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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역사스케치
족보와 예수그리스도

 본 장에서는 구속사에 대한 것을 족보로 풀어보고자 한다. 구속사의 가장 큰 흐름은 창조, 타락, 회

복이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구원에 관하여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러한 구속사의 핵심적인 흐름과 주

제들이, 족보에 기록된 각 인물들을 통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향수한 연대에는 매우 간결하게 구속사가 압축되어 완성된 책과 같으므로 그 속에 숨겨진 

보화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족보와 예수그리스도] 목차

 1. 하나님의 구속사와 족보

 2.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3.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  

 4.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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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구속사와 족보

 구속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를 짓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된 인간의 구원과 우주 만

물의 회복을 이루는 전체 역사이다. 구속사의 가장 큰 흐름은 창조, 타락, 회복이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구원에 관하여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러한 구속사의 핵심적인 흐름과 주제들이, 족보에 기록된 

각 인물들을 통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돗(תדלות)'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

은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전'으로 번역된다. 창세기에 언급된 10개의 족보는 모두 톨레돗으로 시

작 되는데 이 단어는 족보를 소개하는 경우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열 개의 톨레돗 중 특히 창세기 5장 1절의 톨레돗 앞에는 히브리어에서 책을 뜻하는 '세페르

()'라는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 짝을 이루고 있다. 즉, '세페르 톨레돗(תדלות רפס)'이다. 이는 창세기 5장

의 아담의 계보는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닌 많은 분량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마태복

음 1장에 나오는 예수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그냥 '게네시스(γενεσεως)'가 아니라 '비를로스 게네시

스(Βίβλος γενεσεως)'라고 해서 '족보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향수한 연대에는 매우 간결하게 구속사가 압축되어 완성된 책과 같다는 것을 암시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32:7)

홍수이전 세대 홍수이후 족장세대 가나안 언약시대 왕정성소 언약시대 메시야 언약시대

01.아담(930) 셈( ) 01.아브라함 01.다윗 01.여고냐

02.셋(912) 아르박삭( ) 02.이삭 02.솔로몬 02.스알디엘

03.에노스(905) 셀라( ) 03.야곱 03.르호보암 03.스룹바벨

04.케난(910) 에벨( ) 04.유다 04.아비야 04.아비훗

05.마할할렐(895) 벨렉( ) 05.베레스 05.아사 05.엘리아김

06.야렛(962) 르우( ) 06.헤스론 06.여호사밧 06.아소르

07.에녹(365) 스룩( ) 07.람 07.요람 07.사독

08.므두셀라(969) 나홀( ) 08.아미나답 08.웃시야 08.아킴

09.라멕(777) 데라( ) 09.나손 09.요담 09.엘리훗

10.노아(950) 아브라함( ) 10.살몬 10.아하스 10.엘르아살

11.보아스 11히스기야 11.맛단

12.오벳 12므낫세 12.야곱

13.이새 13.아몬 13.요셉

14.다윗 14.요시야 14.예수

 성경은 이러한 구속사의 큰 흐름을 여러 단위의 족보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손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사역에 대하여 

이름 속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 자손의 족보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

손으로 오실 것임을 명확히 해주고 있으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

도들에 대한 모습이 비전처럼 드러나고 있다. 

 족보 속에는 한 인물의 출생, 그 자녀의 출산, 그리고 그가 향수한 햇수까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완전한 연대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들 족보는 실재하는 역

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세대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창세기의 족보 이후에 보아스의 족보에서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에서 다윗까지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야곱의 열 두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준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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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룻4:18~22)

 이러한 구약의 구속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이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그리스도의 세계"(마1:1)라고 시작함으로써 창세기 5장과 11장, 보아스

의 족보를 거쳐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한글이나 영어와 달리 구약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알레프(א)부터 타우(ת)까지 모두 22개의 알파

벳을 가지고 있는데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각 숫자가 매겨져 있다. 그러므로 어떤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 문자의 숫자 값들을 단순히 더하면 그 단어의 숫자 값이 된다. 예를 들어 ‘다윗(דוד)’의 숫자 

값은 14(4+6+4)가 된다. 위의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14)이 마태복음의 저자에 의하여 족보 가

운데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4라는 숫자 값이 다윗의 이름 값이라는 것을 익

숙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효과를 준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1:17)

 아브라함부터 42대(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

수까지 14대)째 만에 온 다윗왕의 혈통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1) 

 그러므로 창세기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를 깊이 상고하면 할수록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

적 경륜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된다. 각 족보에 나타난 이름, 출생과 사망, 각 인물에 대한 설명 등은 

그 시대의 상황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증

거하는 계시(VISION)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족보는 구속사의 핵심이요, 족보에 대한 연

구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확실하게 찾아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1)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장(הדלות, Generation)들2)과 대홍수연대3)

 아담의 창조이후 족장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연대도 계산할 수 

있다. 그들의 이름들 속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러한 보배로운 이름들을 연

결해보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계획들이 드러나게 된다. 

