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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책『물의 시학』은 한 마디로 물 두 개라는 의미

를 전합니다. 물은 쌍수입니다. 물 두 개의 사역 물이

일어서라! 일어서라! 두 발로 걸어라 사역을 이 책은

전합니다. 물의 말씀사역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와 글자

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물의 시학』저서는 2017년『물의 신학과 물의 시

학』 바코드 기재문제 이후 6년 만에 정부지원금서울문화

재단 후원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저의 문학박사학위논문「烏瞰圖오감도의 구조

와 상징에 관한 연구」1)와 철학박사학위 논문 『물 
(마임)에 대한 신학과 문학의 비교연구』20082)와『물의

신학과 문학』20133) 『물의 신학과 물의 시학』20174)에

이어진 『물의 시학』입니다.

우리들은 늘 물을 먹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물5)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할례입니다. 우

리말다움이라면 의사를 묻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묻는

1) , 「오감도의 구조와 상징에 관한 연구」(서울: 명지대학교, 
1985).

2) 물(마임)의 초월성과 현실성과 회복성에 관한 연구(2008.2 서울기독대
학원,국회도서관소장).//『물의 신학과 문학』(서울:창조문학사, 2013)./『물
의 신학과 물의 시학』(서울:창조문학사, 2017).

3) 이영지, 『물의 신학과 문학』(서울:창조문학사, 2013).

4) 이영지,『물의 신학과 물의 시학』(서울:창조문학사, 2017)

.(물·할례, 앞, 신 30:6)םּו (5



“할레?”입니다. 거듭 날레? ‘너 할레’입니다. 열심히 할

레입니다.

물 덩어리 나의 존재는 마음의 말을 합니다. 말은 마

음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먹는 물은 그대로 마 임입니

다. 나의 임입니다. 나의 주인 임입니다.

물은 윗물과 아랫물을 가진 쌍수입니다. 둘째 날 물

이 하늘로 오르며 깨끗해 졌습니다. 쌍 수 물 두 개는

깨끗한 물이 되는 하나님의 영 운행입니다. 물에게 말

을 잘 하여 주면 물의 분자구조가 아름다운 별 모양을

보여줍니다. 물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니 물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고맙습니다

물이 고맙다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야곱의 우물가 물과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에덴동산 물 그리고 요단강과 홍해의 물,

갈릴리 바닷물 모두 대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을 알려 줍니다. 우리들은 물과 더불어 물에게 말을 전

해주고 받습니다.

물은 생명수입니다. 물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시적 언어로 탈바꿈합니다. 그러기에

황송하고 행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

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라”1)하셨습니다. 물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부터 우리말 발음 그대로 바

라셨다 봐라2)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

음 열기를 바라셨다 봐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의

사역을 하라! 말씀 사역하기 바라셨습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도 마음3)입니다. 마4)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물입니다. 마〜…하며 시작하는 대화의 물은 생명

수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물을 좋은 물로 맑은 물로

만드십니다.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아랫물이 위의

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 하십니다.

맑은 물은 바다 깊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은 심해

의 물을 사 먹습니다. 한국에 상호 심천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존경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오심, 오시어5)가 예수님 오심과 오시어

입니다. 김소월의「진달래」시에서 ‘오시는’과 ‘가실 때

에’의 존경어 ‘오심’ ‘오시어’6)가 예수님 ‘오심’과 ‘오시

어’와 같게 성경에 있습니다. 하시려7) ‘하시데’로 어른

1) 4:13~14.

2)  .(베레쉬트 바라 · 하나님이 창조하셨다)אית

.(마임 · 물)ם (3

4) (마).

 오시아으 · 내가)אֹוי(오심 ·제사를 드림, 왕하 17:32, 34, 41)과 ים (5
구원하여, 슥 8:13).

 오시아으 · 내가)אֹוי(오심 ·제사를 드림, 왕하 17:32, 34, 41)과 ים (6
구원하여, 슥 8:13).



들을 향해 존경어를 씁니다.

우리들은 늘 히브리어와 닮은 말로 시를 씁니다. 있

으라! 바로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여기 있으라! 명령하

시는 명령 따라 좋은 일에 머무르며 입에서 쏟아져 나

오는 말들 성경의 언어를 쓰며 삽니다. 말이 씨앗이 되

어 행복의 길로 인도됩니다. 꿈을 꿉니다. 꿈1)은 아람

어2)로도 히브리어로 일어나라입니다. 꿈이 일어나라!

우리는 이 말을 시로 씁니다.

우리들은 말을 하며 사는데 우리가 쓰는 한글, 늘 쓰

는 우리말이 하나님이 늘 쓰는 성경의 언어와 아주 많

이 닮아 있습니다. 그 예로 한글 자모의 법칙 가장 처

음인 ㄱ기역은 ㄱ이 두 번 반복됩니다. ㄴ니은은 ㄴ이 두

번 발음되어 나타나고 ㄷ디귿 두 번 반복 법칙은 성경

언어법칙 리듬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이 2회 리듬

을 강조하여 그 분 아드님이신 자리를 강조합니다. 바

로 부활의 자리와 우리들의 변화의 자리입니다. 거듭나

라 메시지!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합니다. 이 때

‘…라고’가 로고입니다. 신약성경 이름입니다. ‘…라’고!

‘하더라’3)라고 전합니다. 차를 타보다의 ‘타보다’가 바

)י (7 ·주의 경건, 신 33:8): י(하시데하 · 주의 경건한, 신 
33:8).

.(쿰 · 일어나다, 창 37:7)קּום (1

2) Frederick E. Greenspahn, An introduction to Aramaic(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tlanta, Georia, 2003), 86.

.(하다르 · 위엄, κέλλος, glory, 신 33:17)ר (3



로 복 ‘타보다’1)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팡이가 히브

리어에서도 지팡이 쉬브테하· 주의 지팡이, 시편 23:4
입니다.

막대기조차 모세의 손에서 쓰인 그 지팡이 막대 마
테· 지팡이, 출 4:2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이 논문 사역은 물 사역입니다.

이 책의 중요메시지 수 1의 11회가 문학연구로 급상

승하였습니다. 천부경이 이 1을 11회 반복합니다. 이상

시 시제 4호는 거꾸로 된 숫자 그리고 가운뎃점 조차

도 11회 반복하면서 일어서라 바로 서라 메시지를 전

합니다. 야곱 아들 요셉은 11째 아들입니다. 한글 모음

자모는 11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님들이 아침마다 자녀들을 향해 일어나

라! 합니다. 시적 수치로 11입니다. 우리나라 홍문표 시

인의 시에 모두 일어나라! 시가 있습니다.

모두가 일어선다.

모두가 기고만장이다

하나같이 혈기왕성한 체력인데다

우락부락한 눈매

이미 시퍼렇게 타는 계절의 열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하늘 앞마당 복숭아꽃 흐드러진

언덕에 올라 파릇한 풀피리 불어대며

우리는 영원히 가슴으로 진동하는

승천일지도 모른다

1) בֹוא( · 복이 임할지어다, ελθοίσαν, lrt the blessing come, 
신 33“16).



겨드랑엔

날마다 날개가 비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소유를 위하여

더 많은 목마름을 위하여

욕망을 키우고 기다림을 키우고

일어서는 진한 빛깔

그 탐욕 같은 그리움들이 하늘 언저리에서

무성한 밀림으로

태초의 아침으로

모두가 일어선다

-홍문표 「모두가 일어선다」

우주변화를 알린 단군조선 초기 낙수洛水로 대홍수를

다스린 지혜자 우는 단군조선의 부루태자로부터 받은

오행치수법五行治水法 물을 다스리는 낙서洛書로 합니다.

실크로드로 그리스에까지 전해진 우주 수학河圖ㆍ 낙서의

상수학은 숙종 때 최석정이 구수략에서 물은 도道에서 생

긴다1)로 알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하늘로부터

내리며 이 세계의 철학을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하도河圖는 1에서 10 까지 이상향, 낙서洛書는 1에서 9

까지의 이상향 과정을 알리는데 1을 11회 반복 일어서

라 철학을 숫자전달로 합니다. 미국 수학자 프랭크 스

웨츠Frank Swetz는 낙서洛書로 서양 마방진magic square · 6세기

경 인도 · 9~10세기경 · 유럽을 12세기 후에야 알렸습니다.

1) 1646~1715: , 數生於者 原者 數之本也  所以 本始而生 數者也. 
物必有本 故 水原爲首(九數略,  甲編). 윤태주,『최석정의 구수략에 나타난 
수리 사상과 유럽수학 수용에 대한 고찰』(대구: 경북대학교 출판사, 1988), 
9.    



하도河圖 안쪽의 수 1+2+3+4=10 요드입니다. 여호와

약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온 날 ·
멤 수치 40

+

요드 수치 10 + 멤 수치 40 + 요드 수치 10=100입니다. 100은

10 (4+0)+(1+0)+(4+0)+(1+0)=10의 곱수로 10과 100이 동일합니다.

여호와  여호와글자에 비밀이 있습니다.
헤 수치 5

+

바브 수치 6 + 헤 수치 5 + 요드 수치 10=26입니다. 이 수치

의 반 13 수치는 사랑의미입니다. 시편 23편의 중심 되

는 주님=아타하= 아타하=  아타하1) 언어 양쪽 26회째

에 주님 자리 물2)이 하늘로 솟는3) 수직성4)이 있습니

다. 하나님과 백성간의 고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에 보호받는 백성

1) ( ·나의 목사시니)  הה(여호) ד(다윋의) מֹור(미즈모르·시) 시편 23:1
 (로·없으이시리로다)א (에흐사르·내가 부족함이)ר
(빈느오트·장에)시편 23:2אֹות (데쉐아·푸른 초)א (야르비제니·그가 나를 누이시며)יי 
 (알·가로)ל~ (메·물)י (메누호트·쉴만한)חֹות (예나할레니·인도하시도다)י
(나프쉬·내 영혼을) 시편 23:3י (예소베브·소생시키시고)ֹוׁשב (야느헤니·인도하시는도다)י 
 (베마으겔레·길로)י~ (제데크·의)ק (레마안·위하여)ן (쉐모·자기 이름을)ֹו
 (엘레흐·내가 다닐지라도) ן(술루탄·상)  י(레프네·내게) (타아로흐·주께서 베푸시고) 
(감·찌라ם (키 엘레흐 ·내가 다닐)י~(브네아골짜리로) יא (잘르마베트·사망의 음침한)א 

도)시 23:4
(로·않을 것은)א~ (이라·두려워하지)ּאא (라·해를)ע (키· 때문에)י~ (아타·주께서)ה 
(미스아느테하·막대기가) (쉬브아테하·주의 지팡이와) י(임마디·나와 함께)   
 (헴마·그것들이)ה (예나하무니·나를 안위하시나이다)י 
(레파나이 ·내게[) (타아로흐 주께서 베푸시고) 시시편 23:5י (수르탄 ·상을)ן
(내게드·목전에서)א (조르라이· 내원수의)י (바세멘·기름으로) (디스네타·바르셨으니)ן 
 (로쉬· 내 머리에)יאי (코쉬· 내 잔이)כֹוי (레바야·넘치나이다)ה 
시편 23:6 (아흐· 정녕)ַא (]토브 ·선하심과)תֹוב (바헤세드 ·인자  하심이)ד 
 (하야·나의 생에) י(예메·날) ~ל(콜· 평) יפּו(이르데푸니;·나를 따르리니)
(베솨므티· 내가~거히리로다)י  (비베이트· 집에)ית~ (여호와· 여호와)הה 
(야밈· 영) (레오레흐· 원히)י ם :  

2) Gaston Bachelard, 물과 꿈: L'equ et les Rêves , 이가림 역(서울: 
문예출판사, 1998), 83. 김현,『바슐라르 연구』(서울: 민음사, 1981), 53, 
192~195.  

3) 이영지, “물과 불의 시조 창작적 一例”『새 국어 교육』제 52호(서울: 
한국국어 교육 학회、1996), 7~11.

4) 이영지,『한국 시조 문학론』(서울: 양문각, 1994), 70~71.



날1) 삶2)의 날3)에 있는 사랑이 그 전부입니다.

연구 한 바 우리나라 대표 시집, 임의 선정 50권 시

집 자료 연구 결과 물 시어는 14횝니다.

사람이 몇 생이나 닦아야 물이 되며 몇 겁이나 전화해야 금강

의 물이 되나 금강의 물이 되나

샘도 강도 바다도 말고 옥류 수렴 진주 담과 만폭동 다 고만두

고 구름 비 눈과 서리 비로봉 새벽안개 풀끝에 이슬 되어 구슬구

슬 맺혔다가 연주 팔담 함께 흘러

구룡연 천척절애에 한 번 굴러 보느냐

~ 조운의 「구룡폭포」4)

절망하지 않고 위로 솟구치는 의미전달 조운 시조

「구룡폭포」는 물 · 샘 · 강 · 바다 · 옥류 · 진주 담

· 구름 · 눈 · 서리 · 새벽안개 · 이슬 · 구슬구슬 · 팔

담 · 구룡연 14회5)입니다. 참 시인들의 시 자취는 어

디에서든지 발견되는 7의 2회 자리입니다. 예수님 족

보6)와 관련 신학과 문학이 같게 한 1차적 의미에서 2

차적 의미7)의 초월성8)입니다.

)י (1 · 여러날, 레 15: 25)과 머무는 날 ים(얌임 · 날들,민 9: 19, 
20).

2) 베르그송 외, “지속의 관념,”『時間과 自由意志』, 정석해 역(서울: 삼
성출판사, 1976), 111~112.

.(얌임, 신 5: 33)ים (3

4) 조운,『조운 시조집』(한양: 조선사, 1947), 35.

5) Ibid.

6) Stephen F. Baker,『수리철학: 
Philosophy of Mathematics(Prentice~Hall Foundation of Philosphy 

Series)』, 이종권 옮김(서울: 종로 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88~92.  

7) 홍문표,『시 창작 원리』, 363.

8) Ibid,『기독교 문학의 이론』, 357.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위성사진으로도 몇 만 년 전

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찬란하게 꽃 피웠던

우리!는 지금도 산에 올라가 ‘야호!’를 외칩니다. 여호와

를 외칩니다. 산에 올라 하나님을 부르니 복을 받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쓴 엄마! 아빠! 라는 말이 세계 곳곳

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쓴 우리말 발견은 한

마디로 세계의 반을 차지하였던 과거의 세계 곳곳에서

찾아지는 지금 쓰는 우리 말의 언어들입니다.

생명의 뿌리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코리안이

외람스럽게도 성경에서 찾아집니다. 고려 코리아 κυρίο

υ마 3:3가 실담문자悉曇文字에서 발견 중천축中天竺 Siddam

alphabet 코리언= Kuru~rian= Kuiya= Ariyan

race=Korean= 구리句麗= 고려高麗 구루句漏=located in the

most northern ranges of the Hima^laya 동이족 언어1)

입니다. 겨레= Kuru= Korea입니다.

쿠리에 쿠리에 κύριε κύριε(마 7:21)

쿠리에 쿠리에 κύριε κύριε(마 7:22)2)

쿠리에 크리 Κύριε(요 11:32)

쿠리에 Κύριε (요 11:34, 39: 12:21)

쿠리우 Κυρίου(요 12:13)

1) 상원 ·「사라진(沈沒) 무제국∼ 東夷族에 母國』(서울: 朝鮮世宗太學院 · 
2013). · 82.

2) 마태 17: 12, 15: λέγων κύριε, 등 등.  λόγοι(신 28:69)



크리아! 크다 미래형, 쿠리에 쿠리 그리고 지명 부여

원시어소가 환단고기
桓檀古記

천부경
天符經
이 있습니다. 크

게 일어나라 메시지 11회가 반복됩니다. 두 발로 걸어

라! 일상에서 낙심말아라! 일어서라!

우리나라는 남을 다스1)리는 리더쉽을 가진 큰 민족

입니다. 마샬= 마샬2)로 말씀을 살살 녹여 노래3)불렀

던 우리 조상님의 역사입니다. 한 없이 넓은 땅을 가졌

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약 신명기 28장에

서 여호와 이름 쿠리에 · 쿠리오스4) 41회로 알립니다.

예수 족보입니다. 이 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여

호와  여호와는 숨쉼 흐와 못 봐봐와 숨 쉼 흐 흐와 예
예에서 여호와와 관련 아들 예수 못 박힘의 못 베 베5)

로 하여 급 상전이相轉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맞불작전의 십자가상 예수님!  여호와 글자 안에 예수
십자가 사건이 점화온도입니다.

상전이相轉移 주기도문 물의 시학입니다.

~ 2023. 5. 5 이영지

)מש (1 · 통치, 단 11:39).

 .(마샬, 민 23: 7, 18,  24: 3, 15, 20, 21, 23; 사 14: 4ל (2

.(마샤 · 노래, 대상 15: 22)א (3

 ,:κύριος(쿠리오스· 신 28:1, 8, 8, 11, 12, 13, 21, 22, 24, 25, 27הה (4
28, 35, , 37, 48, 49, 52, 53, 59, 61, 63, 63, 64, 65, 68, 69), κύριός(쿠
리호스· 신 28:20, 36), κυρίου(쿠리우· 신 28:1, 2, 9, 10, 15, 45, 62; 신 
29:9), κυρίῳ(쿠리우· 신 28:47) κύριον(쿠리온· 신 28:58), κύριος ό θεός 
σου(쿠리오스 호 데오스 수· 신 28:7, 9, 11),

5) 최명애, 『알기 쉬운 성서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서울:쿰란출판
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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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생명수

제1절  물 생명수제1절  물 생명수

성경에서 물은 히브리어 물=마임= = 마임이다. 물
두 개 맴 맴1)이고 뜻은 정액2)이다. 생명을 만드는

물 두 개 마임= 마임= 마임3) 물 쌍수는 남성명사이

다. 남성 둘의 이 물=마임= 마임= 마임에 능력의 손

요드4)가 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천지가 없어질 찌라도

글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한다.

하나님의 옳은 손, 오른 손 요드,5) 이 손6)에 의해 사

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러한 신학성을 지닌

언어 물=마임= 마임= 마임7)이 하나님 말씀 옷을 입

은 쌍수 물 마임8)이다. 첫 글자 물 마9)에서 둘째 임
으로 이동한다. 좋은 물로 흐르기 위해서다. 이 흐름은

1) ( .(멤)ם (

2) 잠 18:4; 시 1:3; 렘 10:13; 겔 47:1.

.(마임 · 물)ם (3

4) (요드 · 하나님의 손, 옳은 손, 오른 손).

5) (요드 · 하나님의 손, 옳은 손, 오른 손).

.(요드)י (6

.(마임 · 물)ם (7

.(마임)ם (8

9)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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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물 ⇢ 둘째 물 · 하나님 ⇢ 예수님 · 예수 ⇢ 그

리스도 · 첫 아담 ⇢ 둘째아담 · 옛사람 ⇢ 새사람 ·

구약 ⇢ 신약 · 겉사람 ⇢ 속사람 ⇢ · 더러운 물 ⇢

좋은 물로 움직1)인다. 물2)의 물3) 할례! 이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레? 하시며 바꾸신다. 우리를 다

스리고 복 주시는 말씀 물이다. 물은 마 임 한글 미

음4) ㅁ이다. 둘5)이다.

우리들은 말을 할 때 임 개념으로 마…임! 바로 이

말이 물= = 마 임6)이다. 물과 물 사이에 임 임7)

이 있다. 물 =마8)는 말씀9)! 물은 마임10)과 마아임=

= 마아 임11)이 있다. 모두 먹고 마신다.

1)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
대로 되니라(창 1:6~7).

2) (마임).

.(물·할례, 앞, 신 30:6)םּול (3

.ㅁ(한글))ם (4

5) 한글 ם(미음) 즉 미음 또한 히브리어와 같은 ㅁ(미음)글자가 둘이다. 한
글 창제의 비밀이기도 이 반복 리듬은 ㄱ은 기역, ㄴ은 니은..히읗으로 쓰여
지면서 ㄱ이 반복 ㄴ이 반복...ㅎ이 반복, 모두 반복의 리듬을 가진다. 

·(임) + ם (6
.(임)ם (7

8) (마).

9) (마).

 :(마임):창 1: 6, 7: 6, 18: 4, 21: 19, 43: 24; 출 7: 18, 21, 15ם (10
8, 23, 17: 1, 6; 민 20: 2, 11, 33: 14; 삿 15: 19; 욥 14: 19; 시 18: 16, 
69: 2; 아 8: 7; 시 69: 2, 16; 사 17: 13, 30: 14,  사 35: 6; 40: 12. 43: 
20, 44: 12, 48: 21, 49: 10; 렘 14: 3, 15: 18, 17: 13, 18: 14; 겔 1: 24; 
암 4: 8; 슥 9: 11. 등. 

11) 물 ם: 창 37: 24; 신 8: 15; 왕상 18: 35, 19: 6; 왕하 3: 17; 시 65: 
10, 78: 16, 105: 41; 시 65: 10, 107: 35, 114: 8(2); 전 2: 6; 아 5: 12; 
사 41: 18; 욜 1: 20, 4: 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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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 · 쌍수1. 물 · 쌍수

1). 물  마임 1). 물  마임 

물은 정관사가 붙는 짧은 발음 그 물 하마임1)이
있고 긴 발음 하 마아 임2)이 있다. 물 마임

 · 마임
)3)

사역은 말씀 뜻을 지님으로써 하나님 일을 한다. 짧게

발음되는 물 마임  · 마임4)은 하나님의 이적이 보여 지

는 일의 물 사역이다. 사람이 물을 먹고자 했을 때 악

취가 나서 마시지 못하는 쓴 물5) 마라 마르6)가 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의 마라라는 말을 자주

쓴다. 타이르거나 야단칠 때의 말 ‘…마라’이다. 그래서

한국어와 히브리어 같음이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을 떠나 신 광야에 이르러 먹

고자 하였으나 먹지 못한 쓴 물 7)마르는 사람이 머

리가 되려 할 때 는 쓴 물이 되어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라’이다. 이 명령8) 말씀 …마라 

1) : 창 1: 7(2), 9, 10, 21, 7: 17, 18, 24, 8: 3(2), 7, 8, 11, 13, 9: 
15, 16: 7, 21: 15; 출 14: 26, 28, 15: 25; 민 5: 22, 24, 27; 수 3: 13, 16 
등.

2) (하마아임): 창 1: 2, 6, 7: 18, 20, 8: 1, 26: 20; 출 14: 21 등.

.(마임 · 물)ם (3

.(마임 · 물, 창 1: 6)ם (4

.(마임 · 물, 출 15: 23)ם (5

.(마임 · 물, 출 7: 18, 21)ם (6

7) 출 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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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아!1)는 한국 어르신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마라 하시는데서 들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함에도 거역하여 생기는 쓴 맛은 인생

8) ( ).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

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ים  (메י

하마림, 민 5: 18) 자기 손에 들고(민 5: 18)

 ②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 여 사

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ים  ,(밈메 하마림י

민 5: 18) 해독을 면하리라(민 5: 19).

 ③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ים (에ת~י

트~밈메 하마림 ~민 5: 23) 빨아 넣고(민 5: 23).

 ④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ים(렘마림, 민 5: 24).

1) ( · 거역): ①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 할 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םי(메리 템, 민 27: 14) 그 물 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
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 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이니라(민 27: 14).

②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רּו(바템메루, 신 1: 43)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신 1: 43)

③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
하라 네가 애급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
하였으되 ים(맘메림, 신 9: 7)

④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רּו(바템메루, 신 9: 23)  믿지 아니하고 그 말
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신 9: 23).

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
라 ים(맘메림, 신 9: 24).

⑥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ים(맘메림, 신 31: 27)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신 31: 27)

⑦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
의 명령을 거역하지רּו(함메루, 삼상 12: 14)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삼상 12: 14).

⑧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
하면 םיּו(움메리템, 삼상 12: 15)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삼상 12: 15).

   참조: 삼상 15: 23; 삼하 18: 13; 대하 24: 20; 스 4: 19, 스 9: 14; 느 
9: 17, 26; 에 3: 3; 욥 6: 10, 욥 9: 4, 욥 34: 37; 시 66: 7, 시 68: 6, 시 
106: 7, 시 106: 33, 시 106: 43, 시 107: 11; 사 1: 2, 사 31: 6, 사 50: 
5; 렘 4: 17, 렘 51: 5; 애 1: 18; 단 3: 28, 단 5: 23; 호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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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쓴 맛이다.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니 쓴 세상이니 바

다니 하여 괴로움의 표상으로 한다. 르비딤에서도 백성

들이 마실 수 없는 물 1) 마라이다. 마라 2)는 악
의 뜻을 지닌다.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반석을 친 물 마르 마르3)이다. 두 번 지팡이

로 반석을 치매 나오는 쓴 물 마르4)이다. 이로 모세
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예수님만이 반석을 두

번 칠 수 있는데 모세가 감히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아드님 자리 영역을 침범하여 가나안

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일은 간단하다. 말씀 순종하면 단 물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 자랑만하면5) 이기고 돌아 와 정금 면

류관6)을 얻는다. 하나님7)은 사막에서 물8)을 솟게 하

시어 먹게 하시었다. 물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못한

물9)이다.10) 절대 사랑의 물을 먹고서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전하고 전한 물을 먹는다.

1) ( · 물, 출 17: 1, 민 33: 14).

.(메라 · 악, 욥 2: 3)ה (2

.(마임 · 물, 출 17: 6)ם (3

.(마임 · 물, 민 20: 11)ם (4

5)(시편 20편).

6)(시 21편).

יו (7 .(콜~데바라이브 · 행하시는 것, 욥 33: 13)ל ~

.(마임 · 물, 사 35: 6)ם (8

.(마임, 아 8: 7)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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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마아 임2). 물 마아 임

길게 발음되는 물=마아임= 마아임= 마아임1) 쌍수는,
요셉=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히어 구덩이 속

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웅덩이에 물  마아 임2)을 없게

하셨을 때의 물이다. 이 물은 야곱이 번제물과 나무 위

에 물을 세 번 부으매 단으로 흐르는 물 마아 임= 마
아임 3)이다. 하나님 강에 가득한 물=마아임= 마아임
=  마아임4) ·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흐르게 하신 물

=마아임= 마아임=  마아임5) · 마른 땅에 강 같이

흐르는 물=마아임= 마아임=  마아임6)이다. 물=마

아임= 마아임=  마아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

사랑의 물이다. 물에 아름다운 말을 전하면 물의 육각

형 모양이 아름답게 형성7) 하나님 말씀전하기다. 한국

인은 본래 제사직분을 맡아 막대  막대 출 4:2기 들고 이

리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며 하나님의 지팡이=지프테아
 쉬프테하 시편 23:4를 사용했다. 우리말 막대  마테 지팡이,

출 4:2그대로다.

1) ( ). 

.(마아임, 신 8: 15)ם (2

.(마아임, 왕상 18: 35)ם (3

.(마아임, 시 65: 10)ם (4

.(마아임, 시 78: 16)ם (5

.(마아임, 시 105: 41)ם (6

7) Emoto, Masaru.,『물은 답을 알고 있다: Mizu wa Kotae wo 
Shitteiru 』 2, 양억관 옮김(서울: 나무 심는 사람, 2003),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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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물 하마임3). 그 물 하마임

정관사가 있는 짧게 발음되는 그 물=하마임= 하마

임= 하마임1)은 특정한 사건과 관련되는 천하2)의 물

중 하늘 아래 그 물3)이다. 이 물은 꿈4)이 일어서는 의

미로 찾아진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모아 · 이 물을 모

아 일어섰다.5)

하늘 아래 물의 아래는 미트하트  미트하트6)로 발음
된다. 우리말 ‘밑에’이다. 닿았다 타하트7)이다. 그 밑에

닿은 그 물=하마임= = 하마임8)은 40일 동안의 홍
수 그 물=하마임= = 하마임9)이다. 그 물=하마임=

= 하마임10)은 150일 동안의 대홍수 그 물11)이다.
하나님 명령으로 물러간 그 물=하마임= = 하마

1) ( , 창 1: 7, 7).

2) 천하: 창 1: 9, 6: 17, 7: 19, 18: 18, 22: 18, 26: 4; 출 9: 14, 16, 17: 
14, 33: 16; 신 2: 25, 4: 19, 7: 24, 9: 14, 25: 19, 29: 20; 삼하 6: 22; 
왕상 4: 34, 10: 23, 24; 왕하 5: 15, 14: 27, 19: 15, 19: 19; 대하 9: 22, 
23; 욥 28: 24, 37: 3, 41: 11; 시 79: 8; 전 2: 3, 3: 1; 사 25: 8, 37: 16, 
20; 애 2: 15, 3: 66, 4: 12; 단 4: 1, 7: 23, 7: 27, 9: 12, 11: 4; 합 2: 20; 
습 3: 20; 슥 12: 3, 14: 9, 17; 마 4: 8, 16: 26, 26: 13; 막 8: 36, 14: 9, 
16: 15; 눅 2: 1, 4: 5, 9: 25; 행 1: 23, 2: 5, 4: 12, 11: 28, 17: 6, 31, 
19: 27, 24: 5; 골 1: 6, 23; 계 12: 9, 16: 14.

.(하마임 · 그 물, 창 1: 9, 10)ם (3

.(쿰 · 일어나다, 사 58:12)קּום (4

5) 창 1:9.

.(미트하트 · τό ύποκάτω)ת (6

.(타하트)ת (7

.(하마임, 창 1: 7, 7)ם (8

.(하마임, 창 1: 7, 7)ם (9

.(하마임, 창 1: 7, 7)ם (10

.(하마임, 창 1: 7, 7)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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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1)이다. 차츰 없어진 그 물=하마임= = 하마임2)
이다. 물이 차츰 마르는 그 물=하마임= = 하마
임3) 다시 목마르는 물4)이다. 지면에 걷힌 그 물=하마

임= = 하마임5)이며 하갈 가죽부대 안 그 물=하마

아임=
하마임

= 하마임6)이다.
이 아래7) 물의 반대는 위8) 물이 아니라 알로 표현

된 하나님께 번제 드려지는 알 물 사역이다. 하나님에

1) ( , 창 1: 7, 7).

.(하마임, 창 1: 7, 7)ם (2

.(하마임, 창 1: 7, 7)ם (3

4) 4:13.

.(하마임, 창 1: 7, 7)ם (5

.(하마임, 창 1: 7, 7)ם (6

7) 아래: 창 1: 7, 18: 4, 8, 21: 15, 24: 9, 31: 34, 35: 4, 8, 47: 29, 49: 
15, 25; 출 17: 12,  20: 4, 24: 4, 10, 25: 35, 26: 19, 21, 24, 25, 33, 27: 
5, 28: 26, 27, 30: 4, 32: 19, 36: 29,  37: 21, 27, 38: 4, 39: 20; 레 15: 
10, 27: 32; 신 4: 11, 18, 49, 5: 8, 12: 2, 28: 13, 23, 33: 3, 13, 27; 수 
11: 3, 17, 13: 5, 14: 1, 16: 3, 18: 13, 21: 3, 21: 9, 24: 26; 삿 1: 7, 4: 
5, 6: 11, 19,  7: 8, 9: 6; 룻 2: 12; 삼상 7: 11, 14: 2; 삼상 22: 6, 31: 
13; 삼하 18: 9, 22: 10, 39; 왕상 4: 12, 25, 7: 24, 29, 44; 왕상 8: 6, 9: 
17, 13: 14, 14: 23, 19: 4, 5; 왕하 9: 25, 16: 4,  17: 10, 19: 30; 대상 
6: 31, 54, 7: 24, 10: 12, 28: 21; 대하 4: 3, 4: 15, 5: 7, 8: 5, 28: 4,  
32: 30; 스 7: 11; 욥 9: 13, 18: 16, 30: 7, 40: 21, 41: 30; 시 8: 6, 17: 
8, 18: 9, 38, 36: 7, 47: 3, 50: 4, 57: 1, 68: 30, 91: 1, 4, 140: 3; 15: 
24; 전 1: 3, 9, 13, 14, 2: 11, 17, 18, 19, 20, 22, 3: 16, 21, 4: 1, 3, 7, 
15, 13, 18, 6: 1, 12, 8: 9, 15, 17, 9: 3, 6, 9, 11, 13,  10: 5; 아 8: 5; 
사 10: 4, 16, 14: 9, 11, 22: 9, 24: 5, 28: 15, 37: 31, 51: 6, 57: 5, 60: 
14; 렘 2: 20, 3: 6, 13, 8: 2, 10: 11, 31: 37, 33: 13, 38: 12, 48: 45, 52: 
20; 애 4: 20; 겔 6: 13, 10: 20, 17: 6, 23, 20: 37, 31: 6, 12, 17, 40: 18, 
19, 41: 7, 42: 9; 단 4: 14, 21, 6: 26; 호 4: 13, 14: 7; 욜 1: 17; 암 2: 
9; 옵 1: 7; 욘 4: 5; 미 1: 4, 4: 4; 슥 3: 10; 마 2: 16, 5: 15, 8: 9, 22: 
44, 23: 37; 27: 51; 막 4: 21, 5: 22, 7: 25, 28, 12: 36, 14: 66, 15: 38; 
눅 5: 8, 7: 8, 8: 16, 35, 41, 10: 39, 11: 33, 13: 34, 17: 24, 20: 20; 요 
1: 48, 50, 8: 23; 행 2: 19, 23: 25, 27: 16; 롬 3: 9, 19, 6: 14, 15, 7: 14, 
23, 16: 20; 고전 9: 20, 21; 고전 10: 1, 10, 15: 27; 갈 3: 10, 13, 22, 23, 
3: 25, 4: 2, 3, 4, 5, 21; 5: 18; 엡 1: 22; 빌 2: 10; 딤전 6: 1; 히 7: 11; 
약 2: 3; 벧전 5: 6; 벧후 2: 9; 계 5: 3, 13, 6: 9, 12: 1.

8) 위 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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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일어선 그 물=하마임= = 하마임1)이다. 모세
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애급 군대 위에 덮여진 그

물2)이다. 그 물 하 마 임3)은 물 사역자가 쓴 물에 나

무를 던지면 먹는 그 물4)이 된다.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

겨지는 그 물 하 마 임5)이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이리

저리 치는 그 물 애급6)이 되어 갈라지는 그 물 애급7)

이다. 고치는 그 물 애급8)이다. 단 둘레에 가득한 그

물 하마임9)이다.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언

약 그 물10)이다. 하늘로 오르는 물이다. 부활이다.

윗물 아랫물 물은 창세기 1장 둘째 날에 두 개로 갈

라진다. 그 물11)은 하늘과 땅을 구분한다. 예수님의 십

자가 사건 암시다. 하늘과 땅이 갈라져 구분된 7대 절

기에서 나타나는 무교절이 된다. 무교절은 하나님을 믿

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맡는 때이다.

물의 역사는 대 홍수 사건을 들 수 있다. 위기 사항

1) ( , 창 1: 7, 7).

.(하마임, 창 1: 7, 7)ם (2

3) 그 물 ם(하마임, 출 14: 28).

.(하마임, 창 1: 7, 7)ם (4

5) 그 물 ם(하마임, 수 3: 13, 16).

6) 그 물 ם(하마임, 왕하 2: 8).

7) 그 물 ם(하마임, 왕하 2: 14).

8) 그 물 ם(하마임, 왕하 2: 21~22).

9) 그 물 ם(하마임, 왕상 18: 35).

10) 그 물 하 마임ם(하마임, 창 9: 15).

11) 그 물 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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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을 때 애굽 군대를 물속에 집어넣고 사장시킨 하

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러한 물의 사역은 많은 양의 대

홍수로 번제 드려지는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이다. 역사

는 항상 진실을 알려 준다. 사람의 삶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말씀 사역자 단 물이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물을 많이 있게 하여 살게 하

였다. 이러한 물은 사람의 입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기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린다. 성경은 특별한 일에

대하여 앞에 정관사 하= 하를 붙여 숨 쉼을 전한다. 사

람의 목숨은 숨 쉬어야 산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도 사람의 목숨은 천명이다. 숨 쉬는 호흡이다.

이 ‘ =헤’는 숨구멍 의미로 배움이 전제되어 있다. 히

브리어로 그 순서는 다섯째이다.

성경 시편 150:6 구절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 할렐루야 야 테할렐 하니솨마 콜
야~할렐루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의 주시는 숨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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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물 하 마 아 임4). 그 물 하 마 아 임

완만하고 길게 발음하는 그 물=하마아임= 하마임=

하마임1)은 하늘 궁창 가운데의 그 물=하마아임=

하마임
= 하마임2)이다. 방주가 뜬 그 물 이며 잡신을

덮는 그 물 하마임3)이다. 이삭의 그 물 하마임4)이
다. 그 물 하마아임5)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시는 물 위의 사랑이다. 예수님

이 베드로야 물 위로 걸으라 하심에 물 위에 걸어가는

물의 사역 그 물=하마아임= 하마아임= 하마아임이다.
사람들이 세상 밑 · 아래를 내려다보며 두려워하면

빠지는 물이다. 성경은 뚜렷이 물이 쌍수인 이유를 위

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꿈이 일어선다. 물은 사랑과 말

씀의 전달을 목표로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물위로

걸으라 하시었다. 두려워하여 믿음이 약하여 지면 물에

빠진 물이다. 우리민족은 물 위로 걷는 민족이다. 하늘

로 승천하는 의식의 우리민족이다.

1) 물 (하마아임, 창 1: 2).

2) 그 물 ם(하마아임, 창 1: 6).

3) 그 물 ם(하마아임, 창 7: 18, 20).

4) 그 물 ם(하마아임, 창 26: 20).

 (창 7: 19, 8: 5; 출 14: 22, 29)ם · (왕하 2: 21)ם · (창 1: 6)ם (5
 :(왕하 3ה~ם · (창 1: 22; 왕하 3: 20, 22)ת~ם · (신 8: 15)ין~ם ·
ם · (출 24: 7)ל~ם · (시 147: 18)לּו~ם · (시 106: 11)סּוּו~ם · (20
~ט(창 18: 4, 24: 17) · ם  :(왕하 3י~ם · (시 69: 2, 14)י~
ם · (출 2: 10)ן~ם · (19 ין ם · (창 16: 7)ל~ ין  · (창 16: 7)ל~
 .(왕하 3: 25) 등ל~ן~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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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 복수2. 물 · 복수複數複數
  

히브리어 물은 쌍수 말고도 복수가 있다. 물을 하나

둘로 셀 수 없지만 성경에는 복수 물이 있다. 물바다=

얌밈=
양밈

= 양밈과 나날들=얌임=
양밈

= 양밈
은 똑 같은 히브리어지만 발음부호표시에 의해서만 다

른 뜻을 지닌다.

아주 시적이다. 인간의 삶이 바다의 삶이다. 물의 복

수인 물바다=얌밈= 양밈= 양밈과 나날들=얌임=

양밈= 양밈은 모두 노아 홍수와 관련된다. 목적형 라

메드= 라메드1) 용법을 사용하여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없애주신다. 물로 말하면 소금물인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실 때 이 표시 라메드 라메드가

물바다=얌밈= 양밈= 양밈과 나날들=얌임= 양밈=

양밈에 놓여 모두 같이 사용된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둔다. 부모님은 자식

들을 위한 삶을 산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사랑하

는 자녀를 위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상의 파

도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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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 단수3. 물 · 단수單數單數
  

1). 하나님의 강 푸르고1). 하나님의 강 푸르고1)1)

성경의 물 단수는 하나님의 강=푸르고=페레그= 페레
그2)이다. 하나님은 강을 푸르게 하시어 이 푸른 땅을

우리에게 주시었다.3)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강=푸르고=페레그= 페레그4)를 주시었

다. 하나님만이 강=푸르고=페레그= 페레그5)하게 하시

었다. 하나님의 강=푸르고=페레그= 페레그는 입 파아

파아6)에 목적사가 붙어서 푸르게7) 되었다. 하나님의 강

이 푸르다. 지금도 남아 있는 부여지명에서 우리민족이

푸른 민족임을 나타낸 부소산이 있다. 우리언어 푸르게

의 차명 청구8)아파트가 있다. 하나님에게 기대는 언덕

이 있는 아니 에덴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큰 민족이고 복을 받는 민족이다.

1) ( , 시 65: 10).

2) 강 ג(페레그, 시 65: 10).

3) 시 65: 9.

4) 알 페레그;  ג~ל(알~페레그).

.(알~ 파르게, 시 1:3)ל~י (5

6) (파아).

.(파라그)ג (7

8) 三聖記 安含老 大師. 李裕岦(삼성기 안함로 이유립대사) 桓檀古記(한단
고기)의 三聖記(삼성기)…倍達桓雄(배달한웅)은 定有天下之號也(정유천하지
호야): 천하를 평정하여 그 도읍한 곳을 신시~後徒靑邱國(후도청구국): 뒤에 
청구국으로 옮겨 傳十八世(전십팔세): 心操彿山(심조불산) 桓檀古記(한단고
기) 三聖記(삼성기)의 神市歷代記(신시역대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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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강 내 강과 일반 강2). 하나님의 강 내 강과 일반 강

하나님의 강은 내 강이다. 우리 강이다. 내 강은 내

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강으로 푸르고=페레그

=
페레그

= 페레그 강이다. 강이 흐른다.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나할= 나할= 나할이
다. 내 할 일이 있는 시냇물이다. 내 할 일은 이 땅을

푸르게 하는 일이다. 내 삶이다. 물이 흐르는 강이다.

나하르= = 나하르1) 강은 나일강 예오르 · 요단강

야르덴2)이 있다. 흐르는 강이다.

우물 브엘3) · 새벽 우물 샘 모자4) · 더러움을 씻는

지혜의 샘 마코르5) · 샘 우물 엔6) 등이 있다. 모두 단

수이다. 이 단수의 물들은 물 하나하나 낱개가 아니라

이 물 낱낱이 모이어 흐르는 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강이다. 단 하나의 강=나하르= = 나하르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나할= 나할= 나할과 힘차게

흐르는 강=나하르= 나하르= 나하르 차이는 시냇물=나

할= 나할= 나할과 강=나하르= 나하르= 나하르다. 전

1) ( · 강, 시 105: 41) · ר(베나하르 · 그리고 강, 창 2: 10, 
(그리고 이름이 그 강, 창 2: 13)ם~ר · (14

.(야르덴)ן (2

.(브엘)ר (3

.(모짜아)א (4

.(마코르)קר (5

.(엔)ין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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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냇물은 졸졸 흘러서 영원한 집에 들고픈 시냇물

이다. 강 나하르는 영원히 숨 쉬는 나하르이다. 이 둘

은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 나일강=예오르=

예오르= 예오르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강이다. 어두에 하
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예=

예
=예가 있어 하나

님 일을 하는 강이다. 나일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뒤 쫓아 오는 애급 군대를 물속에 넣었

다. 요단 강 역시 마찬가지다.

큰 강들이 단수로 제시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강

을 전체로 움직이심에서이다. 물의 움직임으로 흘러가

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로 가기 위하여서다. 물이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간다는 통념을 깨고 성경의 강은 하

나님을 향한 곳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려 흐른다. 강은

하나님이 숨 쉬게 하기 때문에 살아 있다. 살아있어서

주위의 나무들과 풀들과 고기들을 살게 하는 물의 사

역이다. 물은 홀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 흐른다. 살아있는 것들을

푸르게 하는 하나님의 강이다.

우리가 물하고 늘 말 하는 이 물 발음 할레 할례이

다. 히브리사람 들이 늘 물 하고 말 했던 할레를 우리

는 할레 할레 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며 말로 축

복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물을 잘 쓴다. 물을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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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생명 물제2절 생명 물

물을 먹고 우리는 살아간다. 혼자만 먹고 잘 사는 것

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물으며 의좋게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물을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참

물을 먹는다. 살아 있는 우리는 말을 한다. 마음의 말

을 하며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물을 먹는다. 마 임

= = =마 임이다. 나의 임 = = =마 임이다. 임은 나

의 주인이다. 내 앞에 있는 나의 임은 나의 주인. 주님

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며 우리는 섬기며 산다. 어른

을 높이며 산다. 내 앞에 있는 분을 섬기며 복 받는다.

물이다. 생명이다.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쓰는 살아라! 살다!와 같

다. 우리말이 전해지는 슈메르어 아카드어1)가 있다. '

살아'발음은 사라나 사람 언어는 살아의 전성명사형이

다. 살음도 마찬가지이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는 물

과 피가 있다. 우리들은 몇 해나 살았누라고 묻는다.

아카드어에 복수를 가리키는 살았누 šarrᾱnῦ2)가 있다.

1)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39:  “아카드 인 들은 수메르인 들로부터 음절~부호뿐만 아니라 단어~부호
(표의문자)도 인수받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이것들이 아카드어 단어와 
동일한 것처럼 읽었다. 그리하여 수메르어 부호 lugal, "king"으로 읽으며 아
카드어 본문에 나타날 때는 이것이 마치 왕을 위한 아카드어 단어 šarrum이
었던 것처럼 šarrum”king"으로 읽으며, 따라서  아카드어에서 단어~부호로 
LUGAL(혹은 LUGAL~um)이나 음절에 따라 ša~ar~ru~um, šar~ru~um, 
šar~rum으로도 기록될 수 있다.   

2) Ibid, 4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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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어 어미 우= = =우1)는 복수의미다. 우리들은 우의

이 우리의 ‘우’를 아주 좋아한다. 우리들, 우리남편, 우

리집 등등! 그리고 아카드어 놈2)이 사람 뜻이다. 우리

들은 이 말을 즐겨 쓴다. 왕도 놈이고 사람도 놈이다.

사람은 왕이다. 같은 발음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었기에 아주 귀한 존재 왕이다. 한국말 사람이

라는 발음은 아카드어로도 사람3)이다. 사람들은 삶을

살다가 사라진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있다. 사라의

본래 이름은 사래이다. 살레이다. 너 살레! 하나님은 사

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말씀하시었다. 사람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살 날들을 가리킨다. 생명을 가진 산 날 동안

숨을 쉬며 사는 게 사람이다. 숨이 있어서 사람이다.

숨 또한 아카드어 숨4)이라 한다. 숨은 사람이 살아 있

는 동안 쉬는 호흡을 가진 사람은 물을 먹고 산다.

물은 먹는 물과 영적인 양식 물이 있는 쌍수다. 쌍수

물은 여호와5)의 글자가 지닌 살기위하여 “to live” 숨

쉬기 위하여 이다. 헤 헤6)하고 숨 쉬며 산다. 숨 쉼이

두 번 되는 여호와7)는 한국말 하여8)가 기본형이다. 하

1) ( ).

2) Ibid, 42.

3) LUGAL~am=šarram Ibid. 42.

4) šu~ul~mu~u~um=šulmum rhe health.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자, 출 3:14)ה (여호와) 내지 에흐예הה (5

.(헤)ה (6

.(에흐예)ה (여호와)와 에흐예הה (7

.(하야)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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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이 하시는 하여1)는 하사2)와 같은 숨구멍 헤 헤3)

가 두 번 있다. 여호와의 약자4) 야
= =  야

를 우리는 누

구를 부를 때 누구야의 ‘야’이다. 친구야, …야 늘 이

야를 우리는 늘 쓴다. 수치 10이다. 숨 쉼과 숨 쉬게

하시는 이의 하나님 아들의 손5)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 숨 쉬게 여호와6)는 우리를 숨 쉬7)게 하신다. 온

이라는 말은 10숫자이다. 이 숫자는 우리들의 금어 씹

이다. 이 말은 쉰다는 히브리어에서 찾아진다. 우리의

고고한 역사 에너지!8) 찬란한 우리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 발견되어 지는 일이다. 백제 온조와 관련 된 이 온

은 100이다. 백제 온조 온 누리 백제 바로 훌륭한 나라

크고 넓고 아득한 그 옛날 우리조상들 나라이다.

)ה (1 ).

.(하바)הוה (2

3) “히브리어 알파벳,” The Stephen Korean Text of the Hebrew Old 
Testament,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 and Numerically 
Coded to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上(서울: 원어성경편집부, 
2000). 일러두기에서 ה. 

4) George V. Wigram,『구약 성구사전: The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 김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히브리어 알파벳 도표의 ה. 

5) 엄원식, 348.

.(여호와)הה (6

7) “히브리어 알파벳,” The Stephen Korean Text of the Hebrew Old 
Testament,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 and Numerically 
Coded to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上(서울: 원어성경편집부, 
2000). 일러두기에서 ה. 

8) 강 상원 ·「사라진(沈沒) 무제국∼ 東夷族에 母國』(서울: 朝鮮世宗太學院 · 
2013). · 64. 波茶留之國 Pancalas=桓仁國: 동서 20,000리 남북 50,000리. 
Pancalas in Pa∼Mil lofty Heights of Him∼a Laya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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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의리듬

제1절 물에 마음이 비추인다제1절 물에 마음이 비추인다

사람이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물이 아름다운 결정체

를 만든다.1) 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물은 살아

있는 증거로 숨을 쉰다. 이 말은 물이 아무리 몸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목숨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물이 숨

을 쉰다. 시인은 물로 그리움의 시2)를 쓴다. 말, 말씀

으로 초월의 시3)를 쓴다. 이때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닌

2차적 의미로 바뀐다. 시의 특성이다. 바로 물이 쌍수

인바 이 물로 하나님은 깨끗한 물을 바라셔 이다. 이

사역을 시인이 담당한다. 물은 시적으로 말하면 1차적

으로 물리적인 먹이 물 생수이고 2차적 의미로는 생명

수로 바뀐다. 물에 마음이 비취이면 사람의 마음도 비

추인다.4)

1) Emoto, Masaru., 물은 답을 알고 있다: Mizu wa Kotae wo 
Shitteiru 』1 양억관 옮김(서울: 나무 심는 사람, 2003).

2) Ginestier, Paul, The Poet and the Machine()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3) C. W. E. Bigsby, Dada and Surrealism(Methen, & ico Ltd, 197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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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의 신학과 문학1. 물의 신학과 문학

사람은 물을 마신다. 하나님은 깊은 수원에서 만들어

내시는 그의 물을 그의 백성에게 흡족히 마시우신1)다.

인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생명을 유지하려 매일

2.5ℓ의 물을 먹어야 한다. 물2)은 마신 후 30초 후 혈

액에 도달하고 1분후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도달. 10분

후면 피구 · 20분 후면 심장 · 간 · 신장 각종 장기에

영향을 준다. 사람 체중에서 물이 1~2%만 빠져 나가도

갈증 · 5%가 빠져나가면 반 혼수상태 · 12%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하루 마시는 2750 제곱 리터의

양을 역추적 하면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다.

