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장들의 이름과 의미1) 

3) 노아까지의 족장들2)과 대홍수 연대3)

AM Add BC 이름 또는 사건 족장들 이름의 의미 말씀

0 0 4001 창조(Bara) Creation (무에서의 창조) 1: 1 

0 130 4001 01.아담(930) Adamah (Dust-완전한 흙 사람) 5: 3

130 105 3871 02.셋(912) Appointed one (예정된 자, 보상) 5: 6

235 90 3766 03.에노스(905) Mortal frailty (죽음을 가진 연약함, 인간) 5: 9

325 70 3676 04.케난(910) Smith (만드는 자, 소유) 5: 12

395 65 3616 05.마할할렐(895) God be praised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 5: 15

460 162 3541 06.야렛(962) Descent (하늘에서 온) 5: 18

622 65 3479 07.에녹(365) Dedication (예물로 헌신) 5: 21

687 187 3314 08.므두셀라(969) When he dies, Judgement (죽음 뒤 심판) 5: 25

874 182 3127 09.라멕(777) Conqueror (승리자, 강력한) 5: 28

1056 600 2945 10.노아(950) Rest (안식, 안위) 5: 29

1656 1 2944 홍수(Mabool) Flood (홍수 기간 365일, 방주 생활 371일) 7: 10

  창조 이후 족장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연

대도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아담(Adam: Dust)은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가인

과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Seth: Appointed One)은 ‘예정된, 예언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에노스(Enos: Mortal Frailty)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을, 게난

(Cainan: Smith)은 물건을 만드는 자, 마할랄렐(Mahalaleel: God be praised)은 ‘하

나님께서 기뻐하심’이라는 뜻을, 야렛(Jared: Descent)은 ‘하늘에서 내려온’, 에녹

(Enoch: Dedication)은 ‘헌신, 예물’이라는 뜻을, 므두셀라(Methuselah: When he 

dies, Judgement)는 ‘그가 죽음으로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이름에 내포하고 있다. 

연대를 잘 살펴보면, 아담 창조 이후 1656년, 므두셀라가 죽었던 해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 그의 나이가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것을 보면 인내하시는 하

나님을 볼 수 있다. 777세(3× 7× 37)를 살았던 라멕(Lamech: Conqueror)은 ‘이기

다, 승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노아(Noah: Rest)는 ‘안식, 쉼’이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이들 족장들의 의미를 유심히 살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이름들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신 것이다. 또한 포악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

처럼 미래에 메시야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을 족장들의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양승원, [성경과학파노라마], 성경과학연구소 2020, 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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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1.



5) 이후의 연대와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이후의 연대와 족장들의 이름이 가진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대홍수의 결과로 

그들이 첫 아이를 낳은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고, 수명도 아브라함 때에는 174세로 

이전보다 1/6 가량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줄어든 수명에도 불구하고, 족

장들의 이름 속에는 여전히 인류가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모습과 그들 속에서 구속

의 역사를 이끌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중 셈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는 홍수 이후 또 다시 암흑 속으로 나아가는 인류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

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AM 더함 BC 족장의 이름 의 미 말씀

1558 102 2443 셈 honor 명예, 명성 5: 32

1660 35 2341 아르박삿 settled region 영역 11: 12

1695 30 2311 셀라 missile 보냄을 받은 자, 던지다 11: 14

1725 34 2276 에벨 a region across 건너온 자 11: 16

1759 30 2242 벨렉 divide 나뉨, 분리, 분열 11: 18

1789 32 2212 르우 friend 친구 혹은 이웃 11: 20

1821 30 2180 스룩 tendril 넝쿨, 매우 단단한 힘 11: 22

1851 29 2150 나홀 nostrils 거친 숨을 내쉬다 11: 24

1880 70 2121 데라 delay 체류하다, 이주하다 11: 26

1950 100 2051 아브라함 Father 열국의 아비 21: 5

홍수 이후의 연대와 족장들의 이름의 뜻

  각 족장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셈은 ‘명예, 명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자신과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노아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아르박삿은 ‘영역’이라는 뜻을 갖

고 있으며, 이는 작은 민족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

님 나라의 영역으로 세우기 원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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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세상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18-20)

  아들인 에벨은 ‘건너서 계속 움직여 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는 

사명을 향해 장애물을 넘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벨렉

은 ‘나뉘다, 분리되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비록 그의 시대에 언어가 나뉘고 땅이 

나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름의 뜻처럼 그의 부모는 분명 신령한 도성에 정착

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를 원했을 것이다. 르우는 ‘친

구, 특별한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즉 친구와 

동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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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5: 15)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약 2: 23)

  스룩은 ‘넝쿨, 단단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성도를 강하게 붙잡으시는 하

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

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롬 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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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기까지의 모습을 나타내며, 충성된 자녀의 삶을 바라고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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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하는 모습과 함께 그로부터 분리하고 떠날 것을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

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으며, 그를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이스라

엘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 믿음으로 세상과 분리하고 사랑으로 세상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 1-2)

  이처럼 족장들의 이름은 분리의 역사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귀한 족보이

기에 더욱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4)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 32: 7)

4) 박윤식, 창세기의 족보(서울: 휘선, 2007), pp. 183-230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