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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ㆍ상상세계 사전

(神話ㆍ想像世界 辭典)

제12권 기독교와 레반트 지역

일러두기

이 글을 제가 여기저기의 글을 편집해서 만든 신화ㆍ상상세계 사전의 열두 번째 

부분입니다. 유대교ㆍ기독교 및 레반트 지역의 신화와 전설을 모았습니다. 레반트라

는 용어는 아직 우리에게 낯선 용어인데, 이스라엘ㆍ시리아ㆍ요르단 같은 동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기독교가 유럽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영어 

자료는 무진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신화들이 이해를 돕는 사진을 

구하기 힘든 반면, 이곳에서 쓰일 사진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성서 속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편인데, 

양이 너무 방대해서 한꺼번에 다 보충할 수 없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에 지역을 집어넣어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이름은 『 』에 넣

고, 잡지나 신문 등 기타는 「  」에 넣었습니다. 표기는 아직 전체적으로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번역과 공동번역의 표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차후에 

공동번역 표기로 바꿀 예정입니다.

(2008.8)

쉰(ש)의 음가는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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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고지를 하는 가브리엘 (보디첼리 
작)

【ㄱ】

가브리엘(Gabriel) [히브리, 기독교, 이슬람] 천사 가운데 하

나. 뜻은 “신은 전지전능하다”. 미카엘과 함께 7

천사에서 대천사라고 말한다. 가브리엘이라는 이

름은 「다니엘서」 (8:16, 9:21)와 「누가복음」

(1:1, 1:26)에만 나타난다. 『탈무드』에서 그는 

신의 보좌 둘레에 있는 미카엘, 라파엘, 우리엘과 

함께 네 명의 대천사들 가운데 한 명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즈가

리야에게 알렸고, 예수의 탄생을 동정녀 마리아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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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리로 

행동한다. 가끔 교구를 방문하는 하느님의 사절이 되기도 한다. 그는 로마의 터

전 위에 진흙 둑을 쌓았다고 한다. 천사들이 자연력을 지배하게 될 때 그는 불

을 다스렸다. 

가브리엘은 이슬람교에서도 4대 천사의 한 사람으로 코란에 의하면 무함마드

를 괴수(怪獸) 알보라크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가스파르드(Gaspard/Gaspart) [히브리] 동방박사의 하나. 그리스 아테네 태생으로 클레안

테스(Cleanthes)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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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에덴(Gan Eden) [히브리] 에덴동산. (☞에덴) 동산을 가리킬 때 쓴 히브리어 gan이 “울

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를 뜻하는 동사 ganan에서 나왔다. gan의 뜻은 “담으로 

둘러싼 뜰”이나 “울타리를 친 공원”이다. 

기원전 3세기 유대인 70여명이 구약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다.1)  이 번역

판에서 “동산”을 “파라데이소스(paradeisos, 풀밭)”라는 낱말로 옮겼다. 이 말은 

고대 페르시아어 “파이리다에자(pairidaeza)”에서 유래했고, 나중에 영어 

paradise의 어원이 되었다. 

1) 70여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셉투아긴타(Septuaginta)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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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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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갓(Gad) [기독교] 이스라엘의 선지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모압 왕에게 의탁해 있을 때, 그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했다. 

게루빔(Cherubim/Cherub) [히브리] 천사의 제2계급. 게루빔은 복수형이고, 게룹이 단수형

이지만 일반적으로 복수형을 많이 쓰고 지품천사(智品天使)라고 번역한다. 게룹

이라는 낱말을 바빌로니아어 “카리부(Charibu)”에서 유래했다. (☞카리부)

게루빔은 지식을 맡고 있으며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에덴동산에서 인간들이 

쫓겨난 다음 동산의 동쪽을 지키게 되었다. 성경에서 “그룹”으로 옮기고 있다. 



하얀파도의 神話想像世界 12 - 기독교와 레반트 지역 2010

- 3 -

아기 모습의 천사 (드귀 
작)

유태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게루빔에게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그 모습

은 인간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았다고 한다. 게루빔은 신

성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며 성스러움과 문지방의 수호자

다. 테트라모프(tetramorphs)로서의 게루빔은 “낙원”의 중

심을 지키는 4명의 신적 존재 가운데 하나이며 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다. (창세기 3:24) 

게루빔은 황소(황소자리), 사자(사자자리), 독수리(전갈자

리), 인간(물병자리)을 연결시킨다. 이 4명은 4대 원소, 대

지의 네 귀퉁이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4복음서를 쓴 사람들

을 상징한다. 게루빔은 9계급으로 나뉘는 천사 중에서 가

장 높은 세라핌 다음 계급이다. 문장에서 게루빔은 한 쌍

의 날개(영적인 성질) 사이에 어린 아이의 얼굴(청순과 묵)

로서 그려진다. 야웨는 '게루빔의 윗자리'에 계신다. (사무엘 상 4:4) 예루살렘 

신전의 지성소 가운데에 있는 왕좌에는 두 명의 게루빔이 좌우에 자리 잡고 있

으며, 천사의 날개로 왕좌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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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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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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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복음 26:36, 마가복음 14:32, 누가복음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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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넘는 올리브 나무도 8그루나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둘레가 7.3m에 

이르는 것도 있다. 번민하며 최후의 기도를 하였다는 바위 위에는 만국교회가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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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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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va에서 유래하여, 칼보리아(calvoria)라고 한다. 이 언덕의 모양이 해골과 비

슷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다고 하는 전설 때문이기도 하

다. 

헤롯 왕이 세운, 제2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벽 밖에서 책형(기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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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갈바리아라는 말은 지명에서 발전하여 3명의 

사형수와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책형 모형, 또는 마리아와 요한의 상(像)

을 좌우에 배치한 그리스도의 책형 그림을 가리킬 때도 있다.

골렘(Golem) [히브리] 왕의 폭정에 괴로워하던 유태인들은 수호신으로서 거대한 진흙 인형

을 만들었다. 이 인형에게 악마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왕에게 맞선 것이 골렘이

다. 

중세 유럽에서 골렘은 전설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상으로까지 발전했

다. 즉, 무의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 궁극적인 테

마의 제재가 된 것이다. 이 제재를 다루는 것은 연금술사나 신비주의자들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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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발리스트라는 신비주의자들이 골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한 카발리스

트가 어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성서의 글자를 바꿔놓았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이 골렘이라는 낱말이라고 한다. 낱말로 만들어진 골렘은 마찬가지로 낱말

에 따라 원래의 진흙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중세 유럽의 카발리스트들이 골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던 것과는 별도로 

세계 각지에서도 무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3세기 

독일의 연금술사 알베르투스는 30년 걸려서 진흙으로 골렘을 만들어 냈다고 한

다. 알베르투스가 만든 골렘은 건물을 부수면서 걸어 다니는 거대한 괴물이 아

니라 인간 정도 크기의 로봇과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이 골렘은 걷고 말하고 

인간의 질문에 답하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떠드는 탓에 알베르투스의 제자가 망치로 부셔버렸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수도승 베이컨도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었다. 움직

이는 인형과 구리 제품인 '말하는 머리'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이컨이 알베르투스가 만든 것 같은 골렘을 만들었는지 확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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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래 유태인의 전설에서는 민중을 돕는 좋은 존재였다. 그런데 골렘이 왜 나쁜 괴

물이 된 것일까? 그 원인은 기독교 사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기독교

에서는 신 이외에 생명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되어 있다. 만일 그러

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마일  것이다. 즉, 골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악마

의 임무라는 것이다. 이렇게 ‘골렘=악’이라는 도식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골렘

에 관한 이야기는 중세 유럽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도 매우 친숙한 이야기이

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프랑켄쉬타인 박사가 만든 괴물을 들 수 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명 있는 것을 만들어 내려는 인간의 시도는 끝이 없는 것 

같다. 

괴물로서 골렘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골렘은 진흙과 바위 등의 무기질에 가짜

생명을 받은 것이므로 지능이 없다. 이 명령은 일종의 봉인(封印)이므로 명령이 

없어지거나 마법사가 죽어버리면 골렘은 제멋대로 난폭해져 버린다. 이렇게 되

면 누군가가 골렘을 쓰러뜨릴 때까지 행패를 멈추지 않는다. 골렘 자체를 파괴

해야 골렘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골렘을 만들어 낼 때 함께 만들어진 ‘골렘을 파

괴시키는 주문’이 있다면 주문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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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에 달하는 구리갑옷을 입었다. 7.5킬로그램이나 되는 창을 들었는데, 그 창자

루가 베틀채 같았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사울 왕을 공격했을 때, 그의 거대한 

덩치 때문에 아무도 그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 때마침 형들에게 식량을 갖

다주러 다윗이 전장에 와 있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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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에게 목이 잘리는 골리앗 
(미켈란젤로 작)

욕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의 

대결을 자원하였다.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

로 던진 돌에 이마를 맞고 기절하였다. 다윗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죽였다. 

성경에서는 불운한 전사였지만 현대에는 덩치

가 큰 물건이나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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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안개처럼 증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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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제사장에게서 머리에 기

름부음을 받았다. 사울과 다윗도 이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

도는 왕 또는 구세주를 의미하게 되었다. 영어로는 어노인티드(an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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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기원전 13세기 출애굽(이집트 탈출) 당시에는 이집트의 황소 신 아피스, 기

원전 10세기경 여로보암 1세 통치기에는 가나안의 바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숭배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나이산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자 히브리 사람

들은 곧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였는데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는 이를 보고 돌판을 깨뜨렸다. 이때 금송아지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킨 사

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후에 사제 계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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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롤(Zeror), 증조부는 베고랏(Bechorath), 고조부는 아비아(Aphiah). 그는 잃어

버린 나귀를 찾도록 사울에게 시켰다.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도움을 청하기 위

해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받고 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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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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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ㄴ】

나단(Nathan) [기독교] 

① 야웨의 사제. 다윗이 밧세바를 후궁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인 

것을 비난하기 위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의 비유를 들었다. 나단의 말을 들

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야웨에게 용서를 빌었다. 

② 다윗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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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on) 지방의 유지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머물 때 식량을 원조해줄 것을 청하였다. 그는 다윗의 청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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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가일을 만났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준비한 식량을 주고 좋은 말로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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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로를 되살리는 예수
(카라바지오 작)

방주를 만드는 노아 
(미켈란젤로 작)

홍수가 끝나고 제사를 
준비하는 노아 (미켈란젤로 작)

나발은 그 이튿날 아비가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몸이 굳어진 다음, 열흘 후

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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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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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젊은 시절을 외지에서 생활하였다. 로

마의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령에 따라 당국에 신고를 하기 위해 나

사렛으로 되돌아 왔다. 

나사로(Lazarus) [기독교] 

① “신약성서”에 나오는 인물. 뜻은 “하느님이 도우셨

다”. 히브리어 Eleazar에서 유래. 베다니아의 라자로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로 죽은 지 4일만에 예수가 살렸

다. 4세기에 라자로의 집과 무덤이 순례자에게 공개되었

으며, 그 위치에 대한 복음서의 조심스러운 서술(요한 

11:18, 30, 32, 38)은 1세기에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사

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한 것 같다. 

② 루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비유 속에 나오는 거

지. 이는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여러 사람 가운데 유일하

게 고유명사를 붙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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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널리 숭배되던 아티라트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아(Noah) [히브리] 대홍수때 살아남은 사람. 라멕의 맏아들

이자 아담의 10대손. 셈(Shem), 함(Ham), 야벳

(Japheth)의 아버지. 자디크들의 조상. 

노아는 태어날 때 몸이 눈처럼 희고 장미와 같이 

붉었다. 또 머리털은 양털처럼 하얗고 길게 곱슬져

서 아름다웠다. 그가 눈을 뜨면 온 집안이 태양처럼 

빛났다. 라멕은 노아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

버지 므두셀라를 찾아갔다. 므두셀라는 대답을 찾아 그의 아버지 에녹을 찾아갔

다. 에녹은 노아가 온당한 아들임을 확인해주고 손자가 온 세상을 타락에서 구

원하리라고 예언했다. 

노아의 나이가 6백살이 되었을 때 야웨가 인간들의 

죄악을 보다 못해 멸하기 위해 홍수를 내보냈다.1) 노아

는 거대한 3층 방주를 지었는데, 길이는 300큐빗, 너비

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었다.2) 노아는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방주에 태웠다. 

40일간 비가 내려 세상이 모두 물속에 잠겼다. 비가 그

치자 비둘기를 날려 보내 물이 빠졌는지 확인했다.3) 물

이 줄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닿았다. 노아는 저지대로 돌아가 시날(쉬나르)에 정

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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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기도 했는데, 이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 사탄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 「창세기」 6장5절부터 9장17절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판을 결합한 것이다. 일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복되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서로 

다른 부분을 빼지 않고 추가했다. 각 판의 문체적 특징과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차이

가 많다. 한 판에서는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세기 7:12)라고 간단히 

설명하지만, 다른 판에는 상세하게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창세기 7:11) “홍수가 땅에 사

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랐고”(창세기 7:17) “물이 일백오십

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창세기 7:24)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일백 

오십일 후에 감하고 칠월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창세기 

8:3~4)라고 적고 있다. 마지막 부분도 한 판은 야웨가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말로 이야기가 끝나고(창세기 8:21), 다른 판은 야웨가 노아와 그

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다. 무지개를 그 약속의 증거로 

삼는다.(창세기 9:1~17)

2) 1큐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약 50cm 정도다. 이에 

따라 방주를 크기를 환산하면 150m x 25m x 15m의 직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

3) 노아는 까마귀, 비둘기를 날렸으나 그냥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다시 비둘기를 날리자 

돌아오지 않았다. 우투나피쉬팀 홍수 이야기에서는 비둘기와 제비가 돌아왔고, 마지

막으로 보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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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내쫓겨서 놋 땅에 정착했다. 데이빗 롤(David Rohl)은 『문명의 창세기(The 

Genesis of Civilization)』에서 에덴을 이란 서북부에 있는 아드지 차이(메이

단) 골짜기로 보고 그 동쪽에 있는 아르데벨이 놋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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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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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나왔다. 이들은 몸집이 커서 거인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느빌림은 키가 3천 큐빗(1,350미터)이나 되었다. 식욕이 왕성해서 사람이 만

든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지상의 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다가 서로

를 잡아먹기까지 했다. 

일설에 따르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느빌림이라

고 한다. 야웨가 홍수로 사람들을 몰살시킬 때 느빌림도 전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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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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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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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왕에게 청원한 결과, 유대 총독(BC 443∼424)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

아왔다. 에즈라와 함께 축성 중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대사제 요하난 등의 반대

에도 부닥뜨렸으나 헌신적인 노력 끝에 52일 만에 완공했다. 그 밖에 십일조(十

一組)제도를 개혁하고, 혼인에 있어 종족 위주의 배타주의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엄수토록 하는 등 유대 공동체의 정비와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말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느헤미야』는 그

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구약시대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인격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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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12월 6일이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 문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 그와 

관계된 전설에는 유괴되어 나무통에 잠겨 있는 어린이를 소생시켜 주었다는 내

용이 가장 유명하며 그의 기적들은 중세 예술과 예배극에서 즐겨 사용하는 주제

였다. 그의 축일 전날에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이것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었으며 그는 성탄절의 수호성인이다. 그에 관한 저서로는 1913~17년

에 출판된 『성 니콜라우스』(2권)와 31년의 『서양의 니콜라우스 의식과 관습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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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증손자. 수메르의 엔메루카르(Enmerukar)가 히브리어로 바뀐 것이다.1) 

그는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옷을 소유함으로써 세계의 통치권을 얻었다. 동물

들은 그 옷을 입은 인간의 권위를 인정했고 전투에서 그 옷은 언제나 승리를 보

장했다. 님로드는 지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에 이를 수 있는 탑을 건설했다. 그 

계획을 안 야웨는 시나르의 언어를 뒤섞었다. 

1) 엔메루카르는 “사냥꾼 엔메루”라는 뜻이다. 엔메루를 마소라 표기이전의 표기법에 따

라 적으면 N-M-R가 된다. 이것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님로드로 변했다.

【ㄷ】

다곤(Dagon) [악카드, 카나안] 바알의 아버지. 다간(Dagan)ㆍ다그누(Dagnu)라고도 한다. 

다곤은 성격이 모호하다. 원래는 서(西)셈족(특히 아모리족)의 신이었던 듯하

며, 《함무라비 법전(法典)》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바빌로니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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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나, 히브리와 페니키아에서는 곡물(穀物: dagan)의 신으로 보았다. 펠

리시테인(구약성서에서는 불레셋人)은 반인반어(半人半魚)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이를 숭상하였고, 아슈도드(Ashdod)와 가자(Gaza)에 그 신전(神殿)이 있었다. 

구약성서의 「판관기」 중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죽은 곳이 바로 

가자의 다곤 신전이다. 또한 그리스 사람들은 포세이돈과 같다고 보았다. 

밀턴의 서사시 『실락원(The Paradise Lost)』에서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

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한 바다에 사는 악마로 그려지고 있다. 

다니엘 (Daniel) [히브리, 기독교] 구약시대의 4대 예언자 중 마지막 

인물이자 「다니엘」의 주인공. 뜻은 ‘심판하는 엘’. 유대 

민족이 처음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BC 597) 소

년 다니엘도 같이 연행되었다. 처음에는 궁정에서 시동

(侍童)으로 일했으나, 시종일관 조국의 복권을 기원하며 

이교(異敎)의 권력과 박해에 대항해 싸웠다. 뒤에 느부갓

네살왕의 꿈을 해몽해 준 일로 인하여 명예로운 지위에 

올랐으나, 고관들의 질시로 두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나 무사하자, 다시 사자 굴에 던져졌는데도 신

의 가호를 받아 무사하였다. 흔히 "믿음의 용사", "신의 절대적인 가호"의 상징

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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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두상 (미켈란젤로 작)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 
(렘브란트 작)

다윗(David) [히브리]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자 시편 73편의 

저자. 뜻은 "사랑하는 사람". 히브리어로 다비드(וך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아들. 아히노암 .(ך

(Ahinoam)과의 사이에서 암논, 아비가일과의 사이

에서 길르압(Chileab), 마아가(Maacah)와의 사이에

서 압살롬과 다말, 학깃(Haggith)과의 사이에서 아

도니야(Adonijah), 아비달(Abital)과의 사이에서 스

바댜(Shepatiah), 에글라(Eglah)와의 사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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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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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Nepheg), 야비아(Japhia), 엘리사마(Elishama), 엘리벨렛(Eliphalet) 등을 낳

았다.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실적

인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다. 

다윗은 아버지 밑에서 양들을 돌보았다. 그는 리라를 

잘 연주했다. 그는 양들을 돌보면서 리라를 켜면서 노

래를 부르곤 했다. 사울이 우울증에 빠지자 사람들은 

그를 사울에게 추천하였다. 다윗이 리라를 타면서 사울

에게 노래를 불러줄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왔

다.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전장에 나갔으나,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에게 겁을 먹고 감히 싸우

지를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었다. 

그 사이 이새가 다윗을 시켜 전장에 나가있는 아들들

에게 식량을 보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대치한지 40일째나 되었

다. 다윗은 사울에게 나가 골리앗과의 대결을 자원하였다. 다윗은 양들을 야생동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를 

명중시켰다. 다윗은 잽싸게 골리앗의 목을 잘라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다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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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이 예루살렘에 개선하자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칭송하였다. 이 이후

로 사울은 다윗을 불신하고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았다. 다윗은 궁성에서 사울

이 그를 겨냥해 던진 창을 두 번이나 피하고, 위험한 전장터에 나가 출전할 때

마다 승리하였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의 목을 바치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였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가택연금을 하자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쳤다. 그는 라

마(Ramah)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 사무엘은 사울이 야웨가 세운 왕이기 때

문에 대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다윗은 라마에서 돌아와 요나단에게 사울의 마

음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요나단이 사울의 속마음을 확인하고서 다윗에

게 도망가도록 권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찾아가 식량과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고, 아기스를 찾아갔

다. 그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소문은 그곳에도 전해져 있어서 그곳 사람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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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카라바지오 작)

를 환영하였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신을 

죽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기스는 다윗을 받

아 주지 않았다. 그 후 광야를 헤매다가 아둘

람(Adullam) 동굴에 숨었다. 그의 가족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아둘람 동굴로 모여 함께 

살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윗의 소식을 

듣고 4백명 정도가 모여들었다. 다윗은 대식

구를 부양하기 위해 모압(Moab)의 왕을 찾아

갔다. 다윗이 모압에 머물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다윗은 유다로 돌아와 헤렛

(Hareth) 숲속에 머물렀다. 그는 그곳에서 아

비아달로부터 사울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의 제사장들을 몰살한 소식을 들었

다. 그 무렵 그일라(Keilah)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다윗에게 구원을 청하였

다. 다윗은 야웨에게 기도한 후에 그일라 성을 되찾고 가축들을 돌려주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급히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을 추격하였다. 다

윗은 6백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황무지로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그를 잡

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다윗이 십(Ziph) 황무지에서 매복해 있던 사울의 군대를 

만났다. 다행히도 지휘관은 요나단이었다. 요나단은 둘의 우정을 재확인하고 다

윗을 무사히 보내주었다. 그러나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고해바쳤다. 사울은 급히 다윗을 뒤쫓았으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회군

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Engedi)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

고 다시 추격을 개시하였다. 사울이 도중에 한 동굴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안에

는 다윗이 매복하고 있었다. 다윗은 잠든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 자신이 사울을 

죽일 뜻이 없음을 밝혔다. 

다윗이 마온에 머무는 동안 식량이 모자라 인근에 사는 나발에게 원조를 요

청하였다. 다윗은 자신이 보호해 주었기에 나발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

하였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나발이 원조를 거절하자, 다윗은 부하들을 무장시켜 

나발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산을 내려가던 도중,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

다. 그녀는 준비한 식량을 다윗에게 건네주고 다윗에게 순종할 뜻을 전하였다. 

다윗은 화를 풀고 부하들을 철수시켰다. 얼마 후 나발이 갑자기 죽자 다윗은 아

비가일과 결혼하였다. 다윗은 그 무렵 이스르엘(Jezreel)의 아히노암과도 결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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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새와 함께 사울의 침실로 잠입하여 창과 물병을 훔쳐나왔다. 다윗은 건너편 

산위에서 경호대장 아브넬의 무능을 비웃었다. 그 후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아기스를 다시 찾아갔다. 아기스는 시글락(Ziklag) 성을 그에게 내어주었

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했을 때 다윗도 함께 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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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가 블레셋 장군들의 거부로 참전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되돌아 왔다. 그때 

시글락은 아말렉인들의 공격을 받아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비롯하

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다윗은 도중에 만난 이집트 노예의 도

움으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수 있었다. 원래 600명의 군대였으나 200명은 낙

오하여 400명만으로 전투를 치렀다. 다윗이 대승을 거두었으나 전리품 분배를 

둘러싸고 내분이 생겼다. 낙오한 200명에게는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재물은 

분배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윗은 낙오병들도 참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

평하게 전리품을 나누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리품 분배원칙이 되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사울의 전사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아말

렉 사람으로 사울의 부탁으로 그의 목숨을 끊고 팔찌를 가져왔다. 다윗은 그 사

람을 사울을 죽인 죄를 물어 처형하였다. 그 후 다윗은 헤브론(Hebron)으로 가

서 유다족의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

되어 있었다. 양측의 군대는 기브온(Gibeon)에서 전투를 벌여 다윗의 승리로 끝

났다. 그 후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보셋은 암살당했다. 다윗이 이

스라엘 여러 부족을 통일할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으며 나중에 올 메시아도 그

의 후손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의 가계

를 지루하게 서술한 것도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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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했다. 본래 이방인의 장식무늬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는지 

유래는 불분명하다. 한 전설에 따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육각형의 방패

를 들었다고 한다. 

중세에 이르러서 다윗의 별이 악을 물리치는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솔로몬의 

옥새와 마겐다윗이라는 낱말은 마법책에서 섞어 썼다. 19세기에는 다윗의 별은 

격이 높아져 유대인의 종교의식이나 공회당에 모습을 나타냈다. 정삼각형을 교

차시켜 맞붙인 솔로몬의 옥새는 마법과 계속 관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흰색과 검은색의 삼각형을 결합시킨 것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 1897년 시온주의자 대회의 공식문장으로 다윗의 별은 채택

했다. 

그러나 다윗의 별이 절망에 대한 강력한 승리를 웅변적으로 상징하게 된 것

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찌가 유럽 거주 유대인들에게 치욕의 표시며 궁극적

으로는 죽음의 표시인 노란색별은 별을 달도록 강요하면서부터였다. 1948년 다

윗의 별은 이스라엘 국기의 중심적인 도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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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두 개의 리본을 맨 카두케오스(caduceus)1)가 그녀를 상징하였다.

1) 원래는 헤르메스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 두 마리 뱀이 지팡이를 휘감고 있고 맨 위에

는 두 개의 날개가 달려있다. 평화와 의술의 상징이며 현재 미 육군 의무대의 상징이

다.