물로 된 사람은 하나님 흔적의 시를 쓴다. 모든 사람

은 자기가 잘난 양3) 하지만 사실은 사람말로 하나님

뜻을 전한다. 하나님은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하나

님 강에 물이 가득하게4)하시었다. 그 증거들이 정화수

인 새벽우물 · 한천수인 찬물 · 국화 수 · 납설수인 섣

달에 온 눈 물 · 추로수인 가을의 아침이슬 등이다. 이

물은 사람에게 치유의 효과5)를 준다. 마음에서 일어나

4) 27: 19.

1) 시 78: 15.

2) 욥 28: 25.

3) 신 28: 65; 대상 14: 12 등.

4) 시 65: 9.

5) 양동식 역편,『고전속의 물 이야기』(서울: 태광미디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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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 곧, 사물어로 한다. 주역 물 기호 ☵로 스며들

며 흐르는1) 순리2)로 설명3)한다. 이퇴계는 인간본성의

성인 진리 경 철학4)에서 물과 관련 시를 썼다. 물에

비치는 사람마음 곧 다투지 않는5) 포용력 바다6) 물의

마음이 비취게 하였다. 형 온계
溫溪
는 아침이슬 해

瀣 아침

이슬자이다. 온계溫溪 퇴계退溪 모두 물水 변을 쓰는 이유다.

철학과 관련 마방진 관련 황하의 지류 낙수에서 올

라온 거북이 등에 그려진 그림이 있다. 하늘과 · 땅 ·

우주 학설이다. 우리 조상 배달 태호 복희씨배달 5세 환웅의

막내아들의 미래상 하도河圖에 천하天河 지금 송화강 말 등에 새

겨진 무늬 학설이다. 이와 관련 천부경은 1을 11개 세

워 일어서라라 위로하고 격려한다. 동서남북과 중앙에

배치 우주 공간 이 순환하는 원리를 세운 하도는 복희

씨가 천제 올린 후 받았다는. 낙서는 천부경을 바탕으

로 하여 나온 우주변화 이치를 알린다.

15~25.

1) ,『한국 시조 문학론』(서울: 양문각, 1997) 152~157. Quach, 
Binh The, The Formative and Transformative Power of Symbol: water 
in the Gospel of John and the "Laozi(Ann Arbor: Company, UMI, 
2002), 94.

2) 上善若水.

3) Red Pine, The Chinese text is taken from Lao~tzu's 
Taoteching(SanFrancisco: Mercury House, 1996), 16. 

4) 敬: 이황,『퇴계전서』5책(서울: 성균관대 대동 문화 연구원, 1981). 
22책(서울: 퇴계학 연구원. 1987). 금장태,『성학10°와 퇴계 철학의 구조』
(서울: 서울 대학교, 2001), 8, 23.

5) 流水不爭先.

6) 海不讓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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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변화를 알린 단군조선 초기 낙수洛水로 대홍수를

다스린 지혜자 우는 단군조선의 부루태자로부터 받은

오행치수법五行治水法을 알린다. 물을 다스리는 낙서는 실

크로드로 그리스에까지 전해지며 신교문화 우주 수학河

圖ㆍ 낙서의 상수학을 알린다. 이처럼 또 숙종 때 최석정은

구수략에서 물은 도道에서 생긴다1) 했다. 물을 하나님

은 하늘로부터 내리며 철학 사역하게 한다.

하도 하도河圖는 1에서 10 까지 이상향, 낙서洛書는 1에

1) 1646~1715: , 數生於者 原者 數之本也  所以 本始而生 數者也. 
物必有本 故 水原爲首(九數略,  甲編). 윤태주,『최석정의 구수략에 나타난 
수리 사상과 유럽수학 수용에 대한 고찰』(대구: 경북대학교 출판사, 198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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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까지의 이상향 과정에서 1을 11회 반복 일어서라

철학을 알린다. 숫자를 의미전달로 하는 일이 있다.

미국 수학자 프랭크 스웨츠Frank Swetz가 낙서洛書로 서

양 마방진magic square · 6세기경 인도 · 9~10세기경 · 유럽을 12세

기 후에야 생기게 한다. 마방진이 있다. 하도
河圖
안쪽의

수 1+2+3+4=10 요드이다. 글자치 10은 여호와 약자이다.

또 우리가 사는 온 날 · 멤 수치 40 + 요드 수치 10 + 멤

수치 40 + 요드 수치 10=100이다. 100은 10

(4+0)+(1+0)+(4+0)+(1+0)=10 곱이다. 10과 100이 동일 의미다.

이 여호와  여호와에 비밀이 있다. 헤 수치 5 + 바브

수치 6 + 헤 수치 5 + 요드 수치 10=26이다.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에 보호받는 백성 날1) 삶2)의 날3)이다. 13

수치는 사랑의미이다. 시편 23편의 중심 되는 주님=아

타하= 아타하=  아타하4) 언어 양쪽 26회째에 주님 자

)י (1 · 여러날, 레 15: 25)과 머무는 날 ים(얌임 · 날들,민 9: 19, 
20).

2) 베르그송 외, “지속의 관념,”『時間과 自由意志』, 정석해 역(서울: 삼
성출판사, 1976), 111~112.

.(얌임, 신 5: 33)ים (3

(미즈모르·시) 시편 23:1מֹור (다윋의)ד (여호)הה  (로이·나의 목사시니)י (4
 (로·없으이시리로다)א (에흐사르·내가 부족함이)ר
(빈느오트·장에)אֹות (데쉐아·푸른 초)א (야르비제니·그가 나를 누이시며)יי 

시편 23:2
 (알·가로)ל~ (메·물)י (메누호트·쉴만한)חֹות (예나할레니·인도하시도다)י
 (나프쉬·내 영혼을) 시편י (예소베브·소생시키시고)ֹוׁשב (야느헤니·인도하시는도다)י 

23:3
(베마으겔레·길י~ (제데크·의)ק (레마안·위하여)ן (쉐모·자기 이름을)ֹו

로) 
 (엘레흐·내가 다닐지라도) ן(술루탄·상)  י(레프네·내게) (타아로흐·주께

서 베푸시고) 
)א  ·사망의 음침한) יא(브네아골짜리로) ~י(키 엘레흐 ·내가 다닐) ם(감·찌라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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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다. 물1)이 하늘로 솟는2) 수직성3)이다. 연구 한

바 우리나라 대표 시집, 임의 선정 50권 자료 연구 결

과 물 시어는 14회다.

사람이 몇 생이나 닦아야 물이 되며 몇 겁이나 전화해야 금강

의 물이 되나 금강의 물이 되나

샘도 강도 바다도 말고 옥류 수렴 진주 담과 만폭동 다 고만두

고 구름 비 눈과 서리 비로봉 새벽안개 풀끝에 이슬 되어 구슬구

슬 맺혔다가 연주 팔담 함께 흘러

구룡연 천척절애에 한 번 굴러 보느냐

~ 조운의 「구룡폭포」4)

절망하지 않고 위로 솟구치는 의미전달 조운 시조

「구룡폭포」는 물 · 샘 · 강 · 바다 · 옥류 · 진주 담

· 구름 · 눈 · 서리 · 새벽안개 · 이슬 · 구슬구슬 · 팔

23:4
 ( ·주께서) ~י(키· 때문에) ע(라·해를) אּא(이라·두려워하지) ~א(로·않을 

것은)
(미스아느테하·막대기가) (쉬브아테하·주의 지팡이와) י(임마디·나

와 함께)   
 (헴마·그것들이)ה (예나하무니·나를 안위하시나이다)י 
 (레파나이 ·내게[) (타아로흐 주께서 베푸시고) 시시편י (수르탄 ·상을)ן

23:5
(내게드·목전א (조르라이· 내원수의)י (바세멘·기름으로) (디스네타·바르셨으니)ן 

에서)
 (로쉬· 내 머리에)יאי (코쉬· 내 잔이)כֹוי (레바야·넘치나이다)ה 
시편 23:6 (아흐· 정녕)ַא (]토브 ·선하심과)תֹוב (바헤세드 ·인자  하심이)ד 
 (하야·나의 생에) י(예메·날) ~ל(콜· 평) יפּו(이르데푸니;·나를 따르리니)
(베솨므티· 내가~거히리로다)י  (비베이트· 집에)ית~ (여호와· 여호와)הה 
(야밈· 영) (레오레흐· 원히)י ם :  

1) Gaston Bachelard,『물과 꿈: L'equ et les Rêves , 이가림 역(서울: 
문예출판사, 1998), 83. 김현,『바슐라르 연구』(서울: 민음사, 1981), 53, 
192~195.  

2) 이영지, “물과 불의 시조 창작적 一例”『새 국어 교육』제 52호(서울: 
한국국어 교육 학회、1996), 7~11.

3) 이영지,『한국 시조 문학론』(서울: 양문각, 1994), 70~71.

4) 조운,『조운 시조집』(한양: 조선사, 194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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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 구룡연을 14회1)한다. 참 시의 자취는 어디에서든

지 7의 2회 자리 예수님 족보2) 관련 신학과 문학이 있

게 한다. 1차 의미에서 2차 의미3) 초월성4)으로 한다.

성경 첫 시작부터 일곱째 날의 첫째 날 그 분 빛은

구원 유월절 표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 날 예수님

십자가가 지닌 찢어짐 · 피 · 무교절 표시 · 셋째 날

부활 초실절 표시 · 넷째날 세상의 빛 만드심 성령 ·

오순절표시로 사도행전 4장 120명 성령세례 · 다섯째

날 번성의 재림 · 나팔절 · 여섯째 날 사람 심판 날 알

곡과 쭉정이 가름 · 속죄절· 일곱째 날 영원한 하늘나

라의 천년왕국 · 장막절이 그리스도를 증거5)한다.

물은 복수6)가 아니라 쌍수이다. 물 ‘마임’7)은 첫 글

자 물 ‘마’8)에서 ‘임’으로 첫째 물 ⇢ 둘째 물 · 하나님

⇢ 예수님 · 예수 ⇢ 그리스도 · 첫 아담 ⇢ 둘째아담

· 옛사람 ⇢ 새사람 · 구약 ⇢ 신약 · 겉 사람 ⇢ 속사

람 · 더러운 물 ⇢ 좋은 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1) Ibid.

2) Stephen F. Baker, 수리철학: 
Philosophy of Mathematics(Prentice~Hall Foundation of Philosphy 

Series)』, 이종권 옮김(서울: 종로 서적출판주식회사, 1983), 88~92.  

3) 홍문표,『시 창작 원리』, 363.

4) Ibid,『기독교 문학의 이론』, 357.

5) 홍문표,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요 4:10~15) 설교문 「한국문인
교회」(서울, 동천아카데미5층, 2012. 11.11. 늦은 4시)

6) J. Weingreen, 『구약 성경 히브리어완성:  A Practical Grammar for 
Classical Hebrew , 김재관 역(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290.

7) (마임).

8)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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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움 정서2. 그리움 정서

소설가 김동리1)는 무녀도에서 모화가 욱이의 예수

믿음 때문에 아들을 죽게 하고 모화도 물에 빠져 죽는

다.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물이 재생이미지2)이게 했

다. 불교 시인 서정주가 말한 물의 변화를 지니는 기독

교적 특징3)이다. 시인은 님을 대신하는 비나 눈물로

언어를 바꾸면서 그리움의 정서4)야 말로 마음을 너그

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하였다.

마음 눈이 아름다운 사람은 모든 것이 고마웁고 그리

고 무엇이든 베풀고 싶다. 가지지 않아도 배부르다.

가만히 오는 비가

락수져서 소리하니

오마지 안흔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 최남선 「혼자 안져서」5)에서

그대 그리움이

고요히 젖는 이 밤

1) , 1913~1995년『무녀도』(중앙지, 1936).

2) 김윤식,『한국근대문학사와의 대화』(서울: 새미, 2002), 396.

3) 문정희,『서정주 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서울: 서
울여자대학교, 1993), 7. 

4) 이영지, “20세기 시조 문학의 위치,”『존재의 미학』(서울: 이화 문화
사, 2001), 651, 653.

5) 최남선,『백팔번뇌』(서울: 한성 도서 주식회사, 192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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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외로움도

보배냥 오붓하고

실실이 푸는 그 사연

장지 밖에 듣는다

~ 이영도 「비」1)

물의 성질을 가진 비는 1차적 의미에서 그리움이라

는 2차적 의미 눈물로 바뀐다. 시인은 시적 화자와 그

리운 대상과의 연결을 그리움, 보고 싶음의 2차적 의미

로 비를 통해 바꾼다.

최남선의「조선 유람가」는 무궁화를 상징성으로 한

다. 다음은 「조선 유람가」이다.

한 팔을 남
南
에 던져 금수삼천리

무궁화 향내 덥힌 대조한반도
大朝 韓半島

산아니 놉흐시냐 물이 곱고나

백화가 얽흐러 진 문화의 동산

~ 최남선 「조선 유람가」2)

물 소재 시는 그리움이라는 마음의 정서로 바뀌어

진다. 시인 50시인 중 한용운시인의 순수 유추는 64%

이었다. 한용운3)의 님은 186회4) 그리운 것은 모두

님5)이다.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암자에서 쓴 시라는

1) ,『청저집』(서울: 금강, 1954). 40.

2) 최남선『조선유람』(서울: 동명사, 1947), 6.

3) 한용운,『님의 침묵』(한성: 한성 도서 주식회사, 1926). 1~166.

4) 이영지, “현대시에 타나난 순수 유추적 님의 분석,”『명지 어문학』14
(서울: 명지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1982),  185~216.

5) 한용운, Ibid, '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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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구전되지만 당시 나라 잃음 서러움을 극복한

의미로서 은유1)된다. 김소월2)시도 사랑하는 여성과의

이루지 못할 사랑을 ㄱ음가로 한다.「산유화」시에서

김소월은 마음속의 울음을 우리나라의 문학 정서를 영

원성으로 한다. 좋은 시3)일수록 2차적 의미가 시에서

드러난다.

김영랑이『영랑시집』의 7항을 “눈물에 실려 가면

달빛으로 눈물을 말릴 가 보다”4) 하였다. 이슬처럼 고

운 눈물의 주인공이 된다. 갖 결혼한 아내와의 사별 때

문에 시인의 깊은 눈물이 정서로 자리 잡는다. 눈물의

영롱한 이슬시학이다. 눈물이 하늘로 향해 오르는 불

꽃5)이다. 순수한 마음6)의 눈물이다.

박목월의 “가시내사 가시내사 가시내사”7)의 눈물은

카타르시스8)의 눈물로 내면內面 목소리이다.

1) , Ibid.

2) 김소월,『진달래꽃』(서울, 한성 도서 주식회사, 1939) 2~234.

3) 이영지, “소월 시에 있어서의 긴장관계,”『명지 어문학』30(서울: 명지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2000), 171~193.

4) 김영랑,『영랑 시집』(서울: 문학 사상사, 1934), 7.

5) Gaston Bachelard,『촛불의 미학: 』, 이가림 역(서울: 문예출판사, 
1981), 100.

6) 이영지, “한용운의 당신 시어,” 현대시에 나타난 순수유추적 님의 분
석,『명지 어문학』제 14호, 195.

7) 박목월,『청록집』(서울: 문학 사상사, 1946). 26~27. 

8) Johannes Hirschberger, “아리스토텔레스”『서양 철학사: 
Geschichte Der Philosophie 上,  강성위 역(서울: 이문출판사, 1988), 
201, 297.    



물의 시학

  

51

1). 물과 마음자리의 정서 1). 물과 마음자리의 정서 

퇴계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물로 표현하였다.

저 푸른 맑은 안개 앉았는 땅을 사서

드맑은 시냇물을 가까이 옮겨 왔다

서로들 깊이 사랑할 물과 돌이 사는데

~ 이황의 『퇴계집』「계거잡흥」1)에서* 필자 역

퇴계는 시냇가의 외딴 집으로 옮겨가서 살았던 이유

를 순응하는 물의 순리로 묘사한다. 깊은 철학으로 승

화한 자연 속에 있는2) 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 사

상이 도출 되게 한다.

퇴계는 물을 파아란 물의 마음안정으로 한다.

이슬의 파아란 풀 물가에 제잘제잘

아아주 작은 연못 모래도 안 보이고

저 새는 하늘 구름 드날며 오가지만

제비가 맑디맑은 물결칠까 정말정말 두렵다

~ 이황『퇴계집』「야당野塘」3)*필자 역

물이 파아랗다의 파아라= = 파아라와 파래서=

= 파래서4) 는 물로 마음을 얻는 마음의 행복 향

1) / 移居碧溪傍/ 沈取唯水石   ~ 이황의『퇴계집』「계거잡
흥溪居雜興」에서

2) 금장태,『퇴계의 삶과 철학』(서울: 서울 대학교, 2001), 175.

3) 露草夭夭 水涯/ 小塘淸活淨無沙/ / 只惟時時燕蹴波 ~ 
이황『퇴계집』「野塘」.

(프로쯔 · 푸르게 · 창ץ · (파아라아 · 파아라아, 출 1:7; 사 11:1)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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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이다. 퇴계는 이=理2)의 값어치를 극히 높고 상대

가 없으며 명할 뿐 명을 받지 않는3) 절대의 상재4) 곧

하나님 흔적으로 한다. 하늘 뜻을 받드는 경 철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마음의 물로 성리학 전통의 하늘과

사람 관계를 알린다. 하늘 명령을 받은 성=性5)으로 한

다. 이 理라는 본체론을 깊은 물에서 건져낸다.

하늘에 대한 경외심이 이퇴계에서 발견되는 것은 천

리를 지킨 신앙심의 성격6)에 가깝다. 숨 쉴 수 있어서

이다. 거경 궁리7)론을 내세운 퇴계의 경외철학은 하늘

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든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거의

신앙적8)이다. 심心 · 성性性 · 정情을 명령이라 받든다.

학문의 세계의 깊이는 반드시 학문의 깊이를 연구하는

사람에 의해 정립된다. 퇴계가 이루어 놓은 학문의 깊

이는 동서양을 막론한다. 독일철학에서도 이 영향으로

철학의 이론이 발달된 나라가 되게 하였다. 이와 기의

두 개의 기본 틀은 인간의 높이를 신만큼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신에 가까운 도의 경지를 이루게 한다.

, 출 1:12).

1)(溪居雜興 끝 수) Ibid, 

2) 이.

3) 李 滉,『퇴계집』續集 圈 十三, 十七: “ 李達李天機, ..此理極尊無對, 
命物而不命於物故也.”

4) 上帝.

5) 性.

6) 금장태., 11.

7) 居敬窮理).

8) Ibid,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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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 5와 히브리어 숨 쉼 자리 2). 수 5와 히브리어 숨 쉼 자리 

사람의 숨 쉼으로 보는 하늘의 명령 절대시의 경敬

철학은 가히 신앙 차원이다. 곧 태극보다 더 높은 위치

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태극이라 한 이 퇴계

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사랑이 앉아 있다.

수로는 5이다. 색채는 황색이다. 땅의 숨 쉼 어머니

의 마음1)의 중심자리이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그 중심

부에 하나님2)을 두었다. 문학에서도 마음의 중심 자리

에 절대자가 있다. 이 흔적은 5의 자리이다. 숨 쉼의

헤3) 이 마음 중심자리는 사랑이다. 사랑은 아파하는

마음이다. 아프다, 아파4)의 아파5)는 엎드리다와 엎어

지다 이다. 한국어와 히브리어가 같다.

우리는 누구를 부를 때 ‘야!’하고 부르거나 기분이 아

주 좋을 때 두 손을 높이 들며 ‘야!’ 한다. 이 야가 여

호와의 준말 야6)이다. 이 야7) 야8)는 숨 쉼이다.

1) , “땅과 땅,”『한국 시조 문학론』(서울: 양문각, 1997), 
151~152.

2) Klaus Scybold, “시편의 우주관,”『시편입문: Introducing the 
Psalms , 이군호 옮김(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2),  201~203.  

3) (헤 · 5).

 ,아하바아 · 사랑은)ַאה · (아하바 · 그 사랑이, 아 2: 4, 3: 10)ַאה (4
아 8: 6) · הַא(아하바아 · 사랑함으로, 아 2: 5).

5) ַאפ(아프 · 참음, 창 19: 1) · םַא(아파임 · 엎드리어, δροω, 창 19: 1).

.5+10=(야 · 여호와의 준말)יה (6

.(야)יה (7

.엄원식,  348 (10)י + (5)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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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전통 시 시조와 그 둘레

시조는 생명력을 지닌 리듬 15자수 초 · 중 · 종장이

합하여 45 자수1)이다. 5 의미소의 3회 리듬2)이다. 이

상 시 문장 수 5의 리듬에서도, 대한민국 5월도 생물이

잘 자라는 때이다. 밀로의 비너스상과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파르테논 신전에서 발견되는 황금 분할 비율

오각형 3등분 가장 짧은 선과 긴 선의 비율

1:1.6180339887…황금분할비율이다.

3)

원 안에 생명 잉태동력이 5등분 1:1.6180339887…황

금분할 된 의미소를 피타코라스는 신을 1, 2를 남자,

3을 여자, 2+3은 결혼이라 했다.

1) , “한달의 색채,”『한국 시조 문학론』 140~144.

2) Ibid, “15와 5+5+5의 사랑의미,”『한국 시조 문학론』, 135.

3)「짐보」웨일스(Jimmy Donal "Jimbo" Wales, 1966년8월 7일~):2001
년 공개된 위키백과에 기록. 피타코라스가 주장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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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조와 시와 성경의 동일성

시와 시조의 가장 큰 장점은 은유이다. 몸 시학
홍문표

학설이다. 인간자체의 진리를 모자람으로 한다. 시와 시

조가 성경의 진리와 동일성이 되는 원동력이다. 그 증

거는 별 모양의 오각형에서이다. 조화와 아름다움, 즉

미학의 서정성이다. 이 서정성 오각형의 신비는 완전한

도형 안의 오각형1)이 있다. 한 원은 절대 상징인데 이

안 별이 그려지고 나머지는 여백 곧 모자람의 미학으

로 있게 한다. 우주 신비의 유추는 오각형 리듬이다.

문학에의 접근은 문학이 그리움을 전제로 한다. 오각

형은 별 모양인데 한 원안에 오각형이 상징하는 모자

람의 미학을 전제로 한다. 별은 문학 특히 시와 시조와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 별을 예칭例稱하여 예수그리스도

를 지칭한다. 시인들은 이 별을 그리운 대상의 사물화

로 지칭한다.

1) 정오각형  한 각의 크기는 108도이고 내각의 합은 540°이며 한 변
의 길이가 a인 정오각형의 넓이이다.

.

(초록색)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은 O 위의 점 A를 골라 직선 OA를 그려 
직선 OA와 수직인 직선을 그린다. 이 직선이 원 O와 만나는 곳을 점 B라고 
한다. 점 O와 점 B의 가운데에 있는 점 C를 그린다.

(빨간색) 점 C를 중심으로 하면서 점 A를 지나가는 원을 그린다. 원 C가 
직선 OB와 만나는 곳을 점 D라고 한다.(이때 원 C가 직선 OB와 만나는 점
은 두 개가 있다. 이 중 원 O 안에 있는 점)

(파란색) 점 A를 중심으로 하면서 점 D를 지나가는 원을 그린다. 원 A가 
원 O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점 E와 점 F라고 한다. 점 E를 중심으로 하면
서 점 A를 지나가는 원을 그린다. 원 E가 원 O와 만나는 곳을 점 G라고 한
다. 점 F를 중심으로 하면서 점 A를 지나가는 원을 그린다. 원 F가 원 O와 
만나는 곳을 점 H라고 한다.(검정색) 오각형 AEGHF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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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은『님의 침묵』에서 당신을 296회1) · 시인

홍문표는『늘 푸른 강물이듯이』2)에서 당신을 51회 사

용한다. 홍문표 시인은 기독교 시인답게 1, 2, 3, 4, 5,

6, 7, 8, 9호에 당신 시어가 없다가 10호에 가서야 처음

으로 당신이라 부른다. 만해가 하나의 점이 곧 우주의

원리와 통하는 동심원의 원리 불교적 관점이라면, 홍문

표 시인은 기독교 시인으로서 믿음의 하나님에게 대한

존칭으로 호칭 5부 은유다.

이 5라는 숫자와 관련되는 오각형에 대한 5의 개념

이 있다. 그리고 오월과 시인 시집을 5부로 나누는 홍

문표 시인이 있다. 홍문표 시인의 경우 시는 ‘먼 훗날

다시 지상에서’ 당신이 15회이다. 5의 3번을 이루는 내

재적 리듬이다. 당신의 전체리듬은 5~5~10~5~5~10~3~3

의 흐름을 지닌다. 곧 5~5~10, 5~5~10의 반복 리듬이

고 3~3 또한 3의 반복 리듬이다. 곧 10~10~10~3~3의 리

듬이고 5로 구분되는 리듬이다. 내재율 리듬의 수 5와

10의 의소는 성경의 생명에 대한 의미지수 헤 · 5의

숫자 개념 5의 반복 리듬이다.

시적 신화소 5는 엄원식의 수비학에서의 5와 연계되

며 윤태주의 마방진 중심수 5와 비교된다.

1) , “한용운의 당신 시어,” 현대시에 나타난 순수 유추적 님의 분
석, 188.

2) 홍문표,『늘 푸른 강물이듯이』(서울: 양문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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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원식 제시 중심수와 윤태주의 마방진 비교

* 표 A~1: * 표 A~2:

윤태주가 제시한 마방진 엄원식이 제시한 수비학

2 9 4 4 9 2

7 5 3 3 5 7 = 28

6 1 8 8 1 6

히브리 수 5=헤= 로 숨 쉼 의미다. 5를 가운데로 한

마방진이다. 이상 시「시제 5호」는 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성이 2차적 의미이다. 하나님이 그 의미를 생명이

잉태되는 흔적으로 하였다. 이상시「시제 5호」는 안으

로 숨어든 시적 화자가 동 · 서 · 남 · 북의 흔적을 제

하고도 살아남는다. 4각 모서리들이 떨어져 하나님이

생명 살리심의 숨구멍이 있게 했다. 사방은 알아봐1)라

는 말이며 이 사방 네 모서리가 뚫려 생명이 살아남.2)

[* 이상 시 「시제 5호」」의 4각 모서리 숨 쉼 이미지]

~ 이상 「오감도 시제 5호」

1) ַא( · 넷, 창 18: 29; 느 7:43).

2) Ibid,『이상 시 연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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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면 네 모서리마다 다 뚫려 있다. 이토록 신

비하게 인간의 숨 쉼을 은유한 시제 5호는 이 5라는

숫자를 지닌 시제목 시제 5호이다. ‘전후좌우를 제하는

유일의 흔적에 대하여’라고 했다. 이토록 숨 쉼의 흔적

은 히브리어 5가 전하는 수치에서 숨 쉼 표시=헤=
헤이

다. 천재 이상은 그림으로도 모자라 문장 수를 5회로

하고 있다. 시조 전체의 내용을 3자三字로 축약하여 2등

분함과 5째 자리 마음의 중심 자리1)가 있다.

전통시 시조 중심자리의 신비가 있다.

[* 시조의 중심 자리 종장 초구 그 5째 자리]

초장 중장 종장

2 대립 혹은 순응의 짝 2 ↘

(5째 자리)≻* 1 2 3 42)

3 대립 혹은 순응의 짝 3 ↗

4 대립 혹은 순응의 짝 4 ↗

[* 우리나라 전통 시에서의 3의 의미]

*의 셋이 모이어 하나가 되는 5째 리듬은 시조창으

로 하나님이 감탄하는 사랑의 자리를 알린다.

1) Ibid, 이상 시 연구』, 239. 

2) Ibid, “시조와 이상, 동천시를 중심으로,”『시조 창작 리듬 론』(서울: 
양문각, 1998),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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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과 유월절과 생명살림3). 17과 유월절과 생명살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스스로 좋았더라 하시는 감탄

은 우리나라 시조 종장에서 감탄의 3글자로 구성된다.

이 감탄의 자리 5째 자리는 17의 의미지수이다.

17은 신성수다. 시조와 이상 시에서 발견된다.

5(손 · 9호)

6(손바닥 · 10호) ⇢ 5(손 · 11호) ￩  6(손바닥 · 12호)=17

￪    
5(팔 · 13호) ￩  12(손자국 · 14호)=17

⇢ 25(악수 · 15호)

~ 이상 시 「오감도 시제 9」~「시제 15호」에서

이상 시 오감도에서 문장 수 5 오감도 시제 9호 · 5

오감도 시제 11호 · 5오감도 시제 13호는 수직리듬 15

로 합이 15가 되면서 양옆으로 각기 10호와 6호에서

각기 6회의 문장수로 17을 만들어 낸다. 13호의 5회와

14호에서 문장수가 12로 하여 합이 또 17을 만들어 낸

다. 중앙 문장회수 5와 배치 자리 값 문장회수 17이다.

신학신성수와 밀접 곧 좌 · 우 균등의 합수1)이다. 문

장 회수 5가 자연스레 중앙에 오면서 그 좌 · 우 균등

배열에서의 문장 회수 합계 17이다. 영국 에이레 리머

릭과 시조 비교 연구2)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기

1) Ibid, 한국 시조 문학론』, 132.『이상 시 연구』,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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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 시인 홍문표 시에서도, 17의 신비한 하나님 나의

존재는 당신시어보다 17회가 더 많다.1) 17은 연금술2)

이다. 17은 유월절 정월 십사일과 3일 후의 17일 즉 예

수님이 돌아가신 날자와 타임머신을 탄 정월 14일과

부활 후의 3일을 합한 숫자이다. 17일은 유월절 정월

14일을 지난 3일이 더해진 데에서이다. 유월절 후 어린

양을 잡는 날3)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하신 날 17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날이다. 이

17의 신비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시었고 사래를 사라라 하라 하시

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었다. 1에서 17까지를

더하면 153이다. 베드로는 고기 153마리4)를 잡는다.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5) 흔적 17이 이상

시 「오감도」10호 · 11호 · 13호의 문장 수가 6 + 5 +

6= 17수에서 찾아진 이 17은 이상시 오감도의 시적 화

자가 손으로 사수하며 홍수를 지킨다. 그런데 그 리듬

이 좌 · 우 균등리듬이다. 의미리듬에서도 하나님의 손

에 의한다. 바로 비둘기 12호는 평화 상징이다. 수직

2) , “시조와 리머릭의 비교,”『새국어 교육』33(서울: 새국어 교육
사, 1981), 242.

1) Ibid, 388.

2) 자비르(Jabir ibn Hayyan, 721~815 AD)는 1: 3: 5: 8에 근거한 17: 
Peter Abelard,  History of Science Fall 2006(Floriad: Technology 
Semesterm, 2006), 12. 12.

3) 출 12: 18; 레 23: 5; 민 9: 5, 28: 16; 대하 35: 1.

4) 요 21: 11.

5) 창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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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손 9호 · 손 11호 · 팔 13호로 홍수를 막는다.

노아 홍수 때 애급 군대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쫓아오

자 하나님은 맞불1)로 막았듯이 이상 시도 아주 큼직한

손 15호 시어로 한다. 하나님 손 곧 큼직한 손이 시적

화자에게 악수를 청한다.

시 작품은 언제나 시인에게서 위대한 진리를 시적

은유 몸시학홍문표 학설로 한다. 이상시인은 그의 단명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감도烏瞰圖」안에 가장 우수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나타내었다.

시제 15호에서 인생 삶의 진가는 시의 소재 큼직한 손

이 살려주어야 살 수 있음을 시적 주제로 한다.

주인공이 신과 악수를 함으로써 삶이 지속됨을 시의

줄거리로 한다.

1) 내가 홍수  בּול ~ (에트 ~ 하맙불 ~ 마임, 출 6:17)를 땅ת ~
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
가 다 죽으리라 ② 홍수 ּוּבל(베하맙불, 창 7:6)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 בּול (메~하맙י ~
불, 창 7:7) 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③ 칠일 후에 홍수 בּול 우)ּוי ~
메~하맙불, 창 7:10)가 땅에 덮이니(창 7:17) 홍수 בּול(하맙불, 창 7:17)
가 땅에 사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④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 בּול (밈י ~
메 하맙불, 창 9:11)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
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 בּול(레맙불, 창 
9:15)가 되지 아니할지라 ⑤ 홍수 בּול(하맙불, 창 9:28) 후에 노아가 삼백 
오십년을 지내었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하맙불, 창 10:1)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⑥ 이들은 노아 자손בּול
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בּול(하맙불, 창 10:32) 후에 이
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일백
세 곧 홍수 בּול(하맙불, 창 11:10) 후 이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⑦ 여호
와께서 홍수 בּול((라맙불, 시 29:10)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
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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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기시학3. 향기시학

1). 향기1). 향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사람의 생애는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향기 발생은 바람을 전제로 한다. 공

기의 이동에서 나오는 전달메시지다. 사람에게서 나오

는 숨소리를 성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2 하였다. 이

때 성서는 숨 ένεφύσησειν he breathed=Λάβετε πνεύμ

β ἅγον Receive Spirit Holy라 하였다.

‘바람’은 ‘바라’의 ‘ㅁ’ 전성명사다. ‘바라’는 성서에서

‘바라= 바라1)로 ‘창조= 베레쉬트 바라= 바라 
베레쉬트 창 1:1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모든 생물,

사람에게 숨 쉬기를 바라셨다. 이를 뒷받침한 하나님

말씀이 ‘물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생명문제는 ‘영 · 바람= 루아흐= ’2) 글자 그대로

그 분 머리 안에 들어감 곧 그 분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다. ‘물’글자를 바로 세우면 ‘말’이다. 말씀이다. 말씀을

성서는 ‘로고’ 우리말 ‘…라고’이다. 우리말에 ‘그 분이

…라고 말씀하셨다’한다.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 물 위

1)  · 창조, 창 1:1,

2) רּו(루아흐/바람 · 영 · 신령, 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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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말씀이 있다.

‘영 · 바람= 루아흐=  루아흐
’1)와 비교되는 판=

table= =  룰아흐 신 10:5가 있다. 우리말 판 짠다 이

다. 우리 조상이 판짠 별과 해와 달이 우주공간을 선회

하는 나라 조선= 朝鮮2)이 있다. ‘Pan ca las’ 판 잘라

다. 대홍수를 피해 마고지방 히말랴 부근으로 삶의 장

소를 옮긴 우리 조상 조선= 朝鮮이 있다. 동방의 빛,

태양이 뜨는 곳에서 한 판 인생의 삶을 살았다. 영= 바

람= 루아흐= = 루아흐와 밀접한 한 판의 판= table

= = 룰아흐 신 10:5 흔적이다.

영= 바람= 루아흐= = 루아흐의 첫 글자 = 레쉬

= 머리다. 판= table= = 룰아흐 목적이며 = 라멕=

…를 위하여’ 존재한다.

판을 잘 짜 사는 삶은 복 받은 삶이다.

마 6:20: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마 5:10∼21)

-Μακάριοι οί δεδωγμένοι ένεκεν δικαίοσύνης,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are) the(ones) having been persecuted for the sake

righteousness, ANMP DNMP APNMP VPRPNMP PG PG NGFS
, ὄτι αύτών έστιν ή 

βασιλεία τών ούρανών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임이요 for of them

is the kingdom of the heavens CS NP흐켸 VIPAZS DNPS NNFS DGMP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

1)  )ר /바람 · 영 · 신령, 창 1:2).

2) 강상원. 한국의 한자발음 원리는 싼스크리트어와 일치하고 있다(판찰
라방송, 2017.7.4.)/ 朝鮮 Sapiens 梵語/ 한자는 중국것이 아니다(판찰라방
송, 19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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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눅 6:20∼21)

20…Μακάριοι οί πτωχοί, ότι ύμετέρα έστίν βασιλεία τού Θ

εού  21 μακάριοι οί πεινώντες νύν, ότι χορτασθήσεσθε μακάρι

οι οί χραίοντες νύν, ότι γελάσετε(마카리오이오이프투코이, 호티

휘메테라에스틴바실레이아우데오 21 마카리오이 오이 페이눈테스

눈, 호티 코르타스데세스데 마카리오이 오이 크라이온테스 눈, 호

티 겔라세테)

-막, ΚΑΤΑ ΛΟΥΚΑΝ 6:20∼21

요한복음 5:3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

국이 저희 것임이요-Μακάριοι οί복이 있나니 blessed(are)

the(ones) DNMP ANMP πτωχοί τῴ πνέματι심령이 난한 자 poor in

spiri APNMP DDNS NDNSt ὄτι αύτῷν έστι그들에게 있나니 for of

them is NPOMZP VIPA ーZS ή βασιλεία τών ούρανών 천국이

the kingdom of the heavens NNFS DOMP NGMP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Μακάριοι οί πενθούντες,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are) the(ones) mourning ANMP DNMP APPNMP, ὄτι αύτοί π

αρακλήθήσονται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for they shall be

comforted CS NPNMZP VIPAZP

:5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

을 것임이요-Μακάριοι οί πραεις,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are) the meek ANMP DNMP APPNMP, ὄτι αύτοί καληρο

νομήσουσιν τήν γήν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CS NPNMZP VIFAZP DAFS N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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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임이요-Μακάριοι οί πεινώντες καί διφώντες 

τήν δικαιοσύνην,의에 주리고 목자른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are)

the(ones) hungering and thirsting righteousness ANMP DNMP APPNMP

VPPANMP
, ὄτι αύτοί κακορτασθήσοται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for they shall be satisfied CS NPNNZP VIFPZP

ληρονομήσουσιν τήν γήν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CS NPNMZP VIFAZP DAFS NAPS

:7 긍휼이여기는자는복이있나니저희가긍휼이여김을받을

것임이요-Μακάριοι οί έλεήμονες, 긍휼이 겨니는 자는 복이 있

나니 blessed(are) the merciful ANMP DNMP APPNMS VPPANMP, ὄτι αύ

τοί έλεήήσνται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for they obtain

mercy CS NPNMZP VIFPZP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있나니, 저희가하나님을볼것

임이요 -Μακάριοι οί καδαροί δή καρδία,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are) the clean heart ANMP DNMP APNMP DDFS

NDFS, ὄτι αύτοί τόν θεόν ὅψονταί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for they God shall see NPNMZP DAMP NOMS VIFPZP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있나니, 저희가하나님의하들이

라칭함을받을것임이요-Μακάριοι οί είρηνοποιοί,화평케 하

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are) the peacemakers, ANMP DNMP APNMP,

ὄτι αύτοί υίοί θεόύ κλθήσοται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을 받을 것임이요 for sons of God shall be called NPNMZP DAMP N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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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PZP

:10 의를위하여핍박을받은자는복이있나니천국이저희

것이라 -Μακάριοι οί δεδωγμένοι ένεκεν δικαίοσύνης,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are) the(ones) having

been persecuted for the sake righteousness, ANMP DNMP APNMP

VPRPNMP PG PG NGFS, ὄτι αύτών έστιν ή βασιλεία τών 

ούρανών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임이요 for of them is

the kingdom of the heavens CS NP흐켸 VIPAZS DNPS NNFS DGMP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

이 있나니

-Μακάριοι έςτε ὅταν όνεδίσωσιν ύμάς καί δυώζω

σιν καί εἵπωσιν παν πονηρόν καθ έμώψευδόμενοι έν

εκεν έμού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ye when they

reproachyou and persecute and say all evil against you lying for the said

of me, ANMP VIPAYP CS VSAAZP NPAYP VSAAZP CC VSAAZP AANS

APANS PG NPGYP VPPNMP PG NPGXS

우리말 복이 성경에서 ‘마카리오이’다. ‘마카경북 영주 지

방의 언어는 ‘모두’ 뜻의 사투리다. 곧 모두 이리오라이다.

주님께 오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다. 우리 조상들이

전 세계의 반이나 차지하고 살던 말버릇 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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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전이相轉移의 향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켜 마카 이리오라 하신 복=마

카이리오라의 복은 히브리어로 ‘벼락’이다. 우리말 벼락

부자가 있다. 어머니들이 딸을 향해 ‘이 벼락 맞을 년’

이라 했다. 복 받을 딸이 그 의미다.

물 위에서 흔적을 남긴 바람 향기는 영성의 숨쉬기

다. 여호와=  여호와의 바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못 박

힘을 못= 바1)로 하며 급 상전이相轉移 한다. 베= 베와 요

드= 요드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맞불작전 십자가상

예수님!  여호와 글자 안에 예수십자가 사건이다. 점화
온도로 급 상전이相轉移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성

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었다.

봐 이레= = 바이레2) 7회 같은 말씀이 있다.

[*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
알레프를 가진 , 7회]3)

 창 1:12 창 1:11 창 1:5 창 1:4 창 1:1

￬          ￬        ￬        ￬        ￬ 창 1:24 창 1:11 창 1:5 창 1:10 창 1:21

￬         ￬        ￬        ￬창 1:12 창 1:8 창 1:12 창 1:27￬        ￬        ￬ 창 1:10 창 1:18 창 1:27

￬         ￬        ￬창 1:10 창 1:21 창 1:27

￬        ￬       창 1:25 창 2:3

￬창 1:39

- 창세기 1장 1- 2장 3절까지

1) , 『알기 쉬운 성서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서울:쿰란출판
사, 2006).

2) (바이레아 · 하나님이 감찰, 보시니, 창 1:31).

3) 이영지, 『물의 신학과 물의 시학』(서울:창조문학사, 201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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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봐라= 봐라1) 봐 이쁘라= 봐 이쁘라2) 봐

이거라= 봐 이거라3) 하시면서 시인을 초청하신다. 성

령의 시인은 배우고 배우는 성서의 현재형 아= 아4)로

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맞불 작전에 하나

님의 사람들은 향기로운 상전이
相轉移
의 숨 쉬는 시의 향

기를 하늘이 쏟아낸다.

하늘에 오색별 향기 오색향기의 천문 기록 곧 하늘

에 찬란한 다섯별 기록1733 환단고기桓檀古記 단군세기檀君世

1) ( · 창조 완료) 4회.

.(바이쁘라 ·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시는) 6회א (2

.(바이크라 · 하나님이 초청) 5회א (3

.(알레프 · 하나님의 법을 알고파 배움)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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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 무진오십년오성취루茂辰 五十年五星聚婁다. 우리 조상들이

남겼다. 나대일과 박창범 천문학박사 공동 논문「ON

ASTRONOMICL RECORDS OF DANGUN　PERIO

D」가 있다.

나대일․박창범 천문학박사가 공동 논문

박석재에 의해 증명, 스타린나스라는 미국소프트 컴

퓨터1) 확인, 하나님이 그의 비밀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진리는 익혀 하나님의 자녀가 또 그 분의 사랑방법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 뜨거운 가슴 점화온도의 경지

에 선다. 그리고는 가르치는 스승이 된2)다. 성서 진리

를 전하는 시인의 뜨거운 가슴이 있다.

1)  , 서울대천문학과학와 석사, 미국텍사스대 오스틴켐퍼스 천문
학박사, 한국천문원위원을 거쳐 한국천문연구원책임연구원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천문원장울 지냄/ 분류 대한민국의 천문학자, 대전고등학교 동문, 연세
대 교수와 숭실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수/1991-1992 한국아마추어천문
학회회장, 1999-2005 한국천문학회 책임연구원. 천억을 들여 세계 망원경
설치에 1조대의 망원경설치에 가입 2005-2011 한국천문학회회장(위키백과
기록).

2) 한사무엘, ‘히브리어 무료 강좌 12-’완료시제연습‘(인터넷강좌, 히브리
대학구약성서학박사 20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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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 알레프

히브리어 23자의 알파벳 자음 중 첫 번째 자음 알레

프  알레프는 동사로서 배우다 이다. 창조주의 신적인

요소를 배워야 함1)이다.  알레프는 천 1000의 의미이

며 신의 뜻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우고 또 배우면 잘

가르친다는 히브리사상을 내포한다. 성서는 성서를 배

우는 자에게 그 증거 점화온도가 높혀진다. 가열되어

그 분이 베푸는 사랑을 배운다. 생명연장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에게 그 영광을 진행형2)으로 한다. 성경은

매우 익살스러워서 알레프 알레프를 23회로 나타내서

창세기 2장 3절을 은유한다. 성경은 그 글자가 쓰여 진

위치까지 시의 은유로 한다.

물 위에 바람 하나님의 영이 뜬다.

1) , 『알기쉬운 성서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서울:쿰란출판사, 
1085)., 64 66)/ 이민영, 『기초 히브리어』(삶 배움터 성서원어연구원 교
육교재)., 64. 

2) Alger F. Johns,『성서아람어 문법:A Short Grammwa of Biblical 
Aramaic , 김이곤 역(오산:한신 대학교 출판부,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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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 안에서 숨 쉼의 상전이相轉移

상전이
相轉移
란 말은 에너지 팽창 현상을 말하는 과학

용어이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얼음 얼기의 빅

벵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얼음 얼기의 시작은 어느

특정부분이 많이 얼거나 적게 얼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얼음녹기애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상전이相轉移 영성의 숨쉬기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사건이   글자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다. 우

리에게도 보이는 점화온도로 급 상전이相轉移되면서 사

람에게도 향기시학으로 팽창한다. 생애 배움의 생애 상

전이相轉移는 물위로 걸으라는 명령 따라 움직이는 일이

다. 비평정학1)이다.

우리말 그대로의 끄나풀이 성서에 있다. 날개이다.

히브리어로 ‘끄나풀’ 날개 펴다 ‘끄나핌’이다. 우리말 ‘끄

나플’이다.

� 그 날개로=포르세 끄나파임   VQPMPG NFD stretch

forth their wings έκτείνοντες τάς πτέρυγας … 그 날개로 베카

트페헴   with their wing 출 25:20

‚ 날개가= 끄나파임  NFD wings 사 6:2

ƒ 날개가 있고= 끄나파임  NFD had wings 겔 1:6

„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베로-이크네프  
(C.ABN-VNIMZS yet –not be removed into a corner

사 30:20)

1) “ 의 수립과 그 방법,” 조선일보, 193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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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끄나풀이 발음그대로 성서에서 날개이다. 이

끄나풀은 성서에서 쌍수이다. 양쪽 날개다. 균형을 삶

의 철칙으로 한 이 온화한 고향 성품 그대로 성서나

우리말 표현 그대로 포르르 날아간다. 날개는 균형을

지킨다. 날개는 하나님이 숨기지 아니하시는 시의 하늘

로 폴폴 나른다. 하나님이 이끄는 끄나풀로 시인 날개

를 펴고 그 분의 은혜에 따르는 자유로움이 있다. 홍문

표「五月의 강가에서」시가 있다.

시 시작은 “오월의 하늘”이다.

①. 하늘에 강물이 흐른다

②. 오색 빛 초롱으로 치장

③. 태양

…

①. 바람이 불면 언어는

②. 날개를 펴고

③. 五月의 하늘을 나른다 

‘五月의 하늘에’ 강물이 흐른다. 강물이 하늘에 흐르

는 강물이다. 말미에서도 ‘오월의 하늘을 나른다’는 2회

리듬이다. 첫 시작 “오월의 하늘”을 창세기 첫장에서 2

장 3절까지를 ‘오월의 하늘’에 예속시킨다. 시 「5월의

강가」오월의 하늘은 홍문표 에덴시학 연구 발판1)인

하늘의 물이고 강이다. 날개이다. 말씀을 오월이 하늘

에 펼쳐진다. 오월하늘 오색 빛이다.

1) , 『홍문표 에덴시학(詩學) 연구』(서울:창조문학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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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화온도2). 점화온도

(1). 별의 탄생

시인 홍문표의 오월 하늘에 빛이 있다. 하늘에 오색

무늬 별이 있다.

흔드는 잎 새마다

쏟아지는 빛깔

구슬처럼 영롱한 5월의 하늘이다

-「대숲에 부는 바람」에서

오색 빛 무지개

그 화려한 하늘가로 치솟는

-「너의 이력서」에서

오색 빛 꽃무늬 해살진다

-「가을 散調」에서

오색무늬 비단길

-「三月의 언덕에 올라」에서

님의 땅은

오색 빛 가을로 이글거리고

-「오세암 입구」에서

무심한 오월의 허공에

인고의 마지막 숨결이 얼룩진다

-「소복」에서

온몸을 살라 절규하던 별들의 꽃비

-「목자의 뜰」에서

하늘도 푸르고

그대의 가슴도 물씬 풋내가 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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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

용광로처럼 뜨거운 마음들이

-「출발의 팡파레」에서

오월은 우리 조상의 하늘가 전달향기다.

‘쏟아지는 빛깔/ 구슬처럼 영롱한 5월「대숲에 부는 바람」

오색 빛/ 그 화려한 하늘가「너의 이력서」

오색 빛 꽃무늬「가을 산조」

오색무늬 비단길「3월의 언덕에 올라」

오월의 빛깔「바닷가에서 Ⅱ」

오색 빛「오세암 입구」

별들의 꽃비「목자의 뜰」

오색 무늬 하늘의 영역이다.

온통 하늘에 가득한 향기는

죽음처럼 무서운 유혹입니다

-「꽃의 설화」에서

별들을 쏟아 놓은 꽃밭이다

-「言語의 꽃밭에서」에서

오색향기는 천문 기록에 남아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며 기록한 환단고기桓檀古記 단군세기檀君世紀에 있다.

점화온도라는 어려운 말을 쉽게 성서는 여리고 성

함락으로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돌고 일곱

째 날 같은 방식으로 7번 돌고난 직후 제사장들이 양

각 나팔 붊을 신호로 일제히 백성들이 함성을 내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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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점화 온도수 6:16로다.

양성체 -양자陽子라고도 함- 물량 둘이 +플러스 성질을

가져서 멀리서는 서로들 닥아 오지만 아주 가까운 거

리에서는 다시 멀어지게 되는 바로 이때 이 양자 보다

더 강한 핵 전자로 하여 다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핵융

합이 될 때의 온도가 점화온도이다. 이 점화온도에 의

하여 별이 탄생 이 핵융합을 만드는 온도 섭씨는 천만

도= 핵융합1) 일어나는 온도, 별을 만드는 온도이다.

