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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아담에서 모세까지
연대는 추정한 것이다.

아담(930세)

셋 (912)

에노스 (905)

사건 성구 설명

7 조성, 창 

14:25~40;  

앨 13:14~19

멜기세덱과 살렘 성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즉 

변화되었다.(안내, “멜기세덱”, “살렘”, “셈”, 74, 127, 146쪽 

참조)

8 창 18:16~19:29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어 사악한 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 (안내, “고모라” 및 “소돔”, 22, 146쪽 

참조)

9 창 23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헤브론에 묻혔다.(안내, 

“사라” 및 “헤브론”, 119, 297~298쪽 참조)

10 창 25:19~28:22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두었다.(안내, 

“야곱”, “에서”, “장자의 명분”, 183, 189, 248쪽; Bible 

Dictionary[BD], “Edom”, 660쪽 참조)

11 창 28:10~35:29 야곱이 결혼하고, 아들 열둘과 딸 하나를 두었으며,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다.(안내, “아브라함의 성약”, 

173~174쪽 참조)

12 창 37장 요셉이 본 시현과 생득권으로 받은 장자의 축복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렸다.(안내, “요셉”, 

218~219쪽 참조)

사건 성구 설명

1 창 4:1~16;  

모세 5:16~41

가인이 질투심과 탐욕으로 아우 아벨을 죽였다.(경전 

안내서[안내], “가인” 및 “아벨”, 3, 172쪽 참조)

2 교성 107:53~57 아담은 죽기 3년 전에 의로운 후손을 모아 축복을 주었다. 

(안내, “축복사”, 273쪽 참조)

3 창 5:24; 모세 

7:18~23, 68~69

에녹과 시온성은 365년 동안 의롭게 생활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즉 변화되었다.(안내, “시온” 및 “에녹”, 

157~158, 187~188쪽 참조)

4 창 6~8장;  

모세 8장

사람들이 간악했기 때문에 지구가 홍수로 침례를 받아 

정결하게 되었으며, 노아와 그 가족만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안내, “노아” 및 “방주”, 47, 93쪽 참조)

5 창 11:1~9;  

힐 6:28;  

이더 1장

바벨탑이 지어지고,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으며, 야렛 

백성이 미대륙을 향해 떠났다.(안내, “바벨, 바벨론”, 89쪽 

참조)

6 창 11:27~12:9; 

아브 1:1~2:20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여행하고 신성한 부름과 

성약을 받았다.(안내, “아브라함” 및 “아브라함의 성약”, 

172~173, 173~1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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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구 설명

19 수 1~12장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했다.(안내, “여호수아” 및 “여호수아서”, 193쪽; Bible 

Map 2 참조)

20 이더 1~2장 바벨탑 시대에 야렛인의 언어는 혼란하게 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대륙을 향해 떠나도록 명하셨다.

21 이더 3장 야렛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22 이더 6장 야렛 백성이 미대륙에 도착했다.

23 이더 8:4~19 에이키시가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

24 이더 9:14~22 이머는 기름 부음받은 왕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25 이더 9:30~35 큰 흉년과 독사들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 앞에 겸손해졌다.

사건 성구 설명

13 창 42:1~47:12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하여 고센 땅에 

정착했다.(안내, “애굽”, 179~180쪽; BD, “Goshen”, 682쪽 

참조)

14 출 1~2장 야곱의 후손(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속박되었다.(안내, 

“애굽”, 179~180쪽 참조)

15 출 3~4장 모세가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안내, “모세” 및 “바로”, 79~80, 89쪽; BD, 

“Burning Bush”, 627쪽 참조)

16 출 5~14장 주님께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 손에서 

구해내셨다.(안내, “출애굽기”, 274~275쪽 참조)

17 출 19~40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지었다.(안내, “모세의 

율법”, “성막”, “시내 산”, “십계명”, “언약궤”, 80~81, 

138~139, 156, 165, 186~187쪽; Bible Map 2 [1999년 판] 

참조)

18 민 10~32장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이 보고한 올바른 정보를 거부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안내, “갈렙”, 7쪽; BD, 

“Wilderness of the Exodus”, 789쪽; Bible Map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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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모세에서 
솔로몬까지
연대는 추정한 것이다.