다말(Tamar) [기독교] 

① 다윗의 딸. 어머니는 마아가, 오빠는 압살롬. 다윗의 맏아들이자 배다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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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릴라에게 배신당하는 삼손
(렘브란트 작)

빠 암논이 그녀를 짝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렸다. 그녀는 다윗의 명으로 암논을 

간병하러 갔다가 그에게 강간을 당했다. 암논이 관계 후 그녀를 냉대하자 그녀

는 압솔롬에게 가서 하소연했다. 이로 인해 압솔롬은 암논을 살해했다. 

② 압살롬의 딸. 솔로몬의 손녀. 

데릴라(Delilah) [히브리] 팔레스타인의 고급 창녀. 영어로 딜라일

라. 델릴라, 들릴라라고도 한다. 

블레셋(펠리시테)인들은 은 1,100세겔로 그녀를 고용

하여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게 하였다. 그녀는 갖

은 교태로 삼손의 약점이 머리카락임을 알아내어 그를 

붙잡게 만들었다. 그 후 그녀는 여자를 경계하라는 교

훈을 주는 여성의 대표로 언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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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 나와 아히멜렉을 찾아갔

을 때,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사울에 일러바쳤다. 이에 사울은 놉에 있던 제사장 전원을 소환하

여 몰살하도록 하였다. 다른 신하들은 야웨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꺼려 명령

을 이행하지 않고 망설였다. 결국 도엑이 나서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 

동방박사 [히브리] 예수가 태어날 때 황금, 몰약, 향유를 갖고 찾아와 경배하였다는 세 사

람. 가스파르드, 멜키오르(멜레치오), 발타자르.

두발가인/투발카인(Tubal-Cain) [히브리, 기독교] 구리와 쇠를 가공하는 사람들의 조상. 뜻

은 “대장장이 대장장이”. 카인의 6대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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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로 에베소의 초대 주교이자 순교자이다. 서방교회 축일은 1월 24일, 동방교

회 축일은 1월 22일이다.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아, 외할아버지 조이스로부터 종

교적 교육을 받았다. 50년 바울로의 제2차 선교여행에 동행한 이후, 바울의 충

실한 수행자로 시종하였다. 『신약성서』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로마 황제 네르

바의 박해를 받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진다.

【ㄹ】

라멕(Lamech) [히브리, 기독교] 므두셀라의 맏아들. 182살에 노아를 낳고 777살에 죽었다. 

그는 노아의 이상한 외모 때문에 아내 바테노쉬를 의심했다. 바테노쉬가 결백

을 주장하자, 아버지를 찾아가 상의했다. 므두셀라는 그의 아버지 에녹을 찾아갔

다. 에녹은 노아가 온당한 아들임을 확인해주고 그가 온 세상을 타락에서 구원

하리라고 예언했다. 

라쉬엘(Rashiel) [히브리] 지진을 다스리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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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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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한 공로로, 황제ㆍ황후의 총애를 받았으나, 국정에 많은 폐해를 끼쳤다. 뒤에 

암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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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아탄, 아자젤, 지즈

그는 마술을 부릴 수 있다고 믿어졌으며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가져 섹스

의 화신으로 숭배되었다. 20세기의 문학과 오락부분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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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하나. 뜻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이 낫게 하였다". 

라파엘은 하느님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눈이 먼 독실한 신자인 토비트와 

불행한 사라의 기도를 들어주라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일곱 번이나 결혼하였지

만 악마의 장난으로 첫날밤에 과부가 된 사라에게서 악마를 쫓아내어 토비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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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치아교회에서는 수호성인(守護聖人)으로 받들었으며, 라파엘을 소재로 한 미술 

작품도 16세기 이후부터 다양해졌다. 

『에녹서』에서는 성스러운 주시자의 한 사람이다.

라합(Rahab) [히브리] 혼돈을 지배하는 바다괴물. (이사야서 51:9) 『욥기』에서 야웨에게 

퇴치당했다. 레비아탄과 비슷한 괴물이라는 설과 온몸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설

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원래 천계의 천사였지만 천지창조 때 야웨를 거역해서 

발에 차여서 바다에 던져졌다. 

랍비(rabbi) [히브리] 유대교의 교사, 또는 율법학자의 칭호. 뜻은 “나의 스승”. “신약성서”

에서는 칭호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경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레비아탄(Leviathan) [히브리] 물속의 거대한 짐승. 뜻은 “몸을 

서린 것”. 히브리어로 ןָתָיְוִל(LVIThN)로 쓴다. 성서에

서는 레비아단, 개역성서에서는 큰 악어ㆍ악어ㆍ리워

야단 따위로 번역했고 , 영어로는 리바이어던. 탈무

드에 따르면 레비아탄은 다섯 번째 날에 창조된 생

물이다. 원래 하나의 동물이었다가 두 마리의 괴물로 

분리되어 수컷은 레비아탄으로 바다 속에서 살고 암

컷은 베헤모트로 둔다인(Dundayin) 사막에 살게 되었다. 세계 최후의 날에 베헤

모트에게 죽게 될 운명이다. 그때까지는 천사들도 이 괴물을 어쩌지 못한다. 다

른 전승에 따르면 야웨가 암수 레비아탄을 창조했으나 레비아탄이 새끼를 놓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암컷을 죽였다고 한다. 암컷의 

고기는 메시아가 올 때를 대비하여 예비해 두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레비아탄이 나일 강의 크로코다일이라고 본다. 크로코다일은 물

속에 살고, 비늘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레비아탄은 

고래를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1)” 가운데 일부는 레비아탄이 파라사우롤로푸스

(Parasaurolophus)라는 공룡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공룡은 초식성에, 육지

에 사는 동물이다. 또는 바다에 사는 파충류 크로노사우루스(Kronosaurus)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동물은 갑옷이 없고, 뱀처럼 생겼다. 

레비아탄은 성서에 다섯 번 나온다. 「욥기」 3장8절 “날을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에 “큰 악어”가 

레비아탄이다. 『욥기』 41장 전체가 레비아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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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처럼 불을 뿜는다고 한다. 이곳도 역시 “큰 악어”로 번역했다. 「시편」 

74편14절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

셨으며”에 “악어”로 번역했다. “악어의 머리”에서 복수형을 썼기 때문에 머리가 

여럿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편」 104장26절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에 “악어”로 번역했다. 「이사야」 27장1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

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에 “리워야단”으로 

번역했다.

한편 「창세기」 1장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큰 물고기”는 타니님(Taninim)을 번역한 것이다. 

라시(Rashi)의 주석에 따르면 타니님이 레비아탄이라고 한다.  

유대 사람들은 초막절(the festival of Sukkot)을 끝낼 때 암송하는 기도에 

“레비아탄의 가죽으로 만든 초막(sukkah)”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편, 샤부옷 축

제(the festival of Shavuot, 모세오경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축제) 때 악다뭇

(Akdamut)이라는 찬송가에 레비아탄과 베헤모트가 나온다. 미드라시 『피르케 

데-랍비 엘리에젤(Pirke de-Rabbi Eliezer)』에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레비아

탄에게 잡아먹힐 뻔 했다고 나온다. 레비아탄은 대개 하루에 고래 한 마리를 잡

아먹는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모든 갈등이 끝난 후에 잔치를 벌일 때 레비아탄ㆍ베헤모트ㆍ

지즈의 고기가 음식으로 나온다고 한다. 여기서 레비아탄은 바다를 상징하고, 베

헤모트는 육지, 지즈는 하늘을 상징한다.

성서에 나오는 레비아탄은 카나안 우가리트의 바알 신화와 닮았다. 하다드(바

알)가 머리 일곱 개 달린 바다괴물 로탄이 싸워서 죽인다. 또한 바빌로니아 창

조 신화와도 닮았다.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Enûma Elish)』에 따르면 날씨의 

신 마르둑이 그의 할머니인 바다괴물 티아마트를 죽여 땅과 하늘을 만든다. 

R 요하난이 레비아탄의 거대한 크기를 최초로 묘사했다. 길이 480킬로미터의 

물고기가 레비아탄의 입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레비아탄이 배가 고프면 입에서 

엄청난 열기가 나와서 바다 밑의 물이 끓게 된다. 레비아탄이 낙원에 머리를 내

밀었다면 그 악취 때문에 어떤 생물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레비아탄

은 지중해에 사는데, 요르단 강물 정도는 레비아탄의 입속으로 들어갈 정도다. 

레비아탄의 눈에서는 엄청난 빛이 난다. 엘리에젤이 여행을 함께 한 여호수아에

게 한 설명에 따르면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레비아탄의 눈에서 

나오는 빛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는 「욥기」 41장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발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를 인용했다. 그러나 레비아

탄은 초자연적 힘에도 불구하고 지느러미에 붙어 있는 킬빗(kilbit)이라는 작은 

벌레를 무서워한다. 킬빗이 레비아탄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한다.

『탈무드』에는 레비아탄이 여러 번 나온다. 「아보다 자라(Avoda Zara)」에 

라브 예후다(Rav Yehuda)의 설명이 있다. 하루에 12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 세 



하얀파도의 神話想像世界 12 - 기독교와 레반트 지역 2010

- 15 -

시간은 하느님이 앉아서 토라를 연구하고, 두 번째 세 시간은 앉아서 세상을 심

판하고, 세 번째 세 시간은 세상을 먹이고, 네 번째 세 시간은 하느님이 레비아

탄과 논다. 하느님은 레비아탄과 놀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에드 

카탄(Moed Katan)」에서 라브 아시(Rav Ashi)가 바르 키폭(Bar Kipok)에게 묻

는다. “내 장례식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바르 키폭이 대답하기를 “화염이 삼

목을 쓰러뜨리는데, 작은 나무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랴? 레비아탄이 낚시에 걸

려서 땅으로 끌려오는데, 웅덩이에 있는 물고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랴?”라고 

대답했다. 

기독교에서는 레비아탄을 악마나 사탄으로 보았다. 일부에서는 「이사야」 

51장9절에 나오는 라합과 같은 괴물이라고 보기도 한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레

비아탄이 카오스의 원시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창세기」1장2절이나 

「시편」74편14절을 그 근거로 꼽는다. 한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레비아탄과 짐승을 은유로 해석하여, 레비아탄이 신에게 대항하는 인류

를 상징한다고 보는 해석도 많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레비아탄은 야웨의 왕국에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앗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나라를 포함한다. 

토머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레비아탄은 질투의 마귀인데, 질투하는 죄인들을 

처벌한다. 

『에녹서』 60장7~8절에 따르면 레비아탄은 암컷이고, 베헤메트는 수컷이다. 

그날이 오면 두 괴물이 헤어진다. 레비아탄은 바다의 심연에 살게 되고 베헤모

트는 에덴동산의 동쪽에 있는 둔다인 사막이 숨는다. 

레비아탄은 800년경 앵글로-색슨 예술이나 그 이후 유럽 예술에 모티프를 제

공했다. 최후의 심판에서 죄인들을 잡아먹는 헬마우쓰(Hellmouth)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레비아탄이 원래는 세라핌이라는 설도 있다. 세바스티엔 마카엘리스

(Sebastien Michaelis)에 따르면 악센프로방스(Aix-en-Provence)에서 마들레

인(Madeleine) 수녀가 발베리트(Balberith)라는 악마에게 씌였다. 이들을 쫓은 

특별한 성자들을 적고 있다. 레비아탄은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악마인데, 사람들

에게도 신성모독을 저지르게 만든다. 레비아탄을 쫓은 성인은 성 베드로라고 한

다. 

1651년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은 사회

계약설과 이상국가의 창설의 기원에 관해 쓰고 있다. 그는 영연방을 레비아탄에 

비유했다. 밀턴의 『실락원(Paradise Lost)』에서 사탄의 덩치와 힘을 묘사하기 

위해 레비아탄이라는 말을 썼다.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모비딕

(Moby-Dick)』의 영향으로 향유고래를 레비아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디즈니 

사의 애니메이션 “피노키오(Pinocchio)”에서 피노키오가 몬스트로(Monstro)라는 

향유고래에게 삼켜진다. 한편 이탈리아 원작에서는 페스케-카네(Pesce-cane, 

물고기-개 또는 상어)에게 삼켜졌다.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하늘

과 지옥의 결혼(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에서 레비아탄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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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라베이(Anton LaVey)의 『사탄주의(Satanism)』에서 레비아타은 물의 

원소와 서쪽을 상징한다. 사탄주의에서 물은 생명ㆍ창조행위와 관계가 있다. 사

탄주의 경전에서 레비아탄은 지옥의 4대 왕자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마법사 

아브라-멜랭의 성스러운 마법책(The Book of the Sacred Magic of 

Abra-Melin the Mage)』에 나오는 악마들의 계급에 따른 것이다.

1) Young Earth Creationists. 어셔 주교가 천지창조의 연대를 계산한 것을 신봉하는 

개신교의 근본주의자들. 아직도 지구가 채 1만년도 안되었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과

학교사이면서도 이런 입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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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탄(Lotan) [카나안] 히브리인의 레비아탄에 해당되는 괴물. 머리가 여럿이었는데, 바알에

게 퇴치되었다.

롯(Lot) [히브리]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곧 이들 도시

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갈 

때 이웃주민들이 곱상하게 생긴 천사들을 보고 눈독을 들였다. 그들은 한 밤중

에 롯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젊은이들(천사)를 내놓으라고 소동을 부렸다. 롯은 

그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천사들 대신 자신의 딸들을 제공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야웨의 분노로 멸망하고 롯은 그곳에서 탈출하였다. 탈출하

는 도중에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으로 변했다. 두 딸과 관

계하여 모압과 벤암미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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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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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롱기누스도 예수가 고통을 느끼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

으로 찔렀다고 믿어지고 있다. 정통 카톨릭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유럽의 민간전승에 따르면 롱기누스는 독실한 기독교도였다고 한다. 일부 지방

에서는 그를 성인(聖人)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일설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악마가 롱기누스의 몸 안으로 들어가 예

수의 심장을 찌르려 했지만 다행히 빗나가 갈비뼈를 찌르는 바람에 예수가 부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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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雀王)”, “에반겔리온(Evangelion)”, “타이의 대모험” 

등 말세적인 폭력만화에 항상 궁극적인 무기로 등장한다.

루시퍼(Lucifer) [히브리, 기독교] 사탄이 야웨에게 반역을 하기 전, 천사였을 때의 이름. 라

틴어의 “빛(lux)을 가져오는(ferre) 것”에서 나온 말로, “샛별”이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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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이로 인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릴리트(Lilith/Lilis) [히브리] 최초의 여성. 히브리어로 릴리트(תיליל, lilit). 길루(Gilu)라고도 

한다. 신성한 하느님의 이름을 발설하고 없어져서 사마엘과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협력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신들이 인류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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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트

랍비들은 이 문장을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것

으로 해석했다. 뒤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는 기사

가 나온다.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 랍비들은 처음의 

문장은 아담의 처음 아내(릴리트라고 불렀다)를 만든 

이야기라고 해석하고 두 번째 인류창조를 이브를 만

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릴리트라는 이름은 성서에 딱 한번 등장한다. 

「이사야」 34장 14절에 바빌로니아의 밤의 악마로 

등장한다. 그 외의 문헌으로는 탈무드에 릴리트가 언

급된다. 『탈무드』에서는 길다란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악마로 묘사된다. 

이 모습은 계시록적인 문헌에서 악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11세

기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의 초기 문헌에 의하면 신이 아담을 위해 동반자를 창조

하고 릴리트라고 이름 붙였다고 나온다. 그러나 릴리트와 아담은 사사건건 다투

었고(특히 잠자리에서), 릴리트는 아담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릴리트

는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신의 이름을 발설하고 에덴동산에서 도망쳐 나와 

홍해로 갔다. 

그녀는 해변의 동굴에다 집을 짓고 그곳에 사는 모든 악마들을 연인으로 삼

아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 이 때문에 세상에는 악마들이 번성했다. 아담은 신이 

보낸 세 명의 천사(세노이(Senoy), 산세노이(Sansenoy), 세만겔로프

(Semangelof))에게 릴리트를 되돌려 달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릴리트

는 귀환을 거부했다. 천사들도 하루에 백 명의 악마들을 낳는 릴리트를 겁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대신에 자신이 유아의 영혼을 잡아가기 위해 창조되었음

을 선언했다. 또 만일 아기가 자신을 찾아온 세 천사의 이름이 새겨진 장신구

(어뮬렛)를 걸고 있으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태교도 집단에서는 유사한 장신구가 유태인의 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릴리트가 에덴에도 도망 나온 이후로 그녀는 홀로 자는 남자의 침대보 밑으

로 스며들어가 그 남자를 유혹했다. 또한 요람에 있는 유아의 목을 조르기도 했

다. 그러나 그녀가 천사의 이름이 있는 장신구를 보면 아기에게 접근하지 않았

다. 

그 외에 릴리트가 아담과 이브의 맏딸이라는 설과 릴리트가 야웨에게서 날개

를 부여받아 하늘을 날아서 에덴동산에서 도망쳐 나와 사막을 가로질러 악마들

에게로 갔다는 설이 있다. 중세 기독교의 수도원에서는 몽정이 바로 릴리트의 

소행이라고 생각해서 몽정을 막기 위해 십자가를 국부에 걸쳐놓고 잠을 청했다. 

릴리트에 대한 그노시스교의 설은 일반적인 내용과 전혀 다르다. 릴리트가 야

웨와 동급의 신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노시스교 해석에 따르면 창세기에서는 

창조주급의 신이 셋 있다고 한다. 그 중에 야웨가 가장 성질이 이기적이고 가부

장주의의 나쁜 면만 습득한 한심한 녀석이라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인간에게 감

놔라, 대추놔라, 떠들고 자신만이 유일신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자 릴리트 

같은 신들은 야웨를 무시했다. 결국 나중에는 야웨의 시대가 가고 더욱 살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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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릴리트 시대가 온다고 한다. 

릴리트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람의 악마와 관련이 있고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

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릴리트는 처음에 바람과 폭풍의 악마 릴리투(Lilitu)로 기

원전 4천년경 수메르에서 나타났다. 많은 학자들은 릴리트라는 이름이 모세 이

후 시대인 기원 700년경 생겼다고 생각한다. 릴리트는 유대 찬가에 밤의 악마로 

나왔다. 제임스 왕 흠정번역판에서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올빼미(screech 

owl)”로 번역했다. 히브리어 릴리트와 악카드어 릴리투(Līlītu)는 원형 셈어 어근 

릴(lyl, 밤)에서 유래한 여성형 니스바(nisba) 형용사다. 그 뜻은 “여자 밤 악마”

이다. 하지만 쐐기문자에서 릴리트(Līlīt)와 릴리투(Līlītu)는 질병을 품고 있는 

바람의 정령을 말한다. 

밤이 아니라 바람과 관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악카드어 릴-이투(Lil-itu)

는 수메르어 릴(lil, 공기)과 이투드(itud, 달)가 합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카

드어 남성형 릴루(līlû)는 니스바 접미사형태가 없지만 수메르어 (키스킬-, 

kiskil-) 릴라(lilla)와 비교할 수 있다.

「수메르 왕 계보」에 릴라케/릴리트(Lillake/Lilith)가 나온다. 길가메쉬의 아

버지가 릴루(Lillu)다. 릴루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잠든 여성

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래서 인큐버스라고 추정한다. 릴리트를 서큐

버스로 생각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그런 특성 때문에 릴라(Lila)나 릴

리투(Lilitu)라는 이름이 랄루(lalu, 방황하는)나 룰루(lulu, 음탕)와 관련있어 보

인다.

앗시리아의 릴리투(Lilitu)는 사자ㆍ폭풍ㆍ사막ㆍ질병과 관계있으며, 아이들이

나 여자들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천둥새 안주의 발톱과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기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성교할 수는 없다고 한다. 

릴리투가 황량한 사막에 산다고 생각했다. 릴리투를 쫓는 데에 수메르에서는 딤

메, 앗시리아에서는 파주주를 사용했다. 

이 시기에 기록된 비슷한 부류의 악마는 인큐버스 릴루(Lilu)ㆍ아르닷 릴리

(Ardat lili, 릴리트의 하녀)ㆍ이르두 릴리(Irdu lili, 릴리트의 시종)가 있다. 아르

닷 릴리는 잠자고 있는 남자를 찾아와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 이들은 나중에 

밤의 악마로 변했다. 

릴리트의 별명은 “아름다운 처녀”다.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기를 키울 수 없

다고 한다. 수메르 문헌에는 릴리트가 “인안나의 처녀” 또는 “인안나의 손”으로 

나온다. 인안나가 아름다운 처녀이자 매혹적인 창녀 릴리투를 들판이나 거리로 

보내서 남자들을 타락시켰다고 한다. 바빌로니아 문헌에는 릴리트가 이쉬타르 

여신의 창녀라고 한다. 

바빌로니아의 릴리투, 악카드의 아르닷-릴리, 앗시리아의 라-바르-투

(La-bar-tu)는 릴리트처럼 질병과 부정함을 상징한다. 아르닷은 “아르다투

(ardatu, 처녀)”에서 나왔는데 창녀나 미혼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법에 관한 

한 문헌에서 아르닷 릴리가 병든 남자에게 들러붙은 것을 적고 있다. 다른 문헌

에는 라마쉬투가 릴리투나 아르닷 릴리를 대신해, 인안나의 손 또는 이슈타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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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나온다.

릴리트는 릴리투와 마찬가지로 안주(괴물새)ㆍ사자ㆍ올빼미ㆍ뱀과 관련 있다. 

이것은 후대에 카발라에 영향을 주어 릴리트를 에덴 동산의 뱀으로 생각하게 되

었다.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저승여행」에서 길가메시가 이쉬타르(인안나/아쉐

라흐)가 키우던 훌루푸 나무에 살던 릴라ㆍ안주ㆍ주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뱀을 

쫓아냈다. 

라마쉬투(수메르의 딤메)는 릴리투(릴리트)와 비슷한 악마다. 릴리트는 라마쉬

투 전설을 많이 이어받았다. 라마쉬투는 릴리투, 갈루, 알루와도 비슷하다. 알루

는 원래 성이 없는 악마였는데, 여성의 특성을 가졌다가 후대에 남자 악마가 되

었다. 알루는 밤에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자고 있는 사람의 방에 숨어들어가 사

람들을 놀라게 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악마로 묘사된다. 유대 전승에는 아일

로(Ailo)라고 나오는데, 릴리트의 숨겨진 이름으로 나온다. 다른 문헌에는 아일

로가 릴리트가 사람과 관계하여 낳은 딸로 나온다. 

갈루는 우둑 귀신에 속하며 여러 마리 악마들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쓰였다. 

그리스와 비잔틴 신화에서 겔로, 길로, 길로우 따위로 나오며 갓난아기를 훔치거

나 죽이는 악마로 나온다. 유대 전승에서는 길루(Gilu)로 나오는데, 릴리트의 숨

겨진 이름으로 생각되었다.

『이사야』34:14에 릴리트가 유일하게 나온다.1) 이 대목은 신이 화를 내면 

땅이 황무지로 변하는 장면을 그린 부분이다. 기원전 8세기에 이미 릴리트가 알

려진 것을 알 수 있다.  

슈라더(Schrader)나 레비(Levy)는 릴리트가 유대인들이 바빌론유수 때 알게 

된 밤의 여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릴리트가 여신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신명

기-이사야 계열의 문헌은 기원전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대인들이 바빌

론에 끌려갔을 때 바빌로니아의 릴리투(Līlītu)를 알게 되었을 수 있다.

『구약성서』 70인 번역판에는 오노켄타우로스(onokentauros)로 번역했다. 

“섬과 사막의 들짐승”이라는 대목은 빼버렸다. 

제임스 왕 흠정번역판에서는 “새된 소리를 내는 올빼미(screech owl)”라고 

번역했다. 이것은 5세기 카톨릭 교회의 불가타 번역판이 라미아 대신에 “새된 

소리를 내는 올빼미”라고 번역한 것에서 기원한다.2)3)

유대 전통에서 세노이, 산세노이, 세만겔 세 천사의 이름을 새긴 어뮬렛을 갓

난아기의 목에 걸었다. 할례를 받을 때까지 릴린(lilin)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한다

고 생각했다. 사해문서에 표현된 릴리트의 모습에 관해 다소 이견이 있다. 

(4Q510-511)4) 이 전례문은 「이사야」 34장 14절처럼 초자연적 사악함에 대

해 경고한다. 구약성서의 다른 부분과 달리 정치적 의미는 없고, 마귀를 쫓는 주

문이다. 

「잠언」과 관계있는 쿰란에서 발견된 다른 문헌에는 릴리트를 위험하고 매

력적인 여자로 묘사한다. (4Q184) 전통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잠언」 

2장과 5장에 나오는 “이방인 여자”와 같다고 본다.4) 하지만 쿰란 문서의 여자

는 「잠언」에 나오는 “이방인 여자”와 다른 특성이 있다. 즉, 머리에 뿔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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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날개가 있다. 하지만 매춘부는 아니고, 남자를 죄악에 빠뜨리는 여자를 말

한다. 쿰란처럼 금욕적인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위부적인 위험을 상징하기보다

는 「잠언」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초자연적 위협(릴리트의 위협)을 상징한다.

『탈무드』에는 릴리트에 관해 드물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릴리트가 메소

포타미아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릴리트는 긴 머리카락과 날

개를 가지고 있다. 