하늘의 별은 우주 전체에서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는 알 수 없는 진공이다. 이 행운의 별을 시인 시인이

노래할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홍 시인의

‘오월의 강가에서’ 시가 있다. 시인은 새벽하늘에 빛나

는 오색 빛 별을 보고 시를 쓴다. 영의 세계가 홍 시인

의 시에 나타난다. 신앙과는 관련 없을 것 같은 과학자

가 영의 문제를 언급한다. 과학의 대가 박재석 천문학

박사의 영성 언급2)이다.

1) : 「오늘의 역사 9강 원자 에너지를 탄생시킨 양자물리학 별을 
빛나게 하는 핵융합, 백조가 된 블랙홀, 물질과 진공, 태초와 종말」(2020. 
6. 16. 상생방송)

2) 우주가 탄생해 약 10억년이 지나는 동안 최초의 천체들이 태어났다.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별의 핵융합 과
정에 의해 언젠가는 수소와 헬륨이 고갈된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별의 탄
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은하들은, 중성자성 불렉홀 같은 별들의 
시체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약 1조년 뒤 일이다. 더 이상의 미래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결국 현대우주들도 극한의 시간과 공존
에 이르면 과학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돼버린다. 동양에서 사유를 바
탕으로 한 우주론과 서양에서 수식으로 얻어낸 우주론이 근본적으로는 영성
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박재석 「하늘의 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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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이 점화온도로 탄생시킨 U리듬

천문학박사가 말하는 영성의 분야 견해처럼 환단고

기의 오색별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육안으로 바라보는

시인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을 보며 노래할 수 있다.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핵융합이다. 이 활발하게 일어

나는 양성자를 전자하나가 돌고 있다. 이 프러스 성질

을 가진 전기량이 같은 헬륨은 양성자 2개를 가진다.

바싹 붙어 원자력 가까이 있을 때 작용 수소원자 핵

즉 양성자 핵 네게가 모이면 헬륨핵이 된다. 같은 양성

자가 모였다가 헤어지기 전 높은 온도 곧 점화온도에

의하여 별이 탄생1)한다. 프러스 성격을 지닌 양성자가

서로 가까이 닥아 오다가 일정한 거리에서 둘 모두 양

성자이므로 헤어지려 하는 순간 이 보다 더 강한 핵

전자 힘에 의해 붙으면서 별이 탄생한다. 이 별이 그

옛날 기록자에 의해 수성 금성 토성 목성 토성이 하늘

에 나타난 것을 기록한 환단고기 무진년 오성취루라는

기록1733년 7월 12일이 있다.

성서의 점화온도로 탄생시킨 하늘길이 있다. 영성으

로서의 가치는 하늘로 시작하고 하늘로 끝난다.

* 하늘로 시작하여 하늘로 끝나는 성령의 점화온도 U 리듬

1) , 천문학박사(대한사랑이사장); 「하늘의 역사 9강 원자에너지
를 탄생시킨 양자물리학/ 별을 빛나게 하는 핵융합」(STB 상생방송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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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 1:1~1:31:

그 하늘 하솨마임, 창 1:1~이하 창 생략
) ⇢ 그 물 하마임, 1:2 ⇢

그 물 하마임, 1:6 ⇢ 물 마임, 1:6 ⇢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하여

라마임, 1:6 ⇢ 그 물 하마임, 1:7 ⇢ 그 물 하마임, 1:7 ⇢ 하늘
솨마임, 18 ⇢ 그 물 하마임, 1:9 ⇢ 그 하늘 하솨마임, 1:9 ⇢
그 물 하마임, 1:10 ⇢ 그 하늘 하솨마임, 1:14 ⇢ 그 하늘 하
솨마임, 1:15

⇢ 그 하늘 하솨마임, 1:17 ⇢ 그 물 하마임, 1:20 ⇢ 그
하늘 하솨마임, 1:20 ⇢ 그 물 하마임, 1:21 ⇢ 그 물 전체 ~
에트~하마임, 1:22

⇢ 그 하늘 하솨마임, 1:26 ⇢ 그 하늘 하솨마임,
1:28
⇢ 그 하늘 하솨마임, 1:30 ⇢
②. 2:1~50:26:

그 하늘 하솨마임, 2:1 ⇢ 그 하늘 하솨마임, 2:4 ⇢ 그리고
그 하늘 베솨마임, 2:4⇢ 그 하늘 하솨마임, 2:19 ⇢ 그 하늘 
하솨마임, 2:20 ⇢ 그 하늘 하솨마임, 6:7 ⇢ 그 물 마임, 6:17⇢ 그
하늘 하솨마임, 6:17 ⇢ 그 하늘 하솨마임, 7:3 ⇢ 물 마임, 7:6⇢
그 하늘 하솨마임, 7:11 ⇢ 그 물 하마임, 7:17⇢ 그 물 하마임,
7:18
⇢ 그 물 하마임, 7:18 ⇢ 그리고 그 물 베하마임, 7:19 ⇢ 모

든 그 하늘 ~ 콜~하솨마임, 7:19
⇢ 그 물 하마임, 7:20 ⇢ 그 하

늘 하솨마임, 7:23 ⇢ 그 물 하마임, 7:24 ⇢ 그 물 하마임, 8:1
⇢ 그 하늘 하솨마임, 8:2⇢ 그 하늘 하솨마임, 8:2 ⇢ 그 물 
하마임, 8:3

⇢ 그 물  8:3
⇢ 그 물 베하마임 8:5

⇢ 그 물 
하마임 8:7

⇢ 그 물 하마임 8:8
⇢ 그렇게 때문에 물이다 ~ 키~마

임, 8:9
⇢ 그 물 하마임 8:11

⇢ 그 물 하마임 8:13
⇢ 그 하늘 

하솨마임, 9:2
⇢ 그 물 하마임, 9:15

⇢ 하늘안 바솨마임, 11:4 ⇢
하늘 솨마임, 14:19, 22 ⇢ 그 하늘 하솨마임마, 15:5 ⇢ 그 물 
하마임, 16:7

⇢ 물 마임, 18:4 ⇢ 그 하늘 하솨마임, 19:24, 21:17 ⇢ 물
마임, 21:19 ⇢ 물 마임, 21:19 ⇢ 그 물 하마임, 21:25 ⇢ 그 하늘

하솨마임, 22:11 ⇢ 그 하늘 하솨마임, 22:15 ⇢ 그 하늘 하솨마
임, 22:17, 24:7

⇢ 그 물 하마임, 24:13 ⇢ 물 마임, 24:13 ⇢ 물 마임,
24:17
⇢ 또한 물  우마임, 24:32

⇢ 그 물 하마임, 24:43 ⇢ 물 마임,
24:43
⇢ 그 하늘 하솨마임, 26:4 ⇢ 그 물 하마임, 26:18 ⇢ 물 

마임, 26:19
⇢ 그 물 하마임, 26:20 ⇢ 물 마임, 26:32 ⇢ 그 하늘 

하솨마임, 27:28, 39, 28:17 ⇢ 그 물 하마임, 30:38 ⇢ 물 마임, 37:24 ⇢
물과 같이 카마임, 49:4 ⇢ 하늘 솨아마임, 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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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화온도 사랑온도

①. 창 1:1~1:31:에서 그 하늘 하솨마임, 창 1:1
으로

시작하여 그 하늘 하솨마임, 1:30 U리듬 ②. 2:1~50:26:

그 하늘 하솨마임, 2:1U에서 시작하여 그 하늘 하
솨마임, 49:25

리듬은 창세기가 전하는 예수스 크리스도스의

자리를 두 개의 하늘 언어 길로 열어놓는다. 창세기 그

가치는 하늘 길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성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분의 사랑방법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 뜨거운 가슴 점화온도의 경지

에 서게 한다. 그 결과는 가르치는 스승이 된1)다. 성서

진리를 전하는 스승의 뜨거운 가슴이 있다.

 알레프는 천 1000의 의미이며 신의 뜻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우고 또 배우면 잘 가르친다는

히브리사상을 내포한다. 성서는 성서를 배우는 자에게

그 증거 점화온도로 가는 길을 여러 곳에서 제시한다.

그 중에 그 분이 베푸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가지 않았음을 진행형 의미로 제시2)한다.

1) , ‘히브리어 무료 강좌 12-’완료시제연습‘(인터넷강좌, 히브리
대학구약성서학박사 2019.4.27.)

2) Alger F. Johns,『성서아람어 문법:A Short Grammwa of Biblical 
Aramaic , 김이곤 역(오산:한신 대학교 출판부,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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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학과 신학의 그 2차원적 관계4. 문학과 신학의 그 2차원적 관계

1). 이차원의 공통성1). 이차원의 공통성

(1). 사람다움 · 백성다움 · 시인다움

성서는  알레프 창 1:1〜2:3가 23회 사용된다.  알레프

는 진행형이다. 하나님이 ➀ 창조완료 봐라 바라 4회
➁ 창조하는 거 봐 이뻐라 바 이뻐라 2회 ➂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봐 이레 바 이레 7회 ➃ 초
청하시는 봐 이거라 바이크라 5회 ➄ 싹 봐 됐어 
바뎄어 3회 ➅ 인도 봐 됐제  바토제아 3회 이다. 성서는

거의 모든 문장이 동사 즉 행동어로 시작된다. 그 분의

형상 닮기로 예수 그리스도=ό χριστός호 크리스토스 눅 23:35,

39까지다. 행동 진행형이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표시다.

어미형 알레프 알레프의 창세기 1:1~2:3까지 진행

메시지의 우리 인생 시간 언약구조약속은 배우고 배우

고 하여 실행하면 복을 받는 결과의 자람이다.

그 분을 닮아 절대가가 지닌 향기의 그림자로 사는

삶은 사람다움 his kingship으로 사는 일이다. 이 말이

아카드어1)에서 발견되고 또 슈메르어에서 발견된다.

1) , 『아카드어 문법』(대전: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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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는 자라= = 자라1)이고 결과는 시인의 향기2)

가 된다. 몰입하여 나데다 = 나데3) 곧 몸부림치
며 얻어낸 자람 향기시인은 열심히 공부하여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인들의 소망표출은 일반 여염집 아낙네를 비롯하여

갖가지 모양으로 기원하고 기도하고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모습은 기원하는 삼매경에 돌입하면서 중

얼중얼 입을 들썩거리기까지 한다. 기도 즉 기원이다.

그 신비를 전하는 桓檀古記환단고기의 天符經천부경이 있다.

전해지는 天符經천부경은 민간 기원 형식문이다.

천부경 언어가 지닌 가치는 문명발생지라는 수메르

문화를 전해준 스멜국이 桓檀古記환단고기에서 전해지고

그 중 天符經천부경이 鹿圖녹도4)문자의 원형을 전하고 있

어서이다.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웇놀이 형태에서

옛 모습을 찾는다. 그 증거로 윷판이 있다. 승리를 위

한 기원 놀이의 일종 윷판이 천부경과 연계된다. 그림

도라고 할 수 있다. 天符經천부경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

고 그 중에서 1을 11회 반복한다. 현대적 표현으로 繪

畫詩천부경회화시다.

1) ( · 그늘 · 그림자, 욥 40:22, 아 2:17, 렘 6:1).

:(브잘레모 · P.NMS.MZS, in his own image, 창 1:27)מֹו (2

.(나디브 · 귀한, 아 6:12 · 귀한 자의, 아 7:2)יב (3

4) 邊光賢, 월간 '뉴휴먼 단(丹)'의 2000년 11월호에 기고(2000년 10월 8
일)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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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역의 고인돌에는 간혹 그 덮개돌이나 앞마

구리돌, 또는 낮게 박혀있는 문지방돌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알구멍[性穴성혈]들이 새겨져 있다. 특이한 현

상은 여러 개의 고인돌이 있을 경우 그 중 1 ~ 2기의

덮개돌에서만 알구멍 性穴
성혈
들이 있는 것이다. 유추

가능은 역량을 갖고 있었던 무덤 주인공에게 그 후세

들이 도움과 구원을 얻으려는 기원의 한 방법이다. 변

광현은 이와 관련 천부경 또한 후세들이 도움과 구원

을 얻으려는 기원의 한 방법표시라 했다. 칠곡 신동이

나 중남부지방, 즉 沃川천옥천, 漆谷칠곡, 慶州경주 등지에

새겨져 있다. 남해안 가까이의 咸安함안에 이르러서는

알 구멍 주변에 마치 수면의 파문처럼 고리꼴 무늬가

여러 겹 덧붙여 있다고 변광현은 연구하고 있다. 더구

나 알구멍의 원과 그 둘레의 선이 복합된 바위그림=岩

刻畵암각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 및 경상도 전

역과 전라도 일부지방에서는 알구멍이 점차 줄어들고

그 대신 검무늬=劍紋검문나 검자루무늬=劍把紋검파문가 도

드라지게 표현1) 서울 북한산과 안동 등의 고지대 바위

에서 윷무늬 柶板紋사판문와 말굽무늬 馬蹄紋마제문이 발

견2)된다.

1) :『고인돌과 거석문화』., 389 ~ 399. 참조.
변광현의 원시예술 웹페이지 참조
http://myhome.shinbiro.com/~kbyon/petro/kdohang.htm 

2) 보통 윷무늬는 평평한 바위 윗면에 새겨져있는데, 매우 작은 크기이거
나, 구멍이 깊게 파여져 있어, 실제 윷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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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 조상의 삶에서 현실을 잘 넘어가기 위

한 그리고 이웃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염원의 가

능성은 생활방식이나 혹은 시문을 통하여 전해진다. 일

상의 통용성을 지닌 모향의 천부경까지의 거리 연결성

을 가늠하게 하는 것은 알구멍이나 바위그림이나 경주

석장동 암각화의 다양한 무늬 암각화 유적은 경주錫丈洞

의 금장대 金丈臺금장대 암각화 알구멍이 포함된 검무늬

劍紋검문과 검자루무늬劍把紋 검파문와 그리고 사람 발자국

무늬足印紋 족인문와 사슴 발자국 이화문梨花紋에서이다. 고

하도古河圖가 녹도문鹿圖文 연결고리 확증은 없지만 태백일

사太白逸史 신시본기神市本紀가 남긴 녹도문鹿圖文 기원 암사

슴牝鹿우록의 발자국足印설을 유추하게 된다.

암사슴은 빈록牝鹿으로 우록鹿/匕+鹿의 경우 우鹿/匕는 암

컷 사슴=鹿록을 말하고 빈=牝빈은 암컷 소牛우가 의미하

는 암컷 빈=牝빈, 빈록=牝鹿우록은 여성강조 즉 사슴=鹿

록을 신으로 여기는 여인네다. 신지 혁덕은 여인네들이

만든 어떤 흔적들을 보고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창안

하였다. 그 흔적은 바로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알

구멍과 연결가능성을 유추하게 된다는 것이다.

윷판柶板 사판과 고하도古河圖 고하도와 안동 수곡리 윷 무

늬 암각화 결국 이화문梨花紋으로 나열된 윷판은 간단한

. 그리고 안동 수곡리의 한들 바위에서는 이 윷무늬와 함께 말굽무늬와 활
무늬 등 다양한 무늬 들이 새겨져있다.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의 암각
화』, 한길사,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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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판에 부가된 화려한 장식을 유추하게 한다. 알구멍들

이 선으로 이어지거나, 둥그렇게 늘어서 4등분되는 고

리꼴環形 환형이어서다. 이러한 알구멍의 연결이 점차 각

각의 알구멍에 의미 부여되는 고하도古河圖는 이화문이 5

겹 다섯겹두리꼴
五重同心圓

이어서다. 중앙에 5개의 이화문

이 십자형으로 놓여있고, 그 둘레에 10개의 이화문이

선으로 연결 원을 만든 바깥에 북쪽아랫쪽 1개, 남쪽윗쪽 2

개, 동쪽왼쪽 3개, 서쪽오른쪽 4개가 선으로 연결, 다시 그

바깥에는 북남동서 방향으로 각각 5개씩 더해진 6, 7,

8, 9개의 이화문들이 늘어서 외곽은 원각방형圓角方形, 또

는 말각방형抹角方形이다. 1부터 10까지의 수로 하나의 겹

두리꼴同心圓 도형이 원래의 하도河圖 고하도古河圖라는 것

이다. 전해지는 지금의 자료들이 기원형식의 연결고리

로 이어진 것이 천부경이다. 기원형식이다. 전하는 내

용은 1을 11회 사용하여 바로 서라! 일어서라!이다.

녹도문鹿圖文은 녹鹿 사슴고리로 한 책의 일종 첩呫이다.

숫자 나열이다. 더구나 이 녹도문에서 넷을 하나로 묶

어 5라는 의미를 확실히 전해주는 숫자가 있다. 고하도

의 그림과의 연결을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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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부경에서 일어서라 메시지

一 始 無 始 一 析 三 極 無 일시무시일척삼극무

盡 本 天 一 一 地 一 二 人 진본천일일지일이인

一 三 一 積 十 鉅 無 櫃 化 일삼일적십거무궤화

三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삼천이삼지이삼인이

三 大 三 合 六 生 七 八 九 삼대삼합육생칠팔구

運 三 四 成 環 五 十 一 妙 운삼사성환오십일묘

衍 萬 往 萬 來 用 變 不 動 연만왕만래용변부동

本 本 心 本 太 陽 昻 明 人 본본심본태양앙명인

中 天 地 一 一 終 無 終 一 중천지일일종무종일1)

2)

1) :고려시대 포은 정몽주 옥은 야은 길재와 더불어 오은 吳隱 중
에 한 사람인 농은 農隱 유집에서 발견된 천부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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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의 고문古文에 능통하였던 최고운이 옛 비석

에 새겨진 전문
篆文
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한 번역본 가

로 세로 9자씩 나열 총 81자이다. 81자 중 31자가 1부

터 10까지가 있다 이 중에 1이 11회 반복한다. 수학

책1)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 백성들이 모두 일

상의 어려움에서 일어서기를 시적 메시지로 전한다. 일

어서라 그리고 기운을 내 또 빠로 걸어가라!

1을 11회사용하여 숫자로 전하는 메시지는 두 발로

일어서라!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기원문이다. 진가는

숫자로 백성에게 우리 고유의 일어서라 권면하는 몸시

학 시다. 1이 11회 반복케 하여 하여 두 발로 굳건히

일어설 것을 권유하는 지침서의 가치를 가진다.

천부경 설은 ①.천부경은 신지 혁덕이 고안하여 녹도문자
鹿圖文字

로 기록 ②. 자부선생
紫府先生

이 헌원
軒轅
에게 주었다는 삼황내문경

三皇

內文經
은 신시

神市
의 녹서

鹿書
로 기록 ③. 원동중

元董仲
이 지은 삼성기

三聖

記
의 주석

註釋
에서도 고대 문자를 열거하면서 신시

神市
에 녹서가 있

었다2) 설이다.

녹도鹿圖와 녹서鹿書가 구별된다. 녹도문鹿圖文 천부경은

도圖와 서書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1) (1) 번역·주해,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1987, 232쪽
(2) 변광현, 고인돌과 거석문화, 도서출판 미리내, 2000, 343 ∼ 369쪽 

원시예술 홈페이지, http://www.AncientArt.pe.kr/studio/chonbu.htm

2) 임승국, 위의 책,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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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
書
는 고대의 산법

算法
으로 5 표시를 4개의 줄을 나란하게

긋고 그 중앙에 하나의 긴 줄을 교차하여 하나의 묶음인 5를 표현

한 '매듭' 모양이 천부경에 있다. 서
書
는 ②.그어놓은 줄에서 비롯

하여 획
劃
이나 필치 서

書
는 글귀 文과 비슷하다. ①.도

圖
는 그 기원

이 겹두리꼴=二重同心圓무늬와 ②. 하나의 두리꼴=圓 무늬가 이어

진 형상에서 비롯 ③.도
圖
는 동그랗게 그려진 모양의 그림과 도안

등. 그 도
圖
와 서

書
구분이다.

①. 하도낙서
河圖洛書1) 황하에서 용마

龍馬
가 나오면서 등에 나타난

그림
圖
과 하

夏
의 우왕이 홍수를 다스렸을 때에 섬서성

陝西省
낙수

洛水

에서 나타난 거북이
神龜
등에 쓰여 져 있었다는 글씨

書
를 말하는데,

그만큼 도
圖
와 서

書
는 처음부터 완전히 구분된다.

②. 이암
李嵒2)이 지은 단군세기

檀君世紀3)

천하天河에서 거북이
神龜
가 그림도

圖
를 지고 나왔는데, 그 그림이

마치 윷판
柶板
과 비슷하였다.

- 檀君世紀/ 10世檀君 魯乙/ 丙午16년

용마
龍馬
가 천하

天河
에서 나온, 등에는 별무늬

星文
가 있다.

- 檀君世紀/ 36世檀君 買勒/ 辛亥35년4)

③. 하도낙서는 용마의 등에서 보이는 그림과 거북이 등에 나타

난 글을 말하는데, ④. 단군세기에서는 용마의 등에 나타난 별무늬

1) 伏羲 시대에 팔괘八卦와 문자 기원을 알려준다.  

2) 행촌杏村 이암李 (1297~1364)은 고려 말 공민왕 때 수문하시중 역
임. 아우 이교李嶠(?~1361)는 삼성기 하를 쓴 태종의 스승인 원천석(원동
중)의 스승, 이암의 손자 이원李原(1368~1430)은 태종의 아들 세종대왕의 
스승.

[출처] 고려시대 행촌이암의 단군세기|작성자 중심맨

3) 1363년 이암이 단군조선에 관해 저술한 역사서. 연대기는 계연수(桂延
壽)의 『환단고기 桓檀古記』에 수록되어 있다. 일찍이 이암은 고려시대 
『진역유기 震域遺記』를 저술한 이명(李茗)과 『북부여기 北夫餘記』의 저
자 범장(范樟) 등과 더불어 경기도 양주 천보산(天寶山)에 올라갔다가 태소
암(太素庵)에서 진기한 고서 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 때 얻은 고서를 읽고 
이 책을 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태백진훈 太白眞訓』·『농상집요 
農桑集要』와 함께 그가 남긴 이른바 ‘행촌삼서杏村三書’의 하나로 꼽힌다. 서
(序)에 보면 1363년(공민왕 12) 10월 3일 강화도 해운당(海雲堂)에서 저술
된 것으로 되어있다. 1세단군(서기전 2333)부터 47세 단군(서기전 295)까
지의 2,000여 년간의 실록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부여 해모수(解慕漱)의 건
국(서기전 239) 사실로 이어지도록 되었다.

4) 임승국, 위의 책, 80쪽,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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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북이 등에 나타난 윷 무늬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준다. 비록

서로의 근거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어, 이

둘을 비교하여 그림
圖
은 윷판과 비슷한 모양이며, 글씨

書
는 별무늬

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변광현은 말한다.1) 녹도문
鹿圖文
은 윷 무늬와

비슷한 모양이다. 그림
圖
옛 윷판놀이는 한민족에게 수 천 년을 넘

게 전해지는 가장 친숙한 놀이로서, 윷판
柶板
과 4개의 막대기인 윷,

그리고 8개의 말馬이 윷놀이 도구의 전부이다. 그런데 이 윷판이

라는 것은 4등분되어 있는 원이나 정사각형에서 각각의 선분線分

에 동그란 원점
圓點
29개가 늘어서 있다. 즉 윷 무늬는 원점과 원점

이 서로 선으로 이어진 도형이다.

태백일사
太白逸史

신시본기
神市本記

에 신지 혁덕이 암사슴
牝鹿
이 뛰어

다닌 발자취를 보고 녹도문
鹿圖文
을 발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발

자국은 다섯 개의 원점이 꽃봉오리처럼 둥그렇게 모여 있는 모양

이며, 그러한 발자국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지표면을 살짝

스치면서 그어진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되어 원점과 선이 이어진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점
文點
으로 이루어진

하도
河圖
이전의 고하도

古河圖
에서는 점이 아니라 이화문

梨花紋
, 또는

국화문
菊花紋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

어 있는 옛 윷판을 보게 되면, 각각의 원점은 이화문이나 여러 문

양이 그려져 있고, 그 원점에 놓여 지는 말도 이화문으로 되어있

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윷판에 늘어선 각각의 원점은 원래 여러

개의 원이 모여 있는 이화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태백일사
太白逸史

마한세가
馬韓世家

에서는 윷놀이에 신지 혁덕

이 기록한 천부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이 모양으

로 환역
桓易
을 강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니 천부경을 처음으로 기

록한 녹도문
鹿圖文
은 바로 윷판과 매우 비슷한 모양이었으며, 또한

윷판에 나열된 원점은 여러 개의 원이 모여 있는 이화문과 매우

비슷한 모양을 하였으리라 여겨진다고 하였다. 녹도문이 윷판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한다면 최고운이 보고 베꼈다는 비석에 새겨진

전문
篆文
은 녹도문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글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고대의 문자 가운데

원(ㅇ)과 직선(ㅡ)으로 조합된 문자는 한반도에서 실제로 사용되

는 한글의 기본인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訓民正音

과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고시대의 가림토정음
加臨土正音

이 있으며, 일본과 인도에서

1) 伏羲 시대에 팔괘八卦와 문자 기원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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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와 비슷한 문자들이 발견된다. 일본에서는 한글을 신대문
자神

代文字
라 하여 제의용으로만 사용되었는데, 대마도

對馬島
의 복부

卜部
아

히루
阿比留

가문에서 전해지는 아히루
阿比留
, アヒル 문자는 거의 한

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주
九州
의 구가미

九鬼
가문에서 전해지는

까스가
春日
, カスガ 문자는 선보다는 원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1)

그리고 인도 남부 구자라트 주에 사용되는 드라비다어Dravidians

가 한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반도 남부지방

에서는 이렇게 원과 선으로 이루어진 알구멍
性血
과 바위그림

岩刻畵
들

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본의 구주
九州
에서도 발견되었다.

②. 글씨
書
별무늬는 다섯 개의 선이 교차하면서 별 모양을 이룬

것을 말하는데, 앞의 것은 동그란 원점
圓點
과 그 사이의 선의 조합

이며, 뒤의 것은 직선의 교차이다. 녹서
鹿書
는 원점보다 선이 늘어

나면서 만들어진 점선이나 괘선
卦線
, 3효

三爻
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변광현은 말하고 있다.

천부경天符經은 1에서 10까지 수가 모여 있는 도형이

다. 세상의 진리로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기를 희망 권

유하는 의미로 1의 수가 11회 반복된다. 몸 시학홍문표학설

이다. 이 은유표현은 숫자를 기호로 설명하기 위한 11

회로 하여 두 발로 일어서라 안내한다. 지혜=의 진

리를 전한다.

최고운이 보고 베꼈다는 옛 비석古碑의 신지神誌 전문篆

文은 분명 윷판이나 옛 하도=古河圖와 비슷한 모양이었으

며, 그 전대前代의 녹도문鹿圖文이다.2)

1) (島根縣)에서 발견된 이즈모(出雲) 문자, 나라현(奈良縣) 동쪽
의 이세시 (伊勢市)에서 발견된 이세신궁고자(伊勢神宮古字), 미야자끼현(宮
崎縣) 천암호신사(天岩戶神社)에서 발견된 도요쿠니(豊國) 고문자(古文字), 
그리고 상까(山窩, サンカ) 문자 등 발견, 이 가운데 일부는 메이지유신(明治
維新) 당시에 신대문자의 유행이 일면서 위작 (僞作)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문길, 일본고대문자연구 -신대문자는 우리 한글이다-, 형설출판사, 1992. 
일본의 神代文字總攬,

 http://www.sannet.ne.jp/userpage/tsuzuki/sinmoj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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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아카드어 쐐기문자가 끼어 있고 우리천부경

의 자취가 히브리어와도 관련이 있다. 천부경 언어와

아카드어 쐐기문자의 ‘사람’1) 우리말 그대로 사람으로

표시된다. 왕을 일컬어 ‘사람답다’하는 말은 우리방식

언어그대로이다. 이 아카드어와 슈메르 언어2) 우리말

의 같은 언어형식은 역사학자나 언어학자가 아니더라

도 본 연구자 행운으로 우리말이 히브리어와 닮았음3)

연구의 오랜 지속으로 얻어진 행운이다.

한국의. 계절에서 5월은 산야가 파릇하게 그 연하고

싱싱한 향기가 진통하는 때로 환단고기桓檀古記가 전하는

가장 중심자리 사방팔방에서 모여오는 양기 계절 5월

은 삼라만상의 파릇파릇 솟아난 향기의 바람 계절이다.

환단고기桓檀古記 책명은 환인桓因 환웅桓雄 단군檀君이고

기록 삼성기三聖記가 있다. 이 이름은 조선왕조 세조실록

수서령收書令에『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

대기朝代記』『주기표훈삼성밀기周記表訓三聖密記』『지공기』

『표훈삼성밀기』『안함함로원업충삼성기安含老元業仲三聖

2) , 월간 '뉴휴먼 단(丹)'의 2000년 11월호에 기고(2000년 10월 8
일)글 인용.

1) 엄원식, 『아카드어 문법』(대전: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208, 
237.

2) 엄원식, 239.

3) 물(마임)의 초월성과 현실성과 회복성에 관한 연구(2008.2 서울기독대
학원,국회도서관소장 TD 230-8-320)/『물 (마임)에 대한 신학과 문학의 
비교연구』(서울:창조문학사, 2008)/『물의 신학과 문학』(서울:창조문학사, 
2013)., 547〜732/『물의 신학과 물의 시학』(서울:창조문학사, 2017)., 
809〜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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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도증사량훈道證沙良訓』『문태산文泰山, 왕거인王居仁, 설

업
薛業
등 3인의 기록』『수찬기소1백여권』『동천록動

天錄』『마슬록磨虱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

錄』『지화록地華錄』『도선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등이 전해

진다. 박석재1) 에서 오성
五星
화수목금토

火水木金土
의 오성

기록 무진 오십년 오성취루戊辰五十年五星聚婁 -『환단고기桓

檀古記』‘단군세기檀君世紀’ 기록을 알린다.

박재석은 계연수가 BCE 1733년 7월 13일이라고 기

록하고 있었음박재석은 컴으로 확인한 결과 1734년 7월 13일을 미국 스

타리리나스 마이크로소프트로 확인한다. 씨앗=제라 자루

아흐   제라 자루아흐 NMS NMS seed sowing 종자 σπέρμα σπέρ

ιμον 레 11:27 씨앗 씨앗이 그 분의 향기로 자라 글로 전해

진다.

1). 천문학자 ‘하늘의 역사 1-9강’ 특히 ‘4강 개천으로 열린 우리
의 하늘’과 ‘9강 원자에너지를 탄생시킨 양자물리학/ 별을 빛나게 하는 핵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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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물의 신학제2절  물의 신학

1. 하나님과 예수님1. 하나님과 예수님

이크듸스는 곧 예수 크리스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다. 인간 물고기를 낚는 청년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 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1).

사랑의 실천2)을 한 하나님의 아들3)이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사랑을 성서는 우리말 아파 히브

리어 그대로  아하파 · 사랑4)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파한 일은 수치 아파하= 아 5 + 파 2

+ 하 5 + 아 1 = 13  아하파이다. 사랑의미다. 아가

서가 그토록 사랑장이 되는 이유는 여섯째 날에 하나

님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낸 아파5)글자가 많다.

아파 언어는 아가서에서 6회 사용한다. 단 6회로 여섯

째 날의 예수님 사랑 과학문예미학을 만든다. 아파하는

사랑 문법아 2:4이 아가서에 있다.

1) 15:25, 27; 갈 2:20; 요일 5:6, 8. 

2) 손원영, Ibid.

3) 민대훈, Ibid.

4) ַא(아하파·사랑, 신 10:14; הַא (원형 ַא 아하바) :사랑이(.NFS, love, 아 

1:10, 3:10) 사랑하므로(.NFS, love, 아 2:5), 사랑하므로 (NFS, of love, 8:6) 사랑은(.NFS, love, 아 8:6),  

그 사랑이(.NFS,, was love, 아 2:4) 

5)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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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바 원형  아하바

 아하바 그 사랑이 .NFS,, was love, 아 2:4

 아하바 사랑하므로.NFS, love, 아 2:5

 아하바 사랑이. NFS, love, 아 3:10

 아하바 사랑은 NFS, love, 8:6

  하아하바 네 사랑이 원형  아하바:

내 사랑이 D. NFS, my love, 아 2:7

  하아하바 사랑하는 자가 (D.NFS, my love, 아 3:5

  하아하바 이 사랑은 D.NFS, love, 아 8:7

  바아하바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원형  아하바 P.D.NFS, for love, 아 8:7

  아헤부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원형  아하바:VQACZP.MYS, do-love thee, 아 1:4

   에트 아아하바, 원형  아하바:

사랑하는 자를, D.NFS, my love, 아 8:4

  쉐아하바 사랑하는 자야

원형  아하브 :사랑하는 자야, R.VQAFZS,

O thou whom – loveth, 아 1:7

  쉐아하바 사랑하는 자를 R.VQAFZS

him whom –loveth 아 3:1, 2, 3, 4

  아하브우하 너를 사랑하는구나

원형  :너를 사랑하는구나, VQACZP.MYS

do – love thee, 아 1:3

  아하브우하 너를 사랑하는구나

원형  :너를 사랑하는구나, VQACZP.MYS

do – love thee, 아 1:4

  아하브우하 너를 사랑하는구나

원형  :너를 사랑하는구나, VQACZP.MYS

do – love thee, 아 1:3

도드흐 그 사랑하는 자, NMS. FZS, her beloved

아 8:5

  레도디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원형  다윋 P.NMS.CXS, to my beloved

아 4:16, 5:2, 4, 5, 6, 6:2,

.  베도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다윋 C.NMS.CXS

and my beloved is, 아 6:2, 7:11

 도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형  다윋:

NMP, O beloved, 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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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으야티 네 사랑아

원형  라아야 NMS.CXS, O my love 아 1:9, 사랑 my

love, 아 4:1, 7

 라으야티 네 사랑 원형  라아야 NFS.CXS

O my love 아 6:4

이제 13의 히브리어 수치의 비밀이 밝혀진다. 아가서

는 다윋의 자손 예수의 사랑을 희생으로 기록한 예수

13대 사랑의 주제로 한다. 솔로몬의 아가서는 다윋의

자손 예수가 아파하는 사랑서다. 미국 성조기는 다윋의

별 13개로 되어 있다. 아가서는 예수와 다윋 그리고 여

호와  여호와의 수 값 26 곧  여호와 수치 5 6 5 
10=  =26/2=13 예수님과학문예미학서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부자父子 사랑이야기

다. 사랑의 근거는 여호와 수치 26 그 과학문예미학의

반인 13의 사랑의미에서이다.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 메

시지는 예수님 족보로 증명된다. 공개된 예수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42회째는 그리스도=ό χριστός눅

23:35, 39이다. 그 순서가 아브라함 ⇢ 다윋까지의 14대로

시작된다.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보는 아브라함

의 브라함 글자 숨 쉼 언어이다. 절대자가 말하며 숨을

쉬도록 하셨다. 코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릴거야! 라

하였다. 바로 코에서 나오는 생명소리 숨 쉼 소리가 후

하고 들리며 사람은 삶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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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여호와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흐

숨 쉼이다. 숨을 쉬는 글자 흐
헤
가 2회이다. 이 2회

되풀이는 예수 암시다. 언약의 소유자1) 여호와라는 이

름 그 흔적으로의 바람 곧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

분의 흔적이 여호와 글자에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 글자는 원래의 모음자를 뺀 원문 ‘ 흐’이

다. 숨소리다. 바로 바람 소리이다. 생명소리! 후하고

숨을 내쉬는 바람소리! 사람이 숨을 쉬는 소리! 쉰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 문제이다. 이 주제2)의 여호와 글자

‘ 흐’는 성서학자들이 성서 원문에 모음자를 붙이면

서 지금의 ‘  흐 야훼’가 되었다.
이 야훼 곧 여호와 숨소리 · 바람소리 · 숨소리 · 살

아있음의 흔적은 코로 숨 쉬는 현상이다. 생명의 흔적

을 이사야서는 ‘생명은 코에 있나니   늬사마 베아

포3)’‘니사 마’ 잘 될 거야! 하였다. 절대자가 생명을 세

상에 내 놓으면서 생명들을 향해 축복하는 잘 될 거야!

너야 말로 잘 될 거야!

생명이 숨을 쉰다. 코에서 숨 쉬는 소리 여호와  예
호바! 흐 흐 숨 쉼 바봐, 못 흐 흐 숨 쉼 예 예 에서이다.

1) (R. Smend, 1970).

2) 성서를 읽다보면 죽이기와 살기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3) (느솨마 · 호흡, NFS, breath, 사 2:22) ּאפֹוּפ(브아포 · 코에 있나
니, P.NMS.MZS, in the nostrils, 사 2:22).발음을 니사마라 한다. 우리말에 
니사마 잘 살거야같은 말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사는 일이다. 바로 코로 숨을 
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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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글자에 있는 바로 베 글자는 못’1) 의미다. 이

때
베
와

요드
와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알린다.  여호

와 안에 예수십자가 사건이 들어 있다.

문학이로는 먼 나라의 것이 아니다. 현상에서 일어나

는 철학이 그 주된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숨을 쉰다. 이 숨 쉼의 의미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는 일은 코와 향기와 여호와가 밀접하다. 하나님 여호

와  여호와와 향기  니호하흐 관계는 숨 쉼 표시 헤

와 지붕 표시 헤트 차이로 구분된다. 여호와의 숨 쉼

헤는 하나님으로 하여 숨 쉼 살아있음이 퍼져 나가는

외부적인 의미이다. 반면 향기는 헤트 차이로 숨 쉼 표

시 대신에 지붕 헤트가 있어서 텐트 안이다. 안에서 하

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현재진행형 내음새가 향기이다.

여호와의 일은 외부이고 내부는 코로 맡는 향기 문제

이다.

이 내부와 외부의 차이는 유명한 모세와 기름부음이

라는 글자에서도 찾아진다. 모세 모세는 물에서 건짐

의미다. 반면 기름부음은 마샤 마셔 차이로 기름부음

이다. 이 둘의 차이는 외부와 내부로 갈라진다. 전자는

하나님의 숨 쉬게 하여 이어지는 생명체의 모습이다.

예수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상에서 얻은 이름표가

1) , 『알기 쉬운 성서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서울:쿰란출판
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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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수아으 하나사렉 베멜레크 하예후님

이다. 앞 글자만 모으면  여호와다. 이로 여호와의 아
들과의 관계는 물과 피를 다 쏟아 내는 일로 반전한다.

손과 못 자국! 이로 하여 예수 이름표! 이름표는 여호

와 글자를 나오게 하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다.

성서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다. 알았다 여호와  
알았다 여호와 잠 14:23이다. 알았다 여호와 누가? 나 여

호와가 알았다 하신다. 그래서 그 분은 생명의 샘을 알

린다. 생명의 샘 마코르 하임  메코르 하임 잠 13:27

이 있다. 물이 계속 송송 올라오는 샘이 메코르 하임이

다. 물이 계속 송송 올라오는 오는 샘을 성서는 지혜=

의 샘이라 한다. 이 지혜의 샘은 메코르 하크마 
 메코르 하크마 잠 18:4이다.

시의 법칙에서의 중층 리듬이다. 지혜의 샘을 깊은

물이라 하면서 깊은 물:마임 아무킴  마임 아무킴

18:4이다.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깊은 물 말씀이 나온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

행하심창 1:21)이다.

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 1:2)

  -    
하마임 페네 -알 미라헤페트 엘로힘 베루아흐
D.NMD NMP -NMP VPPAFS NMP C.NFSG

1) Daniel Delas et Jacques Filliolet, Lingistique et Poėtique: 언어학
과 시학』, 유재석, 유재호 옮김 (서울: 인동, 198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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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명남쌍 명남복 -명남복 피엘동능동여 명남복 접명여단소)

②.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창 1:6a)

     
하마임 베토흐 라키아으 예히

D.NMD D.NMP NMS VQIMZS

(관.명남쌍 관.명남복 명남단 칼동미남3단)

③.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창 1:6b)

   
라마임 하마임 벤 마쁘딜

D.NMD NMD P P.D.NMS

(관.명남쌍 명남쌍 전 접.관.명남단)

④. 궁창아래의 물과궁창 위의 물로나뉘게 하시매그대로 되니라(창 1:7)

           
라마임메알아쉐르하마임 우벤라라키아으미타하트아세르 하마임 바야쁘달

P.D.NMS P.P R D.NMD C.P P.D.NMS P.P R D.NMD P CW.VHIMZS

(접.관.명남단 접.전 관계사관.명남쌍 접.전 접.관.명남단 전.전 관계사 관.명

남단전 바브동미남3단분사)

위의 ①. ②. ③. ④.의 예에서 ①.의 동사 메라헤페

트/ 운행하시니라가 여성형의 피엘능동분사 즉 동사성분을

띈 형용사 이다. 알을 품고 있다. 물에 영이 있다는 말

이다. 알이 있다. 이 말은 물 가운데의 하나님의 손 ·

예수님의 손이 있어서이다. 손이 움직인다. ‘물’이 그에

게 안겨 있다. 말씀이 있다.

②. 물중앙에궁창이다. 하늘 영역이다.

③. 물을 제시한다.

④. 물 2회 반복리듬이다. 말씀대로 예수님에게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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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다. 이 땅에서 하늘까지

· 처음과 끝 에트, 처음과 끝까지 물의 이동이 있다.

말씀의 자리이다. 물의 이동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말씀이 있다. 물이 있다.

이동되는 이 물은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서 움직인다.

성서의 물은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 물 쌍수는 두 개

의 물이다. 문법은 히필능동분사형접두어VHPA이다.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로 구분한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성서는 궁창위로 끌어 올린 물로 한다.

방법은 하나님의 오른 손이 역사하시어서이다. 우리

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은 그 분의 오른 손이 움직이

어서 하늘로 올려 진 물이다. 여기에 성령의 물이 있

다. 성서는 이 성령의 물을 루아흐 루아흐로 한다. 일

명 바람으로 번역되어 진다. 이 영의 물은 그 흔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로 도 표현된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도 표현한다. 그리고

바람으로도 표현한다. 이러한 흔적 모두는 성령의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일이다. 시적 표현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일을 성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에 운행하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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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호와 바람1). 여호와 바람

(1). 바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영 받기를

원하신다.1) 진영 안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주신다. 향

기 바람2)이 인다. 하나님의 손의 옳으심과 완전을 의

미하는 손3)이 합하여져서 된 합성어 곧 힘을 합한 지

혜=4)이다. 여리고 성 곧 달 향기는 여호와께서 좋

1)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
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ㅛ 와 회막에 이
르러 거기서 너와 한께 서게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
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하
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
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누나 이틀
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므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
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
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욕심만 명이온데0 주의 말씀
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
떼를 잡은 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하오리이까 여호와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
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서으
이 잘로 칠십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메0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
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떼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
된 자 둘 중 엘딧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도 영이 임 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
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
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
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
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
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 2:23-29.

2)  .(루아흐 · 향기)ר

3) (요드).

4) 잠 8:22~31; 욥 28:1~11, 12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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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시는 향기1)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기2)이다. 하

나님께 제물 바칠 때 나는 향기바람3)인 여호와=  여
호와4)의 헤5)의 숨구멍이 있는 삶의 의미이다. 향기 바

람=루아흐= = 루아흐6)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게 숨 쉬게 하여 주실 때 나는 향기다. 바람=루아흐=

= 루아흐7)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곳 하

나님이 계심이다. 예수가 숨 쉬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2 이 때의 숨ένεφύσησεινhe breathed=Λάβετε πνεύμβ ἅγον Receive

Spirit Holy이다.

여호와 바람은 가장 가깝게 성서의 여호와  여호와
흐 숨소리 바람 소리 생명소리! 공기 이동이다. 사람이

숨 쉬는 소리이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 쉬는 숨소리

생명의 흔적을 이사야서는 ‘생명은 코에 있나니 즉 니

사마 배 앞에    느사마 베아포8)라 하였다. 너야 말

로 너 배 앞이 들락날락하는 숨소리가 있다.

1)  ( · 향기).

2) י(레아흐 · 향기:창 8:21; 출 29:15; 레 1:9). 

3) רּו(루아흐 · 바람).

.(여호와)הה (4

.(헤)ה (5

.(루아흐 · 바람)רּוח (6

7) רּו(루아흐:창 1:2, 창 3:8, 6:17; 출 10:13; 삼상 16:14; 렘 5:13). 

(브아포 · 코에 있나ּאפֹוּפ (느솨마 · 호흡, NFS, breath, 사 2:22)ה (8
니, P.NMS.MZS, in the nostrils, 사 2:22).발음을 니사마라 한다. 우리말에 
니사마 잘 살거야같은 말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사는 일이다. 바로 코로 숨을 
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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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바람이라는 말을 잘 쓴다. 무엇을 바라라는

말도 있다. 바람의 ㅁ 미음자를 빼버린 ‘바라 바라 창조

creater ckd 1:1가 있다. 무엇을 바라의 바라는 희망사항이

다. 하나님의 이 ‘바라’가 문구가 나온 것은 처음의 ‘베

레쉬트 베레시트The first time 창 1:1
에 이어 찾아진다. 맨

처음 바라셨다와 바라의 2회 연속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이 숨 쉬기를 바라 살

리기로 하셨다. ‘물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구체

적인 대책 생명을 위해 영 · 바람 루아흐  루아흐1) 곧

그 분 머리 명령 말씀 따라 생명이 있게 된다.

세상에는 창조론과 진화론 학설이 있다. 창조론은 성

서의 주장이고 후자 진화론은 과학이론에 근거한다. 진

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창조에 대한 반론이다. 진화

론이 지향하는 바로 그 방법은 계속 뒤로 물러가 원인

을 찾아내는 바로 생물 아메바까지 간다. 동적이론이

다. 움직임! 동적 이론의 최초 근원은 움직임 · 살아있

음 · 숨 쉼이다.

절대자의 능력이 외부로 나가 대상을 숨 쉬게 하는

것이 숨 쉼의 물 향기이다. 이와는 달리 내부에서 절대

자의 능력으로 기름부어 짐은 향기이다. 물의 향기가

있다. 물 위에 운행하시는 영은 바람과 향기가 있다.

사람 몸 속에 70% 이상 물이 있다. 이 위에 하나님의

1)  )ר /바람 · 영 · 신령, 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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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있다. 몸 속에 있는 물은 살아서 향기를 가진다.

움직인다. 늘 움직이는 물은 향기의 바람을 가진다. 하

나님의 사람들은 몸에서 향기난다. 말에서 향기가 난

다. 행동에서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남과 향기가 나지 않음의 차이가 있다. 움직

이는 동적 향기의 존재이거나 그렇지 않음이다. 성서의

화두는 생명문제이다. 이 생명문제는 영 · 바람 루아흐

 루아흐1)가 담당한다. 이 생명문제는 ①.냄새   예리
훈 기본형이  루아흐와 관련된다. 곧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 ②.생명과 필수적인 관련은 물이

다. 물이 글자를 바로 세워놓으면 말이 된다과 생명을

살리는 관계는 그 분의 말씀에 따르는 일이다. 글자 그

대로 본다면 그 분 머리 안에 들어감 곧 그 분의 명령

을 따르는 일이다.

그 분은 물 위에 운행하시었다. 물이 움직이지 않으

면 향기가 나지 않는다. 바람의 냄새는 바람 원리에 의

해 갈 데까지 곧 끝까지 가서야 멈춘다. 곧 어디에 닿

는다. 바람이 닿았다 타아트2). 바람이 밑에 닿앟다 
미테타하트;3). 이 바람을 가진 물이 닿아서4) 전하는 말이

1)  )ר /바람 · 영 · 신령, 창 1:2).

(타하트 · 산 아래, υπό, under 출 24:4, 32:19; 렘 3:6), (대신에 άת (2
τι instead of 창 4:25, 22:13, 30:15,; 출 21:16; 레 14:42; 삼하 19:13), 

(미타하ת (미타하트 · 아래, ἥν υπυκάτω, were under 창 1:7)ת (3
트 · 하, υπυκάτω, from under, 창 1:17). 

 ,(타하트 · 산 아래, υπό, under 출 24:4, 32:19; 렘 3:6)ת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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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패라해 파라하1)! 라고 전하다. 명령사역이다.

닿은 상황이 나쁘면 피라해 대신에2) 패라해 패라해3)
라고 전한다. 명령이다. 망해버리라고 전한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망해버리라고 명령한다.

바람은 명령을 수행한다. 바람은 ‘...라고’ 대상에서 전

한다. 우리말 그대로 ‘...라고’이다. 오늘날 로고 신약성

경명칭이다. 영의 영역을 전하는 로고스 바이블4)이 있

다. 말하‘…라고’ 전하는 자 앞에 그 분의 흔적 절대적

존재가 있다.

성서는 한 개의 단어를 똑 같이 사용하여 최소 두

개의 의미로 나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 
엘로힘이다. 하나님과 잡신 둘로 나누인다. 바람에도 물리

적인 바람과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바람 두 개가 있다.

심연에서 ‘…라고’ 들려오는 소리 바람이 있다. 절대자

가 주는 바람을 타고, 시인은 사역의 바람 ‘…라고’ 전

해오는 흔적을 시로 사역한다.

바람은 바라는 일이다. 성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셨다 베레쉬트·최초에, The first time, 창 1:1 라고 한다.

1) ( · 꽃, 화초, 번성, יה, 뭉 his flower, καί τα κρίνα 출 
26:31, 

 (타하트 · 대신에 άτι instead of 창 4:25, 22:13, 30:15,; 출ת (2
21:16; 레 14:42; 삼하 19:13), 

 , 뭉 his flower, καί τα κρίνα 출יה ,(페라흐 · 꽃, 화초, 번성ח (3
26:31, 

4) 분해대조 로고스 성서 · The NIV LOGOS BIBLE The New 
Testament(서울:로고스,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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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숨 쉼

바라 바라·창조, cleate, 창 1:1
로 한다. ‘바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둠위에 신의 바람이 있게 하였

다. 시인은 바람시학의 시인이 된다. 시인의 위대함은

신의 소리를 들을 때이다. 절대자 신은 사람을 구원하

기 때문이다. 시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 시로

시인은 사역 ‘…’라고 시로 전한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

을 다하는 바람시인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히브리서 6:14)라고

전하는 사역! 시를 읽는 이들로 하여금 ‘…라고’ 전하여

그 시를 접하는 이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절망 넘

어 구원의 힘을 전한다.