사건 성구 설명

26 수 13~21장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BD, “Palestine”, 

740쪽; Bible Map 3 참조)

27 삿 3:12~30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8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안내, “모압”, “사사기”, 81, 125쪽; BD, 

“Ehud”, “Judges, The”, 661, 719~720쪽 참조)

28 삿 4~5장 야엘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고, 드보라와 바락이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안내, “가나안”, 

“드보라”, 1, 61쪽; BD, “Jael”, 709쪽 참조)

29 삿 6~8장 기드온이 소규모 군대로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안내, “기드온”, 40쪽; BD, 

“Midianites”, 732쪽 참조)

30 삿 11~12장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6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BD, “Ammon” 및 “Jephthah,” 607, 

711쪽 참조)

31 삿 13~15장 삼손이 블레셋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고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안내, “블레셋”, 

“삼손”, 114, 128쪽; BD, “Nazarite”, 7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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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하 역대상사무엘상

사건 성구 설명

32 룻 1~4장 룻이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했다.(안내, “룻”, “보아스”, 66, 99쪽; 

BD, “Levirate Marriage”, 724쪽 참조)

33 삼상 1~3장 엘가나와 한나가 그들의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바쳐 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다.(안내, “사무엘”, “한나”, 

124~125, 293~294쪽 참조)

34 삼상 8~10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였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안내, “사무엘”, “사울”, 124~125, 125쪽 

참조)

35 삼상 13~16장 사울이 주님께 불순종했고, 사무엘은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안내, “다윗”, 54~55쪽 참조)

36 삼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안내, “골리앗”, 23쪽 참조)

37 삼상 24장; 

26장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 왕을 살려주었다.(안내, 

“기름 붓다”, 41쪽 참조)

38 삼상 31장 블레셋과 벌인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잃었다.(안내, “요나단”, 217쪽 참조)

39 삼하 5장; 

8~10장

다윗이 정복 활동으로 이스라엘 국경을 확장했으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안내, “다윗”, 

“예루살렘”, 54~55쪽, 205~206쪽; BD, “Palestine”, 740쪽; Bible 

Map 4 참조)

사건 성구 설명

40 삼하 11~12장 다윗이 우리야를 전선에 내보내어 전사하게 한 후 밧세바와 

결혼했다. 선지자 나단은 주님의 책망을 전했다.(안내, “나단”, 

44쪽 참조)

41 삼하 15~18장 부친 다윗에게서 왕국을 빼앗으려 한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BD, “Absalom” 및 “Joab”, 602, 713쪽 참조)

42 왕상 1~2장 솔로몬은 형제 아도니야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안내, “솔로몬”, 149~150쪽; BD, “Adonijah”, 604쪽 

참조)

43 왕상 5~8장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헌납했다.(BD, “Temple of 

Solomon”, 782~783쪽 참조)

44 왕상 11장 솔로몬이 결혼을 여러 번 하면서 마음을 돌려 우상들을 

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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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구 설명

45 왕상 12장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반역이 

일어났고, 그 결과 르호보암은 유다 왕국만을 다스리게 

되었다.(안내, “르호보암”, “유다 왕국”, “유대인”, 66~67, 226, 

227쪽 참조)

46 왕상 14:25~26 르호보암 통치 시절에 애굽의 바로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다.(안내, “바로”, 89쪽; BD, “Shishak”, 774쪽 참조)

47 대하 14~16장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스(에티오피아) 왕국을 

물리쳤다.(안내, “아사”, 174쪽; BD, “Ethiopia”, 614쪽 참조)

48 왕하 11~12장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서 도움을 받아 백성들이 

여호와를 다시 예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했다.(BD, “Jehoiada”, 710쪽 참조)

49 왕하 16장 아하스가 이사야의 예언적 권고와는 반대로 앗수르와 

동맹을 맺었다.(안내, “이사야”, 237~238쪽; BD, “Ahaz”, 

“Tiglath-pileser”, 605, 785쪽 참조)

50 왕하 18~20장; 

사 37~39장

이사야가 앗수르 군대와 벌일 전투에 관해 히스기야 왕에게 

권고했다.(안내, “이사야”, “히스기야”, 237~238, 305쪽; BD, 

“Sennacherib”, 771쪽 참조)

51 왕하 19:35~36; 

사 37:36~37

하나님의 천사가 185,000 명 규모인 앗수르 군대를 멸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면했다.(안내, “앗수르”, 179쪽 참조)

사건 성구 설명

52 왕하 21:1~18 므낫세가 이사야를 비롯하여 주님의 여러 선지자들을 

죽이고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BD, “Manasseh” 및 

“Molech”, 728, 733쪽 참조)

53 왕하 

22:1~23:28

요시야가 성전을 복원하고 사람들에게 경전을 읽어 주었다. 

(안내, “요시야”, 219쪽; BD, “High Places”, 702쪽 참조)

54 왕하 23:29~37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물리칠 때까지 애굽의 바로 느고와 

그의 군대가 유다를 다스렸다.(안내, “바로”, 89쪽; BD, 

“Necho”, 738쪽 참조)

55 렘 37~38장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스렸다. 예레미야가 투옥당했다. 