먼저 아담(Adam-Dust, םדא)이란 이름 속에는 흙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

조하신 첫 사람을 뜻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가인과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Seth-Appointed One, תש)은 예정된, 예언된 분의 뜻을 갖고 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

1) 이처럼 수와 문자를 이용하여 성경속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체계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며 수신학의 한 방법이다.

2) Henry M. Morris, The Genesis Record, Baker book house 1991, pp.153-155

3) E.W.Faulstich, [Bible Chronology and The Scientific Method], Chronology books 1990, pp.16-18,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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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창4:25)

에노스(Enos-Mortal Frailty, שונא)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을 뜻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

람들이 불렀다고 말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

라"(창4:26)

게난(Cainan-Smith, וניף)은 물건을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

느냐"(마13:55)

마할랄렐(Mahalaleel-God be praised, לאללהמ)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

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6~17)

AM BC 이름 족장들 이름의 의미 말씀

0 4001 01.아담(930) 완전한 흙 사람 창5:3

130 3871 02.셋(912) 예정된 자 창5:6

235 3766 03.에노스(905) 죽음을 가진 연약함 창5:9

325 3676 04.케난(910) 만드는 자 창5:12

395 3616 05.마할할렐(895)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 창5:15

460 3541 06.야렛(962) 하늘에서 내려온 창5:18

622 3479 07.에녹(365) 예물로 헌신 창5:21

687 3314 08.므두셀라(969)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옴 창5:25

874 3127 09.라멕(777) 승리자 창5:28

1056 2945 10.노아(950) 안식, 안위 창5:29

표 2 홍수 이전의 연대와 족장들의 이름의 뜻

야렛(Jared-Descent, דרי)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

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요6:51)

에녹(Enoch-Dedication, ךונח)은 헌신, 예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

린 양이로다"(요1:29)

므두셀라(Methuselah-When he dies, Judgement, חלשותמ)는 ‘그가 죽음으로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이

름에 내포하고 있다. 연대를 잘 살펴보면 므두셀라가 죽었던 해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아담 창조

이후 1656년에 있었다. 그의 나이가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것을 보면 인내하시고 인내하시

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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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

음을 입었도다"(사53:4~5)

777(3×7×37)세를 살았던 라멕(Lamech-Conqueror, ךמל)은 ‘이기다, 승리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

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

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2:13~15)

노아(Noah-Rest, חנ)는 ‘안식, 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멕은 일백팔십이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

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창5:28~29)

 이들의 족장들의 의미를 유심히 살펴보면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담

으로부터 노아까지 메시야를 기대하고 있던 족장들에게 그들의 이름들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

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셨다. 또한 포악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메시야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미래에 허락하실 것을 족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홍수후의 연대와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홍수 이후의 연대와 족장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홍수의 결과로 그들이 첫 아이

를 낳은 나이의 수가 점점 젊어지고 있고 수명도 아브라함에 가서는 174세로 이전보다 1/6 가량으

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줄어든 수명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의 이름 속에는 여전히 인류가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모습과 그들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중 셈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는 홍수 이후 

또 다시 암흑의 시대 속으로 진행하는 인류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AM BC 족장의 이름 의 미 말씀

1558 2443 셈( ) 명예, 명성 창 5:32

1660 2341 아르박삭( ) 영역 창 11:12

1695 2311 셀라( ) 보냄을 받은 자, 던지다 창 11:14

1725 2276 에벨( ) 건너온 자 창 11:16

1759 2242 벨렉( ) 나뉨, 분리, 분열 창 11:18

1789 2212 르우( ) 친구 혹은 이웃 창 11:20

1821 2180 스룩( ) 넝쿨, 매우 단단한 힘 창 11:22

1851 2150 나홀( ) 거친 숨을 내쉬다 창 11:24

1880 2121 데라( ) 체류하다, 이주하다 창 11:26

1950 2051 아브라함( ) 열국의 아비 창 21:5

표 2-3. 홍수 이후의 연대와 족장들의 이름의 뜻

각 족장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셈은 ‘명예’, ‘명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자신과 가

