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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상상세계 사전ㆍ

( )神話 想像世界 辭典ㆍ

제 권 기독교와 레반트12

일러두기

이 글을 제가 여기저기의 글을 편집해서 만든 신화 상상세계 사전의 열두 번째 부분입니다 유.ㆍ

교 기독교 및 레반트 지역의 신화와 전설을 모았습니다 레반트라는 용어는 아직 우리에게 낯선 용.ㆍ

어인데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같은 동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기독교가 유럽 문명의, .ㆍ ㆍ

중심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어 자료는 무진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신화들이 이.

해를 돕는 사진을 구하기 힘든 반면 이곳에서 쓰일 사진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힘들 지경입니,

다 성서 속의 인물들에 한 설명은 현재에 미치는 향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편인데 양이 너무. ,

방 해서 한꺼번에 다 보충할 수 없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지역을 집어넣어 구별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책이름은 에 넣고 잡지나 신문[ ] . ,『 』

등 기타는 에 넣었습니다 표기는 아직 전체적으로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 」

번역과 공동번역의 표기를 뒤섞여 있습니다 차후에 공동번역 표기로 바꿀 예정입니다. .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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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Gabriel) 히브리 기독교 이슬람 천사 가운데 하나 뜻은 신은 전지전능하다[ , , ] . “ ”.

미카엘과 함께 천사에서 천사라고 말한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다7 . 「

니엘서 와 누가복음 에만 나타난다 탈무드(8:16, 9:21) (1:1, 1:26) .」 「 」 『 』

에서 그는 신의 보좌 둘레에 있는 미카엘 라파엘 우리엘과 함께 네 명의, ,

천사들 가운데 한 명이다.

누가복음 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즈가리야에게 알렸고 예수의,「 」

탄생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알렸다 지금도 히브리어 기도서에 나타나는 그의.

명칭은 기독교 전설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밤에 잠들기 전에 사람들이 입으

로 읊조렸다 탈무드 에서 아담이 결혼할 때 미카엘과 함께 신랑의 들러. 『 』

리로 행동한다 가끔 교구를 방문하는 하느님의 사절이 되기도 한다 그는. .

로마의 터전 위에 진흙 둑을 쌓았다고 한다 천사들이 자연력을 지배하게 될.

때 그는 불을 다스렸다.

가브리엘은 이슬람교에서도 천사의 한 사람으로 코란에 의하면 무함4

마드를 괴수 알보라크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 .怪獸

가스파르드
(Gaspard/Gaspart)

히브리 동방박사의 하나 그리스 아테네 태생으로 클레안테스[ ] .

의 아들(Cleanthes) .

가펜(Gapen) 카나안 페니키아 바알의 조수 뜻은 과수원[ , ] . “ ”.

간 에덴(Gan Eden) 히브리 에덴동산 동산을 가리킬 때 쓴 히브리어 이 울타리를 치다[ ] . gan “ ,

보호하다 를 뜻하는 동사 에서 나왔다 의 뜻은 담으로 둘러싼” ganan . gan “

뜰 이나 울타리를 친 공원 이다” “ ” .

기원전 세기 유 인 여명이 구약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다3 70 .1) 이 번

역판에서 동산 을 파라데이소스 풀밭 라는 낱말로 옮겼다“ ” “ (paradeisos, )” .

이 말은 고 페르시아어 파이리다에자 에서 유래했고 나중에“ (pairidaeza)” ,

어 의 어원이 되었다paradise .

여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셉투아긴타 라고 한다1) 70 (Septuaginta) .

갈보리(Calvori) 히브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예루살렘 교외의[ , ]

골고다 언덕 라틴어 에서 유래하여 칼보리아 라고 한다. calva , (calvoria) .

갓(Gad) 기독교 이스라엘의 선지자[ ] .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모압 왕에게 의탁해 있

을 때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했다, .

게루빔(Cherubim/Cherub) 히브리 천사의 제 계급 게루빔은 복수형이고 게룹이 단수형이지만 일[ ] 2 . ,

반적으로 복수형을 많이 쓰고 지품천사 라고 번역한다 게룹이라는( ) .智品天使

낱말을 바빌로니아어 카리부 에서 유래했다“ (Charibu)” .

게루빔은 지식을 맡고 있으며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에덴동산에서 인간들.

이 쫓겨난 다음 동산의 동쪽을 지키게 되었다 성경에서 그룹 으로 옮기고. " "

있다.

유태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게루빔에게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그

모습은 인간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았다고 한다 게루.

빔은 신성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며 성스러움과 문지방의 수호자다 테트라모.

수태고지를 하는 가브리엘
보디첼리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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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서의 게루빔은 낙원 의 중심을 지키는 명의 신적 존재(tetramorphs) " " 4

중 하나이며 신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다 창세기. (

3:24)

게루빔은 황소 황소자리 사자 사자자리 독수리 전갈자리 인간 물병자( ), ( ), ( ), (

리 을 연결시킨다 이 명은 원소 지의 네 귀퉁이 그리고 기독교에서) . 4 4 ,

는 복음서를 쓴 사람들을 상징한다 게루빔은 계급으로 나뉘는 천사 중에4 . 9

서 가장 높은 세라핌 의 다음 계급이다 문장에서 게루빔은 한 쌍(Seraphim) .

의 날개 적인 성질 사이에 어린 아이의 얼굴 청순과 묵 로서 그려진다 야( ) ( ) .

훼는 게루빔의 윗자리에 계신다 사무엘 상 예루살렘 신전의 지성소' ' . ( 4:4)

가운데에 있는 왕좌에는 두 명의 게루빔이 좌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천사의,

날개로 왕좌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겟세마네(Gethsemane) 히브리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 뜻은 히브리어로[ ] .

기름짜기“ ”. 예수 그리스도가 종종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한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처형당하기 전날 마지막 기도를 올린 장소로 유명하다 마, . (

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26:36, 14:32, 22:44)

이곳에는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가 많으며 수령, 1,000

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도 그루나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둘레가8 ,

에 이르는 것도 있다 번민하며 최후의 기도를 하 다는 바위 위에는7.3m .

만국교회가 세워졌다.

골고다(Golgotha) 히브리[ ]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예루살렘 교외의 언덕.

신약성서 에서는 갈보리라고도 한다 뜻은 머리 또는 해골 라틴어. " " " ".『 』

에서 유래하여 칼보리아 라고 한다 이 언덕의 모양이 해골과calva , (calvoria) .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다고 하는 전설 때문이기,

도 하다.

헤롯 왕이 세운 제 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벽 밖에서 책형 기둥, 2 (

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던 형벌 이 행해진 것은 확실하나 요한) ( 19:2),

그 성벽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갈바리아라는 말은 지명에서 발전하. ,

여 명의 사형수와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책형 모형 또는 마리아와3 ,

요한의 상 을 좌우에 배치한 그리스도의 책형 그림을 가리킬 때도 있다( ) .像

골렘(Golem) 히브리 왕의 폭정에 괴로워하던 유태인들은 수호신으로서 거 한 진흙[ ]

인형을 만들었다 이 인형에게 악마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왕에게 맞선 것이.

골렘이다.

중세 유럽에서 골렘은 전설의 역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상으로까지 발전

했다 즉 무의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 궁극적. , ,

인 테마의 제재가 된 것이다 이 제재를 다루는 것은 연금술사나 교의 신.

앙인뿐이었다.

카발리스트라는 교 신앙자들이 골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한 카발.

리스트가 어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성서의 글자를 바꿔놓았는데 그 결과

아기 모습의 천사 드귀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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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이 이 골렘이라는 낱말이라고 한다 낱말로 만들어진 골렘은 마.

찬가지로 낱말에 따라 원래의 진흙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중세 유럽의 카발리스트들이 골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던 것과는 별도

로 세계 각지에서도 무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기 독일의 연금술사 알베르투스는 년 걸려서 진흙으로 골렘을 만들13 30

어 냈다고 한다 알베르투스가 만든 골렘은 건물을 부수면서 걸어 다니는 거.

한 괴물이 아니라 인간 정도 크기의 로봇과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이 골렘은 걷고 말하고 인간의 질문에 답하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 정

도로 잘 만들어졌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떠드는 탓에 알베르투스의 제자.

가 망치로 부셔버렸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에 국의 수도승 베이컨도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었다.

움직이는 인형과 구리 제품인 말하는 머리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 '

문이다 실제로 베이컨이 알베르투스가 만든 것 같은 골렘을 만들었는지 확.

실치 않다 오히려 볼록 렌즈와 화약을 발견한 중국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 )

베이컨의 능력을 시기한 동료 수도승이 그러한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골렘은 나쁜 마법사가 만들고 조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래 유태인의 전설에서는 민중을 돕는 좋은 존재 다 그런데 골렘이 왜.

나쁜 괴물이 된 것일까 그 원인은 기독교 사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기독교에서는 신 이외에 생명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되어.

있다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마일 것이다 즉 골렘을 만. . ,

들어 내는 것은 악마의 임무라는 것이다 이렇게 골렘 악이라는 도식이 성. ' = '

립하게 된 것이다 골렘에 관한 이야기는 중세 유럽뿐만 아니라 현 에 있어.

서도 매우 친숙한 이야기이다.

표적인 것으로는 프랑켄쉬타인 박사가 만든 괴물을 들 수 있다 고 에.

서 현 에 이르기까지 생명 있는 것을 만들어 내려는 인간의 시도는 끝이

없는 것 같다.

다음으로 괴물로서 골렘의 특징을 설명하겠다 골렘은 진흙과 바위 등의, .

무기질에 가짜생명을 받은 것이므로 지능이 없다 이 명령은 일종의 봉인. (封

이므로 명령이 없어지거나 마법사가 죽어버리면 골렘은 제멋 로 난폭)印

해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골렘을 쓰러뜨릴 때까지 행패를 멈추지.

않는다 골렘 자체를 파괴해야 골렘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골렘을 만들어 낼. .

때 함께 만들어진 골렘을 파괴시키는 주문이 있다면 주문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

골리앗(Goliath) 히브리 기독교 블레셋 팔레스타인 의 거인 키가 미터나 되고 에[ , ] ( ) . 3 60Kg

달하는 구리갑옷을 입었다 이나 되는 창을 들었는데 그 창자루가 베. 7.5Kg ,

틀채 같았다 그가 군 를 이끌고. 사울 왕을 공격했을 때 그의 거 한 덩치,

때문에 아무도 그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 때마침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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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 다윗이 전장에 와 있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의 결을 자원하 다 골리앗.

은 다윗이 던진 돌에 이마를 맞고 기절하 다 다윗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죽 다.

성경에서는 불운한 전사 지만 현 에는 덩치가 큰 물건이나 사람을 골리

앗이라고 부른다.

그라시아라포라스 히브리 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살인 학교의 총책임자 모든 예술에 능하[ ] .

며 안개처럼 증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

그리스도(Christ) 히브리 기독교 예수의 다른 이름 뜻은 성유 를 머리에 부음받은[ , ] . “ ( )聖油

자 이며 이는 곧 구세주 왕이란 뜻이다” .ㆍ 1)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제사장에게서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았다1) .
사울과 다윗도 이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또는 구세주.
를 의미하게 되었다.

금송아지(golden calf) 히브리 기독교 히브리인들이 일시적으로 섬겼던 우상 히브리인들은 기[ , ] .

원전 세기 출애굽 당시에는 이집트의 황소 신 아피스 기원전 세기경13 , 10

여로보암 세 통치기에는 가나안의 바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숭배했다 출1 .

애굽 당시 모세가 시나이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히브리인들은 곧 금송아

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 는데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는 이

를 보고 돌판을 깨뜨렸다 이때 금송아지를 반 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레위인이었는데 이들이 후에 사제 계층이 되었다.

기스(Kish) 기독교[ ] 사울의 아버지 벤야민 지파의 유력자 아버지는 아비엘. . (Abiel),

조부는 스롤 증조부는 베고랏 고조부는 아비아(Zeror), (Bechorath),

그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도록 사울에게 시켰다 사울은 나귀를 찾(Aphiah). .

다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받고 왕

이 되었다.

기혼(Gihon) 히브리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 이디오피아로 흘러들었다 학자에 따[ ] . .

라서는 갠지스 강 아락세스 강 메소포타미아의 샤트 엔 닐 운하, (Araxes) , - -

등으로 보고 있다.

나단(Nathan) 기독교[ ]

야훼의 사제.① 다윗이 밧세바를 후궁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

인 것을 비난하기 위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의 비유를 들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야훼에게 용서를 빌었다.

다윗의 아들.②

나발(Nabal) 기독교 갈렙 족의 부자[ ] (Caleb) . 아비가일의 남편 그는 마온 지. (Maon)

방의 유지로 양 마리와 염소 마리를 갖고 있었다3,000 1,000 .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머물 때 식량을 원조해줄 것을 청하 다 그는 다윗의 청을 거절하.

다 다윗은 자신을 무시한 나발을 죽이기 위해 산을 내려오다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준비한 식량을 주고 좋은 말로 달.

다윗에게 목이 잘리는 골리앗
미켈란젤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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랬다 나발은 그 이튿날 아비가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몸이 굳어진 다음. ,

열흘 후에 죽었다.

나사렛(Nazareth) 기독교 기독교 성지의 하나 갈릴리 중남쪽의 구릉에 있는 작은 도시로[ ] .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살던 예수의 고향이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

머니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젊은 시절을 외지에서 생활하

다 로마의 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령에 따라 당국에 신고를 하기.

위해 나사렛으로 되돌아 왔다.

나사로(Lazarus) 기독교[ ]

신약성서 에 나오는 인물 뜻은 하느님이 도우셨다 히브리어“ ” . “ ”.①

에서 유래 베다니아의 라자로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로 죽은 지Eleazar .

일만에 예수가 살렸다 세기에 라자로의 집과 무덤이 순례자에게 공개되4 . 4

었으며 그 위치에 한 복음서의 조심스러운 서술 요한, ( 11:18, 30, 32, 38)

은 세기에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초로1

한 것 같다.

루가복음 장 부자와 거지 비유 속에 나오는 거지 이는 예수의 비유16 .②

에 나오는 여러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고유명사를 붙인 경우다.

네후슈탄(Nehush-tan) 히브리 모세가 들고 다니던 청동지팡이 뜻은 청동 뱀 레반트 지역에[ ] . “ ”.

서 널리 숭배되던 아티라트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아(Noah) 히브리 홍수때 살아남은 사람[ ] . 라멕의 맏아들이자 아담의 손 셈10 .

함 야벳 의 아버지(Shem), (Ham), (Japheth) . 자디크들의 조상.

노아는 태어날 때 몸이 눈처럼 희고 장미와 같이 붉었다 또 머리털은 양.

털처럼 하얗고 길게 곱슬져서 아름다웠다 그가 눈을 뜨면 온 집안이 태양처.

럼 빛났다 라멕은 노아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 므두셀라를 찾아

갔다 므두셀라는 답을 찾아 그의 아버지. 에녹을 찾아갔다 에녹은 노아가.

온당한 아들임을 확인해주고 손자가 온 세상을 타락에서 구원하리라고 예언

했다.

노아의 나이가 백살이 되었을 때6 야훼가 인간들의 죄악을 보다 못해 멸

하기 위해 홍수를 내보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

암수 둘씩 방주에 태웠다 일간 비가 내려 세상이 모두 물 속에 잠겼다. 40 .

비가 그치자 비둘기를 날려보내 물이 빠졌는지 확인했다 물이 줄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닿았다 노아는 저지 로 돌아가 시날 쉬나르 에 정착했다. ( ) .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기도 했는데 이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 사탄,

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놋(Nod) 히브리 기독교 에덴의 동쪽에 있는 땅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에[ , ] .

덴 동산에 내쫓겨서 놋 땅에 정착했다 데이빗 롤 은 문명의. (David Rohl) 『

나사로를 되살리는 예수
카라바지오 작( )

방주를 만드는 노아
미켈란젤로 작( )

홍수가 끝나고 제사를 준비하는
노아 미켈란젤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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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에서 에덴을 이란 서북부에 있는 아(The Genesis of Civilization)』

드지 차이 메이단 골짜기로 보고 그 동쪽에 있는 아르데벨이 놋이라고 주장( )

했다.

느빌림(Nepilim) 히브리 기독교 야훼의 아들들이 지상에 내려와 인간의 딸들과 관계하여[ , ]

낳은 사람들 뜻은 타락한 사람 타락하다 는 뜻의 히브리 동사 네팔. “ ”. “ ”

에서 나왔다 이들은 몸집이 커서 거인으로 번역하기도 한다(nepal) . .

느헤미야(Nehemiah) 히브리 기독교 유다 족속 하갈랴의 아들로 페르시아왕 아르타크세르크[ , ] ,

세스 아르닥사싸 세 재위 의 신임을 받아 그의 술 담당 관( ) 1 ( BC 465 424)∼

직에 있었다 패전으로 예루살렘 성이 피폐된 채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

다가 왕에게 청원한 결과 유 총독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 (BC 443 424)∼

으로 돌아왔다. 에즈라와 함께 축성 중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사제 요하,

난 등의 반 에도 부닥뜨렸으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일 만에 완공했다52 .

그 밖에 십일조 제도를 개혁하고 혼인에 있어 종족 위주의 배타주의( ) ,十一組

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엄수토록 하는 등 유 공동체의 정비와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말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느헤미야 는. 《 》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구약시 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의협.

심이 강하고 인격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니콜라우스(Nicolaus) 기독교 세기경 리키아의 미라에서 주교로 활동한 성인 축일은[ ] 4 ( ).聖人

월 일이다 그의 생애에 해서 문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 그와12 6 . .

관계된 전설에는 유괴되어 나무통에 잠겨 있는 어린이를 소생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가장 유명하며 그의 기적들은 중세 예술과 예배극에서 즐겨 사용하

는 주제 다 그의 축일 전날에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이것이 산.

타클로스의 기원이 되었으며 그는 성탄절의 수호성인이다 그에 관한 저서로.

는 년에 출판된 성 니콜라우스 권 와 년의 서양의 니콜라1913~17 (2 ) 31『 』 『

우스 의식과 관습들 이 있다.』

님로드(Nimrod) 카나안 히브리 바벨탑을 세운 시나르의 임금 구스 쿠시 의 아들이자[ , ] . ( )

노아의 증손자 수메르의 엔메루카르 가 히브리어로 바뀐 것이. (Enmerukar)

다.1)

그는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옷을 소유함으로써 세계의 통치권을 얻었다.

동물들은 그 옷을 입은 인간의 권위를 인정했고 전투에서 그 옷은 언제나

승리를 보장했다 님로드는 지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에 이를 수 있는 탑을.

건설했다 그 계획을 안 야훼는 시나르의 언어를 뒤섞었다. .

엔메루카르는 사냥꾼 엔메루 라는 뜻이다 엔메루를 마소라 표기이전의 표기법에1) “ ” .
따라 적으면 가 된다 이것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님로드로 변했다N-M-R . .

다곤(Dagon) 악카드 카나안[ , ] 바알의 아버지 다간 다그누 라고도 한. (Dagan) (Dagnu)ㆍ

다.

다곤은 성격이 모호하다 원래는 서 셈족 특히 아모리족 의 신이었던 듯. ( ) ( )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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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함무라비 법전 에서 우리의 아버지 로 부르고 있다 바빌로, ( ) “ ” .法典《 》

니아에서는 흔히 수신( )水神 에야와 동일시되는데 따라서 어류 의, ( : dag)魚類

신이라 보고 있으나 히브리와 페니키아에서는 곡물 의 신으로, ( : dagan)穀物

보았다 펠리시테인 구약성서에서는 불레셋 은 반인반어 의 모습. ( ) ( )人 半人半魚

으로 표현하여 이를 숭상하 고 아슈도드 와 가자 에 그 신, , (Ashdod) (Gaza)

전 이 있었다 구약성서의 판관기 중( ) .神殿 「 」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죽은 곳이 바로 가자의 다곤 신전이다 또한 그리스인 은 해신. ( ) (人 海

)神 포세이돈과 동일시하 다.

다니엘 (Daniel) 히브리 기독교 구약시 의 예언자 중 마지막 인물이자[ , ] 4 「다니엘」

의 주인공 뜻은 심판하는 엘 유 민족이 처음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 ’.

