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다의 마지막 때의 연대표 (고딕으로 된 것은 외경의 기록에 근거)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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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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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기야

Reiner Albertz의 코멘트 내 코멘트

609/608 등극 (1) 요시아의 죽음
(2) Neco가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데

려가고 이복형제인 여호야김(엘리
아김)을 왕으로 삼다.

메데-바벨론 연합군이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612년에 함락시켰다. 이후에 앗시리아의 잔존 세력들은 
앗시리아-이집트 연합군을 만들고 메데-바벨론 연합군
과 전쟁을 벌였다. 이집트는 이를 위해서 북진 중에 요시
아를 죽이고, 메데-바벨론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았다. 

608/607 1 여호야김이 11살에 왕위에 오르다 (왕
하 23:36).

607/606 2
606/605 3 예레미야의 성전 출입이 금지령.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

리에 기록 (바벨론왕이 유다를 멸망시킨다!) 여호야김
은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낸다 (렘36;45;46장).

605/604 등극 4 Carchemish전투(바빌론/메대-이집
트/앗수르)가 벌어지고 (렘 46:1) 바빌
론/메대가 승리
Nabopolassar사망, 느부갓네살(아들)
Nebuchadnezzar II이 등극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다 (단 1:1-5; cf. 대
하 36:6)
느부갓네살이 전쟁중에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바벨론
으로 귀환 

604/603 1 5 (1) 아쉬켈론이 멸망하다 (바벨론 연대
기). 

(2) 예레미야가 금식을 하다 (렘 36:9)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을 만한 
도시를 정복

603/602 2 6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봉신국가가 되다 
(왕하 24:24:1).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시돈을정복함

602/601 3 7
601/600 4 8 (1)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다 (

바벨론 연대기), 
(2)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키다 (왕하 

24:1,7)

모압, 두로, 시돈, 에돔 등 이웃 국가들과 반 바벨론 연
대 추진 (601/600)-이집트의 부추김
느부갓네살과 느고2세와의 전쟁은 무승부로 끝남

600/599 5 9 바벨론의 유다침공 반 바벨론 연대에 유다가 가입했거나, 유다가 가입할 가
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침공

599/598 6 10
598/597 7 11 (1) 여호야긴이 선왕이 죽은 후 3개월

간 잠시 왕위에 등극
(2) First Deportation (바벨론 연대기, 

렘 52:28; 왕하 24:12)

바벨론의 유다 침공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여호야
김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597/596 8 1
(원년?)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
로 등극 

596/595 9 2(1)
595/594 10 3(2) (1)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남 

(2) 이집트에서 Psamtik II가 파라오
가 됨 

594/593 11 4(3) 반(反)바벨론 공모가 예루살렘에서 일
어남 (렘 28:1).

하나냐

593/592 12 5(4)
592/591 13 6(5)
591/590 14 7(6) (1) Psamtik II가 Nubia를 침공

(2)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
누비아를 침공해서 승리한 이집트를 시드기야가 의지하
기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을 배반

590/589 15 8(7)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

589/588 16 9(8) (1) Psamtik II가 죽고, 유다가 포위되
기 시작함 (왕하 25:1).

588/587 17 10(9) 예루살렘이 함락 (겔 29:1; 31:1; 렘 
32:1)

587/586 18 11(10) Second Deportation (렘 52:29)

586/585 19 (11) Second Deportation (왕하 25:8; 렘 
52:12) 



포로기의 연대표 (고딕으로 된 것은 외경의 기록에 근거)

포로기는 과연 몇년에 걸쳐서 지속되었는가? 역대기에서는 539년(고레스왕 원년 스 1:1-3; 대하 36:22-23) 고레스가 귀환과 성전 재건
을 명령함으로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포로시대의 역사는 587-539=48년이다.  그런데, 포로기를 70년으로 
계산하는 전통이 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한 것이다. (렘 25:11-12; 29:10)

느부갓네살 고레스

562/561 43 느부갓네살의 사망(562)과 
Evil-Merodach의 즉위 (561)

Evil-Merodach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다니엘의 영향
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다인들에게 호감을 가
지고 있었다. 

561/560 여호야긴의 석방 (포로후 37년) 아윌 마르둑의 정치는 봉신국가들에게 자립을 더 많이 
마련해 주면서 군사침략이 아니라, 균형을 통해서 더 
많은 조공을 받으려고 하였다. 

560/559 원년 (1) Evil-Merodach의 암살
(2) 페르시아에서는 고레스(Cyrus)가 왕

위에 오름 

Nergal-sar-ezer (Evil-Merodach의 처남)에 의해서 암
살당함
Nergal-sar-ezer는 렘 39:3,13에서 유다를 침공한 장
군 중의 한 명이며, 예레미야의 석방에 힘쓴 사람이
었다.

556/555 4 Nabonadius의 등극
중간에 Negal-sar-ezer의 아들이 잠시 왕
위에 올랐으나 암살 당함 

벨사살(Belshazzar)은 Nabonadius의 아들로 나보나
디우스의 통치 기간중에 아버지와 함께 정치를 하였
다. 나보니드는 전쟁을 위해서 테마 Tema에 10년을 
체류하였고, 그 동안 벨사살은 본토를 다스렸다.

539/538 21 (1) 페르시아의 고레스(Cyrus)가 바빌론
을 멸망시킴
(2) 유다사람들을 귀환시킴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더럽힘으로 왕국의 
멸망이 계시되고, 다니엘이 이를 해석한다 (단5). 다
니엘은 왕국이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뉘어 질 것을 예
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