사람과 관련하면 사람은 숨 쉼덩어리다. ‘여호와  
여호와’와 ‘에흐예 에흐예’ 그리고 ‘예흐예 에흐예에서 숨

쉼 표시가 있다. 우리가 아는 따옴표이다. 넘어질 때마

다 일어나 살아라고 하시며 감싸 보호하시는 분이 있

다. 이 손 모양 요드 우리들이 글자문장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따옴표이다. 이 글자는 여호와의 약자인 동시

에 예수님의 표시이다. 그 분의 손이 나를 양쪽에서 보

호하시어 살아 있다.

①.  여호와  라여호와 창 4:3 8:20

②. 에흐예

③. 에흐예
· 동사의 VQIMZS3인칭 남성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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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hall be, εσταί, 그를 여기라, 레 1:8,)

  아니 여호와 · 나는 여호와니라 the έγώ LORD레 18:2, 4, 5, 6, 21, 19:2, 3,

10, 12, 14, 16, 19, 25, 28, 30, 32, 33, 34, 36, 20:7, 8, 24, 26, 22:9, 16, 30, 31, 32 등

나는 스스로 있는 자 · 에흐예, 에흐예 · 나는 생명이 있게 하는 자1)

예흐예, 이흐예· (하야 동사의 VQIMZS3인칭 남성단수, hath, he shall be, εσταί,

그를 여기라, 레 21:8, 17, is 레위기 21:19

왜 이토록 한 결 같이 숨 쉼 표시 헤가 가득할까?

이 답은 사람의 살아있음과 죽음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성서에서 여호와  여호와가 7000번이나 거의 장
장마다 가득히 여호와 글자가 가득하다. 또 내가 여호

와라   아니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도 가득히 얹히며 우

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

우리의 갈길 인도는 특히 두 번 2회 리듬이 특징이

다. 모두 두 개의 숨 쉼 헤 자리 매김 ①. ②. ③. 위치

가 같다. 동시에 두 개의 숨 쉼 헤 2회이다. 일차적으

로 여호와  여호와의 헤는 창안 · 밖 앝을 넒나 들게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 창 · 숨 쉼 표시

에  연결 · 못 의미로 하여 예수님의 손과 못이 연결

된다. 십자가 사건을 알린다. 이 분으로 하여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잇는 바브 못이  혀호와의 바브 연결 · 못

이다.

 :Wilelm Rudolph, Hosea, Kommentar  zun Altenה + י (1
Testament(Gύtersloher:Verlargshaus Gerd Nohn, 1966), 54: ה
 (에흐예)를 사용하였다. 이 학설은, 김이곤, ”고난신학ה (여호와) 대신ה
맥락에서 본 여호와 신명 이해,“『구약성서 성서의 고난신학』,『한국신학
논집』 11(천안:한국신학 연구소, 1989), 55-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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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②. 에흐예와 ③. 예으예의 공통점 역시 두

번의 숨 쉼  표시가 있다. ②. 에흐예
역시 에 에

와 역시 두 번의 숨 쉼  표시가 있다. ③. 예흐예

의 역시 두 번의 숨 쉼 흐 혜다. 이 차이는 예와 에
차이이다. ②.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③.

이흐예의 두 번의 손 표시로 한 동사 하야 현재형활

동상황이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여호와의 아드님의 손이 못 박힘의 제시 십자

가 사건으로 하여 문법 현재형이 알리는 지금도 우리

들 속죄 사건의 현장주소에 있다. 우리들의 숨 쉼 표시

가 있다. 두 번씩 반복된다. 이 두 번의 반복도 모자라

현재 진행형의 문법이 제시하는 예 바로 하나님의 손

과 그 분의 아드님이 일하심의 표시이다. 늘 거의 성서

의 문장의 단어 첫머리에 놓이어 현재진행형을 제시한

다. 성서는 이 예가 단어 앞에 접두어로 놓여 지금도

전능자의 일하심 문법이다. 그 분 아들 자리 곧 예수의

자리다. 생명이 존재하게 됨을 손 요드로 표시 낱말들

처음에 놓아 그 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활

동하고 계심을 알린다. 세상 바다 파도가 일고 바람이

잦은 날에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여호와   아니
여호와라 하신다. 그 분이 보호자가 되어 우리들의 숨 쉬

도록 해 주신다.

흐 · 숨 쉼는 ‘보다 · 창 · 숨 쉼’표시이다. 그래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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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손이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심을 현재진행형으로 한다. 확실한 증거 여호와  여
호와의 바브 · and이다. 예수님의 못 자국 손을 지시한다.

그럼으로써 여호와  여호와의 전능자 아드님 예수와 여
호와와의 긴밀성이다.

증거로 하나님과 아드 아드1)님의 관계를 설명 “이

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2)에서 ‘들으라 쉐마아’의 끝 자 ‘아 아’와

문장 끝 자 ‘에하드 에하드’의 ‘ 드’가 합쳐진 아드
아드3) 증거 아드님 아들4) 증거5) 아드 아드6)이다.

이 아들은 ‘여호와 여호와= 5 + 6 + 5 + 10=26

의 반 13에서도 드러난다. 여호와의 글자의 수치 26의

반은 13이다. 성서에서의  여호와 이름은 모세의 떨기
나무 아래 모세의 맨발 사건 때 알리신다. 여호와는 네

신을 벗으라 한다. 아브라함 때에는 전능자 엘 샤다이

로 알려 주었지만 490년이 지나서야 모세에 너에게 알

려 준다 하시면서 야훼  여호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에흐예7)라 하셨다.

)ע  (1 ).

ד (2 הה ┃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ע
┃에하드, 신 6:4).

.(아드)עד  (3

.(아드 · 증거)ד- (하에두트 · 증거)ת (4

 ,(하에두트 · 증거, 출 26:34, 27:21, 30:6, 26, 36, 31:7, 39:35ת (5
40:5; 레 24:3; 민 7:89.

.(아드 · 증거)ד-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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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를 진 예수의 이름표에서  여호와가 밝혀진

다. 유대왕 나사렛 예수     예수아으 하

나자렛 베멜라흐 하예후딤라고 그의 몸 앞에 써 붙여진 단어의

앞 글자만을 모으면 여호와  여호와다. 하나님과 예수
곧 여호와와 예수의 친밀성이 드러난 예이다. 예수와

여호와의 이름 긴밀성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드

아드1)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2)에서 들으라의 끝자 쉐마아

의 아 아와 문장 끝 자 에하드 드를 한데 모아진 아

드님이다. 예수님 자리는 41대이고 14대 14대 14대에서

하나 앞선 13 자리 예수의 족보 41회째3)자리이다.

왜 14대 14대 14대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윋의 이

름 다윋의 수치는 4+6+4=14에서 찾아진다. 다윋의 자

손 예수라 성서는 말하고 있다. 다윋의 수치 4 다 +

6 윗 + 4 드 = 14이다. 이 음가에서 보면 다윗이 아니

라 다윋이다. 다윋의 수치가 14이다. 예수님 족보는 족

보 14대 ∼ 다시 14대 ∼ 다시 14대의 그리스도=ό χριστό

 :Wilelm Rudolph, Hosea, Kommentar  zun Altenה + י (7
Testament(Gύtersloher:Verlargshaus Gerd Nohn, 1966), 54: ה
 (에흐예)를 사용하였다. 이 학설은, 김이곤, ”고난신학ה (여호와) 대신ה
맥락에서 본 여호와 신명 이해,“『구약성서 성서의 고난신학』,『한국신학
논집』 11(천안:한국신학 연구소, 1989), 55-83 참조.  

.(아드)עד  (1

ד (2 הה ┃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ע
┃에하드, 신 6:4).

는 41회의 반복리듬에서이다. 예(라메드 · ..을 위하여, 창 1:1-2:3)ל.. (3
수님의 족보는 41회째(마 1: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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ς 눅 23:35, 39 자리로 이어진다. 이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

스도=ό χριστός눅 23:35, 39 14; 마 1:171)대이다.

예수 증거2) 하나님의 아들3) 아드 아드4)이다. 여호

와 여호와= 5 + 6 + 5 + 10=26의 하나님 고유의

수치의 반이 되는 아들의 수치 13 수
數
치다. 이 13은 히

브리어 사랑  아하바 · 사랑 수치 135)이다. 수치가

13= 5 2 5 1이다. 미국국기 성조기에 나타나는 다윋

의 별도 13 · 13 · 13 숫자다.

예수자리는 13대째이고 그리스도는 14대이다.

[*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아브라함 ⇢ 다윋까지 14대)]

①. 믿음의 조상 Αβραἁμ:  (아브라함

창 17:5; 출 3:6, 마 1:2)

②. 아브라함 아들, 웃음, 이삭 Ισαάκ: (이쯔하크

창 17:19, 마 1:2)

③. 이삭 아들, 발꿈치, 반석, 야곱 Ίακώβ:  (야코프

창 25:26; 마 1:2)

④. 야곱아들, 실존 소망, 유다 Ίούδας:  (예후다
창 29:35 ; 마 1:2)

1)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
는   예수가 나시니라(마 1:16).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윋까
지 열 네 대요 다윋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 1:17)

2) (하에두트 · 증거, 출 26:34, 27:21, 30:6, 26, 36, 31:7, 39:35, 
40:5; 레 24:3; 민 7:89.

.(아드 · 증거)ד- (하에두트 · 증거)ת (3

.(아드 · 증거)ד- (4

 ,움마-나으마트 아하바 · 사랑아 어찌 그리 화창한지)ּוה - ַאה (5
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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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다아들, 떠오름, 베레스 φάρες: (페레쯔
창 38:29; 마 1:3)

⑥ 르우벤아들, 뜰, 마당, 헤스론 Έσρώμ: (헤쯔론
창 46:9; 마 1:3)

⑦ 헤스론아들, 높음, 람 Άράμ: (람
대상 2:9; 마 1:4)

⑧ 람아들, 자원 백성, 아미나답 Άμινδἁβ:  (아미나다브
대상 2:10, 마 1:4)

⑨ 아미나다브아들, 경험으로 배운, 나손 Ναασσών:  (나흐손

민 1:7; 마 1:4)

⑩ 나손아들, 옷 입음, 살몬 Σαλμών: (쌀몬
룻 4:20; 마 1:4)

⑪ 살몬아들, 기둥, 보아스 Βόες: (보아즈,
룻 4:21; 마 1:5)

⑫ 보아즈아들, 섬기는 것, 오벳 Ώβήδ:  (오베드

룻 4:17; 마 1:5)

⑬ 오베드아들, 다윋의 아버지,이새 Ίεσσαί: (이솨이
룻 4:17, 마 1:5)

⑭ 이새아들, 끓는 가슴, 다스리다, 다윋 Δαυίδ: 
다비드, 룻 4:20; 마 1:6

- 아브라함에서 다윋까지 14대(마 1:2-1:6)

아브라함 ⇢ 다윋까지의 14대까지이다. 다음은 다시

이어지는 성서에서의 14대까지이다.

[*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솔로몬 ⇢ 여고냐까지 14대)]

①. 다윋아들, 평화로운, 솔로몬 Σολομώνα: (쉐로모
삼하 5:14,마 1:6)

②. 솔로몬아들, 백성의 넓힘, 르호보암 Ροβοάμ: (레하브암,
왕상 11:23; 마 1:7)

③. 르호보암아들, 실존소망양육아비야Αβίά: (아비야
삼상, 8:2; 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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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비야아들 아들, 치료, 아사 Άσάω:  (아싸
마 1:8)

⑤ 아사아들, 판결자, 여호사밧 Ίωσαψάτ:  (예호솨파트

삼하 8: 16; 마 1:8)

⑥ 여호사밧아들, 여호와가 높임, 요람 Ίωράμ:  (예호람

왕하 8:16, 마 1:8)

⑦ 요람아들,   위엄, 웃시야 Όζίαν:  (우지야
대상 6:24, 마 1:8)

⑧ 웃시아아들, 여호와는 완전하심, 요담 Ίωαθάμ:  (요탐

삿 9:5, 마 1:9)

⑨ 요담아들, 기업, 아하스 Άχάζ881:  (아하즈
왕하 15:38, 마 1:9)

⑩ 아하스아들, 여호와로강해짐, 히스기야Έζεκίαν: (히즈키야

왕하 16:20, 마 1:9)

⑪ 히스기야아들, 망각, 므낫세 Μανασσῆς: (메나쉐
창 48:1, 마 1:10)

⑫ 므낫세아들, 확고한, 아몬 Άμών: (아몬

왕상 22:26, 대상 4:14, 마 1:10)

⑬ 아몬아들, 여호와기초 두심, 요시아 Ίωςίας:  (요시
야, 왕상 13:2, 마 1:11)

⑭ 여호와께서 세우심, 여고냐 Ίεχονίαν : (예콘야, 마 1:11)
-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마 1:6-1:11)

* 14대로 이어지는 일은 예수님의 족보 설명이다.

[*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스알디엘 ⇢ 그리스도=ό χριστό

ς 눅 23:35, 39까지 14대)]

①. 여고냐아들, 간구, 스알디엘 Σαλαθιήλ:   (쉐알티엘
대상 3:17; 학 1:1; 마 1:12)

②. 스알디엘아들, 혼합황폐, 스룹바벨Ζοροβαβέλ:  제루바벨

학 1:1; 슥 4:6; 마 1:12)

③. 스룹바벨아들, 양육으로영광, 아비훗Άβιούδ10:  (아히후드
대상 8:3, 마 1:13)

④. 아비훗아들, 일어남의전능자, 엘리야김Έλιακίμ: (엘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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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하 18:18, 마 1:13)

⑤ 엘리야김아들, 도움, 아소르 Άζώρ: (아주르
겔 11:1, 마 1:13)

⑥ 아소르아들, 의로움, 사독 Σαδώκ: (짜도크

삼하 8:17; 대상 6:8; 마 1:14)

⑦ 사독아들, 실존을 소망하여 일어섬, 아킴 Άκίμ:  (요킴
왕하 23:34; 렘 37:1; 단 1:1; 대상 4:22; 12:10 · 사독,

마 1:14)

⑧ 아킴아들, 위엄 전능자, 엘리옷 Έλιούδ: - (엘리훗
민 23:18; 마 1:14)

⑨ 엘리훗아들, 하나님돕는자, 엘르아살 Έλεάζαρ: (엘아자르
출 6:23; 레위 10:6; 마 1:15)

⑩ 엘르아살아들, 선물, 맛단 Ματθάν: (마탄

왕하 11:18; 대하 23:17; 마 1:15)

⑪ 맛단아들, 발꿈치, 야곱 Ίακώβ: (야아코브
창 25:26, 36; 대상 3:24; 마 1:15)

⑫ 야곱아들, 더하고 더하다, 요셉 Ίωσήψφ: (야싸프

창 30:24; 욥 42:10; 마 1:16)

⑬ 요셉아들, 여호와가 구원하심, 예수 Ίησῡς: (예호슈아
출 17:9; 출 33:11; 슥 3:1; 마 1:16)

⑭ 그리스도=ό χριστός 눅 23:35, 39 ! Χριστοῡ
창 31:13; 삼상 15:1; 왕상 19:16; 레 4:3; 왕상 2:10;

단 9:25; 마 1:17)(마 :12-1:17)

- 바벨론이거에서 그리스도=ό χριστός 눅 23:35, 39까지

(제사장 사독/ 스알디알에서 그리스도=ό χριστός 눅 23:35,

39까지)

성서가 제시하는 14대 14대 14대의 숨겨진 비밀은

바로 다윋의 히브리어 다윋 다윋의 수리 4+6+4=14에
서 다윋의 자손 예수여 디엔에이를 성립시킨다.

다윋의 자손 예수 족벌에서 예수 자리는 13대이다.

다윋의 별은 미국의 성조기에서 다윋의 별이 13개로

되어 있다. 예수의 자리 13대의 예수자리가 13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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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호와  여호와 의 수값이 26인데 이 반 13자리대

가 예수님 자리이다. 수치
5 6 5 10(10)=26이다. 이

26은 13의 2배이다. 곧 하나님과 아드님의 관계가 2배

의 관계임을 드러낸다. 이 13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궁

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 사랑의 사랑메시지이다. 이 사

랑 수값이 13이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사랑을 성서는 
 아하파 · 사랑1)로 한다. 이 수치가 13숫자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수 값 아 5 + 파 2 + 하 5 + 아 12) 13

이다.  아하파 · 사랑, 아 2:4, 7, 3:10; 아 2:4 사랑이다. 예수

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파하고 절규하시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었다. 사랑 원어  아하브이다. 브 2

+ 하 5 + 아 1=8이다. 바로 브 2 하 5 아 1=8이다.

이 8은 부함과 새로 시작함의 마방진 수다.

9 9+7=88

98 ☓ 9+6=888
987 ☓ 9+5=8888
9876 ☓ 9+4=88888
98765 ☓ 9+3=888888
987654 ☓ 9+2=8888888
9876543 ☓ 9+1=88888888
98765432 ☓ 9+0=888888888

하나님의 수학3)은 8에서도 명백하다. 창세기 1:1절

1) ַא( · 사랑, 신 10:14;아 2:4, 7, 3:10; 아 2:4).

.(아하파 · 사랑, 신 10:14;아 2:4, 7, 3:10; 아 2:4)ַאה (2



제2장 물의 리듬114

수치 들과 맞게 하나님 법의 수가 동일하게 전해진다.

하나님= 엘로힘 수치 1+30+5+10+40=86

그리고=- 엘베에트 수치 6+1+400=407

하늘= 엘하솨마임 수치 5+300+40+10+40=395
=8881)의 8 수이다.

888은 신약시대의 그리스어의

예수 ζ(10) + η(8) + σ(200) + ο(70) + υ(400) + ς

(200)=888이다.

예수 사랑 신학은 8 ‘부함’ 마방진 수가 이를 뒷받침

한다. 이 세상의 진리는 특히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

의 모든 분야를 통해 그 뜻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성서가 그 일점일획이라고 변경 될 수 없음을 공고하

듯이 그 이유가 히브리어 숫자가 지닌 마방진 미학으

로 하여 그 의미의 뜻이 글자 일획 일점이라도 변경될

때는 온전히 전달 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3) Don Kistler, 하나님의 수학:The Arithmetic of God , 서휘웅 옮김
(서울:섬광문화사, 1992), 67-69. 

1) Vernon Jenkins MSc, Technical Journal 1993 The Ultimate Assertion Evidence of 
Supernatural Disign in the Divine Prologue

(CEN Tech. J., vol. 7(2), 1993, pp. 184– 196:The Ultimate Assertion: להים .ברא .בראשי
 .Evidence of Supernatural Design in the Divine Prologue .והארץ:הארץ .ואת .השמים .את .א
VERNON ... 

   by some divine superglue, is a structure of pure number. 
  ‘태초에-יתא(2+200+1+300+10+400=913)’ + ‘하나님이-ים

(1+30+5+10+40=86)’ =999  ‘창조하시니라- א(1+200+2=203) + 그리고-ת
(1+400=401)+ ‘하늘-ם(5+300+40+10+40=395)=999’ ‘하나님이-ים
(1+30+5+10+40=86)’ + 땅 ץָא(5+1+200+90=296) + ‘하늘-ם
(5+300+40+10+40=395)=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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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어나! 인나!2). 일어나! 인나!

(1). 일어나! 인나!

어려움과 절망의 고통에서 일어나! 일어나! 사투리로

인나! 말씀이 살아 인나! 우리말 일=日=(동국정운)=

(실담어)1)어나이다 오로지 힘 내 은나 ȅna(하

나)2) 일어나 일어나라!

성경에 인나라는 표현이 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
인나 · ἵνα

내지 말라(막 3:12)

열둘을 세우
인나 · ἵνα

셨으니(막 3:14)

이 ‘…야 인나’ 일어나 움직이라! 용기와 희망과 기쁨

을 주는 시인의 시 사역이 있다. 부모가 그의 자녀들을

보고 어서 인나! 밥 먹어야지! 학교가야지! 공부해야지!

말씀이 살아 있는 사역을 한다. 우리는 인나!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일을 한다. 시인에게는 시인의 위대함

1) 

2) 원어성서 上(서울:원어성서원 · 2000. · 627 · 레 8:26; 민 
29:2; 5 · 8(2) · 10 · 16 · 19 · 20 · 22 · 25 · 28 · 31 · 34 · 36(2) · 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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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사역이 있다. 인나 ίνα1) 손잡아 일어나! 그 분 아

드님은 38년 된 앉은뱅이더러 일어나 걸어라! 나!2)

인나! 일어나!

하나!도 은나 êna라 헬러어 성서는 기록한다. 숫자로

1! 일(一)이다. 우리말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정확한

일어나 명령 위치는 1에서부터 1까지이다. 일으켜 세

우는 일이다.

산스크리트어에 우리 인나 일어나 일나 표현이 있다.

1) · ἴνα, 마 9:6, 26:41:GREEK∼ENGLISH NEW 
TESTAMENT(1971, 21).

2)  ga gha na ṅa ña ṇa ḍa da dha ḍha ra la ṛ · r ṝ 
· r ma va ba bha sa ṣa śa 4 a ā i ī u ū ya ḷ · l ḹ 
· l̄ e · ē ai o au ja jha ca cha ka kha ṭa ṭha ta tha 
pa p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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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나! 인나! 옘메!

우리 민족의 발자취나 남아 있는 산스크리트어다. 우

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아침부터 깨우기 바쁘시다.

일나! 인나!라 외치신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잘 못 만지면 옘메 했다. 그리고 잘 못 걸어 갈까봐 부

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늘 옘매로 지시해주었다. 양쪽에

하나님의 옳은 손이 두 개 있어 늘 삶을 어떻게 살아

라! 고 일러 주면 낙망하다가도 일어나 잘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물이 사람을 감

싸고 있어 일어나 걸어간 인생길이다.

절망에서 일어나서라며 일어나! 인나!1) 일 12)어나!

일어나서3) 일어서 arise! 일=일어나라의 고어어나! 은나

ȅna4)! 예를 들 수 있다. 일 그리고 은나 이어서 등은

태양 해를 말한다. 한국에서 쓰이고 한자 날자의 일日이

다. 우리민족은 하늘과 땅이 힘을 합하여지게 일어 ‘섰

다’ ‘스’5).

사람의 생애는 물로 둘러 싸여 있다. 사람 생애를 향

1) êna 원어성서 上(서울:원어성서원 · 2000언. · 627 · 레위기 
5:7,

2) 온 땅에 구음이 하나 ëv(은나)이요 언어가 하나ëv(은나)이었더라(창 
11:1); 

   http:· blog.daum.net · paulsong · 15863203 · 

3) 산스크리트어와 한민족사투리 부로그:
   http://www.blog.daum.net · paulsong · 15863203. 

4) 스테반 원어성서 上(서울:원어성서원 · 2000. · 627 · 레 8:26; 민 
29:2; 5 · 8(2) · 10 · 16 · 19 · 20 · 22 · 25 · 28 · 31 · 34 · 36(2) · 38 
· · .

5) 강상원, 『東國正韻 실담어 註釋』(서울:明倫學術院 · 2018), 97. 



제2장 물의 리듬118

해 성경이나 천부경에서는 일어나! 인나! 한다. 하나님

은 그의 양쪽에 하나님 손으로 물을 일으켜 세우며 일

어나라 한다. 사람생애에서 늘 듣는 말이다. 사람생애

글자는 다음과 같다.

(옘메/생애)1) · 나실 인의 삶 (옘메/생애)2) 사는 날 생

애 3)(옘메/생애) · 캄캄한 생애 (옘메/캄캄한 생애)4) · 남

은 날 (옘메/남은 날의 생애)5) · 날 (옘메/기울어지는 날의

생애)6)

성서 원문 옘메 옘메/생애7)이다. 물 양쪽에서 하나님

손이 지키고 있다. 이 사람의 몸은 70%나 물이다.

하나님의 손의 옳으심과 완전을 의미하는 손8)이 합

하여져서 된 합성어 곧 힘을 합한 지혜9)이다. 여리고

성 곧 달 향기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10)로 하나

님을 만족시키는 향기11)이다.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

나는 향기바람12)인 여호와=  13)의 헤14)의 숨구멍 삶

1) ( /생애), 민 6:5).

.(옘메/생애, 민 6:13)י (2

3) 삼하 19:34; 욥 17:1, 11; 시 102:11, 15, 119:84; 전 6:3. 

.(옘메/캄캄한 생애, 전 11:8)י (4

.(옘메/남은 날의 생애, 시 119:84)י (5

.(옘메/기울어지는 날의 생애, 왕상 2:1)י (6

.(옘메/생애, 신 4:9)ימי (7

8) (요드).

9) 잠 8:22~31; 욥 28:1~11, 1219, 20~28.

10) י(레아흐 · 향기).

11) י(레아흐 · 향기:창 8:21; 출 29:15; 레 1:9). 

12) רּו(루아흐 ·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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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이다. 향기 바람=루아흐= = 루아흐1)는 하나

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숨 쉬게 하여 주실 때 나는

향기다. 바람=루아흐= = 루아흐2)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곳 하나님이 계심으로서이다. 예수가

숨 쉬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

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2 이 때의 숨 ένεφύ

σησεινhe breathed=Λάβετε πνεύμβ ἅγον Receive

Spirit Holy이다. 바람 여호와 바람은 가장 가깝게 성서

의 여호와  여호와 흐 숨소리 바람 소리 생명소리! 공

기 이동으로 들리는 사람이 숨을 쉬는 소리이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 쉬는 숨소리 생명의 흔적을

이사야서는 ‘생명은 코에 있나니 즉 니 사마 배 앞에 
  느사마 ㅂ아포3) 너의 배 앞이 들락날락하는 숨소

리 형태를 볼 수 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니사 마’

잘 될 거야! 축복하시며 그 분의 허락 절대자가 생명을

세상에 내 놓으시면서 생명들을 향해 축복하시며 잘

될 거야! 이 축복을 받으며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관

념어 바람과 사물어 바람 사이에서 절대자의 바람이

13) ה( ).

.(헤)ה (14

.(루아흐 · 바람)רּוח (1

2) רּו(루아흐:창 1:2, 창 3:8, 6:17; 출 10:13; 삼상 16:14; 렘 5:13). 

(브아포 · 코에 있나ּאפֹוּפ (느솨마 · 호흡, NFS, breath, 사 2:22)ה (3
니, P.NMS.MZS, in the nostrils, 사 2:22).발음을 니사마라 한다. 우리말에 
니사마 잘 살거야같은 말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사는 일이다. 바로 코로 숨을 
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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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5 원문 발음 의미 글자의미 회수 순

그 모습을 구체화 하며 드러낸다. 방황하고 무너지는

이들에게 강권하는 바람사역이다. 성서의 2회 리듬은유

는 예수님의 자리이다. 신인 절대자의 영역 바람을 잇

는 구체성이다. 영성의 영역이다. 2중 은유 시이다.

2회의 반복리듬 시사는 성서리듬이다. 창세기 1장에

서 하늘과 땅으로 시작되며 두 개의 물로 구체화하고

처음과 끝을 알리는 2회, 에트 · 사람과 주님1) · 주님

과 하나님 · 전쟁 신학의 세겜 언약갱신2) · 사사 기드

온의 두 번의 이슬3) · 드보라 노래4)와 모세의 노래 ·

여리고 전쟁5)때 6일과 7일째의 두 번의 흐름 · 사사기

5장에서 2회 리듬 상하구조 · 드보라와 바락 바람이다.

구체성을 지닌 사사기 5장에서의 2회 리듬이 있다.

1) ַא( · 주는).

2) 창 24:15-16장.

3) 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

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삿 6:37). 

  ②.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찌기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

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삿 6:38).

  ③.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

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삿 6:39).

  ④.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삿 6:40)

4) 삿 4, 5장.

5) 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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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라여호와 그를 위하여 숨쉬려고 2 1

3절  아노히 나 배움 영원히 2 2

4절  나트푸 dropped 지혜입술 2 3

5절  미프네 앞에서 입술의 은혜 2 54

5절   여호와 하나님 숨쉬게 하는 분 2 6

6절  아라호트 대로 머리가 인식하는 2 7

7절  이스라엘 이스라엘 속죄하심 2 8

10 -  -알 -에 -번제 2 9

11  지드코트 의 향기로움 2 10

12 עּו 우리 일어나라 하나님 눈 안에 2 11

13 -  -예라드 강림 하나님가슴이 옴 2 12

19  믈라킴 열왕들 가나안 왕들 2 13

19  니르하무 싸움 전쟁(가나안) 2 14

20  니르하무 싸움 전쟁(이스라엘) 2 15

21 ( 나할 강 유업 2 16

21  기손 강 옛강 2 17

22  다하로트 달리다 가슴을 내밀었다 2 18

23  라즈라트 돕다 와주었다(안도움) 2 19

23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안도움) 2 20

24  트보라크 복을 받다 하나님 일 하다 2 21

24  미나쉼 다른여인들 여자 2 22

27  카라 구부러지다 굽다 3 23

27  나팔 엎어지다 떨어지다 3 24

28  브아드 으로, 에서 보이는 2 25

28   마두아 어찌하여왜 가슴에 들어오는 2 26

30  솰랄 노략물 부서지고(2회) 4 27

30  즈바임 채색옷 눈에 드는 향기 3 28

30  리크마 처녀 갖고 싶은 2 29

* 사사기 5:1-31까지의 리듬

바람 성령 2회1)는 상하 리듬2)으로 아주 강력하게

명령자와 명령을 전하는 사역 2회 바람 리듬3)이다. 더

구나 같은 언어 2회 · 여호와 여호와4) · 매일매일5) ·

1) יה ר יהה ָאי ָאיה 라여호와 아노히 아시라 아자 ָאי
메르 하여호와 · 니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
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삿 5:3.

ת (2 הה (지드코트 여호와 지드코트 ·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의로ת
우신 일을 창술하라, 삿 5:11.

ת (3 הה (짓드곳 여호와 짓드곳 · 의로우신 일을 여호와의 의로קֹות
우신 일을 창술하라, 삿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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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여섯1) · 일곱 일곱2) · 둘 둘3) · 기는 것 기는

것4) ·… 치겠고 ·… 치겠고5) · 모셔 모셔6) · 모세 반

석 두 번 침· 가난한자 가난한 자7)가 있다. 이 둘의

강조는 십계명 두 돌 판 · 저주와 축복 2회 리듬8) 저

주와 축복9) · 첫째 돌판 1 - 35장 · 둘째 돌판 36 –

66장10) 예수님 나이 33세의 2회 리듬이다.

4) ה )הה 여호와, 출 33:6).

.(욤욤 · 매일 매일, 시 61:9, 68:20)יֹום יֹום (5

.(쉐스 · 여섯, 대하 1:3; 아 5:12)ׁש (1

ה (2 .(쉬브아 쉬브아 · 일곱씩, 창 7:2, 3)ה

ם (3 .(쉐나임 쉐나임 · 둘 씩, 창 7:9)ם

ץ (4 .(베콜-하쉐레쯔 하쉐레쯔 · 기는 것과, 창 7:21)ּול-ץ

ֹו (5 ל ד ל  (야도 바콜 베야드 콜 보 ·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דֹו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겠고, 창 16:12).

ה (6 .(모쉐 모쉐, 출 3:4)ה

7) 신명기 15장과 24장.

8) 신명기 11장.

9) 신명기 28장.

10) * 첫째 돌판:죄와 사랑(1장) ⇢ 메시야 통치(2장) ⇢ 질서 무너짐(3
장) ⇢ 남은 자 회복(4장) ⇢ 포도원 노래(5장) ⇢ 소망(6장) ⇢ 임마누엘 표
적(7장) ⇢ 마할살랄하스바스(8장) ⇢ 메시야 탄생예고(9장) ⇢ 앗수르의 교
만(10장) ⇢  메시야 왕국(11장) ⇢ 감사노래(12장) ⇢  심판:바벨론(13장), 
앗수르(14장) ⇢ 모압애가, 심판(15장) ⇢ 심판(16장) ⇢   사마리아(17장) 
· 구스(18) · 에굽(19장) - 바벨론(20장) · 애돔(21장), 살렘(22장), 두로(23
장), 우주적(24장) ⇢ 새 왕국 찬양(25장 ⇢ 새 왕국에서(26장⇢ 새 왕국에
서 백성들(27장 ⇢ 화:에브라임에 임할(28장 · 아리엘에 임할(29장 ⇢ 친 에
굽 정책(30장 ⇢ 에굽을 의지하지 말라(31장 ⇢ 메시야 왕 출현(32장 ⇢ 화:
앗수르에 임할(33장, 열방에 임할(34장 ⇢ 메시야 왕국(35장

    * 둘째 돌판:산헤립 침입(36장 · 죽음(37장 ⇢ 히스기야 죽음(38장 · 
실수(39장 ⇢ 위로말씀(40장 ⇢ 고레스 왕(41장 ⇢ 나의 종(42장 ⇢ 너는 
내 것이라(43장 ⇢ 유일신(44장, 45장 ⇢ 바벨론 심판:종교(46장 · 정치(47
장 ⇢ 풀무불 사랑(48장 ⇢  종의 임무(49장 ⇢ 종의 순종 · 학자의 혀, 수염
(50장 ⇢ 아브라함부부 위로(51장 ⇢ 좋은 구원 선포(52장 ⇢ 고난장(53장 
⇢ 장막터 · 회복약속(54장 ⇢ 초대 · 나와 너의 생각(55장 ⇢ 만민 기도(56
장 ⇢ 우상:음욕(57장 ⇢ 안식일 · 물댄 동산 · 금식기도(58장 ⇢ 이스라엘
의 죄(59장 ⇢ 빛을 발하라(60장  ⇢ 구원소식:가난한자 · 상한 자 · 포로 된 
자(61장 ⇢ 신혼의 기쁨(62장 ⇢ 삼위일체 하나님(63장 ⇢토기장이 간구(64
장 ⇢ 기쁨 · 목표:새 하늘과 새 땅(6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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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경의 수리2. 성경의 수리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해시키려 한다.

여호와의 히브리어 숫자 합이 26이고 여호와 수치 26

의 반 13이 예수자리다. 사랑 의미이다. 별자리도 13이

다. 성경에서의 숫자 의미는 비유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예수님의 많은 비유에 해당된다.

편의상 10까지만 제시한다.

(1 알레프, 황소 천 시작과 배움, 음가 아)

(2 베트, 집, 창조주 사역 장소., 음가 ㅂ)

(3 기멜, 낙타, 보답, 진리 사역, 음가 ㄱ)

(4 달레트, 문, 종속, 매달림, 장막 문 통과, 음가 ㄷ)

(5 헤, 숨구멍, 호흡, 실존, 공기 구멍, 음가 약한 ㅎ)

(6 바브, 갈고리, 고리, 연결, 음가 ㅂ 영어의 v)

(7 자인, 무기, 연장, 진리 무기, 생산, 음가 ㅈ 영어의 z)

(8 헤트, 울타리, 보호, 음가 ㅎ-g와 ㅋ의 중간)

(9 테트, 뱀, 지혜, 옳고 옳지 않음의 구별, 음가 t)

(10 요드, 하나님 손, 능력. 음가 모음 이)1)

창세기에서 바로 첫째 날 곧 한 날의 ‘한’ 에하드-

(1+8+4=13)이다. ‘에하드’가 히브리어 13수치이다. 예

수와 관련 족보 13수의 14대 14대 그리고 13대에 이른

예수님 자리는 42대의 크리스도 바로 앞자리 13대의

1) VTMMYS: 스테판 원어 성서:The Stephen Korean Text of the 
Hebrew Old Testament Published by Institute of Biblical Languages』, 
서울:원어성서원, 2000. 7., 히브리어 알파벳; 최명애,『알기 쉬운 성서 히브
리어 기초와 그 의미』, 서울:쿰란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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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자리이다. 41회째1)의 예수 족보자리는 아브라함에

서 그리스도=ό χριστός2)까지 총 42대인데 41회는 예

수님 자리다. 아브라함 ⇢ 다윋까지 14대3)로 시작 14

대4) 다음의 * 13대 예수님 자리의 리듬이다.

1) .. ( · ..을 위하여, 창 1:1-2:3)는 41회의 반복리듬에서이다. 예수님의 족
보는 41회째(마 1:16)이다.

2)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가 나시니라(마 1:16).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윋까지 열 네 대요 다윋부
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 1:17)

3) [*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아브라함 ⇢ 다윋까지 14대)]
①. 믿음의 조상 Αβραἁμ:םַא(아브라함, 창 17:5; 출 3:6, 마 1:2)  
②. 아브라함아들, 웃음, 이삭 Ισαάκ:ק(이쯔하크, 창 17:19, 마 1:2)
③. 이삭아들, 발꿈치, 반석, 야곱 Ίακώβ:בע(야코프, 창 25:26; 마 1:2)
④. 야곱아들, 실존 소망, 유다 Ίούδας:ההּו(예후다, 창 29:35 ; 마 1:2)
⑤ 유다아들, 떠오름, 베레스 φάρες:ץ(페레쯔, 창 38:29; 마 1:3)
⑥ 르우벤아들, 뜰, 마당, 헤스론 Έσρώμ:רֹון(헤쯔론, 창 46:9; 마 1:3)
⑦ 헤스론아들, 높음, 람 Άράμ:ם(람, 대상 2:9; 마 1:4)
⑧ 람아들, 자원 백성, 아미나답 Άμινδἁβ:בי(아미나다브, 대상 2:10, 마 1:4) 
⑨ 아미나다브아들, 경험으로 배운, 나손 Ναασσών:ן.ח(나흐손, 민 1:7; 마 1:4) 
⑩ 나손아들, 옷 입음, 살몬 Σαλμών:מֹון(쌀몬, 룻 4:20; 마 1:4)
⑪ 살몬아들, 기둥, 보아스 Βόες:ז(보아즈, 룻 4:21; 마 1:5) 
⑫ 보아즈아들, 섬기는 것, 오벳 Ώβήδ:דעֹו(오베드, 룻 4:17; 마 1:5)
⑬ 오베드아들, 다윋의 아버지,이새 Ίεσσαί:י(이솨이, 룻 4:17,  마 1:5)
⑭ 이새아들, 끓는 가슴, 다스리다, 다윋 Δαυίδ:ד(다비드, 룻 4:20; 마 1:6
                        - 아브라함에서 다윋까지 14대(마 1:2-1:6)

4) [*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솔로몬 ⇢ 여고냐까지 14대)]
[*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아브라함 ⇢ 다윋까지 14대)]
①. 다윋아들, 평화로운, 솔로몬 Σολομώνα:ה(쉐로모, 삼하 5:14,마 1:6)
②. 솔로몬아들, 백성의 넓힘, 르호보암 Ροβοάμ:ם(레하브암, 왕상 11:23; 마 

1:7)  
③. 르호보암아들 아들, 실존을 소망하는 양육 아비야 Αβίά:ה(아비야, 삼상,  8:2; 

마 1:7)
④. 아비야아들 아들, 치료, 아사 Άσάω:אָא(아싸, 마 1:8) 
⑤ 아사아들, 판결자, 여호사밧 Ίωσαψάτ:טהֹו(예호솨파트, 삼하 8:16; 마 1:8)
⑥ 여호사밧아들, 여호와께서 높이심, 요람 Ίωράμ:םהֹו(예호람, 왕하 8:16, 마 1:8)
⑦ 요람아들, הה 위엄, 웃시야 Όζίαν:הּו(우지야, 대상 6:24, 마 1:8
⑧ 웃시아아들, 여호와는 완전하심, 요담 Ίωαθάμ:םיֹו(요탐, 삿 9:5, 마 1:9)
⑨ 요담아들, 기업, 아하스 Άχάζ881:זָא(아하즈,, 왕하 15:38, 마 1:9)  
⑩ 아하스아들, 여호와로 강해짐, 주의 강하심, 히스기야 Έζεκίαν:ה(히즈키야, 왕하 

16:20, 마 1:9) 
⑪ 히스기야아들, 망각, 므낫세 Μανασσῆς:ה(메나쉐, 창 48:1, 마 1:10)
⑫ 므낫세아들, 확고한, 아몬 Άμών:ָאמֹון(아몬, 왕상 22:26, 대상 4:14, 마  1:10)
⑬ 아몬의 아들,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심, 요시아 Ίωςίας:הא(요시야, 왕상 13:2, 마 

1:11)
⑭ 여호와께서 세우심, 여고냐 Ίεχονίαν :ה(예콘야, 마 1:11)

                - 여고냐까지(마 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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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알파와 오메가제1절  알파와 오메가

1.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리1.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리

1). 예수님에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에서 예수님까지1). 예수님에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에서 예수님까지

(1). 족보와 고향

성서는 예수님에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에서 예수님까

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가장 그 거리를 길게 알리고 있

는 경우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누가복음 3장

38까지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까지의 순

서를 알리고 있는데 총 77번째까지로 하고 있다.

또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윋까지 열 네 대요

다윋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

론으로 이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

1:17라 하면서 아브라함에서 다윋까지 14대마 1:2∼ 1:6와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 14대마 1:6∼ 1:11, 그리고 스알디

엘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마 1:12∼ 1:17로 한다. 지 중 마

지만 그리스도 앞자리 곧 13대가 예수 자리이다. 성서

의 철학메시지로 전하는 문예향기시학은 그의 사랑하



제3장 알파와 오메가126

는 백성들이 바로 서 두 발로 잘 걸어가라는 생애 삶

의 메시지를 전한다.

성서 문예과학은 예수님에서 하나님까지를 예수님 족보

로 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알린다.

* 누가복음 3:23부터 누가복음 3:38까지 족보차례

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Ἰησούς1 예수 눅:3:23
⇢ Ἰώσήφ2 요셉 눅:3:23

⇢ Ηλί3 헬리 눅:3:23
⇢ Μα

θθάτ4 맛닷 눅:3:24
⇢ Λευί5 레위 눅:3:24

⇢ Μελχί6 멜기 눅:3:24
⇢ Ἰανναί7

안나 눅:3:24
⇢ Ἰωσήφ8 요셉 눅:3:24

⇢ Ματταθίου9 맛다다 눅:3:25
⇢ Άμώς10

아모스 눅:3:25
⇢ Ναούμ11 나훔 눅:3:25

⇢ Ἑσλί12 에슬리 눅:3:25
⇢ Ναγγαί13

낙개 눅:3:25
⇢ Μάαθ14 마앗 눅:3:26

⇢ Ματταθίου15 맛다디아 눅:3:26
⇢ Σεμ

είν16 서머인 눅:3:26
⇢ Ἰωήσχ17 요섹 눅:3:26

⇢ Ἰωδά18 요다 눅:3:26
⇢ Ἰωανά

ν19 요아난 눅:3:27
⇢ Ṕησα20 레사 눅:3:27

⇢ Zοροβαβελ21 스룹바벨 눅:3:27
⇢

Σαλαθιήλ22 스알디엘 눅:3:27
⇢ Νερί23 네리 눅:3:27

⇢ Μελχί24 멜기 눅:3:28

⇢ Άδδί25 앗디 눅:3:28
⇢ Κωσάμ26 고상 눅:3:28

⇢ Ἑλμαδάμ27 엘마담 눅:3:28

⇢ Ἣρ28 에르 눅:3:28
⇢ Ἰησοϋ29 레위 눅:3:29

⇢ Ἑλιέζερ30 엘리에서 눅:3:29

⇢ Ἰωρίμ31 요림레위 눅:3:29
⇢ Μαθθάτ32 맛닷레위 눅:3:29

⇢ Λευί33 레위

눅:3:29
⇢ Συμεύν34 시므온 눅:3:30

⇢ Ἰούδα35 유다 눅:3:30
⇢ Ἰώσήφ36 요셉

눅:3:30
⇢ Ἰωνάμ37 요남 눅:3:30

⇢ Ἑλίαχιμ38 엘리아김 눅:3:30
⇢ Μελεά39

멜레아 눅:3:31
⇢ ΜεννάΜελεά40 멘나 눅:3:31

⇢ ΜατταθάΜελεά41 맛다다

눅:3:31
⇢ Ναθάμ42 나단 눅:3:31

⇢ Δαυίδ43 다윋 눅:3:31
⇢ Ἰεσσαί44 이새

눅:3:32
⇢ Ἰωβήδ45 오벳 눅:3:32

⇢ Βόος446 보아스 눅:3:32
⇢ Σαλα47 살몬

눅:3:32
⇢ Ναασσων46 나손 눅:3:32

⇢ Άμινδαβ49 아미나답 눅:3:33
⇢ Άρνί50

아니 눅:3:33
⇢ Έσρώμ51 헤스론 눅:3:33

⇢ Φάρες52 베레스 눅:3:33
⇢ Ἰούδα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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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 눅:3:33
⇢ Ἰακώβ54 야곱 눅:3:34

⇢ Ἰσαάκ55 이삭 눅:3:34
⇢ Άβραάμ56 아

브라함 눅:3:34
⇢ Θάρα57 데라 눅:3:34

⇢ Ναχώρ58 나흘 눅:3:34
⇢ Σερούχ59 스

룩 눅:3:35
⇢ Ῥαγαύ60 르우 눅:3:35

⇢ Φάλεκ61 벨렉 눅:3:35
⇢ Ἑβερ62 헤버

눅:3:35
⇢ Σαλά63 살라 눅:3:35

⇢ Καίνάμ64 가이난 눅:3:35
⇢ Άρφαζάδ65 아박

삿 눅:3:36
⇢ Σήμ66 셈 눅:3:36

⇢ Νώε67 노아 눅:3:36
⇢ Λάμεκ68 레멕 눅:3:36

⇢ Μαθουσαλά69 무드셀라 눅:3:37
⇢ Ένώκ70 에녹 눅:3:37

⇢ Ἰάρετ71 야렛

눅:3:37
⇢ Μαλελεήλ72 마할랄렐 눅:3:37

⇢ Καίνάμ73 가이난 눅:3:37
⇢ Ένώς

74 에노스 눅:3:37
⇢ Σήθ75 셋 눅:3:37

⇢ Άδάμ76 아담 눅:3:37
⇢ Θεού77 하나님

눅:3:38

이 표시는 성서 누가복음 3:23∼38의 본문그대로의

순서이다. 77자리에 하나님이 표시눅:3:38되어 있다.

②.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진리의 순서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이시니까 제일처

음으로 순서를 바꾸어 볼 수 있다.

하나님
1
⇢ 아담

2
⇢ 셋

3
⇢ 에노스

4
⇢ 가이난

5
⇢ 마할랄렐

6

⇢ 야렛
7
⇢ 에녹

8
⇢ 무드셀라

9
⇢ 레멕

10
⇢ 노아

11
⇢ 셈

12
⇢ 아

박삿
13
⇢ 가이난

14
⇢ 살라

15
⇢ 헤버

16
⇢ 벨렉

17
⇢ 르우

18
⇢ 스룩

19
⇢ 나흘

20
⇢ 데라

21
⇢ 아브라함

22
⇢ 이삭

23
⇢ 야곱

24
⇢ 유다

5

⇢ 베레스
26
⇢ 헤스론

27
⇢ 아니

28
⇢ 아미나답

29
⇢ 나손

30
⇢ 살

몬
31
⇢ 보아스

32
⇢ 오벳

33
⇢ 이새

34
⇢ 다윋

35
⇢ 나단

35
⇢ 맛다

다
37
⇢ 멘나

38
⇢ 멜레아

39
⇢ 엘리아김

40
⇢ 요남

41
⇢ 요셉

42
⇢ 유

다
43
⇢ 시므온

44
⇢ 레위

45
⇢ 맛닷

46
⇢ 요림

47
⇢ 엘리에서

48
⇢

예수
49
⇢ 에르

50
⇢ 엘마담

51
⇢ 고상

52
⇢ 앗디

53
⇢ 멜기

54
⇢ 네리

55
⇢ 스알디엘

56
⇢ 스룹바벨

57
⇢ 레사

58
⇢ 요아난

59
⇢ 요다

60

⇢ 요섹
61
⇢ 서머인

62
⇢ 맛다디아

63
⇢ 마앗

64
⇢ 낙개

65
⇢ 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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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66
⇢ 나훔

67
⇢ 아모스

68
⇢ 맛다다

69
⇢ 요셉

70
⇢ 안나

71
⇢ 멜

기
72
⇢ 레위

73
⇢ 맛닷

74
⇢ 헬리

75
⇢ 요셉

76
⇢ 예수

77
(눅 3:23-38)

하나님을 제일 앞으로 한 하나님에서 시작하여 예수

님까지의 거리는 77째 성서문예향기시학 7의 11회다.

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          |
    -   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

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 22:14

②. 일곱이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이레

  쇠부임 쉬브아와

- 단 9:25

③.. 칠십 이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   솨부임 쉬브임

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

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 단 9:24

④. 육십 이 이레    하솨부임 쉬쉼 우싀나임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

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

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 단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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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1)’를 성서는 7이 두 번 겹친 77로 한다. 70이나

심지어 7 혹은 60도 같이 ‘이레’로 표시 이 이레 7을

성서는 강조한다.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 14절에

2회 사용2)한다.

7의 2회 사용은 성서 족보의 14대를를 말한다. 아브

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였던 모리아 지역에서 2회 사용, ‘여호

와 이레’이다.

이레3)= 이레 창 22:14는 라에에 이가 붙는다. 문법

은 VNIMZS=니팔 동사 단순형 중간태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다. 문법 ‘이레’는 현재진행형이다. 헬라어로

는 είδεν=에덴이다. 이레는 에덴이다. 에덴의 중요성은

천국을 맞보는 날과 관련된다. 전 인류가 나날의 주기

를 일주일로 하는데 열왕기 상 8:65에서는 연속 되는

날 14일을 특별히 솔로몬이 솔로몬 궁을 완공 하는 날

1). 생방송 Live 오전 11시 전국주일연합예배.  

2) 열왕기 상 8:65: 그 때에 솔로몬이 칠일과 칠일 도합 14일 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온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3) Wigram, V George., The Englishm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49506:Baker Book House, 1843. 김만풍 역,『구약 성구사전』, 서울:기독
교문화사,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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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작되는 두 주 축일로 14대에 대한 은유이다.

아브람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에 하나님이 미

리 준비하신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 이레 VQIMZS/NE NE
- 창 22:14

한국 사람들은 이 이레라는 말을 아주 좋아한다. 순

수한 한국말 이레1)이다. 그것은 7이나 70을 ‘이레’로

하고 있다. 우리말 그대로 이레는 7과 관련한다. 7일과

7일을 합한 이레2)도 있다. 연속되는 14대 14대는 예수

님 족보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60

도 또한 이레로 번역된다.