때 소년 다니엘도 같이 연행되었다 처음에는 궁정에서 시동(BC 597) . ( )侍童

으로 일했으나 시종일관 조국의 복권을 기원하며 이교 의 권력과 박해, ( )異敎

에 항해 싸웠다 뒤에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몽해 준 일로 인하여 명예로.

운 지위에 올랐으나 고관들의 질시로 두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

나 무사하자 다시 사자 굴에 던져졌는데도 신의 가호를 받아 무사하 다, .

흔히 믿음의 용사 신의 절 적인 가호 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 " " .

다윗(David) 히브리 이스라엘의 임금이자 시편 편의 저자 뜻은 사랑하는 사[ ] 2 73 . "

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아들 아히노암 과의 사이에서. (Ahinoam) 암

논,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길르압 마아가 와의 사이에서(Chileab), (Maacah)

압살롬과 다말 학깃 과의 사이에서 아도니야 아비달, (Haggith) (Adonijah),

과의 사이에서 스바댜 에글라 와의 사이에서 이드(Abital) (Shepatiah), (Eglah)

르암(Ithream),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 외에 삼무아,

소밥 나단 입할 엘리수아(Shammuah), (Shobab), (Nathan), (Ibhar), (Elishua),

네벡 야비아 엘리사마 엘리벨렛 등(Nepheg), (Japhia), (Elishama), (Eliphalet)

을 낳았다.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았다 그러.

나 현실적인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다.

다윗은 아버지 밑에서 양들을 돌보았다 그는 리라를 잘 연주했다 그는. .

양들을 돌보면서 리라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다 사울이 우울증에 빠지.

자 사람들은 그를 사울에게 추천하 다 다윗이 리라를 타면서 사울에게 노.

래를 불러줄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왔다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

려보내고 전장에 나갔으나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에게 겁을 먹고 감히,

싸우지를 못하고 치만 하고 있었다.

그 사이 이새가 다윗을 시켜 전장에 나가있는 아들들에게 식량을 보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치한지 일째나 되었다 다윗은 사울에40 .

게 나가 골리앗과의 결을 자원하 다 다윗은 양들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사용하던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를 명중시켰

다 다윗은 잽싸게 골리앗의 목을 잘라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다윗은 이로. .

인해 사울의 신임을 받고, 요나단 왕자와 우정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

미켈란젤로의 다니엘

다윗 카라바지오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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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에 예루살렘에 개선하자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칭송하 다 이 이.

후로 사울은 다윗을 불신하고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았다 다윗은 궁성에서.

사울이 그를 겨냥해 던진 창을 두 번이나 피하고 위험한 전장터에 나가 출,

전할 때마다 승리하 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명의 목을 바치고 사울의. 200

딸 미갈과 결혼하 다.

사울이 자식을 죽이려고 가택연금을 하자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쳤다 그는.

라마 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 사무엘은 사울에 야훼가 세운 왕이(Ramah) .

기 때문에 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다윗은 라마에서 돌아와 요나단에게.

사울의 마음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 다 요나단이 사울의 속마음을 확인하.

고서 다윗에게 도망가도록 권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찾아가 식량과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고, 아기스를 찾

아갔다 그가 골리앗을 죽 다는 소문은 그곳에도 전해져 있어서 그곳 사람.

들은 그를 환 하 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신을 죽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

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 다 이로 인하여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 주지 않.

았다 그후 광야를 헤매다가 아둘람 동굴에 숨었다 그의 가족들이. (Adullam) .

그의 소식을 듣고 아둘람 동굴로 모여 함께 살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윗의 소식을 듣고 백명 정도가 모여들었다 다윗은 식구를 부양하기 위4 .

해 모압 의 왕을 찾아갔다 다윗이 모압에 머물고 있을 때 선지자(Moab) . , 갓

이 찾아와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다윗은 유다로 돌.

아와 헤렛 숲속에 머물 다 그는 그곳에서(Hareth) . 아비아달로부터 사울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의 제사장들을 몰살한 소식을 들었다 그 무렵 그일라.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다윗에게 구원을 청하 다 다윗은 야(Keilah) .

훼에게 기도한 후에 그일라 성을 되찾고 가축들을 돌려주었다 이 소식이 사.

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급히 군 를 소집하여 다윗을 추격하 다 다윗은, .

백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황무지로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그를 잡을6

수 없었다 어느날 다윗이 십 황무지에서 매복해 있던 사울의 군 를. (Ziph)

만났다 다행히도 지휘관은 요나단이었다 요나단은 둘의 우정을 재확인하고. .

다윗을 무사히 보내주었다 그러나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고해바쳤다 사울은 급히 다윗을 뒤쫓았으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

에 회군하는 수 밖에 없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 (Engedi)

는 소식을 듣고 다시 추격을 개시하 다 사울이 도중에 한 동굴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다윗이 매복하고 있었다 다윗은 잠든 사울의 옷자락을, .

잘라 자신이 사울을 죽일 뜻이 없음을 밝혔다.

다윗이 마온에 머무는 동안 식량이 모자라 인근에 사는 나발에게 원조를

요청하 다 다윗은 자신이 보호해 주었기에 나발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 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나발이 원조를 거절하자 다윗은 부하들을. ,

무장시켜 나발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산을 내려가던 도중 나발의 아내. , 아

비가일을 만났다 그녀는 준비한 식량을 다윗에게 건네주고 다윗에게 순종할.

뜻을 전하 다 다윗은 화를 풀고 부하들을 철수시켰다 얼마후 나발이 갑자. .

다윗 두상 미켈란젤로 작( )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
렘브란트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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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하 다 다윗은 그 무렵 이스르엘. (Jezreel)

의 아히노암과도 결혼하 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하길라 에 진을 쳤을 때 다윗은 조카(Hachilah) ,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침실로 잠입하여 창과 물병을 훔쳐나왔다 다윗은 건.

너편 산위에서 경호 장 아브넬의 무능을 비웃었다 그 후 다윗은 명의. 600

부하들을 이끌고 아기스를 다시 찾아갔다 아기스는 시글락 성을 그. (Ziklag)

에게 내어주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했을 때 다.

윗도 함께 출전하 다가 블레셋 장군들의 거부로 참전하지 못하고 시글락으

로 되돌아 왔다 그때 시글락은 아말렉인들의 공격을 받아 다윗의 아내 아비.

가일과 아히노암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다윗은.

도중에 만난 이집트 노예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 를 추격할 수 있었다 원래.

명의 군 으나 명은 낙오하여 명만으로 전투를 치 다 다윗이600 200 400 .

승을 거두었으나 전리품 분배를 둘러싸고 내분이 생겼다 낙오한 명에. 200

게는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재물은 분배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

윗은 낙오병들도 참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누었다 이것.

이 이스라엘의 전리품 분배원칙이 되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사울의 전사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아말렉 사람으로 사울의 부탁으로 그의 목숨을 끊고 팔찌를 가져왔다 다윗.

은 그 사람을 사울을 죽인 죄를 물어 처형하 다 그 후 다윗은 헤브론.

으로 가서 유다족의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의 아들(Hebron) . 이

스보셋이 왕으로 추 되어 있었다 양측의 군 는 기브온 에서 전투. (Gibeon)

를 벌여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 그 후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

보셋은 암살당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여러 부족을 통일할 때 그의 나이. 30

살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으며 나중에 올 메시아도

그의 후손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졌다 마태복음 의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 ｢ ｣
의 가계를 지루하게 서술한 것도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

해서 다.

다윗의 별(Magendawid) 히브리 육각형 별 모양의 장식 무늬 솔로몬의 옥새 라고 부르기도 했[ ] . “ ”

다 본래 이방인의 장식무늬 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는지 유래.

는 불분명하다 한 전설에 따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육각형의 방패를.

들었다고 한다.

중세에 이르러서 다윗의 별이 악을 물리치는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솔로몬.

의 옥새와 마겐다윗이라는 낱말은 마법책에서 섞어썼다 세기에는 다윗의. 19

별은 격이 높아져 유 인의 종교의식이나 공화당에 모습을 나타냈다 정삼각.

형을 교차시켜 맞붙인 솔로몬의 옥새는 마법과 계속 관계가 있었다 그 가운.

데에서도 흰색과 검은색의 삼각형을 결합시킨 것은 육체와 혼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년 시온주의자 회의 공식문장으로.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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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별은 채택했다.

그러나 다윗의 별이 절망에 한 강력한 승리를 웅변적으로 상징하게 된

것은 제 차 세계 전 이후 나찌가 유럽 거주 유 인들에게 치욕의 표시며2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표시인 노란색별은 별을 달도록 강요하면서부터 다.

년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국가의 중심적인 도안이 되었다1948 .

다트 바타니(Dat ba'thani) 시나이 반도 아티라트의 다른 이름 뜻은 뱀의 귀부인 지팡이에 두[ ] . “ ”.

개의 리본을 맨 카두케오스(caduceus)1)가 그녀를 상징하 다.

원래는 헤르메스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 두 마리 뱀이 지팡이를 휘감고 있고 맨 위1) .
에는 두 개의 날개가 달려있다 평화와 의술의 상징이며 현재 미 육군 의무 의 상.
징이다.

다말(Tamar) 기독교[ ]

① 다윗의 딸 어머니는 마아가 오빠는. , 압살롬 다윗의 맏아들이자 배다.

른 오빠 암논이 그녀를 짝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렸다 그녀는 다윗의 명으로.

암논을 간병하러 갔다가 그에게 강간을 당했다 암논이 관계 후 그녀를 냉.

하자 그녀는 압솔롬에게 가서 하소연했다 이로 인해 압솔롬은 암논을 살해.

했다.

압살롬의 딸.②

데릴라(Delilah) 히브리 팔레스타인의 고급 창녀 어로 딜라일라 델릴라 들릴라라고[ ] . . ,

도 한다.

블레셋 펠리시테 인들은 은 세겔로 그녀를 고용하여( ) 1,100 삼손의 힘의 원

천을 알아내게 하 다 그녀는 갖은 교태로 삼손의 약점이 머리카락임을 알.

아내어 그를 붙잡게 만들었다 그 후 그녀는 여자를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는.

여성의 표로 언급되게 되었다.

도엑(Doeg) 히브리 기독교[ , ]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그는 다윗이. (Edomite). 사울에

게 도망쳐 나와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아히, .

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사울에 일러바쳤다 이에 사울은 놉에 있던 제사.

장 전원을 소환하여 몰살하도록 하 다 다른 신하들은 야훼의 제사장을 죽.

이는 것을 꺼려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망설 다 결국 도엑이 나서서 제사장.

들을 모두 죽 다.

동방박사 히브리 예수가 태어날 때 황금 몰약 향유를 갖고 찾아와 경배하 다는[ ] , ,

세 사람 가스파르드 멜키오르 멜레치오 발타자르. , ( ), .

두발가인 투발카인/
(Tubal-Cain)

히브리 기독교 구리와 쇠를 가공하는 사람들의 조상 뜻은 장장이[ , ] . “

장장이 카인의 후손”. 6 .

디모데(Timothy)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성인 뜻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 사도 바울의[ ] . “ ”.

데릴라에게 배신당하는 삼손
렘브란트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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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로 에베소의 초 주교이자 순교자이다 서방교회 축일은 월 일 동. 1 24 ,

방교회 축일은 월 일이다 유 인 어머니 유니게아 외할아버지 조이스1 22 . ,

로부터 종교적 교육을 받았다 년 바울로의 제 차 선교여행에 동행한 이. 50 2

후 바울의 충실한 수행자로 시종하 다 신약성서 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 『 』

로마 황제 네르바의 박해를 받아 순교하 다고 전해진다.

라멕(Lamech) 히브리 기독교[ , ] 므두셀라의 맏아들 살에. 182 노아를 낳고 살에 죽었777

다.

그는 노아의 이상한 외모 때문에 아내 바테노쉬를 의심했다 바테노쉬가.

결백을 주장하자 아버지를 찾아가 상의했다 므두셀라는 그의 아버지, . 에녹

을 찾아갔다 에녹은 노아가 온당한 아들임을 확인해주고 그가 온 세상을 타.

락에서 구원하리라고 예언했다.

라쉬엘(Rashiel) 히브리 지진을 다스리는 천사[ ] .

라스푸틴(Rasputin) 기독교 제정 러시아 말기의 수도사 정식이름은 그리고리이 에피모비치[ ] .

라스푸틴 황태자의 혈우병을 치(Grigorii Efimovich Rasputin, 1864~1916).

료한 공로로 황제 황후의 총애를 받았으나 국정에 많은 폐해를 끼쳤다, , .ㆍ

뒤에 암살되었다.

그는 마술을 부릴 수 있다고 믿어졌으며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가져 섹

스의 화신으로 숭배되었다 세기의 문학과 오락부분에 많은 감을 주었. 20

다.

라파엘(Raphael) 히브리 기독교 구약성서의 외경 인[ , ] ( )外經 『토비트서』에 나오는 일곱

천사의 하나 뜻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이 낫게 하 다. " ".

라파엘은 하느님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눈이 먼 독실한 신자인 토비트,

와 불행한 사라의 기도를 들어주라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일곱 번이나 결혼,

하 지만 악마의 장난으로 첫날밤에 과부가 된 사라에게서 악마를 쫓아내어

토비트의 아들 토비아와 결혼시키는 한편 토비트의 눈도 뜨게 해주었다, . 7

세기경부터 베네치아교회에서는 수호성인 으로 받들었으며 라파엘( ) ,守護聖人

을 소재로 한 미술 작품도 세기 이후부터 다양해졌다16 .

에녹서『 』에서는 성스러운 주시자의 한 사람이다.

라합(Rahab) 히브리 혼돈을 지배하는 바다괴물 이사야서[ ] . ( 51:9)

랍비(rabbi) 히브리 유 교의 교사 또는 율법학자의 칭호 뜻은 나의 스승 신약[ ] , . “ ”. “

성서 에서는 칭호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경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레비아탄(Leviathan) 히브리 물속의 거 한 짐승 성서에서는 레비아단 뜻은 몸을 서린[ ] . . “

것 탈무드에 의하면 다섯 째날 창조된 생물 원래 하나의 동물이었다가 두”. .

마리의 괴물로 분리되어 암컷은 레비아탄으로 바다 속에서 살고 수컷은 베

헤모트로 덴다인이라는 사막에 살게 되었다 세계 최후의 날에 베헤모트에게.

죽게 될 운명이다 그때까지는 천사들도 이 괴물을 어쩌지 못한다 어로는. .

리바이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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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Leila) 히브리 뜻은 밤의 천사 여자 이름[ ] “ ”. .

로탄(Lotan) 카나안 히브리인의 레비아탄에 해당되는 괴물[ ] .

롯(Lot) 히브리 아브라함의 조카[ ] .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 다 곧 이들.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갈 때 이웃주민들이 곱상하게 생긴 천사들을 보고 눈독을 들 다 그들.

은 한 밤중에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젊은이들 천사 를 내놓으라고 소동을( )

부렸다 롯은 그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천사들 신 자신의 딸들을 제공했.

다.

소돔과 고모라는 야훼의 분노로 멸망하고 롯은 그곳에서 탈출하 다 탈출.

하는 도중에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으로 변했다 두 딸.

과 관계하여 모압과 벤암미를 낳았다.

롱기누스(Longinus) 히브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 십자[ ] .

가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방혈 을 촉진시키는 행위가 널리 행해졌( )放血

는데 롱기누스도 예수가 고통을 느끼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 다고 믿어지고 있다 정통 카톨릭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

으나 유럽의 민간전승에 따르면 롱기누스는 독실한 기독교도 다고 한다 일.

부 지방에서는 그를 성인 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일설에 따르면 예수가( ) .聖人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악마가 롱기누스의 몸 안으

로 들어가 예수의 심장을 찌르려 했지만 다행히 빗나가 갈비뼈를 찌르는 바

람에 예수가 부활할 수 있었다고 한다.

롱기누스의 전승은 유럽에서 그리 널리 알려진 전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극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일본의 만화가들이 롱기누스의 창 을 무적의“ ”

무기로 자주 써먹었다 공작왕 에반겔리온 타이. “ ( )”, “ (Evangelion)”, “孔雀王

의 모험 등 말세적인 폭력만화에 항상 궁극적인 무기로 등장한다” .

루시퍼(Lucifer) 히브리 기독교[ , ] 사탄이 야훼에게 반역을 하기 전 천사 을 때의 이름.

라틴어의 빛 을 가져오는 것 에서 나온 말로 샛별 이란 뜻" (lux) (ferre) " , " " .

리스바(Rizpah) 기독교[ ] 사울의 후궁 아야 의 딸 사울이 전사한 후. (Aiah) . 아브넬의 첩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릴리트(Lilith/Lilis) 히브리 최초의 여성 신성한 하느님의 이름을 발설하고 없어져서 사마엘[ ] .

과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협력했다 창세기 장 절을 보면 신들이 인류. 1 27

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랍비들은 이 문장을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것,

으로 해석했다 뒤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 모순을. .

없애기 위해 랍비들은 처음의 문장은 아담의 처음 아내 릴리트라고 불 다( )

를 만든 이야기라고 해석하고 두 번째 인류창조를 이브를 만든 것이라고 해

석했다.

릴리트라는 이름은 성서에 딱 한번 등장한다 이사야 장 절에 바. 34 14「 」
릴리트



하얀파도의 기독교와 레반트12 - 2008神話想像世界

- 14 -

빌로니아의 밤의 악마로 등장한다 그 외의 문헌으로는 탈무드에 릴리트가.

언급된다 탈무드 에서는 길다란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악마로 묘사. 『 』

된다 이 모습은 계시록적인 문헌에서 악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

러나 세기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의 초기 문헌에 의하면 신이 아담을 위해11

동반자를 창조하고 릴리트라고 이름 붙 다고 나온다 그러나 릴리트와 아담.

은 사사건건 다투었고 특히 잠자리에서 릴리트는 아담의 지배를 인정하지( ),

않았다 결국 릴리트는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신의 이름을 발설하고 에.

덴동산에서 도망쳐 나와 홍해로 갔다.

그녀는 해변의 동굴에다 집을 짓고 그곳에 사는 모든 악마들을 연인으로

삼아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 이 때문에 세상에는 악마들이 번성했다 아담은. .

신이 보낸 세 명의 천사 세노이 산세노이 세만겔( (Senoy), (Sansenoy),

에게 릴리트를 되돌려 달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릴리(Semangel)) .

트는 귀환을 거부했다 천사들도 하루에 백 명의 악마들을 낳는 릴리트를 겁.

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신에 자신이 유아의 혼을 잡아가기 위해 창.

조되었음을 선언했다 또 만일 아기가 자신을 찾아온 세 천사의 이름이 새겨.

진 장신구 오물렛 를 걸고 있으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래( ) .

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태교도 집단에서는 유사한 장신구가 유태인의 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릴리트가 에덴에도 도망 나온 이후로 그녀는 홀로 자는 남자의 침 보 밑

으로 스며들어가 그 남자를 유혹했다 또한 요람에 있는 유아의 목을 조르기.

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천사의 이름이 있는 장신구를 보면 아기에게 접근하.

지 않았다.

그 외에 릴리트가 아담과 이브의 맏딸이라는 설과 릴리트가 야훼에게서

날개를 부여받아 하늘을 날아서 에덴동산에서 도망쳐 나와 사막을 가로질러

악마들에게로 갔다는 설이 있다 중세 기독교의 수도원에서는 몽정이 바로.

릴리트의 소행이라고 생각해서 몽정을 막기 위해 십자가를 국부에 걸쳐놓고

잠을 청했다.

릴리트에 한 그노시스교의 설은 일반적인 내용과 전혀 다르다 릴리트가.

야훼와 동급의 신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노시스교 해석에 따르면 창세기에.

서는 창조주급의 신이 셋 있다고 한다 그 중에 야훼가 가장 성질이 이기적.

이고 가부장주의의 나쁜 면만 습득한 한심한 녀석이라 다른 이들을 무시하

고 인간에게 감놔라 추놔라 떠들고 자신만이 유일신이라 주장했다고 한, ,

다 그러자 릴리트 같은 신들은 야훼를 무시했다 결국 나중에는 야훼의 시. .