문의 영광을 드러내기 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

지 된 노아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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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습3:19~20)

아르박삿은 ‘영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작은 민족이었던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셀라는 ‘보내어진’, ‘내던져진’의 뜻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

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

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셀라의 아들인 에벨은 ‘건너서 계속 움직여 나가다’란 뜻을 갖고 있으며 이는 사명지를 향해 장애물

을 넘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

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

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히12:1~3)

벨렉은 ‘나뉘다’, ‘분리되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비록 그의 시대에 언어가 나뉘고 땅이 나뉘는 여

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름의 뜻처럼 그의 부모의 마음에는 분명 신령한 도성에 정착하기 위해 세

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를 원했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6~17)

르우는 ‘친구(partner)’, ‘특별한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구의 

관계, 동역자 관계를 맺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는 이름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15:15)

“이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을 받았나니”(약2:23)

스룩은 ‘넝쿨’, ‘단단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성도를 강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

음을 볼 수 있다.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롬8:35)    

나홀은 ‘거친 숨’, ‘헐떡거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세상의 죄악과 맞서 승리하기까지의 모

습을 나타내며 충성된 자녀 된 삶을 바라고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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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데라는 ‘이주하다’, ‘체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는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지체시키는 모습

과 함께 그로부터 분리하고 떠날 것을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18~19)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

로 이름을 바꾸어주셨으며 그를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

다. 믿음으로 세상과 분리하고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우리

에게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라”(창12:1-2)

 이처럼 족장들의 이름을 통해 분리의 역사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시대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또한 담겨있는 존귀한 족보이기도 하기에 더욱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4)

 3.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5)

가나안 언약시대 왕정과성소언약시대 이방압제와메시아언약시대

AM BC 1세대 족보 2세대 족보 3세대 족보

1950 2051 01.아브라함 01.다윗 01.여고냐

2050 1951 02.이삭 02.솔로몬 02.스알디엘

2110 1891 03.야곱 03.르호보암 03.스룹바벨

2196 1805 04.유다 04.아비야 04.아비훗

2237 1764 05.베레스 05.아사 05.엘리아김

06.헤스론 06.여호사밧 06.아소르

07.람 07.요람 07.사독

08.아미나답 08.웃시야 08.아킴

09.나손 09.요담 09.엘리훗

10.살몬 10.아하스 10.엘르아살

11.보아스 11히스기야 11.맛단

2845 1156 12.오벳 12므낫세 12.야곱

2895 1106 13.이새 13.아몬 13.요셉

2945 1056 14.다윗 14.요시야 14.예수

 1)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말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2 아브라함(1)이 이삭
(2)을 낳고 이삭은 야곱(3)을 낳고 야곱은 유다(4)와 그의 형제를 낳고 1: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4) , 창세기의 족보, (휘선), 2007, pp183-230 참조

5) 마태복음1장, 역대상1:27~3:24, 룻4:18~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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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6)을 낳고 헤스론은 람(7)을 낳고 1:4 람은 아미나답(8)을 낳고 아

미나답은 나손(9)을 낳고 나손은 살몬(10)을 낳고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11)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벱(12)을 낳고 오벱은 이새(13)를 낳고 1:6 이새는 다윗(14) 왕을 낳으니라 

다윗에서 바벨론포로기까지 다윗(15)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16)을 낳고 1:7 솔로몬은 르호보
암(17)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18)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19)를 낳고 1:8 아사는 여호사밧(20)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21)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22)를 낳고 1:9 웃시야는 요담(23)을 낳고 요담은 아
하스(24)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25)를 낳고 1:10 히스기야는 므낫세(26)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
(27)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28)를 낳고 

바벨론포로기에서 예수까지 1:11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29)와 그의 형제를 낳으

니라 1:12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30)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31)을 낳고 

1:13 스룹바벨은 아비훗(32)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33)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34)를 낳고 

1:14 아소르는 사독(35)을 낳고 사독은 아킴(36)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37)을 낳고 1:15 엘리웃은 엘
르아살(38)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39)을 낳고 맛단은 야곱(40)을 낳고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41)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42)가 나시니라 

1:17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역대상 1~3장 말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27 아브람 곧 아브라함 1:28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1:34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2:1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2:2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이더라...2:4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2:5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2:9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므엘과 람과 글

루배라 2:10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2:11 나손은 살마(살몬마1:4~5)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2:12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

은 이새를 낳았고 2:13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세째로 시므아와 2:14 네째로 느

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2:15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에서 바벨론포로기까지 2:15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3:5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

요...3:10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
이요 3:11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3:12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마1:8~9, 웃시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3:13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
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3:14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3:15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세째 시드기야와 네째 살룸이요 

바벨론포로기 시작할 당시 3:16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3:17 사로

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3:18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먀와 호사마

와 느다뱌요 3:19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므술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밋과...

