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사들의 시대는 몇년?
사사 이름 지파 성경구절 압제나라/왕 압제 재임

1 옷니엘 유다 3:7-11 메소포다미아 / 구산리사다임 8 40

2 에훗 베냐민 3:12-30 모압 에글론 (암몬,아말렉) 18 80

3 삼갈 ? 3:31 블레셋

4 드보라 베냐민 4:1-5:31 가나안 야빈 20 40

5 기드온 므낫세 6:1-8:28 미디안(아말렉) 7 40

6 돌라 잇사갈 10:1-2 23 23

7 야일 갓? 길르앗 10:3-5 22 22

8 입다 갓? 길르앗 10:6-12:7 암몬(블레셋) 18 6

9 입산 유다 12:8-10 7 7

10 엘론 스불론 12:11-12 10 10

11 압돈 ? 12:13-15 8 8

12 삼손 단 13:1-16:31 블레셋 40 20

사사들의 연대기사사기

압제를 당한 년수

최소 181년
사사들이 다스리던 년수 

최소 296년

사사들의 시대 총 햇수

최소 477년
ca.925/4년   이집트 파라오 시삭의 침공 (르호보암 왕 제 5년, 대하 12:1-2)

930/29년   르호보암의 즉위

970년   솔로몬의 즉위

40년의 솔로몬 통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사십 년이라" (왕상 11:42)

"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
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대하 12:1-2)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
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
라  (삼하 5:4-5)

1010년   다윗의 즉위

1050년?   사울의 즉위
삼상 13:1은 사울이 2년간 왕위에 있었다고 말한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한편 사도행전 13:21은 사울의 통치 기간을 40년이라고 한다. 그러
므로 사울의 통치기간은 최단 2년에서 최장 40년으로 볼 수 있다. 

1173년   가나안에 도착함 (여호수아의 나이 80세) 

ca.1213년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시절에 출애굽

1180년   람세스 3세(1184-1153 BCE)와 해양민족과의 전투

40년 광야생활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수 14:7)

사십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사십 일
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당담하지니 (민 14:33-34)

1143년   여호수아의 죽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의 경내 딤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이었더라 
(수 24:39-30)

사사 시대 약 10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