우십니까?  
Review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What do you learn about the author? 

 
 
 
 

2. 배경에 관한 정보에서 다음에 관한 사실을 한가지씩 찾아 기록하십시오.  
Use the Background information to record one fact about: 

 
a. 날짜와 쓴 장소 
the date and place of writing 

 
 

b. 수신자  the recipients 
 
 

 

3. 3페이지에 인쇄된 지도에서 바벨론 시와 예루살렘 시를 찾아 동그라미 하십시오.  
Find and circle the cities of Babylon and Jerusalem on the map printed on page three.   

 

a. 바벨론에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의 여정을 숙고해 보십시오. 이 긴 여정이 5 만명의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Consider the exiles’ journey from Babylon back to their homeland.  Try to imagine what this long 
journey would have been like for 50,000 men, women and children.   Share your thoughts. 

 
 

 

제제제제 3일일일일:  역사적 배경 
THIRD DAY:  Historical Background  
 

1. 2페이지에서 역사적 배경을 복습 하십시오. 특별하게 당신의 흥미를 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Review the Historical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What particularly interests you?   

 
 
 
 

2. 만약에 누군가 당신에게 학개서에 대해 간단한 배경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 하시겠습니까?  
If someone were to ask you to give a brief background to the Book of Haggai, how would you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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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반: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중단했습니까?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의 

답을 뒷바침하십시오.    Advanced Students:  Why had the Jews stopped their efforts to rebuild 
the Temple in Jerusalem?    Support your answer with scripture.   

 
 
 
 

제제제제 4일일일일:  이 책의 목적 
FOURTH DAY:   Purpose for the Book 
 
1. 학개서가  쓰여진 목적을 여기에 기록하며 상기하십시오.  
Recall the purposes for the Book of Haggai by recording them here. 

 
a. 
 
 
b.  
 
 
c. 
 
 
d.    
 
 
e.  당신은 이들 중 어느 것에 관한 공부가 가장 기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Which of these do you look forward to studying the most?  Why?    

 
 

3. 이 목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왜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적절한지 나누십시오. 
 Choose one of these purposes and share why it is relevant for Christians today.    

 
 
 

        . 
          .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Your statutes are my heritage forever; they are the joy of my heart 

시편 119:105,111        Psalm 119:105,111 NIV 
 

제제제제 5일일일일:  학개서 
FIFTH DAY:  The Book of Haggai 
 

1. 학개서를 앉은 자리에서 한번에 다 정독하여 익히 알게 하십시오. “살펴 볼찌니라, 추억하라” 는 말이 되 
풀이되는 것을 주목 하십시오.  학개서에서 이 단어는 몇 번이나 사용됬습니까?  
Acquaint yourself with the Book of Haggai by reading it in one sitting.  Notice the repetition of the 
word, consider.   How many times is this word used in Haggai? 

 
 

 
a. 이 책에 대한 당신의 첫 인상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first impression of this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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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개서에서 다음 주제들을 관찰하십시오.  각 주제에 관하여 당신의 의견을 쓰십시오.  
Observe the following themes from the Book of Haggai.  Write a comment about each one:   

 

a.    (학개 1:5)  

Consider your ways (Haggai 1:5)   
 
 
 

b. …  .   …  . (학개 1:8)   
Go . . . and build the house . . . and I will be glorified (Haggai 1:8)  

 
 
 

c.   ,    . (학개 1:13, 2:4)  
I am with you, saith the LORD (Haggai 1:13;2:4)  

 
 
 

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 습 
SIXTH DAY:  Review  
 

1. 서론과 배경에서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이나 생각 혹은 발견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Note one interesting fact, thought or discovery from the Introduction and Background lesson.  

 
 
 
 

2.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생각하는 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까?   
Why is considering our priorities a vital issue for us today? 

 
 
 
 

3. 학개서의 공부를 통하여 당신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까?  
In what way do you expect to be spiritually enriched through your study of the Book of Haggai? 