룻기 4장

4:18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4: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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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을 낳았고 4: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4: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4:22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복음 3장 23절 - 예수로부터 하나님까지의 족보(모계)

예수에서 바벨론포로기까지 3: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심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

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장인, 마리아의 아버지)요 3:24 그 이상은 맛닷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3:25 그 이상은 맛다디아

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개요 3:26 그 이상은 

마앗이요 그 이상은 맛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섹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3:27 

그 이상은 요아난이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

은 네리요 3:28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앗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바벨론포로기에서 다윗까지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3:29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

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맛닷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3:30 그 이상은 시므온이

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아김이요 3:31 그 이상

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맛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3:32 그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3:33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3:34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

라함이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까지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3:35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벧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3:36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

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3:37 그 이상은 므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3:38 그 이

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2) 분열왕국 시대의 통치한 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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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다(BC 945~588년) 북이스라엘(BC 945~723년)

1 르호보암

1 여로보암2 아비야

3 아사

2 나답

3 바아사

4 엘라

5 시므리

6 오므리

7 아합

4 여호사밧
8 아하시야

9 요람

5 여호람(요람)

6 아하시야(여호아하스)

7 아달랴

10 예후

8 요아스 11 여호아하스

12 요아스
9 아마샤

13 여로보암 2세

10 아사랴(웃시야)

14 스가랴

15 살룸

16 므나헴

17 브가히야

18 베가
11 요담

19 호세아

12 아하스

BC 723년 앗수르 살만에셀 왕에게 멸망

13 히스기야

14 므낫세

15 아몬

16 요시야

17 여호아하스(살룸)

18 여호야김(엘리아김)

19 여호야긴(여고니야, 여고냐)

20 시드기야(맛다니야)

BC 588년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에게 멸망

 3) 유다와 요셉이 승계한 장자권의 비교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가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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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 열 두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지파가 

되었다. 순서로 보면 맏아들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성경은 르우벤은 장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한

다. 그러면 이 열 두 아들 중 과연 누가 야곱의 장자였으며, 또한 열두지파 중 어느 지파가 장자 지

파가 되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장자권 이양

야곱이 네 명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 레아의 시녀인 실바와, 라헬의 시녀인 빌하를 통해 낳은 아들들

은 열두명이다. 이 열두명이 아들을 서열 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르우벤 - 시므온 - 레위 - 유다 - 

단 - 납달리 - 갓 - 아셋 - 잇사갈 - 스불론 - 요셉 - 베냐민이다(창29:31~30:24).

 여기서 보면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를 야곱의 장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것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닌 넷째 아들인 유다를 장자라고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서 장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장자권은 인간의 생각

으로 맘에 드는 사람에게 이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자식일지라도 반드시 첫 번

재 자식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다. 왜냐하면 장자는 기력(氣力)의 시작이

라고 여겼기 때무이다(신21:15~17).

장자권 계승한 넷째 아들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장자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며 

구세주가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야곱의 예언을 기록한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라며, 유다가 모든 형제의 장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인 실

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창49:9~10).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열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모세가 임

종 직전에 축복한 신명기 33장에는 르우벤에 대한 축복은 빠진 채 네 번째였던 유다에 대한 축복이 

먼저 기록돼 있다.

 이렇게 장자로 인정받은 유다는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으로 예언됐고 신약시대

에 성취됐다. 역대상 5장 2절에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고 기

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마1:1~17).

 히브리서 7장 14절에도 “우리 주께서 유대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한다.

장자권 상실한 르우벤과 형제들

 둘째 아들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에는 율법을 초

월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곧 첫째 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을 뛰어넘는 사연이 있었

던 것이다. 