윌리엄 F 올브라이트(Albright)나 씨어도어 H. 개스터(Gaster)는 릴리트가 기

원전 7세기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알려졌고, 쉐딤(Shedim)의 특징을 가지고 있

다는 주장을 했다. 쉐딤은 “영혼” 또는 “악마”를 뜻하는 복수형 단어다. 바빌로

니아의 쉐두에서 유래했다. 날개가 달린 소의 몸통에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 궁

궐, 도시, 주택, 신전을 지킨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마법 문헌을 보면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었다. 바빌론에서 유래해서 카나안까지 퍼져서 이

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고, 쉐딤 제단은 야웨 제단 옆

에 있었다. 당시 야웨를 믿는 선지자들은 쉐딤 신앙을 비난했다.

유대인들은 쉐딤을 사악하다고 생각했다. 일부 문헌에는 폭풍의 악마라고 생

각했다. 쉐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세 가지 유대 전승이 있다. 첫째는 천지창조

할 때 야웨가 쉐딤을 창조했는데, 그들의 육체를 만드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뱀의 모습을 한 악마의 후손이라는 설이다. 셋째는 아담과 릴리트의 자

식이라는 설이다. 그 외에 바벨탑이 세워진 이후 사람들이 흩어져서 쉐딤, 루친, 

릴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담의 첫 아내가 릴리트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벤 시라의 

알파벳(The Alphabet of Ben Sira)」이다. 이 이야기가 오래된 것인지는 불분

명하다. 학자들은 이 문헌이 8~10세기에 씌여졌다고 본다. 저자가 현자 벤 시

라라고 나오지만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릴리트를 쫓는 어뮬렛은 이 

전통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훨씬 오래된 일이다. 아담에게 이브보다 먼저 아

내가 있었다는 것은 「벤 시라의 알파벳」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창세

기 라바」에도 나온다. 하지만 릴리트가 첫 아내라는 이야기는 「벤 시라의 알

파벳」이 처음이다. 게르숌 숄렘(Gershom Scholem)에 따르면 「조하르」의 저

자 모세 드 레온(R. Moses de Leon)은 릴리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는 훨

씬 오래된 다른 이야기도 알고 있었는데, 두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었다.

이브가 아담의 둘째 아내라는 생각은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나왔다. 「창

세기」 2장22절에 야웨가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 하지만 1장 27절

에 한 여자를 이미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야웨는 흙으로 릴리트를 만들었

지만 둘은 싸웠다. 릴리트는 자신이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동등하다

고 주장하며 아담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아담도 릴리트에게 복종하기를 거

부했고, 릴리트는 말해서는 안되는 신의 이름을 말하고 하늘로 도망갔다. 야웨는 

세 천사 세노이, 산세노이, 세만겔로프를 보내 릴리트를 데려오도록 했다. 야웨

는 아담에게 릴리트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루에 릴리트의 자식 100명을 죽이겠

다고 약속했다.  천사들은 홍해 바다 한 가운데서 릴리트를 따라잡았다. 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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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야웨의 말을 전했지만, 릴리트는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천사들은 릴리트를 바

다에 빠뜨리겠다고 협박했다. 릴리트는 자신이 아기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만

들어졌으니 사내아이의 경우 8일간, 계집아이의 경우 20일간 권리가 있다고 했

다. 천사들이 계속 돌아가자고 권하자 릴리트는 세 천사나 그들의 이름, 그들의 

그림을 보면 아기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또 하루에 자식 100명이 죽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 이후로 매일 100마리의 악마들이 사라졌고, 유대인들은 아

기의 어뮬렛에 천사들의 이름을 써넣었다. 

「벤 시라의 알파벳」을 쓴 의도나 배경은 불분명하다. 이 책은 『구약성서』

나 『탈무드』의 영웅담을 모았다. 아마도 전승을 모은 책일 수도 있다. 현재 유

대인들에게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거슬려서 반유대주의 풍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세 독일의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믿었다. 17세

기 『요하네스 북스토르프의 탈무드 사전(Lexicon Talmudicum of Johannes 

Buxtorf)』에 이 책의 내용이 실려 릴리트가 아담의 첫 아내라는 것이 알려졌

다. 

아르메니아 작가 아베틱 아사하키안(Avetik Isahakyan)은 릴리트가 아담의 

첫 아내지만, 불로 만들었다고 한다. 릴리트는 아담의 몸에서 흙냄새가 나는 것

이 싫었다. 결국 릴리트는 사탄과 함께 뱀의 모습으로 도망쳤다. 그 이후 야웨는 

아담의 뼈로 이브를 만들었다. 아담은 입으로 이브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릴

리트를 생각했다.

중세 초기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릴리트는 여자 악마인데 아스모데우스의 아

내다. 아스모데우스는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 때문에 당시 잘 알려져 있었다. 

릴리트 전설 가운데 많은 것이 우리 세상과 나란히 있는 다른 세상에 관한 전설

이다. 이 경우 아스모데우스와 릴리트는 악마들을 수없이 낳았다고 한다. 포두주

가 식초로 변하는 것, 남자가 불능이 되는 것,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들 악마들의 짓이고, 릴리트는 갓난아기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릴리트와 그

의 자식들은 정말 있다고 생각했다. 

릴리트 전설에서 릴리트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남자를 타락시키는 것과 아

기를 죽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별개로 발전한 것 같다. 두 가지를 동시

에 묘사한 문헌은 거의 없다. 

카발라에서는 릴리트와 신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정립하려고 했다. 릴리트

의 주요 특징은 『탈무드』 시대에 이미 확립되었기 때문에 아람어 주문과 13

세기 에스파냐 카발라 문헌 사이에는 600년의 간격이 있다. 릴리트는 다시 등장

하여 훨씬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릴리트의 창조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

데, 한 이야기는 릴리트가 아담보다 먼저 5일째 창조되었다. 비슷한 이야기가 

초기 『탈무드』 문헌에 있다. 아담을 만들기 직전에 흙으로 릴리트를 만들었다

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야웨가 아담과 릴리트를 만들어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릴리트의 영혼이 심연 속에 머물다가, 야웨가 부르면 

아담에게 왔다. 아담의 육체를 만들자 왼쪽에 있던 수 천 영혼이 아담에게 달라

붙으려고 했는데, 야웨가 쫓아버렸다. 아담은 한동안 영혼이 없이 육체만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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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얼마후 구름이 내려왔고, 신은 땅에게 살아있는 영혼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했

다. 이 신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기가 돌게 만들고, 여자가 아담에게 다가

갔다. 신은 아담에게서 여자를 떼어놓았다. 이 여자가 릴리트인데, 바다의 도시

로 도망가서 사람들을 공격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신이 릴리트를 만들지 않고, 

신과 동시에 바다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신은 열 가지 성질 가운데 가장 저열

한 모습이라서 악의 영역과 가깝다. 릴리트는 사마엘과 결합했다. 

한 이야기는 릴리트를 발광체 창조와 연결한다. 처음에 생긴 빛은 “자비의 

빛”인데, 창조 첫 날 생겼다. 이 빛이 숨어버렸고, 신은 사악한 껍데기에 둘러싸

였다. 머리 주변에 한 껍데기가 생겼다. 이 껍데기가 뻗어나와 다른 껍데기를 낳

았다. 그것이 릴리트다. 

아담과 릴리트를 분명하게 묘사한 첫 중세문헌은 10세기의 「미스라쉬 압키

르」이다. 이 문헌은 「조하르」나 다른 카발라 문헌보다 앞선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완벽한 성인이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아담은 이브와 따로 잤다. 

130년간을 금욕생활을 했다. 이때 릴리트는 아담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담의 의

지에 반해서 아담에게 다가갔다. 릴리트는 수많은 악마와 유령을 낳았다. 설명에 

따르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릴리트가 아담의 의지를 이기고 아담을 정복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이전 문헌들은 릴리트가 홍해에 있었는지, 아담에게 돌

아와 자식들을 낳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조하르」에서 릴리트는 아담의 자식

들을 많이 낳았다. 릴리트는 에덴에서 아담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담과 

억지로 관계했다. 그 직전에 카인에게 접근하여 수많은 악마와 유령들을 낳았다.

널리 알려진 또다른 이야기는 야웨가 아담을 만들어 릴리트라는 여사제와 결

혼시켰다는 이야기다. 릴리트는 대모신을 믿었다. 릴리트는 자신이 마귀가 된 것

을 알고 아담으로부터 떠나갔다. 이브가 아담의 아내가 되고, 릴리트는 아담이 

새장가 든 것에 질투하여 뱀으로 변신해 이브에게 지식의 열매를 먹어보라고 꼬

셨다. 유대교가 성립하기 이전에 뱀은 지혜와 재생을 상징했다. 

조하르보다 몇 십년 앞선 야곱 하코헨과 이삭 하코헨 형제는 사마엘과 릴리

트가 사람 모습에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으며 어지자지였다고 한다. 카발리즘

에서 돌던 또다른 이야기에는 릴리트가 사마엘의 네 아내 가운데 첫째 아내라는 

설이다. 사마엘에게는 릴리트, 나아마흐(Naamah), 이그라트(Igrath), 마할라트

(Mahalath)라는 아내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악마를 낳았으며 그 수는 셀 수 없

을 정도였다. 사마엘과 릴리트의 결혼은 눈먼 드래곤이 주선했다. 사마엘은 기울

어진 뱀, 릴리트는 구불구불한 뱀이라고 불렸다. 릴리트와 사마엘의 자식들이 세

상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신은 사마엘을 거세했다. 17세기 카발리즘 문헌에

서 나오는 사마엘의 거세 이야기는 신이 수컷 레비아탄을 거세하고 암컷 레비아

탄을 죽인 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이다. 사마엘이 거세되고 릴리트와 관계하지 못

하게 되자, 릴리트는 잠자는 남자와 관계하여 몽정하게 만들었다. 15세기나 16

세기 카발리즘 문헌에서 신이 암컷 레비아탄을 차갑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릴리트가 육체관계만 할 수 있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남아 있는 감화력에 관한 논문(Treatise on the Left Emanation)」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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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문헌에 두 명의 릴리트가 있다. 젊은 릴리트가 아스모데우스와 결혼했

다. 사마엘과 릴리트는 똑같이 태어났고 하늘에 있는 분의 형상을 닮았다. 아스

모데우스는 카프세포니(Qafsefoni) 왕과 마트레드의 딸 메헤타벨(Mehetabel) 사

이에서 태어난 어린 릴리트와 짝이 되었다. 릴리트가 뱀의 모습으로 이브를 유

혹했다는 구절도 있다. 뱀이 이브를 유혹하게 된 이유는 아담이 이브가 월경을 

하고 있는 동안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릴리트는 아담의 부정함을 본 이후에 

아담에게 다가가 억지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릴리트는 아담에게 수많은 악

마와 악령, 릴린을 낳아주었다. (파타이 81:455f)

한 문헌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릴리트와 대결했다고 한다. 릴리트가 악마들 무

리와 함께 산모의 살을 먹으로 왔다가 엘리야를 만났다. 릴리트는 결국 엘리야

에게 자신의 비밀이름을 말했다. 릴리트, 아비투(abitu), 아비주(abizu), 하카쉬

(hakash), 아버스 히크포두(avers hikpodu), 아얄루(ayalu), 마트로타(matrota) 

따위가 그것이다. 이로써 릴리트는 자신의 힘을 잃었다. (얄쿠트 레우베니, 조하

르 1:34b, 3:19)

릴리트는 카발리즘 생명의 나무에서 세피라 말쿠트에 해당되는 클리포트

(Qliphoth)의 하나이다. 릴리트는 아름다운 여자로 묘사된다. 그는 검은 원숭이 

모습으로 변신하고,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클리파흐(Qliphah)는 세피라흐

의 불균형한 힘을 말한다. 말쿠트는 세피라흐에서 가장 낮은 부분, 즉 땅의 영역

으로 신성한 모든 에너지가 흐르는 곳이다. 물질세계와 그 세계의 모든 쾌락은 

궁극적으로 유혹이고 영성과 물질주의의 불균형으로 이끈다. 결국 동물의 의식

까지 타락하게 된다. 릴리트ㆍ물질주의ㆍ타우미엘(Thaumiel)ㆍ사탄ㆍ영적 오만

ㆍ자만에 굴복하지 말고, 말쿠트와 케테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낭만주의 시대(1789~1832)에 릴리트가 처음 나온 작품은 1808년 괴테의 

『파우스트』다. 메피스토펠레스가 릴리트를 파우스트에게 소개한 다음, 같이 춤

을 추도록 했다. 릴리트와 파우스트는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릴리트가 에

덴에서 지내던 시절을 회상했다.

“라파엘 이전의 형제들(The Pre-Raphaelite Brotherhood)”은 1848년 발전

했는데, 괴테의 릴리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모임의 회원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는 “릴리트” 모습을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에서 상징들은 팜므 

파탈을 의미한다. 양귀비는 죽음과 냉기를 상징하고, 흰 장미는 불모의 정열을 

상징한다. 1863년 로제티는 릴리트 그림과 함께 “릴리트”라는 한편의 소네트를 

썼다. 1868년 로얄 아카데미 전시회의 스윈번(Swinburne) 팜플렛에 처음으로 

실렸다.6) 

시와 그림이 로제티의 “시빌라 팔미페라(Sibylla Palmifera)”와 소네트 “영혼

의 아름다움(Soul's Beauty)” 옆에 전시되었다. 1881년 릴리트 소네트는 “영혼

의 아름다움”과 대조되도록 “육체의 아름다움(Body's Beauty)”이라고 제목을 

바꾸었다. 두 소네트는 『삶의 집(The House of Life)』 선집에 나란히 실렸다. 

(소네트 77번과 78번)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이 “아담, 릴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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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브”라는 시를 썼다. 시는 1883년 처음 출판했고, 릴리트와 이브가 다

정한 사이로 나온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브는 아담을 사랑한 적이 없다

고 말하고, 릴리트는 항상 아담을 사랑했다고 말한다.7) 낭만주의 시대의 릴리트 

묘사는 위칸, 페미니스트, 현대 오컬트주의에서 인기를 얻었다. 

1) Hebrew (ISO 259): pagšu ṣiyyim et-ʾiyyim w-saʿir ʿal-rēʿhu yiqra ʾakšam hirgiʿ
ah lilit u-maṣʾah lah manoḫ 

morpho-syntactic analysis: "yelpers meet-[perfect] howlers; hairy-ones 

cry-[imperfect] to fellow. liyliyth reposes-[perfect], acquires-[perfect] 

resting-place." 

KJV: "The wild beasts of the desert shall also meet with the wild beasts of the 

island, and the satyr shall cry to his fellow; the screech owl also shall rest 

there, and find for herself a place of rest." 

2) et occurrent daemonia onocentauris et pilosus clamabit alter ad alterum ibi 

cubavit lamia et invenit sibi requiem —Isaiah (Isaias Propheta) 34.14, Vulgate

3) 후대의 번역을 보면

night-owl (Young, 1898) 

night monster (ASV, 1901; NASB, 1995) 

vampires (Moffatt Translation, 1922) 

night hag (RSV, 1947) 

Lilith (Jerusalem Bible, 1966) 

lilith (New American Bible, 1970) 

Lilith (The Message (Bible), Peterson, 1993) 

night creature (NIV, 1978; NKJV, 1982; NLT, 1996) 

nightjar (New World Translation, 1984). 

night bird (English Standard Version, 2001) 

4) The first and irrefutable Lilith reference in the Song occurs in 4Q510, 

fragment 1:

And I, the Instructor, proclaim His glorious splendour so as to frighten and to 

te[rrify] all the spirits of the destroying angels, spirits of the bastards, 

demons, Lilith, howlers, and [desert dwellers…] and those which fall upon 

men without warning to lead them astray from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to make their heart and their […] desolate during the present dominion of 

wickedness and predetermined time of humiliations for the sons of lig[ht], by 

the guilt of the ages of [those] smitten by iniquity – not for eternal 

destruction, [bu]t for an era of humiliation for transgression.

4) Her house sinks down to death,

And her course leads to the shades.

All who go to her cannot return

And find again the paths of life.

    — Proverbs 2:18-19   

Her gates are gates of death, and from the entrance of the house

She sets out towards Sheol.

None of those who enter there will ever return,

And all who possess her will descend to the Pit.

    — 4Q184 

5) 이 대목은 「길가메쉬와 엔키두의 저승여행」 42~44행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그 뿌리에 주문을 알지 못하는 뱀이 보금자리를 쳤다.

그 가지에 안주 새가 새끼들을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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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둥에 릴라(릴리투)가 집을 지었다.)

6) Of Adam's first wife, Lilith, it is told

(The witch he loved before the gift of Eve,)

That, ere the snake's, her sweet tongue could deceive,

And her enchanted hair was the first gold.

And still she sits, young while the earth is old,

And, subtly of herself contemplative,

Draws men to watch the bright web she can weave,

Till heart and body and life are in its hold.

The rose and poppy are her flower; for where

Is he not found, O Lilith, whom shed scent

And soft-shed kisses and soft sleep shall snare?

Lo! As that youth's eyes burned at thine, so went

Thy spell through him, and left his straight neck bent

And round his heart one strangling golden hair.

(Collected Works, 216)

7) As the worst of the venom left my lips,

I thought, 'If, despite this lie, he strips

The mask from my soul with a kiss — I crawl

His slave, — soul, body, and all!

—Browning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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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호색적인 성격도 물려받았다. 

릴림은 기독교도나 유대교도의 꿈에 나타나 여성상위의 체위로 남자들에게 

굴욕감을 주었다. 게다가 릴림과 성관계를 갖고 나면, 인간 여성과의 성교에 만

족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릴림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부적을 

만들었다. 이들은 몽마(夢魔)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ㅁ】

마가(Mark/Marco) [기독교] 『신약성서』의 2번째 복음의 저자. 『신약성서』에 따르면 성 

바르나바의 사촌이라고 한다. 사도 베드로와는 절친한 사이였던 듯하며 전승에 

따르면 예수가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때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이 바로 그였다고

도 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의 어머니의 집에는 항상 그리스도교도가 모여들었

으며 그는 바르나바와 바울을 모시고 안티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여행을 도

왔다. 축일을 서방교회에서는 4월 25일, 동방교회에서는 9월 23일에 지낸다. 상

징물은 사자이며 이탈리아의 아퀼레이아와 베네치아의 수호성인이다.

마겐다윗(Magendawid) [히브리] (☞다윗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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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잔틴미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

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옥좌에 앉은 성모와 아기 예수를 왕처럼 묘사한 

“니코포이아(승리를 가져오는 사람)”, 성모 마리아가 왼팔에 아기를 안고 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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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고지를 받는 성모 마리아
(카라바지오 작)

막달라 마리아 (카라바지오 작)

는 “호데게트리아(길을 인도하는 사람)”, 성모 마리아의 기도하는 모습과 마리아

의 가슴에 달린 메달 속에 아기 예수를 그려 넣은 “블라케르니오티사” 등이 있

다. 서유럽에서는 예배용 성상이 널리 보급되면서 다양한 주제로 표현되었는데, 

대개 주제의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온화함을 통하여 신앙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였다. 마돈나의 주제는 17세기 들어 주요 미술 분야에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종교미술, 특히 교회장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리아(Maria) [기독교] 

① 막달라(Magdalena) 마리아. 원래는 창녀였

으나1)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의 힘으로 마귀 

들린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

르며 돕던 여인들 가운데 하나다. 복음서에 따르

면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매장된 것을 목

격하였다고 하며 부활한 그리스도를 맨 처음 보

았다고 한다. 동방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복음사가 

요한을 따라 에베소로 가서 그 곳에서 생을 마쳤

다고 한다. 프랑스 전승에는 그녀가 프로방스에 

복음을 전하고 알프스의 동굴에서 30년 동안 고

행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지만 신빙성은 없는 이

야기이다.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와 달리 예수의 발

을 향유와 머리털로 닦은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같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지금

의 학자들은 이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1)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주장은 『신약성서』에는 없다. 중세에 교황이 창녀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널리 창녀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②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최

초의 언급은 수태고지로 이에 따르면 마리아는 

나자렛에 살고 있었고 요셉의 약혼녀였다. 목수 

요셉과 약혼 중 성령에 의해 수태하여 처녀의 몸

으로 예수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는 이 두 

사람의 맏아들이며, 그들에게는 적어도 6명의 자

식이 있었다는 설도 있다. 예수의 활동기에 그의 

신변 가까이에 있었으나 그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에 속하였으며,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마리아를 특별하게 보았던 것은 이미 『신약성

서』에 보이지만 그 후 이교(異敎)의 영향도 있고 

해서 이 경향이 더욱 심해져 431년의 에페소스공

의회는 그녀를 “신의 어머니”로 부를 것을 승인하였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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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절대적으로 숭상하여, 무원죄잉태설, 성모승천의 교의를 주장했다.

마베트(Mavet/Mawet) [히브리] 모트의 히브리 이름.

마스테마(Mastema) [히브리] 타락천사의 하나. 어원은 히브리어의 “마스테마(mastemah, 

악의)” 또는 아람어의 “마스티마(mastima, 비난자)”. (요엘) 

마스테마는 악마를 조종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천사다. 노아의 대

홍수 후에 야웨가 모든 악마를 지하세계에 가두려고 했다. 마스테마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몇 명의 악마는 지상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악마 가운데 90%는 지옥으로 내몰리고, 10%는 마스테마의 손에 넘겨

졌다. 이 때문에 마스테마를 마왕 루시퍼와 같다고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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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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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교도가 지었다는 이설도 있다. 축일은 서방교회 9월 21일, 동방교회 11

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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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의 영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하여 카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양식

으로 삼았다고 한다. 찧어서 빵을 만들 수 있었으므로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매일 하루치 양식만큼만 내려왔고 금요일에는 2일치가 한꺼

번에 내려와 안식일에는 줍지 않아도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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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후대에는 그리스도교의 성찬식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맘몬(Mammon) [히브리] 사람들에게 금전욕을 심는 악마. 맘몬은 시리아어로 “부(富)” 또

는 “돈”을 뜻한다. (마태복음 6:24) 아마이몬(Amaimon)이라고도 한다.

맘몬은 검은 몸에 새의 머리가 두 개, 손발톱이 긴 손발을 지니고 있다. 밀턴

의 『실낙원(Paradise Lost)』에 따르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가운데 가장 치

사한 근성을 가진 악마다. 항상 곡개를 숙이고 황금이 깔린 길만 쳐다보고 있었

다. 숨겨진 황금이나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졌으며 사람이 땅 밑에서 광석

이나 보물을 파내게 된 것도 맘몬의 근성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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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엘의 아내가 되었다. 

메타트론(Metatron) [히브리, 기독교] 위대한 천사 가운데 하나. 기독교나 카발리즘에서 신

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몸집은 거대해서 땅에 서면 머리가 하늘의 

신에게 닿았다. 다른 전설에 따르면 특별한 성인이었던 에녹이 신의 힘으로 천

사로 변신한 것이 메타트론이다. 온몸이 불꽃으로 되어 있고 36만 5천 개의 눈

과 36개의 날개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메타트론은 잔혹한 천사

라서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몇백 명씩이나 창으로 찔러죽였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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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유대인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리

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실의 왕에게 실망하였고, 예언자들은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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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타 상(미켈란젤로 작)

강에서 건져지는 아기 모세

장래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즉 이스라엘에 대

한 신의 구원계획을 이 지상에서 실현하는 역

할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왕국이 

멸망하였다는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메시아

의 신앙이 대사제와 결부되어 메시아 상(像)은 

복잡하게 변하였다. 원시 그리스도교에서 생전

의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라 하였다고는 생각하

기 어렵다. 그의 사후에 유대인 그리스도 신봉

자가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표상을 예수에게 적

용하였고, 그것이 후세에 일반의 인정을 받으

면서 민족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멜기세덱(Melchizedek) [히브리, 기독교] 정의로운 살렘(Salem) 또는 예루살렘의 왕이자 

야웨의 제사장.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개선하는 길에 전리품의 1/10을 주었으며,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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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침에 회의하다가 야웨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탄생을 증언하기 위하여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햄으로 갔다. 

멜카르트(Melqart) [카르타고1), 카나안] 바다와 항해의 신. 가장 힘센 신이었으며 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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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해마다 깨어남을 축하했다. 어린 아이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

1) 카나안어로 카르하다시트(Karhadasht, 새 도시). 키프로스 섬 남해안에 있는 항구도

시 키티온에서 유래.

모세(Moses) [히브리, 기독교, 이슬람] 기원전 1,250년경 히브

리인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지도자. 뜻은 히브

리어로 “건져내었다”이지만 오히려 이집트어 “태어

나다”일 가능성이 높다. 영어로는 모지즈. 

모세는 120살까지 장수하였으나 꿈에도 그리던 

카나안 땅에는 발을 들여 놓지 못했으며, 말을 더듬

는 완고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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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다. 이집트에서 하층계급을 구성했던 아피루(Apiru) 계급에서 분리되

어 출애급한 집단을 따로 히브리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아사상이 널리 퍼졌다. 곧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

가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파라오는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를 다 잡아 죽

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모세의 어머니는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 갈대바구니

에 담아 강가에 띄웠다. 파라오의 공주가 이 아기를 건져서 길렀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아로 도망쳤다. 그곳

에서 우물에서 물을 긷던 지포라를 만나고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호렙 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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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석판을 내리치려는 모세
(렘브란트 작)

열기 없이 불타는 나무모습으로 나타난 야웨를 만나 계시를 받아 이집트로 돌아

갔다. 