 
 
 
 

,  ,  ,   , . 
,  ,  ,   ,  

   ,     , 
   - ,  

Jesus, be the center; be my source, be my light, Jesus. 
Jesus be the center; be my hope, be my song, Jesus. 
Be the fire in my heart; be the wind in these sails. 

Be the reason that I live-Jesus, Jesus. 
-selected�



 

 

학학학학 개개개개 1:1-15 
Haggai 1:1-15 

 
                        Lesson 2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학개서에 대한  배경과 서론이 이책을 공부하려는 당신의 갈망을 어떻게 증진시켜 주었습니까?  
     How has the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o Haggai increased your desire to study this book? 
 
 
 
 

2. 학개 선지자는 주님으로부터 도전적인 임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6년 동안 내버려둔 성전 재건 일 

을 다시 하도록 동기와 영감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하도록 그들을 재촉하 

려고 선지자 학개를 보냈습니다. 학개서 1:1-15절을 읽고 이장에 간단한 제목을 주십시요. 

    Haggai received a challenging assignment from the Lord. The Jewish people needed to be motivated and inspired  

to return to the work of rebuilding the Temple which had been abandoned for 16 years. The Lord sent His prophet 

Haggai to urge them to do this. Read Haggai 1:1-15 and give this chapter a brief title. 
 
 
 
 

3. 이번 주 공부에서 가장 많은 유익을 받기위하여 다음의 성경구절들을 당신의 기도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 

하여 기도를 쓰십시요.    To receive the most benefit from your study this week write a prayer using the following 

scriptures as a guideline for your prayer. 
 
 
 
 
 
 
 
 
 
 

  …   … 
      

   . 
Teach me, O LORD… Give me understanding… 

Direct me in the path of Your commands 

For there I find delight. 

시편 Psalm 119:33a-35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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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학개 1:1,2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Haggai 1:1,2 
 

1.   학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중에 하나이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메세지를 

성실하게 전하였습니다. 학개서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합니다.  1절을 

읽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요.   Haggai is the one of the shortest books in the Old Testament, yet it faithfully 

communicated the Lord’s message to the Jews living in Jerusalem.  Haggai 1:1 records important details 

concerning the Word of the LORD.   Read verse 1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언제 이 메세지를 주셨습니까? 
            When was the message given? 
 

b.  누가 이 메세지를 받았습니까? 
    Who received the message? 

        
c.  누구에게 지시되었습니까?  

To whom was it directed? 
       

 
진보반:     학개 1:1절에 언급된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정체를 연구하여 간단한 진술을 쓰십시요. 
Advanced Students: Research and write a brief statement identifying the two men, Zerubbabel and Joshua, mentioned 

in Haggai 1:1. 
 
 
 
 

2.  학개서 전체를 통하여  , ,  그리고  라는 이 단어들이 자주 사용된 것을 보 

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 1:2a절에   … 는 절을 주목하십시요.  2b절에서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을 기록 하십시요.  Throughout the Book of Haggai you will 

discover that the words speaketh, spake, saith and saying are frequently used.  Notice Haggai 1:2a: Thus speaketh 

the LORD of hosts, saying…   Print the first words the Lord spoke to Haggai from verse 2b here. 
                                                                        
 
 
     a.   이것은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this reveal about the spiritual condition of these people? 
 
 
                         

b.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4:13 절을 읽으십시요.   

이것을 인식하는것이 우리의 생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합니까?   The Lord saw their hearts and 

knew what they were saying.  Read Hebrews 4:13.  How should this awareness affect the way we live? 
 
 
 
 
선택질문:   에스라 4:24-5:2절과 학개 1:1을 비교하여 발견한 것을 기록 하십시요. 
Optional:  Compare Ezra 4:24-5:2 with Haggai 1:1 and note your findings. 
 
 
 
 

3.  히브리서 1:1,2a절을 읽으십시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 하셨고 또 계속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교훈이 됩니까?      Read Hebrews 1:1,2a.  How does recognizing 

that God has spoken in the past and continues to speak to us today minister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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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학개 1:3-6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Haggai 2:6-9 
 

1.  주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엄숙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1:3절에서:     
  … 라고 선포합니다.   4-6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관찰하십시요. 