 먼저 야곱의 육신의 장자이며 기력의 시작이었던 르우벤은 그 서모인 빌하와 통간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됐다(창35:22). 그래서 야곱은 이 르우벤에 대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렵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

상에 올랐었도다”라고 예언했다(창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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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의식인 할례를 악용하여 세겜족속을 잔

혹하게 멸절시키는 집단 살인을 하게 됐다. 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장자권을 계승할 수 없었

고, 야곱의 임종시 축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되었다(창34:25~27).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창49:5~7).

 이처럼 장자였던 르우벤은 서모와의 간통죄로 장자권을 잃게 됐고, 둘재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해 살인죄를 범하므로,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했다. 야곱의 임종 직전에 

열두 아들에게 내린 축복과 저주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동적으로 

장자권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야곱의 축복과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를 볼 때 확실하다 하겠다(창49:8~12).

 뿐만 아니라 ‘유다’의 히브리어 ‘예후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으로, 감사하다, 찬양하다, 

축사하다 등을 뜻하는 동사‘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그 이름 뜻대로 찬양과 감사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유다이다. 이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 역시 수많은 악기와 악사를 토해 하나님을 찬양했

던 사람이다(대상13:8, 25:1, 대하9:11).

 결국 장자권을 이어받은 유다의 이름 뜻과 그 삶은 후손인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에 대한 예언까지 미리 보여주고 있다(창49:8, 마1:1, 9:27, 21:9, 22:42).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받을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장자라는 것을 암시한다(계

19:1~6).

요셉이 승계한 영적 장자권

예수께서는 사람의 육적 혈통이 아니라,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적인 맥을 통해 이 땅에 오

시는 분이다. 이와 관련해 역대상 5장에는 진정한 장자의 명분이 유다가 아닌. 열한 번째 아들인 요

셉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계승했다’는 말씀에 감춰진 

메시지는 무엇인가?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역대상 5장 1~2절)

 이 말씀에 의하면 장자 권은 유다가 아닌 열 한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참

고로 요셉의 히브리어는‘요쎄프’(ףיֹו)로 ‘그가 부하게 되다’의 뜻이다. 더하다, 증가하다, 크게하다, 부

하게 되다, 많아지게 하다 등을 뜻하는 동사‘야싸프’(ף)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런데, ‘족보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족보는 혈

통을 계승하는 장자를 중심으로 한 기록문서이다. 그래서 족보는 육의 혈통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되

는 것이다. 이렇듯 족보에는 마땅히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은 왜 기록되지 못하였다는 것인가?

요셉이 계승 받은 영적 장자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셉이 승계 받은 장자권은 보이는 육적 장자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장

자권이다. 다시 말해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는, 즉 족보를 초월한 멜기세덱과 같은 영맥을 계승하는 

장자권이므로, 혈통에 의한 족보에는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셉은 육적 장자권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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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다와 달리 영적 장자권을 계승해야 할 인물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에 의하면 야곱 다음으로 유다가 혈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요셉은 빠져

있다. 그렇다면 요셉이 영적 장자권을 승계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만이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다. 야곱의 4명의 처중 가장 사

랑받는 아내 라헬.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석녀(石女)였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2절 “하

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신고로”라는 기록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고, 이삭

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다. 곧 요셉을 제외한 열한 아들이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자식이었다면, 

요셉은 이삭처럼 기도를 통해 낳은 약속의 자식이었던 것이다(갈 4:28~29)

족보 초월한 요셉과 멜기세덱

영적인 장자권을 승계 받는 과정 때문에 요셉은 육적인 족보에서 빠져야만 했다. 야곱은 요셉이 낳

은 두 아들, 곧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의 항렬에 올려 놓는다. “내가 애굽으로 와

서 네게 이르지 전에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창 48:5). 야곱은 요셉이 멜기세덱처럼 메시아의 영적인 맥을 계승할 것을 깨닫고, 요셉을 

12아들 가운데서 빼버린 것이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지파와 요셉

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12아들의 후손들을 가리키게 된다. 단지 므낫세 지파를 요

셉지파로 기록하고 있다(민13:4~15).