가 가고 더욱 살기 좋은 릴리트 시 가 온다고 한다.

릴림(lilim) 히브리[ ] 루시퍼과 그의 아내인 릴리트의 딸들 이들은 어머니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호색적인 성격도 물려받았다.

릴림은 기독교도나 유 교도의 꿈에 나타나 여성상위의 체위로 남자들에

게 굴욕감을 주었다 게다가 릴림과 성관계를 갖고 나면 인간 여성과의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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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유 인들은 릴림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부적을 만들었다 이들은 몽마 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夢魔

마가(Mark/Marco) 기독교 신약성서 의 번째 복음의 저자 신약성서 에 따르면 성 바르[ ] “ ” 2 . “ ”

나바의 사촌이라고 한다 사도 베드로와는 절친한 사이 던 듯하며 전승에.

따르면 예수가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때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이 바로 그

다고도 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의 어머니의 집에는 항상 그리스도교도가.

모여들었으며 그는 바르나바와 바울을 모시고 안티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전

도여행을 도왔다 축일을 서방교회에서는 월 일 동방교회에서는 월. 4 25 , 9 23

일에 지낸다 상징물은 사자이며 이탈리아의 아퀼레이아와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다.

마겐다윗(Magendawid) 히브리 다윗의 별 참조[ ] .

마돈나(Modonna) 기독교 성모 마리아를 주제로 하여 표현한 그리스도교 미술의 한 형태[ ] .

비잔틴미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부분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옥좌에 앉은 성모와 아기 예수를 왕처럼 묘.

사한 니코포이아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 성모 마리아가 왼팔에 아기를 안“ ( )”,

고 서 있는 호데게트리아 길을 인도하는 사람 성모 마리아의 기도하는“ ( )”,

모습과 마리아의 가슴에 달린 메달 속에 아기 예수를 그려 넣은 블라케르“

니오티사 등이 있다 서유럽에서는 예배용 성상이 널리 보급되면서 다양한” .

주제로 표현되었는데 개 주제의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온화함,

을 통하여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 다 마돈나의 주제는 세기 들어. 17

주요 미술 분야에서 쇠퇴하기 시작하 으나 오늘날까지 종교미술 특히 교회,

장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리아(Maria) 기독교[ ]

막달라 마리아 원래는 창녀 으나(Magdalena) .① 1) 예수의 제자가 되었

다 예수의 힘으로 마귀 들린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

며 돕던 여인들 가운데 하나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

고 매장된 것을 목격하 다고 하며 부활한 그리스도를 맨 처음 보았다고 한

다 동방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복음사가 요한을 따라 에베소로 가서 그 곳에.

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프랑스 전승에는 그녀가 프로방스에 복음을 전하고.

알프스의 동굴에서 년 동안 고행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지만 신빙성은 없30

는 이야기이다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와 달리 예수의 발을 향유와 머리털로.

닦은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같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지금의 학자들은 이

에 해 의심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주장은 신약성서 에는 없다 중세에 교황이 창녀라고1) .『 』
주장하는 바람에 널리 창녀 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 한 최초의 언급은 수태고지로 이.②

에 따르면 마리아는 나자렛에 살고 있었고 요셉의 약혼녀 다 목수 요셉과.

약혼 중 성령에 의해 수태하여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는 이 두 사람의 맏아들이며 그들에게는 적어도 명의 자식이 있었다, 6

막달라 마리아 카라바지오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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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도 있다 예수의 활동기에 그의 신변 가까이에 있었으나 그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 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에.

속하 으며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

마리아를 특별하게 보았던 것은 이미 신약성서 에 보이지만 그 후 이『 』

교 의 향도 있고 해서 이 경향이 더욱 심해져 년의 에페소스공의( ) 431異敎

회는 그녀를 신의 어머니 로 부를 것을 승인하 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마리“ ” .

아를 절 적으로 숭상하여 무원죄잉태설 성모승천의 교의를 주장했다, , .

마베트(Mavet/Mawet) 히브리 모트의 히브리 이름[ ] .

마스테마(Mastema) 히브리 타락천사의 하나 어원은 히브리어의 악의 또는 아[ ] . " (mastemah)"

람어의 비난자 요엘" (mastima)". ( )

마태(Matthew) 기독교 사도 가운데 한 사람 원래 세리 으나 갈릴리 해변에[ ] 12 . ( ) ,稅吏

서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 마태복음 의 저자로 알려졌으나 년경에. “ ” , 80~90

유 인 그리스도교도가 지었다는 이설도 있다 축일은 서방교회 월 일. 9 21 ,

동방교회 월 일이다11 16 .

만나(manna) 기독교 구약성서 에서 야훼가 내렸다는 전설의 열매 이스라엘 사람[ ] .『 』

들이 모세의 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하여 카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년 동40

안 양식으로 삼았다고 한다 찧어서 빵을 만들 수 있었으므로 하늘에서 내. “

린 떡 이라 불리기도 하 으며 매일 하루치 양식만큼만 내려왔고 금요일에”

는 일치가 한꺼번에 내려와 안식일에는 줍지 않아도 되었다고 한다2 .

신약성서 에서 예수가 자신을 하늘에서 내린 참다운 떡 이라고 부름“ ”『 』

에 따라 후 에는 그리스도교의 성찬식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 다.

맘몬 아마이몬/
(Mammon/Amaimon)

히브리 사람들에게 금전욕을 심는 악마 맘몬은 시리아어로 부 또[ ] . " ( )"富

는 돈 을 뜻한다 마태복음" " . ( 6:24)

메랍(Merab) 기독교[ ] 사울의 맏딸 사울이. 다윗과 결혼시키고자 했으나 그가 거절하여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었다.

메시아(messiah) 히브리 기독교 구세주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헤브라이어로서[ , ] ( ).救世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 유 인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 ” .

리라고 생각하 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실의 왕에게 실망하 고 예언자들은. ,

흔히 장래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즉 이스라엘에 한 신의 구원계획을 이 지.

상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기 하 던 것이다 유 교에서는 왕국이 멸망하.

다는 그들의 현실을 반 하여 메시아의 신앙이 사제와 결부되어 메시아,

상 은 복잡하게 변하 다 원시 그리스도교에서 생전의 예수가 자기를 메( ) .像

시아라 하 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의 사후에 유 인 그리스도 신봉자가.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표상을 예수에게 적용하 고 그것이 후세에 일반의 인,

정을 받으면서 민족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피에타 상 미켈란젤로 작( )

수태고지를 받는 성모 마리아
카라바지오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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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기세덱(Melchizedek) 히브리 기독교 정의로운 살렘 또는 예루살렘의 왕이자[ , ] (Salem) 야훼의

제사장.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개선하는 길에 전리품의 을 주었으며 멜1/10 ,

기세덱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멜레치오(Melechio/Melchior) 히브리 동방박사의 하나 인도의 브라만 계급 태생 베다의 가르침에 회[ ] . .

의하다가 야훼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탄생을 증언하기 위하여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햄으로 갔다.

멜카르트(Melqart) 카르타고[ 1) 카나안 바다와 항해의 신 가장 힘센 신이었으며 티로, ] .

의 도시 신이기도 했다 불에 타서 죽었으며 월에 거행되는 축제에(Tyrus) . 1

서 그가 해마다 깨어남을 축하했다 어린 아이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 .

카나안어로 카르하다시트 새 도시 키프로스 섬 남해안에 있는 항구1) (Karhadasht, ).
도시 키티온에서 유래.

모세(Moses) 히브리 기독교 이슬람 기원전 년경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이집트[ , , ] 1,250

에서 나온 지도자 뜻은 히브리어로 건져내었다 이지만 오히려 이집트어. “ ”

태어나다 일 가능성이 높다 어로는 모지즈“ ” . .

모세는 살까지 장수하 으나 꿈에도 그리던 카나안 땅에는 발을 들여120

놓지 못했으며 말을 더듬는 완고한 사람이었다, .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히브리 라는 말은 모세의 출애급 이전에는 등“ ”

장하지 않는다 이집트에서 하층계급을 구성했던 아피루 계급에서 분. (Apiru)

리되어 출애급한 집단을 따로 히브리라고 불 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아사상이 널리 퍼졌다 곧 태어날 아.

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파라오는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아

이를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모세의 어머니는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 갈 바구니에 담아 강가에 띄웠다 파라오의 공주가 이 아기를 건져.

서 길 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학 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아로 도망쳤다 그.

곳에서 우물에서 물을 긷던 지포라를 만나고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호렙 산.

에서 열기 없이 불타는 나무모습으로 나타난 야훼를 만나 계시를 받아 이집

트로 돌아갔다.

가지 이적9 1)을 베풀어 파라오를 놀라게 하고 히브리 인들을 이끌고 이집

트에서 탈출하 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나이 산에서 여호와와 계약관계에 들.

어감으로써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할 때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

켜야 할 십계를 받았다 그 계명은 야훼가 모세에게 구술한 것이었는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십계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나이 산을 올랐다.

일 후 야훼가 직접 쓴 십계명 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40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다 모세가 석판을 내동.

댕이치자 땅이 갈라져 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 후 하느님이 선조 아브3,000 .

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카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년간40

십계명석판을 내리치려는 모세
렘브란트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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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하 다 유랑 생활 동안 물이 부족하면 모세가 지팡이.

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렸다 백성을 약속의 땅 카나안으로 인도하 지만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예리코 성 맞은 편 네보 산의 피스가 정상에서 죽었다(Pisgah) .

서아시아 지역은 히브리인들을 제외하면 모두 다신교 지역이다 이 지역의.

몇몇 왕들이 유일신을 숭배하는 종교개혁을 하 으나 번번히 실패하 다.

프로이트 는 모세와 일신교 라는 책에(Freud) (Mose and Monotheism)『 』

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따른 재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모세는 히브리.

인이 아니라 이집트의 엘리트라는 것이다 그는 이케나톤 왕이 실패한 유일.

신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에서의 종교개혁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하층민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프로이트는 보

았다 모세는 청교도적인 경건주의자 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요구.

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와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모세는 살해.

당했다 살인자들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세를 죽인 후에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강력하게 유일신 종교운동을 추진하여

유태교가 성립하 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상상한 당시 모습인데 이러한 분석은 어느 정도 사실,

에 부합하는지는 젖혀두고 그 후의 문학과 화에 많은 향을 끼쳤다 최근.

에 나온 크리스티안 자크의 람세스 라는 소설에서도 모세를 이케나톤의 추“ ”

종자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프로이트 시 이전에는 보기 힘들.

었기 때문에 프로이트판 각색일 가능성이 짙다 최근 람세스 세의 아들 메. 2 ,

르네프타의 묘를 발굴한 켄트 윅스 에 따르면 아케나톤의 유일(Kent Weeks)

교는 지와 성적인 결합을 내포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야훼 추종자들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에서는 보다“ (The Prince of Egypt)”

인간적인 모습을 한 모세가 등장한다 년의 왕자 생활 년의 도망 생활. 40 , 40 ,

년의 지도자 생활을 한 모세가 아주 젊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당시40 .

의 파라오가 람세스 세라는 것은 사실로 증명된 것처럼 타임 잡지에서2 ｢ ｣
소개하고 있지만 람세스 세의 연 기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으며 실제로2

그랬던 것 같지 않다 크리스티앙 자크가 모세와 람세스를 친구로 묘사하고.

있는 데 반해 드림웍스에서는 형제로 묘사하고 있다.

모세와 람세스 세를 연결짓는 것이 요즘의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2 ,

생각에는 이집트 문명이 급격한 몰락을 겪었던 람세스 세 다음의 파라오2

치세 때 출애급이 이루어 진 것 같다 그렇게 볼 때 모세와 람세스 세는. 2

비슷한 연배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람세스 세도 장수하여 년 이상 통치( 2 60

했음).

요즘 학자들이 추정하는 출애급 시기 기원전 년 은 후 에서 상당히( 1,250 )

앞으로 소급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당시 이집트에서는 각국의 외국인.

왕자들을 양자로 입양하여 관리로 쓰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중

모세 상 미켈란젤로 작 로마( ,
산타 마리아 드 빈콜리 성당)

강에서 건져지는 아기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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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명이었을 것이고 화처럼 신분상으로 파라오의 적자와 같은 지위를

누렸다고 볼 수는 없다.

드림웍스의 모세는 세실 데 의 모세 찰턴 헤스턴 분 보다 수수하고 멋B ( )

진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모세의 완고함과 광기 모세와 야훼의 끝없는 불, ,

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잦은 배신 등은 완전히 생략하고 있다 화 마지막, .

을 장식하는 바다 가르는 장면은 이전의 화면보다 진일보한 느낌을 주지만

아직까지도 컴퓨터로 액체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모세 신화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신화 부분이 그렇듯이 이웃 국가들

의 신화에서 많이 따온 것이다 모세의 탄생 신생아를 모두 죽이라는 왕의. (

명령을 피해서 살아남은 아이 는 악카드의 사르콘 왕의 전설과 이집트의 호)

루스 전설에서 따왔고 미디아로의 망명은 이집트의 시누헤 신화에서 따왔,

다 아홉 이적에 관해서는 년 그레타 호르트 라는 학자가. 1950 (Greta Hort)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그리스 테라 화산의 폭발로 나일 강의 홍수가 발.

생했고 고지 의 붉은 토양이 강물에 실려 오면서 새로운 미생물들이 하류

로 유입하 다 이들 미생물들은 물고기를 감염시켜 죽 으며 죽은 물고기. ,

는 개구리의 서식지를 위협했다 개구리들이 마른 땅 위로 쫓겨 올라갔다. .

강물에서 썩는 생선으로부터 온갖 해충이 들끓었고 탄저병을 퍼뜨렸다 결국.

은 인간과 가축들까지 고통을 받게 되었다 충 이런 식의 설명인데 그럴. ,

듯 해 보이지 않는다.

홍해 원래는 갈 바다 의 위치에 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있었으나 의견( )

이 분분하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 카나안까지 가는 길도 크게 경로로. 8

추측하고 있다 홍해를 건넜느냐 하는 것도 불분명하다 학자들에 따르면 홍. .

해를 건너는 부분을 묘사한 원래 개의 다른 텍스트가 있다고 한다 텍스4 . E

트는 추격하던 이집트 전차들이 해변의 뻘밭에 빠져 옴싹달짝 못하게 되었

다고 간단히 묘사하고 있으며 텍스트는 야훼가 직접 강령한 동풍으로 바, J

다를 어내고 마른 땅을 만들어내었으며 히브리 인들은 바다를 건너지 않

고 추격하던 이집트 인들 이 광경에 압도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적

고 있으며 텍스트는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그곳을 가로질러 갔다고 적고, P

있다 시나이 산의 위치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군데가 추정되. . 8

고 있으며 두 곳은 시나이 반도에 있지도 않다.

모세가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더욱

오리무중이다 메리바의 우물에서 물을 만들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명.

령하고 야훼가 지시했는데 모세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 쳤기 때문이라는 소박한 해석에서부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뭉둥병으

로 메리바에서 죽게 되자 모세는 그녀를 애도하기 위해 야훼를 위해서나 사

람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 또는 이스라엘 백

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을 잘 무마하지 못하는 모세의 무능 때문이라는 해석

까지 있다 키르쉬 에 따르면 후 의 편집자들이 모세의 진짜 죄를. (Kir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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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했다고 한다.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 나일 강을 핏물로 만들기 개구리 떼와 온갖 전염1) , ,
병 마지막으로는 각 가정의 맏아들 죽이기,

모트(Mot) 카나안 페니키아 죽음의 신 뜻은 죽음 한발 해충 불임 건조한 사[ , ] . “ ”. , , ,

막 부패 죽음 지하세계 등은 모트의 역에 속했다 바알이 자신의 권위를, , , .

무시하자 그를 죽 다가 바알의 아내 아타트에게 죽임을 당했다 다시 살아, .

나 바알과 투쟁하다가 엘의 개입으로 풍요한 지에서 쫓겨났다 히브리에서.

는 마웨트 또는 마베트로 불렸다.

몰록(Moloch) 카나안 구약성서에 나오는 카나안의 풍요신 몰록을 신봉하고 있었던 사[ ] .

람들은 이 신을 달래기 위한 제물로서 첫 아이를 태워서 바쳤다 이 잔혹한.

행위 때문에 몰록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나 첫 소출을 신에게 바치

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리 드문 것이 아니었다.

므두셀라(Methuselah) 히브리 기독교 성서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 ] . 에녹의 아들 살에 맏아. 187

들 라멕을 낳고 살에 죽었다969 .

라멕의 아내가 특이하게 생긴 아들 노아를 낳자 므두셀라를 찾아와 어찌

된 일인지 물었다 므두셀라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 . 에

녹을 찾아갔다 에녹은 노아가 온당한 아들임을 확인해주고 손자가 온 세상.

을 타락에서 구원하리라고 예언했다.

미가(Micah) 히브리 기독교 기원전 년 경에 활동한 이스라엘의 예언자 유다산[ , ] 690 .

맥 서쪽 기슭 예루살렘 남서쪽 지점의 모레셋 즉 오늘의 델 산다한, 34 km ,

나 출신의 서민 활동 시기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의 시 다. · · .

이때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인데 그는 사마리아의 함락과 황폐를,

예언하 다.

미가의 예언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이며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는 가난한 자,

를 변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즈키야 시 에 이르러 지주들의.

횡포 미가 이하 와 야수적인 탐욕 미가 을 규탄함과 아울러 사명( 2:2 ) ( 3:2,3) ,

을 저버리고 속된 사리 만을 위해 매수된 선지자들과 이기적인 사제( ) ,私利

지도계급을 통박하 다 미가 그가 기록한 책이( 3:5 11).∼ ｢미가｣다.
미가엘 미카엘/ (Michael) 히브리 기독교 천사 의 하나 뜻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과 같은[ , ] ( ) . "大天使

자는 누군가 정의의 왕". " 멜기세덱 빛의 군주 따위의 별칭이 있다 하늘", " " .

에서 내리는 눈을 다스린다 성경의 다섯 곳 다니 유다. ( 10:13, 21, 12:1,

묵시 에서 보인다1:9, 12:7) .

미카엘은 원래 유 교의 신관념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외경 에녹, ( )外經 『

서 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는20 .』 타락한 천사들을 천상에서 몰아냈

다.

그는 선민 의 수호자 용의 형상을 한 사탄 악마 과의 싸움에서 하느( ) , ( )選民

님의 세력을 나타내는 천사로 그려져 있다 동방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숭배해.

왔으나 서방교회에서는 세기에 몬테 가르가노의 미가엘의 출현 이 있, 5 『 』
미카엘 귀도 레니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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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래 차츰 성행하게 되었다 회화 에서는 전사 의 모습으로 그. ( ) ( )繪畵 戰士

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마지막 심판 때에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다, .

미갈(Michal) 기독교[ ] 다윗의 첫 아내이자 사울의 딸 그녀는 다윗을 사랑하여 그와 결.

혼하고 싶다는 뜻을 아버지에게 밝혔다 사울은 이것이 다윗을 제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딸을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명의 목을, 100

가져오라고 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명의 목을 바치고 그녀와 결혼하. 200

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자 그녀는 남편이 도망치게 하 다.

그녀는 집안의 수호상을 양으로 짠 천에다 감싸고 다윗이 몸이 불편한 것처

럼 감시하는 병사들을 속 다 그 후 사울의 명으로. 발디와 결혼하 다 그.

녀는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다시 그와 결혼하 다.

다윗이 성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기뻐서 옷을 벗고 춤을 춘 일이 있

다 이때 미갈은 속으로 다윗이 체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 .

으로 인해 야훼의 노여움을 사 끝내 아기를 낳지 못했다.

미리암(Miriam) 히브리 기독교 성서에서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무수히 나온다 그중에서[ , ] .

가장 유명한 것은 모세의 누나인데 그녀는 갈 광주리에 담긴 모세가 이집,

트 궁전으로 가는 것을 따라가서 생모를 유모로 소개하 다 그래서 친어머.