9가지 이적1)을 베풀어 파라오를 놀라게 하고 히브리 인들을 이끌고 이집트에

서 탈출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나이 산에서 여호와와 계약관계에 들어감으

로써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할 때,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를 받았다. 그 계명은 

야웨가 모세에게 구술한 것이었는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십계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나이 산을 올랐다. 

40일 후 야웨가 직접 쓴 십계명 판을 들고 산에서 내

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

고 숭배하고 있었다. 모세가 석판을 내동댕이치자 땅이 

갈라져 3,000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 후 하느님이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카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40년간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하였다. 유랑 생활 동안 물이 부족

하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렸다. 백성을 약속의 땅 카나안으로 인도하였지만 자신은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예리코 성 맞은 편 네보 산의 피스가(Pisgah) 정상에서 죽었

다. 

서아시아 지역은 히브리인들을 제외하면 모두 다신교 지역이다. 이 지역의 몇

몇 왕들이 유일신을 숭배하는 종교개혁을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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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따른 재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 아

니라 이집트의 엘리트라는 것이다. 그는 이케나톤 왕이 실패한 유일신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에서의 종교개혁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하층민들을 이

끌고 이집트를 나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프로이트는 보았다. 모세는 청교

도적인 경건주의자였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와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모세를 살해했다. 살인자들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세를 죽인 후에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 오히려 모세보다

도 더 강력하게 유일신 종교운동을 추진하여 유태교가 성립하였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상상한 당시 모습인데, 이러한 분석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젖혀두고 그 후의 문학과 영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 나

온 크리스티안 자크의 『람세스』라는 소설에서도 모세를 이케나톤의 추종자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프로이트 시대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기 때문

에 프로이트판 각색일 가능성이 짙다. 최근 람세스 2세의 아들, 메르네프타의 

묘를 발굴한 켄트 윅스(Kent Weeks)에 따르면 아케나톤의 유일교는 대지와 성

적인 결합을 내포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야웨 추종자들에

게도 호감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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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상 (미켈란젤로 작, 
로마 산타 마리아 드 

빈콜리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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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적인 모습을 한 모세가 등장한다. 40년의 왕자 생활, 40년의 도망 생활, 40년

의 지도자 생활을 한 모세가 아주 젊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당시의 파라오

가 람세스 2세라는 것은 사실로 증명된 것처럼 ｢타임｣ 잡지에서 소개하고 있지

만 람세스 2세의 연대기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으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지 

않다. 크리스티앙 자크가 모세와 람세스를 친구로 묘사하고 있는 데 반해 드림

웍스에서는 형제로 묘사하고 있다. 

모세와 람세스 2세를 연결짓는 것이 요즘의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생

각에는 이집트 문명이 급격한 몰락을 겪었던 람세스 2세 다음의 파라오 치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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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분명한 것 같다(람세스 2세도 장수하여 60년 이상 통치했음). 

요즘 학자들이 추정하는 출애급 시기(기원전 1,250년)은 후대에서 상당히 앞

으로 소급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당시 이집트에서는 각국의 외국인 왕자

들을 양자로 입양하여 관리로 쓰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중의 한 명

이었을 것이고 영화처럼 신분상으로 파라오의 적자와 같은 지위를 누렸다고 볼 

수는 없다. 

드림웍스의 모세는 세실 B 데밀의 모세(찰턴 헤스턴 분)

보다 수수하고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모세의 완고함과 

광기, 모세와 야웨의 끝없는 불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잦은 

배신 등은 완전히 생략하고 있다. 영화 마지막을 장식하는 

바다 가르는 장면은 이전의 화면보다 진일보한 느낌을 주

지만 아직까지도 컴퓨터로 액체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모세 신화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신화 대부분이 그렇

듯이 이웃 국가들의 신화에서 따온 것이다. 모세의 탄생(신

생아를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피해서 살아남은 아이)

는 악카드의 사르콘 왕의 전설과 이집트의 호루스 전설에

서 따왔고, 미디아로의 망명은 이집트의 시누헤 신화에서 

따왔다. 아홉 이적에 관해서는 1950년대 그레타 호르트(Greta Hort)라는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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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했고 고지대의 붉은 토양이 강물에 실려 오면서 새로운 미생물들이 하류로 유

입하였다. 이들 미생물들은 물고기를 감염시켜 죽였으며, 죽은 물고기는 개구리

의 서식지를 위협했다. 개구리들이 마른 땅 위로 쫓겨 올라갔다. 강물에서 썩는 

생선으로부터 온갖 해충이 들끓었고 탄저병을 퍼뜨렸다. 결국은 인간과 가축들

까지 고통을 받게 되었다. 대충 이런 식의 설명인데, 그럴 듯 해 보이지 않는다. 

홍해(원래는 갈대 바다)의 위치에 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있었으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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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 홍해를 건넜느냐 하는 것도 불분명하다. 학자들에 따르면 홍해를 건너

는 부분을 묘사한 원래 4개의 다른 텍스트가 있다고 한다. E 텍스트는 추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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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전차들이 해변의 뻘밭에 빠져 옴싹달짝 못하게 되었다고 간단히 묘사하

고 있으며, J 텍스트는 야웨가 직접 강령한 동풍으로 바다를 밀어내고 마른 땅

을 만들어내었으며 히브리 인들은 바다를 건너지 않고 추격하던 이집트 인들 이 

광경에 압도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적고 있으며, P 텍스트는 모세가 바

다를 가르고 그곳을 가로질러 갔다고 적고 있다. 시나이 산의 위치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8군데가 추정되고 있으며 두 곳은 시나이 반도에 있지도 

않다. 

모세가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더욱 오

리무중이다. 메리바의 우물에서 물을 만들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고 

야웨가 지시했는데, 모세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 쳤기 

때문이라는 소박한 해석에서부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뭉둥병으로 메리바에서 

죽게 되자 모세는 그녀를 애도하기 위해 야웨를 위해서나 사람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을 잘 무마하지 못하는 모세의 무능 때문이라는 해석까지 있다. 키르쉬(Kirsch)

에 따르면 후대의 편집자들이 모세의 진짜 죄를 삭제했다고 한다.

1)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 나일 강을 핏물로 만들기, 개구리 떼와 온갖 전염병, 

마지막으로는 각 가정의 맏아들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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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죽음, 지하세계 등은 모트의 영역에 속했다. 바알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자 

그를 죽였다가, 바알의 아내 아타트에게 죽임을 당했다. 다시 살아나 바알과 투

쟁하다가 엘의 개입으로 풍요한 대지에서 쫓겨났다. 히브리에서는 마웨트 또는 

마베트로 불렸다.

몰록(Moloch) [카나안] 구약성서에 나오는 카나안의 풍요신. 몰렉(Molech)이라고도 한다. 

몰록을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신을 달래기 위한 제물로서 첫 아이를 태

워서 바쳤다. 이 잔혹한 행위 때문에 몰록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나 첫 

소출을 신에게 바치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리 드문 것이 아니었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사해 북동쪽에 살던 암몬 사람들이 숭배했다. 암몬 사

람들은 몰록 동상 안에 불을 피워서 그곳에 아이들은 산 제물로 던져넣었다. 이

때 북이나 심벌즈를 울려서 아기의 울음이 들리지 않게 했다. 밀턴의 『실낙

원』에 따르면 가장 흉포한 타락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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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맏아들 라멕을 낳고 969살에 죽었다. 

라멕의 아내가 특이하게 생긴 아들 노아를 낳자 므두셀라를 찾아와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므두셀라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에녹을 찾

아갔다. 에녹은 노아가 온당한 아들임을 확인해주고 손자가 온 세상을 타락에서 

구원하리라고 예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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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기슭, 예루살렘 남서쪽 34킬로미터 지점의 모레셋, 즉 오늘의 델 산다한나 

출신의 서민. 활동 시기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의 시대다.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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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귀도 레니 작)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인데, 그는 사마리아의 함락과 황폐를 예언하였다. 

미가의 예언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이며,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는 가난한 자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즈키야 시대에 이르러 대지주들의 횡포(미

가 2:2 이하)와 야수적인 탐욕(미가 3:2,3)을 규탄함과 아울러, 사명을 저버리고 

속된 사리(私利)만을 위해 매수된 선지자들과, 이기적인 대사제 지도계급을 통박

하였다(미가 3:5∼11). 그가 기록한 책이 ｢미가｣다.

미가엘/미카엘(Michael) [히브리, 기독교] 대천사(大天使)의 하나. 뜻

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과 같은 자는 누군가". "정의의 왕 

멜기세덱", "빛의 군주" 따위의 별칭이 있다. 하늘에서 내

리는 눈을 다스린다. 성경의 다섯 곳(다니엘 10:13, 21, 

12:1, 유다 1:9, 계시록 12:7)에서 보인다. 

미카엘은 원래 유대교의 신관념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외경(外經) 『에녹서』 20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

는 타락한 천사들을 천상에서 몰아냈다. 

그는 선민(選民)의 수호자, 용의 형상을 한 사탄(악마)

과의 싸움에서 하느님의 세력을 나타내는 천사로 그려져 

있다. 동방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숭배해 왔으나, 서방교회

에서는 5세기에 몬테 가르가노의 『미가엘의 출현』이 있은 이래 차츰 성행하게 

되었다. 회화(繪畵)에서는 전사(戰士)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마지

막 심판 때에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다.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에메랄드빛의 날개가 있고 머리카락은 엷은 자주색이

다. 머리카락 하나에 1백만 개의 얼굴과 입이 붙어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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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는 뜻을 아버지에게 밝혔다. 사울은 이것이 다윗을 제거할 좋은 기회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딸을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을 가져오라

고 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의 목을 바치고 그녀와 결혼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자 그녀는 남편이 도망치게 하였다. 그녀

는 집안의 수호상을 양으로 짠 천에다 감싸고 다윗이 몸이 불편한 것처럼 감시

하는 병사들을 속였다. 그 후 사울의 명으로 발디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다시 그와 결혼하였다. 

다윗이 성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기뻐서 옷을 벗고 춤을 춘 일이 있다. 

이때 미갈은 속으로 다윗이 체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으로 인

해 야웨의 노여움을 사 끝내 아기를 낳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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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유명한 것은 모세의 누나인데, 그녀는 갈대 광주리에 담긴 모세가 이집트 

궁전으로 가는 것을 따라가서 생모를 유모로 소개하였다. 그래서 친어머니의 젖

을 먹으며 자란 모세는 자연스럽게 히브리 집단(당시에는 민족이 아니고 사회 

계급이었다)의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다. 나중에 모세와 제사장직을 다투다 야웨

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 메리바에서 죽었다. 미리암의 어원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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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탑 (브뤼겔 작)

데 바다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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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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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zra에 복수형 어미 im을 붙였다. 

【ㅂ】

바라키엘(Barakiel) [히브리] 번개를 다스리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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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다마스쿠스의 통치자를 바르-하다드라고 했다.

바리새파(Pharisees) [히브리, 기독교] 유대교의 한 교파. 율법은 성문법과 구전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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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이성을 사용해 현실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여, 사두개파와 대립하였다. 유대

교 존속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수 당대에는 유대사회 상층의 지배지식층

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했다.

바벨탑(Tower of Babel) [히브리]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에 실재하였던 고탑 신전 지구라트. 

히브리어로 믹달 바벨(לבב לדגמ, Migdal 

Bavel), 아라비아어로 부르쥬 바빌(برج بابل, 
Burj Babil)이라고 한다. 바벨은 악카드어

로 바브일림(Bāb-ilim, 신의 문), 히브리

어로 발랄(balal, 혼동하다)이고 바빌론1)과 

같다. 

바벨탑은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와 대지 

어머니여신과 교합하는 성탑(聖塔)으로 이곳을 생식기가 놓인 중심점으로 가장 

신성한 장소로 믿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공중정원”은 이 지구라트 

계단 7개에다 세계를 7개로 나눈 상징도시와 신전을 각 7개씩 낭떠러지에 세운 

것으로 마치 공중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후대에 

느부갓네잘 왕이 이 지구라트를 복원하였는데 세계를 7개로 구분, 7개의 동심원 

모양으로 신전을 세웠다. 

「창세기」 11장1~9절에 따르면 바벨이라는 도시에 거대한 탑이 세워졌다. 

대홍수 이후 온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

을 세우려고 하자 야웨가 언어의 혼란을 일으켜 이를 중지시켰다. 또, 바벨은 님

로드 왕국의 “시작”을 가리키기도 한다. 바벨탑은 신을 숭배하거나 찬양하기 위

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창세기 11:4) 

바벨탑은 신 바빌로이나 왕조의 나보폴라사르(Nabopolassar)가 기원전 610

년경 마르두크를 위해 바빌론에 세운 지구라트 에테메난키(Etemenanki)라고 추

정한다. 비슷한 이야기가 『엔메르카르와 아랏타의 주인(Enmerkar and the 

Lord of Aratta)』에 나온다. 우루크의 엔메르카르가 에리두에 거대한 지구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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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운다. 그는 아랏타에 귀한 자재를 공물로 바치라고 요구한다. 엔키에게 한 

언어로 제사를 지냈다는 주문에서 슈부르(Shubur), 하마지(Hamazi), 수메르

(Sumer), 우리키(Uri-ki, 악카드어), 마르투 따위의 이름이 나온다. 현재 바빌론 

유적은 이라크 바빌 행정구 힐라(Hillah) 부근에 있다. 

「엔메르카르와 아랏타의 주인」에서 우루크의 엔메르카르 왕이 에리두에 거

대한 지구라트를 세우면서 아랏타에 귀중한 자원을 요구한다. 한 주문에서 엔키

에게 슈부르(Shubur)ㆍ하마지(Hamazi)ㆍ수메르(Sumer)ㆍ우리키(Uri-ki, 악카

드)ㆍ마르투(Martu) 땅의 언어를 통일해 달라고 기원한다. 

데이빗 롤은 님로드를 엔메르카르와 같다고 본다. 그는 엔메르카르가 에리두

에 지은 거대한 지구라트가 바벨탑이라고 한다. 그는 그 근거로 에리두에 있는 

지구라트가 거대하고, 파괴된지 오래 되었고, 에리두의 다른 이름 눈키(NUN.KI, 

강력한 곳)가 나중에 바빌론을 가리키게 된 것을 꼽았다. 또한, 에리두와 바빌론

에는 에삭일라(E-Sagila)라는 신전이 있었다. 이 지구라트는 우르 3왕조의 아마

르신(Amar-sin, 기원전 2046~2037)이 완성하려고 했다. 

「창세기」 10장에 나온 민족들이 11장 8~9절에서 시나르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고 나온다.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했는데, 11장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해서 서로 모순된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10장 5절과 11장 9절이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하여 이러

한 모순을 피한다. 

「창세기」에는 탑이 파괴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언어가 달라진 사람들이 그

냥 건설을 멈추고,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고 나온다. 하지만 「요벨서」10장 

18~27절이나 코르넬리우스 알렉산더 10번 조각, 아비데누스 5~6번 조각, 요세

푸스의 「역사」 1장4절3조, 「시빌의 신탁」 117~129행 같은 다른 문헌에 따

르면 야웨가 태풍으로 탑을 무너뜨렸다. 미드라쉬에서는 탑의 꼭대기가 불탔고, 

토대가 꺼지고, 가운데 부분만 남았다고 한다. 

스티븐 해리스 같은 학자들은 바벨탑 이야기가 히브리 사람들이 바빌론에 잡

혀 있는 동안 에테메난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느부갓네잘에 따르

면 원래 탑은 옛날에 세워졌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로 방치하여 지진과 번개로 

햇빛에 말린 흙벽돌이 부서졌다고 한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지구라트가 제우스 벨로스의 신전이라고 썼

다. 그는 신전의 크기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다. 

「요벨서」에 가장 자세한 설명이 남아 있다. 10장 20~21절을 보면 “또 그

들이 짓기 시작하여 4주만에 불로 벽돌을 만들었다. 벽돌은 돌로 사용했다. 진

흙과 바다와 시나르 샘에서 난 아스팔트로 벽돌을 붙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을 지었다. 43년 동안 그것을 지었다. 그 폭은 203 벽돌이고 높이는 1/3이다. 

그 높이가 5,433 큐빗과 2손척이고 한 벽의 길이는 13스타디움이다”처럼

「요벨서」는 2세기 후반에 성립한 책인데 「창세기」와 「출애급기」의 앞

부분 12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위경으로 보고, 에티오피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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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테와헤도 교회에서 정경으로 본다. 

2세기에 성립한 「바룩 계시록」 3장 5~8절에 야웨가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

들었을 때 탑의 높이는 463 큐빗이었다. 

랍비 문학을 보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여러 가지다. 「미쉬나」에서는 야웨

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탑을 세웠다고 되어 있지만, 후대의 미드라쉬 문헌에는 

야웨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꼭대기에 칼을 들고 있는 우상을 세우기 

위해 탑을 세웠다고 한다. 

1656년마다 하늘이 열려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땅을 지

탱하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탑을 세웠다는 설도 있다. 

『탈무드』 「산헤드린」 109절에 야웨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

다. 그들은 하늘에다 화살을 쏘았는데, 하늘에서 피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진짜로 

하늘과 전쟁을 하는 줄로 믿었다. 요세푸스와 미드라쉬 『피르케』는 닌로드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탑을 세웠다고 하지만, 다른 랍비 문헌들은 님로드와 탑은 

관계가 없다고 한다. 

카발라 문헌들은 독특한 해석을 한다. 15세기 토라 주석가 메나쳄 치오니

(Menachem Tsioni)에 따르면 탑은 마법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였다. 처음에는 

거룩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나중에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아크레

의 이삭은 탑을 세운 사람들이 2,360,000,000파르사(90~100억 킬로미터)에 도

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해왕성보다 더 멀며, 태양계의 반지름과 비슷

한 거리다. 요나단 에이베슈츠(Jonathan Eybeschutz)나 『브리트 메누차(Brith 

Menuchah)』에 따르면 탑을 세운 사람들은 보호날개로 만들 생각이었다고 한

다. 많은 카발라 학자들이 옛 사람들은 느빌림의 마법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강력한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몇몇 주석에 따르면 탈무

드의 현자들이 날아다니는 탑을 세울 수 있는 설계도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런 설명은 즈카라이어 시친(Zecharia Sitchin)의 UFO 이론과 비슷하다. 또다른 

카발리즘 문헌에 따르면 탑을 세운 사람 가운데 1/3은 벌을 받아 악마로 변했

고, 세 평행차원으로 사라졌는데, 그 후손들이 아직도 거기 살고 있다고 한다. 

『쿠란』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파라오가 하만에게 

흙으로 탑을 세워 하늘에 올라 모세의 신을 만나려고 했다. (수라 28:38, 

40:36~37) 수라 2:102에 바빌(Babil)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두 천사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마법을 가르쳤다. 마법은 알라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믿음을 시험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야쿠트의 작품(1편 448 단편)과 리산 엘 아랍의 작품

(13:72)에 바빌에 관해 더 자세히 나온다. 탑 이야기는 없고 사람들이 바람에 

날려 들판으로 갔는데, 그곳을 바빌이라고 불렀다. 그곳에서 알라가 언어를 혼란

스럽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 

9세기 무슬림 역사가 알타바리(al-Tabari)가 쓴 『예언자와 왕들의 역사

(History of the Prophets and Kings)』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님로드가 

바빌에 탑을 세우게 했다. 알라가 그것을 파괴했고, 인류의 말은 시리아 언어에

서 72개 언어로 갈라졌다. 13세기 역사가 아부 알피다(Abu al-Fida)가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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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에베르(Eber)가 탑을 만드는데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언어(히브리어)를 그대로 쓸 수 있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의 『몰몬경』「에델」에 야레드(Jared)와 그의 

가족이 탑이 파괴될 것이라고 신으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그들의 기도 덕분에 

신은 그들의 말을 보존해 주었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로 가게 해 주었

다.

아일랜드 문헌 『Lebor Gabála Érenn』와 『Auraicept na n-Éces』에서 

전설적인 왕 페니우스 파르사(Fenius Farsa)가 혼란된 언어 가운데 가장 좋은 

언어를 골라 고이델어(아일랜드의 고어)를 만들었다. 

언어학자들은 하나의 근본언어가 있었는지 연구해 왔다. 중세에서 17세기까

지 아담에서 유래한 언어가 남아 있는지 밝히려고 노력했다. 

피터 브뤼겔이나 구스타브 도레의 그림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사마라(Samarra)의 미나레트처럼 19세기 탐험가들이 관찰한 무슬림 탑

과 닮았다. 에셔(Escher)는 목판화로 보다 특징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묘사했다. 

“가스펠”이란 뮤지컬에서 프롤로그가 “바벨탑”인데, 소크라테스나 루터처럼 

역사상 유명한 철학자들이 종교와 철학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의 공상과학소설에서 태초의 언어는 뇌의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데, 메메스 같은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2003년 크리스 헤이머딩거(Chris Heimerdinger)의 테니스 신발 시리즈 가운

데 하나인 『천둥탑(Tower of Thunder)』은 몰몬교를 믿은 현대 십대들이 바

벨탑 주변에서 모험을 하는 이야기다. 

바벨탑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중앙 아메리카에도 있다. 홍수에서 살아남

은 헬루아(Xelhua)라는 거인이 하늘을 공격하려고 촐룰라(Cholula)에 거대한 피

라밋을 세웠다. 신들은 불로 피라밋을 파괴하고, 탑을 세운 사람들의 말을 혼란

스럽게 만들었다. 도미니쿠스 탁발승 디에고 두란(Diego Duran, 1537-1588)은 

멕시코 정복 직후 촐룰라에서 100살 먹은 사제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  

원주민 역사가 돈 페르디난드 달바 익스틸호치틀(Don Ferdinand d'Alva 

Ixtilxochitl, 1565~1648년경)이 톨텍의 이야기를 전한다. 사람이 번성하여 커

다란 홍수가 있었고, 사람들은 두 번째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탑

(zacuali)를 세웠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가 혼란스러워져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

졌다. 

토호노 오오드햄(Tohono O'odham) 인디언들에 따르면 몬테주마가 대홍수에

서 살아남아서 하늘에 이르는 집을 지으려고 했다. 위대한 영이 벼락으로 그 집

을 파괴했다. 

리빙스턴 박사에 따르면 1849년 응가미(Ngami) 호수 부근에서 원주민으로부

터 거대한 탑을 지으려고 하다가 발판이 무너져서 사람들의 머리가 깨졌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 

1918년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의 『구약성서의 민속학』에 구약성서의 이야기

와 비슷한 전세계 전승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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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zi) 신화라고 확인했다. 거미로 변해 하늘로 도망간 창조주 니얌베(Nyambe)

에게 도달하려고 거대한 기둥을 세우려던 사악한 사람들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죽었다. 아샨티 전설에는 사람들이 절구를 쌓아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다. 프레이

저는 비슷한 전설에 탄자니아와 콩고에도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나무를 쌓아 

달에 도달하려고 했다. 아쌈(Assam)에 사는 카르비(Karbi) 부족이나 쿠키(Kuki) 

부족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미얀마의 카렌(Karen) 부족의 전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아담으로부터 30세대 후에 카렌니

(Karenni) 땅에서 거대한 탑을 세우려다가 언어가 혼란스러워져서 포기하고 미

얀마로 이주했다고 한다. 애드머럴티 제도에도 하늘에 닿는 집을 지으려다가 언

어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들 이야기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

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 

네팔 타루스(Tharus) 부족이나 인도 북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벵갈 

인구조사 보고서, 1872년, 160쪽)

탑 이야기 없이 하나의 언어에서 언어혼란이 왔다는 이야기는 전세계에 존재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가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제우스가 왕위

를 포로네우스(Phoroneus)에게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프레이저는 케냐의 와

사니아(Wasania), 아쌈의 카차 나가(Kacha Naga), 호수 인카운터 만의 주민들, 

캘리포니아의 마이두(Maidu), 알라스카의 틀링기트(Tlingit), 과테말라의 키체

(K'iche) 따위의 부족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에스토니아 신화에 언어

를 만든 이야기가 있다. 

「창세기」에는 탑의 크기에 대해 말이 없다. 하지만 다양한 위경에서 탑의 

크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요벨서」는 높이가 5,433큐빗 2손척(2.5킬로미

터)라고 한다. 「바룩 계시록 3서」에는 높이가 463큐빗(212미터)라고 한다. 

1889년 에펠탑(324미터)이 세워질 때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높은 높이이다. 

투르의 그레고리(Gregory of Tours, 594년경)는 역사가 오로시우스(417년

경)를 인용하여 탑이 평탄한 지역에 사각형으로 세워졌고, 벽은 구운 벽돌과 회

반죽으로 만들었는데, 폭이 50큐빗, 높이는 200큐빗, 둘레는 470스타디움이라

고 한다. 각 면에는 25개의 문이 있어서 모두 100개의 문이 있었다. 문은 아주 

컸고, 청동으로 만들었다. 

지오반니 빌라니(Giovanni Villani, 1300년)는 그 둘레가 12.8킬로미터, 높이

는 4,000보(5,920미터), 두께는 1,000보(915미터)라고 한다. 14세기 여행가 존 

맨더빌(John Mandeville)도 탑에 대해 말했는데, 높이가 64펄롱(12.8킬로미터)

라고 했다.