4절에 있는  이란   것을 뜻합니다. 주께서 유대 백성에게 어떤 죄를 깨닫는 질문을 하셨 

습니까? 4절   The Lord had a solemn message for His people.  The prophet declared in Haggai 1:3: Then came the 

word of the LORD by Haggai the prophet, saying…  Observe what He said by reading verses 4-6.  In verse 4 the 

word ceiled means paneled.  What convicting question did the Lord ask the Jewish people? Verse 4 
 

a. 주님께서 무엇을 하도록 그들을 강권하셨습니까?  5b절을  대문자로 기록 하면서 답하십시요. 
What did the Lord urge them to do?  Answer by printing verse 5b in all caps.  
 

(1)   를 정의 하십시요. 
Define the word consider.  

        
 

2.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선으로 해야 할 성전 재건을 하는 대신에 그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했습니다.  학개 

1:6절에서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무익한 일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기록 하십시요.    

Instead of making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their priority, the Jews were pursuing their own self-interests.  

Record phrases from Haggai 1:6 that describe their activities and show their futility without the blessings of God: 
 

                               활활활활  동동동동 ACTIVITY                                                           무익한무익한무익한무익한  것것것것 FUTILITY 

f.   이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무슨 메세지가  있습니까?  
          What message is there in this for us today? 
 
 

g.   왜  ( )   것이 우리 각자에게 중요 합니까? 
          Why is it important for each of us to consider our ways? 
 
 
3.   잠언 16:25절은 사람의 ( ) 에 대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What does Proverbs 16:25 declare about man’s ways? 
 
 

a.   시편 119:59절과 예례미야 애가 3:40절에 우리를 위한 어떤 본보기가 있습니까?                                    
             What example is there for us in Psalm 119:59 and Lamentations 3:40? 
 
 
4.   학개서 1:6절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55:1-3절을 읽으십시요. 무엇을 봅니까? 
       With Haggai 1:6 in mind read Isaiah 55:1-3.   What do you see? 
 

a.    요한복음 6:27절은 어떻게 이것을 확대시킵니까?  
          How does John 6:27 amplify this?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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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학개 1:7-11절을 읽으 십시요. 
FOURTH DAY:  Read Haggai 1:7-11 
 

1.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     .  다시한번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학개 1:7).  학개 1:8a절에 따르면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Pastor Chuck says: God pointed out to the people that things hadn’t been going so well for 

them lately.  Their lives hadn’t been fruitful.  Once again they were instructed by the LORD of Hosts to consider 

their ways (Haggai 1:7).  What did He tell them to do according to Haggai 1:8a? 

 
 
 

a.    여기에  8b절의 이중 약속을 쓰면서 깊이 생각하십시요. 
          Ponder the two-fold promise of verse 8b as you write it here. 
 
 
 

(1)  이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교훈을 줍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2.  학개 1:9-11 절은 유대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방치해두므로 인한 개인적 결과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 
냅니까?   What does Haggai 1:9-11 reveal about the personal consequence to the people of Judah for neglecting 
the house of the Lord? 

 
 
 

a. 그들의 좌절과 잠언 3:9,10절의 약속들을 대조하십시요.  관찰한 것을 나누십시요.            
Contrast their frustrations with the pronmises of Proverbs 3:9,10.  Share your observations. 

 
 
 

(1)  이 약속들에 대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ondition of these promises? 

 
 
 
3.   마태복음 6:3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What instruction and promise is given to us in Matthew 6:33? 
 
 
 

a. 우리가      수 있는 한두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십시요.     
Suggest one or two practical ways that we can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 
    . 