①. 일곱이레=  쇠부임 쉬브아(단 9:25)

②.. 칠십 이레=   솨부임 쉬브임(단 9:24)

③.. 육십 이레=    하솨부임 쉬쉼 우싀나임

-단 9:26

숨 쉴 수 있는 곳 고향은 에덴이다. 창세기 22장 14

절은 이 ‘이레’를 2회 사용 한다. 첫 번은 헬라어로 είδ

εν=에덴으로 번역 한다. 두 번째는 에프데 ώφδη=앞에

이다. 영어 번역은 it shall be seen이다. 미리 보여주는

1) , 『물의 신학과 물의 시학』(서울:창조문학사, 2017)., 859.  

2) 열왕기 상 8:65: 그 때에 솔로몬이 칠일과 칠일 도합 14일 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온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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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누가? 여호와가 미리 보여준 곳이 여호와 이레

다. ‘이레’ 땅은 하나님이 미리 눈으로 보여준 천국 에

덴이다. 눈으로 미리 보여준 천국은 숨 쉴 수 있는 곳,

에덴이다. 에덴의 에=눈 눈이고 데=덴 가슴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는 장소이다. 여호와 이

레 이 장소는 아브라함 곧 아비와 관련되면서 아브라

함의 날이다. 고향이다. 그토록 그리움이미지가 되는

고향은 여호와 이레를 얻은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맞

볼 수 있는 땅이다. 믿음으로 얻는 고향이다. 이 고향

은 이 지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이 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친 마음의 장소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향을 찾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곳이다. 내 자신을 다 바쳐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곳과 기간이 고향에서의 삶이다. 내가 가장 좋아

하는 것을 나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이

에게 바치는 데서 얻어지는 선물이다. 여호와이레 곧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이다. 내 마음이 있는 곳 이 고향

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다. 아브라함이 귀한 자기 아들을

바치려 할 때 얻은 장소 이름 창세기 22장 14절 ‘여호

와 이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도록 눈

으로 보여준 현장 고향이다. 고향이란 세월이 지나도

곳이다.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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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VQIMZS/NE NE 창 22:14와

관련 여성들이 착용하는 ‘브라자’의 ‘브라’ 곧 숨 후! 하

고 숨 쉬는 성령의 바람이 있는 곳 고향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창 2:15

 바이카아 이끌어 CW.VQIMZS And took Καί έλαβεν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NE LORD κύριος 

 엘로힘 하나님 NMP the God ό Θεός 

 -   -  에트- 하아담 아담을 D.NMS the man τόν ἇνθρωπον

  바야니헤후 두사 CW.VHIMZS.MZS.MZS and put him καί έθετο άύτον 

-  -  베겐- 에덴 에덴-동산에 P.NFSG-NE into the of garden έν τῷ παραθέίσ

ῳ
-창 2:15

에덴의 ㄴ은 눈=물고기=영원 의미이고 이 때 물고

기는 시적 은유로서의 예수님이다. 영어 Eden이다. 에

덴은 파라다이스다. 이 헬라어 기록은 분명히 장소를

지시한다. 따라서 이 장소는 고향의미 은유 미리 예수

님을 보여준 곳이 에덴이다. 성서는 현재진행형 가장

처음 글자 이=이 성서법칙으로 사람이 이 지상에서 행

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미리 보여주는 준비된 천국

이다. είδεν에덴 성서의 ‘이레’ 에덴 헬라어 표시 영어

ireh이레이다. 우리말 ‘…이레’이다. 우리말 ‘이레’는 이렇

게 하라고 할 때 ‘이레’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라고

‘이래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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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상에서의 천국! 그 분이 눈으로 보여주는 천국

이 이 지상에 있다. 살아 있는 존재 숨 쉬며 살아 있는

존재 고향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고향이 있는 사람

이다. 행복한 마음의 고향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고통

쯤은 참을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서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 튼튼한 발로 걸을 수 있다. 우리는 항

상 일평생 고향 가는 길 위에서 산 상징은 아주 열심

히 하나님 뜻에 맞게 날마다를 살아가는 일이다.

고향이미지가 예수님과 관련되는 관계는 숨 쉬며 살

아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어야만 가능하다.

마음속에 에덴을 가진 사람은 살아 숨 쉬기의 귀중함

을 알면서 감사와 찬송이 일상에 있다. 이일에 앞장 선

분이 예수이다.

그는 몸소 사랑실천을 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

여 신앙인이 되게 하였고 동시에 성서 전체는 이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준다. 따라서 성서는 이에 앞장선 예

수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성서가 제시하는 에덴= 에덴의 눈1)은 물고기 은유

로 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이 지상에 와 어떠한

행로 곧 천국에 가기 위한 사랑실천을 할 수 있는 가

1) 관련 시학은 目(목) · 視(시) · 示(시) · (녹) · 瞻(첨) · 眺(조) · 
睹(도)로 논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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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열어준다. 그럼으로 고향과 천국과 지상의 천국

을 열어가는 길을 제시해준다. 그 본보기로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주고 있

고 이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 하는 파라다이스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얻은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아

비라 함’이다. 이 사람을 성서는 우르 지방에서 온 이

방인이라 한다. 환단 고기에 우루국이 있다. 남북으로

5만 리 동서로 2만 리를 가진 12연방1)중 하나이다.

12연방은 『진서晉書』「사이전四夷傳」에 비리국卑離國 ·

양운국養雲國 · 완막한국宛莫汗國 · 구다천국句茶川國· 일군국一

群國 · 우루국虞婁國 · 객현한국客賢汗國 · 구모맥국句牟額國 ·

육구여국育句餘國 · 사납아국斯衲阿國 · 선비이국鮮卑爾國 · 수

밀이국須密爾國의 12환국 중에 우르국이 있다.

그 옛날 존재했던 우리 문화권을 알리는 증거이다.

아브라함 언어 기본형 라에는 ‘본다’이다. 아브라함은

아비를 ‘본다’이다. ‘이레=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의 제일

앞 글자 이 이는 하나님의 뜻의 약자로 하나님이 보게

하심이며 동시에 보호하고 격려하는 이는 현실 우리의

1)12 이름이 전해온다.『진서(晉書)』「사이전(四夷傳)」에 비리국
(卑離國) · 양운국(養雲國) · 완막한국(宛莫汗國) · 구다천국(句茶川國)· 일군
국(一群國) · 우루국(虞婁國) · 객현한국(客賢汗國) · 구모맥국((句牟額國) · 
육구여국(育句餘國) · 사납아국(斯衲阿國) · 선비이국(鮮卑爾國) · 수밀이국
(須密爾國)의 12환국이다. 이 광역 공화국은 남북 5 만리 동서 2 만리를 차
지:강상원 · 「사라진(沈沒) 무제국 東夷族에 母國』(서울:朝鮮世宗太學院 · 
201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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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아빠이다.

‘아브라함’의 ‘아브’는 우리말 아빠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표시이다. 아빠라

는 말 속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표시된다. 아들이 있

음으로써 아버지라는 말이 성립된다. 아브의 ‘아’가 아

버지이고 아브의 ‘브’는 아들1)이다. 그런데 알려지는

아빠가 abba이다.

①. 로마서 8:15 for you did not receive the spirit of slavery

to fall back in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sonship. Wen

we cry, Abba! Father! 16 it is the Spirit himself bearing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 ROMANS 8:15-16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 롬 8:14-16

15 ού우 γάρ가르 έλάβετε엘라베테 πνεϋμα프네우마 δουλείας둘레이아스, π

άλιν팔린 είς에이스 ψόβον포본 άλλά알라 έλάβετε엘라베테 πνεϋμα프네마 υίο

θεσίας위오이아스 έν엔 ᾠ우 κράζομεν크락소멘 αββα 아빠ό오 πατήρ파티오

∖. 16 αύτό우토 τό토 πνεϋμα프네우마 συμμαρτυρεϊ숨마르투레이 τᾠ투 πνεϋμ

ατι프네우마티 ήμὣν눈 ὅτι오티 ὲσμέν에스멘 τέκνα테크나 θεοῢ데우 -줄 친 부분

발음 “압바=아버지”2) - ΠΡΟΣ ΡΩΜ 8:15-16

1) Bred TV 히브리어 알파벳 제 4강 달레트 

2) Wigram, V George. The Kore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49506:Baker Book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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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4: 36 And he said Abba,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to thee; remove this cup from me;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thou wilt. - MARK 14:36

14:36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

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 막 14:36

막 14:36 καί카이 έλεγεν'엘레겐 αββα아빠 ό오 πατήρ파테르∖, παν

τα판타 δυνατά두나타 σοι'παρένεγκε소이파레네그케 τό투 ποτήριον포테리온 τ

ουτο투토 αάπ아우트 έμού에무 άλλ알 ού우 τί티 έγώ에구 θέλω데루 άλλά알라

τί티 συ수 - ΜΑΡΚΟΣ 14:36

③. 갈 4:6 And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갈 4:6

4:6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

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 갈 4:6

4:6 Οτι오티 δέ데 έστε우테 υίοί이오이 έζαπέστειλεν엑사페오스테일렌 ό호

θεός데오스 τό토 πνεύμα프네마τού토우 υίού이오이 αύτού아우투 είς에이스 τας

타스 καρδίας크나르디아스 ήμών눈 κλάζον크락숀, Αββα아빠 ό호 πατήρ파테르

-ΠΡΟΣ ΓΑΛΑΤΑΣ 4:6

이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보여주는 abba는 원문

대로라면 ‘아바’도 아니다. ‘아빠’이다. 아주 강한 발음

abba이다. 이 아빠가 성서에서 찾아진다. 더 확실한 아

주 놀라운 사실의 증거 우리말 “아빠” 그대로이다.

1843. 역,『신약 성구사전』, 서울:기독교문화사,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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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와 물고기의 비밀암호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누구

나 늘 말하는 ‘아빠’!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아빠’라는

말은 헬라어에나 영어번역에서도 같다(줄친 부분). 글자

하나하나 의미 아들을 낳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언어해석으로 강상원 박사는 우리언어 찾기 연구에

서 아빠의 ‘아’는 부정 의미이고 ‘빠’는 더욱 부정하는

의미로서 부정에 부정을 더하는 결과로 얻어진 아빠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 어려운 숙제를 성서는 물고기로 푼다. 과연 이

“아빠”가 무슨 뜻일까” 답이 있다. 이 아빠라는 말, 그

것은 놀랍게도 물이나 바다와 관련되고 또 물고기와

관련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물고기와 아빠의 연결이

물고기와 예수스크리스도스의 연결고리 아빠가 있다.

아빠 ayabba1)의 ‘빠’이다. 강하고 센소리 ‘아압빠’이다.

a∼ab∼ba ⇢ ayabba ⇢ (a)yabba ⇢ (a)amba ⇢ Yamm⇢

yām

이 흐름이 뜬 금 없이 ‘아빠’에서 ‘얌’으로 변한다. 아

바도 아니다. 아빠!이다. 바다=얌 =얌=yam이다. 우가

리트어 언어 변화 순서이다. 물고기와 아빠! 글자 변이

과정 a-aya-ba=ayabba ⇢ ayabba ⇢ ayabba ⇢

1) David Toshio. Tsumura · 57  



제3장 알파와 오메가138

ayamba ⇢ yamm ⇢ yᾱm이다. 우리말이 보여주는 아
빠1)이다. ‘아’부터 시작 ⇢ 아브 ⇢ 바 ⇢ 아빠 ⇢ 압

바 ⇢ 암바 ⇢ 얌2) 흐름이다. 강신神이나 바다 신神

얌3)이다. 아빠와 얌4) 물고기와 아빠와의 관련이다. 물

고기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

얌= = 얌=yam!은 아카드어에서도 발견 된 얌은

늘 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다 신5)이나 물

고기6)다.

1) ayabba:David Toshio. Tsumura, 57:In Amarna Akkadian, the sea 
is always referred to in forms of ayabba(EA 74-20, 9:47, 105:13, 
114:19, 151-42, 288:33, 340:6), never spelt as ta-am-tu(except in 
Adapa text [356:50 & 51] which is written in a standard Akkadian), I 
owe this information to DR. R. S. Hess. See also CAD, A · 1(1964), 
221(also in Mari & SB literary text), W.F. Albright & W. L. Moran, 
Rib-Adda of Byblos and the Affairs of Tyre(EA 89) JCS 4(1950), 
167; cf JA Knudtzin, Die Ei-Amarna-Tafeln:mit Einleitung und 
Erläuterungen. Ⅱ(Aalen:Otto Zeller, 1915), 1528 on Tâmtu. It might be 
postulated that the Sumerian loan word ayabba(<=a-ab-ba) in West 
Semitic experienced the following Phonological 
change:a-aya-ba=>ayabba>a(yabba>(a)yabba>(a)yamba>yamm->yᾱm. 
For EA 89, see now W. L. Moran, Les Lettes 
dἘl-Amama:Correspondance diplomatique pharaon(LAPO 
13:Paris:Cerf, 1987), 277-8. 

2) a-ab-ba=>ayabba>(a)yabba>(a)amba>Yamm>yām.

3) (얌).

.(얌)ם (4

5) sea-yam.

6) David Toshio. Tsumura, 54:In Ugaritic, Ym is often "personified" 
and refers to  q divine enity, the sea-god Yam. However, the term is 
used as a common noun without any divine personification even in 
mythological contexts, as in the cases of Ym( · · thm) in q. 23 
[52]:30, an expression "fish from the sea" dg bym(1. 23[52]:62-63) 
and a divine epithet rpt atrt ym "Lady" Atirat of the sea(1. 
4[51]:1:13-14[14:-15], 21[22], Ⅲ:25, 28-29, 34; 1:6:1:44, 45, 47, 
53 [49]:1:16, 17, 19, 25]). cf. Albright's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London:Athlone Press, 1968), 166 · Hower, cf. The Phrase 
aṯrt ṣrm"(Aṯirat of the Tyrians"(UT 19.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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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6:48 바람이 거스리므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

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49 제자들이 그가 바다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

여 소리 지르니

- 막 6:48-49

막 6:48 He saw the disciple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of

the night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49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MARK 6:48-49

48 καί카이=and ίδών이둔=seeing αύτούς아우투스=them βασανιζομένους바사

닉소메누스=being distressed έν엔=in τώ투=the έλαύνειν엘라우네인=to row
, ἧν헨=was γ

άρ가르=for ό호=the ἅνεμος아네모스=wind έναντίος에난티오스=contrary αύτοίς아우토

이스=to them περί페리=about τετάρτεν테타르텐=the fourth φυλάκήν풀라켄=watch τ

ής테스=of the νυκτός누크토스=night ἕρκεταί에르케타이=the comes προς프로스=toward

αύτούς아우투스=them περιπατών페리파우툰=walking έπί에피=on τής테스=the θαλ

άσσης달라세스=sea καί카이=and ήθελεν헤델렌=wished παρελθείν파렐데인=to go

by αύτούς아우투스=them
49 οί오이=but δέ이ep=theyίδόντής이돈테스=seeimg ούτο

ν오우톤=him έπί에피=on τής테스=the θαλάσσης달라세스=see περίπατούνα페리파

툰타=walking ἕδοκσαν에돜크산=tkought ὄτί호티=that φάντασμά판타스마=a ghost έστ

ιν,에스틴=it is
, καί카이=dnd άνέκραζαν아네크락산= sried out

- ΜΑΡΚΟΣ 6:48-49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아빠’

“αββα아빠
”표현 그대로다. 물 위를 걸어 다니는 분은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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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을 제공하는 신이다. 우리 일상에서도 아빠라는

존재는 늘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분이다. 우리에게 절

대적인 존재이다.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 주는 신이다.

우리 문화권에서 그대로 전승되는 오빠도 있다. 오늘날

의 한국에서는 한 가정의 아내조차 자기 남편을 ‘‘오빠’

라 부른다. 애칭 오빠이다.

이 ‘아빠’와 그리스어의 첫 자와 둘째 자가 반복되어

만들어진 글자‘αββα아빠’이다. 첫째 글자구성이 알파

=Alpha와 베타=Beata와 합하여 된 합성어이다. 헬라어

첫자 구성 대문자 Ά=Alpha이고 소문자 α=a=alpha에서

이다. 영어로 아빠=abba이다.

강상원1) 박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①. 알파 Alpha의 Al · 무겁다 · 신 protect=보호 · 막다 · 수호

②. pa · 부수다 · food ③. ha · 河 · · 하

④. water ⑤ Alpha=물 위에 먹을 음식

⑥ 물 위에 떠 있는 신 ⑦ β · 베타 · 걷다

⑧ ta · 장소 · spot(점, 흔적) · place

αββα는 물 위에 뜬 신이다. 물 위에 있는 아빠는 필

히 물과 관련되고 사람과 관련된다. 사람은 70%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 물위를 자유자제로 다닐 수 있는 신이

다. 그는 물 안과 그리고 물 위에서 자유 유영한다. 아

빠 이미지는 절대 권위자이다.

1)12 · 「사라진(沈沒) 무제국 東夷族에 母國』(서울:朝鮮世宗太
學院 · 201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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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아빠는 언어의 의미 법칙에서 아빠의 ‘아’

는 영어권이나 한국 언어권에서 부정의 의미 ‘아니’의

‘아’이다. 그리고 아빠의 ‘빠’는 우리말 ‘빠았다’의 ‘빠’

곧 파괴의미이다.

따라서 부정을 강하게 부정하는 역설이다. 구체적으

로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스 크리스토스Ίησοũς Χριστό

ς에 맞추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고기 언어와 동일

하다. 고기는 헬라어 소문자 이크듸스=ίχθύος이크듸스이

다. 좋은 물고기 뜻마 13:47-5을 지닌다. 물고기와 예수스

크리스트는 대문자 차이와 소문자 차이이다. 이 물고기

는 어부 베드로가 건져 올린 좋고 큰 153마리의 물고

기이다. 이 좋은 물고기를 이크툰= ίχθύων요 21:11이라

한다.

대문자로 구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 크리스도스Ί

ησοũς Χριστός가 있다. 예수와 물고기와 연관이 긴밀

하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명한 헬라어소문자로 된 “물로 가

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이크둔=ίχθυν마 17:27

이 있다. 예수 가로되 그 고기를 건져서 가져가서 그것

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라 했다. 이 고기

를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하신다. 이 때 베드

로가 하는 일은 물고기의 입을 여는 일이다. 고기의 입

을 여는 일을 하는 일은 사람이 베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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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 물고기 두 마리=이어

二漁
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Ίησοũς Χριστός1)와 관련, 이크듸스

라는 글자 자체가 물고기와 크리스토스와는 구분되면

서 소문자와 대문자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킨다. 다만

구성된 글자는 같다.

예수스 크리스도를 이크듸스 = ΙΧΘΥΣ이크듸스라 한

다. 이 엄청난 사건이 전개되는 다름 아닌 소문자 표기

로는 물고기=이크듸스= ίχδθψς이크듸스= 이다. 언

어는 동일하다. 놀라웁게도 예수크리스도 = 물고기 동

일언어이다. 다만 대문자로 구성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예수그리스도 언어는 ΙΧΘΥΣ이크듸스=이크듸스이

다. 성서 예수 크리스트 곧 ΙΧΘΥΣ이크듸스 지칭은 소문

자일때 물고기2)로 표시한다. 대문자로만 된 이크듸스

는 하나님과 예수스 크리스트가 합쳐진 언어이다.

성서는 답을 항상 성서 안에 숨겨둔다. 그리고 놀랍

게도 구분 야크듸스=구분도 의미를 ‘구분’으로 하면서 친

절하게도 성서는 예수스 크리스도와 물고기를 구분하

라이다.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 말하자면 시적

은유로 알려 준다. 성서는 중요한 사건은 항상 그 답을

어디엔가 숨겨 둔다.

1) , ‘하나님의 이름, 야훼(YHWH) 손을 보라 못을 보라 
(153쉴터교회 with)

2) 요한복음 6:9절에서 제시되는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라는 뜻을 지닌 오
파사리아όψάρια오파사리아 작은  고기도 있다.



물의 시학 143

히브리어에 있는 야크듸스 야크듸스=구분는 구분의

미의 단어이다. 이 때 야크듸스 야크듸스=구분
의 크

는

원숭이를 의미하며 동시에 가슴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교가 될 수 없도록 거룩하다이다. 그만큼 구별의 차

이가 크다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

신 글자의미이다. 이사야 6:3절의 십자가 사건을 알린

내용이다.

  베카라 창화하여 C.VQAMZS And cried

  제 서 AFDMS one

-  엘제 로 P- AFDMS another

   아마르 가로되 C.VQAMZS And said

      카도스 카도스 카도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AMS AMS AMS Holy holy holy

    여호와 여호와 NE is the LORD of

  제바오트 만군의 NE 만군의 hoste

  멜로아 충만하도다 NMSG is filled of

-  -  콜- 하아래쯔 땅에 NMSG-D-NFS

   케보드 그 영광이 NMS.MZS his glory

-이사야 6:3

하나님에게 부여되는 거룩하시도다는 글자의 구성분

은 같으나 물고기와 구분= 야크듸스 구분 되게 하고

있다. 구분 곧 글자 야크듸스
=구분을 통하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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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은 가슴에 들어있는 십자가사건 자체를 알린다.

성서는 물고기와 예수스 크리스도스Ίησοũς Χριστός

를 엄연히 구분하면서 글자 스페링은 같다.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이다. 문자는 예수님이 어렵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의미다. 예수

모습의 글자 표시다.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야크듸스 라여호와= 여호와께 구별

하여 드렸으면 VHIMZS P. NE a man sanctify unt the LORD, άγιιάσή τώ κυρίώ,

- 레 27:22

대문자로서만 구성된 예수의 비밀 암호는 이크듸스 Ι

ΧΘΥΣ이크듸스이다. 첫 아이=Ι아이는 예수=Ϊησού예수의 첫

글자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1)다. 이크듸스=ΙΧΘΥ

Σ이크듸스의 둘째 엑스=Χ는 크리스토우χριστού크리스토우로

읽으며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리스도2)이다. 이크듸스=ΙΧ

ΘΥΣ이크듸스의 셋째 데오스=Θ는 데오스θεός데오스=하나님

=데오스로 읽으며 우리가 아는 하나님3)을 말한다. ΙΧΘ

ΥΣ이크듸스의 네 번째 ϒ는 위오스ϒυίός위오스=아들=위오스

1) Ἰησούς 마 1:1, 16, 18. 21. 25 등:George V. Wigram,『신약 성
구사전:The Kore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 고
영민,김만풍 역(서울:기독교 문화출판사 ,̀ 1981)., 1097

2) Χριστός 크리스도스 마 1:1, 16, 17. 18, 2:4 등:George V. Wigram,
『신약 성구사전:The Kore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고영민,김만풍 역(서울:기독교 문화출판사`, 1981)., 1239

3) Θεός 데오스 하나님 마 1:23, 3:9, 10. 18, 2:4 등:George V. 
Wigram,『신약 성구사전:The Kore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고영민,김만풍 역(서울:기독교 문화출판사 ,̀ 1981)., 531, 620(κκρι
ος 퀴리오스 주, 마 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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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으며 우리가 밤낮 잘 부르는 아들1)을 말한다. 다

섯 번째 ΙΧΘΥΣ이크듸스
의 소테르=Σ는 소테르Σωτεήρ소테

르로 읽으며 하나님 구세주2) 뜻이다.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 ‘이크’는 우리말 ‘아주 크다’의 놀라움 그

자체의 순간 발음이다. 고기로 의미되는 ‘이크’는 아주

좋은 고기를 말한다.

좋은 고기를 일커르는 ‘이크’라는 말이 성서에 있다.

①. 생선ίχθύν이크둔 마 7:10
을 달라하면(마 7:10)

②. 물고기 두 마리πέντε ἄρτους καί δύο ίχθύας펜테 아르투스 카이

듀오 이크듀아스 마 14:17
뿐이이다(마 14:17)

③.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λαβών τούς πέντε ἄρτους καί δ

ύο ίχθύας펜테 아르투스 카이 듀오 이크듀아스 마 14:17
(마 14:17)

④. 생선 두어 마리Έπτά καί άλίγα ίχθύδια에프타 카이 알 리가 이크

듀우디아 마 15:34-36
가 있나이다(마 15:34)

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πρωτον ί

χθύν ἅρον 프루톤 이크둔 아론 마 17:27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

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마 17:27)

⑥ 물고기 두 마리πέντε, καί δύο ίχθύας펜테, 카이 듀오 이크듀아스

막 6:38
가 있더이다…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

지사λαβών τούς  πέντε ἄρτους καί δύο ίχθύας라본 투스 펜테 아르투스

1) υίος 마 1:21, 23, 25. 3:17. 5:9 등:George V. Wigram,『신약 
성구사전:The Kore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 
고영민,김만풍 역(서울:기독교 문화출판사 ,̀ 1981)., 1003

2) God ό θεός ό σωτήρ μου(Ps 24:5; 26:9 Mi 7:7; Lk 1:47 θεό
σ):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y Christian Literature 하 William F.Arndt and F. Wilbbur gingric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London, 1958., 801:KBornhausen, 
Der Erlόser27 θεοσ Σωτεήρ b. den Rόmer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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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듀오 이크듀아스 마 14:19
(마 14:19)

⑦ 생선 두어 마리πέντε καί δύο ίχθύας펜테 카이 듀오 이크듀아스 막

6:38
가 있더이다(마 6:38)

⑧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λαβών τούς  πέντε ἄρτους καί το

ύς δύο ίχθύας라본 투으 펜테 아르투스 카이 누스 듀어 이크듀아스 막 6:41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또 물고기 두 마리ἵνα παρατιθώσιν αύτίς, κ

αί άπό τούς, δυο  ίχθύας인나 파라티듀신 우티스, 파이 아포 두스, 듀오 이크두아

스 막 6:41
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막 6:41)

⑨ …물고기를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δώδεκα κοφίνω

ν πληρώματα καί άπό τών ίχθύών두데카 코피눈 프레루마타 아포 툰 이크듀운

막 6:43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명이었더라(막 6:44)

⑩ 그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πλήθος ίχθύων프레도

스 이크듀운 눅 5:6
그물이 찢어진지라(눅 5:6)

⑪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τών ίχθύων툰 이크듀운 눅 5:9
을 인하

여 놀라고(눅 5:9)

⑫ 물고기 두 마리 밖에ή αρτοι τεντε καί δύο ίχθύές헤 아르토이

텐데 카이 듀오 이크두에스 눅 9:13
(눅 9:13)

⑬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ή τούς  πέ αρτοι τεντε καί ίχθύ

ές δύο헤 아르토이 펜테 카이 이크듀으스 두오 눅 9:16
(눅 9:16)

⑭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ίχθύν, καί άντί ίχθύ

ος이크듄, 파이 안티 이크듀스 눅 11:11
(눅 11:11)

⑮ 구운 생선 한 토막ίχθύος όπτού μέρος이크우스 호프투 레로스 눅

24:42
을 드리메(눅 24:42)

⑯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건대 이

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τού πλήθους των ίχθύών투 프레두스 톤 이크

듀온 요 21:6
그물을 들 수 없더라(요 21:6)

이크라는 말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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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선= ίχθύν= 이크둔
마 7:10

②. 고기를=πρωτον ίχθύν ἅρον= 프루톤 이크둔 아론
마 17:27

③. …물고기=ίχθύών= 이크듀운
막 6:43

④. 고기=ίχθύων= 이크듀운
눅 5:6

⑤ 고기=ίχθύων= 이크듀운
눅 5:9

⑥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ίχθύν, καί άντί ίχθύος=

이크듄, 파이 안티 이크듀스
눅 11:11

⑦ 구운 생선 한 토막=ίχθύος όπτού μέρος= 이크우스 호프투

레로스
눅 24:42

⑧ 고기=ίχθύών= 이크듀온
요 21:6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는 물과 관련되고 이 물은 우

리나라에 있는 천부경 기록과 연관된다. 사람에게는 고

향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숫자의 개념이 있다. 천부경

은 사람의 정체를 물과 관련한다. 이의 근거는 천부경

의 가장 중심 수 6이다. 이 6은 천부경 81자 중에서 가

장 중심이다. 의미는 물 의미이다. 그리고 사람의미를

지닌다. 이 물이 천부경과 깊은 관련인 것은 사람의 몸

이 70% 이상 물이다. 이 물은 6의 수를 가진다. 물은 6

각형으로 되어 있다.

천부경은 총 81자인데 그 중 가장 중심 수는 6이다.

이 6을 통해 양쪽으로 갈라진다. 이 6은 물 이미지이며

사람이라는 부가적인 의미를 지닌다. 사람의 가장 중심

점은 본래의 사람 곧 하나님 이미지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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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향문제

천부경이 진리와 연관되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고향

에 두는데 있어서이다. 그리고 성서에서는 여호와 이레

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이다. 고향문제에 가

장 적당한 말은 에덴이다. 에덴= 에덴 글자는 아드=
아드와 눈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이 아드는 영원한 증거

가 되는 아들을 지칭한다. 이 아들=아드=아드인 영원

한 증거 아드= 아드 · 증거1) 증거는 “이스라엘아 들으

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2)를 섬

기는 일이며 아들3)=증거4)는 그분의 아들을 믿는 이들

의 삶5)의 무리6)중에 나타나는 증인7)이다.

이 증거들을 성서는 일곱 문예과학으로 알린다.

예수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

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 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 15:34-37

1) George H. Van Kooten ·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Leiden: Brill · 2005) · 61:

2)  ה ינּו הה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ע ל

┃에하드 · 신 6:4)

 · (레아드 · 영원까지 · 증거 19:10 · 영원히 · 22:26 · 111:3 · 10ד (3
12:3 · 9).

דּות (4 (하에두트 · 증거)출 25:22 · 26:33 · 34 · 27:21 · 30:6 · 26 · 
36 · 31:7 · 39:35,40:3 · 5 · 21; 레 16:13; 민 24:3; 수 4:16.

(하에다 · 회중가운데서 · 민 26:9)ה (5

6) 출 3:1; 신 20:9; 수 6:26; 삿 4:7 · 5:21 이하 생략

7) 출 23:1; 레 5:1; 민 5:13 · 35:3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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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의 시적 장치 텍스트다움은 ①.일곱 개 ②.일곱

광주리 등등 다양하다. 구약성서 ①.창세기 41:18∼30

②.신약 마태복음 15:32∼39 ③.마가복음14:8∼32에서

제시된다.

이 일곱 문예미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

⇢ 다윋까지의 14대까지가 바로 7 + 7의 7이 2회의 리

듬에서 찾아진다. 다윋의 자손 예수는 다윋 다윋 글
자수치 4+6+4=14에서도 찾아진다. 이 DNA는 훈민정음

의 창제원리인 七始칠시1)의 자리 연결망을 가진다. 7의

2회 반복 리듬은 예수님 족보2) 7의 리듬 2회를 3회 반

복 42대 그리스도에 이른다.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은

유시학이 되면서 7을 두 번 써서 시의 은유기법으로

칠십칠이라고도 하고 칠칠도 된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길 곧 고향 여호와 이레

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고향을 찾는 일은 본 연

구자가 신앙인이므로 당연히 성서에서 그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당연히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의한 예수님 족

보에 관심을 가진다. 족보 147+7대 ∼ 다시 147+7대 ∼

다시 147+7대 그리스도 14마 1:173)대의 앞 13대에 예수다.

1) · ‘七始는 天統也 얏스니, 天地人과 四時인 春夏秋冬之始를 말는 
바’『東國正韻실담어 註釋』(서울:朝鮮世宗太學院 · 2013)., 178..

2) 이영지, 『한국시조 문예미학 연구』(서울:창조문학사, 2020)., 
414-419.

3)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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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호와 이레 고향 가는 길

* 예수님 족보-아브라함 ⇢ 다윋까지 14대

①. 믿음조상 Αβραἁμ:  아브람, 창 17:5; 출 3:6, 마 1:2

②. 아브람↴이삭 Ισαάκ: 이쯔핰, 웃음,창 17:19, 마 1:2

③. 이삭↴야곱 Ίακώβ:  야콮, 반석, 창 25:26; 마 1:2

④. 야곱↴유다 Ίούδας:  예후다, 실존, 창 29:35; 마 1:2

⑤유다↴베레스 φάρες: 페레쯔, 떠오름, 창 38:29; 마 1:3

⑥르우벤↴헤스론 Έσρώμ: 헤쯔론, 뜰, 창 46:9; 마 1:3

⑦헤스론↴람 Άράμ: 람, 높음, 대상 2:9; 마 1:4

⑧람↴아미나답 Άμινδἁβ:  아미나답, 자원 백성, 대상 2:10, 마 1:4

⑨아미나답↴나손 Ναασσών: 나흐손, 경험, 민 1:7; 마 1:4

⑩나손↴살몬 Σαλμών: 쌀몬, 옷 입음, 룻 4:20; 마 1:4

⑪살몬↴보아스 Βόες: 보아즈, 기둥, 룻 4:21; 마 1:5
⑫보아스↴오벳 Ώβήδ:  오벳 섬기는, 룻 4:17; 마 1:5

⑬오베드↴이새 Ίεσσαί: 이솨이, 다윋의 아비 룻 4:17,마 1:5

⑭이새↴
다윋 Δαυίδ: (다빋, 끓는 가슴, 룻 4:20; 마 1: 6

- [*신약기록의예수님족보(아브라함에서⇢다윋까지14대)]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아브라함에서 ⇢ 다윋까지

14대 14대이다. 다윋 글자 다윋 숫자 값이 4 + 6

+4=14이다. 성서는 숫자의 은유를 중요시하는데 이 결

정적 이유는 성서는 기록의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원

예수가 나시니라(마 1:16).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윋까
지 열 네 대요 다윋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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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손상되지 않는 글자 그대로 전해오면서 그 비밀

을 풀어준다. 그것은 숫자의 한 글자만 틀려도 오류가

되기 때문이다. 즉 숫자 값이 틀려 지는 관계로 한자도

오자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성서

는 일점일획이라도 틀릴 수 없음을 공고하고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마 5:18

άμην아멘 truly γάρ가르 for λέγω레구 I say ύμίν우민 to you
, ἕως ἅν에우스

안 until παρέλθη파렐데 pass away ό호 the ούρανός우라노스 heaven και카이 and

ή헤 the γη게 earth ίώτα이우타 ioth έν엔 one ή헤 or μία미아 one κεραία케라이아

point ού오우 by no μή메 neans παρέλθη파렐데 shall pass away άπό아포 from το

ύ토우 the νόμου노모우 law έυς άν에우스 안 until πάντα판타 all thing γένηται게

네타이 come to pass

- ΜΑΤΘΑΙΟΣ 5:18

성서 율법의 일 점 일획이 틀릴 수 없다.

예수님 족보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 14대이다.

* 예수님 족보-솔로몬 ⇢ 여고냐 까지 14대

①. 다윋↴솔로몬Σολομώνα: 쉐로모, 평화, 삼하 5:14, 마 1:6
②. 솔로몬↴르호보암 Ροβοάμ: 레하브암, 백성의 넓힘, 왕상 11:23; 마 1:7

③. 르호보암↴아들, 아비야Αβίά: 아비야, 실존 소망 양육 삼상, 8:2; 마 1:7

④. 아비야↴아사Άσάω:  아싸, 아들, 치료, 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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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아싸↴여호사밧 Ίωσαψάτ:  예호솨밧, 판결자, 삼하 8:16; 마 1:8

⑥여호사밧↴요람 Ίωράμ:   예호람, 여호와께서 높이심, 왕하 8:16, 마 1:8

⑦요람↴웃시야Όζίαν:  웃시야, 주의 위엄, 대상 6:24, 마 1:8

⑧웃시아↴요담 Ίωαθάμ:  요탐, 여호와 완전, 삿 9:5, 마 1:9

⑨요담↴아하스Άχάζ881:  아하스,, 기업,, 왕하 15:38, 마 1:9

⑩아하스↴히스기야Έζεκίαν: 히즈키야, 여호와로 강해짐, 왕하 16:20, 마 1:9

⑪히스키야↴므낫세Μανασσῆς: 메나쉐, 망각, 창 48:1 마 1:10

⑫므낫세↴아몬Άμών: 아몬, 확고한 왕상 22:26, 대상 4:14 마 1:10

⑬아몬↴요시아 Ίωςίας:  요시야, 여호와가 기초를 두심, 왕상 13:2, 마 1:11

⑭요시아↴여고냐 Ίεχονίαν: 예콘야, 여호와께서 세우심, 마 1:11
-솔로몬에서여고냐까지

마 1:6-1:11

신약 기록 예수님 족보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 14대

이다. 기록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는 비밀을 풀어준

다. 그래서 14대 14대가 되풀이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

리는 여러 장치를 성서는 가지고 있다. 시대가 다르더

라도 분명한 사실이 확증된다.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일이 반복된다. 예수님 자

리 족보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일을 하는 예수와 크

리스도를 알린다.

* 예수님 족보-스알디엘 ⇢ 크리스도스 까지 14대

①. 여고냐↴스알디엘Σαλαθιήλ:   쉐알티엘, 주께 간구, 대

상 3:17; 학 1:1; 마 1:12

②. 스알디엘↴스룹바벨 Ζοροβαβέλ: 제루바벨, 혼합 황폐해짐,

학 1:1; 슥 4:6; 마 1:12

③. 스룹바벨↴아비훗Άβιούδ10:  아히후드, 영광스럽게 양육, 대상 8:3, 마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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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비훗 ↴엘리야김 Έλιακίμ: 엘야킴, 일어남, 일어섬의 전능자, 왕하 18:18,

마 1:13

⑤엘리야김↴아소르Άζώρ: 아주르, 도움, 겔 11:1, 마 1:13
⑥아소르↴사독Σαδώκ: 짜도크, 의로움, 삼하 8:17; 대상 6:8; 마 1:14

⑦사독↴아킴Άκίμ:  요킴, 실존을 소망하여 일어섬, 왕하 23:34; 렘 37:1; 단 1:1;

대상 4:22;, 마 1:14

⑧아킴↴엘리옷Έλιούδ: - 엘리훗, 위엄 있는 전능자, 민 23:18; 마 1:14

⑨엘리훗↴엘르아살 Έλεάζαρ: 엘아자르, 하나님은 돕는 자, 출 6:23; 레위 10:6;

마 1:15

⑩엘르아살↴맛단Ματθάν: 마탄, 선물, 왕하 11:18; 대하 23:17; 마 1:15

⑪맛단↴야곱 Ίακώβ: 야아코브, 발꿈치, 창 25:26, 36; 대상 3:24; 마 1:15
⑫야곱↴요셉 Ίωσήψφ: 야싸프, 거하다, 창 30:24; 욥 42:10; 마 1:16

⑬요셉↴예수 Ίησῡς:  예호슈아, 구원, 출 17:9; 출 33:11; 슥 3:1; 마 1:16, 12:1
⑭그리스도! Χριστοῡ마 1:17

성경의 예수님 족보-스알디엘 ⇢ 그리스도까지 14대

곧 바벨론이거에서 크리스도까지이다. 신약 기록의 예

수님 족보 계열은 14 + 14 + 14= 42 대의 자리다. 42

대는 크리스도스이다. 앞자리 41대 자리는 예수님이다.

성서는 무한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성서가 지니고 있는 비밀은 11회의 7곱, 77에 있다.

두 발로 바로 서라! 메시지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에

이르르는 77번째는 믿음의 고향이다. 그 예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모리아 산에 오르고 거기서

여호와이레라는 이름을 얻는 고향이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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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향 그 아련한 그리움

성서는 일곱 숫자를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도 번역

에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전해지게 한다. 미리 준비

해 둔 고향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고향은 숨 쉴 수 있는 곳이라 알린다. 이 77은 여호와

이레이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이후 77번째로 예수님

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직선으로 쌓아 올렸다.

다니엘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

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

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

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 단 9:24∼25

눈으로 보인 고향 7 아인= 아인에서 77=예수님 자리

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나열하

였다.

* 히브리어 알파벳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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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이름 뜻 발음 수치

 알렙 수소 · 나 · 왕 묵음 1

 벳 집 · 보호 b v ㅂ 2

 기멜 낙타·은혜갚기 g · gh 3

 달렛 문 · 가슴 d · dh 4

 헤 숨구멍 · 숨 쉼 h 5

 와우 갈고리 · 연결 v 6

 자인 무기 · 남자무기 z 7

 헤드 울타리 · 지붕 h 8

 테드 뱀 · 지혜 t 9

요드 손. 하나님손 i 10

 카프( ) 굽은 손 · 힘 k · kh 20

 라멧 막대기 · 목적 l 30

 멤( ) 물 · 말씀 m 40

눈( )
물고기 · 신자 · 영

원
n 50

 싸멕 지주 · 둘레 s 60

 아인 눈 y 70

 페( ) 입 p · ph 80

 짜데( ) 낚시 바늘 · 코 tz 90

코프 바늘귀 q 100

 레쉬 머리 r 200

신 이 s 300

쉰 이 sh

 타우 십자 · 끝 t · th 400

성서의 특징은 아주 익살스럽다. 7 자인 남자 성 남

성 성 예수님암시의 10배 70의 강력한 메시지다. 11의

두발로 바로 서는 77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예

수님까지를 77로 한다. 더구나 사랑을 베푸는 자리 곧

사랑의 실천 장소를 50의 자리로 하여 음식 나누어 주

는 인원을 나타낸다. 명실 공히 칠칠절에 표시한 7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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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다음 날 오순절이 있다. 50수치 의미 부여는 히브리

어나 헬라어 모두 공히 물고기를 의미한다. 물고기 50

숫자가 쓰인 곳은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듣느라 배고

픈 무리 5000명에게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신다. 물

고기 두 마리 기적 성령의 불이 있다.

오순절의 고향 의식과 관련은 물의 수치기준 표시

50자리 물고기 수치다. 77의 7곱하기 7의 49 그 다음날

은 오순절 의미확장은 모세가 출애굽후 하나님으로부

터 십계명을 받는 50일째 날이고 고향을 찾은 날이다.

절기 유월절 3일후 43일수 50일

의미
유월절

무교절
예수부활 예수승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대속 예수 부활
40일예수

시험

7일의 7번

다음날 50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

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

들에게 말하라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

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

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

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출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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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실천과 하마쉼  하미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게 하시려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

케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18 Πνεύμα κυρίου έπ εμέ, ου έινεκεν έχρισέν με εύαγγελίσα

σθαι πτχοίς, απίσταλκέν μεκηρύζαι αίχμαλώτοίς αφεσιν καί τ

υφλοίς άνάβλεφιν, άποστεί τεθραυσμένους έν άφέσιν 19 κηρύζ

αι ένιαυτόν κυρίου δεκτον 

-ΛΟΚΑΣ 4:18-19

물고기자리 50 하마심  하미쉼1)은 우리식 말 ‘하

마 쉼’이다. 예수님이 너무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하

나님이 하마, 벌써 쉬심이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일을

잘 하시는지를 성서는 하마심  하미쉼으로 표시한

다. 말씀으로 숨을 쉬게 하심의 ‘하마 쉼’의 ‘하’는 ‘잘’

의미이고 이어지는 ‘마심’은 마심 곧 먹음이다.

1) 6:15, 7:24, 8:3, 9:28, 29, 18:2426, 28, 18:24, 26, 28; 출 18:21, 
25, 26:5, 6, 27:12, 13, 18, 30:23, 36, 12, 13, 16, 38:12, 13, 26; 레 
23:16, 25:10, 11, 27:3, 16; 민 1:23, 25, 29, 31, 43, 46, 2:6, 2:8, 2:13, 
15, 16, 30, 30, 32, 4:3, 23, 39, 36, 8:25, 16:2, 17, 35, 26:10, 34, 47, 
52; 신 1:15, 22:27; 수 7:21; 삼상 6:19, 8:12, 삼하 15:1, 24:24; 왕상 
1:5, 7:2; 왕상 1:25, 7:2, 6, 9:23, 10:29, 18:4, 13, 19, 22; 왕하 1:9, 10, 
11, 12, 13, 14 27, 21:1; 대상 5:21, 8:40, 12:33; 대하 1:17, 2:17, 3:9, 
8:10, 18, 26:3, 33:1; 스 2:7, 14, 15, 22, 29, 30, 31, 2:37, 60, 8:3, 6, 
26; 느 5:17, 5:15, 7:10, 12, 20, 33, 34, 40, 70; 에 5:4, 7:9; 서 3:3; 겔 
40:15, 21, 25, 29, 36, 42:2, 7, 8; 45:2, 48:17; 학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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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고기자리 수 50

잘 마심 곧 먹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일이다. 말씀 잘 마시고 잘 먹는 방법은 무리들을 50씩

나누어 앉게 하시는 일이다. 50 숫자는 반드시 1이라는

숫자부터 시작되는 순서를 가진다.

성서에서 50째가 되기까지의 길이1)가 있다.

①. 성부 ⇢ ②. 성자 ⇢ ③. 성령 ⇢ ④. 피조물 ⇢ ⑤ 구속 ⇢

⑥ 세상살이 ⇢ ⑦ 성령 ⇢ ⑧ 살찜 ⇢ ⑨ 종말 예고 ⇢ ⑩ 하

나님 질서 ⇢ ⑪ 파괴와 영웅 ⇢ ⑫ 통치 ⇢ ⑬ 혈통 ⇢ ⑭ 영적

⇢ ⑮ 하나님 은혜 ⇢ ⑯ 일 ⇢ ⑰ 축복 ⇢ ⑱ 즐거움 ⇢ ⑲ 질서

⇢ ⑳ 기다림 ⇢ 영 ⇢ ㉒ 해체 ⇢ ㉓ 절망 넘어 ⇢ ㉔ 통치
⇢ ㉕ 은혜 ⇢ ㉖ 숨 쉼 ⇢ ㉗ 성령 ⇢ ㉘ 일곱 ⇢ ㉙ 기대 ⇢
㉚ 사역 ⇢ ㉛ 신성이름 ⇢ ㉜ 하나님의 날 ⇢ ㉝ 예수님 이 세상
에 사신 나이 ⇢ ㉞ 세상 알아 봐 ⇢ ㉟ 신성 ⇢ ㊱ 통치 ⇢ ㊲ 
가장 이미지 ⇢ ㊳ 순응 ⇢ ㊴ 극복 ⇢ ㊵ 출애굽 ⇢ ㊶ 욕심억제
⇢ ㊷ 이익 ⇢ ㊸ 결단 ⇢ ㊹ 우연 ⇢ ㊺ 모임 ⇢ ㊻ 오름 ⇢ ㊼ 
마디 ⇢ ㊽ 우물 ⇢ ㊾ 개혁 ⇢ ㊿ 기쁨 구원2)

참으로 묘한 성서의 성령 문제는 ①. 성부 ⇢ ②. 성

자 ⇢ ③. 성령으로 시작하여 50째 ㊿ 기쁨 구원까지

오는 결과 필요성을 성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E. W · 장상선 감수,『성서에 나타난 숫자 해설』(서울:나단 · 
2001) · 345.

2) 이영지, 『한국시조 문예미학 연구』(서울:창조문학사, 1920)., 468∼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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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가 보여주는 증명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기쁨

이 온다. 자유와 다시 보게 됨이 있다는 것이다. 말씀

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임하면 기

쁨 구원이 있는데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생애에서도 나이 50 때를 ‘쉰’살 먹

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때 ‘쉰’살은 삶이 익을 대로 익

어 찬란한 인생의 황금기여서 여유로움이 있는 때이다.

동시에 천부경의 총 81글자 중 50글자는 일반글자이다.

나머지 31은 숫자이다. 이 5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히

브리어나 헬라어가 지적하는 물고기의 수치 자리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1)을 이루는

뜻이 있는 이 기쁨과 구원이 되는 의미를 지닌 50은

히브리어로 하미쉼  하미쉼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쉰’자리이다. 히브리어 ‘하미 쉼’이나 우리말 ‘쉰’이 연

관성으로 느껴지는 쉰50=50=50일=50일째 편안함과 즐거

움 기쁨 의미이다.

50수의 자리 물고기 눈 눈자리는 신앙인과 영원2)의

의미를 지닌다. 먹을거리 물고기= 눈 히브리어는 영원

의미를 같이 공유 신앙인의 영혼 문제와 관련된다.

1)  ץ ים הה )ת 여호와 엘로힘 에레쯔 베솨마임, 창 
2:4) 

2) E. W 벌링거 · 장상선 감수,『성서에 나타난 숫자 해설』(서울:나단 · 
2001) · 336.



제3장 알파와 오메가160

(5). 물고기와 아빠의 자리

50이 전하는 물고기 자리는 아드님이 일하심으로 하

나님이 쉬신다는 여섯째 날이다. 아드님이 일하시는 때

는 물고기와 사람과의 관계다. 고기는 물을 먹고 살고

사람이 물을 먹고 사는 일은 말씀의 물을 먹고 산다는

의미다. 사역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다운 말을 할 수 있다. 신의 거

룩한 뜻을 배워 익혀서 마음에 감탄하며 이를 알리는

생애를 가진 50세 때의 일상은 그가 지녀온 희 · 노 ·

애 · 락의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하는 여유로운 때이다.

동시에 숫자 50이 물고기자리 의미는 선정善政을 베푸

는 자리이다. 물고기 의미 수=50이다. 우리말로는 50=

쉰이다. 50의 물고기자리 곧 선정을 베푸는 은혜자리

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 5000명요 6:10에게 50명씩 무리

지어 앉게 하시었다.

잔디 위에 앉히시고
마 14:19

50명씩 앉은지라
막 6:40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눅 9:14

사람들이 앉으니
요 6:10

물고기 숫자 자리는 50이다. 그 분이 희생 제물로 돌

아가심으로 인한 신자들의 새로운 삶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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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과 430년3). 43과 430년

(1). 43일의 마방진

은유의 가장 극적인 초월 의미로서의 열역학 법칙에

해당한다. 사람의 생애 일평생은 예수님 생애와 관련

먹고 삶의 문제이다. 입으로 너희가 먹을찌니라1) 먹이

시며2) · 저희에게 먹이며3) 등 생애이야기다.