17세기 역사가 베르스테간(Verstegan)은 이시도레(Isidore)를 인용하여 탑의 

높이가 5,164보(7.6킬로미터)라고 했다. 그는 요세푸스를 인용하여 탑의 폭이 

넓어 탑이라기보다는 산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한 작가를 인용하여 나선형 

길이 넓어 손수레와 짐승들이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다른 저자들은 길이 넓

어서 공사에 동원된 짐승들을 먹이기 위한 곡식을 기르는 밭이 있었다고도 한

다. 고든 교수는 『구조물, 무너지지 않는 이유(Structures or why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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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fall down (Pelican 1978–1984))』에서 바벨탑의 높이를 거론했다. 그는 

벽돌과 돌의 무게가 평방 피트 당 120파운드(평방미터당 2,000킬로그램)이고, 

압력에 견디는 힘이 평방 인치당 6,000파운드(40메가파스칼)이니까 탑을 7,000

피트(2킬로미터)까지 세울 수 있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

지니까 산소가 부족하여 일꾼들이 숨을 쉬기 곤란할 정도의 높이까지 세울 수 

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란되었다는 중세의 책은 여러 권이 있다. 70인역 「창

세기」 10장에 노아의 후손들 목록이 나온다. 야벳의 후손이 15, 함의 후손이 

30, 셈의 후손이 27이다. 이래서 72라는 숫자가 나왔다. 70인역에는 마소라 문

헌에 나오지 않는 엘리사(Elisa)와 카이난(Cainan)이라는 이름이 추가적으로 있

다. 그래서 미쉬나같은 초기 문헌에서는 70개 언어라고 말한다. 72개(또는 73

개) 언어라는 기록은 2세기 기독교 저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스트로마타 I, 21))와 로마의 히롤리투스(Hippolytus of Rome, 시

편에 관하여 9), 『보물의 동굴(Cave of Treasures, 350년경)』,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of Salamis)가 쓴 『파나리온(Panarion, 375년경)』, 

성 아우구스투누스의 『신국(The City of God, 410년경)』에 나온다. 히폴리투

스가 썼다는 연대기에 72민족의 이름이 나온다. 

세비야의 이시도레(Isidore of Seville)는 자신의 『용어사전(Etymologiae, 

600년경)』에서 72라는 숫자를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목록에서는 성서에 나오

는 이름 가운데 욕탄의 아들들이 빠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아들들이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총 56개 이름이다. 그는 롱고바르드나 프랑크처럼 자신의 시대에 알

려져 있던 나라 몇몇을 추가했다. 이 목록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어 롱고바르

드와 프랑크 족이 야벳의 손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역사(the 

Historia Brittonum, 833년경)』, 마수디(Masudi)의 『황금 초원(The 

Meadows of Gold, 947년경)』, 알바크리(al-Bakri)의 『도로와 왕국에 관한 

책(Book of Roads and Kingdoms, 1068년경)』, 레보어 가발라 에렌(Lebor 

Gabála Érenn), 미드라쉬 모음집 『요시폰(Yosippon, 950년경)』, 『제라흐메

엘 연대기(Chronicles of Jerahmeel)』, 『세페르 하야샤르(Sefer haYashar)』)

72나 70개의 언어를 거론한 다른 문헌들은 루크레트 모쿠 키아라(Luccreth 

moccu Chiara)의 고 아일랜드 시 「쿠 센 마타이르(Cu cen mathair, 600년

경), 아일랜드 수도원 작품 「아우라이셉트 나 네케스(Auraicept na n-Éces)」, 

페르시아 역사가 무함마드 이븐 자리르(Muhammad ibn Jarir)의 『선지자들과 

왕들의 역사(History of the Prophets and Kings, 915년경)』, 앵글로색슨 대

화록 『솔로몬과 새턴(Solomon and Saturn)』, 『러시아 주요 연대기(the 

Russian Primary Chronicle, 1113년경)』, 유대교 카발리즘 작품 『바히르

(Bahir, 1174년)』, 스노리 스투를루손의 『산문 에다(Prose Edda, 1200년

경)』, 시리아의 『벌의 책(Book of the Bee, 1221년경)』, 『게스타 후노룸 

에트 훙가로룸(the Gesta Hunnorum et Hungarorum, 1284년경)』 따위가 있

는데, 셈의 후손 22, 함의 후손 31, 야벳의 후손 17으로 모두 70개 종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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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알 부조

빌라니는 “그것은 대홍수 이후 700년만에 시작되었고,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바벨탑의 혼란까지 2,354년이 흘렀다. 바벨탑을 만드는데 107년이 걸렸다. 당시

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게스타 후노룸 에트 훈가로

룸』에 따르면 탑을 세운 것은 대홍수로부터 200년 후의 일이다.

72개 언어설은 후대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호세 데 아코스타(José de 

Acosta)의 1576년 논문 「데 프로쿠란다 인도룸 살루트(De procuranda 

indorum salute)」와 1세기 이후 안토니오 비에이라(António Vieira)의 「세르

마요 다 에피파니아(Sermão da Epifania)」는 언어의 수가 많은 데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당시 페루와 브라질에만도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가 각각 100개가 넘

었다. 

1) 악카드어로 바빌루(Babilu), 영어로 바빌론(Babylon)

바알(Baal) [카나안] 카나안 사람들의 으뜸신이며 풍요와 다산의 신. 뜻은 셈

어로 “소유자” 또는 “주인”. 엘 혹은 다곤의 아들. 아나트의 남편

이자 오빠. “알리인 블(가장 존귀한 왕자)”, “알리야누 발루(가장 

존귀한 주인)”, “알리이 크르듬 또는 알리유 카라디마(전사들의 정

복자)”, “알리인(가장 강한 자)”, “알리야누(가장 존귀한 자)”, “다

마론(전사)”, “제불 바알 아레츠(지상의 왕자)”, “주불루 발루 아레

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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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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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안 신화에 따르면 생명과 풍요의 신인 바알이 죽음과 흉년의 신 모트와 싸

우는데 바알이 이기면 7년간 풍년이 들며, 지면 가뭄과 기근이 대신 이어진다고 

한다. 바다의 신 얌을 격파하고, 사폰 산에 집을 지었으며 수많은 도시들의 소유

권을 장악한 바알은 더 이상 모트(죽음의 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

했다. 이에 대해 모트는 바알을 죽음의 땅으로 초대를 했다. 바알이 죽자 관개의 

신 아트타르가 바알의 왕좌에 앉았다. 아나트는 모트에게 바알을 살려달라고 간

청했으나 모트가 거절 했다. 그래서 모트를 습격하여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나

중에 바알이 회복된 몸으로 발견되자 아트타르는 도망쳤다. 죽었던 모트가 다시 

살아나 바알과 전쟁이 이어지자 엘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모트를 추방하고 바알

에게 들판 소유권을 맡겼다. 

바알 숭배는 이집트에서도 신왕국 후반기에 유행하였으며 그리스에서는 제우

스와 같은 위치의 신으로 알려졌다. 『구약성서』에는 바알 숭배자들과 엘리아

의 대결을 비롯하여 이교도의 상징으로 나오지만 엘리아 이전까지만 하여도 판

관(判官) 기드온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사울 왕에게도 이슈바

알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 바알은 자주 지팡이나 금강저를 들고 뿔이 달

린 헬멧을 쓰고 짧은 킬트를 입은 채 앞으로 다리를 내민 모습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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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숭배했던 흔적이 늦봄에 이슬을 갈구하거나 늦가을 비를 비는 기도문의 형

태로 히브리 기도서에 남아있다. 바알은 경우에 따라 숫소로 변신했다. 암소로 

변한 아나트와 함께 70마리 또는 80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그러나 “숫소”라

는 이름은 엘에게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숫소”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바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다드로 불렸다. 엘과 마찬가지로 바알은 고유명사

라기 보다는 직명(職名)이었기 때문에 수 많은 바알들이 있었다. 바알 레바논(세

다 나무의 바알), 바알 사폰(북쪽지방의 바알), 바알 아디르(도움을 주는 바알), 

바알 카네프(날개달린 바알), 바알 모가님(방패의 바알), 바알 마르파하(치료의 

바알), 바알 샤밈(하늘의 바알) 등이 있었다. 카나안과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집

트와 오랫 동안 교역을 하는 동안, 바알은 이집트의 여러 신들과 관련을 갖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숫양의 머리를 한 풍요의 신 아몬이다. 바알도 카르타

고에서는 숫양의 뿔이 난 바알 하몬이라는 이름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몇몇 학자들은 죽었다 되살아나는 것 때문에 바알을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연

관 짓는다. 오시리스 신화에서 오시리스의 잘려진 머리가 페니키아의 도시 비블

로스로 떠내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집트인이나 페니키아인들이 두 신을 같은 

신으로 생각했다는 증거는 없다. 

바알을 이집트의 태양신 라와 연결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바알은 결코 

태양신이 아니었다.2) 이런 혼동은 헬레니즘 시대에 바알을 그리스의 태양신 헬

리오스와 페르시아의 여러 신들을 뒤섞어 헬리오가발로스(Heliogabalus)라고 숭

배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정작 이집트인들은 바알을 세트와 동일시했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바알을 바알 제우스 메마로우스 카이 아도도스(Ba`al 

Zeus Demarous kai Adodos)라고 불렀다. 바알이라는 이름은 어원적으로 벨

(Bel)과 같다. 카나안 연구 초창기에 몇몇 학자들은 엘과 바알이 최고의 자리를 

놓고 다투었다고 믿었다. 둘의 갈등이 있기는 있었지만 바알이 그의 궁전을 짓

는데 엘의 허가를 얻었던 것으로 보아 엘은 여전히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믿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었고 

바알은 지상의 풍요를 관장하였던 것이다.

1) 몇몇 학자들은 알레인이라는 이름을 바알의 아들 이름과 혼동하기도 했다. 

2) 에드워드 7세나 빅토리아 여왕 때 활동했던 신이교주의에서는 바알을 태양신으로 믿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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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은 사울이며, “이방인의 사도”라 일컬어진다. 열렬한 바리새파(派)로서 기독교

도를 박해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 세례를 받았다. 그후 3회의 전

도여행에서 소아시아․마케도니아․그리스에서 활약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체포되

어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로마서(書)」외에 12편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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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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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자 정통 이집트 왕실에서 반란을 일으켜 내란이 계속되었다. 결국은 반란

군에 패하여 일족들을 데리고 망명길에 올랐다. 람세스 2세 이후의 파라오였던 



하얀파도의 神話想像世界 12 - 기독교와 레반트 지역 2010

- 41 -

목욕하는 밧세바 
(루벤스 작)

바이는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 모세 신화에 영향을 

주었던가 신화 속의 모세와 대비되는 현실의 모세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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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와 같게 보았다.

방주(Ark) [히브리, 기독교]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 낱말 테바(tebah)는 “궤짝”이나 “용기”

라는 뜻이 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갓난아기 모세를 넣어 나일 강에 띄운 바구니

가 테바였다. 방주를 뜻하는 영어단어 아크(Ark)는 “큰 상자”나 “궤짝”을 뜻하

는 라틴어 아르카(arca)에서 유래했다.

대홍수 때에 노아가 거대한 3층 방주를 지었다. 길이 300큐빗1)(150미터), 너

비 50큐빗(25미터), 높이 30큐빗(15미터)의 직육면체 모양이었다. 노아는 정결

한 짐승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방주에 태웠다. 40일간 비가 내려 

세상이 모두 물속에 잠겼다. 비가 그친 후 물이 줄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닿았

다. 노아는 저지대로 돌아가 시날(쉬나르)에 정착했다.

1) 1큐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약 45~50cm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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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서 도망쳐버리자, 사울은 미갈에게 발디와 결혼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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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세라페움(Serapeum)에서 선악을 구분하여 심판하는 신에 관해 가르치다가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다. 그는 개인적인 깨우침을 가난한 자들에게 설교하였으

며, 교단을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다. 그 뒤 야웨의 목소리를 듣고,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났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베들레햄으로 향했다. 

밧세바(Bathsheba) [기독교] 다윗의 후궁. 솔로몬의 어머니. 엘리암

(Eliam)의 딸.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으나, 남편이 출전한 

사이에 다윗의 눈에 띄는 곳에서 목욕하여 다윗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 동

침하도록 배려하였으나 우리아는 동료들을 생각하여 집에 

머무르지 않고 전우들과 함께 기거했다. 이에 다윗은 그를 

일부러 사지로 몰아넣어 전사하도록 만들었다. 밧세바는 

남편의 상을 치른 후에 다윗의 후궁이 되었다. 다윗과 밧

세바의 행위는 야웨의 노여움을 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만에 죽어버렸다. 두 번째로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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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 의하여 주어진 이름. 그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으나, 예수를 만나 제자

가 되었다. 예수가 죽은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지위를 야곱에

게 물려준 뒤에는 전도에 종사하다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로마교회의 설립자로서 특히 카톨릭 교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교황은 그의 후

계자로 간주되고 있고, 산 피에트로 대성당은 그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베리얼(Berial/Belial) [히브리] 루시퍼와 함께 천국에서 추방당한 악마 중의 하나. 불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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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에 달리는 베드로 
(카라바지오 작)

차를 타고 다닌다. 솔로몬 왕에게 속아 많은 재물을 

빼앗겼다고 함. 원래는 천사였으므로 외모는 아름답

고 우아하며 위엄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러나 외

모의 아름다움과는 정반대로 마음이 사악하며 지옥에

서 가장 비천한 존재라고 한다. 구약성서에서 신에게 

멸망당한 거리로 잘 알려진 소돔에서 신봉되고 있다

는 설도 있다. 『아무람의 증거』에 의하면 베리얼은 

미카엘의 동료다. 모습은 '뱀'처럼 무섭고, 얼굴은 '독

사와 같고', '여러 색이지만 몹시 어두운' 망토를 입고 

있다. 

베헤모트(Behemoth) [히브리] 거대한 짐승. 성서에서는 베헤못. 

탈무드에 의하면 6일에 만든 거대한 짐승. 베헤못의 어원은 히브리어의 짐승(B,  

HEMAH)의 강조복수형이다. 보통이 넘는 크기 때문에 한 마리의 동물임에도 불

구하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부르는 것.

벤네즈(Ben Nez) [히브리] 폭풍우를 다스리는 천사.

벨제붑(Beelzebub/Baalzebub) [시리아] 뜻은 “파리대왕(Lord of Flies)”.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벨제붑은 하에를 살해한 신으로 숭상되어 왔었다. 그러나 기독교에 의해 

하에를 살해한 신이 아니라 하에의 모습을 한 악신이 되어 버렸다. 벨제붑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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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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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제붑은 하에의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있으며 특히 눈이 하에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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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기독교가 융성해질 무렵에 악마로 변했다.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실

체를 파헤치기 위해 지옥에서 파견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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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모습. 약초 조제에 능하며 영을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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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낳지 못하자 그녀를 멸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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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에 따라서 나일 강ㆍ파시스(Phasis) 강ㆍ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운하인 필라

코파스 운하ㆍ자그로스 산맥에서 발원하는 우이준 강이라는 주장이 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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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자, 당시 폐경이었던 사라는 이 약속을 믿지 않

았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몸종 하갈과 관계하여 이스마엘을 낳자 아들을 못낳은 주

인 사라를 멸시하였다. 따라서 둘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녀가 90살에 이삭을 

낳자, 하갈은 그녀를 피하여 사막으로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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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엘(Sariel) [히브리] 7대 천사의 하나. 수리엘(Suriel)ㆍ사라카엘(Sarakael)ㆍ자라키엘

(Zarachiel)이라고도 한다. 『에녹서』에 따르면 그의 임무는 죄의 길로 유혹당

하는 인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사마엘(Samael) [히브리, 기독교] 인간을 만드는데 반대한 악의 천사. 뜻은 “하느님의 독”. 

“죽음의 천사”라고도 한다. 릴리트와 합세하여 야웨에 대항했다. 원래는 대천사

였다고 한다. 모세가 죽었을 때 맞으러 나온 천사가 사마엘이었다고 한다. 

칼이나 화살을 가진 추한 해골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날개 달린 뱀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사탄과 같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구약성서』에서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부치긴 뱀이 바로 사마엘이라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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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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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야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야웨에게 한 약속에 따라 젖을 뗀 이후부

터 제사장 엘리의 손에 의해 키워졌다. 

사무엘은 소년시절 야웨의 부름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갔었다. 사무엘이 세 번째로 엘리에게로 가자, 엘리는 그 부름

이 야웨의 음성으로 알아차리고 야웨에게 응답하라고 일러주었다. 이때 사무엘

은 야웨가 엘리의 아들들에게 내린 저주를 듣고 그대로 엘리에게 고하였다. 그 

이후로 야웨가 그에게 자주 나타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사무엘이 청년이 될 무렵에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야웨의 선지자로 확실히 인정받

게 되었다.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워 크게 패하자 사무엘을 찾아가 방도를 구했다. 

사무엘은 이방의 신들을 제외하고 야웨만을 섬기도록 하고, 미스바(Mizpeh)에서 

큰 제사를 올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공격해 오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바쳐 야웨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히브리인들은 갑작스런 천둥소리에 놀란 

블레셋인들을 추격하여 대승하였다. 그들은 그 날의 승리를 기념해 그곳의 지명

을 에벤에셀(Ebenezer)이라 불렀다.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람들의 신망을 잃자, 히브리 사람들은 사무엘에

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후 야웨는 사무엘에게 나타나 왕으로 세울 

사람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다음날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도움을 청

하러 사무엘을 찾아왔다. 사무엘은 그가 야웨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머리

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 

처음에 둘의 관계는 원만하였으나 사울이 독자적으로 야웨에게 번제를 올린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후 사무엘은 아멜렉 사람들이 출

애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겨간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여 사람이나 

짐승을 남김없이 도륙하도록 사울에게 명령했다. 사울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아

멜렉의 왕 아각(Agag)을 살려주고, 짐승들도 가장 좋은 것만 선별하여 제물로 

바쳤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렸던 축복을 거두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머

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였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그를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야웨가 세운 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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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사바트(Sabbath) [히브리, 중세유럽] 

① 안식일. 영어로 새버스. 1주일 가운데 제7일(토요일)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일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서 일요일 새벽까지

가 된다. 유대인들은 이 날에 모든 일손을 쉬고 그들의 민족신 야웨에게 예배하

였다. 이 기원은 『구약성서』의 「창세기」 제 1장 이하의 천지창조의 과정 중 

6일 동안에 우주창조를 끝마치고 제7일에 쉰 데서 비롯되었다. 또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통하여 이 날에는 모두 쉬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유대교에서는 안식

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이 기독교, 이슬람교로 이어졌다. 그

러나 기독교에서는 초대교회시대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가 부활

한 1주일의 첫날(일요일) 즉 주일(主日)을 새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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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하늘을 날고, 집회에 참가해서는 악마와 교접을 했다고 한다.  

사브낵 [히브리] 기린과 닮은 괴수의 모습으로 상대를 썩게 한다.

사울(Saul) [히브리]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기스. 요나단, 

아비나답(Abinadab), 말기수아(Melchishua), 이스보셋 등의 아들과 메랍, 미갈 

등의 딸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왕 대신 사사(판관)들이 부족을 지도해 왔었는데, 

주변국의 위협이 계속되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사무

엘은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못된 짓을 하는지 설명했으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

다. 결국 사무엘은 나귀를 찾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했다. 

왕위에 올라 과감한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등 처음에는 사무엘과 원만한 관계

를 유지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둘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

비대를 공격하여 전쟁이 촉발되었는데, 이때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번제를 드리

도록 했다. 7일안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직접 제사를 주관했다. 후

에 사무엘이 도착하여 번제를 드릴 사람은 자신 뿐이라고 책망했다. 그후 사무

엘의 명으로 아말렉(Amelekites)을 정복하였다. 그때 사무엘은 아말렉의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이도록 명령했는데, 사울은 그 말에 따르지 않고 

왕 아각(Agag)을 사로잡고 가축들을 고스란히 끌고 왔다. 사울은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야웨에게 바칠 생각이었으나 이것이 사무엘의 명령을 거역

한 것으로 여겨졌다. 

사무엘은 새롭게 인망을 모으고 있던 다윗을 축복하고 사울을 저주하다가 죽

었다. 사울은 우울증에 걸려 다윗을 불러다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우울증을 달

랬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자식 미갈이

나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 미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수시로 군대를 동원했으나 다윗은 그때마다 미리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다. 다윗은 그 와중에도 사울의 침실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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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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의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

다. 사울은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엔도(Endor)에 있는 마녀를 찾아가 죽

은 사무엘을 부활시켜 자신이 이번 전투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

러나 사무엘은 축복은 커녕 죽은 자를 깨운 것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사탄(Satan) [히브리, 기독교] 야웨와 대립하는 악을 인격화한 것. 뜻은 “적, 대항자”. 샤이

탄(Shaitan)이라고도 한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원래 천국에 살던 루시퍼가 신에

게 반역했을 때 반역군의 사령관이 된 데서 유래한다. 천사였을 때 사탄의 지위

는 권천사(權天使)였다. 루시퍼가 왜 야웨에게 반역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자면, 루시퍼가 야웨에게만 복종하고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다가 야웨의 분노를 샀다는 설이다. 

야웨는 아담에게 이 땅의 동식물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천사들에게도 아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루시퍼는 아담을 질투하여 아담을 존경하거나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결

국은 루시퍼는 야웨의 분노를 사 하계로 떨어져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탄이 되

었다. 그때부터 사탄과 인간의 적대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가 죽어서 지옥에 내려왔을 때 이것을 두려워한 지옥의 악마들은 사

탄을 쫓아 버렸다고 한다. 사탄의 신장은 비정상적으로 큰데, 자그마치 4만 피

트나 된다고 한다. 『신약성서』에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원수이며 빛의 천사를 

가장한 자인데 자신의 밑에 있는 귀신들을 부려 사람의 몸을 점유해 그들을 괴

롭히거나 병들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또 마지막날에는 최후의 패배

를 당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존재로 이야기되었다. 

초대 그리스도교도 이후 중세까지 사탄은 악의 본질, 구원을 방해하는 자로서 

등장하였으나 18세기 반항운동 이후 자유주의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사탄

에 관한 성서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허구로 취급하려고 하였

다. 

사타나엘(Satanael) [히브리] 주시자의 하나. 사타나일(Satanail)이라고도 한다. 『구약성

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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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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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태교도 집단에서는 유사

한 장신구가 유태인의 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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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라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지 헤로디아의 여동생으로 살로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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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법에 맞지 않는 결혼을 한 조목에서 헤로디아를 힐책하는 세례자 요한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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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살펴보는 살로메 
(카라바지오 작) 

눈알이 뽑히는 삼손 (렘브란트 작)

형에 처하는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의붓아버지 헤롯 왕의 생일잔치

에서 발가벗고 춤을 추었다는 것으로 그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그 대가로 요한의 

목을 요구하여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주었다고 

한다. 

삼마(Shammah) [기독교] 다윗의 형. 이새의 셋째아들. 사

무엘이 야웨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로 왕을 

삼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와 그의 형제

들을 살펴보았다. 

삼손(Samson) [히브리] 전설적 장사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

(士師).(사사기 13 ∼ 16장) 그는 사무엘 이전시

대의 마지막 사사인 마노아의 아들이다. 그는 나

지르인(나실인)으로 블레셋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느님께 바쳐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시체에 접근하였

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창녀와 동침하였다. 

그는 딤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은 

뒤, 갈등이 빚어졌다. 그는 아내를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고 1,000명의 블레셋

인들을 죽여 화풀이했다. 그는 2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나 뒤에 가서 데릴

라라는 고급창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블레셋 추장들에게 고용된 첩자로

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낼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하였다. 결국 그녀의 배반

으로 그의 상징인 긴 머리카락이 잘려 괴력(怪力)을 잃고, 블레셋인에게 붙잡히

는 몸이 되었다. 그는 두 눈을 뽑히고 노예가 되어 맷돌을 돌리는 일에 종사했

다. 

수 년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바알 신의 축제에 눈요기감으로 끌려 나왔다. 그

동안 그의 머리가 길게 자라 그의 힘도 원래대로 되었다. 그는 야웨에게 복수를 

기원하고, 바알 신전의 기둥을 힘으로 넘어뜨려 구경을 나왔던 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었다. 

샤파시(Shapashi) [카나안] 태양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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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올라가 야웨와 말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 동안 사람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들

어 숭배하고 있었다. 모세를 이 꼴을 보고 십계명판을 땅에 던져 부셔버렸다.  

아훼는 모세에게 나무로 만든 궤 혹은 큰 상자를 준비하고 그 안에 두 번째 십

계명판을 보존하도록 했다. 하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히브리 인의 신앙의 상

징인 “신과의 계약의 성궤”는 한때 블레셋 인에게 빼앗겼으나 성궤가 있는 도시

의 모든 주민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어 속죄의 선물과 함께 성궤를  히브리 인에

게 반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습격하고 

지성소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진입했을 때 거기에는 텅 빈 방들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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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과 셰바 여왕 
(프란체스카 작)

었다. 