(안내, “느부갓네살”, “예레미야”, 49, 204~205쪽 참조)

56 대하 36:11~12; 

니전 1~2장

예레미야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쳤다. 

리하이는 미대륙을 향해 떠났다.

57 왕하 24:1; 렘 

46:2; 단 1:1~6

첫 번째 유대인 무리가 바벨론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안내, “다니엘”, 53~54쪽 참조)

58 왕하 24:10~16; 

겔 1:1~3

두 번째 유대인 무리가 바벨론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안내, “분산”, “에스겔”, 112~113, 189쪽 참조)

59 왕하 25장;  

렘 39장

세 번째 무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다.(안내, “시드기야”, 156쪽; BD, 

“Captivities of the Israelites” 및 “Diaspora”, 631, 657쪽 

참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



이스라엘 왕국
사건 성구 설명

67 왕상 11~14장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의 권고를 거스르고 단과 벧엘에 우상을 세웠다.(안내, 

“여로보암”, 192쪽; BD, “Ahijah”, “Israel, Kingdom of”, 605, 

708쪽 참조)

68 왕상 17장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맞섰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악한 

제사장들과 대적했다.(안내, “아합”, “엘리야”, “이세벨”, 175, 

191~192, 238~239쪽 참조)

69 왕하 2:1~18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선지자의 외투가 엘리사에게 

건네졌다.(안내, “엘리사”, “천사”, 191, 270~271쪽 참조)

70 왕하 5장 엘리사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병에서 치유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안내, “나아만”, 45쪽; BD, “Syria”, 778쪽 참조)

71 왕하 6:1~23 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를 보호해 주었다.(안내, 

“천사”, 270~271쪽; BD, “Dothan” 및 “Syria,” 658, 778쪽 참조)

72 왕하 9~10장 예후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 숭배를 근절시켰다.(안내, 

“바알”, 89~90쪽 참조)

73 왕하 14:8~16 요아스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유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들을 탈취했다.

74 왕하 14:25; 

요나 1~4장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 백성에게 가르쳤으며 백성들이 

회개했다.(안내, “니느웨”, “요나”, 50, 217쪽 참조)

75 왕하 15:1~31; 

17장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인들에게 

끌려가고 이른바 “잃어버린 열 지파”가 되었다.(안내, “앗수르”, 

179쪽; BD, “Captivities of Israelites” 및 “Israel, Kingdom of”, 

631, 708쪽; Bible Map 5 참조)

몰몬경
사건 성구 설명

76 이더 11:1~13 선지자들이 야렛 백성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7 니전 18:23~25 리하이와 그 가족이 미대륙에 도착했다.

78 니후 5장 니파이 백성이 레이맨 백성과 나뉘어졌다.

79 야곱 1:9 니파이가 세상을 떠났다.

80 야곱 7:27 야곱이 이노스에게 기록을 넘겨주었다.

81 이노 1:25;  

예이 1:1

연로한 이노스가 아들 예이롬에게 기록을 넘겨주었다.

학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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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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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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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구 설명

60 렘 39:1~7; 옴 

1:15; 모사 25:2; 

힐 8:21

뮬레크가 미대륙을 향해 떠났다.

61 단 2장; 7~12장; 

겔 1~3장; 

33~48장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자신의 백성과 

그리스도, 후일에 관한 시현을 받았다.(안내, “다니엘”, 

“에스겔”, 53~54, 189쪽; BD, “Abomination of Desolation”, 

601쪽 참조)

62 대하 36:22~23; 

스 1장

바사(페르시아)를 통치하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했으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안내, “고레스”, 22쪽; BD, “Persia”, 749쪽; Bible Map 7 참조)

63 스 2~6장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안내, “스룹바벨”, 152쪽; BD, “Temple of 

Zerubbabel”, 783~784쪽 참조)

64 에 1~8장 에스더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몰살을 면했다.(안내, “에스더”, 189쪽; BD, 

“Ahasuerus”, “Haman”, 605, 698쪽 참조)

65 느 2~6장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안내, “느헤미야”, “예루살렘”, 

49~50, 205~206쪽; BD, “Sanballat”, 769쪽 참조)

66 느 8~10장 에스라가 율법서를 백성들에게 읽어 주고, 성약 안에서 

결혼할 것을 권고했다.(안내, “서기관”, “에스라”, 133, 

189~190쪽; BD, “Artaxerxes”, 614쪽 참조)

바벨론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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