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집트에서의 400년 박해와 430년 거주기간 해석1)

1항. 이집트에서의 시간

1목. 탈무드의 연대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은 오직 다음의 두 진술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1)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창 15:13).

2)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사백 삼십년이라 사백 삼십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출 12:40-41). 

시간간격 2. 탈무드의 이집트에서의 시기 

이들 두 외견상으로 상충하는 진술들을 해명하려는 탈무드의 시도는 문제를 해명하는 데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사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랍비는 400년을 이삭의 출생으로부터 계산한다. 

만약 우리가 430년을 출애굽으로부터 뒤로 돌아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5년 전의 

연대에 도달할 것이다. 이삭은 아브람이 하란을 떠난 후 25년에 태어났고, 따라서 심각한 모순이 

존재한다. 더욱이 이삭이 이스마엘을 넘어 선택 받았다는 것이 참인 만큼 그는 가나안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 둘째로 우리가 아는 한 그(이삭)는 압제를 

당하지 않았다. 셋째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야곱의 

자녀들은 모두 그러했는데, 야곱의 출생을 이삭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2목. 성경적인 이집트에서의 시기(성경과학연구소 입장):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자손들에게서 

성취되고 일정한 400년의 시련을 포함하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 그는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었다. 어느 자손을 의미했는가? 그에게는 야곱 이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태어난 순간에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것과 그 계산이 그 순간에 

시작되었다고 제안한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고려하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사 66:8),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출 4:22),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신 33:4),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사 41:8).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족은 야곱이 태어났던 

그날 후 430년에 이집트를 떠났다.

1) 유진 폴스티히 저, 김명현, 양승원 번역, [성경연대기와 과학적연구방법], 성경과학연구소 2021, pp13-14, 
p96 참고 



시간간격 3. 이집트에서의 400년과 430년 

요셉이 취임했을 때(창 41:46) 30세였고,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들었다. 그 형제들은 흉년의 

제 2년에 처음으로 이집트로 갔고, 따라서 흉년의 제3년에 요셉이 40세였을 때(창 45:6) 야곱이 

이집트로 왔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이집트에서 70년 동안 좋은 대접을 받았다(창 47:9). 그리고 

나서 70년의 번영이 있었다. 만약 출애굽이 야곱의 출생 이후 430년에 일어났다면, 이집트에서의 

시기는 300년이었다. 요셉의 죽음과 출애굽 사이의 시간은 230년의 핍박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이후 40년 여호수아의 때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경연대기 연구소(CHIR)에서 주장하는 400년과 430년 

g. 이집트에서의 400년간 박해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

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창세기 15장 12-13절)

 아브람은 그가 그의 자손들이 400년간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사

로잡히게 되었다. 이전에 Part 1에서 증명한 것처럼 이 400년이란 기간은 야곱의 출생과 함께 시작되

고 이후 470년이 지난 뒤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였던 때에 끝이 난다. 이러한 470년이라

는 기간이 나온 이유는 70년간 요셉이 통치했던 평화로운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아브람의 생

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평화로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