니의 젖을 먹으며 자란 모세는 자연스럽게 히브리 집단 당시에는 민족이 아(

니고 사회 계급이었다 의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다 나중에 모세와 제사장직) .

을 다투다 야훼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 메리바에서 죽었다 미리암의.

어원은 불분명한 데 바다와 관련이 있다.

미스라임(Mizraim) 기독교[ ] 노아의 둘째아들 함의 아들 창세기 뜻은 아사르. ( 10:6, 10:13) “

의 추종자(Asar) ”.1) 쿠시 구스 의 동생 이집트 민족의 시조라고 믿어졌다( ) . .

에 복수형 어미 을 붙 다1) m-Izra im .

바라키엘(Barakiel) 히브리 번개를 다스리는 천사[ ] .

바르 하다드- (Bar-Hadad) 카나안 하다드의 다른 이름 뜻은 하다드의 아들들 성서에서는 다마[ ] . “ ”.

스쿠스의 통치자를 바르 하다드라고 했다- .

바리새파(Pharisees) 히브리 기독교 유 교의 한 교파 율법은 성문법과 구전법으로 이루어[ , ] .

지며 율법의 발전을 인정하면서 토라 구약성서 의 첫 권 를 해석하고 인, (“ ” 5 )

간의 이성을 사용해 현실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여 사두개파와 립하 다, .

유 교 존속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 다 예수 당 에는 유 사회 상층의 지.

배지식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알(Baal) 카나안 카나안 사람들의 으뜸신이며 풍요와 다산의 신 뜻은 셈어로 소[ ] . “

유자 또는 주인 엘 혹은 다곤의 아들 아나트의 남편이자 오빠 알리인” “ ”. . . “

블 가장 존귀한 왕자 알리야누 발루 가장 존귀한 주인 알리이 크르듬( )”, “ ( )”, “

또는 알리유 카라디마 전사들의 정복자 알리인 가장 강한 자 알리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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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가장 존귀한 자 다마론 전사 제불 바알 아레츠 지상의 왕자 주( )”, “ ( )”, “ ( )”, “

불루 발루 아레치 지상의 주인 피다르 섬광 라키부 아르파티 구름을( )”, “ ( )”, “ (

타는 자 림몬 또는 레아민 천둥치는 자 알레인 가장 존귀한 분)”, “ ( )”, “ ( )”1),

비와 이슬의 주인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바알은 비 폭풍 우뢰“ ” . , , ,

안개 이슬 번개의 신이기도 하다, , .

바알은 다른 신들과 싸움을 해서 엘을 제외한 모든 신들에게 우위를 확립

했다 그는 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중재해 줄 아세라흐 여신을 존중하기도.

했다 카나안 신화에 따르면 생명과 풍요의 신인 바알이 죽음과 흉년의 신.

모트와 싸우는데 바알이 이기면 년간 풍년이 들며 지면 가뭄과 기근이7 ,

신 이어진다고 한다 바다의 신 얌을 격파하고 사폰 산에 집을 지었으며 수. ,

많은 도시들의 소유권을 장악한 바알은 더 이상 모트 죽음의 신 의 권위를( )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해 모트는 바알을 죽음의 땅으로 초.

를 했다 바알이 죽자 관개의 신 아트타르가 바알의 왕좌에 앉았다 아나트. .

는 모트에게 바알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으나 모트가 거절 했다 그래서 모트.

를 습격하여 갈기갈기 찢어 죽 다 나중에 바알이 회복된 몸으로 발견되자.

아트타르는 도망쳤다 죽었던 모트가 다시 살아나 바알과 전쟁이 이어지자.

엘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모트를 추방하고 바알에게 들판 소유권을 맡겼다.

바알 숭배는 이집트에서도 신왕국 후반기에 유행하 으며 그리스에서는

제우스와 같은 위치의 신으로 알려졌다 구약성서 에는 바알 숭배자들과. 『 』

엘리아의 결을 비롯하여 이교도의 상징으로 나오지만 엘리아 이전까지만

하여도 판관 기드온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사울 왕에( )判官

게도 이슈바알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 바알은 자주 지팡이나 금강저를.

들고 뿔이 달린 헬멧을 쓰고 짧은 킬트를 입은 채 앞으로 다리를 내민 모습

으로 묘사된다 그를 숭배했던 흔적이 늦봄에 이슬을 갈구하거나 늦가을 비.

를 비는 기도문의 형태로 히브리 기도서에 남아있다 바알은 경우에 따라 숫.

소로 변신했다 암소로 변한 아나트와 함께 마리 또는 마리의 송아지를. 70 80

낳았다 그러나 숫소 라는 이름은 엘에게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 ”

숫소 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 .

바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다드로 불렸다 엘과 마찬가지로 바알은 고유.

명사라기 보다는 직명 이었기 때문에 수 많은 바알들이 있었다 바알( ) .職名

레바논 세다 나무의 바알 바알 사폰 북쪽지방의 바알 바알 아디르 도움을( ), ( ), (

주는 바알 바알 카네프 날개달린 바알 바알 모가님 방패의 바알 바알 마), ( ), ( ),

르파하 치료의 바알 바알 샤밈 하늘의 바알 등이 있었다 카나안과 페니키( ), ( ) .

아 사람들은 이집트와 오랫 동안 교역을 하는 동안 바알은 이집트의 여러,

신들과 관련을 갖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숫양의 머리를 한 풍요의 신.

아몬이다 바알도 카르타고에서는 숫양의 뿔이 난 바알 하몬이라는 이름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몇몇 학자들은 죽었다 되살아나는 것 때문에 바알을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연관 짓는다 오시리스 신화에서 오시리스의 잘려진 머리가 페니키아의 도시.

바알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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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블로스로 떠내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집트인이나 페니키아인들이 두 신.

을 같은 신으로 생각했다는 증거는 없다.

바알을 이집트의 태양신 라와 연결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바알은 결.

코 태양신이 아니었다.2) 이런 혼동은 헬레니즘 시 에 바알을 그리스의 태

양신 헬리오스와 페르시아의 여러 신들을 뒤섞어 헬리오가발로스

라고 숭배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정작 이집트인들은 바알을(Heliogabalus) .

세트와 동일시했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바알을 바알 제우스 메마로우스 카이 아도도스

라고 불 다 바알이라는 이름은 어원(Ba`al Zeus Demarous kai Adodos) .

적으로 벨 과 같다 카나안 연구 초창기에 몇몇 학자들은 엘과 바알이(Bel) .

최고의 자리를 놓고 다투었다고 믿었다 둘의 갈등이 있기는 있었지만 바알.

이 그의 궁전을 짓는데 엘의 허가를 얻었던 것으로 보아 엘은 여전히 최고

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엘은 모든 피조물에.

한 지배권을 갖고 있었고 바알은 지상의 풍요를 관장하 던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알레인이라는 이름을 바알의 아들의 이름과 혼동하기도 했다1) .
에드워드 세나 빅토리아 여왕 때 활동했던 신이교주의에서는 바알을 태양신으로2) 7
믿었다.

바울(Paulos/Paul) 기독교 기독교의 성인 소아시아의 타르소 태생으로 아랍어 이름[ ] ( ). ,聖人

은 사울이며 이방인의 사도 라 일컬어진다 열렬한 바리새파 로서 기독, “ ” . ( )派

교도를 박해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 세례를 받았다 그후 회, . 3

의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마케도니아그리스에서 활약하 으며 예루살렘에,․ ․
서 체포되어 로마에서 순교하 다 로마서 외에 편지를 남겼다. ( ) 12 .書「 」

바이(Bay) 시리아 이집트의 재정관이 되었다가 후에 라모세 카엠네트예루[ ] -

라는 파라오가 되었다는 전설적인 인물 그가 파(Ramose-khayemnetjeru) .

라오가 되자 정통 이집트 왕실에서 반란을 일으켜 내란이 계속되었다 결국.

은 반란군에 패하여 일족들을 데리고 망명길에 올랐다 람세스 세 이후의. 2

파라오 던 바이는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 모세.

신화에 향을 주었던가 신화 속의 모세와 비되는 현실의 모세일 가능성

이 있다.

바하근(Vahagn) 아르메니아 전쟁신 태양 번개 불과도 관련이 있다 용을 죽인 공적으[ ] . , , .

로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와 같게 보았다.

방주(Ark1)) 히브리 기독교 방주 를 뜻하는 히브리 낱말 테바[ , ] “ ” (tebah)2)는 궤짝 이“ ”

나 용기 라는 뜻이 있다“ ” .

큰 상자 나 궤짝 을 뜻하는 라틴어 아르카 에서 유래했다1) “ ” “ ” (arca) .
모세의 어머니가 갓난아기 모세를 넣어 나일 강에 띄운 바구니도 테바 다2) “ ” .

발디(Phalti) 기독교 사울의 사위 라이스 의 아들 갈림 출신 다윗이[ ] . (Laish) . (Gallim) .

사울에게서 도망쳐버리자 사울은 미갈에게 발디와 결혼하도록 명했다, .

발타자르(Bathasar) 히브리 동방박사의 하나 이집트의 신관 출신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 . . ,

세라페움 에서 선악을 구분하여 심판하는 신에 관해 가르치다가(Serapeum)



하얀파도의 기독교와 레반트12 - 2008神話想像世界

- 24 -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다 그는 개인적인 깨우침을 가난한 자들에게 설교하.

으며 교단을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하 다 그 뒤 야훼의 목소리를 듣고 인, . ,

류의 구원자가 태어났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베들레햄으로 향했다.

밧세바(Bathsheba) 기독교 다윗의 후궁 솔로몬의 어머니 엘리암 의 딸 원래는 우리[ ] . . (Eliam) .

아의 아내 으나 남편이 출전한 사이에 다윗의 눈에 띄는 곳에서 목욕하여,

다윗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 동침.

하도록 배려하 으나 우리아는 동료들을 생각하여 집에 머무르지 않고 전우

들과 함께 기거했다 이에 다윗은 그를 일부러 사지로 몰아넣어 전사하도록.

만들었다 밧세바는 남편의 상을 치른 후에 다윗의 후궁이 되었다 다윗과. .

밧세바의 행위는 야훼의 노여움을 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기는 태어,

난 지 일주일만에 죽어버렸다 두 번째로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다. .

베드로(Peter) 기독교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사도의 한 사람 뜻은 반석 부활 후의[ ] 12 . “ ”.

예수에 의하여 주어진 이름 그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 으나 예수를 만나. ,

제자가 되었다 예수가 죽은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지위를.

야곱에게 물려준 뒤에는 전도에 종사하다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하

다 그는 로마교회의 설립자로서 특히 카톨릭 교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

교황은 그의 후계자로 간주되고 있고 산 피에트로 성당은 그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베리얼(Berial/Belial) 히브리 루시퍼와 함께 천국에서 추방당한 악마 중의 하나 불의 전차를[ ] .

타고 다닌다 솔로몬 왕에게 속아 많은 재물을 빼앗겼다고 함 원래는 천사. .

으므로 외모는 아름답고 우아하며 위엄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러나 외.

모의 아름다움과는 정반 로 마음이 사악하며 지옥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라

고 한다 구약성서에서 신에게 멸망당한 거리로 잘 알려진 소돔에서 신봉되.

고 있다는 설도 있다 아무람의 증거 에 의하면 베리얼은 미카엘의 동료. 『 』

다 모습은 뱀처럼 무섭고 얼굴은 독사와 같고 여러 색이지만 몹시 어두. ' ' , ' ', '

운 망토를 입고 있다' .

베헤모트(Behemoth) 히브리 거 한 짐승 성서에서는 베헤못 탈무드에 의하면 일에 만든[ ] . . 6

거 한 짐승 베헤못의 어원은 히브리어의 짐승 의 강조복수형. (B, HEMAH)

이다 보통이 넘는 크기 때문에 한 마리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수.

형으로 부르는 것.

벤네즈(Ben Nez) 히브리 폭풍우를 다스리는 천사[ ] .

목욕하는 밧세바
루벤스 작( )

십자가에 달리는 베드로
카라바지오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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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제붑
(Beelzebub/Baalzebub)

시리아 뜻은 파리 왕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벨제붑[ ] “ (Lord of Flies)”.

은 하에를 살해한 신으로 숭상되어 왔었다 그러나 기독교에 의해 하에를 살.

해한 신이 아니라 하에의 모습을 한 악신이 되어 버렸다 벨제붑은 성서에서.

더 나쁜 인상을 가진 악신으로 나와 있다 악령의 우두머리 악마 가운데 두. ,

번째의 실력자 혹은 첫 번째 등의 호칭을 가지고 있다 악마로 의인화되었( ) .

던 벨제붑은 하에의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있으며 특히 눈이 하에와 똑같

다.

벨페고르(Belphegor) 히브리 불화를 조장하는 악마 원래는 앗시리아의 이름 없는 신이었으나[ ] .

기독교가 융성해질 무렵에 악마로 변했다.

부에르 히브리 사자의 머리에 다섯 개의 쇠발을 이어 붙이고 거기에 불을 뿜으[ ]

며 회전하는 모습 약초 조제에 능하며 을 소환한다. .

브닌나(Penninah) 기독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아내 엘가나의 다른 아내 한나가 아[ ] .

기를 낳지 못하자 그녀를 멸시하 다.

비손(Pishon) 히브리 에덴동산에서 발원한 강 하빌라 하윌라 의 온 땅을 돌라서 흘[ ] . ( )

다 학자에 따라서 나일 강 파시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운하. (Phasis)ㆍ ㆍ

인 필라코파스 운하 자그로스 산맥에서 발원하는 우이준 강이라는 주장이ㆍ

있다.

사라(Sarah) 히브리 아브라함의 아내 뜻은 여주인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수 많은[ ] . " ".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자 당시 폐경이었던 사라는 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몸종 하갈과 관계하여 이스마엘을 낳자 아들을 못낳은

주인 사라를 멸시하 다 따라서 둘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녀가 살에 이. . 90

삭을 낳자 하갈은 그녀를 피하여 사막으로 도망갔다, .

사리엘 수리엘 사라카엘 자/ / /
라키엘
(Sariel/Suriel/Sarakael/Zara
chiel)

히브리 천사의 하나 에녹서 에 따르면 그의 임무는 죄의 길로[ ] 7 . 『 』

유혹당하는 인간들의 혼을 지키는 것이다.

사마엘(Samael) 히브리 인간을 만드는데 반 한 악의 천사 뜻은 하느님의 독 릴리트[ ] . “ ”.

와 합세하여 야훼에 항했다.

사무엘(Samuel) 기독교 사울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한 선지자 뜻은[ ] .

신에게 빌어서 얻은 아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 요엘" ". (Ephrathite) .

과 아비야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야훼에게 한 약속에 따라 젖을 뗀.

이후부터 제사장 엘리의 손에 의해 키워졌다.

사무엘은 소년시절 야훼의 부름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갔었다 사무엘이 세 번째로 엘리에게로 가자 엘리는. ,

그 부름이 야훼의 음성으로 알아차리고 야훼에게 응답하라고 일러주었다 이.

때 사무엘은 야훼가 엘리의 아들들에게 내린 저주를 듣고 그 로 엘리에게

고하 다 그 이후로 야훼가 그에게 자주 나타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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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되었다 사무엘이 청년이 될 무렵에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야훼의 선지.

자로 확실히 인정받게 되었다.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워 크게 패하자 사무엘을 찾아가 방도를 구

했다 사무엘은 이방의 신들을 제외하고 야훼만을 섬기도록 하고 미스바. ,

에서 큰 제사를 올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공격해(Mizpeh) .

오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바쳐 야훼에게 도움을 청하 다 히브리인들은 갑.

작스런 천둥소리에 놀란 블레셋인들을 추격하여 승하 다 그들은 그 날의.

승리를 기념해 그곳의 지명을 에벤에셀 이라 불 다(Ebenezer) .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람들의 신망을 잃자 히브리 사람들은 사무,

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후 야훼는 사무엘에게 나타나 왕으.

로 세울 사람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다음날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하러 사무엘을 찾아왔다 사무엘은 그가 야훼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

처음에 둘의 관계는 원만하 으나 사울이 독자적으로 야훼에게 번제를 올

린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후 사무엘은 아멜렉 사람.

들이 출애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겨간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

여 사람이나 짐승을 남김없이 도륙하도록 사울에게 명령했다 사울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아멜렉의 왕 아각 을 살려주고 짐승들도 가장 좋은 것만(Agag) ,

선별하여 제물로 바쳤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렸던 축복을 거두고 이.

새의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 다, .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그를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야훼가 세운 왕에,

게 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사바트(Sabbath) 히브리 중세유럽[ , ]

안식일 어로 새버스 주일 가운데 제 일 토요일 을 말한다 유 인. . 1 7 ( ) .①

들은 일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서 일요일

새벽까지가 된다 유 인들은 이 날에 모든 일손을 쉬고 그들의 민족신 야훼.

에게 예배하 다 이 기원은 구약성서 의 창세기 제 장 이하의 천. 1『 』 「 」

지창조의 과정 중 일 동안에 우주창조를 끝마치고 제 일에 쉰 데서 비롯되6 7

었다 또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통하여 이 날에는 모두 쉬도록 명하 다 그. .

리하여 유 교에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이 기.

독교 이슬람교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초 교회시 부터 그리스, .

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가 부활한 주일의 첫날 일요일 즉 주일 을1 ( ) ( )主日

새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

마녀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참가한다는 집회 마녀들은 이 집회에 참가.②

하기 위해 하늘을 날고 집회에 참가해서는 악마와 교접을 했다고 한다, .

사브낵 히브리 기린과 닮은 괴수의 모습으로 상 를 썩게 한다[ ] .

사울(Saul) 히브리 이스라엘의 초 임금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기스 요[ ] . .

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스보셋 등의 아들과 메, (Abinadab), (Melchi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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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 미갈 등의 딸을 두었다, .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왕 신 사사 판관 들이 부족을 지도해 왔었는( )

데 주변국의 위협이 계속되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요구했,

다 사무엘은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못된 짓을 하는지 설명했으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사무엘은 나귀를 찾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했다.

왕위에 올라 과감한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등 처음에는 사무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둘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요나단이 블, .

레셋 수비 를 공격하여 전쟁이 촉발되었는데 이때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번제를 드리도록 했다 일안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직접 제사. 7

를 주관했다 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여 번제를 드릴 사람은 자신 뿐이라고 책.

망했다 그후 사무엘의 명으로 아말렉 을 정복하 다 그때 사무. (Amelekites) .

엘은 아말렉의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이도록 명령했는데 사울은,

그 말에 따르지 않고 왕 아각 을 사로잡고 가축들을 고스란히 끌고 왔(Agag)

다 사울은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야훼에게 바칠 생각이었으나.

이것이 사무엘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여겨졌다.

사무엘은 새롭게 인망을 모으고 있던 다윗을 축복하고 사울을 저주하다가

죽었다 사울은 우울증에 걸려 다윗을 불러다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우울증.

을 달랬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

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 다 그러나 그의.

자식 미갈이나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 미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수시로 군 를 동원했으나 다윗은 그때마다 미

리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다 다윗은 그 와중에도 사울의 침.

실에 두 번이 잠입하여 그를 해치지 않음으로써 사울을 해칠 뜻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호전되지 않았다 다윗이. .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한 후 블레셋 사람들은 규모의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 다 사울은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엔도 에. (Endor)

있는 마녀를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부활시켜 자신이 이번 전투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축복은 커녕 죽은 자를 깨운 것에.

한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 다. .

사탄(Satan/Shaitan) 히브리 기독교 야훼와 립하는 악을 인격화한 것 뜻은 적 항자[ , ] . “ , ”.

사탄이라는 이름은 원래 천국에 살던 루시퍼가 신에게 반역했을 때 반역군

의 사령관이 된 데서 유래한다 천사 을 때 사탄의 지위는 권천사. ( )權天使

다 루시퍼가 왜 야훼에게 반역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

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자면 루시퍼가 야훼에게만 복종하고 인간에게. ,

복종하지 않다가 야훼의 분노를 샀다는 설이다.

야훼는 아담에게 이 땅의 동식물에 한 특혜를 주었다 이것은 천사들에.