, .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Allelu, alleluia 
-Sel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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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일일일일: 학개 1:12-15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Haggai 1:12-15 
 
1.  학개 1:12-15절에 기록된 사건들은  수 세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계속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적용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후 스룹바벨과 여호수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학개 1:12절 
에서 답하십시요.   Although the events recorded in Haggai 1:12-15 occurred centuries ago, they continue to 
provide inspiration and application.  After hearing the word of the Lord, how did Zerubbabel, Joshua, and the 
people respond?  Answer from Haggai 1:12. 

                                                                        
 
 

a. 그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 하였고 또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란  는 뜻입니다.  순종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 

까?    Think about their response; they obeyed the voice of the LORD and did fear before the LORD. The 

word fear means reverential awe.  What relationship do you see between obedience and the fear of the Lord? 
 
 

b.   그들의 순종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되는지 나누십시요.                              
             Share how their obedience is an example for you. 
 
 
2.  학개서 1:13절을 완성하면서 당신의 마음과 심정을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요.    

         :     Center your mind and 
heart on the Lord’s promise as you complete Haggai 1:13, Then spake Haggai the LORD’s messenger in the 
LORD’s message unto the people, saying: 

 
                                           . 
 
______  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_, saith the _______________. 

  
a.   이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How would this have affected them? 
 
 

b. 13b 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태복음 28:20b 와 히브리서 13:5b,6 절을 읽으십시요.  이절들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을 됩니까?    With verse 13b in mind, read Matthew 28:20b and Hebrews 13:5b,6.  

How do these verses minister to you today? 
 
 
 

3.  학개 1:14,15 절을 읽으십시요.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스룹바벨과 여호수와 남은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더 설득 하였습니까?    Read Haggai 1:14,15.  How did the Lord further persuade Zerubbabel, 

Joshua, and all the remnant of the people to do the work on the house of the LORD?  Answer from Haggai 1:14. 
 
 
 

a.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            
?    .      .  
    .      

.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Pastor Chuck says:  The spirits of the leaders and the others 

were stirred up by the Lord, and they came and worked on the house of the Lord…   How can you tell if a 

church is being stirred in their spirits?  They get to work on the things of the Lord.  They want to volunteer to 

help out.  You don’t have to beg or coerce them.  They are just driven by God to serve.  How does this spea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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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세지를 들은지 23 일후에       . 학개 1:14c NKJV   

그들의 빠른 반응이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Twenty-three days after hearing the message they came 

and worked on the house of the LORD of hosts.  Haggai 1:14c NKJV   How does their quick response minister to 

you? 
 
 

…      …  … 
    . 

…the Temple of the great God in the province of Judah…is being built… 
The work is going forward with great energy and success. 

에스라 Ezra 5:8b NLT 

 
 
제제제제 6일일일일: 학개 1:1-15절 복습   
SIXTH DAY: Review Haggai 1:1-15 
 
1.   학개 1:1-15절에 기록된 사건들을 간단히 요약하여 쓰십시요. 
      Write a brief summary of the events recorded in Haggai 1:1-15. 
   
 
 
2.      는 권고가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es the exhortation to consider your ways speak to you? 
 
 
 
3.   이번주 공부를 통하여 다음에 관하여 당신이 발견한 것을 기록 하십시요.  
      Record a discovery you made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about the following: 
      

a.   우선순위들                                                                                                         
            Priorities 
 
 

b.    순종                                                             
            obedience 
 
 
4.   이번 주 공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때 어떤 약속들을 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In light of this week’s lesson what promises can we expect to claim as we obey the Lord? 
 
 
 
5.  학개 1:1-15절이 당신에게 도전이나  격려나 영감을 준 면을 나누십시요. 
      Share a way Haggai 1:1-15 challenged, encouraged or inspired you. 
 
 
 
 

“    ”     
     . 
         , 

   . 
“I am with you” is the answer to any fears, doubts, or apprehensions. 

When the task seems to be overwhelming 
And you don’t know how you are going to do it, 

The word of the Lord is sufficient. 
-Pastor Chuck



 

 
학학학학 개개개개 2:1-23 
Haggai 2:1-23 

                                                                                                                                                           Lesson 3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학개 1:1-15절의 지난주 공부나 강의에서 당신에게 교훈이 되었던 특별한 면을 나누어보십시요. 