 이렇게 요셉을 육적 족보에서 뺀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메시아의 육적 족보는 

육적 장자권을 승계한 유다를 통해 오신다. 하지만 메시아는 단순히 육적혈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

라, 영적 계통을 통해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 장

자권의 승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처럼 족보를 초월한 존재로 만든 것이다(히7:1~3)

영적 장자권인 요셉의 후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 족보에 포함시킨 후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

며”라고 창세기 48장 6절에 예언하고 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후 자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사실

상 보이는 차원에서 요셉의 혈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야곱이 말한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때,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요, 그 조부가 야곱으로 기록돼 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이 일치되고 있다(마1:2,16).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는 육적 족보에서 빠지고 영의 장자권을 계승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족보상으로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했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족보를 초월한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육적 장자의 혈통

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과 족보를 초월한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을 동시에 보여준다. 곧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

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요6:41~42, 7:14~17)

 4. 출애굽 성막 이동(42곳)과 예수의 탄생 족보(42대)

 중세의 성경주석학자들은 42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시나이로 가면서 머물렀던 마흔 두 

처소를 연결시킨다. 그래서 42는 영원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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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라고 보기도 한다. 또한 42는 부정적으로 심판의 수라고도 본다. 이 세상의 심판자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째 태어났고,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을 놀리던 아이들 중 42명을 암곰에 의해 

죽게 만들었다(왕하2:24).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는 망자들을 처리하는 심판관 42명이 나온다. 

  1) 성막과 예수그리스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성경

은 모세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실체로 비유하고 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시내 산에 

세 번째 입산하여 40일간 지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식양을 계시 받았다. 모세가 지

은 성막은 인간의 설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속의 계시를 담고 

있다. 즉 모세의 성막 구석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리워져 있다. 성막을 만든 치수와 재

료 등에는 하나님의 모형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성막 맨 앞에 있는 번제단과 제물은 그리스도

와 그의 십자가 상에서의 속죄를 상징한다. 번제단의 재료인 놋과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한다. 물의 특징은 정결케 하는 것으로 성막 안에 있던 물두멍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

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전의 일곱 가지의 등잔은 교회의 주

인 되시는 예수를 상징하며, 등잔의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등잔 앞의 진설병은 예수 그

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 온 산 떡으로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 것을 의미한다.

  2) 마흔 두 번의 이동과 42대손 예수

민수기 33장 말씀과 성막의 이동 42번

33:1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行伍)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33:5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1)에 진 쳤고 33:6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2)에 진 쳤고 33:7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3)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

에 진 쳤고 33:8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삼 일 길

쯤 들어가서 마라(4)에 진 쳤고 33:9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5)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 둘과 종

려 칠십 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 쳤고 33:10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 가(6)에 진 쳤고 33:11 홍해 가

에서 발행하여 신 광야(7)에 진 쳤고 33:12 신 광야에서 발행하여 33:13 돕 가(8)에 진 쳤고 돕가에

서 발행하여 알루스(9)에 진 쳤고 33:14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10)에 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33:15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11)에 진 쳤고 33:16 시내 광야에서 발행

하여 기브롯핫다아와(12)에 진 쳤고 33:17 기브롯핫다아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13)에 진 쳤고 33:18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릿마(14)에 진 쳤고 33:19 릿마에서 발행하여 림몬베레스(15)에 진 쳤고 33:20 

림몬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립나(16)에 진 쳤고 33:21 립나에서 발행하여 릿사(17)에 진 쳤고 33:22 릿

사에서 발행하여 그헬라다(18)에 진 쳤고 33:23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19)에 진 쳤고 33:24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20)에 진 쳤고 33:25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막헬롯(21)에 진 쳤고 33:26 

막헬롯에서 발행하여 다핫(22)에 진 쳤고 33:27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23)에 진 쳤고 33:28 데라에

서 발행하여 밋가(24)에 진 쳤고 33:29 밋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25)에 진 쳤고 33:30 하스모나에

서 발행하여 모세롯(26)에 진 쳤고 33:31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브네야아간(27)에 진 쳤고 33:32 브네

야아간에서 발행하여 홀하깃갓(28)에 진 쳤고 33:33 홀하깃갓에서 발행하여 욧바다(29)에 진 쳤고 

33:34 욧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30)에 진 쳤고 33:35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게벨(31)에 

진 쳤고 33:36 에시온게벨에서 발행하여 신 광야 곧 가데스(32)에 진 쳤고

33:37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33)에 진 쳤더라 33:38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십년 오월 일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33:39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일백 이십 삼세이었더라 33:40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

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33:41 그들이 호르 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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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쳤고 33:42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부논(35)에 진 쳤고 33:43 부논에서 발행하여 오봇(36)에 진 쳤

고 33:44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예아바림(37)에 진 쳤고 33:45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

