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노아가 본 하늘과 홍수기간 1)

 창세기 7~9장을 근거로 만든 도표에서처럼 노아의 대홍수는 천지의 창조이후

부터 1656년째 되던 해 Ziv월 17일에 깊음의 샘이 터지고 궁창이 터져 비가 내린 이후

로 시작되어 365일째 되는 날인 AM 1657년 Ziv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 방주에 있

었던 기간은 일주일을 더하게 되어 371일이 된다. 방주에서 나온 3일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색깔의 무지개는 약속의 징표였다. 그 당시 노아가 본 하늘은 일식과 

무지개가 결합된 특별한 하늘로 앗수르의 홍수설화에 인용된 말을 보면 “니쉬르 홍수 

이후 이쉬타 여신은 하늘의 남신이 만들어준 큰 장신구를 높이 쳐들었다”에서처럼 하

늘은 특별한 하늘을 보여준다.

홍수 연대와 방주 안에서의 기간 표2) 

히브리력 그레고리안력 기간1,2 사건 말씀

AM 1656년 Ziv 10 BC 2345년 05월 07일(일) 0 방주에 들어감. 창7:10

Ziv 17 05월 14일(일) 7 1 비가 내리기 시작 창7:11

Ethanim 17 10월 09일(월) 155 149 방주가 아라랏 산에 도착. 물이 감하기 시작. 창8:4

Tebet 1 12월 20일(수) 227 221 산들의 봉우리가 보임 창8:5

Shebat 10 BC 2344년 01월 28일(일) 266 260 까마귀와 비둘기와 감람 새 잎사귀. 창8:6

AM 1657년 Abib 1 03월 19일(월) 316 310 방주 뚜껑을 제침 창8:13

Ziv 27 05월 13일(일) 371 365 땅이 마르고 창8:14

Ziv 28 05월 14일(월) 방주 밖으로 나오기를 명령, 나옴 창8:16

Ziv 30 05월 16일(수) 일식현상이 관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 창8:20

표 1 홍수 연대와 방주 안에서의 기간

그림 1 홍수이후 방주에서 나온 뒤 제사를 드리던 날의 하늘과 일식현상의 관찰

1) 양승원, [성경과학파노라마], 성경과학연구소 2020, 12장 참고 
2) E.W.Faulstich, [Bible Chronology and The Scientific Method], Chronology book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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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브라함이 본 하늘과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던 해인 AM 2049년에 할례를 받는다. 같은 해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당시의 하늘을 살펴보면 AM 2049년 7월(에타님 월) 29

일(BC 1952년 10월 29일 금요일)에 일식이 있었다. 이 때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을 때와 롯이 소돔 성을 떠났을 때의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추정된다(창19:23). 이 당시의 일식현상은 소돔 성이 파괴되는데 큰 도구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일식과 월식현상 때 (삭과 망 때 일어남)에 인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림 2 소돔과 고모라 때의 아브라함이 본 하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