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천사들에게도 아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내린. ,



하얀파도의 기독교와 레반트12 - 2008神話想像世界

- 28 -

것이다 루시퍼는 아담을 질투하여 아담을 존경하거나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

부했다 결국은 루시퍼는 야훼의 분노를 사 하계로 떨어져 오늘날 우리가 아.

는 사탄이 되었다 그때부터 사탄과 인간의 적 가 시작되었다. .

그리스도가 죽어서 지옥에 내려왔을 때 이것을 두려워한 지옥의 악마들은

사탄을 쫓아 버렸다고 한다 사탄의 신장은 비정상적으로 큰데 자그마치. , 4

만 피트나 된다고 한다 신약성서 에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원수이며 빛의. 『 』

천사를 가장한 자인데 자신의 밑에 있는 귀신들을 부려 사람의 몸을 점유해

그들을 괴롭히거나 병들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또 마지막날에는.

최후의 패배를 당해 원한 형벌을 당할 존재로 이야기되었다.

초 그리스도교도 이후 중세까지 사탄은 악의 본질 구원을 방해하는 자,

로서 등장하 으나 세기 반항운동 이후 자유주의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에18

서는 사탄에 관한 성서의 언어를 문자 그 로 해석해서는 안 될 허구로 취

급하려고 하 다.

사타나일 사타나엘/
(Satanail/Satanael)

히브리 주시자의 하나 구약성서 에 등장하지 않지만 에녹서 에[ ] . 『 』 『 』

등장한다.

사폰(Tsaphon) 카나안 페니키아 바알이 산다는 산 북쪽에 있는 것으로 믿어졌다[ , ] . .

산세노이(Sansenoy) 히브리 릴리트를 잡으러 갔던 세 천사 중의 하나 릴리트는 아기가 자신[ ] .

을 찾아온 세 천사의 이름이 새겨진 장신구 오물렛 를 걸고 있으면 해를 끼( )

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태교도 집단에서는.

유사한 장신구가 유태인의 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살로메(Salome) 히브리 신약성서 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딸 역사적으로 헤로디아의[ ] .『 』

딸이라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지 헤로디아의 여동생으로 살로

메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마태복음 에는 이름을 들지. 「 」

않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결혼을 한 조목에서 헤로디아를 힐책하는 세례자

요한을 사형에 처하는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의붓

아버지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었다는 것으로 그녀의 일

이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그 가로 요한의 목을 요구하여 어머니 헤로디아.

에게 주었다고 한다.

삼마(Shammah) 기독교 다윗의 형 이새의 셋째아들 사무엘이 야훼의 명령으로 이새의[ ] . .

아들로 왕을 삼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와 그의 형제들을 살펴보았다, .

삼손(Samson) 히브리 전설적 장사이자 유 인들의 지도자 사사기 장[ ] ( ).( 13 16 )士師 ∼

그는 사무엘 이전시 의 마지막 사사인 마노아의 아들이다 그는 나지르인.

나실인 으로 블레셋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느님께 바쳐졌다( )

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시체에 접근하 으며 포도. ,

주를 마시고 창녀와 동침하 다.

그는 딤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은 뒤 갈등이 빚어졌다 그는, .

아내를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고 명의 블레셋인들을 죽여 화풀이했다1,000 .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살펴보는
살로메 카라바지오 작( )

눈알이 뽑히는 삼손 렘브란트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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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 으나 뒤에 가서 데릴라라는 고급창녀를 사20

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블레셋 추장들에게 고용된 첩자로서 삼손의 힘의 원.

천을 알아낼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하 다 결국 그녀의 배반으로 그의 상징.

인 긴 머리카락이 잘려 괴력 을 잃고 블레셋인에게 붙잡히는 몸이 되( ) ,怪力

었다 그는 두 눈을 뽑히고 노예가 되어 맷돌을 돌리는 일에 종사했다. .

수 년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바알 신의 축제에 눈요기감으로 끌려 나왔다.

그동안 그의 머리가 길게 자라 그의 힘도 원래 로 되었다 그는 야훼에게.

복수를 기원하고 바알 신전의 기둥을 힘으로 넘어뜨려 구경을 나왔던 수 많,

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었다.

샤파시(Shapashi) 카나안 태양의 여신[ ] .

성궤(Ark) 히브리 야훼가 직접 새긴 십계명을 담은 궤 모세가 출애급을 한 다음[ ] .

시나이산에 올라가 야훼와 말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 동안 사람들은 황금송.

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다 모세를 이 꼴을 보고 십계명판을 땅에 던져.

부셔버렸다 아훼는 모세에게 나무로 만든 궤 혹은 큰 상자를 준비하고 그.

안에 두 번째 십계명판을 보존하도록 했다 하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히브.

리 인의 신앙의 상징인 신과의 계약의 성궤 는 한때 블레셋 인에게 빼앗겼“ ”

으나 성궤가 있는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어 속죄의 선물과

함께 성궤를 히브리 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원전 년 폼페이. 63

우스가 예루살렘을 습격하고 지성소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진입했을

때 거기에는 텅 빈 방들 밖에 없었다.

현재 성궤숭배의 풍속이 남아 있는 곳은 에티오피아가 유일하다 그래서.

신들의 지문 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핸콕은 에피오피타에 성궤가 있다고『 』

주장하고 있다.

세노이(Senoy) 히브리 릴리트를 잡으러 갔던 세 천사 가운데 하나 릴리트는 아기가 자[ ] .

신을 찾아온 세 천사의 이름이 새겨진 장신구 오물렛 를 걸고 있으면 해를( )

끼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태교도 집단에서는.

유사한 장신구가 유태인의 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세라핌(Seraphim/Seraph) 히브리 치천사 뜻은 사나운 뱀들 세라핌은 복수형이고 단수[ ] ( ). " ".熾天使

형은 세라프다 일반적으로 복수형을 많이 사용한다 단계의 천사들의 최고. . 9

위라 하는 세라핌은 트리스아기온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신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세라핌은 비실체이긴 하지만 인간 앞에 나타날 때는 개의 날개와. , , 6 4

개의 머리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한다 세라핌의 계급을 지배하는 천사는 메.

타트론 겜엘 나타나엘 가브리엘이라는 인의 군주라 한다, , , 4 .

야훼가 인간의 죄에 해 공정한 형벌을 내리기 위한 매개자로 세라핌을

내려 보냈다.

세만겔(Semangel) 히브리 릴리트를 잡으러 갔던 세 천사 가운데 하나 릴리트는 아기가 자[ ] .

신을 찾아온 세 천사의 이름이 새겨진 장신구 오물렛 를 걸고 있으면 해를( )

끼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태교도 집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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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장신구가 유태인의 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세키나(Sekina) 히브리 천사를 만든 재료 뜻은 성스런 자리[ ] . “ ”.

셈(Shem) 히브리 기독교 앗수르 앗시리아 엘람 아람 에베르 에벨[ , .] ( ) ( )ㆍ ㆍ ㆍ 1)의 조상.

뜻은 이름 노아의 맏아들 수메르가 변해서 셈이 되었다“ ”. . .2)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1) .
히브리어 모음 는 설형문자의 모음 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가 로 변하2) e u . s sh
는 경우도 흔하다 수메르의 은 생략할 수 있는 자음이라서 발음하지 않았다 수. r .
메르어 의 발음이 고 그것이 변해서 이 되었다Sumer Sume Shem .

셋(Seth) 히브리 기독교 아담의 셋째 아들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놋으로 쫓[ , ] .

겨난 후 태어났다, .

셰바(Sheba) 아라비아 히브리 아비시니아의 여왕 기원전 년경 아라비아 남서[ , ] . 1,000

부 예멘과 말디브에서 살았다고 한다 셰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

운 질문으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했다 히브리 신화에서 솔로몬은 세바.

의 여왕과 동침하여 네부카드네자르를 낳았다고 한다 일설에는 몸에 털이.

많아 발모제를 사용한 다음에야 솔로몬이 동침을 했다고 한다.

그녀가 올 때 함께 들여온 외국의 신들 때문에 히브리의 예언자들은 그녀

를 이교숭배의 원흉으로 규탄했다.

셈하자이(Shemhazai) 히브리 주시자 의 우두머리 중 하나 아야와 오야의 아버지 전[ ] ( ) . .注視者

통적인 유 인들에게는 배척되지만 사해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

던 마법과 뿌리자르기 에 해 가르쳤다" " .

야훼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솀하자이와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발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놓여졌고 주시자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소돔(Sodom) 히브리 구약성서 창세기 에 나오는 퇴폐적인 도시 오늘날 이스라[ ] , .『 』 ｢ ｣
엘 사해 남단 근처 반도인 알리산의 남부에 있던 고모라 등과 함께 개 평5 “

원도시 를 이루었다 주민들의 죄악 때문에 고모라와 함께 하느님이 불과 유” .

황을 내려 멸망시켰다고 한다 이 전승이 바탕이 되어 소돔은 뒤에 신의 심.

판을 받아야 하는 죄악과 퇴폐의 상징으로 불린다.1)

소도미 의 어원이 되었다 소도미는 남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제외한1) (Sodomy) .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인데 구강성교 항문성교 동성애 새디즘 머조키즘 수간, ㆍ ㆍ ㆍ ㆍ ㆍ
따위를 포함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소도미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

소피아(Sophia) 그노시스 파 야훼의 어머니 소피아는 큰어머니이고 신의 힘의 원천이며[ ] .

물질세계를 창조한 만물의 어머니 다 따라서 인간과 관련을 가진 천 사도" " .

소피아의 창조물이다 인간의 혼은 신의 창조물이 아닌 그 자체가 신과 동등.

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크리스트교 측에서의 반발은 크다.

솔로몬과 셰바 여왕
프란체스카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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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Solomon) 히브리 이스라엘의 임금[ ] 3 .1) 재위 기원전 년 솔로몬은 여972~931 . 20

년에 걸친 토목 공사를 하여 선왕이 계획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키

고 호화로운 왕궁을 세웠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최 의 문화적 황금기로 간.

주되며 문필활동도 활발해서 많은 구전전승들이 문헌화되었다 모세 오경 중.

야훼문서 문서 가 문헌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J ) .

솔로몬은 지혜롭기로 소문이 났지만 셰바의 여왕과 결혼하여 이교도를 받

아들 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발상 자체가 고 적인.

초기 야훼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종교의 관례에 속한 것이다 즉 전.

쟁에서 승리한 후 부족의 수호신에게 신전을 지어바치던 중동지역의 종교적

관습에 따른 것이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만을 샀고사,

후에 왕국이 분열되어 유 와 이스라엘로 나뉘었다.

데이빗 롤은 새로운 연표를 제시하면서 솔로몬이 투탄카멘 이후 파라오가 된 하렘1)
헤브 치세 후반에 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스루야(Zeruiah) 기독교 이새의 딸 다윗의 누이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을 낳았다[ ] . . .ㆍ ㆍ

시도리 히브리 흑표범의 모습을 한 괴물 의술에 능하다[ ] . .

시날 쉬나르/ (Sinnar) 히브리 기독교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정착한 땅 옛이름은 슈메룸[ , ] .

이고 지금은 수메르라고 한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면서 유(Shumerum) .

민족과 멀어졌다.

시혼(Sihon) 히브리 기독교 이스라엘인 의 가나안 침입 당시에 아모리인 의[ , ] ( ) ( )人 人

왕 헤스본의 왕으로도 불리었다 신명 모세가 이 왕에게 이스라. ( 2:26, 30).

엘인의 내 통과를 요구하 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함으로써 야하스에서 이,

스라엘인과 싸움이 벌어져 아모리인이 패하여 시혼왕도 죽고 그 지는 이,

스라엘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신명기 장 민수기 장. ( 2 , 21 )

아기스(Achish) 기독교 블레셋 가스 의 왕 마옥 의 아들 다윗이 사울에게[ ] (Gath) . (Maoch) .

서 도망쳐 단신으로 그를 찾아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

의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방문을 환 하 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죽일 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아기스는 미친 사.

람이 부족하여 다윗을 받아들이겠느냐면서 다윗을 받아 주지 않았다.

아나킴(Anakim) 히브리 야훼의 아들인 거인족 뜻은 신의 아들들 구약성서를 기술한[ ] . “ ”.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엘로힘파와 야훼파로 나누는데 엘로힘파가 기록한 부,

분에 신의 아들들이 지상에 내려가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 다는 기술이 있

다.

아나트
(Anat/Anath/Anata/Anatu/A
nit/Anta/Antit/Anti)

카나안 페니키아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 뜻은 산의 귀부인 아스타르[ , ] . “ ”.

테 아트타르트 아스타르테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바툴라투 아나투 처녀, , ( ,

아가씨 라흐마야 사춘기의 소녀 시트 귀부인 야바마트 리이밈 여러 나라), ( ), ( ), (

들의 어머니 또는 웅들의 처제 바알의 사랑스런 딸 바알의 예쁜 누이동) ,

생 생명의 힘 파괴자 아나트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 , .1) 아나트는 투구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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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투용 도끼와 창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엘에게 탄원하여 바알이.

북쪽 면에 위치하는 사폰 산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바알의 적.

을 죽이고 희생자의 피를 밟고 건너가서 아크하트의 활을 가지기를 원했다.

또아리를 튼 개의 머리를 가진 뱀을 처치하고 바알을 죽인 모트를 죽 다7 .

아나트는 복잡한 성격을 지닌 우가리트의 여신이다 처녀로서 성적 매력이.

있고 전쟁의 신이다 그는 인빕 산에 산다 가장 흔한 이름은 아가씨, . (Inbib) .

숫처녀는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 다 그는 바알의 누이이자(batalat, ) .

애인이다 바알과 더불어 이나 명의 자식을 낳았다. 70 80 .

마크 스밋 이 그의 이름을 정리했다 우라리트 신들의 목(Mark Smith) . V

록을 보면 로 나온다 발음은 아나투 다 그레이 가 아da-na-tu . (anatu) . (Gray)

라비아의 안와트 폭력 와 비교했다 매카터 는 악카드의(anwat, ) . (McCarter)

잇투 표지 로 생각하여 신이 와 있는 흔적으로 생각했다 딤 은(ittu, ) . (Deem)

어근 사랑하다 성교하다 와 농경문화권의 용어putative BH “ , ” -m`nh/m`nt

땅을 가는 순서 와 비교했다 봄 과 연결했다“ ” . -n “ ” .

아나트는 바알의 동료이자 이슬과 번식의 여신이다 다른 이름은 카임.

생명의 힘 이다 그의 아름다움은 완벽한 것이라고 믿었다 가끔(chayim, ) . .

방추와 북채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는 창과 방패를 든 전사이면서 사냥과.

전쟁의 여신이다 바알이 얌 과 싸울 때 돕기도 했고 바알이 죽자 모. (Yahm) ,

트를 죽여서 복수를 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야바맛 리오이밈 백성의 보호자 이(Yabamat LiÕimim, )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유적지에서 새겨진 이름을 살펴보자면1) ,
아나트 헤르 동의하는 아나트 기원전 년경 힉소스인들의 기록- ( ): 1,700
헤리트 안타 아나트의 공포 기원전 년경 아람어로 쓰여진 힉소스인들의 기록- ( ): 1,700
프타의 딸 기원전 년경 멤피스의 왕조 또는 왕조: 1,555-1,200 18 19
아나티 기원전 세기 아마르나 타블렛: 14
아나트베델 아나트의 집 기원전 오륙세기경 나일 강의 엘레파티네 섬( ): ,
안타르트 이집트:
아나탄타 이집트 람세스 세 때의 타니스: 2
아나트 아슈타르트 시리아- :
아타라타 아타르가티스 아람어/ :
안티트 테트 샨: -

아난트(Anant) 카나안 페니키아 이집트인들이 아나트를 부르던 이름[ , ] .

아다마(Adamah) 히브리 최초의 인간 뜻은 붉은 또는 붉은 흙 아내는 릴리트 또는[ ] . “ ” “ ”.

하와 하와와의 사이에서 아벨과 카인을 낳았다 창세기 를 보면 인간를 만. . " "

들었다는 기록이 두 번 나오는데 유태인들은 첫 번째 인간을 만들었다는 기,

록을 아담과 릴리트가 동시에 창조된 것으로 해석한다 릴리트가 사사건건.

아다마에게 들어 둘은 서로 불화하 다 결국은 릴리트가 신의 이름을 발.

설하는 바람에 아라비아로 도망가 버리고 아다마 혼자 지내게 되었다 혼자.

지내는 아다마가 불쌍해 보 던지 야훼는 아다마를 잠재워 그의 갈비뼈로

또 하나의 여자를 만들어 준다 아다마와 하와는 서로 사이 좋게 지냈으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다 어로 애덤. (Adam)

아스타르테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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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엘(Adriel) 기독교 사울의 맏사위 메랍의 남편 므홀랏 사람 사울이[ ] . . (Meholathite).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고자 했으나 그가 거절하여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었

다.

아라랏(Ararat) 히브리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걸린 높은 산[ ] .

아론(Aaron) 히브리 모세의 형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반 한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 .

가 되어 초 제사장이 되었다.

아마겟돈(Armageddon) 기독교 신약성서 에서 언급하는 역사가 끝나는 날에 하느님의 세력[ ] ,『 』

과 마귀의 세력이 전쟁을 벌일 장소 카나안의 도시 메깃도 를 가. (Megiddo)

리키는 듯한데 이 도시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역사상 많은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아모스(Amos, 783~743) 히브리 기독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는 배타적인 선민[ , ] .

의식을 비판하고 야훼가 다른 민족의 역사 안에서도 활동한다는 사실을 지

적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야훼의 정의에서 어긋난다면 야훼는 앗시리아를 도

구로 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아무람(Amuram) 히브리 모세의 아버지[ ] .

아미 히브리 밤하늘에 도깨비불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유성처럼 불덩어리가[ ] ,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넓은 우주의 모든 천체에 관해서 알고 있으며 우주. ,

인과도 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로켓 등의 과학 기술에 관해.

서도 으뜸가는 지식을 갖고 있는 차원적 악마이다 또한 전세계의 악마가4 . ,

갖고 있는 보물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다.

아바돈(Abaddon/Abadon) 기독교 지옥을 뜻하는 히브리어 요한계시록[ ] . ( 9:11)

아벨(Abel) 히브리 기독교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직업은 양치기 신앙심이 깊[ , ] . .

어 야훼에게 어린양을 제물로 바치며 신의 뜻에 잘 따랐는데 결국 이를 질,

투한 형 카인에게 살해당하 다 가톨릭교회의 미사 전례문에는 아벨의 제물.

은 그리스도 희생의 전조 로 묘사되어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 ) .前兆

자로 일컫기도 한다.

아브넬(Abner) 히브리 기독교 사울의 경호 장 넬 의 아들 다윗이 사울의 침소[ , ] . (Ner) .

에 침입하여 창과 물병을 훔쳐나온 후 그의 무능을 비웃었다, .

사울이 갈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 하

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유다의 왕이 되자 두 세력간의 결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브넬은 기브온 전투에서 아사헬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는. .

아사헬이 친구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추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아

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하 다 아브넬은 하는 수 없이 아사헬을 찔러.

죽 다 이로 인해 요압은 아브넬을 원수로 삼게 되었다. .

아브넬의 추 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그는 사울의 첩 리스바를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이스. .

보셋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미갈을 보내 항복의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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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다윗에게 항복하기 위해 헤브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압에게.

암살당했다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금식.

할 것을 명하 다.

아브라함(Abraham) 히브리 히브리의 첫 족장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 . “ ”. .

원래는 우르에 살다가 카나안 지방으로 이주하 다 야훼와 계약을 맺고.

세까지 살았다 야훼가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으나 아내 사라가175 .

이미 폐경을 했으므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다 이에 태어난 것.

이 이스마엘이다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녀의.

박해를 피해 아라비아로 도망갔다 이슬람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는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불화

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야훼의 명령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 야훼가 말리는 바람에 죽

이지 않았다 창세기 장 장 이 이후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중. ( 11 ~25 )

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 다.

고 생각하고 있다 그 근거가 몇 가지 있으며 그런 내용의 전승도 있기 때문.

이다 첫째 근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일간의 여정에서 어디. 3

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신공양.

