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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산수(算數) 

부제: 창세기 11장 26절, 32절 및 창세기 12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서 발생하는 난제에 대한 설명 

 

이성흠 목사 

 

 

들어가면서 

근래에 창세기를 새벽예배와 수요예배에서 설교하면서, 최근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닮은 

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집중하면서, 본인이 간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의 비교이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평소에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나이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던 한 집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들으면서 미쳐 돌아보지 못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지면을 빌어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익명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난제를 향해 발을 내딛는다. 

 

난제는 무엇인가? 

먼저, 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각 절들을 확인해 보자. 

창세기 11장 26절은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것은 70세부터였음을 설명한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에 그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때의 나이를 75세로 밝히고 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이러한 숫자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만일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면, 데라는 145세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그 때를 놓고,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고 

사도행전 7장 4절(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에 언급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란에서 길을 나선 것이 된다. 그 때, 데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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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145세일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데라는 205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창세기 11장 32절의 

기록이 60년의 차이를 드러내기에, 종합적인 이해면에서 주춤하게 되명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난제에 대한 설명 

  이 난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들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설명은 

아래의 두 가지가 된다고 본다. 

 첫째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과 연관하여서 스데반이 사용한 성경이 사마리아식 

모세오경(The Samaritan Pentateuch)이었을 것이라는 전제와 함께 시작된다. 이 성경은 이 부분 곧, 

데라의 향년을 기록할 때 205세가 아닌 145세로 기록한다.1  그래서, 그 사마리아식 모세오경을 

읽었을 스데반은 그 계산에 따라,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설교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사마리아식 모세오경이 아닌 마소라 

모세오경(권위있는 구약본/ Masoretic Text, MT)에 기록되어 있는 “205세”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한 것은 성경본문이 달라서 그랬었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나이에 대한 산수(算數)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구약성경에서 "낳다(fathered,     ֹוֶלד  ַוי )"는 의미의 단어는 "낳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로 시작된다. 2 즉, 데라가 70세부터 아들을 낳은 것이지, 그 때, 세 명을 

한꺼번에 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낳았다”는 표현이 “낳기 시작했다”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예는 창 5:32 (노아가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가 된다. 

  그러한 이해에다, 한 가지를 더하면,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장남이 아닌 둘째나 막내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형제들을 기록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지 

않고 영향력과 나타남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여러 번 타나나기 때문인 것이다.  

                                                           
1 Wenham, Gordon J.: Word Biblical Commentary : Genesis 1-15. Dallas : Word, Incorporated, 2002 (Word Biblical 

Commentary 1), S. 274. Barrett, C. K.: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Acts of the 

Apostles. 2 v. : T&T Clark International; ill., 1 map, 2004, S. 342 

 
2Whitlock, Luder G. ; Sproul, R. C. ; Waltke, Bruce K. ; Silva, Moisš: Reformation Study Bible, the : Bringing the Light of the 

Reformation to Scripture :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 T. Nelson, 1995, S. Ge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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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순서를 정해서 기록되는 

경우에서, 그 둘 중에 형은 “므낫세”이다(창 41:51). 둘째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셈(Shem)”에 대한 설명이 차남과 삼남을 설명한 이후에 맨 뒤에 기록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순서가 항상 태어난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성경에 아브라함이 장남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막내로 볼 수도 있으며, 그렇게 

보면, 다른 두 형제 중, 하란과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들이었다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면, “하란”이 자기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갈데아우르에서 죽었고(창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죽기 전에 이미 자녀가 있었고,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로 표현되고 등장하는 “롯”이 있었다는 식의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형제이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에 머물렀던 “나홀”은, 

자기 형제이자 이미 갈데아우르에서 세상을 먼저 떠난 “하란”의 딸인, “밀가” 곧, 자기 조카와 

결혼해서 (창 11:29) 8명의 아들을 낳았고, 나홀의 첩인 르우마를 통해 4명의 아들을 낳아서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창22:20~24).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 중, 맨 앞 절인 20절에 “그대의 

동생”3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나홀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형이고 나홀이 동생인 

것처럼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형제”(  יָך ִֽ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אח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즉,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크게 

증폭시키는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아브라함이 장남이었다고 표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지지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4 그래서, 이 두 번째 

답변을 가지고 생각하건데, 설사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내용이 편안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가능한 답변인, 사마리아식 모세오경을 스데반 

집사가 사용했다는 설명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답변이 충분히 합리적이며 포괄적인 답변이 됨을 

알게 된다.   

 

 

                                                           
3 대부분의 한국어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 개정개정판은 “당신의 형제”로 올바르게 번역해 놓았다. 

 
4 Mathews, K. A.: Genesis 1-11:26. electronic ed. Nashville :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1, c1995 (Logos Library 

System;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A), S.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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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서 

우리는 위에서 매우 짧게, 4개의 성경구절(창세기 11장 26절, 32절, 창세기 12장 4절, 

사도행전 7장 4절)이 종합적으로 이해될 때, 어색하다고 여겨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에 대한 산수(算數)의 결과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이 사용한 성경(사마리아 모세오경)이 정통구약성경(마소라 

모세오경)이 아닌 약간의 변형이 있는 성경이었을 가능성을 놓고, 스데반의 이해는 충분히 

가능하고 사도행전 7장 4절의 설명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오늘 살핀 다른 3개의 

성경구절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낳다”는 표현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라, 막내일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보편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장남을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새롭게 아브라함의 나이와 세 아들 

중의 위치를 새롭게 이해할 때, 이 4개의 성경구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가끔씩,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의문이 생기는 경우를 만나고, 그럴 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피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성적인 이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예를 들자면, 오늘 내용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당연히 

장남이었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성경이 제시하는 순수하고 꾸밈없는 선언과 선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만나는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피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와 그 말씀을 기록하셨고 지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이해할 일이다.5 오히려 

그러한 시간이 여러모로 연약한 우리를 확신과 믿음의 견고함 위에 더욱 더 힘있게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5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