(38)에 진 쳤고 33:46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디블라다임(39)에 진 쳤고 33:47 알몬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 앞 아바림 산(40)에 진 쳤고 33:48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41)에 진쳤으니 33:49 요단 가 모압 평지의 진이 벧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싯딤에 미쳤었더

라 33:50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3:5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42)에 들어가거든 33:52 그 땅 거

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고 

33:53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모세의 성막은 그 여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한다. 성막이 지어진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서 40년간 지내며 수많은 곳으로 옮겨 다녔다. 일반 여행자라면 애굽에서 요단 강까지 1주일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란 세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도달했다. 이스라

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옮겨 다니는 동안 그곳에서 마흔 한번을 진쳤고(민33:5-49), 요단 강을 건

너 가나안 길갈에서 마지막 마흔 두 번째 장막을 치면서 노정의 장막생활을 끝냈고(수4:19), 가나안

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길갈에서 숙곳으로 이동한 것을 첫 번째로 시작하여 

세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하여 요단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막

이 머무른 곳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제시된 41개 장소는 단순히 지명들의 열거는 아니다. 광야에

서 성막의 역사적인 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후 42대 만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 예

수께서 42대 만에 오셨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족보에 나타나 있다.

1~14 15~28 29~42

성막의 42번의 이동(민수기 33장)

1. 숙곳 15. 림몬베레스 29. 욧바다
2. 에담 16. 립나 30. 아브로나
3. 믹돌 17. 릿사 31.에시온게벨
4. 마라 18. 그헬라다 32. 가데스
5. 엘림 19. 세벨 산 33. 호르산
6. 홍해 가 20. 하라다 34. 살모나
7. 신 광야 21. 막헬롯 35. 부논
8. 돕가 22. 다핫 36. 오봇
9. 알루스 23. 데라 37.이예아바림
10. 르비딤 24. 밋가 38.디본갓
11. 시내광야 25. 하스모나 39.알몬디브라다임
12. 기브롯핫다아와 26. 모세롯 40.아바림 산
13.하세롯 27. 브네야아간 41.모압평지
14. 릿마 28. 홀하깃갓 42. 가나안

 

1세대 2세대 3세대

가나안 언약시대 왕정과 성소언약 이방압제와 메시아

1.아브라함 1.다윗 1.여고냐
2.이삭 2.솔로몬 스알디엘
3.야곱 3.르호보암 스룹바벨
4.유다 4.아비야 아비훗
5.베레스 5.아사 엘리아김
6.헤스론 6.여호사밧 아소르
7.람 7.요람 사독
8.아미나답 8.웃시야 아킴
9.나손 9.요담 엘리훗
10.살몬 10.아하스 엘르아살
11.보아스 11히스기야 맛단
12.오벳 12므낫세 야곱
13.이새 13.아몬 요셉
14.다윗 14.요시야 14.예수

  3) 의도된 42의 수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혼으로 만들기 위해 족보를 의도적으로 기록했다. 

저자는 예수의 족보를 셋으로 나누고 각 단락마다의 대수를 14대로 통일시키기 위해 여럿을 족보에

서 누락시켰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해 기록했다(마1:1-17).구약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와 비교할 때 

요람과 웃시야 사이의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대상3:11-12)가 의도적으로 빠졌고 다윗왕은 중복 기

록됐다(마1:11-12). 마태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말하기 위해 다윗의 히브리어 자음의 숫자적 가

치에 따라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눴다고 보고 있다.

 마태복음 저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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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터바벨론으로 이거까지14대, 바벨론 이거 이후부터 예수까지 14대라고 기록했다. 42란 수가 의

미하는 것은 14×3(7×2×3)이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14란 수가 ‘거룩한 완전의 

양적인 수’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의 족보를 따져보면 41대로 계수된다. 마태복음

의 저자는 예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일까? 광야 생활이 

구속사의 여정이라면 가나안 입주는 천국 입성을 의미한다. 

 광야에서 마흔 한번을 진친 후 가나안에서 마지막 마흔 두 번째 진을 친 것은 아브라함의 42대인 

예수를 통해 구속사의 여정이 마무리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으로 예수

의 완전한 구속사역은 다음을 기약해야만 했다. 마태복음 저자의 실수는 어쩌면 의도됐을 수도 있다. 

예수가 본래 42대만에 오셔야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예수가 41대만에 오신 것으

로 기록하고, 마지막 42대는 그를 믿는 성도를 통해 마지막 때에 재림 주에 의해 실현 될 것을 암시

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