이 당시에 관습적인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근거는 처음에는 아브라함. ,

과 이삭이 함께 떠났으나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측근뿐이었다는 사

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창세기 장 절. ( 22 19 )

미드라쉬 라는 유 교의 구전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Midrash)

엄청난 양의 피가 흘 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뒤 몸을 태워 화장했음을 전하고 있다.

아브람(Abram) 히브리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야훼와 믿음의 계약을 하고 이스라엘 민[ ] .

족의 시조가 되었다.

아비가일(Abigail) 기독교 다윗의 아내 그녀는 원래는 나발의 아내 다 나발이 다윗의 식[ ] . .

량원조요청을 거부했을 때 다윗 일당이 칼을 휴 하고 보복을 하려 하 다, .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빵 덩이 포두주 가죽부 양 마리, 200 , 2 , 5 ,

볶은 곡식 다섯 통 건포도 백다발 무화과 다발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 200

전하 다 그녀의 행동으로 다윗을 화를 풀고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

다 열흘 후 나발이 급사를 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에게 청혼하.

다 아비가일은 여종 다섯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결혼하 다. .

아비나답(Abinadab) 기독교 다윗의 형 이새의 둘째아들 사무엘이 야훼의 명령으로 이새의[ ] . .

아들로 왕을 삼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와 그의 형제들을 살펴보았다, .

아비새(Abishai) 히브리 기독교 다윗의 조카 스루야 의 아들 요압 의 형[ , ] . (Zeruiah) . (Joab)

제 사울이 하길라 언덕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사울의. (Hachilah)

침실에 잠입하여 창과 물병을 갖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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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달(Abiathar) 히브리 기독교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식량과 무기를[ , ] .

준 것 때문에 놉의 모든 제사장들이 몰살할 때에 무사히 도망쳐 나와 그 사

실을 다윗에 알렸다.

아비야(Abiyah) 기독교 사무엘의 둘째아들 사무엘에 의해 사사로 임명되어 브엘세바[ ] .

를 다스렸다 그는 뇌물에 매수되어 그릇된 판결을 내려 사람들(Beersheba) .

의 신망을 잃었다.

아사헬(Asahel) 기독교 스루야 의 아들이자 다윗의 조카 요압 아비새의 형제[ ] (Zeruiah) . , .

달리기에 능했다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의 창에 찔려 전사하 다 요압은. .

이에 한 보복으로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명을 몰살시켰다360 .

아세라흐(Asherah) 히브리 아티라트의 히브리식 이름 뜻은 생명의 나무 야자나무 특히[ ] . “ ”. ,

추야자를 달고 있는 암 추야자나무는 메마른 중동의 사막에서 생명의

나무 다 추야자는 뿌리가 짧아서 물가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물이 근처에.

있다는 표지가 되었다 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그 잎은 지붕을 덮. ,

는 재료가 되었으며 기둥은 목재로 사용되었다 또 그 수액으로 설탕을 만들.

수 있었으며 발효시켜 알콜 음료를 만들기도 했다 추야자열매는 날로 또.

는 말려서 먹었다.

아세라흐는 신성한 나무로 숭배되었으며 신성한 과수원에서 숭배되었다.

가끔 두 짐승들 사이에 서있는 나무로 묘사되기도 했다 보수적인 집단까지.

포함하여 예루살렘 사마리아 베델 등지에서 야훼교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

숭배에서도 아세라흐와 그녀에 한 숭배가 합법화되었다 그녀는 예루살렘.

신전에서 신성한 나뭇가지나 막 기로 상징되는 야훼의 아내로 숭배되었다.

기원전 년경 신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년간 숭배되었다 유배기70 240 .

간동안 쓰여진 신명기에서만 호세아가 아세라흐의 상징이었던 베델의 황소

우상을 비난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바알과 아세라흐의 관계를 오해했다. .

특히 초창기 카나안 신화 분석에서 그러했다 바알신화에서 바알이 그녀의.

도움을 청할 때 아세라흐가 바알의 어머니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녀는 바알

의 어머니가 아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존경의 표시로 연장의 여인들을 어머니 라고 불 다 다“ ” .

른 학자들은 성서에 기록된 잘못된 정보에 따라 아세라흐가 바알의 아내가

되기 위해 엘을 떠났다고 믿고 있다 유의하여 성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바알이 엘을 타도하려고 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불과하다 아세라흐가 바알과 육체관계를 가졌다는 단편적인 전승이.

남아있다 이것은 아세라흐의 성애적인 성격과 관계가 있지만 그녀가 정조를.

버린 것은 아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엘의 아내로 남아.

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과 엘을 중개했다.

아스모데우스
(Asmodeus/Asmodaeus)

히브리 악마의 왕 최초에는 페르시아 고전인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 ] . 《

베스타 에 나타나 있다 모든 악마는 아스모데우스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데 사탄 벨제법 등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원래는 천사 으나 인간의, , .

아세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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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을 유혹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왔다.

아스모데우스는 사련 과 육욕의 화신으로 메디아 북쪽 엑파타나에( ) ,邪戀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를 사랑한 나머지 사라가 결혼할 때마다 첫날밤에 잠,

자리를 차리기도 전에 일곱 번이나 그 남편들을 차례로 죽 다 그러나 아자.

리아 청년 실은 천사 라파엘 에게서 악마 쫓는 방법을 배운 토비아에 의해( )

그 야망을 꺾이우고 쫓겨났다 토비트.( 3:8)

아스타르테(Astarte) 카나안 히브리 시리아 사랑 결혼 풍요의 여신 아나트의 다른 이[ , , ] , , .①

름 뜻은 하늘의 왕 히브리인들은 아스타르테를 시돈의 여신으로 알고. “ ”.

숭배했다 그녀의 신전에서는 매춘이 행해졌다. .

이집트 멜카르트의 아내[ ] .②

아야 히브리 셈하자이의 아들 형제 오야와 함께 천상의 정원을 방문하여 거[ ] . ,

룩한 천사들이 나무 그루를 쓰러뜨리는 환 을 보았다 두 사람은 환200 .

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네피림 회의에 도움을 청했다 회의에서 답이 나오.

지 않자 마하와이를 지상의 낙원에 살고 있는 에녹에게 보냈다, .

아자 히브리 에녹이 메타트론이 되었을 때 이를 반 하다가 낙원에서 추방된[ ] ,

천사.

아자젤 아자엘 아지엘 하자/ / /
젤 아젤/
(Azazel/Azael/Asiel/Hazazel/
Azel)

히브리 주시자의 우두머리 중 하나 인간들에게 장검과 단검 방패와 갑[ ] . ,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으며 땅의 금속과 그 금속을 이용하여 일하는 방법,

을 알려주었다 또 팔찌와 장식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안료나 의. ,

약품에 쓰이는 금속 안티몬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여인들에게 눈을 화장하,

고 보석으로 멋을 내거나 채색하는 법 여인들에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방,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야훼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아자젤과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발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놓여졌고 주시자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에녹서 의 또 다른 판본에 따르면 아자젤이 이쉬타르 라는 여인(Ishtar)『 』

을 유혹했을 때 육체적 쾌락의 가로 금기된 신의 이름을 누설했기 때문에,

몸이 묶인 채 하늘과 땅 사이의 오리온 성좌에 원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벌을 받았다.

레위기 에 따르면 매년 욤 키푸르 축제 에 유 인들은 두(Yom Kippur)「 」

마리의 숫염소를 희생시켰다 한 마리는 유 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야훼에.

게 바치고 다른 하나는 아자젤에게 바쳤다, .

아크하트(Aqhat) 카나안 다니엘 왕의 아들 장간의 신 코타르가 지난 날 다니엘 왕이[ ] .

베푼 훌륭한 접에 감사하는 뜻으로 아크하트에게 시위를 메는 양끝이 뱀

처럼 꼬인 활을 주었다 아크하트는 아나트 여신이 불사의 능력을 주고 그.

활을 사려고 했을 때 거절하 다 아나트는 아크하트의 주제넘은 태도를 보.

고 엘의 동의를 얻어 죽여버렸다 그러나 활은 샘 한 가운데로 떨어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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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살과 함께 파괴되었다 아크하트가 사라지자 식물들은 시들고 바알은.

비도 이슬도 내리게 하지 않았다.

아트타르(Athtar) 아라비아 공포의 신 바알을 축출하려다 실패했다[ ] . .

아티라트(Athirat) 우가리트 카나안 만물의 어머니 뜻은 바다의 귀부인 엘의 아내 그[ , ] . “ ”. .

녀는 바다 특히 해안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이며 인간 가축 곡물의 번식, , ,

을 관장하 다 그녀는 사자의 여신이기도 하다 셈족은 엘라트라고 불 으. .

나 우가리트의 원전에는 아티라트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녀의 정식명칭은 라.

바트 아티라트 얌 바다위를 걷는 위 한 귀부인 이다 언어적인 변화가 생겨( ) .

서 페니키아인과 히브리인들이 아세라흐라고 불 다 엘라트 알라트 여신. / ( ),

라바투 아티라투 얌미 바다위를 걷는 위 한 귀부인 크드슈 위 함 카다( ), ( ),

슈 거룩한 분 크니트 일름 신들을 만든 여자 카니야투 일리마 신들을 조( ), ( ), (

물주 라비아투 사자의 귀부인 다트 바타니 뱀의 귀부인 등으로 불렸다), ( ), ( ) .

아티라트 숭배는 수메르 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년 아무르인 관리가 함무라비 법전을 비석에 새길 때 아누의1750

신부 아슈라툼 이라고 기록했다 악카드인들은 아시라트라고 불, (Ashratum) .

다 이집트 아마르나에서 기원전 세기에 악카드 문자로 아티라트를 기. 14

록한 것이 발견되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인들을 위해 일하던 광부들이.

그녀를 터키 옥 의 귀부인 이라고 불 다 터키 옥은 이집트의 여신 하“ ( ) ” .玉

토르의 상징이다 그래서 후에 하토르 여신과 동일시 되었다 드라빔. . 1)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가정의 수호신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수 천 개의 신상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주로 곱슬한 짧은 머리에 가슴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 나체로 묘사

되었다 신상의 아랫부분은 텅 비어있는데 외부는 신상을 세우기 위한 바닥. ,

을 덧붙 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신상의 수로 보아 그녀는 히브리 사회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출산시 카나안의 엘이나 이스라엘.

의 야훼의 동료로써 도움을 청하는 상이 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우가리트에서 불리던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는 바다의 여신이기도

하다 페니키아에서 그녀는 항해자들의 수호여신이자 선박의 안내자로 숭배.

되었다.

페니키아와 카르타고에서 돌고래나 물고기와 함께 묘사되는 타니트

로 묘사되었다 아티라트는 시나이 반도에서 여인의 얼굴을 한 사자(Tanith) .

로 묘사되었다 우가리트의 문헌에 따르면 그녀의 아들들을 아티라트의 사자.

들이라고 불 다 또 아티라트는 뱀의 여신이기도 했다 뱀의 여신으로 뱀의. .

모습을 한 청동상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우가리트의 항구 미네트 엘 베이다. -

에서 그녀는 미케네 크레타 양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장식(Minet el-Beida) - .

의자에 크레타의 길다란 주름치마를 입고 앉아 있다 또 머리를 위로 올리고.

풀포기를 쥐고 있다 아티라트 양옆에는 야생염소가 마주보고 있다 아티라. .

트는 하늘의 별들의 귀부인 또는 하늘의 여왕 라틴어로는 이( Dea Coele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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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불렸다 이에 관한 상징으로 태양원반과 초승달이 있다 신탁의 사제. .

들이 아티라트에게 봉사했으며 의식은 즐거운 난교와 함께 치러졌다 아티라.

트는 후에 페니키아에서 아슈타르투 아스타르트와 합쳐졌다/ .

고 히브리의 가신상 창세기1) Teraphim. ( ). ( 31:19-30)家神像

아하스베루스(Ahasberus) 히브리 형장으로 가는 그리스도를 자기 집 앞에서 쉬지 못하게 하고 욕[ ] ,

설을 한 죄과로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지상을 유랑해야 한다는 유 인 일.

명 떠도는 유태인 으로 알려져 있고 아하스페르스 라고도 한다“ ” , (Ahasfers) .

신약성서 에는 나오지 않고 유 인 전설에 나온다.『 』

아히멜렉(Ahimelech) 히브리 기독교[ , ]

놉 의 제사장 아히둡 의 아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Nob) . (Ahitub) .①

나와 그를 찾아 갔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이 쓰던 칼을.

주었다.

그 당시 그곳에 머물던 도엑이 이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일러바쳤다 사울.

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의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 모두를 죽 다 그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다윗의 부하 헷 사람 힛타이트 사람. ( ).②

안투(Antu) 악카드 악카드인들이 아나트를 부르던 이름[ ] .

알라트(Alat) 우가리트 카나안 셈족이 아티라트를 부르던 이름 뜻은 여신[ , ] . “ ”.

알릴라트(Alilat) 아라비아 어머니 여신[ ] .

암논(Amnon) 기독교 다윗의 맏아들 어머니는 아히노암 배다른 누이 다말를 짝사랑[ ] . .

하여 상사병에 걸렸다 그는 다윗에게 청하여 마달로 하여금 간병하도록 만.

들었다 다말이 그의 시중을 들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는 그녀와 관계를 하. ,

려고 했다 다말이 법도에 어긋난다고 꾸짖자 강제로 그녀를 범하고 그녀를.

차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솔롬은 그에 한 적의를 품었다 암논은 결. .

국 압솔롬에 손에 살해되었다.

압살롬(Absalom) 기독교 다윗의 아들 어머니는 마아가 남 녀를 두었다 친누이 다말[ ] . . 3 1 .

이 배다른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 살해하

다 이로 인해 도망가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다윗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

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알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압. .

살롬은 년간 다윗의 분노가 풀리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도 없자 요압2

을 통해 용서를 받으려고 했다 요압이 압살롬의 요구에 반응이 없자 압살롬.

은 그의 농토를 불태워 버렸다 이에 요압은 적극적으로 나서 압살롬의 알현.

을 주선하 다 결국 압살롬은 완전한 용서를 받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무렵부터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재판

관들이 부패했음을 비난하고 자기라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민심은 압살롬에게 쏠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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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분한 세력을 확보하자 압살롬은 아버지에 해 반란을 일으켰다. .

야곱(Jacob) 히브리 이삭의 막내아들 히브리 족장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과 리[ ] . ,

브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쌍동이형 에서의 상속권을 죽 한 그릇에 샀다 어. .

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이삭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외삼촌 라반.

의 집에 도망하여 외사촌 라헬 레아를 아내로 맞았다 야훼와 씨름을 한 후, .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의 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10 12

시조이다.

인류학자 프레이저에 따르면 원래 막내아들상속이 관습이었으나 성서가

기록될 상시에는 맏아들상속으로 관습이 바뀌어 죽 한 그릇에 상속권을 산

것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

야훼(Yahwe/Yahweh) 히브리 창조주이자 하나 뿐인 으뜸신 줄여서 에야 야 라고[ ] . (Eyah), (Ya)

한다.1) 창세기 두 번째 창조이야기의 주인공 족장시 에는 야훼라는 이름.｢ ｣
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족장들은 자기부족의 수호신을 엘 샤다이, (El

Shaddai)2) 줄여서 엘 이라고 불 다 기원전 세기까지 하반신은 뱀인, (El) . 2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원래 야훼는 엘 시타이 산 의 양치기들의 신이었으나 모세가 만났던 호( )山

렙 산의 이 더해져 군신 으로 변질되었다 그 후 엘리아와 호세아가( ) .軍神

농경신의 권능을 부여하고 아모스와 이사야를 통해 우주의 절 유일신으로

떠올랐다 바빌론 유수를 겪으면서 바빌로니아인들의 창조론과 우주론이 들.

어오고 페르시아인들의 사탄과 종말론이 들어왔다.

본디 히브리어에는 모음 이 없어 의 개 자음으로 표기되었는( ) yhwh 4母音

데 이것을 성스러운 글자라 하 다 유 인은 십계 의 제 계에 따라, 4 . ( ) 3十誡

이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 라고 외었다 세기경 마소, ( ) . 6~10

라 학자가 히브리어 원전에 모음을 붙일 때 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yhwh

음을 붙이게 되어 여호와 라는 이름이 생겼다“ ”(Jehovah, YeHoWah) .

야훼는 천지창조 이전에 바다괴물 레티바탄과 용인 라합과 싸워 물리쳤으

며 인간을 만들어 에덴동산에 살게 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 생할까 두려워하여 에덴동산에서 내쫓았다 야휘스트 계통의 전승은.

천지창조와 에덴동산 카인과 아벨 홍수 이야기 바벨탑 아브라함 같은 부, , , ,

족장 이야기 등이 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느님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하느님이1) “Eyah
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번역해 왔asher eyah” . “ ”

다 그러나 서부 셈어에서 신을 에야 라고 했다 이 구절은 나는 에야 라고. “ ” . “ (Eyah)
불리는 신 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asher) (Eyah) ” .
뜻은 전능한 엘 여기서 엘 복수형은 엘로힘 은 고 중동 셈족들이 초자2) ‘ ’. ( (Elohim))
연적 존재나 신격을 지칭하던 일반적인 용어다.

얌(Yam/Yahm) 카나안 혼돈의 신이자 바다의 신 뜻은 바다 뱀 바알과의 투쟁에서[ ] . “ ”.

패배했다.

에녹(Enoch) 히브리 이슬람 기독교 야훼와 함께 산 채로 승천한 사람 뜻은 시작된[ , , ] . "

아담의 손 므두셀라의 아버지 그는 년을 살고는 야훼 앞에 올바". 6 . . 365 ,

천지창조 블레이크 작( )



하얀파도의 기독교와 레반트12 - 2008神話想像世界

- 40 -

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 카발라에서는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

여 천사 메타트론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했다.

프리메이슨의 전승에 따르면 에녹은 인류에게 책과 서법에 한 지식을,

전수했으며 특히 건축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또 에녹은 홍수가 있을 것을, .

예상하고 아들 므두셀라의 도움을 받아 개의 비 지하고를 세웠다 그는9 .

지하고 맨 밑에다가 오늘날까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성한 히브리 신의

이름이 새겨진 삼각형의 금동판을 넣어 두었다 그 판에는 에녹이 천사들에.

게서 들은 기이한 말들이 새겨져 있다.

사해 두루마리에 따르면 에녹이 아야와 오야가 본 꿈을 해몽했다 그는.

그루의 나무는 명의 반역 주시자들을 나타내며 나무의 밑동이 잘200 200 ,

리는 것은 큰 화재와 홍수가 일어나 그들이 파멸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에녹은 이 비 지하창고를 완전 봉인한 다음에 기둥 두 개를 세웠는데 하,

나는 불에 타지 않도록 리석으로 다른 하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벽돌로,

만들었다 그 리석 기둥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가까운 곳에서 발. "

견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비문을 새기고 벽돌로 만든 기둥에는 일곱 가지" , "

기술 을 새겼다" .

에덴(Eden) 히브리 창세기의 낙원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기 전에 살았다 두 사람은[ ] . .

야훼의 명령을 어겨 여기서 쫓겨났다 에덴이라는 용어는 평지 를 뜻하는. “ ”

악카드어인 에디누 에서 유래하 다 기뻐하다 는 뜻의 히브리 동사(edinu) . “ ”

아단 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adhan) .

에덴의 지리적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다수설은 티그리.

스와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딜문 섬으로 추정한다 간 에덴. (Gan Eden)

이라고도 부른다.

에밈족(- , Emims)族 히브리 기독교 카나안의 사웨기랴다임 에 살던 거[ , ] (Shaveh Kiriathaim)

인 부족 인구가 많았으며 아나킴에 못지않게 키가 컸다 엘람의 왕 그돌라. .

오멜에 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창세기 장. ( 14 )《 》

에즈라(Ezra) 히브리 기독교 바빌론 태생의 유 인 사제이며 학자 뜻은 히브리어로[ , ] .

히브리의 도움 기원전 년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 458

가 유 인의 국권회복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자 에즈라는 약 명의, 5,000

동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느헤미야와 힘을 합쳐 기원전 년에. 515

세워졌다가 파괴된 성전의 재건에 힘썼다 또 그는 이혼의 금지시키고 성전.

