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호야긴의 8세인가 18세인가1)

Line 50, 유월절에 여호야립 제사반차: 율법 책을 발견하여 읽은 후에 그 땅을 정결케 하

는 일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은 수년간의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시

간이 지나간 후에 큰 유월절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요시야 치리 18년째에 있었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대하35:19). 여기서 하나의 분명한 본문의 변질(TEXTUAL CORRUPTION)

이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1) 먼저 왕들은 유월절 2주전인 아빕월 1일에 그들의 통치를 교대하는데 그러므로 율법

책을 발견한 것은 유월절이 있던 그 같은 해에 일어날 수 없다.

 2) 성전 재건공사는 큰 돌들과 서까래(rafter-연결용 목재와 대들보를 위한 목재)들이 요

구된다(대하34:10~11). 느혜미야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만 4년이 걸렸다. 헤롯은 성소를 

짓는데 9년이 걸렸고 성전을 완성하는데 15년이 걸렸다. 율법 책을 발견하고 유월절 절기 

행사를 지키는데 분명 수 년 간의 시간차가 발생했다.

 3)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유월절의 날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 이집트왕 느고는 

그의 통치 16년 치리 해에 앗수르를 돕기 위해 바벨론왕인 나보폴라사르과 전쟁을 하러 유

다지역에 왔다. 이 전투는 앗수르 제국이 멸망한 때의 전투였다. 

"20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

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

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21+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대하35:20~21) 

"애굽왕 느고는 아시아를 제패할 욕심이 있었기에 이미 앗수르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메대와 바벨론과 한판 승부를 걸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 너머로 진

군하기 시작했다"(유대고대사 10권 5장 1절)

 

니느웨는 BC 613년, 요시야 왕 29년에 멸망하였다. 요시야는 느고와 BC 611년에 마주하

게 되었는데 그 해에 죽었다. 두 연대 사이는 1년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18

년은 원래 28년이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표. 히브리어 - 22개의 알파벳 

 히브리어는 원래 문자에 숫자값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A=1, B=2, C=3인 것처럼 말

이다. 그러므로 글자를 통해 숫자 값을 매기다보면 한글자에 의해 10이상의 차이가 나는 실

1) 유진 폴스티히 저, 김명현, 양승원 번역, [성경연대기와 과학적연구방법], 성경과학연구소 2021, 
pp154-155, p96 참고 



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완벽한 예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고니야(=여호야긴과 동일인

물)의 나이에 관한 변질에 대한 것이다. 역대하 36장 9절에는 그가 8살에 왕이 되어 3개월

을 통치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그가 18세에 3개월을 통치하였다고 

말한다.

대하 36:9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을 치리하

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왕하 24:8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팔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9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

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열왕기하 24장 8절의 말씀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로 

그가 그의 퇴임 전에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헷(ח) 는 숫자 값이 8인데 숫자 

값이 10인 욛(י)가 빠지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서 18인데 8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요시야 왕 29년은 AM 3388년/BC 613년이 되며 이 해는 니느웨가 멸망

한 해가 되는 것이다. 여호야립의 첫 번째 제사장 봉사 순서는 그 해 아빕월 14일이었다.

성경력: AM 3388년 아빕월 10일(Abib 10)
줄리안력: -612년 04월 20일
그레고리안력: BC 613년 04월 13일
이집트 이동력: (03) Athyr 27
이집트 고정력: (10) Payni 05       EPOCH # 2
희년주기: #26 + 4년 (야곱이후)
희년주기: #17 + 18년(모세이후)
안식년주기: #115 + 4 (신명기 이후)
제사장 주기: 24 - 맛디야/ 1-여호야립

1,237,460일
1,493,634일
토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