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울의 통치기간 40년인가? 11년인가?!!! - 양승원(성경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울과 다윗의 통치는 연대기 학자들에게 혼동이 되어왔는데, 우선적으로 사울이나 사무엘이 얼마 

동안 다스렸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직접적인 진술이 구약에 없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다. 요세푸

스는 사울에게 20년을 할당하는데 사무엘과 함께 18년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2년으로 보지만

(ANT VI, xiv, 9), 신약성경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사울을 적어도 40년이나 그 이상으로 본다(행 

13:21). 초기 기독교 교부들 중의 하나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요세푸스를 따라 그를 20년으로 

보고 있다(ANF II, p. 328).1)

의심할 나위 없이 사울이 20년 동안 통치했다고 보는 견해는 법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까지 20년 동안 머물렀던 기럇여아림에 있었다는(삼상 7:2) 사실에 의해 확정될 수 있다. 즉 언약의 

법궤는 사울의 통치 동안에 방치되었던 것이다(대상 13:3). 엘리가 죽고 나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으

로 갔고, 그리고 나서 20년을 기럇여아림에 있었으며(삼상 7:2), 마지막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

오기 전에 3개월을 오벳-에돔이 있었다(대상 13:13). 엘리가 죽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의 죽음의 연대를 알 수 있으며(창조 후 2962년), 사무엘과 사울의 통치의 기

간을 결합하면 약 21년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울의 통치기간을 사사기의 기간(390년)과 왕상 6:1의 출애굽 이후 480년과 사울의 전쟁

들을 가지고 작업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다. 이 모든 자료들을 고려해 볼 때, 사울의 통치기간이 10년이

나 11년 이상을 통치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솔로몬은 그의 성전을 그의 4년인 출애굽 후 480년에(왕상 6:1) 건축했다. 다윗은 33년 동안 예루살

렘에서 다스렸고(대상 29:27), 따라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창조 후 2983년(2540 + 480 = 3020 – 4 = 

3016 – 33 = 창조 후 2983년)에 다스리기 시작했다. 다윗은 이스보셋(사울의 아들)이 죽었을 때(왕하 

4:7, 5:1)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이스보셋은 왕이 되었을 때 40세였고, 사울의 죽음 

후 2년을 다스렸는데, 결과적으로 사울은 창조 후 2981년에 죽었음에 틀림없다(삼하 2:10). 다윗은 창

조후 2983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즉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삼하 5:6).

그렇다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사십 

년 기간을 언급하는 부분은 연대기와 성경말씀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성경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말인가???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7장 4절의 스데반의 설교가운데 나타나는데 1)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

라가 죽었을 때 하란을 떠났다고 설교했으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부친 데라가 살아있을 당시인 75세

1) 유진폴스티히 저, 김명현.양승원 번역 [성경연대기와 과학적연구방법], 성경과학연구소 2021, p48 참고 



(데라는 당시 14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창11:26, 12:4). 2) 그리고 14절에서는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설교했지만 구약은 야곱의 가족 70명(창

46:27) 이라고 말해준다. 3) 7장 15-16절에 '야곱과 그 조상들이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

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고 설교했다. 그러나 구약은 아브라함 부부, 이

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가 모두 유다 지역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으며, 그 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자기들의 장지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창49:29-33, 50:13-14). 그리고 세

겜에 있는 땅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금 일백으로 산 땅이었다(수24:32). 그 땅에는 요셉만 

묻히게 되었다.2)

이러한 스데반 집사 설교의 오류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사울의 40년 기간은 또 어떠한가?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 우선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의 설교가 대부분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미

세한 숫자나 연대기, 지명 등에 있어서 세밀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

론 사울의 40년이 통치기간이 아닌 사울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기간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있겠지

만,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운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내막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성경의 무오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세밀하지 못한(?) 부분을 성경기록자가 

영감으로 수정하여 기록했다면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있는 그대로 그들의 설교를 

기록하는 것이 기록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의 무오성은 변함이 없어 보인

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한말들, 거짓말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것들을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기자들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경연대기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여도 성경기록은 여전히 정확하고 변함없이 사실이라는 

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도구들(연대기, 과학)이 성경의 무오성을 더욱 지지해 줄 것

이라 확신한다.    

2) 김근태 목사, 스데반 집사의 순교 설교 가운데 나타난 네 가지 실수, 기독일보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