다윋의 자손 예수 생애는 성경이 제시하는 족보명단

77명 중에서 43번째다. 다윋에 해당한다. 예수는 광야

40일간막 1:13〜14이고 3일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다. 기

간 43일이다. 무덤에서 3일 지나신 후 부활하시어 40일

까지 제자들과 같이 지내셨다. 총 43일이다. 이 43일의

마방진 수는 예수님 메시지 43일이다. 예수는 예루살렘

으로 돌아가는 길의 광야에서 사색과 기도의 시간과 3

일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어서 40일 만에 승천하신다.

총 43일의 메시지이다. 양쪽으로 40일을 둔 가운데 3일

이 픽업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

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

이 수종들더라

-막 1:13〜14

1) 14:20)·

2) (하아카레탐 · 먹이시며, 시 80:5).

.(바야아키레후 · 먹이며, 시 81:16)י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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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마방진 수 40+3=43은 예수님이 작정하신

40일 금식기도와 3일후 승천하신 날 43일이나 예수님

이 무덤에서 3일간 계시다가 살아나시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기간의 오묘한 이 43일 기간이다. 
이 43 이미지는 따지자면 시조작품 한 편의 자수에

해당한 43자가 유추되어 진다. 지금까지 공식화 되어

있는 45자 내외라는 공식은 본 연구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43자수이다. 시조한편은 3 · 4글자로 시작하여 
4 · 3으로 끝나는 총 수리 43마방진1)을 가진다. 시조
문학이 가지는 리듬은 3으로 시작 3 · 4 · 3 · 4 · 3 · 
4 · 3 · 4 · 3 · 5 · 4 · 3의 끝 3 숫자로 끝나는 법칙
이 있다. 끝날 때 시조작품 한 편은 끝 리듬을 4 · 3 
리듬으로 한다. 
총 합수의 이 43 리듬은 이 지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과 유추가 허락되는 기간이다.

시조한편 자수 43은 한 사람의 생애 은유가 시조작품

에 녹아 있는 작품이 되게 한다. 시조작품 진가는 한

작품 안에 한 사람의 생애 리듬 이 놓인다. 43리듬의

아름다운 의미유추는 애굽 생활 430년이 마감되는 오

묘한 마방진이다. 43의 10곱이다.

문학작품에서의 시조작품 43 마방진 리듬이다.

1) , 『우리 시조문학의 마방진미학』(서울: 문학방송,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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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한 번의 사랑실천 길 
인생은 단 한 번의 사랑실천을 위해 살아간다. 그 기

간은 숨 쉬며 일어서라 권고와 위로를 받는 기간이기
에 살아 숨 쉬며 사랑실천을 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한
국인의 경우 시조 작품의 12음절이 제시하는 숨은 은
유가 있다. 시조작품 끝 음절 3자가 숨어지면서 11음
절만 읊어지는 참으로 귀한 은유 몸 시학 두 발로 일
어서 ! 힘을 내는 기간이 일생이다. 일어서라!! 소리
를 들으며 일어서는 생애이다. 

천부경의 실제 숨은 메시지가 있다. 숫자 총 31자 
중 1은 11회 반복이어서 공통 분모수 11을 발견한다. 
우리 나라 말의 어법은 대화체 형식의 시조문학작품에
서 임금 앞에서는 시조 끝구절 즉 3자를 생략한다. 그
래서 실제 시조작품은 3장 12구에서 11구만 사용되어
진다. 천부경 메시지와 같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일
어나라! 두 발로 굳게 직립하라!

이 메시지는 위로 · 격려 · 희망 언어기호 일어서라 
두 발로 일어서라! 그 말법을 시조작품 특징 3 · 4 리
듬을 가지다가 마지막에 4 · 3 리듬을 가지면서 이 끝 
3을 생략한다. 

그것은 문학작품이 지니는 가치이기도 하다. 또 시인
이 작품을 쓰는 가치이고 명분이기도 하다. 구원의 문
학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12절 중 끝 구 1절을 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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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선례를 남긴다. 실제 시조작품에서는 낭송하거
나 그리고 음율을 맞출 때 시조 한 편에서 3자를 생략
한다. 12음절 중 마지막 한 절을 하노라 류를 생략하
는 법칙이다. 실제 시조작품 한 편은 12음절이 아닌 
11음절이다.  
이 묘한 한국의 시조문학의 43리듬은 한국 시조 문

학 작품 한편이 총 43자1)를 의미한다. 시조한편 리듬

은 인간의 오묘한 숨쉬기 리듬 3 · 4로 시작한다. 그리

고 4 · 3으로 끝난다. 총 43자이다. 3 · 4로 시작 그 끝

이 4 · 3으로 끝나는 마방진은 아름답게 곧 3의 이름이

가지는 서정시이다. 곧 사랑의 시작된 한 생애가 사랑

의 의미로 끝나는 서성시이다. 이 의미는 삶의 끝도 3

리듬이 가지는 아름다움 묘미다.

인생의 삶은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사

람의 일생 리듬이 한국 시조문학작품에 있다. 하나님의

오묘한 안내이다. 바로 열심히 살다가 아름답게 끝나

라! 이다. 사람의 생애는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된 동기

가 그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서정 곧 사랑하기의 결과이다. 생애이다. 사람의

마지막도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기에 끝나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 리듬은 이른바 시

1) , 『우리 시조문학의 마방진 미학』(서울:문학방송, 2022)., 서
문 및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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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렙 수소 · 나 · 왕 묵음 1

조의 리듬 3 · 4 · 3 · 4 · 3 · 4 · 3 · 4 · 3 ·5 · 4 ·

3의 총 43자로 마무리 하는 아름다움이다..

소중하게 주어진 사람 생애는 철이 들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움의 세계 곧 고향 찾기이

다. 그것을 성서는 여호와 이레로 한다. 여호와가 미리

준비해 주신 길로 가는 일이다. 여호와 이레의 곳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 형성된

다. 바로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사랑실천 길이다.

사람에게는 신의 자녀로 사는 길이 인생길이다. 개인

의 인생이 바람직하건 아니 하였건 나 하나만 주어진

다. 각 개인에게 특별한 한 가지 일만 잘하게 되는 특

별한 달란트가 주어지는 인생이다. 이 일을 성서는 여

호수아서에서 왕 31명을 공개하며 밝히고 있다. 31명왕

에게 기업을 ‘하나’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업을 받는 일을 성서는 ‘하나= 에하드’로 표시한다.

* 여호수아서 12

:9 하나 에하드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벧엘 곁의 아이 왕이요

:10 하나 에하드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헤브론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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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에하드는 이르뭇 왕이요

:11 하나 에하드는 라기스 왕이요

:12 하나 에하드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게셀 왕이요

:13 하나 에하드는 드빌 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게델 왕이요

:14 하나 에하드는 호르마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아랏왕이요

:15 하나 에하드는 림나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아둘람 왕이요

:16 하나 에하드는 막게다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벧엘왕이요

:17 하나 에하드는 답부아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헤벨왕이요

:18 하나 에하드는 아벡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랏사론왕이요

:19하나 에하드는 마돈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하솔왕이요

:20 하나 에하드는 시므론므론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악삽 왕이요

:21 하나 에하드는 다아낙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므깃도왕이요

:22 하나 에하드는 게데스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갈멜의욕느암왕이요

:23 하나 에하드는 돌의높은곳의돌왕이요

하나 에하드는 길갈의 고임왕이요

:24 하나 에하드는 다르사왕이라

도합삼십왕이었더라

-수12:9〜24

사람에게는 한 가지 기업을 받는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는 말이 된다. 한 번의 일생 그리고 단 한 기업만

받은 인생이다.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

의 기업은 하나이다. 사람의 일생이 천태만상이지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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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하드로만 허락되는 기업이다. 세상의 사람 하나하

나에게는 특별한 하나만을 기업으로 얻는다.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단 한 번의 인생길은 숫자 하나가 의미하

는 왕의 길이다. 단 한 번의 나 ‘하나= 에하드’의 와의
길이다. 나라는 사람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이기

도 하다. 이 길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하

여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이고 그것을 실천하려 하였

던 아브라함의 길, 아비로서의 길이다.

일생은 사랑 실천길이다. 이 장소는 우리 각자의 일

생길이다. 사랑을 베푸는 길이다. 사람의 사랑실천 길

은 아름다운 인생길이다. 성서는 이 길을 살되 시적으

로 살아 라고 하고 있다. 성서는 시인이라는 말을 쓴

다. 이 시인들이 하는 일을 성서는 신의 소생이 걸어가

는 길이라 하였다.

사도행전 17장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내 범사에 종교설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

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

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

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

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

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7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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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 하도다 28 우리가 그

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

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8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행 17:22∼28

사랑을 베푸는 길을 성서는 사도행전 17:28절에 ‘신

의 소생이 되었은즉’이라 하였다. 사람이 신이라 추켜

세워 질 수 있는 길은 시적인 삶을 사는 일이다. 고향

을 찾는 아름다운 마음 곧 시인의 마음으로 산 자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

이 시로 아름답도다

- 시 16:5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 하나 곧 내게 줄로 재어준 구

역 하나의 기업의 소명 이 하나 에하드는 사랑의미다.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특별한 달란트 하나가 있

다. 특별히 잘하는 하나, 기업이 있다.

성서 창세기 첫장의 한 날 원문 하나=에하드=~

=~ 에하드 하나이다. 이 하나 에하드=~ =~ 에하드
는 세 글자 수치 1+8+4= 4+ 8 1로 되어 있으며 합계

13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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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분과 고기 두 마리2. 두 분과 고기 두 마리

1). 이크듸스1). 이크듸스

(1). 소문자와 대문자

13의 숫자는 사랑의미이다. 이 13의 비밀은 여호와와

긴밀하다. 여호와는 히브리어 여호와는 네 글자이다.

5 6 5 10
는 숫자로도 표시되는데 모두 합하는, 곧 5 +

6 + 5 + 10 = 26이다. 26의 반이 13이다. 13은 에하드
히브리어 낱자 합이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니”1)이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다.

 ┃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

┃에하드, 신 6:4

성서 원문이다. 특이현상은 글자가 유독 크게 표현된

다. 처음 시작을 쉐마아 들으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크기를 다르게 한다. 글자크기가 큰 아인이다. 아울러

마지막 글자 에하드┃에서도 완연히 더 크다. 이 특

별한 의미라고┃로 구분한 에하드┃의 달레트 이다.

1)  הה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ע
┃에하드, 신 6:4).



제3장 알파와 오메가170

아인
과

드
을 모으면

아드
이다. 글자자체로는 눈과

가슴이다. 하나님 가슴의 숨은 비밀을 눈으로 보게 함

이다. ‘아드’이다. 글자그대로 ‘아드’= 아들이다. 예수스

크리스도스의 사건이다.

확실한 증거는 둘의 ‘두’가 쌍수 문법이기 때문이다.

성서의 물고기는 원문 눈 으로 표시된다. 앞 뒤 모

두 물고기이다. 더구나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도 눈이

다. 이 눈 글자에서 아주 중요한 신약과 구약성서가 이

어지는 증명이다. 바로 물고기 두 마리에 대한 답이다.

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다. 눈= 눈 글자에서 보

이는 바 물고기가 두 번 사용된다. 아빠와 아들의 관계

이다. 중간 우를 넣어 물고기 안의 물고기이다. 하나님

=Θεο 안에 예수스Ίησοũς예수스이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

=Θεο는 둘을 의미한다.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크리스토스 안

의 예수님이다. 따라서 크리스도스는 하나님 의미까지

포함된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홀로 의미이가 아니라

두 분을 의미한다. 참으로 놀라움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 눈 글자가 보여주는 물고

기 안에 물고기의 상징은 눈과 여호수와, 하나님과 아

들 예수 부자관계다. 물고기 두 마리가 비유된다.

이 부자관계는 요한복음 5장 17절 18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 하여” 아빠라 부른다. 나와 아버지 관계이

다. 31절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 하였다.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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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표현 “아바 아버지마가 14:36 롬

8:15 요한복음 1:12
”다. 아빠이다. 일반신앙인에게도 허락되는

예는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갈 4:6 6:4이다. 아버지와 아

들사이가 된다.

우가리트어 언어 변화에서 보여주는 얌1) 물고기가

아빠와 관련되는 기적은 우리말 권의 세계분포도 증명

서이다. 다비드 토시오David Toshio 학자는 얌·yam을 아카

드어와 관련 바다= ayabba아빠2)라 하였다. 아빠라는 표

현은 우리말 ‘아빠’의 발음 그대로이다.

요즈음의 자가용 차 뒷면에 달고 다니는 물고기 기

호 = ΙΧΘΥΣ이크듸스가 있다. 영어 ichthys이크듸스이

다. 1970 년대에는 기독교 아이콘으로 사용되었고 1973

년에도 물병자리 바위 축제로 옮겨진다. 자동차의 뒷면

혹은 펜던트 또는 목걸이 중앙에 예수 또는 θÎÎÎΘ로 표

현한다. ichthus이크듸스는 ΙΧΘΥΣ이크듸스로 기록3)된다.

그리스도나 크리스트 등은 모두 끝에 복스상징인 ‘스’

가 붙어야4) 한다. 기독교 상징으로 물고기=이치투스5),

십자가와 십자가는 예수 또는 ICTUS이크투스 ἰχθῦς이크두

스6)이다. 어원은 오래된 아르메니아 어 ձուկն주크, 리투

1) ( ).

2) David Toshio. Tsumura · 57: 

3). 옥스포드 영어 사전. 2007

4).워엘레샤 코프먼, 기독교 물고기 기호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christianity today.com(2008. 8. 8). 

5). religious tolerance.org(2014. 4. 22) 

6). 로비슨, 그렉, 크리스찬 록 페스티벌(뉴욕:로젠 출판 유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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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어 žuvis쥬비스이다. 변곡점은 ὁ ἰχθῡς호 이크두스에

서 τοῦ ἰχθῠος투 이크두오스
로 물고기 두 마리이다. 모두

복수이다. 물고기 두 마리로 한 파생어 ᾰνιχθῠς아니크듀스

⇢ ᾰπιχθυόομαι아피크듀오오마이 ⇢ ᾰπιχθῠς아피크듀스 ⇢ ἰχθ

ῠῐᾱ이크튜이아
⇢ ἰχθῠῐκός이크두이코스

⇢ ἰχθῠκεντρον이크두켄

트론 ⇢ ἰχθῠομετᾰβολος이크두오메타볼로스 ⇢ ἰχθῠοπρᾱτης

이크두오프라타티츠 ⇢ ἰχθῠοπτρῐς이크두옵테리스이다.

물고기는 한 마리가 아니다. 두 마리이다. 성서는 첫

글자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하여 그 엄청난 절대자

와 물고기의 경우를 구분한다. 물고기 언어를 두 마리

의 복수이미지로 전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 분으로

표시하는 절대적인 복수 표시를 할 경우 첫 자가 대문

자가 등장한다. 시적 은유로 할 경우 소문자가 등장한

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물고기가 우리말 아빠로 드

러나는 예이다. 아빠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관계에서

성립되는 언어이다.

물고기는 두 마리이다. 복수 표시 이크듸스이다. 그

리스어: ἰχθύς이크두스→ 영어: ichthýs이크듸스 그리고 대문

자 표기로 그리스어: ΙΧΘΥΣ이크듸스 이다. 물고기 두 마

리를 표시할 때는 첫 자를 소문자로 한다. 대문자를 표

시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인 물고기 둘이다.

2009),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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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ἰχθῦς=이크두스 옥스퍼드 사전 참고

ἰχθύς=이크두스뉴욕:하퍼 & 브라더스// 오텐리스, 게오르그1891 학교와

홈릭 사전

ἰχθύς=이크두스 1935 제3판:시카고 대학교

ἰχθύς=이크두스1924 노먼:오클라호마 대학교, 출판1963 슬레이터에서

ἰχθύς=이크두스윌리엄 J.1969 강, 제임스 1979

ἰχθύς=이크두스 그리치쉬-도이치 한뷔르테르부흐. 1875. Vol I,

pg. 582

1ἰχθύς=이크두스1959유도-유럽 에티미지즘 사전

ἰχθύς=이크두스 2010 그리스어의 어원사전

이크씨스(그리스어) 그리스어사전: 라우틀리지 & 케건 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비밀스럽게 사용한 기독교 상

징은 두 개의 곡선을 겹쳐 만든 물고기 모양이다. 원

발음 ‘예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에서 복수의미

가 겹쳐지는 비밀이 숨어 하나님과 예수 두 분, 예수와

크리스트 두 분! 물고기 이크듸스는 '하나님의 아들 구

원자 예수 크리스트'의 기막힌 증명서다. 희랍어 머리

글자만 따서 된 물고기 두 마리 '이크듸스'의 비밀이

있다. 원음 크리스토스 Χριστός의 ‘크리’는 바로 우리말

‘크리’ 그대로다. 끝의 ‘듸스’나 ‘도스’는 복수의미로 하

나님 θεού 표시의 우리말식 발음 둘δύο=두δύο=도δύ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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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말 둘 곧 하나님과 아들의 둘 지칭이다. 물

고기 두 마리가 전해주는 하나님과 아드님의 흔적을

둘의 병치관계로 한다. 고기 두 마리 δύο ϊκθύας이다.

①. δύο ②. θύας ③. θεού이다. 물고기와 하나님 이

글자의 차이는 물고기는 소문자로 시작되고 절대자 이

크듸스에서는 대문자로 사용된다. 우리말 ‘크리’와 ‘두’

와 합하여 가장 큰 분 둘을 지칭하며 비밀리에 소통되

는 물고기 두 마리로 서로 교통하는 엄청난 암호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물고기에 비유되어 가장

시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한 ‘두 마리’의 ‘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관계 의 시적 은유 뚜렷한 두 번의 징조

는 이스라엘에서 드러난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

를 것이니 창 32:28

성서는 이 둘의 의미를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큰 분

둘의 의미를 곳곳에서 비밀로 감추시되 들어나게 은유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

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

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축복창 35장 10하신다. 처음은

천사가 밤새도록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전 기도하며 씨

름하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였지만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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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 야곱에게 이스라엘창 35: 10이라 부르셨다. 이러

한 장치는 곳곳에서 들어난다. 벧엘이라는 이름도 하나

님과 만난 이 땅이 야곱에 의해 불리어지고창 35:12 이후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으로 지칭된다. 성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 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

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 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 13:3 한다.

따라서 성서에서 물고기를 반드시 둘의 관계로 하는

성서의 물고기 두 마리 표시는 눈대상 7:27의 아들 여호수

아의의 부자관계에서 드러난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드

님의 관계의 암시 눈 눈 글자로 그 안 구세주 안에

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암시다. 에곤 프리델은 고대의

문화사에서 물고기의 두 마리가 기독교가 점성술 시대

를 막을 수 있다 하였다. 성서가 가지는 물고기의 이름

에서다. 이 예수스 그리스토스Ίησοũς Χριστός 그리고

나의 구세주 의크듸스ΙΧΘΥΣ다. 이크는 크다는 뜻이다.

뒤스는 둘 의미다.

카타콤이후 300여년의 시간 뒤 기독교의 상징은 물

고기에서 예수십자가로 바뀌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Ίη

σοũς Χριστός예수스 크리스토스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은 기

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비밀리에 만나면서 이용한 이

물고기 두 마리에서 그대로 그 흔적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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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고기 이크듸스 암호2). 물고기 이크듸스 암호

(1). 물고기 다섯 글자의 구성

한 사람이 발로 땅위에 물고기 모양의 윗부분의 반

을 그리면 다른 사람이 그 나머지 아래 부분 반을 그

려 믿음공동체를 알린다.

ÏXθUΣ 이크듸스

Ï :Iesus=Ίησοũς 예수스 :예수

Χ :Χristus=Χριστός 크리스토스 :크리스트

θ :Theos=Θηοũς 데오스 :하나님

U :Huios=ϒυίός 위오스 :아들

Σ :Sojomete=Σωτεήρ = Σοξομετε 소조메테 :구원자

기독교 ÏXθUΣ=이크두스 암호는 ÏXθUΣ=이크두스

대문자로만 구성되면 절대자표시다. 다섯 글자 ÏΧθΥΣ

=이크두스 대문자는 각기 뜻을 가진다.

이크듸스인 예수=Ï :Iesus=Ίησοũς 예수스 :예수

크리스트=크리스토우스=Χ :χριστούς=크리스토우스는

큰 것 두 개 ‘크리’와 지금의 영어 Christ의 끝 t가 의

미하는 ‘크다’와 십자가표시로 하여 크다 의미가 둘이

다. 헬라어에서는 τ 트로 표시하고 영어에서도 t로 표

시되고 히브리어에서도 트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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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자형성

하나님의 아들 우리말 예수 그리스트 구세주= 이크

듸스=ÏΧθΥΣ=Ίησοũς 예수스 ⇢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 ⇢

크리스톤=χριστον눅 20:41 하나님 θεός=데오스 ⇢ 아들

ϒυίός=위오스 ⇢ Σ의 앞 자만 모은 ÏΧΘΥΣ=이크듸

스= 예수1) 크리스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통칭이다.

그런데 소문자로 사용하게 되면 이크듸스, 혹은 이크

씨스=그리스어:ἰχθύς=이크두스=물고기이다.

물고기 고대 그리스어가 I X θ U S=이크두스(Ι χ θ 

Υ Σ=이크두스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책이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진 문자의 두문자어(acronym)로 부터

만들어2) 졌다. 물고기는 칼리스투스의 지하 묘지의 아

카펠라 그레카와 성 칼리스터의 성 찬송가와 같은 로

마 기념물 소스에서 발견된 물고기 기호 예수 물고기

다. ΙΧΘΥΣ=이크듸스는 로마 박해 시대 신자들이서로

알아보던 암호로서 크리스트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chthus.svg

이러한 물고기와 예수와의 글자가 동일시로 나타나

는 현상은 신약성서 원문에서이다. 물고기와 예수와의

1) 눈(영속자)의 아들 여호수아의 의미다. 

2) 기독교 오늘, 엘레샤 코프먼,「전문가에게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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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성은 시적 특유의 설명이 되는 은유이다. 비밀 암

호 ΙΧΘΥΣ=이크듸스의 첫 Ι는 예수=Ίησοũς 예수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1)다. ΙΧΘΥΣ=이크듸스 둘째 Χ

는 그리스토스=Χριστός 크리스트이다. 읽기는 크리스

타스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리스도2)이다. 그리스도

란 한국식 콩글리쉬이다. ΙΧΘΥΣ=이크듸스의 셋째 Θ는

데오스θεός 데오스=하나님이다. 큰 분 둘의 의미가 들

어있다. 여호와 글자에 이 큰 분둘의 메시지가 전해진

다.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앞에 붙은 명패 네 글자 앞

을 모으면 여호와가 된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3)이다. Ι

ΧΘΥΣ=이크듸스 다섯번째 ϒ는 위오스ϒυίός 위오스=아

들이다. 우리가 밤낮 잘 부르는 육적 아들 예수님4)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한다. ΙΧΘΥΣ=이크듸스 마지막자

Σ는 소테르Σωτεήρ 구세주이다. 하나님 구세주5)이다.

1) Ἰησούς 마 1:1, 16, 18. 21. 25 등:George V. Wigram,『신약 성
구사전:The Kore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 고
영민,김만풍 역(서울:기독교 문화출판사 ,̀ 1981)., 1097

2) Χριστός 크리스도스 마 1:1, 16, 17. 18, 2:4 등:George V. Wigram,
『신약 성구사전:The Kore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고영민,김만풍 역(서울:기독교 문화출판사`, 1981)., 1239

3) Θεός 데오스 하나님 마 1:23, 3:9, 10. 18, 2:4 등:George V. 
Wigram,『신약 성구사전:The Kore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고영민,김만풍 역(서울:기독교 문화출판사 ,̀ 1981)., 531, 620(κκρι
ος 퀴리오스 주, 마 1:20 등).

4) υίος 아들 마 1:21, 23, 25. 3:17. 5:9 등:George V. Wigram,『신약 
성구사전:The Koreans Greek  Concordance of the New Testament』, 
고영민,김만풍 역(서울:기독교 문화출판사 ,̀ 1981)., 1003

5) God ό θεός ό σωτήρ μου(Ps 24:5; 26:9 Mi 7:7; Lk 1:47 θεό
σ):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y Christian Literature 하 William F.Arndt and F. Wilbbur gingric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London, 1958., 801:KBornhau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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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세주는 단순히 갑자기 나타난 의미기호가 아니

다. 이미 옛 초기 카톨릭의 신자들부터 예수를 상징으

로 전해기 위해 알려지는 물고기 이크뒤스고대 그리스

어:ἰχθύς 소문자에서 들어난다. 이 때문에 물고기와 예

수와의 관련성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스 이크두스ἰχθύ

ς AD Koine 그리스어 이크뒤스ixîîîîys 물고기이다. 예

수=Ίησοũς 예수 크리스트=Χριστός 크리스토스의 대문

자 구세주 이크듸스ÏΧθΥΣ 예수=Ίησοũς 예수 크리스

토우=Χριστός 크리스토 데오스=θεός 데오스 위오스=ϒ
υίός 위오스 Σ의 앞 자만 모은 약자 곧 예수 크리스

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

주 예수는 크리스트이다. 크리스트의 ‘크리’는 우리말

‘크리이’다. 크리스트의 ‘트= 히브리어=τ헬라어=t영어소

문자=T영어대문자로 십자가의미1)이다. 크다는 의미가

두 번 있다. 크리스트라는 글자 안에 크다는 의미가 두

번 반복은 부자관계의 암시이다. 이미 눈의 아들 여호

수아의 관계에서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 눈에서 시

작된다. 물고기 두 마리로 표시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말 눈도 ㄴ과 ㄴ이 두 번 발음된다. 눈은 하늘에

서 눈이 내리고 사람이 사물을 보는 눈이 있다. 아울러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와 크리스트 모두 모

Der Erlόser27 θεοσ Σωτεήρ b. den Rόmern 1:

1) , 『알기 쉬운 성서,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서울:쿰란출판
사, 2005)., 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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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둘의 이 기본 의소이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분과 그리고 위대하다의 아주

큰 분을 우리는 아주 Xman이라 부른다. 영화에서도

동서양을 불문한다. 한국에서도 첫 글자를 가야문명권

의 가림토문자에서 가장 제일 먼저 발견된 글자가 X이

다. 헬라어 크리스톤 Xpιστόν눅 20:41이 있다.

이의 증거를 허대동 언어학자1)는 우리민족이 천손민

족임을 알리면서 하늘로부터 보호받는 민족이라 알린

다. 그는 우리 조상들이 지금의 한글 문자를 만들어 가

는 과정을 다양한 토기 및 바위 증거자료에서 찾아 확

실하게 알린다. 다양한 새와 짐승들과 그리고 미미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함안 박물관에서 아라가야 토기부

호의 가야시대문자=양산토기문자에서의 동심원의 눈이

4개 곧 눈 네개 가진 자가 나를 사방팔방으로 보호하

는 하늘천손민족만 쓸 수 있는 우리방계문자들을 찾아

낸다. 그는 ㄱ과 ㄴ과 ㄷ과 ㄹ이 생겨날 수 있는 근거

를 이 X 크다의 뜻을 지닌 당시의 표시에서 나왔다고

한다. 회전문자 곧 우리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한 회오

리바람, 그리고 팔랑개비, 하늘로 용이 승천하는 표시

등의 이미지 시발점이라고 가림토 문자 증거를 들어

증명한다. 고조선 이전의 이미 있었던 우리 문자가 김

1) 방송 ‘한사모’ 고조선 문자 환국대동어문문자부분 허대동 강
연, 한뿌리 사랑 세계모임 제 17차 역사포럼 20160525 마로니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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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물관 도자기에서 증명된다. 특히 지금의 샵#으로

불리는 우물 정井문자관련을 광개토왕 당시의 역사에

서 증명한다. 가림토 문자에서의 X는 지금도 태권도나

택견의 무도기술에서 자신 보호표시행동이다.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절대자가 보호해

준 가림토 문자 설명 증거이다. 참으로 열역학 법칙이

다. 여전히 각 중앙박물관=전국 각 박물관 토기에 새겨

진 글자에서 우리 문자 X는 지금 성서에서 보이는 바

로 크리스트Χριστός의 첫 글자 X와 직결된다. 열역학

법칙이다. 과학증명이다.

천문학의 기원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 시원을 가진

하늘문자의 첫 문자로 X글자가 허대동 학자가 증거 해

낸 가림토 문자가 전해주는, 가림 해 주는 하나님 보

호 문자를 증명, 별자리가 그려진 북두칠성의 동심원

근원을 이 X 글자에서 찾는다. 이 X를 돌리면 회전문

자가 되고 빛살무늬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선사유적 우

실하 교수가 된다. 지금 옥기문명시대에서 발견되는 우

리 조상들의 옥기문명시대의 큰 흐름은 크다는 사실을

가야지역 바위 반구대와 울산 박물관에서 그 증거로

찾을 수 있는 우리문자로 남아허대동언어연구자 있다

는 사실은 열역학 법칙이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날의

모든 거의 지명들을 부를 때에 큰 대 大자를 집어 넣

는다. 한강대교 대한민국 등등 바로 우리말 크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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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집어넣는다. 하늘을 닮은 존재를 이 지상에서 설

명하려 하늘의 별을 보고 남아 있는 동심원 천문학이

발달되게 한 근거를 남긴다. 한글 원형이 지닌 가장 첫

글자 X는 절대자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마크로 익산 박

물관에 있다.

히브리어아 헬라어 발음으로 전해지는 예수스 그리

스트스 Ίησοũς Χριστός를 성서는 원문 예수스 크리스

트스Ίησοũς Χριστός의 열역학법칙증명으로 한다. 바로

고기 두 마리이다. 예수님 축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유일하게 X자로 제시눅 20:41한다.

우리가 아는 예수나 그리스도는 한국실 발음이다. 원

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Ίησοũς Χριστός1)이다. 영생을

얻는 일이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분의 일을

아는 일이다. 그 아는 방법을 성서는 첫글자를 대문자

X자로 한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로 한 일눅 20:41이다.

구약성서의 장장마다 여호와를 헬라어로 똑같이 무한

하게 쿠리오스 · 쿠리오 등으로 똑같은 번역하면서도

절대 크기 X로 표시하지 않고 소문자 k2)로 한다. 이

1) , ‘하나님의 이름, 야훼(YHWH) 손을 보라 못을 보라 
(153쉴터교회 with)

2) יה(라흐바·여호와를 위하여·κυρίου(쿠리우) 창 3:8, 8, 출 15:3, 
16:7, 26, 15:26:신 28:1, 2, 9, 10, 15, 45, 47, 62, 29:9, 28, 30:10; 마 
 ,(야훼·여호와, κυρίου쿠리우) 출 15:26; 신 28:1, 2, 9, 10, 15, 45הה  ,3:3
 ,(야훼·여호와, κύριος 쿠리오스) 레:2:8, 13, 16, 신 28:1, 8הה  29:9 ,62
8, 11, 12, 13, 21, 22, 24, 25, 27, 28, 35, 37, 48, 49, 52, 53, 59, 61, 
63, 63, 64, 65, 68, 69, 29:19, 30:1, 3. 3, 4, 5, 6, 7, 9, 16, 20) 신 28:1, 
8, 8, 11, 12, 13, 21, 22, 24, 25, 27, 28, 35, , 37, 48, 49, 52, 5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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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관련 중대한 진실은 우리의 Korea 코리아이다.

바로 고구려
高句麗

고려
高麗
구려

句麗
에 연관된 첫 글자는

대 X자가 아닌 K로 한다. 우리 민족의 겸손이다. 가

장 소중하고 가장 큰 의미는 예수스 크리스토스Ίησοũς 

Χριστός Χριστός 첫 자 X이다.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 크

다 의미 두 번이다. 처음 X와 끝 t이다. ‘둘=쌍수’ 비밀

이 알려 지는 크리스트의 t는 십자가 의미최명애1)다. 우

리가 늘 크리스도Χριστός라고 하는 ‘도’가 다름 아닌

둘의 헬라어 듀오δύο이다. 우리말의 ‘두δύο=둘δύο’이다.

다름 아닌 큰 분 두δύο 분의 둘이다. 이제 물고기 두

마리의 비밀이 설명되었다.

61, 63, 63, 64, 65, 68, 69, 29:19, 30:1, 3. 3, 4, 5, 6, 7, 9, 16, 20) 

1) , 『알기쉬운성서,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서울:쿰란출판사, 
200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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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름표제2절 이름표

1. 빌라도가 써 붙인 예수명패1. 빌라도가 써 붙인 예수명패

1). 예수 몸 앞에 이름표1). 예수 몸 앞에 이름표

(1). 예수이름표

성서는 하나님과의 예수와의 관계를 여호와   글
자에서 찾게 했다. 빌라도가 써 붙인 예수 십자가 앞

명패가 있다. 십자가 앞 명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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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서는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린 내 손 =예
의 못 =봐 자국을 보라한다. 두 번 숨 쉼을 두 번 숨

쉼 헤 헤 보라 보라! 숨 쉼, 내 손을 보라 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39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

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 20:25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요 20:27

가장 결정적인 손 요드 손으로 하여 손에 못 바브 못 갈

고리, 출 27:11,17이 박힘을 알리는 성서의 둘의 긴밀한 관계

곧 손과 못의 긴밀성으로 하여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

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보라 한다. 못으로

하여 예수님이 공중높이 달리실 수 있었다. 예수님 손

1) , ‘하나님의 이름, 야훼(YHWH) 손을 보라 못을 보라 
(153쉴터교회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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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무십자가에 박힌다. 갈고리 역할 못 못, 갈고기 출

27:11, 17
이 으로써 불가불 여호와와 아드님과의 큰 두 분

관계를 잇는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큰 분 ‘크리’와 십자가 의미 ‘트’가

지니는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크리스토스
이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오늘날 카돌릭이 그 증거이다. 히브리에서 크다

를 ‘가돌로  가톨로 창 12:1  출 32:31’라 한다. 커다란

-크낙한=가득한이다. 크리스마스의 크와 커다란의 커와

크낙한의 크와 가득한의 가와 동일하다. 아주 가득하고

커다랗고 크고의 강조 두 번 반복 크리스트이다. ①.예

수님과 하나님 두 분 ②. 예수와 크리스토스의 둘 관계

이다.

이 크다 의미를 우리 것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우

선 가장 큰 의미가 전해지는 부여夫餘는 고조선때부터

있던 이름이다. 부여인의 아주 오랜 조상 혈족으로는

북부여인 징기스칸1)이 있다. 뉴욕타임즈가 정한 세계

에서 가장위대한 사람이 있는 이 부여이름은 대부여 ·

중부여 · 북부여2) · 동부여3) · 남부여 · 서부여 · 요

1) 몽고비사』에서남김, 부여강 포오강 蒲吾江(중국발음=우리말 부여
강)부근 지금의 흑룡강 상류에서 탄생(부여때에는 약수 弱水, 한, 명 때에는 
예수濊水):심백강, ‘사고전서로 살펴본 부여와 고구려’( [한사모]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제8차 역사포럼_2015. 7. 17) 

2) 바이칼동쪽, 심백강, ‘제35차 여의도 역사포럼/낙랑이 바로서야 한국사
가 바로선다’ ( [한사모] 한뿌리 사랑 세계모임/ 한국상고사_ 2018. 8.25). 

3) 상동:송하강 일대와 흑룡강 시베리아 부근 고조선 부여 ⇢ 한나라 흉
노족 ⇢ 당나라 북방 돌골족 ⇢ 15세기 모스크바 대공국 ⇢ 몽고 ⇢ 러시아
(150여개 민족, 146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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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여1)가 있다. 부여명의 지속성이다. 예濊땅에 있던

부여는 대청일통지
大淸一統志

와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

에 기록

되기를 예濊 땅에 예수 · 예하濊水 濊河가 있다 했다. 포여

蒲餘=부여夫餘 부여 지역을 포여로蒲與路라 했다. 원나라 금

나라때이다. 한나라 명나라 때에는 복여로
福餘路

=부여
夫餘

路이다. 부여이름을 넣지 않고는 못 견딜 거대한 광부여

光夫餘 자체가 크다의 의미이다. 이 연속성에 해 · 빛 ·

밝음 · 불의 뜻을 지닌다. 하늘의 해 · 불 · 밝음의 ㅂ

발음, 부여 이름이 존재하게 된 어근이 된다. 부싯돌 ·

불구경이 근거로 남아 있다. 한자명 부여夫餘의 부夫는

지아비 夫자의 한자 차음 곧 한자를 빌어서 나타낸 글

자이다. 바로 부부 두 사람 은유로 부각되는 둘 의미가

성서 물고기 두 마리와 긴밀성으로 연결된다. 지아비

부夫자는 하늘天보다 더 큰 의미소로 거대하게 밝은 이

름 원소이다. 성서연결고리가 뼈의 혈육을 근거창 2:23

로 한다. 또 사람이 죽어 그 뼈가 흩어져 있어도 뼈를

모으는 절대 큰 손에스겔 27:1∼14으로 생명이 계속 이어지

는 열역학법칙에 부여가 존재한다. 생명이 태어나는

땅, 거대한 부여이미지는 백제2)와는 구분된다. 백제 이

1) , ‘북부여와 부여사’ 대한사랑 역사특강 2019. 10.15. 

2) 심백강(한국민족연구원장), ‘사고전서로 살펴본 요서백제와 신라의 역
사/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제10차 역사포럼(20151022)’:백제대국 백제는 北
史에 백제왕은 수도를 거발성과 고마성 두 곳에 두었다. 거발성은 요서 진평
성(『흠정만주원류고-청나라 국정교과서』)에 있고 고마성은 웅진성 고마
(곰)나루=웅진 큰 대국이 증명된다. 양집공도(사신을 그림으로 그린)에 래이
마한지속(萊夷馬韓之屬)라 하였다.. 서경은 우공편에 백제를 萊夷원류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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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부여가 먼저 있다. 지금의 부여 이름도 원래 백제

의 원 이름 남부여이다. 부여 기록은 단군 통치 연방

국가라고 왕조실록세종실록에 ①.조선 ②.고레 ③.예 ④.

멕 ⑤동부여 ⑥ 북부여1) ⑦ 남옥저 ⑧북옥저 ⑨시라’2)

와 더불어 기록된다. 옥기문명권의 빛살 무늬 띠 선

상3)에 지금의 부여가 있다. 이 긴밀성은 부여성곽 모

형과 동일한 옥기시대 성곽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

다. 진흙땅 늪지대를 사방 성곽으로 둘러싼 독특한 지

금의 부여가 그 증거이다. 이 법은 옥기시대문명권이

진흙땅이었던 늪지대를 성곽으로 만든 특이한 문화재

는 8000년 전의 용봉龍鳳문화권으로 소급되어 하늘에 제

사지내는 천단, 계단식 여신묘 13능의 적석총4)이 산

증거이다. 부여문화의 특징은 흔히 말하는 곰 토템의

전승이 아니라 봉황 곧 새 토템문화와 일치한 대향로

봉부여박물관소장이 증거로 남아있다. 곰 토템 문화이

. 백제의 왕과 제후를 거느린 대제국(흠정만주원료고-청나라국정교과서)
은 주원을 무대로 활동한 대강국,  서북으로 광영 금영 의주와 남쪽으로 해
주 동쪽으로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에 이름 요동해성과 금주광영으로 백제는 
한반도 서남쪽을 통해 발해로 올라간 지역 -춘추천국시대에는 요서에 도달
하고 길림성 부여지국의 대국. 구당서에 광역 6을 두어 군이 60개라 기록.  

1) 시베리아 바이칼, 흑룡강부근 약수 곧 부여강이 있었다(심백강).

2) 심백강역사학박사(단군역사학자/민족문화연구원장), ‘사고전서를 통해 
다시 찾은 한민족의 바른 역사’/한 뿌리사랑 세계모임 제36차 역사포럼
(20171216), 사고전서로 살펴본 부여와 고구려’/한뿌리사랑 세계모임 제8
차 역사포럼(20150719).

3) 우실화(한국항공대학교인문학부교수), ‘요하문명의 발견과 동북아 상
고사’(한뿌리사랑제9차역사포럼, 20150917). ‘요하문명의 발견과 동북아 상
고사의 재편 2부(20160601).

4) 심백강, ‘사고전서로 살펴본 부여와 고구려’-심백강/한뿌리사랑 세계모
임 제8차 역사포럼(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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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화권이다. 여인들이 끼는 옥 반지나 옥침대의 옥

기문명권이 보여주는 여신묘1) 증거가 있다. 심지어 삼

신三神의 형상에 따른 우리조상 이력설우실하 항공대학교 인문학

부 교수2) 그대로 전해진 1만여 년 전 역사다. 우리 선조

들의 살았던 영역이 가늠된 옥기문명형성시대가 알려

주는 가로세로의 60미터의 피라 밑 7층의 적토층 묘안

장 형태는 이집트의 피라미트를 무색케 한다.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근거만 하더라도 그 시대에 문화행사

그대로 전해지는 한국 문화는 지금의 불교의식과는 전

연 관련 없는 제천의식에서 비롯된 예이다. 이 부여심백

강박사는 열역학 법칙에 따르는 부여에는 크게 솟았다의

부소산이 있다. ①. 아버지 뜻과 ②. 아들의 사랑실천

열역학 법칙 ‘물고기 두 마리’와 ‘생선 두 마리’ 시에서

의 신앙심 열역학법칙도 부여의 홍문표 시인에게 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이 전해진다.

신앙시의 물고기와 생선의 열역학 물고기의 비밀 시

「오병이어」가 있다. 이 시에서 ‘물고기’와 ‘생선’이 있

다. 물고기는 아주 작은 물고기이고 그것도 아주 작은

생선으로 은유된다. 시인이 ‘내 물고기와’와 ‘내 생선’으

로 한 두 마리이다.

1) 눈에 옥알 있음(우실하)..

2) 우실화, ‘요하문명의 발견과 동북아 상고사’(한국항공대학교인문학부교
수, 한뿌리사랑제9차역사포럼, 20150917). ‘요하문명의 발견과 동북아 상고
사의 재편 2부(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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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병이어」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

고 있나이다

-요 6:9

아주 작은 물고기의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 두 마리δύ

ο ϊκθύας 마 14:17, 19; 막 6:38, 막 6:41(2회); 눅 9:13, 16와는 다른 작

은 물고기δύο όψάρια 요 6:9이다. 신앙시 열역학법칙의 내

작은 물고기와 내 생선비유는 자신을 아주 아주 낮추

어 자신을 ‘내 작은 물고기와 내 생선’이 된다. 물고기

의 두 마리의 구체성은 이미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

= 눈에서 물고기 두 마리가 드너나1) 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옷을 입는다. 이 헌납 시는 커다란 생애를

만든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쏟아 놓는 축복

은 아주 작은 자신의 모습을 지닌 겸손으로 절대자에

게 다가갈 때 임하는 기적이다.

시인의 물고기 두 마리2)에 대한 「오병이어」시다.

비록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일지라도

당신의 손에서는

오천 명이 먹고도 남는

넉넉한 양식입니다

1) , 『홍 문표 에덴시학(詩學)연구』(서울: 창조문학사 · 
2019).47.

2) (눈 ‘물고기 · 영원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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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진 것

보리떡 다섯 개 그보다 더 작은

목숨뿐 일지라도

그마저 당신 앞에 내어 놓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

생선 두 마리 그보다 더 작은

부끄러움뿐 일지라도

그마저 당신 앞에 내어 놓고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소서

낮추는 자 하늘 위로 높이시고

높이는 자 땅 밑으로 낮추시는

당신의 공평한 정의

주여

보리떡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물고기 두 마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마저 당신 앞에 내어 놓는

가난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 홍문표 시「오병이어」1)

시인의 시집 『지상의 연가 ∼늘 푸른 강물이 듯

이』1992에서 25년이 지나『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

느냐』신앙시집이 보여주는 아주 아주 작은 두 마리

물고기는 『십자가 십자가』의 아예 시집 제목조차 두

번의 반복리듬으로 한다. 『옥합을 깨트리고』신앙시집

두 권이 된 구체화 되면서 에덴시학 철학으로 자리 잡

는 축복1)이 있다.

1) , 『홍 문표 에덴시학(詩學)연구』(서울: 창조문학사 · 2019).4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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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둘2. 물 둘

1). 물 둘1). 물 둘

물은 성경에서 한 어휘 안에 물이 두 개다. ①이집

트B·C 20C⇢ ②시나이B·C 15~20C⇢ ③가나안B·C 15~20C⇢ ④

게젤
B·C 10C

⇢ ⑤페니키아
B·C 9C

⇢ ⑥현대
멤
⇢ ⑦필기

까지 모두 물 두개 흐름이다. 현대 히브리어 물은 페니

키아 시대 때에 모습이다.1)

아카드어2)와 물 언어의 흐름3)의 물 2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C 20C⇢ BC 15~20C⇢BC 15~20C ⇢BC 10C⇢BC 9C⇢현대⇢ 현대필기

처음 그림은 물의 아카드어의 흐름 역사다. 둘째는

물 멤 흐름 역사다. 물 변천사는 두 번씩 반복된다.

(2). 한글 미음과 히브리어의맴
1) CA. 125 B.C.E, , 26.

2) 김영진,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배경,”『성경 히브리어』, 19.

3) 이민영,『기초 히브리어』(서울: 성경원어 연구원, 2005),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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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히브리어의 물 둘은 윗물과 아랫물의 나누임 곧

십자가로 갈라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과 무교절과

연계, 하나님의 물의 이동 · 말씀 이동성이다. ‘내 맴이

지’의 우리말 물은 구물구물 거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마음의 말을 잘 전하게 하려 한다. 백성들 모양은 물

이동 · 말씀이동의 살아 있다. 물을 옆으로 놓아 읽으

면 말 법령이 된다. 물은 말씀이다. 물 히브리어 마임

의 마는 접두어 형식이고 마를 빼면 임= = 임1)이다.
우리 말 임이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분이 임이다. 임

의 첫말 이 이는 절대자 그분을 말한다. 이 이이는 쌍
수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분이고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두 형상이다. 그 분의 말씀

임! 절대자의 물 말씀! 살아있는 구물구물 사람의 흐름

물 흐름이다. 물은 어두 불 분리 전치사 우리말 미음2)

이다. 말씀이 살아 구물구물 히브리어 물 맴3) 모양, 이

상 시에 숨 쉴 수4) 시화 하였다. 히브리어 맴5)도 네모

모서리가 떨어 져 살아 있음을 표시한다.

)..י (1 ).

.מ,,, (2
3) 맴ㅁם(맴 · 물) · 물 מ(맴 · 물).

4) 이상 시 시제 5호의 모형.

.(멤 · 물)מ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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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빛과 어둠3). 빛과 어둠

세테1)와 헤르만2)과 카이저3)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물에 상상력을 배 두개에 두었다.

[* 한 작은 어선을 통한 성경 언어 물 (마임)의 유추]

* 물=마임 마임4)에는 배가 있다. 그 아래 거대한

1) Kurt. Sethe, Altaegypt. Vorstellungen vom Lauf der Sonne, SAB 
ⅩⅩII, S(Berlin, 1928), 277.

2) Hees. Hermann, Totenglaube und Jenseitsvorstellungen der alten 
Ägypter(Leipzig, 1926; Berlin: 1956), 64.

3) Kaiser, Otto, Die Mythische Bedeotong des Meeres in ägypten, 
Ugarit und Israel,(Berlin: Waltee de Gruyter & Co, 1962), 20~21. 

4) ( ·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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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에서1) 까만 벌레에게 빛을 주고 있는 그림이다.

한 작은 어선을 통한 물=마임= = 마임2)은 바다 안
의 어선과 그 안의 사람과 이상한 벌레와 여인이 몸이

표시된 네모 모형이 있다. 물 마 마3)가 모두 위아래

가 손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손=요드=
요드 손4)이 가

운데 있다. 지중해 해안, 어느 작은 어선의 아기 전설5)

이야기라는데 요나의 벌레이야기가 연관되지만 화면을

어둡게 하여 본 바 빛은 하나님의 오른 손6)에 의해 비

친다.

배 안에 10사람이 있다. 그 물7) 가운데의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은 히브리어로 숫자 10이다. 10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 벌레 양옆에 선 두 여성과 그

양 옆의 남성 8명의 비율은 8: 2이다. 사람이 있는 곳

은 하나의 큰 배 안이며 사람은 물결 위에 떠 있다. 배

안에 탄 10명의 8: 2 비율은 두 사람만이 빛을 따라가

는 주제를 지닌다. 곧 하나님 배에 든 사람 중 두 사람

은 사랑 실천8)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쌍수 물=마임=

1) ; 이원희 편저, “히브리의 우주상,”『실로암 성경도표』(서울: 　성
광 문화사, 1984), 107.

2) (마임 · 물).

3) (마 · 물).

4) (요드 · 하나님의 손).

5) Stollen(아기).

6) 사 59: 1.

.(마임)ם (7

8) 손원영,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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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임이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이다.

히브리어 원어 물이 증명한 물=마임= = 마임1)의
물 두 개 곧 물=맴= 맴2)과 물 마=마임= =마3) 사이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손=요드= =요드4)가 있다. 쌍수=

물=마임= = 마임5)이다. 물 두 개는 예수님 자리다.

빛이 비친다. 빛이 신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2회의 리듬으로 나타난다. 빛이다. 말씀이 빛으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은 말씀의 관계로 남성쌍수다.

1) ( · 물).

.(멤 · 물)ם (2

3) (마 · 물).

4) (요드).

.(마임)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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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벌레로 표시하는 의미소가 있다. 아주 신분이

낮은 벌레 der Bildraum같은 사람이 하늘 신 *그리스

도와 관련되게 한다. Himmelsgöttin의 아내이고 잉태이

야기까지 언급된 이 자료는 헬데르1) 이집트 미술2) 그

림 439에서 보인다. “빛이 어둠을 인도한다”3)는 표제

가 붙어 있다. 배와 벌레모양이 똑 같이 되어 있는 자

료 언어적 접근으로 본 바 히브리어 토레다4)와 본문

토라이트5)와 하토라이트6)에서이다. 사람을 벌레 의미

로 한다. 언어 계보 엘레 톨레도트7)부터 시작되는 낳

다 의미인 얄라드8)에서 유래된, 토라 · 톨레아아 · 톨

레아아트 · 토레아트9)이다. 엘레10)는 동물사전에서 찾

아진 벌레 토라아트11)이다.