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 교단 을 성립시켰다 그는 페르시아의( ) .敎團

후원 아래 사제 사제 레위인 율법학자의 서열로 구성된 사제계급을 두어

이 사제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신정국가를 세웠다 심지어 이방여자와.

결혼한 제사장들을 파직시키고 그 여자들을 추방하는 등 초강격 율법주의에,

입각하여 토라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다 그래서 제 의 모세라는 별명을. 2

얻었다.

에즈라의 개혁은 그 밖에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로시 하샤나 욤 키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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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등 유 계절축제의 엄격한 실천을 관행화시켰고 무엇보다도 전승의 문,

헌화작업을 활발히 추진시켜 모세 오경을 포함한 히브리 성서의 삼분의 이

가량을 수집 정리했다, .

엘(El/Ilu) 카나안 우가리트 모든 신이 있기 전부터 존재한 신 뜻은 신 바알을[ , ] . “ ”.

제외한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자 아세라 여신의 남편으로 셈족의 고 문헌

에 나와 있다 바알의 아버지라는 설도 있다 성서에서 야훼를 단수형으로. .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어원적으로는 그것 또는 유일자 일루 마부크 나하르미 두 강의 근원“ ” “ ”. (

에 있는 엘 일루 키르바 아피그 티하마트미 두 바다의 샘 가운데 있는 엘), ( ),

아비 아다무 인류의 아버지 바니유 바나와티 피조물의 창조자 도르도루( ), ( ),

디케니누 우리를 창조한 원한 분 루티파누 일루 두 파이두 친절한 엘 공( ), ( ,

감하는 자 말리크 아비 샤니마 세월의 아버지 또는 왕 말리크 아비 슈네), ( ),

미 시간의 아버지 또는 왕 엘 올람 원한 신 아비 아드 원한 아버지( ), ( ), ( ),

투 일루 황소의 신 등의 여러 가지로 불렸다 엘은 바다의 근원이 되는 두( ) .

강 사이에 있는 사폰 산 위에 살며 항상 긴 턱수염과 날개를 가진 노인으로

수소의 뿔을 달고 걸터앉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과 거리를 두고 좀처럼 가까이 하지를 않지만 그는 강

력하며 지혜로운 신이다 엘은 신과 인간 양쪽에 결정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

다 바알과 모트의 싸움도 엘의 판정으로 결말이 났다 공정한 왕 케레트가. .

두 번째 아내를 찾는 것을 도왔고 그가 명의 아들을 두도록 축복했으며, 7, 8

통치 말엽에는 노망으로부터 구했다 아나트가 아크하트를 죽이는데 동의하.

기도 했다 히브리의 야훼처럼 초월적인 전능자로 생각되었다 그리스신화의. .

크로노스에 해당한다 구약성서 에서는 엘이라는 용어가 신을 지칭하는. 『 』

말 또는 야훼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 다 그는 황소의 신 토루 일루, .

와 같이 보기도 했다(Thoru Ilu) .

엘은 인류의 아버지 또는 창조된 모든 것들의 조물주 라고 불렸다 그“ ” “ ” .

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있지만 최고의 신이었던 것만은 분

명하다 그는 수염난 노인으로 묘사된다 엘은 바알 아카트 케레트 샤하르. . , , , ,

샬림 등 우가리트 신화 부분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그는 제사서열에.

서 으뜸가는 지위 또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 지상의 왕들을 엘의 아들이라고.

불 다 엘은 또 죽은 자들을 위한 연례축제인 마르제아흐 라는 축. (Marzeah)

제의식를 관장하 다 그의 도움이 필요하면 멀리 떨어진 그의 궁전에 갈 수.

있는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아나트는 자주 불려졌으나 엘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불려지는 신은 아셔라흐 다 엘.

은 자비로운 신 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화를 내지 않“ ”(latipanu ilu dupaidu)

았다 자비로운 신은 인간들을 축복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에도.

용서해 주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는 사과를 속죄로 받아. .

들 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탄식하고 인간의 행복에 즐거워했다. .1) 아나트는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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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게 이렇게 말한다.

1)
엘 당신의 법은 현명하도다“ , .
당신의 지혜는 원하도다.
엘 당신은 위 하도다, .
당신은 진정 현명하도다.
당신의 회색 수염은 참으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도다.
축복된 삶은 당신의 법이로다.”
아세라흐는 엘에게 이렇게 말한다.

엘가나(Elkanah) 기독교 사무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인 아버지는 여로함[ ] . (Ephrathite).

조부는 엘리후 증조부는 도후 고조부는 숩(Joroham), (Elihu), (Tohu),

라마다임소임 의 에브라임 산속에 살(Zuph). (Ramathaim-zophim) (Ephraim)

았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한나는 야훼에게 빌어. ,

사무엘을 낳았다.

엘라트(Elat) 우가리트 카나안 셈족이 아티라트를 부르던 이름 뜻은 여신[ , ] . “ ”.

엘로힘(Elohim) 히브리 창조주 첫 번째 창조이야기의 주인공 주인 을 뜻하는 엘 의[ ] . . “ ” (El)

복수형 엘로힘 계열의 신화는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

된 후 북 이스라엘 왕국에서 기록된 전승을 편집한 문헌들에 주로 나타난다.

엘리(Eli) 기독교 실로 에 있는 야훼 성전의 제사장 두 아들 홉니[ ] (Shilloh) .

와 비느하스 는 야훼에게 바치는 제물을 가로채다가 야훼(Hophni) (Phinehas)

의 저주를 받아 같은 날 비명횡사했다.

그는 한나가 바친 어린 사무엘을 맡아 기르면서 제사장으로써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쳤다.

엘리사(Elisa) 히브리 기독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예후와 더불[ , ] .

어 바알 종교의 박멸을 도모했다 적장수인 수라의 나만을 요르단 강물에 씻.

게 하여 그의 문둥병을 낫게 했다.

엘리압(Eliab) 기독교 다윗의 형 이새의 맏아들 사무엘이 야훼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 ] . .

들로 왕을 삼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재목으,

로 생각했었다 그러자 야훼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엘.

리압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참전하 다.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감히 싸우지 못하고 치만 하는 형국이 일간이나40

지속되었다 막내동생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식량을 가지고 왔다가. ,

골리앗의 충동질에 몹시 분개했다 엘리압은 다윗이 홧김에 하는 말을 듣고.

전쟁터에 놀러왔느냐면서 크게 나무랐다.

엘리야(Eliah) 히브리 기독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예수 이전에 살아서 승천한 두 명[ , ] .

가운데 하나.

엘리야는 바알 숭배를 정점에 달하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사

벨에게 전면적으로 돈전하여 야훼의 이름으로 무서운 가뭄과 기근을 예언했

으며 바알의 사제 명과 갈멜 산에서 어느 신이 더 강한지 시험해 보자,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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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안했다 그 결과 바알의 사제들은 실패하고 엘리야의 기도에 비가 내렸.

다.

그 후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사벨 가족에게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

이 예언 로 아합과 이사벨 및 그 자식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고 말았으며

남은 일가와 바알 사제들까지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예후에게 살육당했다.

여호사밧(Jehoshaphat) 기독교 부처의 기독교식 이름[ ] .

여호와(Jehovah) 히브리 야훼의 다른 이름 예호비스트 문헌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 ] .

망한 후 그 피난민들이 남유다 왕국에 엘로히스트 문헌을 갖고 와서 야휘스

트 문헌과 부분적으로 합쳐져서 생겼다 이사야서가 이 계통의 문헌에 속한.

다 나머지는 다른 분류를 따라 신명기계통 문헌 여러 관계 문헌 등으로 분. ,

류한다.

연옥
( , purgatory)煉獄

기독교 로마 가톨릭교에서 일부 혼들이 머문다고 주장하는 곳 개신교[ ] .

나 부분의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를 부정한다 연옥은 경미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나 나쁜 버릇 같은 모든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죽은 혼들이 하,

늘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내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혼들은 땅에.

사는 신자들의 기도나 구제 등 신앙행위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러나 연옥이 있는 곳이나 벌의 성격 체류기간 따위에 해서는 공식태도가,

없다.

예드로(Jethro) 히브리 미디아 인의 족장이자[ ] 모세의 장인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죽이.

고 미디아로 망명왔을 때 그를 양치기로 고용하 고 자신의 딸 지포라와 결

혼시켰다 레우엘 또는 호밥 으로도 알려져 있다. (Reuel) (Hobab) .

예레미야(Jeremiah) 히브리 기독교 기원전 년경 유다 왕국 말기 요시아왕 때 활동한[ , ] 625

예언자 베냐민 지방 아나돗의 사제 인 힐키야의 아들 젊어서 예언자로. ( ) .司祭

서 부름을 받고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활발한 예

언자적 활동을 했다 그는 아버지 힐키아와 함께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앞.

장섰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관습으로 시행하던 인간희생제를 금지시키고 야

훼를 사랑과 용서의 신으로 바꾸었다 또 오랫동안 하느님을 배반하고 율법.

을 무시해 온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야훼의 노여움

의 채찍이 가해질 것을 경고하 다.

그러나 유 인들은 회개하고 하느님에게로 돌아서기를 거부하 다 얼마.

후 그의 예언 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

로 끌려갔다 그때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 는 그를 후 하여. ( )

유 에 머물도록 하 다 유 고관을 살해한 동포들의 강요로 이집트로 함.

께 갔으나 얼마 후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전한다, .

예루살렘(Jerusalem) 히브리 기독교 유 왕국의 서울 뜻은 샬렘 의 도시[ , ] . “ (Shalem) ”.1)

우루나 아르는 고 서아시아 지역에서 도시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썼다 그것이1) .
예루로 바뀌어 예루샬렘이 되었다.

예레미아 미켈란젤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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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Jesus) 히브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기원전 서기 그리스도[ , ] ( 6?~ 30?).

라고도 한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인명인 여호. “ ”

수아의 그리스어 음역이다.1) 그리스도의 뜻은 성유 를 머리에 부음받“ ( )聖油

은 자 이며 이는 곧 구세주 왕이란 뜻이다 유 왕 헤롯 시 에 목수 요셉” .ㆍ

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기독교에서는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하 고 그.

후 계속 처녀의 몸으로 여생을 지냈다고 하나 예수에게는 형제자매들이 여

럿 있었다는 설이 있다.

아버지 요셉이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령에 따라 신고하기 위해 출신지

로 가다가 북팔레스티나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았다 갈릴리지방의 나자렛.

에서 살다가 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일 간 광30 , 40

야에서 기도한 뒤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 선교활동을 시작하 다.

그는 하늘나라의 내림 과 유 민족의 회개 사해동포주의 정의 사( ) , ,來臨 ㆍ

랑의 생활에 의한 하느님의 은총을 외치고 많은 이적 을 행하 다 친, ( ) .異蹟

로마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를 정치반란의 지도자로 총독 빌라도에

게 넘겼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구약성, . 『

서 를 바탕으로 한 만민을 위한 속죄의 희생임을 깨닫고 예수의 부활을 경,』

험한 제자들은 그것을 굳게 믿어 그를 구주로 섬겼으며 이들로부터 그리스,

도교가 널리 전파되었다 일설에는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다.

고 한다.

출애급 당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로 변했다 멜 깁슨이 제작1) .
한 그리스도의 수난 라는 화는 예수가 쓰던 아람어로 녹음“ (Passion of Christ)”
했다 마리아가 예수를 부르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아 라고 한다 당시 예수라는. “ ” .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

오난(Onan) 히브리 유다[ ] 1)의 둘째아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죽자 그의 뒤를 잇도록.

하기 위해 형수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다 형수가 낳은 아기가 자신의 뒤를.

잇지 못할 것을 알고 땅바닥에 사정하 다 이것이 야훼의 노여움을 사 죽임.

을 당했다.2)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유다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1) .
오나니즘의 어원이 되었지만 요즘 사용하는 오나니즘과 오난의 행위와는 상당한2) ,
차이가 있다 오난의 고 의 풍속 형사취수제 에 한 반발로 볼 수 있. ( )兄死取嫂制
는데 그 때문에 야훼가 화를 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야 히브리 셈하자이의 아들 형제 아야와 함께 천상의 정원을 방문하여 거[ ] . ,

룩한 천사들이 나무 그루를 쓰러뜨리는 환 을 보았다 두 사람은 환200 .

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네피림 회의에 도움을 청했다 회의에서 답이 나오.

지 않자 마하와이를 지상의 낙원에 살고 있는 에녹에게 보냈다, .

옥(Og) 히브리 기독교 바산의 왕 형제[ , ] . 시혼과 함께 사방으로 수백 마일씩 뻗

은 광 한 땅을 다스렸다 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머물 다. .

민간전승에 따르면 옥은 셈야자의 아들 히야와 훗날 노아의 아들 함의 아

내가 된 여인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홍수 때 방주의 밧줄사다리에 매달려.

살아남았는데 노아가 현창 을 통해 음식을 주었다 옥은 자신의 죄를, ( ) .舷窓

십자가 위의 예수 루벤스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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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치고 그의 노예가 되기를 맹세했다 그러나 그 뒤 다시 옛날처럼 못되게.

굴었다.

요나(Jonah) 기독교 야훼로부터 여러 차례 시험을 받지만 결국 믿음을 지켜낸 사람[ ] .

거 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가 유명하다.

요나단(Jonathan) 기독교 사울의 아들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 를[ ] .

급습해 죽이거나 종자 한 명만을 거느리고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등20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다윗의 골리앗을 죽이자 그에게 자신이 아끼던 옷과 칼을 주고 친구가 되

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자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도망치. ,

도록 하 다 그후 요나단은 헤렛 숲속에서 다윗을 발견하고도 못본 척 해.

주었다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할 때 함께 전. (Gilboa)

사하 다.

요르카미(Jorkami) 히브리 우박을 다스리는 천사[ ] .

요셉(Joseph) 히브리[ ]

이집트에 맨 처음 들어간 히브리인 야곱의 아들 야곱의 귀여움을 독. .①

차지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샘을 받았다 부모 몰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 보.

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에.

반해 유혹하 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남편에게 요셉을 모함하.

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해몽을 잘하기로 이름이 알려졌.

다 그곳에서 파라오의 꿈을 잘 해몽하여 재상까지 되었다. .

카나안 지방에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자 부모형제를

이집트로 불러들 다 이때 이집트에 들어간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카나안으로 이주할 때까지 삼사 백년을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다 요셉의 이.

집트 입국으로부터 출애급까지의 기간은 힉소스의 이집트 칩입 기원전(

에서 출애급의 시간과 비슷하다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다는 이1,630) .

야기는 힉소스의 침입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참가하여 정권 창출에 가

담했음을 시사한다.

데이빗 롤은 세월의 풍상 에서 요셉이 이집트 제 왕조의 재상이라고12『 』

한다 요셉은 공동 통치자인 세누세레트 세와 아메넴하트. (Senuseret) 3

세를 섬겼고 그들의 후계자인 아메넴하트 세와 소베크네(Amenemhat) 3 , 4

요나 미켈란젤로 작( )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하는 요셉 렘브란트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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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밑에서 재상을 지냈다 요셉 시 의 기근은 아메넴하(Sobekneferu) .

트 세 때 몇 차례에 걸쳐 참사를 초래한 나일강 범람 때문이라고 한다3 .

예수의 아버지 성모마리아의 남편 축일은 월(Joseph, Saint). . 3 19②

일 직업은 목수 다 노동자 성 요셉의 축일은 월 일 세기 팔레스타인. . 5 1 . 1

지역 나자렛에서 활동한 그의 생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에 기록되어 있,｢ ｣ ｢ ｣
다 서방교회에서 요셉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은 세기 초부터인데 년. 14 , 1870

에 교황 피우스 세가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공포하 고 년 교황 피우9 , 1955

스 세는 공산주의자의 노동절에 응하여 월 일을 노동자 성 요셉의12 5 1 “

축일 로 정하 다” .

요시아(Joshia)

유 교 기독교 남유다의 왕 재위는 기원전 년 선왕 히스기야[ , ] . 640~607 .

의 통일정책을 이어받아 앗시리아 절정기의 앗수르바니팔의 죽음을 기화로

기원전 년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이 종교개혁은 신명기 법전을 토 로621 .

야훼 종교의 회복을 시도하 으므로 신명기 개혁이라고 부른다.

요시아는 신명기 법전의 조항 로 야훼 이외의 모든 종교의식을 철폐했으

며 특히 중앙의 예루살렘 성전만을 유일하고 합법적인 예배장소로 규정하,

다 이는 지방 사제계급의 해체와 예루살렘으로의 종교 집중화를 초래했다. .

그런데 이러한 전격적인 개혁은 후에 종교적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게

된 지방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이방신들에게 눈을 돌리게끔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 무렵 새롭게 일어나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앗시리아를 점령하자 이집트,

가 앗시리아쪽에 가담했다 요시아는 이집트의 진군을 가로막고 나섰다가 메.

깃도에서 전사했다 요시아의 죽음으로 남유다는 자주성을 상실한 채 이집트.

의 속국이 되었다.

요압(Joab) 기독교 스루야의 아들이자 다윗의 조카 아비새 아사헬의 형제 아브넬[ ] . , .

과는 친구 으나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자 원수가 되었다.

요압은 동생에 한 보복으로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명을 몰살시켰다360 .

마침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을 때 아브넬을 암살해 버렸다, .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 있는 동안 다윗이 압솔롬을 불쌍하게,

생각하자 요압이 나서서 두 부자의 화해를 주선하 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

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아버지를 알현하는 것이 금지되자 요압을 통해서 완,

전한 용서를 구했다 요압은 압살롬의 요청에 침묵으로 응답했다 압살롬이. .

요압의 농토를 불태워버리자 요압은 압살롬에게 따지러 갔다 요압은 압살롬.

에게 자신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전해주었다 결국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은.

다윗을 만날 수 있었다.

요셉과 아기 예수
무릴료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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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엘(Joel) 기독교 사무엘의 맏아들 사무엘에 의해 사사로 임명되어 브엘세바[ ] .

를 다스렸다 그는 뇌물에 매수되어 그릇된 판결을 내려 사람들(Beersheba) .

의 신망을 잃었다.

요한(Saint John the
Baptist)

히브리 기독교 세기 초에 유 의 황야에서 선교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 ] 1 ,

를 베푼 예언자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외모 행동이 모두 금욕적이며 에세. ㆍ

네파로 추정된다 헤롯에게 붙잡혀 처형당하 다 일설에는 헤롯의 의붓딸. .

살로메가 그를 사랑하 다가 거절당하자 그 보복으로 그의 목을 원했다고

한다 예수도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가 죽은 뒤 활동을 개시하 으며 요. , ,

한의 제자 일부는 예수를 따랐다 그는 종말론심판을 설교하고 뉘우친 사람. ,

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기독교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존경하고.

있다.

우가르(Ugar) 카나안 페니키아 바알의 조수 뜻은 농지[ , ] . “ ”.

우리아(Uriah) 기독교 밧세바의 첫 남편 히타이트 출신으로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그[ ] . .

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여 임신을 하자 다윗은 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장터에서 우리아를 소환하여 아내와 동침하도록 조치하 다 우리아.

는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하여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군 막사에 머물 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 사지로.

몰아넣어 전사하도록 만들었다.

유딧(Judith) 기독교 앗시리아의 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단신으로 적장 홀로[ ]

페르네스의 목을 베고 적군을 물리친 과부 미모가 뛰어났다고 한다. .

이브(Eve) 히브리 최초의 여자 뜻은 모든 삶과 생명의 어미니 또는 인류의 어[ ] . “ ” “

머니”.

탈무드에 의하면 두 번째 만들어진 착한 여성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요엘 미켈란젤로 작( )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 루벤스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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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는 뱀의 꾐에 빠져 금단의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이를 권유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랍비들 사이에서 이브는 사마엘과.

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사마엘의 할머니 또는 사마엘에게 유혹된 것으로도 생각되고 유 인. ,

이 아닌 모든 부족의 아버지인 카인의 어머니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랍비.

들처럼 이브를 부정하는 태도로 볼 때 이브는 원히 매력있는 것 여성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가진 위험한 수수께끼로 여긴다.

