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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오류들에 대하여 연대기와 성

경말씀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성경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말인가???

사도행전 7장 4절의 스데반의 설교가운데 나타나는데 1)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가 죽었을 

때 하란을 떠났다고 설교했으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부친 데라가 살아있을 당시인 75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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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46:27) 이라고 말해

준다. 3) 7장 15-16절에 '야곱과 그 조상들이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

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고 설교했다. 그러나 구약은 아브라함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가 모두 유다 지역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으며, 그 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밭과 함

께 사서 자기들의 장지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창49:29-33, 50:13-14). 그리고 세겜에 있는 땅은 야

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금 일백으로 산 땅이었다(수24:32). 그 땅에는 요셉만 묻히게 되었다.1)

이러한 스데반 집사 설교의 오류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1절

사도 바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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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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