한국 경상도 지방에서는 갖 낳은 아이를 얼라라 한

다. Kikayon으로 앞을 잘 못 보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표시한다. 벌레 같은 인간 벌레 하토라아

1) Freiburg. Verg Herder.

2) die Ägyptische Kunst.

3) Die nächtliche Sonnenfahrt.Verg Herder, “Die nächtliche 
Sonnenfahrt,”die Ägyptische Kunst(Citadelles & Mazenod, 2000), 382, 
439. 

4) תֹו( · 벌레) · ה(토레다 · 벌레).

 (토라아트 · 벌레를, 욘 4: 7):Dr. Jehuda Feliks, The Animalת (5
World of the Bible(Israel, Sinai, 1962), 129.

.(하토라아트 · 벌레가, 신 28: 39)ת (6

ת (7 (엘레 톨레도트 · 가족 · 출생 · 계보, 창 2: 4).

.(얄라드)ד (8

.(토레아트)ת · (톨레아아트)ת · (톨레아아)ע · (토라아)ע (9

.(엘레)ה (10

.(토라아트 · 벌레를, 욘 4: 7)ת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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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1) Ayyla deinba로 사람이다. 이에 빛을 받는 존재가

있다. 이 때는 복수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람을 뜻

하는 빛을 받은 사람이다. 보잘 것 없다고 전제되는 벌

레가 1차적 의미를 벗어나서 사람이 되는 결과에 이른

다. 벌레의미까지 지닌 경솔함 까지 합친 사람의 존재

구물거리는 무리들은 가족이다. 가족 미스파하트2)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받은바 가족이 있다.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단련하여 입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

하는 존재이다. 헬라어로는 가족이 데모스3)이다. 가족

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입을 맞춘다. 같은 뜻을 지닌

가족 가치는 우리나라 사람 가족형태의 절대성에이다.

한 지붕아래서 오랜 삶을 같이 살면서 지혜가 탄생

된 것이 판결법이다. 판결 법은 베미스파트4)라 하는데

지혜와 가족의 성경 언어적 차이는 지혜 테5)에 있다.

우리 말 ‘테를 두른다’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한 판결법이 있다. 성경은 번제의

문제에서도 절기의 중요성을 매달마다를 기본형 달6)로

한다. 매 월삭7) 때 번제를 드리는데 한 지붕아래서 문

1) ( · 벌레가, 신 28: 39).

.(미스파하트 · 가족, 26장에서만 90여회)ת  (2

3) δήμοσ(데모스).

.(베미스파트 · 판결법, 민 27: 21)ט (4

.(테 · 지혜)ט (5

ׁש (6 ׁש .(호데쉬 호데쉬 호데쉬 · 달 달 달, 민 28: 14)ׁש

י (7 ֹוׁש  .(호데쉬 베하데수 레하데쉬 · 매 월삭)ׁ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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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어 즉 마음을 열어 자신을 채찍질 하는 모임이

번제이다. 마음을 연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

이다. 곧 번제는 매달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어 두는 일을 단련하는 일이다. 영광 의미인 케보디1)

역시 우리 귀에 익숙한 키보드의 어원개념이다. 배와

벌레 같은 존재인 사람과 물과 배와 빛과의 관계이다.

벌레 토라아트2)뜻은 Kikayon, 앞을 잘 못 보는 근시적

인 벌레를 하토라아트3) “Ayyla deinba”로 제시하면서

성경은 바알과는 분리된 사람은 요셉= = 요셉의

아들과 연결된다.

물 위를 운행, 즉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라4) 영의 바람아래 들어간 아기 탄생 설화5)에서 출생

된 자는 벌레6)가 빛을 받는 존재이다. 빛을 받아 물

곧 말씀을 받아 사람이 된다. 라헬과 관련한 암양의미

도 된다. 에브랏이 지닌 열매와 결실과 실과7)가 있게

되는 사람 둘의 의미이다. 피에릭크8)는 고대 상형문자

1) ( · 영광, 출 21) · 주의 영광 (케비대하 · 주의 영광, 출 
33: 18).

.(토라아트 · 벌레, 욘 4: 7)ת (2

.(하토라아트 · 벌레, 신 28: 39)ת (3

4) 창 1:2.

5) 장일선,『히브리 설화의 문학적 이해』(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7), 38.

(하토라아ת (토레도탐 · 난 자, 민 1: 32, 36, 40, 42) 벌레ֹום  (6
트 · 벌레가, 신 28: 39).

7) 창 2: 14, 3: 2; 시 1: 3, 21: 10, 127: 3, 128: 3; 잠 18: 20, 사 11: 
1, 14: 29; 렘 51: 63; 호 10: 1.

8) Ada, Feyerick, Genesis: World of Myths and Patriarchs(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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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라피스 라줄리 목걸이 이미지를 왕비로 한

다. 이집트 · 가나안 · 뉴비아고대 나일강 유역 · 리비

아옛 북아프리카에서 동일 형1)이 제시된 사람 존재는

그림의 모형의 속설로 제시2)한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

으로든지 그 흔적을 남긴다.

성경말씀이 시대를 뛰어 넘어 회자하는 것은 문학의

특성인 비유로 되어 있어서이다.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

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물은

절대적인 전달의미를 지닌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듯이

사람은 늘 말씀을 먹고 산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말과 물과의 긴밀성은 성

경에서 비유로 드러난다. 우리말에도 ‘물이 올랐다’라는

말이 있다. 한창 연애할 때 얼굴에 물이 올랐다고 한

다. 물이 올랐다고 할 때는 말을 잘 한다는 뜻이 있다.

말이 물이 되고 물이 말이 된다는 인식은 한국식 문학

형태의 시 은유법이다. 일찍부터 한국인들은 서정적이

어서 시적인 말로 늘 아름다운 표현을 잘 하였다. 그러

기에 시적인 삶을 산다. 마음이 넉넉하고 베풀며 일하

다가 참 때가 오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러 같이 먹었

다. 달을 쳐다보며 우리 한국인들은 달 속에 계수나무

York: New York University, 1996), 200.

1) Ibid, 76

2) Games B. Pritchard, “Between Genest and Exodus: 400 Years of 
Egyptian Supremacy The Harper Atlas of the Bible(Toronto: Harper 
& Row, 198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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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는 아름다운 시 어법 실

력을 발휘하였다. 한국인들은 정이 유난히 많아 사랑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는

방법은 물1)을 통해서다. 물이 있는 하늘을 통해서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물 히브리어가 들어 있어서이다. 하늘

솨마임=  솨마임2)을 보면 솨 솨 접두사를 빼면 마
임 마임 물 히브리어가 된다.

물=마임= = 마임도 쌍수이고 하늘=솨마임= =

솨마임도 쌍수이다. 그래서 물과 하늘은 아주 밀접하

다. 그 밀접성을 하늘과 물의 리듬으로 설명된다.

일반개념으로 쌍이라는 개념은 남녀 그리고 동물들

의 암수 등으로 하여 성 개념이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쌍수는 남성 둘의 개념이기에

이러한 철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로서는 잔을 의미하고 수직적인 개념에서는 하늘

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한다.

수리의미의 둘은 2로 표시되고 많다의 의미전달은 8

로 한다. 이 2:8이나 8:2의 비율은 특별이 전하는 예수

님과 하나님의 둘을 상징하는 수로서의 2이고 물이 의

미하는 쌍수 2이다. 8의 비유는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1) ( · 물).

.(솨마임 · 하늘)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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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도 둘이고 하늘도 둘이고3. 물도 둘이고 하늘도 둘이고

(1). 10에서 8:2의 비율

성경은 하늘과 물이 언어를 통해 U리듬1)을 만든다.

1) .[* 2: 하늘과 물의 반복 리듬 찾기]
[* 표 2~1: 문장 텍스트에 따른 하늘과 물 언어의 흐름]
 ① 1: 1~1: 31: 그 하늘 (하솨마임, 창 1: 1~이하 창 생략) ⇢ 그 

물 ם(하마임, 1: 2) ⇢ 그 물 ם(하마임, 1: 6)  ⇢ 물 ם(마임, 1: 6) ⇢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하여 ם(라마임, 1: 6) ⇢ 그 물 ם(하마임, 1: 7) ⇢ 
그 물 ם(하마임, 1: 7) ⇢ 하늘 ם(솨마임, 1: 8)⇢ 그 물 ם(하마임, 1: 
9) ⇢ 그 하늘 ם(하솨마임, 1: 9) ⇢ 그 물 ם(하마임, 1: 10) ⇢ 그 하
늘 ם(하솨마임, 1: 14) ⇢ 그 하늘 ם(하솨마임, 1: 15) ⇢ 그 하늘 ם
(하솨마임, 1: 17) ⇢ 그 물 ם(하마임, 1: 20) ⇢ 그 하늘 ם(하솨마
임, 1: 20) ⇢ 그 물 ם(하마임, 1: 21) ⇢ 그 물 전체 ם~ת(에트~하마
임, 1: 22) ⇢ 그 하늘 ם(하솨마임, 1: 26) ⇢ 그 하늘 ם(하솨마임, 1: 
28) ⇢ 그 하늘 ם(하솨마임, 1: 30) ⇢  

② 2: 1~50: 26: 그 하늘 ם(하솨마임, 2: 1) ⇢ 그 하늘 ם(하솨마
임, 창 2: 4) ⇢ 그리고 그 하늘 ם(베솨마임, 2: 5)⇢ 그 하늘 ם(하솨
마임, 2: 19)⇢ 그 하늘 ם(하솨마임, 2: 20) ⇢ 그 하늘 ם(하솨마임, 
6: 7) ⇢ 그 물 ם(마임, 6: 17)⇢ 그 하늘 ם(하솨마임, 6: 17)⇢ 그 하늘 
 :(하솨마임, 7ם (마임, 7: 6)⇢ 그 하늘ם (하솨마임, 7: 3) ⇢ 물ם
11) ⇢ 그 물 ם(하마임, 7: 17)⇢  그 물 ם(하마임, 7: 18) ⇢  그 물 ם
(하마임, 7: 18) ⇢ 그리고 그 물 ם(베하마임, 7: 19) ⇢ 모든 그 하늘 ם
~ל(콜~하솨마임, 7: 19) ⇢ 그 물 ם(하마임, 7: 20) ⇢ 그 하늘 ם
(하솨마임, 7: 23) ⇢ 그 물 ם(하마임, 7: 24) ⇢ 그 물 ם(하마임, 8: 1) 
⇢ 그 하늘 ם(하솨마임, 8: 2)⇢ 그 하늘 ם(하솨마임, 8: 2)⇢ 그 물 
 :(베하마임, 8ם (하마임, 8: 3) ⇢ 그 물ם (하마임, 8: 3) ⇢ 그 물ם
5) ⇢ 그 물 ם(하마임, 8: 7) ⇢ 그 물 ם(하마임, 8: 8) ⇢ 그렇게 때문
에 물이다 ם~י(키~마임, 8: 9) ⇢ 그 물 ם(하마임, 8: 11) ⇢ 그 물 ם
(하마임, 8: 13) ⇢ 그 하늘 ם(하솨마임, 9: 2) ⇢ 그 물 ם(하마임, 9: 
15) ⇢ 하늘안 ם(바솨마임, 11: 4) ⇢ 하늘 ם(솨마임, 14: 19, 22) ⇢ 
그 하늘 ה(하솨마임마, 15: 5) ⇢ 그 물 ם(하마임, 16: 7) ⇢ 물 ם
(마임, 18: 4) ⇢ 그 하늘 ם(하솨마임, 19: 24, 21: 17) ⇢ 물 ם(마임, 
21: 19) ⇢ 물 ם(마임, 21: 19) ⇢ 그 물 ם(하마임, 21: 25) ⇢ 그 하늘 
ם (하솨마임, 22: 15) ⇢ 그 하늘ם (하솨마임, 22: 11) ⇢ 그 하늘ם
(하솨마임, 22: 17, 24: 7) ⇢ 그 물 ם(하마임, 24: 13) ⇢ 물 ם(마임, 
24: 13) ⇢ 물 ם(마임, 24: 17) ⇢ 또한 물 םּו(우마임, 24: 32) ⇢ 그 물 
 ,(하솨마임ם (마임, 24: 43) ⇢ 그 하늘ם (하마임, 24: 43) ⇢ 물ם
26: 4) ⇢ 그 물 ם(하마임, 26: 18) ⇢ 물 ם(마임, 26: 19) ⇢ 그 물 ם
(하마임, 26: 20) ⇢ 물 ם(마임, 26: 32) ⇢ 그 하늘 ם(하솨마임, 27: 
28, 39, 28: 17) ⇢ 그 물 ם(하마임, 30: 38) ⇢ 물 ם(마임, 37: 24) ⇢ 
물과 같이 ם(카마임, 49: 4) ⇢ 하늘 ם(솨마임, 4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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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 1~ 31에서 발견되는 리듬은 U모양이다. 이

리듬은 창세기 2: 1~50: 26까지 유지된다. 히브리어 나

열은 처음에 하나님의 권위 자리인 그 하늘= 하솨마임

= = 하솨마임1)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역시 하늘의
히브리어 =솨마임2)으로 끝난다. 그 하늘에서 시작

하여 하늘로 끝난다. 그 하늘은 특정한 하늘이고 끝날

때 하늘은 순수 하늘이다. 창세기는 두개의 커다란 2회

리듬을 형성한다.

그 분의 절대자리 둘째 자리인 예수를 드러내고자

한다. 물의 리듬과 하늘의 리듬이 반복 리듬이 되는 이

어울려 두개의 커다란 U리듬을 형성하는 창세기 13)장

에서 50까지 리듬은 U형태이다. 이 돌아옴=수비=한글

말 ‘쉬’이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아주 쉽다. 쉽4)게 돌아오

다 이다. 그런데도 8:2 비율 두 사람은 돌아오고 8사람

은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다. 그분께 안기기만 하면 되

고 그 분 안에 들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

들 품안에 안기는 일이다.

U모형이다. 이 안기는 문제에 대한 답은 마임 히브

리어 글자 곧 물 두 개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이

 

1) ( · 그 하늘, 창 1: 1).

.(솨마임 · 그 하늘, 49: 25)ם (2

3) 창 1: 1~1: 31 ∼ 창 2: 4~50.

.(수브 · 돌아오다, 창 18:14)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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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마임= = 마임1) 바로 물 2개 사이 하나님의

옳은 손= =요드2)은 신성 수3) 10이다. 히브리어 순서 10
째이다. 하나님의 오른 손4)은 하나님께로 돌아 들어오

라는 메시지로 늘 두 번의 유턴리듬이다.

물과 관련한 사랑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간

의 문제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사랑을 받

을 수 있다. 그 비율은 8:2이다. 이 8:2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린다 뜻이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비율은 10

명중에 2명이다. 복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와 관련되는

물에서 하나님의 오른 손, 옳은 손이 있음이 그 증명이

된다. 두 번 반복되는 일 돌아 온다의 유턴리듬, 하나

님이 그의 백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다.

그 분이 물을 먹게5)하시는 일이다.

하늘과 물 두 언어로 형성된 창세기 1장6)과 2장에서

부터 507)장 리듬비율 8:2이다.

하늘 하솨마임8) 안의 물9)은 남성 쌍수10)다. 하늘 히

1) ( · 물).

2) (요드 · 하나님의 손, 사 59: 1).

3) Dr. M. Reisel, The Mysterious Name of Y · H · W · H(Assen: van 
Goreun, 1957), 395.

 .The Anchor Bible Dictionary, 1011:(요드 · 손10)י (4

5) Propp. William Henry, 66. 

6) 1: 1~1: 31.

7) 창 2: 4~50: 26.

.(하솨마임 · 그 하늘, 창 1: 1)ם (8

.(마임 · , 물, NMD)ם (9

ם · (솨다임 · 유방, 아 4: 5)ם · (야딤 · 양손, 시 104: 25)ם (10
(미욤마임 · 이틀, 호 6: 2) · ם(쉐나임 · 한 쌍, 둘씩, 창 6: 19, 20) · 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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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어 안에 있는 물도 쌍수이다. 그리고는 이 안에서

하늘이 세 번 반복1)된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

지이다. 하늘2)도 쌍수이다. 이로 하여 열 중 두 사람만

복을 받는 8:2의 비율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아니하는 문제이다. 숫자 둘=2도 역시 쌍

수3)이다. 우리말의 사느냐, 사니4) 발음이다.

남성 쌍수인 물은 변화5)를 늘 가진다. 둘씩6) 나눠

분깃을 얻으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7) 흐름을 가진

다. 저녁이 된 다음 아침을 맞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8)한다. 여섯 번 반복 후 일곱 날에 완성9)된 창세

기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다. 좋은 물의 개념은 예수

( · 두 번, 창 41: 32, 43: 10; 민 20: 11; 삼상 18: 11; 왕상 11: 
9; (쇠타임 · 갑절, 슥 1: 1 창 11: 10; 왕상 16: 8,왕상 22: 51;암 1: 1) 
.(와인 · 포도주, 창 27: 25)ן · (카파임 · 손, 시 24: 4ם ·

1) 하늘 하늘 하늘 ם ם .(솨마임의 3회 반복, 신 10: 14)ם

ם (2 .(하솨마임 우스메 하솨마임, 신 10: 14; 역대하 2:6)ם ּוי

(솨다임 · 유ם · (야딤 · 양손, 시 104: 25)ם (쉐나임): 쌍수는ם  (3
방, 아 4: 5) · ם(솨마임 · 하늘, 권위, 1: 8) · ם(미욤마임 · 이틀, 호 6: 
 (파암마임 · 두 번, 창ם · (쉐나임 · 한 쌍, 둘씩, 창 6: 19, 20)ם · (2
41: 32, 43: 10; 민 20: 11; 삼상 18: 11; 왕상 11: 9; ם(쇠타임 · 갑절, 
슥 1: 1 창 11: 10; 왕상 16: 8,왕상 22: 51;암 1: 1) · ם카파임 · 손, 시 
  (와인 · 포도주, 창 27: 25)이 있는데 이들 모두 남성을 가리키는ן · (4 :24
쌍수이다. 

ם ·  (파암밈 · 갑절, 전 6: 6)ם · (쉐나임 · 둘씩, 창 6:19, 20)ם (4
(하쇠나임 · 두 사람, 전 4: 12) · ם  (쉐나임 쉐나임 · 둘 씩 둘 씩, 창ם
7: 9). 

.(렘미네후 · 나누기 위해, 창 6: 20)יהּו (5

6) 창 7: 15.

7) 창 1: 1~30.

.(욤맘 · 날, 시 1:2)יֹום (8

9) 강성열, “구약 성경의 창조기사와 우리나라의 창세신화 비교,”『신학
이해』제 27집(광주: 호남 신학 대학교, 2004), 32.



제3장 알파와 오메가206

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무교절 상징이다. 좋은 물로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1)서다. 하나님이 물을 내는2)

목적은 흠 없고3) 완전한4) 하나님 아들에 대한 무흠을

들어내시기 위해서다. 세 번 반복으로 무흠5)을 드러낸

이 흠 없는6) 예수님을 완전하고 흠 없는7) 무흠의 예

수님! 하나님 옳은 손8) 예수님이 물을 내미신9) 성경

은 창세기 1장 전부와 2장 3절까지에서 일곱날을 보이

시고 7대 명절을 예시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유월

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

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이다. 복음

의 물이 말씀이 흐르는 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

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 성경

이 제시한 섬긴 황금 송아지를 가루로 빻아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게 한 일10)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물의 역사로 임한다. 그것은

1) 12: 5, 11, 12: 21, 14: 23, 24, 16: 2,6, 11, 26: 2; 왕상 14: 21.

.(렘미네후, 창 6: 20)יה (2

.(탐밈 · 흠 없는, 민, 28: 9; 시 119: 80; 잠 11: 5; 암 5: 11)ים (3

4) 흠없는 םי(테밈밈 · 흠 없는, 레 9: 2; 겔 43: 25, 45: 20, 46: 4.

 ,(템밈밈 · 흠 없는, 레 9: 2; 민 28: 11, 19, 31, 29: 2, 8, 17, 20ים (5
23, 29, 32, 36; 겔 43: 25, 45: 23, 46: 4.

.(테밈밈 · 흠없는, 레 9: 2; 겔 43: 25, 45: 20, 46: 4ים (6

 ,(템밈밈 · 흠 없는, 레 9: 2; 민 28: 11, 19, 31, 29: 2, 8, 17, 20ים (7
23, 29, 32, 36; 겔 43: 25, 45: 23, 46: 4.

8) (요드 · 손 ,ABD, 1011.

9) John Peter Oleson, Ibid.

10) 출 3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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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이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이동의 역사는 성

령이 임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은 언제나 아래에서 위

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며 이 때 흐름은 강력한 불의

작용이 있다.

이 강력한 불의 작용은 물을 마르게 하며 아주 극심

한 일은 물이 말라 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물 마임 
마임이 하늘 솨마아임 솨마아임 되는 일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일이 예수 십자가 사건

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하늘승천이 된다.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으시는 일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들의 세상 이야기에서 육신

을 가진 예수님이 된 일이다. 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

느냐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형상을 입기 위해서이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으신 모습으로 오신 육신의 옷

을 입으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서이다. 창세기 1장이

제시하는 이러한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어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도 사람들인 자기와 같은 모

습일 때 친근감을 가진다.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 이

러한 이유로 주님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따라다

녔다. 이 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능력

을 옷 입으며 그들을 먹이신다.



제3장 알파와 오메가208

(2). 물이 말씀으로

①. ~ 무엇 마 · 무엇 ⇢ 만나 만 · 만나

우리들은 누구와 만날 때 만나! 하면서 약속 한다.

그런데 이 만나1)라는 발음이 무엇= = 마2)로 "하늘

로부터 온"3)이라는 2차적 의미 만나이다. 물을 지칭하

는 마아4)에 영원을 의미하는 눈5)이 따라 붙어서 하나

님 외에 다른 것은 올 수 없는 철학성을 지닌다. 이스

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을 마6)라 했다. 물

과 마음이 깊이 연결된 이 무엇=마= = 마7)는 누구

든8)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과자=만= = 만9)를 먹으

면 살게 되는 1차적 의미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

는 일이다. 2차적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먹

는 일이다. 음식도 무엇=마= = 마10)이다. 만나의 뜻
을 지닌 이 무엇=마= = 마는 성경에서 167회나 사용

1) ( · 무엇, 출 16: 31, 33, 35; 신 8: 3, 16; 수 5: 12; 요 6: 31, 6: 
49; 히 9: 4; 계 2: 17.

.(마 · 무엇)ה (2

.(만)” HAL, 564ן“ ,(만~후 · 하늘로부터 온)ן~הּוא~ (3

4) (마아 · 물).

.(눈 · 물고기)ן (5

 :(마 · 무엇을 찾느냐, 창 37ה · (마 · 이름이 무엇이냐, 창 32: 27)ה (6
(마 · 무엇을 줄꼬, 왕상 3: 5, 대ה · (마 · 원하는 무엇, 수 15: 18)ה · (15
하 1: 7).

 (마 · 무엇이냐) 30회ה · (마 · 무엇을) 138회ה · (마 · 무엇) 357회ה (7
.(마 · 무엇을 줄꼬, 대상 3: 5; 대하 1: 7)ה ·

.(마아 · 무엇)ה (8

.(만 · 만나)ן (9

.(마 · 만나)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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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면

에 작게 뒹구는 만나=음과자=만= = 만나를 먹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상을 만날 때 만나!라고 한다. 이

똑 같은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이다. 시를 통해 이

것이 무엇이냐 시인은 말해주려 시를 쓴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

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출 16: 15)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음식!1) 땅

에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먹으며 만나며 시내 산에

서 첫 경배를 드린다.2) 가장 바람직한 세계의 일이다.

시로 하늘이야기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표시 만나이다.

서로 만나 빵과 포도주와 나무와 과실로 성찬을 만들

어 먹는다. 붉은 장미와 흰 장미, 그리고 연꽃3)으로 둘

레를 아름답게 꾸미며 즐기며 만나를 먹는다. 하늘 양

식은 젖과 꿀로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그

리고 올리브와 꿀4)로 만들어진 만나를 먹는다.

1) Gordon J. Wenham, Sanctuary Symbolism in the Garden of Eden 
Story I Studied Inscriptions from before the Flood: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and Linguistic Approaches to Genesis 1~11, Edited 
by Richard S. Hess and David Toshio Tsumura(Indiana: Winona Lake, 
1994), 402. 

2) Propp. William Henry, 23, 36.

3) Northrop. Frye, “Theory or Archetypal Meaning(1) Apocalyptic 
imagery」  Anatomy of Criticism, 141. 

4) 신 8: 8~15; 엄원식,『고대 이스라엘의 토지 이해』(대전: 침례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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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방식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죽지 않고 아직 살아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 됐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

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

히려 멸시를 받으리라(아 8: 7)

이에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랑을

하는 일 밖에 없다. 물을 초월한 사랑1)을 전하는 말

씀2)에 녹아 반석을 가르신 데서 물이 흘러나오는 말

씀3)을 먹는다. 거치른 사막에서 물이 솟아 나와 먹고

살아4) 간다. 그러기에 먹는 일과 살아가는 법칙은 같

다.5) 하늘 음식을 먹으며 주신 분을 기억하는 일은 시

를 쓰는 일이다. 더구나 여섯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준비하여6) 주일은 쉬면서 즐기는 삶이란 행복한 삶이

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산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의 사랑으로 산다.

말씀7)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8) 말씀으로 사는 행

, 2000), 21~23.

1) 아 8: 7.

2) 신 8: 3, 16: 계 2: 1.

3) 시 105~41.

4) 시 35: 6.

5) Wang, Fook~kang,“Manna and Torah」 Manna Revisited: A Study 
of the Mythological and Interpretative Contexts of Manna(Ann Arbor: 
UMI, 1998), 182.

6) 출 1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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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은 그 분이 우리를 먹여 살린 만나1)때문이다. 하늘

로부터 온 떡을 먹는 일은 행복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다.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그리고는 나 혼자만이 아닌 만나를 같

이 먹고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삶의 방법을 배운다.

하늘 양식을 먹었기에 하늘백성다운 삶을 어려운 광야

40년의 생활에도 잘 지낼 수 있다. 이 떡은 축복과 병

고침과 만사 형통이미지이다.

다음은 존 캐시안의 ‘만나’ 도식화2)이다.

① 문자적 ~광야에서 만나=이스라엘에게 준 음식

② 알레고리적 ~성만찬 만나=축복된 성례전

③ 도덕적 ~하나님의 영 만나=영혼이 영적 생명 유지

④ 영적 ~비전 만나=하늘에서 받은 음식

만나는 말씀의 시적 내포이다. 육적 양식이나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는 말씀은 마음 물로 한다. 사막에서

물을 얻는3) 기쁨이다. 시를 통해 시인은 길을 인도한

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찌하여? 라고 절규하면서

시로 긴장한다.

7) 8: 3, 16; 시 105: 41; 계 2: 17. 

8) 출 16: 15, 31, 33, 35; 민 11: 6, 7, 9; 수 5: 12; 시 78: 24; 히 9: 
4.

.(만~후 · 만나). HAL, 564ן ~ הּוא · (마~후 · 만나)ה ~ הּו (1

2) John Cassian; 약 360~435.

3) Barnabas M. Ahern, A Voice Crying Out in the Desert(Minnesota: 
The literary Press, 1996), 183.



제3장 알파와 오메가212

②. 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 어찌하여
마
⇢ 해결을 위하여

라마

성경은 ‘어찌하여’ 를 328회 사용하였다. 이 328은 숫

자로 합하여 13이다. 13은 그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1) 그 분 예수님이다. 그

들이 투정부리듯이 하나님을 쳐다보았다. 이스라엘 백

성들은 엉뚱한데서 구하고 절망하며 어찌하여2)라며 하

나님을 원망했다.

다윋의 절규3)와 예수님의 절규가 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어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시 43: 2)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

윋의 자손이라 하느냐(눅 20: 41)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 46)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윋의 자손이라 하

느냐”며 물으신 첫말 마 로 물으시었다. 물 소망 이

마4)는 총 328횐 반복5) 13회 그 분 자리는 해결6)자리

1) 22: 1, 43: 2,

2) ~ (렘 49: 4) · ~ה(욘 1: 10) · הּו(말 2: 15) · ה부(렘 40: 15) · ה
(시 22: 1, 43: 2; 렘 44: 7) · ה부(애 5: 20; 욜 2: 17; 미 4: 9; 합 1: 3, 13) 
.부(단 10: 20; 암 5: 18)ה~ · 부(겔 18: 31)ה ·

3) Albert Cook, Myth &Language(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270. 

4) 물 ~ה(마 ·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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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임이다.

인간이 절망하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로 답을 주신다. 성경은 창세기

1장 전부와 2장 3절까지에서 일곱 날을 보이시고 이

일곱 날의 7대 명절을 예시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

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

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이다.

복음의 물이 말씀이 흐르는 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여 살게 하시는 유월절

을 지나게 하신다. 곧 마=~어찌하여=~ =~ 마1)의 호

소에 믿음2)을 보시고 해결 해 주신다. 어찌하여의 마

=~어찌하여=~ =~ 마3)로 시작하여 그 답을 라메드4)

를 붙여 물로서 해결하라며 그렇게 하라마= = 라
마5)하신다. 아멘신학이다. 시가 구원의 문학이다. 죄악

이 12가지라 할지라도6) 하나님의 방법7)으로 죄악을

5) 36: 29, 40: 15, 44: 7, 8, 48: 14, 17, 49: 4; 애 5: 20; 겔 13: 18, 
31, 21: 7, 34: 18; 단 10: 20; 욜 2: 17; 암 5: 18; 욘 1: 10; 미 4: 9; 합 
1: 3, 13, 14; 말 2: 10, 15; K 7: 3, 4. 등(처음과 끝의 예들 생략).

6) (라마 · 해결을 위하여).

.(마 · 물을 소망)ה~ (1

2) Ibid.

(마 · 어찌하여)ה~  (3

4) .(라메드..을 위하여).

.'(라마 · 물로서 해결)ה (5

6) 우상 섬김(신 27: 15) · 부모를 경휼이 여김(신 27: 16) · 이웃의 지게 
표를 옮기는 자(신 27: 17) ·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신 27: 18) · 고아
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신 27: 19) · 계모와 구합하는 자(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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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주시는 말씀으로 시인에겐 시로 찬양을 드리는 일

바로 물의 흐름으로 시를 쓰는 일이다.

③. 물, 어떻게 서리이까

~ 어떻게
마
⇢ 감사감사   아멘아멘

시 쓰는 자에게 감사감사 사랑이 있다. 사랑은 하나

님이 베푸신다.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묻자 물의 흐름

곧 그대로 따르라! 명령요구는 아멘아멘= = 
 아멘아멘이다. “아멘아멘” 두 번은 인간인 마음에 안

들지만 예예하고 대답하라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따르는 순종의 아멘아멘= =  1) 아멘
아멘은 정말로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의 뜻이다. 여호

와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순종이다.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멘아멘2)으로 화답하라 하신다.

무조건 아멘아멘 하라신 두 번의 아멘은 예수 그리스

도의 뜻인 두 번째 자리 의미다.

* 아멘아멘3): 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

20) · 교합하는 자(신 27: 21) · 아비의 딸과 어미의 딸과 규합하는 
자(신 27: 22) · 장모와 구합하는 자(신 27: 23) · 이웃을 암살하는 자(신 
27: 24) · 무죄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신 27: 25) · 이 율법의 모든 말
씀을 실행치 않는 자(창 27: 26). 

7) .. (라메드 ·  ~ 와 ..을 위하여).

.ָאן (1

.(아멘아멘)ָאן ָאן (2

.(아멘아멘)ָאן ָאן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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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

요 여인은 아메 아멘1)할지니라(민 5: 22) ②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2)응답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느 8:

6) ③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

다 아멘 아멘3)시 41: 13)

④. 어떻게4)

아모스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부딪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5) 하면 당신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하며 어떻게6)로, 그를 향하여 절대

적으로 마음을 돌리자 하늘에서 기도7)를 들으시고8)

인도하여9) 내시었다.

① 주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10)서리이까

하매(암 7: 2)

② 이에 내가 가로되 주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11) 서리이까 하매(암 7: 5)

③ 암시(암 8: 1~14)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 어떻게의 뜻은 여호와는 다

른 신에 비교할 수 없다12)이다.

1) ן ָאָא( ).

.(아멘아멘)ָאן ָאן (2

.(아멘아멘)ָאן ָאן (3

.(미)י (4

5) 출 2: 23; 민 20: 16; 신 26: 7.

.(미 · 어떻게)י(6

7) 신 26: 7. 

8) 신 26: 8; 느 9: 27~28.

9) 출 12: 51; 신 26: 8; 왕상 8: 51; 시 78: 52, 136: 12; 호 12: 13.

.(미)י (10

.(미)י (11

12) Seock ~Tae. Sohn, “A Nomadic Metaphor of Hebrew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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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

기를 내 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창 18: 13)

②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 하겠나이다(출 17: 4)

③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 것을 아나니(민 10: 31)

*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미)의 탄생절차

위아래 주님의 말씀, 좌에서 우로 피로 말씀함하신다.

오직 간절히 바라보며 어떻게! 하며 매달리며 어떻

게,1) 당신은 여호와2)라는 아모스3)를 하나님은 아모

스4)에게 물을 책임5)지시는6) 응답7)사랑 실천8) 피

담9)과 말씀10)이 합하여지는 방법을 제시하신다.

JST, vol. 2(seoul: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1995), 106.

1) ( · 어떻게).

הה  (2 ם ה .(미 ~코모카 바엘림 여호와, 출 15: 11)י~

3) 암 7: 3, 6, 9: 8.

4) 암 9: 8.

/(미 · 어떻게)י~ (5

6) Michel Foucault,『말과 사물: Les Mots et Les choses , 이광래 역
(서울: 민음사, 1987), 124. 

7) 이훈구, Ibid.

8) 손원영, Ibid.

.(담밈 · 피)ים (9

.(아마르 · 말씀)ָא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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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씀방법 3. 말씀방법 

1). 말씀

(1). 말씀방법

처음엔 부드럽게 그리고 다음엔 선언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1) 그 분이 십자가에 어떻게!2) 달리시는 방법!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넣은 다윋! “다윋의 자손 예수

여”라는 말에서 찾아진 어떻게3)는 다윋의 끓는 가슴이

하나님에게 전달된 가슴이다. 불가항력적인 이 세계 내

의 어둠에 대하여 단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

라보며 어떻게 해요?4)로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

능력5)을 발휘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6)

하신 처음엔 부드럽게 다음엔 선언적으로 강경하시다.

① 때문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   ~ …  
(코아마르 여호와..네움~여호와. 암 2: 6~16)

② 때문에 여호와가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   ~ .…  
(코아마르 여호와..네움~여호와, 암 3: 12~16)

③ 여호와가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말씀하셨다  ~ …  
(바이오마르 여호와..네움 여호와, 암 8: 2~16)

)אמ (1 · 말씀하시다).

.(미 · 어떻게)י (2

.(미 · 어떻게)י (3

.(미 · 어떻게)י (4

5) 신 4: 34, 5: 15, 34: 11.

6) 신 26: 9, 아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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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드럽게 속삭이듯

하나님은 처음엔 부드럽게 나중은 선언=아마르… 네

움= …  아마르… 네움 시율 말씀의 4대법1) 리듬으로

하신다. 부드럽게 속삭이듯의 하나님의 말씀 방법은 혹

이나 더 깊이 그의 백성들이 죄에 빠질까 염려하심이

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로 하나님이 멸하시려 던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

님 아들이 흘릴 피=담= = 담2) 때문이다. 우리말 담

이 들었다는 피가 뭉치어 있다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반복의 리듬을

통하여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의 아담, 곧 하나

님의 아들이 흘릴 피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살게 하신 증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유월

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

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이다. 복음

의 물이 말씀이 흐르는 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하

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여리고

넘어지기 쉽다. 이러한 내용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이

1) 협,『문심조룡』(서울: 현암사, １９７５), 14~146. 

.(담밈 · 피)דמ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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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서도 어리석은 백성이 구물거리며 그들이 가진 뜻

을 전하고자 하여도 그럴 글자를 정식으로 모두 쓸 수

있도록 하시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속삭이듯 부드럽

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수없이 반복하시

는 속삭이듯 말씀하시고 말씀하신1)다. 말씀 하신2) 이

를 믿으사3) 한 지붕 아래서 입을 서로 연단하여 입을

맞추어 믿은 사이가 되는 이 입을 모아 한 뜻을 전달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가족 한 지붕 아래 있을 때 하

나님은 살려주신다. 그만큼 믿어라 하신다.

우리가 되어, 서로 혈육 관계가 아니더라도 입을 맞

춰 한 가지 말의 단결력으로 우리사랑을 향해 나아간

다. 입 모아 한 뜻을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한 지붕 아래 산다. 그러므로 믿는 백성들은 한 가족이

되어 한 뜻으로 입을 모아 하나님 그를 찬양하는 일을

한다.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날마다 모여서 남을 도

와주는 일을 한다. 이러한 힘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서

로 어울려 좋은 뜻을 같이할 때이다.

1) ר..ָאָא( ..아마르 · 말씀하시고..말씀하신, 민 26: 1, 27: 6, 31: 
25).

.(다바르..아마르 · 말씀하신, 민 27: 15, 28: 1)ר..ָאר (2

.(미스파하하 · 가족, 민 26: 5~6)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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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하는 아멘아멘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믿음으로 간절한 눈빛을 모아

위를 바라보며1) 아멘아멘=   아멘아멘2) 유일한 축

복 통로 아멘아멘으로 한다.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길!3) 아멘아멘=   아멘아멘
하며 그를 바라보는 절대

의 시선! 아멘아멘=   아멘아멘의 두 번 반복은 하나

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 들어오게 하시는 일이다.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의 체념적인, 이스라

엘 백성들이 그 길밖에 없음으로 어쩔 수 없이 강한

길이다. 완전히 의뢰하는 삶의 경배4)이다.

즐거움5)이며 주 안에서 아멘아멘으로 천국을 갖는

마음!.

아래위로는 말씀하시고자 함이고 왼쪽으로 움직인다.

어찌하여= = 6)와 아멘= = 7) 은 물로 비유

된 말씀을 소망할 때 아멘아멘하는 신앙 모형도이다.

1) 6: 1~4, 요 12: 41.

2) ן ָאָא(아멘아멘, 민 5: 22; 시 89: 53).

3) William L. Holladay, The Root Šύbh in the Old Testament(Leiden: 
E. J. Brill, 1958), 53, 59.

4) 신 26: 11.

5) 신 26: 7, 11; 시 21: 1; 잠 8: 31; 롬 12: 12; 벧전 4: 13.

.(렘마 · 어찌하여)למה (6

.(아멘)אמן (7



물의 시학 221

내가 영원토록 말씀에 굳게 서서 바라 하늘을 향한 자

세이다. 원래 아멘은 내 뜻이 아니지만 그리고 별로 마

음에 안들 때에도 아멘아멘 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

다. 아멘아멘 신앙은 서로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살아

가기이다.

이젠 배부르다.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 값을 감해 주시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드님이시기에

이분이 있어서 우리들은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산다. 말

씀 따라 아멘아멘 하는 매일 매일의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기에 배부르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한다. 배부르게 되는 방법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

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먹어 배부르게 할 때1)이다.

배부르기 신학과 밥 · 진지 잡수셨습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성경은 십일조를 말하고 있다. 안식년을 기준으

로 3년째 해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섬

기며 소산의 십일조2)를 드렸다.3) 십일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

부르게 하는4)데 쓰인다.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다

시 특별히 구별하여 성읍 창고에 저축하여 두었다가,

1) 14: 29.

2) 민 18: 21; 신 26: 12; 느 10: 38; 암 4: 4; 말 3: 10.

3) 김영진,『그랜드 종합 주석』(서울: 성경 교재 간행사, 1993)., 신명기 
26장 주석.

4) 신 26: 12.



제2장 물의 리듬222

곧 십일조의 십일조를 나그네나 과부에게 나누어 주었

다. 이 구제용 십일조1)로 구제2)하였다. 레위인이 십일

조의 십일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3) 일은 제 2십일조로

잔치와 감사로 축복의 시금석4)이다. 고아와 과부들에

게 제 2 십일조로 나누어 먹게 하시는5)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106)의 1 맏물을 광주리에 담는7) 이 광주리

는 갈대상자8)와 신학적으로 연결된다.

십일조 문제는 배부르게 하는데 있다.

①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

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

라(신 14: 29)

② 제 삼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이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신 26: 12)

③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

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

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사 55: 2)

땅9)과 하늘10)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는11) 성

1) 14: 28, 29.

2) 신 15: 10.

3) 민 18: 26.

4) 말 3: 10.

5) 신 26: 15.

6) (오사르 · 십, 민 28: 17).

7) 신 26: 2.

8) 출 2: 3.

9) 출 34: 26; 신 26: 2; 느 10: 35; 시 67: 6; 사 1: 19; 렘 2: 3; 겔 4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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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십일조를 강조하기 위해 한 문장 안에 네 여호와

하나님께1)를 반복한다. 더구나 두 번째 십일조는 레위

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2) 한

다.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하는3) 네 하나님 여호와가

총 26회가 쓰인다. 여호와의 수치가 26이다. 이 26의

반은 13이고 이 13은 그 분의 아드님 표시 숫자이다.

히브리어 사랑 아하브도 숫자합이 13이다. 신앙의 문제

는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사

랑은 사람의 목숨문제이다.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다. 일상의 삶을 살게 된 예수가 사람의 가

장 소중한 생명 문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

숨을 버린 일로 한다. 이 커다란 사랑문제는 바로 희생

의 이미지로 전해진다. 사람의 생애는 일회적이다. 이

일회적인 삶의 생애는 목숨이 붙어있는 생명줄에 달려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하여 아멘아멘 하는 삶은 생

명줄을 가지는데 있다. 여호와 글자로 보여주시는 여호

와의 글자회수 26회의 의미는 여호와의 의미다. 여호와

의 글자 수치  의 (5) + (6) + (6) + (10)= 26이

10) 1: 8, 14: 19; 시 18: 9, 33: 6, 50: 6, 57: 11; 합 3: 3; 시 96: 
5.

11) 민 26: 2.

1)   .(여호와 엘로헤이하 · 여호와 하나님께, 민 26: 2)הה

2) 신 26: 12.

3) 신명기 26장의 1절부터 드러나는 땅은 정관사 그 (하 ·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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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26의 반은 13이고 예수님 자리 숫자로 한다. 사

랑도 히브리어 숫자 합이13이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배부를 수 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의

신학이다. 성경 원문은 숫자로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신묘하게 전한다. 십일조도 신명기 26장에서 “네 하나

님”이 1회로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1)로 한다.

이 분을 모시고 사는 삶, 네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뀐 여호와의 인격으로 내세운2)

땅3)에서 선물을 받고 사는 삶의 일이다. 백성이 숨을

쉬도록4) 해 주시기에 죄에서 돌아와 사는 의로운 삶이

다. 하나님은 선하시어 좋으시5)다. 삶에서 맏물을 광주

리에 담아 예배를 드리는 삶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 사는 삶이다. 노아6) 방주 때 역청7)과 찰

흙8)으로 물에 잠기지 않게 사는 삶을 본다. 바로 희생

과 속죄금과 속죄소의 든든한 의지로 모세가 그 망망

한 바다에서 갈대상자9)에 담기는 일이다. 바울이 광주

리10)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타고 내려가 사는 일이

1) 26:2.

2) (니스비 · 맹세, 신 26:3).

3) 출 13:5; 신 1:8; 시 37:11, 105:11; 잠 2:22; 사 42:5.

.(헤 · 숨구멍 · 숨 쉼)ה (4

 ,(키 토브 · 선하기, 좋기 때문에, 창 1: 4, 10, 12, 18, 21, 23י ~ טֹוב (5
31). 

6) 창 13, 8:10.

7) 창 6:13.

8) 출 2:3.

9) 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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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늘을 이고 땅에서 사는 이 삶은 하나님 집 안에

들어 사는 삶이다. 맛소라 사본1)이 내 놓은 대칭구조2)

가 보여주는 물을 중심3)한 삶이 된다.

이 좋은 관계는 창세기 1~15장에서 제시된다.

A 하늘

B 땅

C 창조하다

C' 만들다

B' 땅

B' 하늘4)

하나님이 아랫물과 윗물 둘로 나누신 이유가 있다.

그 분에게로 되돌아5) 오는 삶을 말하는데 이 때 하늘

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둘째 자리6) 궁창을 위하여서

다. 견고한 거울7) 모양으로 된 이 말씀을 먹일 물8)이

든 곳이다. 우리를 위한9) 궁창10)이다. 하나님이 봐 있

10) 11:33.

1) MT.

2) 노명관,『창세기 1~3장과 관련된 요한복음 서언(요 1: 1~18)에 관한 
연구』 한국 성서 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 학위 논문(서울: 한국 성서 대
학교 대학원, 2005), 39. 

3)    י..ל (미트하트 라라키아..메알 라라키아으 · 궁창 아ת
래와 궁창의 위를 위하여, 창1: 7).

4) Gorden J. Wenham, Genesis 1~15(Waco: Word Books, 1987), xxi, 
46.

5) “.”(라 · .를 위하여).

6) 창 1: 7.

7) 욥 37: 18.

8) 창 1: 6.

9) 창 1: 7.

10) י .(에트~하라키아 · 궁창, 창 1: 7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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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1)하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잘하자며 ‘아싸’한

다. 바로 ‘봐 있어’2)로 서로 위로하며 그 분이 엣따= 
= 엣따3)하시며 주시는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처음과

끝4)을 구별할 줄 아는 바로 윗물과 아랫물을 구별하며

시를 쓰며 찬양하며 사는 일이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 사는 삶은 앞에 놓인 물5)을 먹

고 사는 일이다. 물을 먹고 사는 삶은 하늘6)과 더불어

시를 쓰는 시인들의 삶이다. 현실을 초월7)하여 하늘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

람이 되는 힘이 솟는 신비한 이적이 일어난다. 그럼으

로 신약에서는 이 하늘이 우라노이스로 단수가 된다.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8) 단수!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늘은 하나

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말씀에 화답하는 아멘아멘 우

리사랑의 위대한 힘이 들어 있다. 선하여 좋으신 그분

1) ( · 시작하시는, 창 1: 7.

.(바이아스 · 행하다, 창 1: 7, 6: 6; 왕하 18: 4ׂש (2

.(에트 엘르아 · 행하시는, 사 2: 39ת ~ה (3

.(에트)ת ~ (4

5) 엄원식,『구약신학』(대전: 침례 신학 대학교, 2005), 41: 엄원식은 성
경의 시작이 바다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하나님은 인
간의 삶을 위하여 물을 제거하고 마른 땅을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하고 있다. 
즉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라 하였다. 엄원식은 온 땅
이 수면으로 덮여 있고 하늘이 없고(온통 물에 가득 찬 공간뿐이라(창 1: 8)
하여 땅이 안 보이고(창 1: 9) 채소와 과수가 없고(창 1: 11) 천지가 어두웠
다(창 1: 2, 14, 19)고 하고 있다. 

.(솨마임 · 하늘 · 그 권위, 1: 8ם (6

7) (샤).

8) ώς έν ούραν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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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미완료

형태1)이기에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

지는 이 사랑을 지금도 베푸신다. 구약의 문법이 과거

와 미완료뿐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2)을 시인은 사랑으로 먹으며 뚜렷한 진리를 위해 물

로 말씀으로 시를 쓴다. 하나님과 우리는 힘을 내며 아

싸3)한다. 힘을 내서 지금도 나누는4) 분별력을 키우며

시인들은 시로 하나님 일을 한다. 사실 성경의 히브리

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며 쓴다. 이 방법은

옛 한글과 같다. 왜 옛 한글이 왼쪽으로 움직이며 쓰는

가는 히브리어가 철저히 왼쪽으로 움직이며 쓰는 것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흔적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

향에서 언젠가는 찾아지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5)일은

신앙인이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다. 물의 이동성

이다. 이 물의 진행형 이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을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뜻이다. 진행 중인 지금의

상황은 지형에서도 그 흔적을 들어낸다. 홍해를 밑바탕

으로 한 양쪽의 바다 둘러싸인 사막과 시나이는 예루

1) 1: 7.

2) 창 1: 7

3) (바야아스 · 만드시는, 창 1: 7).

.(바야브델 · 나누는, 창 1: 17)ל (4

5) 행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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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렘 옆 사해에서부터 고센 땅 까지 이어진다. 이 흐름

은 U 모형이다. 성경1)은 창세기에서 물을 처음으로 하

지 않고 하늘을 먼저로 하고 중간이 물이며 끝은 하늘

로 한 U모형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혜의 질서2)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U

형으로 남긴다. 진행은 이스라엘= = 이스라엘3)
글자 가 끝 위하여=라메드= =엘4)과 이스라엘의 글자

가 합하여 발음부호로 U 리듬을 만든 증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

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

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

날 · 영원이다. 복음의 물이 말씀이 흐르는 물을 위한 하

나님의 일이다.

1) 1: 1~2: 3.

2) Ed Noort, The Greation of Light in Genesis 1: 1~5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Edited George H. van Kooten(Leiden: 
Brill, 2005), 13.

3) (이스라엘: 창 32: 29, 35: 10, 21, 22, 37: 13, 43: 6, 11, 45: 
28, 46: 30, 47: 31, 48: 8, 10, 14, 21; 출 14: 30, 31, 17: 11; 민 16: 34, 
20: 21, 21: 1, 2, 17, 21, 24, 25, 31, 22: 2, 24: 2, 5, 25: 1, 3; 신 2: 12, 
33: 28, 29; 수 4: 22, 7: 8, 11, 27, 11: 13, 14: 10, 24: 31; 삿 1: 28, 6: 
3, 6, 7: 2, 11: 13, 15, 16, 17, 19, 21, 26, 20: 29; 삼상 4: 2, 10, 17; 왕
상 8: 30, 33, 38, 12: 19,  18: 31, 20: 20; 왕하 17: 34, 21: 8; 대상 9: 
1; 대하 6: 21, 24, 29, 10: 19; 시 14: 7, 53: 7, 105: 23, 114: 1; 사 10: 
22, 19: 24, 25, 49: 3; 렘 2: 14, 3: 8, 18: 13; 겔 36: 12, 38: 14; 호 8: 
2, 3, 9: 7, 11: 8, 12: 13; 암 5: 2.