현재 성궤숭배의 풍속이 남아 있는 곳은 에티오피아가 유일하다. 그래서 『신

들의 지문』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핸콕은 에피오피타에 성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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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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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태교도 집단에서는 유사한 장

신구가 유태인의 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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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세라프(Seraph)다. 일반적으로 복수형을 많이 사용한다. 9단계의 천사들의 

최고위라 하는 세라핌은 트리스아기온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신의 주위를 맴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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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한다. 세라핌의 계급을 지배하는 천사는 메타트론, 

겜엘, 나타나엘, 가브리엘이라는 4인의 대군주라 한다. 

야웨가 인간의 죄에 대해 공정한 형벌을 내리기 위한 매개자로 세라핌을 내

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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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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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통 유태교도 집단에서는 유사

한 장신구가 유태인의 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 

세이림(se'irim) [히브리] 사막에 사는 염소 모습의 악마. 아자젤도 세이림의 일종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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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Shem) [히브리, 기독교.] 앗수르(앗시리아)ㆍ엘람ㆍ아람ㆍ에베르(에벨)1)의 조상. 뜻은 

“이름”. 노아의 맏아들. 수메르가 변해서 셈이 되었다.2) 

1)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

2) 히브리어 모음 e는 설형문자의 모음 u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s가 sh로 변하는 

경우도 흔하다. 수메르의 r은 생략할 수 있는 자음이라서 발음하지 않았다. 수메르어 

Sumer의 발음이 Sume였고 그것이 변해서 Shem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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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다. 

셰바(Sheba)의 여왕 [아라비아, 히브리] 아비시니아의 여왕. 기원전 

1,000년경 아라비아 남서부 예멘과 말디브에서 살았다고 한

다. 셰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

몬 왕의 지혜를 시험했다. 히브리 신화에서 솔로몬은 세바

의 여왕과 동침하여 네부카드네자르를 낳았다고 한다. 일설

에는 몸에 털이 많아 발모제를 사용한 다음에야 솔로몬이 

동침을 했다고 한다. 

그녀가 올 때 함께 들여온 외국의 신들 때문에 히브리의 

예언자들은 그녀를 이교숭배의 원흉으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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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자이(Shemhazai) [히브리] 주시자(注視者)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 앗자(Azza)라고도 

한다. 아야와 오야의 아버지. 

원래 천사였는데, 사람을 만드는 일에 아자젤과 함께 반대했다. 야웨는 유혹

이 가득 찬 지상에서 사람보다 천사가 타락하기 쉽다고 보고 시험삼아 솀하자이

를 지상에 보냈다. 솀하자이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욕의 노예가 되어 느

빌림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지상은 더욱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 셈하자이는 전

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되지만 사해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던 

“마법과 뿌리자르기”에 대해 가르쳤다. 

야웨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솀하자이와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

발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

나게 큰 바위들이 놓여졌고, 주시자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소돔(Sodom) [히브리]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퇴폐적인 도시. 오늘날 이스라엘 

사해 남단 근처 반도인 알리산의 남부에 있던 고모라 등과 함께 5개 “평원도시”

를 이루었다. 주민들의 죄악 때문에 고모라와 함께 하느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 

멸망시켰다고 한다. 이 전승이 바탕이 되어 소돔은 뒤에 신의 심판을 받아야 하

는 죄악과 퇴폐의 상징으로 불린다.1)

1) 소도미(Sodomy)의 어원이 되었다. 소도미는 남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제외한 모

든 것을 지칭하는 말인데, 구강성교ㆍ항문성교ㆍ동성애ㆍ새디즘ㆍ머조키즘ㆍ수간 따

위를 포함한다. 로마 제국의 성적 방종으로 멸망했다고 생각한 그리스도교의 교부들

이 sodomy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금욕적인 성생활을 신도들에게 강요하였다. 그 

후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을 비이성적으로 억압하였는데, 유럽은 19세기, 미국은 20세

기초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병적인 금욕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직도 소도미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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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세계를 창조한 "만물의 어머니"다. 따라서 인간과 관련을 가진 천사도 소피

아의 창조물이다. 인간의 혼은 신의 창조물이 아닌 그 자체가 신과 동등한 것이

라고 했으므로 크리스트교 측에서 반발이 컸다.

솔로몬(Solomon) [히브리] 이스라엘의 3대 임금.1) 재위 기원전 972~931년. 원래 이름은 

예디드야(יךיךיה, 야가 사랑한다)이다. 솔로몬은 20여년에 걸친 대토목 공사를 하

여 선왕이 계획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키고 호화로운 왕궁을 세웠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최대의 문화적 황금기로 간주되며 문필활동도 활발해서 많은 

구전전승들이 문헌화되었다. 모세 오경 중 야웨문서(J문서)가 문헌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솔로몬은 지혜롭기로 소문이 났지만 셰바의 여왕과 결혼하여 이교도를 받아

들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발상 자체가 고대적인 초기 

야웨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종교의 관례에 속한 것이다. 즉 전쟁에서 승

리한 후 부족의 수호신에게 신전을 지어바치던 중동지역의 종교적 관습에 따른 

것이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만을 샀고, 사후

에 왕국이 분열되어 유대와 이스라엘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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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르테

1) 데이빗 롤은 새로운 연표를 제시하면서 솔로몬이 투탄카멘 이후 파라오가 된 하렘헤

브 치세 후반에 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솔로몬의 악마(Spirits of Solomon) [중세 유럽] 솔로몬이 썼다는 『레메게톤』에 나오는 

72명의 악마들. 솔로몬은 신에게 대항한 72명의 악마를 놋쇠항아리에 가둬서 

호수에 가라앉혔다. 그러나 이 악마들이 보물을 찾던 사람의 손에 발견되어 풀

려나고 말았다. 악마들은 모두 지옥에 살고 있으며 각자에게 이름과 징표가 있

다. 이를 알고 있는 마술사는 악마를 불러내서 일을 시킬 수 있었다.

스루야(Zeruiah) [기독교] 이새의 딸. 다윗의 누이. 아들 요압ㆍ아비새ㆍ아사헬을 낳았다. 

시도리 [히브리] 흑표범의 모습을 한 괴물. 의술에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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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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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과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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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본의 왕으로도 불리었다(신명 2:26, 30). 모세가 이 왕에게 이스라엘인의 영

내 통과를 요구하였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함으로써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인과 싸

움이 벌어져 아모리인이 패하여 시혼왕도 죽고, 그 영지는 이스라엘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신명기 2장, 민수기 21장)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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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단신으로 그를 찾아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소문

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방문을 환영하였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죽일 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아기스는 미친 사람이 부족하

여 다윗을 받아들이겠느냐면서 다윗을 받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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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엘로힘파와 야웨파로 나누는데, 엘로힘파가 기록한 부분

에 신의 아들들이 지상에 내려가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였다는 기술이 있다.

아나트(Anat) [카나안, 페니키아]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 뜻은 “산의 

귀부인”. 아나트(Anath)ㆍ아난트(Anant)ㆍ아나타(Anata)

ㆍ아나투(Anatu)ㆍ아니트(Anit)ㆍ안타(Anta)ㆍ안티트

(Antit)ㆍ안티(Anti)ㆍ아스타르테(Astarte)ㆍ아트타르트

(Astart)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바툴라투 아나투(처녀, 

아가씨), 라흐마야(사춘기의 소녀), 시트(귀부인), 야바마

트 리이밈(여러 나라들의 어머니 또는 영웅들의 처제), 

바알의 사랑스런 딸, 바알의 예쁜 누이동생, 생명의 힘, 

파괴자 아나트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1) 아나트는 투구를 

쓰고 전투용 도끼와 창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엘에게 탄원하여 바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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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희생자의 피를 밟고 건너가서 아크하트의 활을 가지기를 원했다. 또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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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 
작)

를 튼 7개의 머리를 가진 뱀을 처치하고 바알을 죽인 모트를 죽였다. 

아나트는 복잡한 성격을 지닌 우가리트의 여신이다. 처녀로서 성적 매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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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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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바알과 더불어 70이나 80명의 자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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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아나투(DA.NA.TU)로 나온다. 그레이(Gray)가 아라비아의 안와트(anwat, 

폭력)와 비교했다. 매카터(McCarter)는 악카드의 잇투(ittu, 표지)로 생각하여 

‘신이 와 있는 흔적’으로 생각했다. 딤(Deem)은 가정법 BH어근 “사랑하다, 성

교하다”와 농경문화권의 용어 -m'nh/m'nt “땅을 가는 순서”와 비교했다. -n 

“봄”과 연결했다. 

아나트는 바알의 동료이자 이슬과 번식의 여신이다. 다른 이름은 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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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북채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는 창과 방패를 든 전사이면서 사냥과 전쟁의 

여신이다. 바알이 얌(Yahm)과 싸울 때 돕기도 했고, 바알이 죽자 모트를 죽여서 

복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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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 그 외에도 각종 유적지에서 새겨진 이름을 살펴보자면,

아나트-헤르(동의하는 아나트): 기원전 1,700년경 힉소스 사람들의 기록

헤리트-안타(아나트의 공포): 기원전 1,700년경 아람어로 쓰여진 힉소스 사람들의 기록

프타의 딸: 기원전 1,555-1,200년경 멤피스의 18왕조 또는 19왕조

아나티: 기원전 14세기 아마르나 타블렛

아나트베델(아나트의 집): 기원전 5~6세기경, 나일 강의 엘레판티네 섬

안타르트: 이집트

아나탄타: 이집트 람세스 2세 때의 타니스

아나트-아슈타르트: 시리아

아타라타/아타르가티스: 아람어

안티트: 테트-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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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애덤(Adam). 아내는 릴리트 또는 하와. 하와와의 

사이에서 아벨과 카인을 낳았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두 번 나오는데, 유태인들은 첫 번째 인

간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아담과 릴리트가 동시에 창조된 

것으로 해석한다. (☞릴리트) 릴리트가 사사건건 아다마에

게 대들어 둘은 서로 불화하였다. 결국은 릴리트가 신의 이

름을 발설하는 바람에 아라비아로 도망가 버리고 아다마 

혼자 지내게 되었다. 혼자 지내는 아다마가 불쌍해 보였던지 야웨는 아다마를 

잠재워 그의 갈비뼈로 또 하나의 여자를 만들어 준다. 아다마와 하와는 서로 사

이좋게 지냈으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다. 

아드리엘(Adriel) [기독교] 사울의 맏사위. 메랍의 남편. 므홀랏 사람(Meholathite). 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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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고자 했으나 그가 거절하여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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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Aaron) [히브리] 모세의 형.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초대 제사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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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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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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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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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선민의식을 비판하고 야웨가 다른 민족의 역사 안에서도 활동한다는 사실

을 지적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야웨의 정의에서 어긋난다면 야웨는 앗시리아를 도

구로 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아무람(Amuram) [히브리] 모세의 아버지.

아미 [히브리] 밤하늘에 도깨비불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유성처럼 불덩어리가 되어 나타나

기도 한다. 넓은 우주의 모든 천체에 관해서 알고 있으며, 우주인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로켓 등의 과학 기술에 관해서도 으뜸가는 지식을 

갖고 있는 4차원적 악마이다. 또한, 전세계의 악마가 갖고 있는 보물에 관해서

도 자세히 알고 있다.

아바돈(Abaddon/Abadon) [기독교] 뜻은 “지옥”. 그리스어로 아폴리온.

① 지옥을 뜻하는 히브리어. (요한계시록 9:11) 

② 지옥의 심연을 주관하는 타락천사.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종말의 시간

이 다가오면 지옥에서 사람 얼굴과 전갈의 꼬리ㆍ침을 갖고 금관을 쓴 무시무시

한 메뚜기 떼를 보내 5개월간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한다. 마술서 따위에는 전신

이 비늘로 덮인 남자 모습을 하고 있다. 낫처럼 생긴 날개와 곰의 다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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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어린양을 제물로 바치며 신의 뜻에 잘 따랐는데, 결국 이를 질투한 형 카

인에게 살해당하였다. 가톨릭교회의 미사 전례문에는 아벨의 제물은 그리스도 

희생의 전조(前兆)로 묘사되어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일컫기도 한

다. 

아브넬(Abner) [히브리, 기독교] 사울의 경호대장. 넬(Ner)의 아들. 다윗이 사울의 침소에 

침입하여 창과 물병을 훔쳐나온 후, 그의 무능을 비웃었다. 

사울이 갈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유다의 왕이 되자 두 세력간의 결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브넬은 기브온 전투에서 아사헬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는 아사헬이 친

구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추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하였다. 아브넬은 하는 수 없이 아사헬을 찔러죽였다. 이로 인해 

요압은 아브넬을 원수로 삼게 되었다. 

아브넬의 추대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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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그는 사울의 첩 리스바를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이스보셋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미갈을 보내 항복의사를 전했다. 그는 다

윗에게 항복하기 위해 헤브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압에게 암살당했다. 다

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금식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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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삭) 원래는 우르에 살다가 카나안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야웨와 계약을 

맺고 175세까지 살았다. 야웨가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으나 아내 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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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마엘이다.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녀의 박해

를 피해 아라비아로 도망갔다. 기독교에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이

슬람간의 불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야웨의 명령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 야웨가 말리는 바람에 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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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근거가 몇 가지 있으며 그런 내용의 전승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근거

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간의 여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

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신공양이 당시에 관습적인 것이

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근거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떠났으나 돌아

올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측근뿐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창세기 22

장 19절) 

유대교의 구전전승 미드라쉬(Midrash)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 엄

청난 양의 피가 흘렀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뒤 몸을 태워 화장했음을 전하고 있다.

아브람(Abram) [히브리]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야웨와 믿음의 계약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의 시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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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원조요청을 거부했을 때, 다윗 일당이 칼을 휴대하고 보복을 하려 하였다. 아

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다섯 통, 건포도 100다발, 무화과 200다발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전하였다. 

그녀의 행동으로 다윗을 화를 풀고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열흘 후 나

발이 급사를 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에게 청혼하였다. 아비가일은 여

종 다섯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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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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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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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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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에 잠입하여 창과 물병을 갖고 나왔다. 

아비아달(Abiathar) [히브리, 기독교]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식량과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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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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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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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망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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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에 능했다.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의 창에 찔려 전사하였다. 요압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360명을 몰살시켰다. 

아쉐라흐(Asherah) [히브리] 아티라트의 히브리식 이름. 뜻은 “생명의 

나무”. 야자나무, 특히 대추야자를 달고 있는 암 대추야자나

무는 메마른 중동의 사막에서 생명의 나무였다. 대추야자는 

뿌리가 짧아서 물가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물이 근처에 있다

는 표지가 되었다. 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그 잎

은 지붕을 덮는 재료가 되었으며 기둥은 목재로 사용되었다. 

또 그 수액으로 설탕을 만들 수 있었으며 발효시켜 알콜 음

료를 만들기도 했다. 대추야자열매는 날로 또는 말려서 먹었

다. 

아쉐라흐는 신성한 나무로 숭배되었으며 신성한 과수원에서 숭배되었다. 가끔 

두 짐승들 사이에 서있는 나무로 묘사되기도 했다. 보수적인 집단까지 포함하여 

예루살렘, 사마리아, 베델 등지에서 야웨교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숭배에서도 아

쉐라흐와 그녀에 대한 숭배가 합법화되었다. 그녀는 예루살렘 신전에서 신성한 

나뭇가지나 막대기로 상징되는 야웨의 아내로 숭배되었다. 

기원전 70년경 신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240년간 숭배되었다. 유배기간

동안 쓰여진 「신명기」에서만 호세아가 아쉐라흐의 상징이었던 베델의 황소우

상을 비난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바알과 아쉐라흐의 관계를 오해했다. 특히 

초창기 카나안 신화 분석에서 그러했다. 바알 신화에서 바알이 그녀의 도움을 

청할 때 아쉐라흐가 바알의 어머니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녀는 바알의 어머니가 

아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존경의 표시로 연장의 여인들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다른 

학자들은 성서에 기록된 잘못된 정보에 따라 아쉐라흐가 바알의 아내가 되기 위

해 엘을 떠났다고 믿고 있다. 유의하여 『구약성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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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하다. 아쉐라흐가 바알과 육체관계를 가졌다는 단편적인 전승이 남아있다. 

이것은 아쉐라흐의 성애적인 성격과 관계가 있다. 그녀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엘의 아내로 남아 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과 엘을 중개했다.

아스모데우스(Asmodeus/Asmodaeus) [히브리] 악마의 왕. 최초에는 페르시아 고전인 조로

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에 나타나 있다. 모든 악마는 아스모데우스의 부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이나 벨제붑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원래는 치천

사(熾天使)였으나 인간의 딸들을 유혹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왔다. 

아스모데우스는 사련(邪戀)과 육욕의 화신으로, 메디아 북쪽 엑파타나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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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엘의 딸 사라를 사랑한 나머지, 사라가 결혼할 때마다 첫날밤에 잠자리를 

차리기도 전에 일곱 번이나 그 남편들을 차례로 죽였다. 그러나 아자리아 청년

(실은 대천사 라파엘)에게서 악마 쫓는 방법을 배운 토비아에 의해 그 야망을 

꺾이고 쫓겨났다.(토비트 3:8) 

중세 악마학에 따르면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황소ㆍ사람ㆍ암염소 세 개를 가

지고 있다. 발에는 물갈퀴가 있고, 뱀의 꼬리를 갖고 있다. 또한 입에서 불을 내

뿜으며 손에 삼각 깃발과 독이 묻은 창을 갖고, 용을 타고 있다. 공예나 투명해

지는 방법을 사람에게 가르쳐주지만 처녀를 음락하게 하여 약혼자를 배반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슈르(Ashur) [히브리] 히브리어로 아슈르(רּוּׁשַא)라고 하고, 앗슈르(Asshur)로 적기도 한다. 

① 노아의 아들 셈의 둘째 아들. 엘람(Elam), 아람(Aram), 아르파크샤드

(Arpachshad), 루드(Lud)와 형제간. 「창세기」 10장11절 히브리 문헌이나 제

임스 왕 흠정번역을 보면 앗시리아에 니네베ㆍ레센(Resen)ㆍ레호보트-이르

(Rehoboth-Ir)ㆍ칼라(Calah)를 건설한 사람이 아슈르인지 님로드인지 모호하다. 

아슈르가 사람 이름도 되고 나라 이름도 되기 때문이다.

② 테코아(Tekoa)의 아버지. 헤즈론(Hezron)과 아바이아(Abaiah)의 아들. 헬

라(Helah)와 나아라(Naarah)라는 아내가 있다. 「역대상」 2장24절의 가계도에 

유다의 후손으로 나온다. 

아스타르테(Astarte) ① [카나안, 히브리, 시리아] 사랑ㆍ결혼ㆍ풍요의 여신 아나트의 다른 

이름. (☞아나트) 뜻은 “하늘의 영왕”. 히브리인들은 아스타르테를 시돈의 여신

으로 알고 숭배했다. 그녀의 신전에서는 매춘이 행해졌다. 

② [이집트] 멜카르트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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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 200그루를 쓰러뜨리는 환영을 보았다. 두 사람은 환영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네피림 회의에 도움을 청했다. 회의에서 답이 나오지 않자, 마하와이를 

지상의 낙원에 살고 있는 에녹에게 보냈다. 

아자 [히브리] 에녹이 메타트론이 되었을 때, 이를 반대하다가 낙원에서 추방된 천사. 

아자젤(Azazel) [히브리] 주시자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 뜻은 “거친 힘”. 히브리어로 아자

젤(לזאזע), 아람어로 לאנשמר, 아라비아어로 아자질(عزازل)로 적고, 아자엘(Azael)ㆍ

아시엘(Asiel)ㆍ하자젤(Hazazel)ㆍ아젤(Azel)ㆍ라메엘(Rameel)ㆍ가드리엘

(Gadriel)이라고도 한다. 

아즈(az)는 “거친” 또는 “강한”의 뜻이고 엘(el)은 “힘” 또는 “주인”의 뜻이

다. 바라이타(Baraita)는 「요마」 67절을 인용하여 아자젤이 가장 강한 산이라

고 보았다. 타락천사 우자(Uza)와 아자엘과 관련해서 우자와 아자엘이 간통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속죄로써 염소를 제물로 들판에 보냈다.

아자젤은 사람들에게 장검과 단검,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으며, 

땅의 금속과 그 금속을 이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 팔찌와 장식물

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안료나 의약품에 쓰이는 금속 안티몬을 사용하

는 법, 그리고 여인들에게 눈을 화장하고 보석으로 멋을 내거나 채색하는 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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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야웨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아자젤과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

발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

나게 큰 바위들이 놓여졌고, 주시자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에녹서」의 또 다른 판본에 따르면 아자젤이 이쉬타르라는 여인을 유혹했

을 때 육체적 쾌락의 대가로 금기된 신의 이름을 누설했기 때문에, 몸이 묶인 

채 하늘과 땅 사이의 오리온 성좌에 영원히 거꾸로 매달리는 벌을 받았다. 

「레위기」 16장8~10절에 따르면 매년 욤 키푸르 축제(Yom Kippur)에 유대

인들은 두 마리의 숫염소를 희생시켰다. 한 마리는 유대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야웨에게 바치고, 다른 하나는 아자젤에게 바치는 뜻에서 사막으로 보냈다. 

『탈무드』 해석에 따르면 아자젤은 거친 산이나 황야의 절벽을 상징한다. 현

대 학자들도 전통적 견해를 받아 들여 아자젤을 염소 모습의 악마 세이림

(se'irim)이라고 본다. 아자젤에게 염소를 보내는 것은 그를 신으로 본 것이라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부정함의 원천인 사막으로 되돌려 보내는 뜻으로 해석한

다. 

밀턴의 『실락원』에는 지옥군단의 제1기수로 나온다. 

이슬람의 악마학에서는 진의 일종으로 본다. (☞진)

「즈가리아」 5장 6~11에서 즈가리아는 사악한 여자와 에파를 시나르 땅으

로 떠나보내는 환영을 보았다. 「레위기」 14장 7절에서는 문둥병이 나은 경우 

새를 들판에 놓아주었다. 풀어준 동물이 20킬로미터쯤 떨어진 벳 하두도(Bet 

Hadudo) 계곡에 도착하면 천을 흔들어 예루살렘에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사람

들은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다. (요마 6:6, 6:8, 타안 4:8) 아자젤은 사막의 악마

로써 예루살람 인근의 산악과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숭배

되었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은 「에녹서」를 보면 확실해 진다. 여기서 아자젤은 타락천사의 이

름이다. 헤르몬(Hermon) 산은 예전부터 악마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곳의 전

승과 관련이 있다. 아자젤은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반란을 일으킨 거인들의 

우두머리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쟁기술ㆍ무기와 갑옷, 방패만드는 법ㆍ화장하는 

법ㆍ머리를 염색하는 법ㆍ마법 따위를 가르쳐서 타락시켰다. 결국 야웨의 명령

에 따라 라파엘이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두두아엘(벳 하두도)의 바위에 묶었다. 

최후의 날이 오면 그는 불 속에 던져져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에녹서 8:1, 

9:6, 10:4~6, 54:5, 88:1) 

아자젤이 남자와 여자를 유혹했다는 것은 랍비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다. 

“아자젤의 염소는 웃자(Uzza)와 앗자젤(Azzael)의 악행에 대한 속죄이다. (요마 

67b) 

「에녹서」 10장8절 “온 세상이 아자젤이 가르친 것을 통해 타락했다. 모든 

죄악은 그에게서 왔느니라.” 「에녹 1서」에 아자젤은 아자지엘('ăzā'zyēl)로 나

오는데, 그리고리의 우두머리다.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6장2~4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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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

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

라 하시니라”

라파엘이 아자젤을 상 이집트에 있는 두다엘 바위에 묶었다는 이야기는 「토

비트」에 나온다. 라파엘은 토비아스를 동행하여 그의 사촌 사라와 결혼하는 것

을 도왔다. 

「에녹 3서」에 아자젤은 앗자(솀하자이), 웃자(우자)와 함께 3대 천사의 하

나로 나온다. 에녹이 메타트론이 되자 3대천사는 에녹의 승진에 반대했다. 3대

천사는 여전히 하늘에 있었지만 메타트론이 그들을 미워해서 추방해 버린다. 그

들의 죄목은 여자들과 결혼하여 천사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다. 아자젤과 솀하

자이는 200명의 타락천사들의 우두머리였다. 웃자와 쎔하자이는 이집트의 수호

천사이고, 솀하자이와 아자젤은 하늘의 비밀을 누설했다. 다른 천사들은 땅 구석

구석으로 흩어졌다.

「아브라함 계시록」에 아자젤은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제사에 내려온 부정한 

새로 등장한다. 「창세기」 15장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

람이 쫓았더라”라는 구절과 관계있다. 아브라함은 말하는 새를 보고 아자젤인 

줄로 알고 그를 저주한다.

아자젤은 사탄주의 집단에서 금단의 지식을 가져온 신으로 숭배되었다. 집단

에 따라 세부적인 묘사는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계몽한 것으로 그려진

다. 