Share a specific way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on Haggai 1:1-15 ministered to you. 
 
 
 
 

2.   성전재건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예배장소를 복구하는 특별한 일에 

격려가 필요 했습니다. 이번 주 2 장의 공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종 학개를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고 적절 

한 메세지입니다.  학개 2:1-23절을 읽고 오늘 당신에게 특별히 말하는 구절이나 절을 기록 하십시요. 
Although the Temple rebuilding project was progressing, the workers still needed encouragement in the special 
task of restoring their place of worship.  This week in our study of Chapter Two we will see the Lord use His 
servant Haggai to strengthen and encourage His people.  These messages are important and relevant for all 
believers.  Read Haggai 2:1-23 and record the phrase or verse that especially speaks to you today. 

 
  
 
 
 

3.   기도는 성경공부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기도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요.  당신의 기도에 공부를 완성하는데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포함 

시키십시요. 당신의 기도를 여기 쓰십시요.    Recognizing that prayer is a vital part of Bible study, take a 

few moments to pray asking the Lord to speak to you through His Word.  Include in your prayer any concerns 

you may have in relationship to completing your lesson.  Write your prayer here. 
 
 
 
 
 
 
 

     ….. 
        ….. 

!   ,   . 
Open my eyes, that I may see glimpses of truth Thou hast for me… 
Open my ears, that I may hear voices of truth Thou sendest clear… 

Open my ears, illumine me, Spirit divine! 
-sel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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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 학개 2:1-5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Haggai 2:1-5 
 

1.    학개 2:1-3 절에서 우리는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와 백성들에게 전할 또 하나의 

 을 받은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세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까?   

3절 
      In Haggai 2:1-3 we read that Haggai received another word of the LORD addressed to Zerubbabel, 
Joshua and the people.  What three questions did the Lord ask His People? Verse 3 
 
 
 

a. 늙은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의 크기와 훌륭함을 이 성전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왜 

비교하는 것이 종종 좌절의 결과를 초래합니까?   The older Jews were comparing this Temple 
with the size and splendor of the first Temple built by Solomon.  Why do comparisons often 
result on discouragement? 

 
   
 
도전 질문:  에스라 3:11b-13절을 읽으십시요.  16년전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비교하십  

시요.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Challenge:  Read  Ezra 3:11b-13.  Compare the Jews’ reactions 
16 years earlier when the Temple foundation was laid.  What do you see? 

  
 
 

2.   성경 해설자들은 두번째 성전은 작고 재료들이 보잘것 없다는 이유로 백성들이 좌절했다고 기록하였 

습니다.  다음 절들에서 중요한 문구들을 쓰면서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교훈과 격려를 관찰하십시요. 
       Bible expositors have noted that because the second Temple was smaller and the materials for it 

were inferior, the people were discouraged.  Observe the Lord’s instruction and encouragement to 
them by writing key phrases from: 

 
a.   4절 verse 4 

 
 
b.   5절 verse 5  
 

 
c.   그들에게 하신 권고와 약속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What influence should these exhortations and promises have had on them? 
 
 

(1)  그들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What influence do they have on you today? 
 
 
 
진보반: 학개서에서   라는 칭호가 몇번 사용 되었는지 기록하고 그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시해 보십시요.   Note how many times the title the LORD of hosts is used in the Book of 
Haggai and give its meaning and significance. 