이사야 (Isaiah) 히브리 기독교 기원전 세기에 활동한 남유다의 예언자 뜻은 히브리어[ , ] 8 .

로 신은 구원이다 남쪽 유다 왕국의 왕족 출신 그는 높은 학문과 교양을" ". .

지녔고 왕실과의 친 한 관계를 유지하 다 그는 유다 왕 우찌야가 죽던, .

해 이사 인 년경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년 앗시리아( 6:1) BC 739 , 701

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올 때까지 활동하 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므낫세왕에 의해 톱으로 썰려 그 몸이 두 동강났다고

하지만 히브 역사적 증거가 없다 그는 여선지자를 아내로 맞아( 11:37) . (8:3)

두 아들을 두었다 그는 미가와 동시 인물로서 이사 미(7:3, 8:3). ( 1:1, 1:1),

둘 다 유다 왕국에서 일했으며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일했던 아모스나 호,

세아보다 앞서 활동하 다 이사야는 번 의 시기에 태어나 민족의 멸망을.

예견하고 경고한 예언자 다.

그는 국제정치의 역학구조를 꿰뚫어 보았으며 역사발전의 방향을 정확히,

내다본 감의 소유자 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총체적인 것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보좌와 그 위엄을 보았으며 인간의 마음. ,

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이스라엘 종교가 궁극에는 파멸될 것을 내다.

보았고 궁극에 이르러 메시야의 새 시 가 도래할 것 이사, ( 9:6 7, 11:1∼ ∼

을 예언하 다 이사야는 하느님과 인간과 세계와 역사와 종말을 두루 통8) .

찰한 구약의 바울로 사도이며 신약종교의 초석을 놓은 구약종교의 완성자, ·

개혁자 다.

이삭(Issac) 히브리 히브리의 족장 뜻은 웃음 아브라함이 살에 얻은 아들 리[ ] . “ ”. 100 .

브가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시행한 인신희생제의 당.

사자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속된 어린 아이라

는 모순되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야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했

다 아브라함은 야훼의 명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나 그 순간. ,

야훼가 말렸다 그 이후부터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을 금지시키고.

짐승으로 신하도록 하 다.

이새(Jesse) 기독교 다윗의 아버지 베들레헴 사람 구약성서 에서 엘리압 아비[ ] . . ,『 』

나답 삼마 스루야가 그의 아들로 거명되고 있고 다윗은 막내아들이다 그, , .

는 여덟 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소코르 히브리 랍비[ ] .

이사야 미켈란젤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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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Israel) 히브리[ ]

야곱의 다른 이름 뜻은 신이 지배한다 또는 신과 겨루어 이겼다. " " " ".①

낱말 끝의 은 신 이라는 말이고 는 이시스와 라 또는 오시리스와El “ ” Is-Ra

라의 합일체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야곱보다 훨씬 옛적의 신의 이.

름이다 후 에 히브리 민족의 나라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솔로몬 사후 여로보암 세가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패하여1②

북쪽으로 이주하여 세운 나라의 이름 여로보암 세는 히브리의 개 부족. 1 12

중 개 부족을 이끌었으며 수도는 현재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 있는 세바10 ,

스테 기원 세기의 이름 로 정했다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년 아시리( 1 ) . 722

아의 사르곤 세에게 멸망당해 주민들은 부분 납치되어 소멸하 다 이때2 .

사라진 사람들은 실종된 부족 이라고 한다" 10 " .

이스마엘(Ismael/Ishmael) 히브리 아브라함의 서자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여종 하갈의 몸에 태[ ] . “ ”.

어났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메카에서 희생제물로 바쳐.

아랍인들의 시조가 되게 하 다고 믿고 있다.

이스보셋(Ishbosheth) 기독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전사한 후 아[ ] . ,

브넬 장군에 의해 왕으로 추 되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

바를 자신의 첩으로 삼자 이를 문제삼았다 이로 인해 아브넬은 다윗에게 항.

복해 버렸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갔다가 요압에게 암살되었다는 소.

식이 전해지자 베냐민파의 레갑 과 바아나 가 이스보셋을, (Rechab) (Baanah)

암살했다 이스보셋은 재위기간 년을 채우지 못했다. 2 .

일루(Ilu) 우가리트 셈족이 원래 엘을 부르던 이름[ ] .

자그자겔 히브리 천사[ ] .

자디크(Zadich) 히브리 비를 부르는 신성한 능력을 가진 유덕한 자들 노아의 직계자손[ ] .

으로 믿어졌다 이들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비 스런 지식 카발라의 스승이.

며 모래 위에 원을 그려놓고 그 중앙에 서서 초자연적인 주술로 비를 부르,

는 의식을 행했다 이들은 일정한 거처 없이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생활했다. .

기우제를 지내지 않을 때에는 사해 서북 연안의 험한 골짜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명상과 묵상을 했다 오니아스가 가장 뛰어난 자디크 다. .

적그리스도(Antichrist) 히브리 기독교 가짜 구세주 요한 서[ , ] . ( 1 2:18 22)∼

주시자( )注視者 히브리 신성한 종족 뜻은 지켜보는 자들 또는 깨어있는 자들 히브[ ] . " " " ".

리어 원본에 신들의 아들들 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어" (bene ha-elohim)" ,

로 또는 로 번역되었다 신구 공동번역 성서에는 감시원으egregoris grigor .

로 번역했다 일반적인 의미의 천사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 이들의 후손을. .

네피림 또는 기보림이라고 불 다.

주시자들은 창백한 피부에 숱이 많은 흰 곱슬머리를 했다 아자젤 카스데. ,

자 솀야자 등이 이들의 우두머리 으며 인간들에게 야금술 화장법 안티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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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낙태술 등을 가르쳤다, .

세기 말 시리아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주시자들은 셋의 아들들이라고4 ,

한다 즉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에덴의 동쪽 놋 으로 쫓겨 가서. , (Nod)

딸들을 낳았다 그 딸들은 사탄이나 마귀가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악습이 있.

었다 마귀의 우두머리는 카인의 딸들을 유혹하여 아름답게 화장하고 보석과.

갖가지 화려한 옷으로 치장토록 하고 아담과 이브가 살던 곳으로 데려갔다.

여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명의 하느님의 아들들520

에게 달콤한 즐거움을 함께 즐기자고 유혹했다 이에 많은 남자들이 산을 내.

려와 여인들과 육체적 쾌락에 빠져들었다 오직 야렛 에녹 므두셀라 노아. , , ,

만이 이 추잡한 외설과 부정행위에 빠지는 것을 거부했다.

야훼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아자젤과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발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놓여졌고 주시자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다. .

지즈(Ziz) 히브리 하늘의 힘을 상징하는 커다란 새 땅의 베히모스 바다의 레비아[ ] . ,

탄과 응한다.

지포라(Zipporah) 히브리 모세의 아내 성서에서는 십보라 미디아의 한 족장 예트로의[ ] . .

딸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의식의 기원이 된 행위를 하 다 즉 모세가 야훼. . ,

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파라오에게 가는 도중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에 지포라가 모세를 제지하고 아들의 목숨.

신에 그의 성기 포피를 잘라서 모세에게 내던졌다 이 이후로 할례가 인신희.

생제의 치물이 되었다.

차와트(Chawat) 히브리 카나안 우가리트 아티라트의 다른 이름 완전한 명칭은 라바트[ , , ] .

차와트 엘라트 여신인 위 한 부인 차와트 히브리어(Rabat Chawat Elat, ).

로는 하와 어로는 이브(Hawah), (Eve).

천사( , angel)天使 히브리 기독교 야훼의 시중을 드는 천상의 존재 사자 들 이라는[ , ] . " ( ) "使者

뜻을 가진 히브리어 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에서 유래했"malakh" "angelos"

다 천사는 야훼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으로 많이 활동했다 일반. .

적으로 육신이 없는 존재이며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다 아브라함 롯 야곱에게 등장할 때처럼 특별한 임. , ,

무를 수행할 때에만 육신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 유 교 및 기독교 신학자

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천사들은 창세기 장이나 히브리 외경 및 신화 전설에 등장하는 타락천6 ,

사와는 전혀 관련없이 순수하다 모세 오경을 어디에도 천사들이 하느님의.

아들들 주시자들 네피림과 동일시된 적은 없다, , .

기독교 이전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 구약성서 를. 『 』

보면 품 천사들 가운데 세라핌과 게루빔만이 두 쌍이나 세 쌍의 날개를, 9

가진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앗시리아와 바빌론의 도상학 에서. ( )圖像學

천사 드귀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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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것이다.

천사세계에는 엄연한 계급제도가 있어 계급에 따라 그 하는 일이 다르다.

천사가 몇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가에 해서는 설마다 차이가 있지

만 가장 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계급설이다, 9 .

계급이란 치천사 세라핌 지천사 게루빔9 ( ) (Seraphim), ( )熾天使 智天使

좌천사 쓰론즈 주천사 도미니온즈(Cherubim), ( ) (Thrones), ( )座天使 主天使

역천사 버츄즈 능천사 파워즈(Dominions), ( ) (Virtues), ( )力天使 能天使

권천사 프린서펄즈 천사 아케인절즈(Powers), ( ) (Pricipals), ( )權天使 大天使

천사 에인절즈 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급은(Archangels), ( ) (Angels) . 9 3天使

계급 단위로 다시 나뉘어져 각 단위를 상급 중급 하급( ) 3 ( ), 3 ,上級 隊

라 부른다3 .

상급 를 구성하는 것은 치천사 세라핌 지천사 게루빔 좌천사 쓰론즈3 , ,

의 세 계급이다 이들은 야훼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매우 순수란 존재다 세. .

라핌과 게루빔의 두 계급은 물질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 평소 실체가 없다,

고 믿었다 쓰론즈는 비실체와 실체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천사 가운데서. .

가장 높다고 하는 세라핌은 트리스아기온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야훼의 주위

를 맴돌고 있다 세라핌은 비실체이긴 하지만 인간 앞에 나타날 때는 개. , , 6

의 날개와 개의 머리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한다 세라핌의 계급을 지배하4 .

는 천사는 메타론 겜엘 나타나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라 한다 지천사, , , 4 .

게루빔은 세라핌보다 더 바깥쪽을 돌고 있다 세라핌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

게루빔은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다 또 게루빔은 야훼의 수. ,

레를 모는 천사로 알려져 있다 게루빔이 인간 앞에 나타날 때는 개의 날. 4

개와 개의 머리를 가진 모습을 한다 좌천사 쓰론즈를 오파님이라 부르기4 .

도 한다 쓰론즈는 야훼의 전차로 나타낸다 즉 게루빔이 몰고 다니는 것이. . ,

쓰론즈인 것이다 쓰론즈는 모든 것들이 모습과 실체를 가지기 시작하는 곳.

에 있다고 한다 이 계급 이하의 천사들은 실체를 가지게 되므로 타락의 가.

능성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쓰론즈의 계급을 지배하는 군주를 라파엘이라.

부른다.

중급 를 구성하는 것은 주천사 도미니온즈 역천사 버츄즈 능천사 파3 , ,

워즈의 세 계급이다 이 계급의 천사들은 야훼와의 궁극의 합일을 목표로 삼.

고 립하는 존재들을 조화시키는 일을 맡고 있다 주천사 도미니온즈는 야, .

훼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천사로 알려져 있다 이 계급의 군주로는 자드키.

엘 하슈말 야리엘 무리엘 따위가 있다 역천사 버츄즈는 신의 사랑 기적, , , . ,

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로 알려져 있다 용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한다. .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바리엘 타르시슈 따위가 이 계급의 군주다 능천, , , , .

사 파워즈는 인간의 수호자로서 세계를 지키는 일을 한다 이 세계에 침입하.

여 지배하려 하는 악마에 해 제일 먼저 항하여 그를 막는 것이 파워즈

의 일이다 이 계급을 지배하는 군주는 카마엘이다. .

하급 는 권천사 프린서펄즈 천사 아케인절즈 천사 에인절즈로 이루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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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 인간과의 교류가 깊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 계급의 천.

사들이다 권천사 프린서펄즈는 지상에 있는 신의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맡.

고 있다 이 계급의 군주로는 아나엘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천사 아. .

케인절즈는 하급 가운데 인간에게 깊이 관여하는 계급이다 가장 위3 . “

한 자 라는 이름을 가진 미카엘도 이 계급에 있다 천사는 인간에게 벌을” .

내리고 다른 천사들을 이끄는 일을 맡는다 천사 에인절즈는 가장 낮은 천사.

다 인간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그 힘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

각 계급에 같은 이름의 천사들이 있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에 따라 계급

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라핌인 가브리엘이 역천사로서 기적을.

전하면 버츄즈로서 일을 한 것이 되고 역천사인 미카엘이 인간에게 처벌을,

내리는 임무를 맡으면 천사 아케인절이 되어 그 일을 한다.

카발라에서는 천사들을 브리아 계열과 예치라 계열 둘로(Briah) (Yetzirah)

분류한다 브리아 계열의 천사로는 메타트론 라지엘 차. (Metatron) (Raziel)ㆍ ㆍ

프키엘 차드키엘 사마엘 미카엘(Tsaphkiel) (Tsadkiel) (Samael) (Michael)ㆍ ㆍ ㆍ

하니엘 라파엘 가브리엘 산달폰(Hanie l ) (Raphael ) (Gabr ie l )ㆍ ㆍ ㆍ ㆍ

등이 있고 예치라 계열의 천사로는 하이요트 하 카도슈(Sandalphon) ,

오파눔 아랄림 하슈말림(Hayyoth ha Kadosh) (Ophanum) (Aralim)ㆍ ㆍ ㆍ

세라핌 멜라킴 엘로힘 베(Hashmalim) (Seraphim) (Melachim) (Elohim)ㆍ ㆍ ㆍ ㆍ

니엘로힘 케루빔 이심 등이 있다(Beni-Elohim) (Cherubim) (Ishim) .ㆍ ㆍ

카다샤(Qadasha/Qadashu) 우가리트 카나안 페니키아 이집트 카르타고 아티라트의 다른 이름[ , , , , ] .

사자 위에 서있는 여인으로 그려졌다 시아구 에 있는 카르타고 신전. (Siagu)

에서는 사자의 머리를 한 여인으로 그려졌다.

카르나임(Qarnaim/Karnayin) 카나안 페니키아 숫양의 뿔을 갖고 있는 지는 해의 신 정식명칭은 바[ , ] , .

알 카르나임.

카몬(Khamon) 카르타고 정식명칭은 바알 카몬[ ] .

카스데자 히브리 주시자 의 우두머리 중 하나 여인들에게 자궁 안의 아이[ ] ( ) .注視者

를 때려죽이는 방법과 정령 악령을 쫓아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낙태, .

술을 배운 여성들은 점점 타락하여 주시자들과의 성관계 외에도 자기와 짝

지어진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들과도 성관계를 맺었다.

야훼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아자젤과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발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놓여졌고 주시자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에녹서 에 따르면 카스데자의 죄는 사람들에게 뱀에 물린. , '『 』

상처와 정오의 열기를 통해 떨어지는 타격을 물리치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

카인(Cain) 히브리 기독교 아담과 이브의 맏아들 뜻은 장장이 그는 농경에[ , ] . “ ”.

종사하고 동생 아벨은 목양 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야훼가 동생 아벨의( ) ,牧羊

공물 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동생을 죽 다 신의 저주로 방랑을 하다( ) .供物

가 에덴동산 동쪽의 놋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종족을 번식하 다 카인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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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의 갈등은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립을 다룬 것으로 이스라엘인은 그들,

의 신이 유목민인 자신들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케레트(Keret) 카나안 공정한 왕 엘의 아들 엘의 도움으로 둘째 아내를 찾고 노망에[ ] . .

서 치료되었다.

쿠시 구스/ (Kush) 히브리 기독교[ , ]

쿠시의 시조 노아의 손자 미즈라임의 형. . .①

이집트 남쪽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가리키는 말.②

타니트(Tanith) 페니키아 카르타고 아티라트의 페니키아식 이름 뜻은 뱀의 귀부인[ , ] . “ ”.

특히 바다의 여신으로 보았다.

타락천사
( , fallen angels)墮落天使

히브리 기독교 주시자[ , ] ( ).注視者

아자젤 카스데자 솀야자 등이 이들의 우두머리 으며 천사 미카엘에, , ,

게 쫓겨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고 야금술 화장. , ,

법 안티몬 사용법 낙태술 등을 가르쳤다, , .

야훼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아자젤과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발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놓여졌고 주시자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다. .

에세네파와 초기 카발라 문헌에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었다 세. 1-3

기의 초기 교회지도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기록을 공공연하게 인용했다 교.

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고린도전서 의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11:10 "「 」

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라는 구절"

에 해 바울이 아름다운 머리칼의 여인을 좋아하는 천사들이 부정한 생각,

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썼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세기 이후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그리스어로 쓰여진 구약성4 . 『

서 가 하느님의 아들들 이란 말 신 천사들 이라는 말을 사용" " " (angelos)"』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천사들은 육신과 피로 된 존재가 아니며 혹 그럴지, ,

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이단시되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에녹서 가 너. 『 』

무 오래 되어서 경전에 포함될 수 없는 구물 이라고 주장했다( ) .舊物

이런 점은 유 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다 세기경 랍비 던 시몬 벤. 2

요하이는 창세기 장에 언급된 하느님의 아들들이 진실로 천사라고 믿는 모6

든 이들을 파문했다 그 이후부터 에녹서 와 관련된 내용은 유 교에서. 『 』

이단시되었다.

파그하트(Paghat) 카나안 다니엘 왕의 딸 오빠 아크하트가 엘에게 죽음을 당하자 그 복수[ ] .

를 하기 위해 식물들을 자라지 않게 만들었다.

피손(Pison) 히브리 에덴동산에서 발원한 강 성서에서는 비손 비손 참조[ ] . . .

하갈(Hagal) 히브리 아브라함의 첩 몸종이었으나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을 낳았[ ] .

다 나중에 본처 사라의 학 를 피하여 아들과 함께 사막으로 도망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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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드(Hadad) 카나안 풍년신 시리아 아람 사람들의 으뜸신 뜻은 부수는 존재[ ] . . “ ”.

하몬(Hammon/Khamon) 카르타고 하늘의 신이자 농경의 신 둥근 숫양의 뿔을 달고 있는 수염이[ ] .

난 노인으로 그려진다 후 에 엘 바알과 합쳐졌다 정식명칭은 바알 하몬. , . .

하빌라(Havilah) 히브리 황금의 나라 성경에서는 하윌라 베델리엄 홍마노라는 보석도[ ] . . ,

많이 났다 에덴동산에서 발원한 피손 강이 흘러 들어갔다 학자에 따라서는. .

콜키스 를 하빌라로 보기도 한다(Colchis) .

하와(Hawwah) 히브리 최초의 여자 뜻은 생명의 어머니 악카드 동사 하야[ ] . “ ”. (hayah,

살리다 에서 유래했다 이브의 다른 이름) . .

한나(Hannah) 기독교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의 아내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에[ ] . .

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브닌나.

로부터 멸시를 받고 괴로워했다 그녀는 야훼에게 아들을 빌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 야훼에게 바치기로 맹세하 다 그녀는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야.

훼에게 숫소 세 마리와 가루 한 에바를 바치고 감사를 표하고 사무엘도 바,

쳤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녀가 야훼와. .

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후에도 야훼의 축복을 받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

합달라(Habdalah) 히브리 안식일이 끝내는 의식 뜻은 이별[ ] . “ ”.

호라스 히브리 네 개의 손을 가진 기괴한 모습을 한 악마 식물학 의약과 요리[ ] . ,

에 뛰어났다.

호세아 기원전( 774~734) 히브리 기독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와 동시 인 그는 배우자[ , ] . .

이스라엘의 배반과 부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배우자를 버리지

못하는 야훼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힐키아(Hilkiah) 히브리 구약의 예언자 아들 예레미아와 함께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 .

주도했다.

힛데겔(Hiddekel) 히브리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 티그리스 강의 악카드식 이름이다 수[ ] . .

메르어로는 이디그라트 힛데겔은 앗시리아 동편으로 흘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