1863년 콜린 드 플랜시(Collin de Plancy)의 『지옥사전(Dictionnaire 

Infernal)』에서 아자젤은 염소의 수호신으로 나온다. 속죄 축제 티쉬리(Tishri) 

10일째에 유대인들은 염소 두 마리를 골라 하나는 야웨에게, 하나는 아자젤에게 

바친다. 야웨에게 바치는 염소는 잡아서 피를 바치고, 아자젤에게 바치는 염소는 

고위사제가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다. 그 다음 

염소를 사막으로 풀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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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푼 훌륭한 대접에 감사하는 뜻으로 아크하트에게 시위를 메는 양끝이 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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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했을 때 거절하였다. 아나트는 아크하트의 주제넘은 태도를 보고 엘의 동의

를 얻어 죽여버렸다. 그러나 활은 샘 한 가운데로 떨어져 귀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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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을 

관장하였다. 그녀는 사자의 여신이기도 하다. 셈족은 엘라트라고 불렀으나 우가

리트의 원전에는 아티라트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녀의 정식명칭은 라바트 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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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 얌(바다위를 걷는 위대한 귀부인)이다. 언어적인 변화가 생겨서 페니키아인

과 히브리인들이 아쉐라흐라고 불렀다. 엘라트/알라트(여신), 라바투 아티라투 

얌미(바다위를 걷는 위대한 귀부인), 크드슈(위대함), 카다슈(거룩한 분), 크니트 

일름(신들을 만든 여자), 카니야투 일리마(신들을 조물주), 라비아투(사자의 귀부

인), 다트 바타니(뱀의 귀부인) 등으로 불렸다. 아티라트 숭배는 수메르 시대까

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1750년 아무르인 관리가 함무라비 법전을 비석에 새길 때 아누의 신

부, 아쉬라툼(Ashratum)이라고 기록했다. 악카드인들은 아시라트라고 불렀다. 

이집트 아마르나에서 기원전 14세기에 악카드 문자로 아티라트를 기록한 것이 

발견되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인들을 위해 일하던 광부들이 그녀를 “터키 

옥(玉)의 귀부인”이라고 불렀다. 터키 옥은 이집트의 여신 하토르의 상징이다. 

그래서 후에 하토르 여신과 같다고 보았다. 드라빔1)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가정

의 수호신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수 천 

개의 신상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주로 곱슬한 짧은 머리에 가슴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 나체로 묘사되

었다. 신상의 아랫부분은 텅 비어있는데, 외부는 신상을 세우기 위한 바닥을 덧

붙였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신상의 수로 보아 그녀는 히브리 사회에서 아주 인

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출산시 카나안의 엘이나 이스라엘의 야웨의 

동료로써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 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우가리트에서 

불리던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는 바다의 여신이기도 하다. 페니키아에서 

그녀는 항해자들의 수호여신이자 선박의 안내자로 숭배되었다. 

페니키아와 카르타고에서 돌고래나 물고기와 함께 묘사되는 타니트(Tanith)로 

묘사되었다. 아티라트는 시나이 반도에서 여인의 얼굴을 한 사자로 묘사되었다. 

우가리트의 문헌에 따르면 그녀의 아들들을 아티라트의 사자들이라고 불렀다. 

또 아티라트는 뱀의 여신이기도 했다. 뱀의 여신으로 뱀의 모습을 한 청동상으

로 그려지기도 했다. 우가리트의 항구 미네트 엘-베이다(Minet el-Beida)에서 

그녀는 미케네-크레타 양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장식의자에 크레타의 길다란 주

름치마를 입고 앉아 있다. 또 머리를 위로 올리고 풀포기를 쥐고 있다. 아티라트 

양옆에는 야생염소가 마주보고 있다. 아티라트는 하늘의 별들의 귀부인 또는 하

늘의 여왕(라틴어로는 Dea Coelestis)이라고도 불렸다. 이에 관한 상징으로 태

양원반과 초승달이 있다. 신탁의 사제들이 아티라트에게 봉사했으며 의식은 즐

거운 난교와 함께 치러졌다. 아티라트는 후에 페니키아에서 아쉬타르투/아스타

르트와 합쳐졌다.

1) Teraphim. 고대 히브리의 가신상(家神像). (창세기3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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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욕설을 한 죄과로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지상을 유랑해야 한다는 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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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성서』에는 나오지 않고 유대인 전설에 나온다. 이문열은 이 전설을 바탕

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편소설을 썼다. 작품이 인기를 얻자 다시 중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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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쳤다. 

아히멜렉(Ahimelech) [히브리,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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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를 찾아 갔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이 쓰던 칼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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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의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 모두를 죽였다. 그 와중에 아히

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② 다윗의 부하. 헷 사람(힛타이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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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렸다. 그는 다윗에게 청하여 마달로 하여금 간병하도록 만들었다. 다

말이 그의 시중을 들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는 그녀와 관계를 하려고 했다. 다

말이 법도에 어긋난다고 꾸짖자 강제로 그녀를 범하고 그녀를 차버렸다. 이 사

실을 알게 된 압솔롬은 그에 대한 적의를 품었다. 암논은 결국 압솔롬에 손에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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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다른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 살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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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알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압살롬은 2

년간 다윗의 분노가 풀리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도 없자 요압을 통해 용서

를 받으려고 했다. 요압이 압살롬의 요구에 반응이 없자 압살롬은 그의 농토를 

불태워 버렸다. 이에 요압은 적극적으로 나서 압살롬의 알현을 주선하였다. 결국 

압살롬은 완전한 용서를 받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무렵부터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재판관들

이 부패했음을 비난하고 자기라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민심은 압살롬에게 쏠렸다. 충분한 세력

을 확보하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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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서 태어났다. 쌍동이형 에서의 상속권을 죽 한 그릇에 샀다. 어머니 리브

가의 도움으로 이삭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

하여 외사촌 라헬, 레아를 아내로 맞았다. 야웨와 씨름을 한 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의 10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이다. 

인류학자 프레이저에 따르면 원래 막내아들상속이 관습이었으나 성서가 기록

될 상시에는 맏아들상속으로 관습이 바뀌어 죽 한 그릇에 상속권을 산 것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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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1) 공동번역 성서에는 야훼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에서 자음 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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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 (블레이크 작)

W를 붙여서 훼(hweh)라고 발음하지 못한다. ｢창세기

｣ 두 번째 창조이야기의 주인공. 족장시대에는 야웨

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족장들은 자기부족

의 수호신을 엘 샤다이(El Shaddai)2), 줄여서 엘(El)

이라고 불렀다. 기원전 2세기까지 하반신은 뱀인 모

습으로 묘사되었다. 

원래 야웨는 엘 시타이 산(山)의 양치기들의 신이

었으나 모세가 만났던 호렙 산의 영이 더해져 군신

(軍神)으로 변질되었다. 그 후 엘리아와 호세아가 농

경신의 권능을 부여하고 아모스와 이사야를 통해 우

주의 절대유일신으로 떠올랐다. 바빌론 유수를 겪으

면서 바빌로니아인들의 창조론과 우주론이 들어오고 

페르시아인들의 사탄과 종말론이 들어왔다. 

본디 히브리어에는 모음(母音)이 없어 yhwh의 4개 자음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것을 성스러운 4글자라 하였다. 유대인은 십계(十誡)의 제3계에 따라 이 이름

을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나의 주)라고 외었다. 6~10세기경 마소라 학자가 

히브리어 원전에 모음을 붙일 때 yhwh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게 되

어 “여호와”(Jehovah, YeHoWah)라는 이름이 생겼다. 

야웨는 천지창조 이전에 바다괴물 레티바탄과 용인 라합과 싸워 물리쳤으며 

인간을 만들어 에덴동산에 살게 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 영

생할까 두려워하여 에덴동산에서 내쫓았다. 야위스트 계통의 전승은 천지창조와 

에덴동산, 카인과 아벨, 홍수 이야기, 바벨탑, 아브라함 같은 부족장 이야기 등

이 있다.

1)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느님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하느님이 “Eyah 

asher eyah”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해 왔다. 

그러나 서부 셈어에서 신을 “에야”라고 했다. 이 구절은 “나는 에야(Eyah)라고 불리

는(asher) 신(Eyah)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2) 뜻은 ‘전능한 엘’. 여기서 엘(복수형은 엘로힘(Elohim))은 고대 중동 셈족들이 초자연

적 존재나 신격을 지칭하던 일반적인 용어다.

얌(Yam/Yahm) [카나안] 혼돈의 신이자 바다의 신. 뜻은 “바다 뱀”. 원형은 야우(Yaw)나 

야아(Ya'a)이다. 바알과의 투쟁에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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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로 하노크(חנוך, 신전을 짓는데 헌신함)다. 아담의 6대손. 야렛의 아들. 

므두셀라의 아버지. (창세기 5:18~21) 그는 365년을 살고는, 야웨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 (창세기 5:23~24) 하지만 다른 전승에는 

카인의 아들이며 이랏의 아버지로 나온다. (창세기 4:17~18) 카인이 에덴의 동

편으로 놋으로 가서 에녹을 낳고, 도시를 세웠다. 도시 이름은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다. 

조철수 교수는 야웨가 에녹을 하늘로 데려간 이유를 신전을 지어서 바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에녹의 히브리 이름 하노크는 동사 하나크(חנך, 신전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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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치다)에서 파생한 동명사이기 때문이다. 

카발라에서는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여 천사 메타트론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했

다. 프리메이슨의 전승에 따르면, 에녹은 인류에게 책과 서법에 대한 지식을 전

수했으며, 특히 건축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또 에녹은 대홍수가 있을 것을 예상

하고 아들 므두셀라의 도움을 받아 9개의 비밀 지하고를 세웠다. 그는 지하고 

맨 밑에다가 오늘날까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성한 히브리 신의 이름이 새겨

진 삼각형의 금동판을 넣어 두었다. 그 판에는 에녹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기이

한 말들이 새겨져 있다. 

사해 두루마리에 따르면 에녹이 아야와 오야가 본 꿈을 해몽했다. 그는 200 

그루의 나무는 200 명의 반역 주시자들을 나타내며, 나무의 밑동이 잘리는 것은 

큰 화재와 대홍수가 일어나 그들이 파멸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에녹은 이 비밀지하창고를 완전 봉인한 다음에 기둥 두 개를 세웠는데, 하나

는 불에 타지 않도록 대리석으로, 다른 하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벽돌로 만들었

다. 그 대리석 기둥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가까운 곳에서 발견될 것이

다"라는 내용의 비문을 새기고, 벽돌로 만든 기둥에는 "일곱 가지 기술"을 새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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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명령을 어겨 여기서 쫓겨났다. 에덴이라는 용어는 “들판”을 뜻하는 수메르어 

에덴(eden), “평지”를 뜻하는 악카드어 에디누(edinu)에서 유래하였다. “기뻐하

다”는 뜻의 히브리 동사 아단(adhan)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에덴의 지리적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다. 다수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딜문 섬으로 추정한다. 간 에덴(Gan Eden, 에덴 동

산)1)이라고도 부른다.

1) 간 에덴은 수메르어 간에덴(GAN2.EDEN, 에덴의 경작지)에서 유래했다. 수메르어에

서 에덴은 남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한

다. 수메르어의 보통명사가 『구약성서』에서 고유명사로 쓰였다. 하지만 수메르 신

화에서 에덴에서 땅에 기는 것들(뱀)과 들짐승이 서로 즐겁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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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부족. 인구가 많았으며 아나킴에 못지않게 키가 컸다. 엘람의 왕 그돌라오

멜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창세기 14장)

에즈라(Ezra) [히브리, 기독교] 바빌론 태생의 유대인 사제이며 학자. 뜻은 히브리어로 "히

브리의 도움". 기원전 458년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유대

인의 국권회복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자, 에즈라는 약 5,000명의 동포들과 함

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느헤미야와 힘을 합쳐 기원전 515년에 세워졌다가 파괴

된 성전의 재건에 힘썼다. 또 그는 이혼을 금지시키고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교단(敎團)을 성립시켰다. 그는 페르시아의 후원 아래 대사제 사제 레

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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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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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조했다. 그래서 제2의 모세라는 별명을 얻었다. 

에즈라의 개혁은 그 밖에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로시 하샤나, 욤 키푸르 

등 유대 계절축제의 엄격한 실천을 관행화시켰고, 무엇보다도 전승의 문헌화작

업을 활발히 추진시켜 모세 오경을 포함한 히브리 성서의 삼분의 이 가량을 수

집,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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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Ilu)라고도 한다. 바알을 제외한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자 

아세라 여신의 남편으로 셈족의 고대 문헌에 나와 있다. 바알

의 아버지라는 설도 있다. 성서에서 야웨를 단수형으로 부르

는 것과 비슷하다. 

어원적으로는 “그것” 또는 “유일자”. 일루 마부크 나하르미

(두 강의 근원에 있는 엘), 일루 키르바 아피그 티하마트미(두 

바다의 샘 가운데 있는 엘), 아비 아다무(인류의 아버지), 바니유 바나와티(피조

물의 창조자), 도르도루 디케니누(우리를 창조한 영원한 분), 루티파누 일루 두 

파이두(친절한 엘, 공감하는 자), 말리크 아비 샤니마(세월의 아버지 또는 왕), 

말리크 아비 슈네미(시간의 아버지 또는 왕), 엘 올람(영원한 신), 아비 아드(영

원한 아버지), 투 일루(황소의 신) 등의 여러 가지로 불렸다. 엘은 바다의 근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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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

며 지혜로운 신이다. 엘은 신과 인간 양쪽에 결정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 바알

과 모트의 싸움도 엘의 판정으로 결말이 났다. 공정한 왕 케레트가 두 번째 아

내를 찾는 것을 도왔고, 그가 7, 8명의 아들을 두도록 축복했으며 통치 말엽에

는 노망으로부터 구했다. 아나트가 아크하트를 죽이는데 동의하기도 했다. 히브

리의 야웨처럼 초월적인 전능자로 생각되었다. 그리스신화의 크로노스에 해당한

다. 『구약성서』에서는 엘이라는 용어가 신을 지칭하는 말, 또는 야웨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는 황소의 신 토루 일루(Thoru Ilu)와 같이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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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있지만 최고의 신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수염난 노인으로 묘사된다. 엘은 바알, 아카트, 케레트, 샤하르, 샬림 등 우

가리트 신화 대부분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그는 제사서열에서 으뜸가는 

지위 또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 지상의 왕들을 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엘은 또 

죽은 자들을 위한 연례축제인 마르제아흐(Marzeah)라는 축제의식를 관장하였

다. 그의 도움이 필요하면 멀리 떨어진 그의 궁전에 갈 수 있는 다른 신의 도움

을 받아야 했다. 아나트는 자주 불려졌으나 엘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불려지는 신은 아셔라흐였다. 엘은 “자비로운 신”(latipanu 

ilu dupaidu)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화를 내지 않았다. 자비로운 신은 인간들을 

축복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에도 용서해 주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



하얀파도의 神話想像世界 12 - 기독교와 레반트 지역 2010

- 62 -

디면 충분했다. 그는 사과를 속죄로 받아들였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탄식하고 

인간의 행복에 즐거워했다. 아나트는 엘에게 이렇게 말한다.1) 

1) “엘, 당신의 법은 현명하도다.

당신의 지혜는 영원하도다.

엘, 당신은 위대하도다.

당신은 진정 현명하도다.

당신의 회색 수염은 참으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도다.

축복된 삶은 당신의 법이로다.”

아쉐라흐는 엘에게 이렇게 말한다.

엘가나(Elkanah) [기독교] 사무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인(Ephrathite). 아버지는 여로함

(Joroham), 조부는 엘리후(Elihu), 증조부는 도후(Tohu), 고조부는 숩(Zuph). 라

마다임소임(Ramathaim-zophim)의 에브라임(Ephraim) 산속에 살았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한나는 야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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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의 

복수형. 엘로힘 계열의 신화는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북 이스라엘 왕국에서 기록된 전승을 편집한 문헌들에 주로 나타난다.

엘리(Eli) [기독교] 실로(Shilloh)에 있는 야웨 성전의 제사장. 두 아들 홉니(Hophni)와 비느

하스(Phinehas)는 야웨에게 바치는 제물을 가로채다가 야웨의 저주를 받아 같은 

날 비명횡사했다. 

그는 한나가 바친 어린 사무엘을 맡아 기르면서 제사장으로써 알아야 할 것

들을 가르쳤다. 

엘리사(Elisa) [히브리, 기독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예후와 더불어 

바알 종교의 박멸을 도모했다. 적장수인 수라의 나만을 요르단 강물에 씻게 하

여 그의 문둥병을 낫게 했다.

엘리압(Eliab) [기독교] 다윗의 형. 이새의 맏아들. 사무엘이 야웨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

로 왕을 삼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재목으로 생

각했었다. 그러자 야웨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엘리압은 왕

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참전하였다. 골

리앗의 기세에 눌려 감히 싸우지 못하고 대치만 하는 형국이 40일간이나 지속

되었다. 막내동생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식량을 가지고 왔다가, 골리앗의 

충동질에 몹시 분개했다. 엘리압은 다윗이 홧김에 하는 말을 듣고 전쟁터에 놀

러왔느냐면서 크게 나무랐다. 

엘리야(Eliah) [히브리, 기독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예수 이전에 살아서 승천한 두 명 가

운데 하나.

엘리야는 바알 숭배를 정점에 달하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사벨에

게 전면적으로 돈전하여 야웨의 이름으로 무서운 가뭄과 기근을 예언했으며, 바

알의 사제 450명과 갈멜 산에서 어느 신이 더 강한지 시험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바알의 사제들은 실패하고 엘리야의 기도에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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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아 (미켈란젤로 작)

그 후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사벨 가족에게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 이 예언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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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웨의 다른 이름. 예호비스트 문헌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

망한 후 그 피난민들이 남유다 왕국에 엘로히스트 문헌을 갖고 와서 야휘스트 

문헌과 부분적으로 합쳐져서 생겼다. 이사야서가 이 계통의 문헌에 속한다. 나머

지는 다른 분류를 따라 신명기계통 문헌, 여러 관계 문헌 등으로 분류한다.

연옥(煉獄, purgatory) [기독교] 로마 가톨릭교에서 일부 영혼들이 머문다고 주장하는 곳. 

개신교나 대부분의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를 부정한다. 연옥은 경미한 죄를 용서

받지 못한 상태나 나쁜 버릇 같은, 모든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하늘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내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땅에 

사는 신자들의 기도나 구제 등 신앙행위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옥이 있는 곳이나 벌의 성격, 체류기간 따위에 대해서는 공식태도가 없다.

예드로(Jethro) [히브리] 미디아 인의 족장이자 모세의 장인.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미디아로 망명왔을 때 그를 양치기로 고용하였고 자신의 딸 지포라와 결혼시켰

다. 레우엘(Reuel) 또는 호밥(Hobab)으로도 알려져 있다. 

예레미야(Jeremiah) [히브리, 기독교] 기원전 625년경 유다 왕국 말

기 요시아왕 때 활동한 대예언자. 베냐민 지방 아나돗의 

사제(司祭)인 힐키야의 아들. 젊어서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

고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활발

한 예언자적 활동을 했다. 그는 아버지 힐키아와 함께 요

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앞장섰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관습

으로 시행하던 인간희생제를 금지시키고 야웨를 사랑과 용

서의 신으로 바꾸었다. 또 오랫동안 하느님을 배반하고 율

법을 무시해 온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

으면 야웨의 노여움의 채찍이 가해질 것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하느님에게로 돌아서기를 거부하였다. 얼마 후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로 끌

려갔다. 그때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느부갓네살)는 그를 후대하여 유대에 머

물도록 하였다. 유대 고관을 살해한 동포들의 강요로 이집트로 함께 갔으나, 얼

마 후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전한다. 

예루살렘(Jerusalem) [히브리, 기독교] 유대 왕국의 서울. 뜻은 “샬렘(Shalem)의 도시”.1) 

1) 우루나 아르는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도시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썼다. 그것이 예

루로 바뀌어 예루살렘이 되었다.

예수(Jesus) [히브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창시자(기원전 6?~ 서기 30?). 그리스도라고도 

한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인명인 여호수아의 그

리스어 음역이다.1) 그리스도의 뜻은 “성유(聖油)를 머리에 부음받은 자”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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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위의 예수 (루벤스 작)

는 곧 구세주ㆍ왕이란 뜻이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목

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기독교에서는 마

리아가 처녀로 임신하였고 그 후 계속 처녀의 몸으로 

여생을 지냈다고 하나, 예수에게는 형제자매들이 여럿 

있었다는 설이 있다. 

요셉이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령에 따라 신고하기 

위해 출신지로 가다가 북 팔레스티나 베들레헴에서 예

수를 낳았다. 갈릴리 지방의 나자렛에서 살다가 30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40일 간 

광야에서 기도한 뒤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하늘나라의 내림(來臨)과 유대 민족의 회개, 사해동포주의, 정의ㆍ사랑의 

생활에 의한 하느님의 은총을 외치고, 많은 이적(異蹟)을 행하였다. 친로마계 제

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를 정치반란의 지도자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고, 그

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한 만민을 위한 속죄의 희생임을 깨닫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것

을 굳게 믿어 그를 구주로 섬겼으며, 이들로부터 그리스도교가 널리 전파되었다. 

일설에는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다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의 역사

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예수에 관해 기록한 플리니

우스ㆍ수에토니우스ㆍ타키투스는 특정인 예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는 일반적인 명사로 사용했다. 그나마 예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은 허위로 드러났다. 또 예수의 생애가 그에 앞선 시대에 있던 여러 신화를 

표절한 흔적이 많다. 이집트 룩소르사원의 3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

에는 호루스에 대한 숭배사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 벽화는 토르가 처녀 이시스에

게 곧 호루스를 잉태할 것이라 알리는 모습, 네프가 이시스를 임신시키는 장면 

등이 나온다. 그 이후 처녀수태로 태어난 신화적 인물들은 많이 있다. 인도유럽

어족의 미트라(기원전 1200년경), 그리스의 아티스와 페르세우스(기원전 1200

년경), 인도의 크리슈나(기원전 900년경), 그리스의 디오니소스(기원전 500년경) 

등이 처녀의 몸에 수태되어 태어났고, 상당 부분의 신화가 예수의 일생과 같다. 

다른 문화권의 신화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에서도 예수의 원형이 발견된다. 

특히 요셉은 12명의 형제가 있었고, 은화 20전에 유다의 제안으로 팔렸으며, 

30세부터 공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나중에 하늘

로 올라갔다. 어린 예수를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

각할 수 없고, 모세의 출생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세는 역사

성이 더더욱 의심받는 사람이고 그의 출생이야기조차 사르곤 대왕의 출생 이야

기를 차용한 것이다.    

1) 출애급 당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로 변했다. 멜 깁슨이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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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 (미켈란젤로 작)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는 예수가 쓰던 아람어로 녹음했다. 

마리아가 예수를 부르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아”라고 한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

한 이름이었다. 남자의 8%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오난(Onan) [히브리] 유다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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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하였다. 이것이 야웨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했다.2)

1)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유다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

2) 오나니즘의 어원이 되었지만, 요즘 사용하는 오나니즘과 오난의 행위와는 상당한 차

이가 있다. 오난이 고대의 풍속 형사취수제(兄死取嫂制)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야웨가 화를 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야 [히브리] 셈하자이의 아들. 형제 아야와 함께 천상의 정원을 방문하여, 거룩한 천사들

이 나무 200그루를 쓰러뜨리는 환영을 보았다. 두 사람은 환영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네피림 회의에 도움을 청했다. 회의에서 답이 나오지 않자, 마하와이를 

지상의 낙원에 살고 있는 에녹에게 보냈다. 

옥(Og) [히브리, 기독교] 바산의 왕. 형제 시혼과 함께 사방으로 수백 마일씩 뻗은 광대한 

땅을 다스렸다. 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머물렀다. 

민간전승에 따르면 옥은 셈야자의 아들 히야와 훗날 노아의 아들 함의 아내

가 된 여인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대홍수 때 방주의 밧줄사다리에 매달려 살아

남았는데, 노아가 현창(舷窓)을 통해 음식을 주었다. 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의 노예가 되기를 맹세했다. 그러나 그 뒤 다시 옛날처럼 못되게 굴었다.

요나(Jonah) [기독교] 야웨로부터 여러 차례 시험을 받지만 결국 믿음을 

지켜낸 사람.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가 유명하다.

요나단(Jonathan) [기독교] 사울의 아들.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 요나단

은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해 죽이거나 종자 한 명만을 거느리

고 2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다윗의 골리앗을 죽이자 그에게 자신이 아끼던 옷과 칼을 

주고 친구가 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자,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도망치도록 하였다. 그 후 요나단은 

헤렛 숲속에서 다윗을 발견하고도 못본 척 해 주었다. 그는 길보아(Gilboa) 전투

에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할 때 함께 전사하였다. 

요르카미(Jorkami) [히브리] 우박을 다스리는 천사.

요셉(Joseph) [히브리]  

① 이집트에 맨 처음 들어간 히브리인. 야곱의 아들. 야곱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샘을 받았다. 부모 몰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 보디발이

라는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에 반해 유혹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남편에게 요셉을 모함하였다. 요셉은 감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해몽을 잘하기로 이름이 알려졌다. 그곳에서 파라

오의 꿈을 잘 해몽하여 재상까지 되었다. 

카나안 지방에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자 부모형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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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하는 요셉 
(렘브란트 작)

요셉과 아기 예수 
(무릴료 작)

집트로 불러들였다. 이때 이집트에 들어간 히

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카나안으로 이주할 

때까지 삼사 백년을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다. 