 
 
 
 

3.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   !  
5b 절 NKJV    이 약속이 어떻게 두려움을 덜게 해 줍니까?   The Lord said to them: My Spirit remains 
among you; do not fear!  Verse 5b NKJV   How should this promise alleviate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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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학개 2:6-9 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Haggai 2:6-9 
 
1.  학개 2: 6-9절은 미래에 대해  조금 알려줍니다.  주님의 …  는 말씀을 다음의 구절에서 
기록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요.   Haggai 2:6-9 provides a glimpse into the future.  Consider the 
Lord’s I will statements as you record them from the following verses: 
   
a. 6b   

 
       b.   7a 
 
       c.   7b 
 

주: 척 스미스 목사님은:          .   
        .     
        고 하십니다.   Pastor Chuck says: This 

is a prophecy of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when God is going to shake the world.  After the destruction of 
this present material world as it is, then the Desire of nations will come.  Jesus Christ will come again and the 
glory of God will once more fill the temple. 

 
2.  학개 2:8,9절을 읽으십시요. 학개 2:8절의 강력한 선언을 기록하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요.   

Read Haggai 2:8,9.  Pause and think about the powerful declaration of Haggai 2:8 as you print it here. 
    
 
 
 

a.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건축 계획을 위한 재정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첫번         

성전 다 열등하게 재건된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주님은 그 밖에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서 답하십시요.  The Jews were reminded that they did not need 
to be worried about the finances for the building project, nor should they be concerned about the 
rebuilt Temple being inferior to the first.  What else did the Lord tell them?  Answer from verse 9. 

 
 
 
 

  b.   당신은 8,9절의 선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엇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What affect do you think the declarations of verses 8,9 would have had on the Jews? 
 
 
 

진보반:  마태복음 12:6절을 사용하여 이 구절을 설명하십시요:        
.   원하면 다른 구절들을 사용하십시요.   Use Matthew 12:6 to give an explanation of the 

phrase: the glory of this house shall be greater than the former.  Use additional scriptures if you 
desire. 

 
 
 

3.   오늘날도 주님은 그의 일을 하도록 필요한 물질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19 
      절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Today the Lord continues to provide the necessary 

resources to do His work.  What promise are we given in Philippians 4:19? 
 
 
 
a. 당신의 사역이나 필요에 관하여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concerning your ministry or you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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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  일일일일 : 학개 2:10-19절을 읽으십시요. 
FOUTH DAY: Read Haggai 2:10-19 
 

1.  학개 2:10-19절은 이장에 있는 두번째 메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메세지 안에 주님은 거룩 

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학개 2:10-19 절을 읽으십시요.  다음의 NIV 번역에서   

주께서 물으시는 것을 읽으십시요.  12,13절에서 이 대답한 것을 쓰십시요.  
      Haggai 2:10-19 brings us to the second message in this chapter.  In this message the Lord addressed 
the subject of holiness. Read Haggai 2:10-14. Read the Lord’s questions concerning the law from the 
following New International Version.  Write the answers the priests gave from verses 12,13: 

 
      a.                

       ?  12b 절에서 답하십시요. 
             If a person carries consecrated meat in the fold of his garment, and that fold touches some bread or stew, 

some wine, oil or other food, does it become consecrated?  Verse 12b ANSWER: 
 

      b.                ? 13b 

절에서 답하십시요.   If a person defiled by contact with a dead body touches one of these things, does it 
become defiled?  Verse 13b ANSWER: 

 

      c.  14 절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주님의 고발을 담고 있읍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    
           

 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야 했습니까?  Verse 14 contains the Lord’s 
indictment against the people’s sin.  Pastor Chuck says:  The people were unclean as they neglected 
God and His house.  They were only concerned about their own welfare, and thus everything they touched 
was unclean and could not be accepted by God.  What response should this have evoked? 

 

2.  학개 2:15-19절을 읽으십시요.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15b 절 NKJV) 권고하십니까? 

당신의 답을 15a-19a절에서 요약하십시요.    Read Haggai 2:15-19.  What did the Lord exhort them to 
carefully consider (verse 15a NKJV)?  Summarize your answer from verses 15b-19a. 

 
 
 
      a.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전의 좌절을 연상시키셨다고 생각합니까?         
            Why do you suppose God reminded them of their former frustrations? 
 

(1)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로 두지않을때 생기는 좌절에 주의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Why is it necessary to be mindful of the frustrations that occur when we do not put Jesus first? 
 

b.  하나님께서는 19b 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 백성에게 하셨습니까?            
            What glorious promise did God give the people in verse 19b? 
   

3.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말씀을 관찰하십시요:   .      
   .           

 .       .     
.         .    

     . 누가복음 12:31절은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합니까?     
Observe the following quote from Pastor Chuck:  Mark this day.  Things are going to change and you are 
going to have plenty.  God will now take care of you and provide for you because you have put Him first.  This 
is a universal truth and law that is timeless.  Put God first in your life, and He will take care of the rest of the 
things of your life.  Put the things of your life first and you are always going to be running short.  How does 
Luke 12:31 confirm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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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학개 2:20-23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Haggai 2:20-23 
 

1.  학개 2:20절에서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또하나의 말씀을 바로 같은날 받은 것을 알게 될 것 

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메세지를 누구에게 전해야 했습니까? 21절    You will notice in Haggai 2:20 
that on the very same day Haggai received another word from the LORD.  To whom was Haggai to 
give this message?  verse 21 

 
 
 
 
2.  학개 2:21-23 의 메세지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선언하시므로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나타 
냅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을 기록 하십시요.   The message in Haggai 2:21-23 
reveals the Lord’s sovereignty and strength by declaring what He is going to do in the future.  
Record phrases that demonstrate thi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verse 21b 절 
 
 
       b.   verse 22절  
 
 
       c.   verse 23절  
 
 
진보반:   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학개 2:23 
Advanced Students:  What is the significance of a signet ring?  Haggai 2:23 
 
 
 
 

3.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마지막 메세지는 예루살렘에 살고있는 유대 나라의 지도자인 스룹바벨 

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나라나 왕국의 덧없음을 아는것이 왜 중요했습니까? 
      The Lord’s final message through Haggai was for Zerubbabel, the leader of the Jewish nation living 
in Jerusalem.  Why would it be important for him to know the temporary nature of every nation and 
kingdom? 

 
 
 
 
      a.   이 메세지가 스룹바벨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How do you think this message would have affected Zerubbabel? 
 
 
 

4.  학개 2:23c 절에 있는 문구에 한번 더 집중하십시요. :   .  에베소서 1:4a 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13b 절에 어떤 진리가 나타나있습니까?   Focus once more on the phrase in Haggai 
2:23c:  I have chosen thee.  What truth is revealed in Ephesians 1:4a and II Thessalonians 2:13b? 

 
 
 
 
      a.   이것에 대한 당신의 답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sponse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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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학 개 2:1-23절 복습. 
SIXTH DAY: Review Haggai 2:1-23 
 
1.  학개 2:1-23절의 공부를 염두에 두고 다음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십시요.         

With your study of Haggai 2:1-23 in mind write a brief comment about the following: 
 
a.  비교 하는 것 
     making comparisons 
 
 
b.  하나님의 약속들 
     the promises of God 
 
 
c.  예수님을 첫번째로 두지않았을때의 결과들 
     the consequences of not putting Jesus first 
 
 
d.  세상 열국의 덧없음 
     the temporal nature of the kingdoms of this world 
 
 
e.  앞으로 올 왕국  
     the coming kingdom 
 
 
 

2.  이번 주  공부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거나 격려가 되었거나 혹은 도전을 준 면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a way your lesson this week inspired, encouraged, or challenged you. 
 
 
 

3.   학게 선지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준 사역을 이행하는데 충실 하였읍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과 남은 백 

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읍니다.  그는 또한 재건축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본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    Haggai was faithful to fulfill the ministry the Lord gave him.  He gave God’s 
word to the Jewish leaders and the remnant of the people.  He also helped in the rebuilding project.  
How does his example speak to you? 
 
 
 
 
 

4.   올해 Joyful Life 학개서 공부에서 당신이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What did you like most about this year’s Joyful Life study of the Book of Haggai? 
 
 
 
 
 
 

    ! 
Go out with joy and be lead forth in peace! 

-sel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