요셉의 이집트 입국으로부터 출애급까지의 기

간은 힉소스의 이집트 칩입(기원전 1,630)에서 

출애급의 시간과 비슷하다.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힉소스의 침입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참가하여 정권 창출에 

가담했음을 시사한다. 

데이빗 롤은 『세월의 풍상』에서 요셉이 

이집트 제12왕조의 재상이라고 한다. 요셉은 

공동 통치자인 세누세레트(Senuseret) 3세와 

아메넴하트(Amenemhat) 3세를 섬겼고, 그들의 후계자인 아메넴하트 4세와 소

베크네페루(Sobekneferu) 밑에서 재상을 지냈다. 요셉 시대의 대기근은 아메넴

하트 3세 때 몇 차례에 걸쳐 대참사를 초래한 나일강 범람 때문이라고 한다.

② 예수의 아버지(Joseph, Saint). 성모마리아의 남편. 대축

일은 3월 19일. 직업은 목수였다. 노동자 성 요셉의 축일은 5

월 1일.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나자렛에서 활동한 그의 생애

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서방교회에서 요

셉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초부터인데, 1870년에 교

황 피우스 9세가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공포하였고, 1955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공산주의자의 노동절에 대응하여 5월 1

일을 “노동자 성 요셉의 축일”로 정하였다.

요시아(Joshia) [유대교, 기독교] 남유다의 왕. 재위는 기원전 640~607

년. 선왕 히스기야의 통일정책을 이어받아 앗시리아 절정기의 

앗수르바니팔의 죽음을 기화로 기원전 621년 종교개혁을 단

행했다. 이 종교개혁은 신명기 법전을 토대로 야웨 종교의 회

복을 시도하였으므로 신명기 개혁이라고 부른다. 

요시아는 신명기 법전의 조항대로 야웨 이외의 모든 종교의식을 철폐했으며, 

특히 중앙의 예루살렘 성전만을 유일하고 합법적인 예배장소로 규정하였다. 이

는 지방 사제계급의 해체와 예루살렘으로의 종교 집중화를 초래했다. 그런데 이

러한 전격적인 개혁은 후에 종교적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게 된 지방 백성

들로 하여금 다른 이방신들에게 눈을 돌리게끔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 무렵 새롭게 일어나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앗시리아를 점령하자, 이집트가 

앗시리아쪽에 가담했다. 요시아는 이집트의 진군을 가로막고 나섰다가 메깃도에

서 전사했다. 요시아의 죽음으로 남유다는 자주성을 상실한 채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다. 

요압(Joab) [기독교] 스루야의 아들이자 다윗의 조카. 아비새, 아사헬의 형제. 아브넬과는 

친구였으나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자 원수가 되었다. 요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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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대한 보복으로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360명을 몰살시켰다. 마침내 아

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을 때, 아브넬을 암살해 버렸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 있는 동안, 다윗이 압솔롬을 불쌍하게 생

각하자 요압이 나서서 두 부자의 화해를 주선하였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

아오기는 했으나 아버지를 알현하는 것이 금지되자, 요압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

를 구했다. 요압은 압살롬의 요청에 침묵으로 응답했다. 압살롬이 요압의 농토를 

불태워버리자 요압은 압살롬에게 따지러 갔다. 요압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요구

를 다시 한 번 전해주었다. 결국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은 다윗을 만날 수 있었

다. 

요엘(Joel) [기독교] 사무엘의 맏아들. 사무엘에 의해 사사로 임명되어 

브엘세바(Beersheba)를 다스렸다. 그는 뇌물에 매수되어 그

릇된 판결을 내려 사람들의 신망을 잃었다. 

요한(Saint John the Baptist) [히브리, 기독교] 1세기 초에 유대의 황

야에서 선교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예언자.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외모ㆍ행동이 모두 금욕적이며 에세네파로 

추정된다. 헤롯에게 붙잡혀 처형당하였다. 일설에는 헤롯의 

의붓딸 살로메가 그를 사랑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보복으

로 그의 목을 원했다고 한다. 예수도 그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가 죽은 뒤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요한의 제자 일부는 예수를 따랐다. 그는 종

말론심판을 설교하고, 뉘우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기독교는 그를 예수 그

리스도의 선구자로 존경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Apocalyptic Beasts) [기독교] 요한이 보았다는 바다괴물. 『요한계시

록』에 따르면 뿔이 열 개, 머리가 일곱 개다. 뿔에는 열 개의 관이 있으며 머리

에는 신을 더럽히는 이름이 붙어 있다. 몸은 표범과 비슷하며, 다리는 곰, 입은 

사자와 닮았다. 불사의 괴물이라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도 즉시 나았다고 한

다. 이 짐승은 종말의 날에 수없이 땅에 나타난다고 한다.

우가르(Ugar) [카나안, 페니키아] 바알의 조수. 뜻은 “농지”.

우리아(Uriah) [기독교] 밧세바의 첫 남편. 힛타이트 출신으로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그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여 임신을 하자, 다윗은 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장터에서 우리아를 소환하여 아내와 동침하도록 조치하였다.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하여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군대막사에 

머물렀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냈

다. 그러면서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 사지로 몰아넣어 전사하도록 

만들었다. 

웃자(Uzza) [히브리] 쉠하자이, 아자젤과 함께 3대 타락천사의 하나. (☞아자젤, ☞쉠하자이, 

☞주시자)

유딧(Judith) [기독교] 앗시리아의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단신으로 적장 홀로페르네

스의 목을 베고 적군을 물리친 과부. 미모가 뛰어났다고 한다. 

이브(Eve) [히브리] 최초의 여자. 뜻은 “모든 삶과 생명의 어머니” 또는 “ 인류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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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미켈란젤로 작)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 (루벤스 작)

탈무드에 의하면 두 번째 만들어진 착한 여성.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브는 뱀의 꾐에 빠져 금단의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이를 권유했기 때문에 아담과 함

께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랍비들 사이에서 이브는 사마엘

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사마엘의 할머니 또는 사마엘

에게 유혹된 것으로도 생각되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부

족의 아버지인 카인의 어머니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랍비들처럼 이브를 부정하는 태도로 볼 때 이브는 영원히 

매력있는 것, 여성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가진 위험한 수

수께끼로 여긴다.

이사야 (Isaiah) [히브리, 기독교]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남유다의 예

언자. 뜻은 히브리어로 "신은 구원이다". 남쪽 유다 왕국의 

왕족 출신. 그는 높은 학문과 교양을 지녔고, 왕실과의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유다 왕 우찌야가 죽던 해(이사 

6:1)인 BC 739년경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701년 앗

시리아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올 때까지 활동

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므낫세왕에 의해 톱으로 썰려 그 몸

이 두 동강났다고 하지만(히브 11:37) 역사적 증거가 없다. 

그는 여선지자를 아내로 맞아(8:3) 두 아들을 두었다(7:3, 8:3). 그는 미가와 동

시대 인물로서(이사 1:1, 미1:1), 둘 다 유다 왕국에서 일했으며, 북이스라엘 왕

국을 위해 일했던 아모스나 호세아보다 앞서 활동하였다. 이사야는 번영의 시기

에 태어나 민족의 멸망을 예견하고 경고한 예언자였다. 

그는 국제정치의 역학구조를 꿰뚫어 보았으며, 역사발전의 방향을 정확히 내

다본 영감의 소유자였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총체

적인 것이었다. 그는 야웨의 보좌와 그 위엄을 보았으며, 사람 마음의 본질을 꿰

뚫어 보았다. 그는 이스라엘 종교가 궁극에는 파멸될 것을 내다보았고, 궁극에 

이르러 메시아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사 9:6∼7, 11:1∼8)을 예언하였다. 이

사야는 야웨ㆍ인간ㆍ세계ㆍ역사ㆍ종말을 두루 통찰한 구약의 바울로 사도이며, 

신약종교의 초석을 놓은 구약종교의 완성자ㆍ개혁자였다. 

이삭(Issac) [히브리] 히브리의 족장. 뜻은 “웃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리브가

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시행한 인신희생제의 당사자이

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속된 어린 아이라는 모순되

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야웨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했다. 

아브라함은 야웨의 명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나, 그 순간 야웨가 

말렸다. 그 이후부터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을 금지시키고 짐승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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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Jesse) [기독교] 다윗의 아버지. 베들레헴 사람. 『구약성서』에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스루야가 그의 아들로 거명되고 있고 다윗은 막내아들이다. 그는 여덟 명

의 아들을 두었다. 

이소코르 [히브리] 랍비.

이스라엘(Israel) [히브리] 

① 야곱의 다른 이름. 뜻은 "신이 지배한다" 또는 "신과 겨루어 이겼다". 낱말 

끝의 El은 “신”이라는 말이고 Is-Ra는 이시스와 라 또는 오시리스와 라의 합일

체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야곱보다 훨씬 옛적의 신 이름이다. 후대에 

히브리 민족의 나라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② 솔로몬 사후 여로보암 1세가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북

쪽으로 이주하여 세운 나라의 이름. 여로보암 1세는 히브리의 12개 부족 가운데 

10개 부족을 이끌었으며, 수도는 현재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 있는 세바스테(기

원 1세기의 이름)로 정했다.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해 주민들은 대부분 납치되어 소멸하였다. 이때 사라진 사람들은 

“실종된 10부족”이라고 한다.

이스마엘(Ismael) [히브리] 아브라함의 서자. 뜻은 “신이 들으심”. 이슈마엘(Ishmael)이라고

도 한다. 여종 하갈의 몸에 태어났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메

카에서 희생제물로 바쳐 아랍인들의 시조가 되게 하였다고 믿고 있다.

이스보셋(Ishbosheth) [기독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전사한 

후, 아브넬 장군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

스바를 자신의 첩으로 삼자 이를 문제삼았다. 이로 인해 아브넬은 다윗에게 항

복해 버렸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갔다가 요압에게 암살되었다는 소식

이 전해지자, 베냐민파의 레갑(Rechab)과 바아나(Baanah)가 이스보셋을 암살했

다. 이스보셋은 재위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 

일루(Ilu) [우가리트] 셈족이 원래 엘을 부르던 이름. (☞엘)

【ㅈ】

자그자겔 [히브리] 천사.

자디크(Zadich) [히브리] 비를 부르는 신성한 능력을 가진 유덕한 자들. 노아의 직계자손으

로 믿어졌다. 이들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비밀스런 지식 카발라의 스승이며, 모래 

위에 원을 그려놓고 그 중앙에 서서 초자연적인 주술로 비를 부르는 의식을 행

했다. 이들은 일정한 거처 없이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생활했다. 기우제를 지내지 

않을 때에는 사해 서북 연안의 험한 골짜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명상과 묵상

을 했다. 오니아스가 가장 뛰어난 자디크였다. 

적그리스도(Antichrist) [히브리, 기독교] 가짜 구세주. (요한 1서 2:18∼22)

주시자(注視者, grigor) [히브리] 신성한 종족. 뜻은 "지켜보는 자들" 또는 "깨어있는 자들". 

히브리어 원본에 “신들의 아들들(bene ha-elohim)”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어

로 에그레고리스(egregoris) 또는 그리고르(grigor)로 번역되었다. 신구 공동번

역 성서에는 감시원으로 번역했다. 일반적인 의미의 천사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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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드귀 작)

이들의 후손을 느빌림(네피림) 또는 기보림이라고 불렀다. 

주시자들은 창백한 피부에 숱이 많은 흰 곱슬머리를 했다. 아자젤, 카스데자, 

솀야자 등이 이들의 우두머리였으며, 인간들에게 야금술, 화장법, 안티몬 사용

법, 낙태술 등을 가르쳤다. 

4세기 말 시리아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주시자들은 셋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즉,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에덴의 동쪽 놋(Nod)으로 쫓겨 가서 딸들을 

낳았다. 그 딸들은 사탄이나 마귀가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악습이 있었다. 마귀의 

우두머리는 카인의 딸들을 유혹하여 아름답게 화장하고 보석과 갖가지 화려한 

옷으로 치장토록 하고 아담과 이브가 살던 곳으로 데려갔다. 여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520명의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달콤한 즐거움을 

함께 즐기자고 유혹했다. 이에 많은 남자들이 산을 내려와 여인들과 육체적 쾌

락에 빠져들었다. 오직 야렛, 에녹, 므두셀라, 노아만이 이 추잡한 외설과 부정

행위에 빠지는 것을 거부했다. 

야웨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아자젤과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

발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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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헤모트, 바다의 레비아탄과 대

응한다.

지포라(Zipporah) [히브리] 모세의 아내. 성서에서는 십보라. 미디아의 한 족장 예트로의 

딸.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의식의 기원이 된 행위를 하였다. 즉, 모세가 야웨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파라오에게 가는 도중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에 지포라가 모세를 제지하고 아들의 목숨 대신에 그

의 성기 포피를 잘라서 모세에게 내던졌다. 이 이후로 할례가 인신희생제의 대

치물이 되었다.

【ㅊ】

차와트(Chawat) [히브리, 카나안, 우가리트] 아티라트의 다른 이름. 완전한 명칭은 라바트 

차와트 엘라트(Rabat Chawat Elat, 여신인 위대한 부인 차와트). 히브리어로는 

하와(Hawah), 영어로는 이브(Eve).

천사(天使, angel) [히브리, 기독교] 야웨의 시중을 드는 천상의 존

재. "사자(使者)들"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라크

(malakh)”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안겔로스(angelos)”에

서 유래했다. 천사는 야웨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

령으로 많이 활동했다. 일반적으로 육신이 없는 존재이

며,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다. 아브

라함, 롯, 야곱에게 등장할 때처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만 육신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 유대교 및 기독교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천사들은 창세기 6장이나 히브리 외경 및 신화, 전설에 등장하는 타락천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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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혀 관련없이 순수하다. 모세 오경 어디에도 천사들을 하느님의 아들들, 주

시자들, 느빌림(네피림)과 동일시한 적이 없다.

기독교 이전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 『구약성서』를 보

면, 9품 천사들 가운데 세라핌과 게루빔만이 두 쌍이나 세 쌍의 날개를 가진 것

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앗시리아와 바빌론의 도상학(圖像學)에서 차용한 것이

다. 

천사세계에는 엄연한 계급제도가 있어 계급에 따라 그 하는 일이 다르다. 천

사가 몇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

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9계급설이다.  

9계급이란 치천사(熾天使) 세라핌(Seraphim), 지천사(智天使) 게루빔

(Cherubim), 좌천사(座天使) 쓰론즈(Thrones), 주천사(主天使) 도미니온즈

(Dominions), 역천사(力天使) 버츄즈(Virtues), 능천사(能天使) 파워즈(Powers), 

권천사(權天使) 프린서펄즈(Pricipals), 대천사(大天使) 아케인절즈(Archangels), 

천사(天使) 에인절즈(Angels)로 이루어져 있다. 이 9계급은 3계급 단위로 다시 

나뉘어져 각 단위를 상급(上級) 3대(隊), 중급 3대, 하급 3대라 부른다. 

상급 3대를 구성하는 것은 치천사 세라핌, 지천사 게루빔, 좌천사 쓰론즈의 

세 계급이다. 이들은 야웨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매우 순수란 존재다. 세라핌과 

게루빔의 두 계급은 물질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 평소 실체가 없다고 믿었다. 

쓰론즈는 비실체와 실체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천사 가운데서 가장 높다고 하

는 세라핌은 트리스아기온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야웨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세

라핌은 비실체이긴 하지만, 인간 앞에 나타날 때는, 6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한다. 세라핌의 계급을 지배하는 천사는 메타론, 겜엘, 나타

나엘, 가브리엘이라는 4대 천사라 한다. 지천사 게루빔은 세라핌보다 더 바깥쪽

을 돌고 있다. 세라핌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게루빔은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낸다

고 알려져 있다. 또, 게루빔은 야웨의 수레를 모는 천사로 알려져 있다. 게루빔

이 인간 앞에 나타날 때는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모습을 한다. 좌천

사 쓰론즈를 오파님이라 부르기도 한다. 쓰론즈는 야웨의 전차로 나타낸다. 즉, 

게루빔이 몰고 다니는 것이 쓰론즈인 것이다. 쓰론즈는 모든 것들이 모습과 실

체를 가지기 시작하는 곳에 있다고 한다. 이 계급 이하의 천사들은 실체를 가지

게 되므로 타락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쓰론즈의 계급을 지배하는 군

주를 라파엘이라 부른다. 

중급 3대를 구성하는 것은 주천사 도미니온즈, 역천사 버츄즈, 능천사 파워즈

의 세 계급이다. 이 계급의 천사들은 야웨와의 궁극의 합일을 목표로 삼고, 대립

하는 존재들을 조화시키는 일을 맡고 있다. 주천사 도미니온즈는 야웨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천사로 알려져 있다. 이 계급의 군주로는 자드키엘, 하슈말, 야

리엘, 무리엘 따위가 있다. 역천사 버츄즈는 신의 사랑, 기적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로 알려져 있다. 용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한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

엘, 바리엘, 타르시슈 따위가 이 계급의 군주다. 능천사 파워즈는 인간의 수호자

로서 세계를 지키는 일을 한다. 이 세계에 침입하여 지배하려 하는 악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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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대항하여 그를 막는 것이 파워즈의 일이다. 이 계급을 지배하는 군주

는 카마엘이다. 

하급 3대는 권천사 프린서펄즈, 대천사 아케인절즈, 천사 에인절즈로 이루어

져 있다. 인간과의 교류가 깊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 계급의 천사들이

다. 권천사 프린서펄즈는 지상에 있는 신의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계급의 군주로는 아나엘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대천사 아케인절즈는 하급 

3대 가운데 인간에게 깊이 관여하는 계급이다. “가장 위대한 자”라는 이름을 가

진 미카엘도 이 계급에 있다. 대천사는 인간에게 벌을 내리고 다른 천사들을 이

끄는 일을 맡는다. 천사 에인절즈는 가장 낮은 천사다. 인간에 가장 가까운 존재

로 그 힘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각 계급에 같은 이름의 천사들이 있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에 따라 계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라핌인 가브리엘이 역천사로서 기적을 전하면 

버츄즈로서 일을 한 것이 되고, 역천사인 미카엘이 인간에게 처벌을 내리는 임

무를 맡으면 대천사 아케인절이 되어 그 일을 한다.

카발라에서는 천사들을 브리아(Briah) 계열과 예치라(Yetzirah) 계열 둘로 분

류한다. 브리아 계열의 천사로는 메타트론(Metatron)ㆍ라지엘(Raziel)ㆍ차프키엘

(Tsaphkiel)ㆍ차드키엘(Tsadkiel)ㆍ사마엘(Samael)ㆍ미카엘(Michael)ㆍ하니엘

(Haniel)ㆍ라파엘(Raphael)ㆍ가브리엘(Gabriel)ㆍ산달폰(Sandalphon) 등이 있고, 

예치라 계열의 천사로는 하이요트 하 카도슈(Hayyoth ha Kadosh)ㆍ오파눔

(Ophanum)ㆍ아랄림(Aralim)ㆍ하슈말림(Hashmalim)ㆍ세라핌(Seraphim)ㆍ멜라

킴(Melachim)ㆍ엘로힘(Elohim)ㆍ베니엘로힘(Beni-Elohim)ㆍ케루빔(Cherubim)

ㆍ이심(Ishim) 등이 있다.

【ㅋ】

카다샤(Qadasha/Qadashu) [우가리트, 카나안, 페니키아, 이집트, 카르타고] 아티라트의 다

른 이름. 사자 위에 서있는 여인으로 그려졌다. 시아구(Siagu)에 있는 카르타고 

신전에서는 사자의 머리를 한 여인으로 그려졌다.

카르나임(Qarnaim/Karnayin) [카나안, 페니키아] 숫양의 뿔을 갖고 있는, 지는 해의 신. 정

식명칭은 바알 카르나임.

카몬(Khamon) [카르타고] 정식명칭은 바알 카몬.

카스데자 [히브리] 주시자(注視者, gregor)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 여인들에게 자궁 안의 

아이를 때려죽이는 방법과 정령, 악령을 쫓아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낙태

술을 배운 여성들은 점점 타락하여 주시자들과의 성관계 외에도 자기와 짝지어

진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들과도 성관계를 맺었다. 

야웨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아자젤과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발

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나

게 큰 바위들이 놓여졌고, 주시자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되

었다. 「에녹서」에 따르면, 카스데자의 죄는 사람들에게 “뱀에 물린 상처와 정

오의 열기를 통해 떨어지는 타격”을 물리치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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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Cain) [히브리, 기독교] 아담과 이브의 맏아들. 뜻은 “대장장이”. 에녹의 아버지. 그는 

농경에 종사하고 동생 아벨은 목양(牧羊)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야웨가 동생 아

벨의 공물(供物)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동생을 죽였다. 신의 저주로 방랑을 하

다가 에덴동산 동쪽의 놋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종족을 번식하였다. 그는 도시를 

건설하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카인과 아벨의 갈등은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대립을 다룬 것으로, 이스라엘

인은 그들의 신이 유목민인 자신들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케레트(Keret) [카나안] 공정한 왕. 엘의 아들. 엘의 도움으로 둘째 아내를 찾고 노망에서 

치료되었다.

쿠시/구스(Kush) [히브리, 기독교] 

① 쿠시의 시조. 노아의 손자. 미즈라임의 형. 

② 이집트 남쪽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가리키는 말.

【ㅌ】

타니트(Tanith) [페니키아, 카르타고] 아티라트의 페니키아식 이름. 뜻은 “뱀의 귀부인”. 특

히 바다의 여신으로 보았다.

타락천사(墮落天使, fallen angels) [히브리, 기독교] 주시자(注視者, gregor). 

아자젤, 카스데자, 솀야자 등이 이들의 우두머리였으며, 대천사 미카엘에게 쫓

겨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고, 야금술, 화장법, 안티

몬 사용법, 낙태술 등을 가르쳤다. 

야웨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아자젤과 다른 주시자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손

발을 묶어 두다엘 사막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던져버렸다. 그 어둠 위에는 엄청

나게 큰 바위들이 놓여졌고, 주시자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다. 

에세네파와 초기 카발라 문헌에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었다. 1-3세기

의 초기 교회지도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기록을 공공연하게 인용했다. 교부 테

르툴리아누스는 「고린도전서」 11:10의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라는 구절에 대해, 바울

이 아름다운 머리칼의 여인을 좋아하는 천사들이 부정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

기 위해 썼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4세기 이후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그리스어로 쓰여진 『구약성서』가 

"하느님의 아들들"이란 말 대신 "천사들(angelos)"이라는 말을 사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타락천사들은 육신과 피로 된 존재가 아니며, 혹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

각조차 이단시되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에녹서』가 너무 오래 되어서 경

전에 포함될 수 없는 구물(舊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세기경 랍비였던 시몬 벤 요

하이는 창세기 6장에 언급된 하느님의 아들들이 진실로 천사라고 믿는 모든 이

들을 파문했다. 그 이후부터 「에녹서」와 관련된 내용은 유대교에서 이단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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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파그하트(Paghat) [카나안] 다니엘 왕의 딸. 오빠 아크하트가 엘에게 죽음을 당하자 그 복

수를 하기 위해 식물들을 자라지 않게 만들었다.

피손(Pison) [히브리] 에덴동산에서 발원한 강. 『구약성서』에서는 비손. (☞비손)

【ㅎ】

하갈(Hagal) [히브리] 아브라함의 첩. (☞아브라함)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으나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을 낳았다. (☞사라, ☞이스마엘) 나중에 본처 사라의 학대를 피하

여 아들과 함께 사막으로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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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에 엘, 바알과 합쳐졌다. 정식명칭은 바알 하

몬.

하빌라(Havilah) [히브리] 황금의 나라. 성경에서는 하윌라. 베델리엄, 홍마노라는 보석도 

많이 났다. 에덴동산에서 발원한 피손 강이 흘러 들어갔다. 학자에 따라서는 콜

키스(Colchis)를 하빌라로 보기도 한다.

하와(Hawwah) [히브리] 최초의 여자. 뜻은 “생명의 어머니”. 악카드 동사 하야(hayah, 살

리다)에서 유래했다. 이브의 다른 이름.

한나(Hannah) [기독교]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의 아내.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브닌나로부터 멸

시를 받고 괴로워했다. 그녀는 야웨에게 아들을 빌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 야웨

에게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그녀는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야웨에게 숫소 세 

마리와 가루 한 에바를 바치고 감사를 표하고, 사무엘도 바쳤다. 사무엘은 그때

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녀가 야웨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

에 후에도 야웨의 축복을 받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  

합달라(Habdalah) [히브리] 안식일을 끝내는 의식. 뜻은 “이별”.

호라스 [히브리] 네 개의 손을 가진 기괴한 모습을 한 악마. 식물학, 의약과 요리에 뛰어났

다.

호세아(기원전 774~734) [히브리, 기독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아모스와 동시대인. 그는 

배우자 이스라엘의 배반과 부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배우자를 버리

지 못하는 야웨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힐키아(Hilkiah) [히브리] 구약의 예언자. 아들 예레미아와 함께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주

도했다.

힛데겔(Hiddekel) [히브리]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 티그리스 강의 악카드식 이름이다. 수

메르어로는 이디그라트. 힛데겔은 앗시리아 동편으로 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