.(라메드 ·…을 위하여)ל (4



물의 시학 229

2). 이스라엘 글자의, 물 잔 U 모양2). 이스라엘 글자의, 물 잔 U 모양

(1). 시편 8편의 물 잔 U 모양

처음의 하나님의 손으로 하여 잔을 들 수 있는 모양

과 더불어1) ◡모형 즉 U자형을 이룬다. 하나님의 잔

안에 들게 하기 위한 형태를 꼭지 점이 있게 한 이2)로

하면서 여호와 오른손3)이 들 고 있는 잔 모양이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히브리어 방향은 하나님이 오른

손으로 잔을 들고 있는 형상이 된다. 세상을 향하여 말

씀을 쏟아놓는4) 잔을 들고 있는 왼쪽으로 흐르는 방향

이다. 확인방법은 이스라엘을 위하여5)에서이다. 온 이

스라엘6)을 위하여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7) 이스라

엘을 위한 방향 모두8)가 왼 쪽으로 써 내려간다.

이스라엘 이스라엘9) 글자의 이스라엘 언어 끝

꼭지 라메드점과 이 스로 하여 U 모형이 된다. 동시에

1) ( · 연단).

2) (이).

3) (요드).

4) 행 8: 4.

5) (레이스라엘 · 이스라엘을 위하여, 창 46: 1; 대하 20: 10; 사 
11: 16).

ל (6  (창 8: 24; 신 1: 1; 삿 8: 27; 삼상 3: 20, 4: 5, 28: 3; 삼하ל~
16: 21, 17: 13, 왕상 1: 20, 3: 28, 12: 1, 16, 18, 20, 14: 13, 18; 대상 
11: 1; 대하 10: 1, 18: 16).

7)   :(창 8: 15; 삼상 13: 4, 17: 11; 삼하 3: 37, 4: 1; 왕상 8ל~
62; 대하 10: 3, 16, 12: 1; 느 7: 72, 12: 47).

.(울레콜~이스라엘 · 이스라엘이 모두, 단 9: 7)ּול ~ל (8

.(이스라엘)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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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하여 손잡이 형이 되고 잔1)모양이다. 하나님 잔2)

이다.3) 잔은 하나님의 품안4) 상징성이며 그의 항아

리5)이다. 물 한 동이6) 요나7) 이야기 U형8)이다. 뉘우

치고 돌아오는 모형이다.

노아 홍수 후 하나님은 무지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신다. 무지개9)는 물병 · 뚜껑 · 단지다. 물 항아

리 10)에 물이 담긴다. 물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연약

궤와 관계된 일11)이 담긴다. 땅에 물이 담긴 바다12) 모

양 U자 모형 안에 평안이 담기어 흐른다.

동 아시아 대륙 바다 층은 지표에서 약 1천 km의 맨

틀에 암석 덩어리가 최고 15%를 가진 물이 북극해 전

체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물이 담겨 있는 물 항

1) 57: 17; 겔 23: 33.

2) 사 51: 17.

3) Brown, R, E., “cup of Wrath」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ⅰ~ⅻ(Garden: Doubleday & Company, 1983), 168, 169.

4) Horton Davies, Bread of Life and Cup of Joy(Michigan: Grand 
Rapids, 1993), 225, 262~3.

5) 참조: (카데흐 · 물 항아리, 창 24: 14) · (베카다 · 그리고 물 
항아리, 창 24: 15, 45) · ּה(카다 · 물 항아리, 창 14: 16, 18, 20, 46) · 
(미카데흐, 창 24: 43).

6) 막 14: 13, 눅 22: 10: 민대훈, “유월절 식사의 최후의 만찬,”『교수논
문집』, 제집,(서울: 서울 기독 대학교, 2004), 46. 

7) 홍문표,『신학적 구원과 시적 구원』(서울: 창조 문학사, 2006), 217. 

8) Northrop Frye,『성경과 문학』, 247~248. 

9) 창 9: 13, 14, 16; 겔 1: 28; 계 4: 3, 10: 1.

.(카드 · 물 항아리, 창 24: 15, 20, 43, 45, 46)ד (10

11) David H. Aaron, 168.

12) Welliam P. Brown, Structure, Lole and Idology in the Hebrew 
and Greek Texts of Genesis 1: 1~23(Atlanta: Scholars Press, 199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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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모양! 물 한 동이1)이다. 물을 담고 있는 땅 덩어

리 모양 U리듬이다.

시편 8편의 물 잔 U 모양은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

와로 끝나는 U리듬이다. 시라는 문학 형태에 담긴 시

편 8편은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끝난다. 물동이

형태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에게로 돌아들어오

게 하는 U형식2)이다.

* 시편 8편의 리듬

1절 ...  여호와
2절 ... 미피 · 입으로 말미암아

3절 ...  ~ 키~에르에흐 · 내가. 보오니

4절 ..  ~ 마~에노쉬 · 사람이 무엇이관대

5절 ... 바트하스레후 · 저를 못하게 하시고

6절 ...  테메쉬레후 · 다스리게 하시고

7절 ... 쪼네 · 양과

8절 ... 지포르 · 새와

9절 ...  여호와

시편 8편의 흐름은 처음과 끝을  여호와로 하여 하
나님의 안에 거하여 구하면 이루게 되는3) 형식이다.

1)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심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막 14: 13), 이르
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니 그의 돌아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눅 22: 10).

2) Reberto Ouro, The Gerden of Account: The Gerden of Account: 
The Chiastic Structure of Genesis 2~3(Andrew: Andrew University 
2002), 222.『창세기 1~3장과 관련한 요한 복음 서언(요 1: 1~18)에 관한 
연구』한국 성서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서울: 한국 성서 대학교, 
2005) 38.

3) 요 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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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는 하나님 안의 생활을 만끽하는 행복감을

표출하였다. 모두 히브리어가 제시하는 하나님 안이라

는 의미를 지닌 반복리듬이다. 선지자의 행로1)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을 돌아오는 행로이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로이다. 야곱이

애급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2) U형이다. 되돌아

온다 수브 히브리어는 우리말식으로 죄에서 하나님 품

으로 돌아오기 쉬운=쉬브 돌아옴이다. 우리말 수이 곧

쉬이이다. 하나님께로 쉽게 돌아오는3) 일은 아주 쉽다.

돌아서기만 하면 구원4) 된다. 물 마임5) 곧 임에게 돌

아오면 여호와의 오른 손이 들어6) 살리시는 초월성으

로 일상이 회복되는7) 일8)이다. 번제 드리는9) 물길이

다. 물을 하늘로 올리는 길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다.

곧 살아나는 삶이다. 나를 희생하는 일이다.

1) ,『신학적 구원과 시적 구원』(서울: 창조 문학사, 2006), 
212~214.  

2) 창 47: 29.

3) (수브 · 돌아옴, 창 18:14).

4) Donald E. Gowan,『구약 예언서 신학: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 차준희 옮김(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4), 355.

.(임)ם (마임)의ם (5

6) 김영진,『성경 히브리어』(서울: 올람 하타낙, 2003), 78.

7) 이영지,『오감도의 구조와 상징에 관한 연구』명지 대학교 대학원 박
사 학위 논문(서울: 명지 대학교, 1985), 46~129.

8) 이영지,『물(ם · 마임)의 초월성과 현실성과 회복성 연구~사랑의 U
리듬을 중심으로』서울 기독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 논문(서울: 서울 
기독 대학교, 2008).

9) 이영지, Ibid, “상승과 하향,”『오감도의 구조와 상징에 관한 연구』,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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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파와 오메가

물의 시학이 가지는 위대한 힘은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추어 지는 마력에서이다. 그 마력은 첫째 물의

모양이 6각형에서 암시한다. 다만 인간의 지혜로 만들

어 낸 천부경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 천부경에서 물

은 가장 가운데 수이고 그 기록은 숫자 6으로 한다. 이

러한 신기한 기적은 물의 모양이 6각형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둘째 물은 하루도 먹지 않으면 몸의 이상이 오

기 시작하는 마력을 지닌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람의

생명은 물을 몸 속에 집어 넣음으로써 존재한다. 이 철

학은 마음의 물 곧 마음의 양식도 물 곧 말씀을 먹음

으로써 존재한다. 이 존재의 가치는 신비하게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하여 얻어진 이론은

말씀을 전하면 다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오늘의 생명 존재는 말씀 전하

기가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다. 알파와 오

메가는 하나님의 흔적 물로 하여 물이 그 사역을 담당

한다. 말씀이 그 사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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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언약형식

제1절 처음과 끝의 언약 형식제1절 처음과 끝의 언약 형식

하나님이 인생에게 처음과 끝 삶을 주시면서 엣따=

= 엣따1) 받아라 하신 언약 엣따2)의 처음 알렙= 알

렙3)에서 끝=타브= 타브4)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방

적으로 엣따= = 엣따5)하셨다. 약속6) 엣따7)로 나8)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 언약 엣따= = 엣따9) 다시

=베엣따= = 베엣따10) 하시고옳다= = 오탐11) 옮

다= = 오토12) 총 27회, 여호와 수치 1713) 과 하나님
약자 요드14)인 1015)과 합하여 27회이다.

1) ( · 처음과 끝, 창 1: 1~2: 3).

.(에트 · 처음과 끝)ת (2

3) (에에, 창 1: 1).

.(트, 창 1:1)ת (4

 ,알레프, 잠 22: 25; 욥 15: 5)ָאף /(에에트 · 처음과 끝, 창 1: 1)ˏת (5
 .(엘레프, 출 20: 6; 삼상 18: 7; 왕상 3: 4)ף · (33 :33

6)(메레가).

.(에트, 창 1: 2~2: 3)ת (7

.(알레프 · 나)א (8

.(에트)ת (9

.(베에트)ת (10

.(오탐)ם (11

.(오토)תֹו (12

.(10=1 + 0)=17 + (5)ה + (6) + (5)ה (여호와 · 여호와)의ה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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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과 끝 엣따의 언약구조 1. 처음과 끝 엣따의 언약구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엣따하고 주신 약속이 있다. 그

것은 예수님 창세기 1장에서의 언약구조이다.

[* 표, 처음과 끝 에트의 언약구조]

①전체 에트 창 1: 1⇢처음과끝 베에트 창 1: 1

전체 에트 창 1: 4

② 에트 창 1: 7

③

④ 에트 창 1: 16 ⇢ 베에트 창 1: 16 ⇢ 베에트 창 1: 16 ⇢ 오톰 창 1: 17
⑤ 에트 창 1: 21 ⇢ 베에트 창 1: 21⇢ 베에트 창 1: 21

에트 창 1: 21 에템 창 1: 22

⑥ 에트 창 1: 25 ⇢ 베에트 창 1: 25⇢ 베에트 창 1: 25 ⇢ 베에트 창 1: 27
에트 창 1: 27 ⇢ 에토 창 1: 27 ⇢ 에톰 창 1: 27

에트 창 1: 28 ￩                           ￩  에톰 창 1: 28

에트 창 1: 29 ⇢ 에트 창 1: 29

에트 창 1: 31

⑦ 에트 창 2: 3 ⇢ 에토 창 2: 3

14) ( ).「Hebrew Letters 'yod' He」ABD: David Noel Freedman, 
The Anchor Bible Dictionary(USA: Ｄouble day, 1992), 1011. 여호와의 손.

 창세기 1장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 회수는 ;(요드 · 10)י (15
10회의 “가라사대”(창 1: 3, 6, 9, 11, 14, 20, 22, 24, 26, 29)로 י(요드 · 
10, 그, 하나님)와 관련된다. 이 י(요드)는 신성수로 10을 5+5라 한다던지, 
3+7로 계산한다. 참조: א(알렙 · 수소, 1), ב(베트 · 집, 2), ג(기멜 · 낙타, 3), 
 ,(자인 · 무기, 7)ז ,(와우 · 갈고리, 6)ו ,(헤 · 숨구멍, 5)ה ,(달레트 · 문, 4)ד
 ,(카프 · 굽은 손, 20)כ ,(요드 · 손, 10)י ,(테드 · 뱀, 9)ט ,(헤드 · 울타리, 8)ח
 싸멕)ס ,(눈 · 물고기, 50)ן · נ ,(멤 · 물, 40)ם · מ ,(라멧 · 소몰이막대, 30)ל
· 지주, 버팀대, 60), ע(아인 · 눈, 70), פ · ף(페 · 입, 80), צ · ץ(차데 · 낚시 
바늘, 90), ק(코프 · 바늘 귀, 100), ר(레쉬 · 머리, 200), ׂש · ׁש(신 · 쉰 · 이, 
치아, 300), ת(타우 · 표시, 십자,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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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1). 의미

인생 처음과 끝을 엣따= = 엣따하시며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제 봐 암= = 제바암1)은
12회 반복리듬을 가진다.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들면 다시=베엣따= = 베엣따2) 하시며
부함 의미를 가지는 철학 8회로 부하3)게 하시었다.

8은 부함의 이미지 마방진 수이다.

9 9+7=88

98 ☓ 9+6=888
987 ☓ 9+5=8888
9876 ☓ 9+4=88888
98765 ☓ 9+3=888888
987654 ☓ 9+2=8888888
9876543 ☓ 9+1=88888888
98765432 ☓ 9+0=888888888

8은 하나님의 수학4) 부함 이미지다.

창세기 창 1:1~2:3까지 이 전부=처음과 끝=엣따= =

엣따 20회 사용한다. 20회는 신성 수 10의 2회 리듬이

다. 2회는 첫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예수님 자리이다.

)ָא (1 · 하나님의 군대, 창 2: 1).

.(베에트)ת (2

3) Garth E. Runion, The Golden Section(Dale Seymour Publications: 
Palo Alto, CA. 1990), 84~85;『하나님의 수학』,. op. cit, 79~85. ת(창 
1: 1, 16, 16, 21, 21, 25, 25, 29)는 8회는 영적 탄생이미지이다.

4) Don Kistler,『하나님의 수학: The Arithmetic of God , 서휘웅 옮
김(서울: 섬광문화사, 1992),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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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 옳다함 옳다함까지 인장을 찍으신다. 이 묘

한 전하는 말씀은 총 27회다. 일곱 날을 세 번 곱한 뒤

의 여섯째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

었다 하시었다. 완성 표현1) 숫자 비유2) 증명3)은 우리

나라의 첨성대 27계단의 신비로움도 있어서 별을 바라

보며 천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하였다. 우리 국민은

엣따 하며 주신 선물로 찬란한 신라 1000년의 역사를

이루었다. 전부주신=처음과 끝=엣따= = 엣따를를 주

신 주님4)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사는 우리

의 세월을 알리셨다. 에따 받아라 하며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주시었다.

처음과 끝  에트에 소망사 하의 성경자료다.

① 주는 아타

주는 아타
: 흑암을 밝히시는 주

삼하 22:29
· 여호와여 오직 주는

대상 17:26
하나님이시라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대상 29:10
·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삼하 1:95)

1) Terry Lucas and Del Washburn, Theomatics, The Biblical  
Theology of Numbers in the Bible(New York Stein and Day, 1978), 
21~24.

2) , “구약 성경의 수비학에 대한 탐구,”『복음과 실천』21, op. 
cit, 12. 

3) Morris Kline,『수학의 확실성: Mathematics the Loss of Certaint
y , 박세희 옮김(서울: 민음사, 1986), 362~371. 

4) ַא(아타 · 주는).
5)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주(대하 6: 21) ·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대하 20: 6) · 그 앞에 한사람도 서지 못하는 의로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스 9: 15) · 모든 것을 지우시고 보존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신 주 ·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는 여호와 주(시 5: 12) ·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 하나님이신 
주는(시 22: 10) ·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는 주는(시 31: 
14) ·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는 주는(시 ;32: 7) · 나의 도
움이시오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주는(시 40: 17) · 어찌하여 버리시니이까 나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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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는  아아타

주는 아아타
: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시

는 주는
시 31:3

· 그물에서 빼어내시는 나의 산성이신 주는
시 31:4

·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영원부터 계신 주는
시 93:2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심 되는 주님=아타하=  아타

하1)다. 수치 26회째 26번째에 놓은 주님의 자리다. 우

리에게 말씀의 물을 먹게 하시는 그분이시다. 그 분이

사랑하시는 내게 일방적으로 “엣따, 받아라” 하셨다.

주는(시 43: 2) ·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주는(시 44: 5) ·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건지시는 주는(시 64: 2) ·  진흙이요 토기장이신 주는(사 64: 8) · 가난과 궁핍
에서 건지는 여호와 주는(시 70: 5) · 피할 바위가 되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
신 주는(시 71: 3) · 어릴 때부터 의지시며 소망이신 주 여호와여 주는(시 71: 5) · 하나
님이신 주는(시 86: 10) ·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시소서 주는 돕고 위로하심의 여호와여 
주는(시 86: 10) ·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이신  주는(시 
89: 26) ·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시 97: 9) 하나님이시니이다 · 초월의 여호와 주
(시 90: 1)  나의 하나님이신 주(시 118: 28) · 율례로 나를 가르치시는 이는 주(시 
119: 28) ·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주(시 119: 137) · 공평한 땅에 인도하시는 주(시 
143: 10) ·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주(사 25: 1) · 천지를 조성하신 유일하신 주(사 
37: 16) · 스스로 숨어계신 하나님이신 주(사 45: 15) · 아버지이신 구속자의 주(시 63: 
16) ·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크신 주(렘 10: 6) · 나의 피난처신 주(렘 17: 17) · 나
를 이끌어 돌이키실 여호와 주(애 5: 19)이다. 

1) (로이·나의 목사시니)  הה(여호) ד(다윋의) מֹור(미즈모르·시) 시편 23:1
 (로·없으이시리로다)א (에흐사르·내가 부족함이)ר
(빈느오트·장에)시편 23:2אֹות (데쉐아·푸른 초)א (야르비제니·그가 나를 누이시며)יי 
 (알·가로)ל~ (메·물)י (메누호트·쉴만한)חֹות (예나할레니·인도하시도다)י
 (나프쉬·내 영혼을) 시편י (예소베브·소생시키시고)ֹוׁשב (야느헤니·인도하시는도다)י 

23:3
 (베마으겔레·길로)י~ (제데크·의)ק (레마안·위하여)ן (쉐모·자기 이름을)ֹו
 (엘레흐·내가 다닐지라도) ן(술루탄·상)  י(레프네·내게) (타아로흐·주께서 베푸

시고) 
·(감ם (키 엘레흐 ·내가 다닐)י~(브네아골짜리로) יא (잘르마베트·사망의 음침한)א 

찌라도)시 23:4
(로·않을 것은)א~ (이라·두려워하지)ּאא (라·해를)ע (키· 때문에)י~ (아타·주께서)ה 
(미스아느테하·막대기가) (쉬브아테하·주의 지팡이와) י부(임마디·나와 함께)  

 
 부(헴마·그것들이)ה (예나하무니·나를 안위하시나이다)י 
(레파나이 ·내게[) (타아로흐 주께서 베푸시고) 시시편 23:5י (수르탄 ·상을)ן
(내게드·목전א (조르라이· 내원수의)י (바세멘·기름으로) (디스네타·바르셨으니)ן 

에서)
 (로쉬· 내 머리에)יאי (코쉬· 내 잔이)כֹוי (레바야·넘치나이다)ה 
시편 23:6 (아흐· 정녕)ַא (]토브 ·선하심과)תֹוב (바헤세드 ·인자  하심이)ד 
 (하야·나의 생에) י(예메·날) ~ל(콜· 평) יפּו(이르데푸니;·나를 따르리니)
(베솨므티· 내가~거히리로다)י  (비베이트· 집에)ית~ (여호와· 여호와)הה 
(야밈· 영) (레오레흐· 원히)י 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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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과 끝 매개체 물 · 말씀2). 처음과 끝 매개체 물 ·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 등이다. 이 안에 인간은 산다. 하늘과 땅의

관계를 성경은 처음과 끝 사이라 하였다. 이 안에는 비

와 이슬과 단비로 하나님이 계심1)을 증명하였다. 위

하늘과 아래 땅이 있어 우리 삶을 위해 잇게 하시었다.

물과 빛은 어둠을 밝게 하는데 사용되어진다. 비는 씨

가 잘 자라도록 하늘에서 내린다. 생명2)에게 빛3)을 주

실 때에 물은 말씀 진리가 빛이 되도록 하였으며 열

매 맺도록 궁창위에서 궁창아래의 물을 다스리셨다.

생명의 날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흔적은 궁창이 말

씀의 물로 채워4)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낮을 큰 빛

으로 주관5) 궁창6) 하나님 계신 공간7) 낮8)이다. 하나

님 다스리시는 공간9)은 광명이 점점 더 커지고 어둠은

점점 적어지게10) 하시었다. 언약의 약속이행이다.

1) 32: 2; 미 6: 6.

2) 요 4: 14.

3) 시 27: 1; 요일 1: 5.

4) 창 1: 22.

5) 창 1: 16.

6) ~ (에트~하라키아 · 궁창).

7) 창 1: 7.

יֹום (8 ת ל  · (에트~하마오르 핫가돌 렘멤메셀레트 하욤ת~부ֹור
낮을 주관하심, 창 1: 16).

יֹום (9 .(렘멤메셀레트 하욤 · 날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 1: 16)ת

ה (10 ת ן  (베에트~하마오르 하카톤 렘멤메셸레트ת~부ֹור
하라이라 · 밤을 주관하심, 창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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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진행의 방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2. 계약진행의 방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은 밤의 어둠이 점점 더 작아지게 하시었다.

이 때 표현을 하주 크게 라는 표현으로 핫가돌=크게

돌게= = 핫가돌1)이라 하시었다. 점점 더 돌리신

다음 탈바꿈 시키시었다. 하나님은 밤2)을 밝음으로 바

꾸시었다.3) 우리가 인식하는 밤과 낮과는 다른 말씀이

다. 이러한 시적 표현은 밤의 어둠이 차츰차츰 밝아지

는 현상4)으로 하시었으며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큰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상을 넉

넉히 이기게5) 하시었다. 이 귀중한 비밀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행복하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6)의 목적적 방향사 히브리어 위

하여= 라메드는 영어 to 부정사 역할로 늘 삶의 한정된

처음과 끝 엣따= 엣따7)를 설정하시어 인간들이 이 세

상에 사는 동안이 있게 하시었다. 저녁8)에 얻은 약속

으로 만찬을 즐기고 다음날 아침9) 일찍이 일어나 일을

1) ( ).

.(하라이라 · 그 밤)ה (2

3) 이영지, הה와 물 ם의 상관성 연구, 서울 기독 대학교 추계 학술 세미
나 소논문(경기도: 광림 세미나하우스, 2006, 10. 26), 14.

.(렘멤메셀레트 · 주관하게 하시며)ת (4

ה (5 ת ן (베에트~하마오르 하카톤 렘멤메셀레트 하ת~부ֹור
라이라 · 작은 관명으로 밤을 주관하심, 창 1: 16).

.(렘멤메셀레트 · 주관하게 하시며, 창 1:16)ת (6

.(베에트 · 그리고 처음과 끝, 창 1: 16)ת~ (7

.(에레브 · 저녁: 창 1: 5, 8, 13, 19, 23, 31)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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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표현하였다.

성경 문법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순서이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고 아침에는 떡

으로 배불리시리니출 16: 8 ·⇢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와서 진에 덮

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출 16: 13 ·⇢ 구름이 저녁부

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

하였고민 9:21 ·⇢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5·⇢ 한 결 같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순서이다.

일어나 일을 하는 아침(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창 1:5, 8, 13, 19, 23, 31 ·

⇢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창 19:27, 20:8, 14, 22:3,

24:54, 26:31, 28:18, 31:55; 출 34:4 ·⇢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아침(아침에 일

찍이 일어나출 7:15, 8:20, 9:13, 24:4 ·⇢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침(아침

에 일찍이 일어나출 16:7, 16:13, 21, 24, 19:16 ·⇢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침(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출 18:13, 14, 23:18, 24:4, 27:21 ·⇢ 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는(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출 29:39, 29:39, 29:41, 30:7, 34:2,

4; 레 6:12, 20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하나님은 좋았더라=

토브=좋아= = 토브1) 7회 반복2)하시었다. 저녁에

하나님과 약속의 만찬을 즐기고 다음 날 아침에 그 약

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며 좋았다 하시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어 계속 저녁이 되며 아침이

9) ( · 아침).

.(키~토브 · 좋았더라)י~טֹוב (1

2) ① 한 날에 어두움을 밝게 할 빛이 있기 시작하매 그 결과가 좋았더라 
 (키~토브, 창 1: 4) · 둘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י~טֹוב
언약(창 1: 1~2: 3)에서 심히 좋았더라가 없다 · ②셋째 날에 하나님이 어둠
을 이길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י~טֹוב(키~토브, 창 1: 10) · ③ 같은 날에 그 
앨매(이삭)를 가지기 시작하니 결과가 좋았더라 י~טֹוב(키~토브, 창 1: 12) 
· ④ 넷째 날에 차츰 낮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 결과를 보시기에 좋았더라ב 
(키~토브, 창 1: 18) · ⑤ 다섯 째 날 모든 것이 구분 짓게 하시지 좋았י~טֹו
더라 י~טֹוב(키~토브, 창 1: 21) · ⑥ 여섯째 날 물(말씀)안에 충만하시니 좋
았더라 י~טֹוב(키~토브, 창 1: 25) · ⑦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
더라 י~טֹוב(키~토브, 창 1: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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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순서이다. 그의 백성도 아침1)에 일찍 일어나2) 일

을 하였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새벽예배를 드렸다. 모

세의 경우는 아침 일찍3) 명령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 왕 바로에게 일찍 나아갔다. 성경의 아침4)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침5)이다.

아침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은 10시이다. 햇빛이 우리의

몸에 영양소를 넣어주는 과학적 시간을 가지는 질소가

나오는 시간이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간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맞으며 맑은 샘물을 떠 마시

며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다. 눈빛

이 맑아지며 피부는 고아지며 말소리가 밝아진다. 요셉

= = 요셉으로 하여 이웃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러

한 환경은 동네 마을 그리고 더 넓은 공간까지 확대되

면서 차츰 밝은 미래까지 행운을 몰고 오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맑은 물을 떠 마시며 맑은 마음 마시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사는 사회는

나라를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이다.

1) 1: 5, 8, 13, 19, 23, 31.

2) 창 19: 27, 20: 8, 14, 22: 3, 24: 54, 26: 31, 28: 18, 31: 55; 출 34: 4.

3) 출 7: 15, 8: 20, 9: 13, 24: 4.

4) 출 18: 13, 18: 14, 23: 18, 24: 4,27: 21.

5) 출 16: 7, 16: 13, 16: 21, 24, 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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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호와제2절 여호와

~여호와 에흐예와 창 1: 2 · 1계명

하나님의 언약은 일곱째 날에 완성 7대 명절을 예시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

째날 · 성령
⇢ 나팔절

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

여섯째날 · 구

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 일곱째 날1)은 3회 반복된다.

일곱째 날2) 리듬은 일곱째3) 날에 완료 여섯 번 반복

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4) 7대 명절 복음의 물이 ·

말씀이 흐르는 물을 저녁에서 아침 순서 후 일곱째 날

하나님은 쉬신 날 예수님은 주일날 일하신다. “나는스

스로 있는 자다 내가 존재하기를 희망하는=에흐예=

= 에흐예5)와 3인칭 영원히 존재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 신명 나6)는 숨 쉼 글자가 둘 숨= =헤헤7)하고 쉬

는 사람이다.

1) י יֹום )ת ~ ~바욤 하십비이 · 일곱째 날) ￩ יי  (바욤יֹום
하십비이 · 일곱째 날) ￩ יי .(바욤 하십비이 · 일곱째 날)יֹום

יי (2 יֹום .(에트~바욤 하십비이 · 일곱째 날)ת ~

3)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창 2: 2)날에 안식 · 일곱째 날은 
안식일(레 23: 23) · 일곱째(대상 2: 15)로 다윋을 낳았으며 · 일곱째(계 8: 
1) 인 · 일곱째(계 11: 15) 천사 · 일곱째(계 21: 20)는 황옥이요. 

ר (4 י ב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י
니).

.(에흐예 · 나, 출 3: 14)ה (5

.(에흐예 · 나)ה (6

.(헤)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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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호와와 에흐예1. 여호와와 에흐예

여호와와 에흐예의 어근은 동일하게 하여= = 하
야
1)이다. 가운데 하나님의 손 곧 예수님이 있고 양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숨을 쉬게 하는 표시 숨쉼=헤=
헤

를 두 번한다. 우리말에는 하여와 그리하여가 있다. 같

은 의미로 하바= = 하바와 아바= 1)아바가 있다.

에흐예= = 에흐예2)와 여호와= =  여호와3)는
차이가 있다. 에흐예와 여호와는 실존 베= 바4)와 하나

님의 손 요드= 요드5)로 하여 혼동되어 쓰이6)기도 하지

만 다만 에흐예의 시작 글자 알레프= 알레프7)가 하나님

의 손으로까지 바뀌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

여 움직이는 손이 된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오는 과정은 사랑의 동적 상

태이다. 바로 숨을 쉬게 하는 문제이다. 그 방법은 물

이다. 곧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한 움직이는 흐름으로

서만 가능하다. 몸 안에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게 하신

1) ( .(아바)ָאה · (

.(에흐예 · 나, 출 3: 14)ה (2

(여호와)הה (여호와)시라הה (여호와)의 성호: 저는 만군의 하나님הה (3
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니라(호 2: 5).

4) (바).

5) (요드).

6) S. D. Goitein, YHWH the Passionate, The Monothistic Meaning 
and Origin of The Name YHWH」 VT 6(1956): 1~9, 5. 

7) (알레프 · 하나님의 법을 익히고 백우는 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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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나님이다. 그 증거를 창세기에서 보여준다. 표

시하는 방법은 하나님1) 곧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33번

하시어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의 나이로 하였다. 표시하

기를 그 일을 마치매 332)회로 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시어 사신 나이를 보여줌으

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었음을 알

려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하시지 아니하신다.

성삼위께서 같이 하신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

셋이서 사람을 만들자 이고 언어를 흩으실 때에도 우

리 셋이서 이를 막자 하시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

대3)와 같이 절대자의 명령4)을 수행하신다. 그 일는 하

나님의 백성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일이다. 열어

보라시며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열

어 보여주신다. 현재형이다. 이 현재형은 미래에도 현

재형이다. 히브리어 성경 문법은 미래형과 과거완료형

둘로 구성되어 있다.

절대자5)의 법칙을 김이곤은 방언의 추이로 보는 올

브라이트 견해에 따랐다. 그는 모세에게 나타난 조상의

1) 1: 1~2: 3.

2) 33 의 성경적 근거: 야곱의 자손들 삼십삼인(창 46: 15) · 다윋이 이스
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삼십 삼년 동안(삼하 5: 5) · 다윋이 예루살렘을 삼십 
삼년 치리(왕상 2: 11; 대상 3: 4, 29: 27). 

.(쩨바암 · 군대, 창 2: 1 · 군대)ָא (3

4) 찌바아 ה(찌바아 · 명령, 출 35: 29) · ה(예쭈베 · 명하신, 출 34: 
34)는 우리말 째바.

.(에흐예 · 나)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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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회복의 의미와 능력의 하나님1)이라는 등식2)

을 세웠다. 언약하신, 한 분이신 그는 여호와이고 에흐

예이다. 모두 하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어 숨 쉬

게 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과만 관련된다.

그 이유는 에흐예= = 에흐예
와 여호와= = 

여호와의 긴밀성에서 “나는 나다”3) 하시었다. “하나님

은 존재한다.”4) 스스로 계신5)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

들이 존재하도록 만들어 내시는 분6)이다. 올브라이트7)

도 동일 사역형 관계 설을 강조하였고 프리드맨과 크

로스도도 인정 변호 했다.8) 김이곤은 드리버와 촤일스

의 이론을 중시, 인용9)하였다. 프리드맨은 올브라이트

의 히프일10) 문법이론11) 에흐예12)를 3인칭으로 수정한

다. 하우프트~올브라이트는 긍휼과 은혜와 질투 의미가

1) ( · 회복 능력의 하나님, 출 3: 14).

2)  김이곤,『출애굽기 신학』(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89), 57.

3) Εγω έιμι ό ών, I am who I am(70인 역).

4) Roland de Vaux, The Early History of Israel. Tr. David 
Smith(Philade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8), 348. 

5)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63ff.

6) “He who creates what comes into existence,” William Foxwell 
Albright,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A eisenbrauns, 1968), 171.

7) 15 B.C『아문(Amun)에게 드리는 찬양시』.

8) Freedman, “The Name of the God of Moses,” JBL 79(1960), 
151~156;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Massacho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65~75. 

9)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of the Books of 
Samuel(2nd ed.; Oxford: 1913), 185~196. B.S. Childs,, The Book of 
Exodus(Cambridge: 1911), 362~363.

10) Hiphil.

11) 출 3: 14.

.(에흐예)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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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흐예에 있으며 여호와의 기능을 반영한다 하였다. 긍

휼의 속성은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를 통해서1)만이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2)이 33번이나 쓰이

는 일에 의미를 둔다. 그리고는 군대3)를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은 같은 언어로 군대4)로 희생제물 33세의 예수

님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발음그대로 베자5)라는 발음

으로 희생을 각인시킨다. 이6) 기본형 하나님의 그렇

게7) 일어난 생명 문제다.

1인칭 에흐예8)와 3인칭 여호와와의 관계는 전자 구

두어와 후자 성호9) 관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을 숨 쉬게 하신 의미에서 같다. 르 끌레르끄는 여호와

가 하야의 사역형이며 그 뜻은 “Creator eteffector

rerum”이라 하였다. 라가르트는 약속의 땅을 존재에로

불러들이는 분10)이라 하였다. 반대학자 레이몬드도 하

야 동사가 사용된 근거가 없다11) 하면서도 생기다 · 떨

1) B.S. Childs, The Book of Exodu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56, 62~64. 

2) 1: 1~2: 3.

3) 창 2: 1.

4) (짜바흐 · 희생).

.(베자베후 · 희생을 드리고, 출 34: 15)חּו (5

.(에흐예 · 나)ה (6

.(하야)ה; (7

.(에흐예 · 나, 출 3: 14)ה (8

9) 호 12: 5.

10) derjenige welsher das Verheissene in das Desein ruft): 김정철, 
op. cit, 39.에서 재인용. W. F. Alblbright,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aeology and Philogy」 JBL 43(1924), 375.  

11) Raymond Abba, The Divine Name Yahweh」 JBL 80(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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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다 · 되다의 동일한 어원아래 묶고 있다. 때문에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 대한 근거를 공동기원으로 김이

곤은 보고 있다.1) 울부라이트는 하야 동사의 히브리어

를 사역형으로 와우2) 동사를 가진 고대형의 예를 구약

성경의 아담의 아내인 하와라는 고유명사에서 찾는다.

여호와는 존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미와 상응하는

사역형이 되어야 한다 하였다. 여호와가 사역형으로 창

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울부라이트 학파의

논증이 있기 전에 이미 하웁트3)는 하야 동사의 일인칭

미완료 형태인 나의 의미를 지닌 에흐예를 사역형으로

보았다. 출애굽기 서의 3: 14a를 나는 존재 속으로 들

어오는 것을 존재하게 한다 라며 이를 행복한 수정4)이

라 하였다.

하우프트는 여호와를 the One who brings into

existence: Creator로 설명하여 학술적이게5) 하였다. 에

320~323, 325.

1) , “고난 신학의 맥락에서 본 여호와의 신명 이해”, 62.

2) .

3) Haupt.

4) I cause to be what comes into existence: Albright,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elogy and Philogy」 376. · 유재원『원어성경연구시리즈 
모세 오경』(서울: 솔로몬, 1998), 173; 엔더슨(Bernjard W. Anderson)은 
흠정역(KJV) 번역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자음과 모음을 같이 
읽음으로써 “여호와”라는 혼종어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Bwrnhard W. 
Anderson,『구약신학』최종진 역(서울: 한들 출판사, 2001), 101에서 하르
너(Philip B. Harner)는 ה(에흐예, 출 3: 14)를 ἔγω εἰμι ὁ ὤν(에고 에이
미 호 온, LXX)로 보는 것은 비약이라 하였다. 정철주는『요한 복음의 EGO　
EIMI) 선언에 나타난 기독론 연구』 박사 학위 논문(서울: 호서 대학교 출판
부, 2005), 33에서 ה(에흐예, 출 3: 14)를 ἔγω εἰμι ὁ ὤν(에고 에이미 호 
온, LXX)으로 보는 지켄드라크트의 견해 쪽으로 기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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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예 아쉐르 에흐예1)는 본래 미세한 본문 파손을 일으

킨 부분이다. 마소라 학자들도 정확한 모음을 붙이지

못해 수정한 문장이라며 “야훼”는 완전 이름이라 했다.

올브라이트는 여호와라는 신명 비서문장 자료의 정

설적 가설2) 제기로서 초기 시리아의 미확인된 비非 셈

계 신의 이름인 야후3)의 후대 확장형의 근거를 들었

다. 히브리어 음운론4)인 독립 형 야후가 B · C 5세기

전에는 없다5) 하였다. 포로 후기 이후 야후에서 야훼6)

로 진행, 야곱 · 이삭 · 요셉= = 요셉7)의 미완료

태의 동사적 이름이라 하였다. 아마르나 판과 페니키아

비문들이나 야브니엘8)의 가나안적 이름 미 완료태 기

능을 들어 여호와는 미완료형의 소원형9)이라 했다. 크

로스는 7~6 B.C 라키쉬와 아라드 서신·하바드의 셈 연

구 박물관의 미출판물10) · 모압의 메솨아 비문11) · 에돔

5) Haupt, Der Name Jahwe(Orientalistische Leteraturzeitung; 
Leipzig: 1909), 211~214.

1)  ר )ה 아쉘 에흐예).

2) W.F. Albright,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40, 1957), 259.

.(야후)הּו (3

4) Ibid,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aeology and Philology,” JBL 
43(1924), 370.

5) F. M. Cross, Jr.,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976), 61.

.(야훼)הה (6

7) 야곱 בע(야코프) · 이삭 ק(이쯔하크) · 요셉=יוסף=ף יֹו(야싸프).

8) yabnî~el.

9)Albright,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aeology and 
Philology,”371~374. 

10) F. M. Cross, Jr.,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61~62: 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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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야훼 신명의 동사기능요소를 들었다.

올브라이트는 마리 텍스트1)의 아모리식 이름들에서

ḥ가 h로 대치된 대표적인 형식이라 하였다. 크로스는

원 히브리어 또는 남 가나안 어의 동사형 명사 연구로

서 야후는 야훼의 고대형이 아닌 미 완료태 동사형 명

사 여호와의 단축 소원형으로 하야2)에서 유래한 것으

로 가정하였다. 모빙켈은 제의적 견해3)를 고대 셈족의

동사만으로 구성된 신명이 없었다는 전제4)하에 제시하

였다. 신명의 일종인 그이라는 후5)가 야후6)와 통용되

었다는 근거는『엘레판타인 파피리』의 비문들에서 어

두에 사용되지 않음에서 보여진다는 것이고 제의 · 탄

원 · 기도시의 “오, 야훼!”의 제의성7)이라는 것이다.

모빙켈은 나는 야훼이니라8)라는 조문양식9)에서 여

호와를 지시한다며 야10)는 아라비아어의 오!의 감탄사

(Lachish)와 아라드(Arad) 서신 · 하바드(Harvard), 8 B·C 미(未)출판물.

11) 14~13 B·C 남팔레스타인 에돔 지역: 9 B·C 모압의 메솨아(Meša) 
비문(碑文)17): F.M. Cross, Jr: 이 비문은 1868년에 발굴된 것으로서 모압
왕이 그모스와 모압의 피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타로트(Ataroth)의 
모든 이스라엘 주민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다.

1) Mari Text: 18 B·C.

2) (hyh<hwh<hwy).

3) S. Mowinckel, “The Name of the God of Moses,” HUCA 
32(1961), 121~132.

4) 사 43: 10, 41: 4; 48,12: 시 102: 28[27] Ibid., 128.

.(!후! · 그이!, He)הּו (5

.(야후)הּו (6

7) Elephantine Papyri: Ibid., 128~130.

הה (8  (아니 여호와 · 나는 야훼니라): W. Zimmerli, I amי
Yahweh(Atlanta: John Knox Press, 1982), 1~28.

9) 시 102: 28 사 4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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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1)까지 연계하고 야후는 오, 그 분!2) 의미라 했다.

김이곤은 성경이 지니고 있는 신명에 혼용 즉 다신의

개념으로서의 혼용에 대하여3) 올브라이트가 말한4) 포

로 이후 초기 야후와 야는 생략 이상의 무의미론이라

는 관점을 들면서도 축약형 야를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것은 옛 관습이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에흐예 아

쉐르 에흐예5)의 에흐예는 모빙켈이 지적한 동사의 어

근에서 그 변천과정을 거쳐 떨어지다 · 생기다 · 되다

· 생존하다의 뜻인 하야가 되었다 하였다. 때문에 히브

리어 사전의 to live로 동일 어원 아래 묶는6)다.

김이곤이 여호와=  여호와명칭을 하야로 찾는

이유는 아람과 아랍 방언의 하와7)어근과 관련했다. 올

브라이트는 고유명사에 와우8)를 고대형의 하와9)에서

)י (10 ).

1) Das Heilige(Breslau, 1922), p.263. n.1.(S. Mowinckel “The Name 
of the God of Moses” p.131에서 재인용.

2) Oh He!.

3) W. Zimmerli, I am Yahweh, 27~28.

4) W.F. Albright, “Further Observations on the Name Yahweh and 
its Modifications in Proper Names,” JBL 44(1925), 158~162.

ה (5 ר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 나는 스스로 있는자, 출 3: 14)ה

6) 게세니우스(Gesenius)의 히브리어 사전의 to be(become 또는 come 
into existence)와 to live: W. 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1844), 252, 356, 304. F. Brown, S.R. Driver, and C.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Oxford: 
Clarendon Press, 1953, 1976), 224, 295. W.L. Holladay,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Michigan: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78.

.(hwh)הוה (7

.(와우)ו (8

 Albright, Contributions to Biblical:(하와 · 아담의 아내 이름)חו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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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 레이젤은 하야의 기본형을 1)에서 찾고 있

다. 본 연구자의 관점은 사람이 되어 일하시는 예수님

이 하시어이다.

여호와를 존재 자체2)로 보는 견해는 헬라어 에고 에

이미 호 온3)에서다. 데이빗슨과 노트와 프리젠과 압바

와 · 그리고 랏쇼브와 보만4) 등등의 학자들이 하야를

기능개념으로 보는 견해5)가 있다. 그러나 희랍적 존재

론6)이 구약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폰 라드7)는 미래 동

사 하야로 보는 미 완료태8)를 아퀼라9)의 히브리어본

의 글자 한자를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희랍어로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데오도션10)에서의 희랍어 번역본으로

Archaeology and Philology, p.374; M. Noth, Exodu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44. 

1) Dr. M. Reisel, The Mysterious Name of Y · H · W · .H(Assen: 
Royal van Goreun Ltd, 1957), 12.

2) ό ὢν τὸ ὄν: R. Abba, “The Divine Name Yahweh,” JBL 
80(1961), 327. 

3) ἔγω εἰμι ὁ ὤν(에고 에이미 호 온, LXX)에 근거한 드 보(R. de Vaux)
의 견해(출 3,14를 “I am Yahweh”로 번역): R. de Vaux, “The Revelation 
of the Divine Name YHWH,” Proclamation and Presence(Richmond: 
John Knox Press, 1970), 48~75.  De Vaux, “Les Textes de Ras 
Shamra et Lancien Testament,” Revue Biblique(Paris), 46(1937), 
526~555.

4) 데이빗슨(A.B. Davidson)·노트(M. Noth)·프리젠(T.C.Vriezen)·압바
(R.Abba) · 랏쇼브(C.M.Ratschow)·보만(Th. Boman).

5) A.B. Davidson,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55~56. T.C. 
Vriezen, An Outline of Old Testament Theology, 195(Abba, “The 
Divine Name Yahweh,” 320~328.

6) τὸ ὄν이거나 ὁ ὤν.

7)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 p.180;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7, 1974), 37.

8) 출 3: 14.

9) Aquila: 130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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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0인 역을 수정하면서 번역한 것에서 미래형1) 관점

자는 마르틴 부버 · 노트 · 폰 라트 등과 학자들2)이다.

마르틴 부버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3)를 애급에 도전

하는 신앙의 삶을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리라4) ·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5) ·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리라6) · 내

가 너와 · 또는 너의 입과 함께 있을7) 신의 약속이라

했다. 카수토는 출 3: 14절과 출 3: 12를 미래에 관한

약속이 현재적으로 재천명이라는 절충적 견해8)에 있

다. 고이텐은 여호와와 에흐예9)의 바 · 실존 요드가
하나님의 손과 혼동되어 쓰인다는 관점10)이다. 시작 나

= 에 ⇢ 하나님의 손 요드와 가운데의 동적상태 나 예

⇢ 실존 바에서의 동적 이동의 중요성을 들었다. 레이

젤은 예 ⇢ 바가 사랑으로 가는to love11) 의미라 하였다.

10) Theodotion: 180~190 AD.

1) 3: 14.

2)M. Buber, Moses(London: East & West Library, 1946), 51~55;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New York: Harper & Row, 1962), I, 
180; cf. T.C. Vriezen, “ehje aser ehje” Festschrift für A. 
Bertholet(Tübingen: 1950), 478~512. 

3)  ר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 3: 14)ה

4) 출 3: 12, 14: M. Buber, Moses, 52.

5) 3: 12.

6) 4: 12, 15.

7) 3: 14.

8)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38.

9) 김정철,『호세아서의 창조 신앙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 학위 논문(오산: 한신 대학교, 2003), 50.

10) S. D. Goitein, YHWH the Passionate, The Monothistic Meaning 
and Origin of The Name YHWH」 VT 6(1956): 1~9, 5. 

11) Dr. M. Reisel,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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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가는 길은 물의 동적 원리이다.

에흐예1) ⇢ 여호와의 사랑 이동은 구어 ⇢ 성호로

바뀌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2)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는 여호와와 에흐예의 변별성에서 보이는 사랑

의 관점은 숫자 치3)가 지닌 신성 수에서이다. 둘에서

하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하심이다. 프린스루도 하

나님의 사랑으로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4) 하였다. 물

과 관련된 일은 곧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물의 동적

이동을 하나로 일어나게 일으켜 세우는5) 일이다. 숫자

치6)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대7) 활동성이다.

7의 3곱인 218)은 강화9) 이미지이다. 한국에 3형제에

게 의좋게 지낼 것을 유언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유명

하다. 여호와는 글자 치 2610) 또한 그 반 13을 사랑의

미로 하고 예수 이미지 수치로 하는 일과 같다. 또한

숫자 치 1711)을 부활 그리고 승리 수로 나타낸다. 17일

1) ( 3: 12, 14(3회), 4: 12; 삼하 7: 14; 시 119: 17. 

.(쇠모트 · 이름을 두려고)שמות (2

 =(요드 · 10) + (헤 · 5) + (에 · 1) + (헤 · 5)ה (에흐예 · 나)의ה (3
21이 되는 יהו(예호): S. D. Goitein, Ibid.

4) Gert T M Prinsloo, Še'ôl ⇢ Yerûšālayim ￩ Šāmayim: spatial 
orientation in the Egyptian Hallel(Psalms 113~118)」 OTE 19 · 
2(2006), 750.

.(이카부 · 모이고, 창 1: 9)וּו (5

.(1+0)+ (5)+ (1)=12 +(5)ה (6

.(베콜~쩨바암 · 그리고 모든 군대, 창 2: 1)ל~ָאם (7

.(10) + (5) + (1)=21 + (5)ה (8

 S. D. Goitein, YHWH the Passionate, The Monothistic ;יהו (9
Meaning and Origin of The Name YHWH」 VT 6(1956): 1~9, 5. 

 .(10)= 26: Ibid + (5)ה + (6) +  (5)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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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이며 부활 후 3일 만에 3

번째로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인 정월 십사일1)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즉 17일에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2)

하시었다. 여호와는 생명의 중심이 되는 분으로 여호와

야와 봐3)로 나뉘며 숨 쉬게 하심으로 사람이 숨 쉬는

의미를 분명히 한다. 하나님이시여4)의 하나님 의미도

지닌 엘은 임금표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비어천가

125장에서의 ‘임금 하’의 하5)에서 찾아지며 백제는 왕

을 ‘어라하’6)라 하였다. 어른 어르신이다.

우리들이 복 받는 이유는 어른을 공경하여 어르신

말투로 하는 일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늘 말하는 어르

신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남을 존경

하고 받들 줄 아는 일은 아주 심히 성경적이다.

11) (5) + (6) + (5)ה + (1+0)= 17.

1) 23: 5; 민 28: 16.

2) 골 2: 15.

.(봐)וה (3

4) לֹו(엘로하, 시 18:32).

5) 허웅 주해,『龍飛御天歌』(서울: 정음사, 1979), 125장 처음. 님금하...

6) KBS 근초고왕 방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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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계명에 대한 논증1). 1계명에 대한 논증

(1). 살아있게 하시는 분

1계명은 십계명 중 제 1계명으로 알지만 십계명이란

말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1) 곧 전체 모든 말씀2)이다.

여호와의 말씀3)을 말한다. 제 1계명이 10계명을 대신

한다.

십계명은 항상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웃 사람들과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지침4)이

다. 우리에게 열손가락이 있는 것은 바라볼 때마다 십

계명을 지키도록 힘써5) 가르치라는 것6)이다.

1계명은 어느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7)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의 10계명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8)이

1)( 34: 28) · 십계명 י  :(아세래트 핫데바림 · 십계명, 신 4ת
13, 10: 4).

ה (2 ים .(콜~핫데바림 하엘라, 출 20: 1)ל ~

הה (3 (드바르 여호와, 신 5: 5): 심규섭,『구약의 십계명 연구』 아세ר
아연합 신학교 신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서울: 아세아 신학 대학교, 
1997), 29.

4) 박준서, “십계명 연구,”『목회 현장의 성경 연구』 제 8회 연신원 목회
자 신학 세미나 강의 집(서울: 연세 대학교 연합 신학 대학원, 1989), 65.

5) 박준서,『십계명 새로 보기』(서울: 한들 출판사, 2002), 22, 재인용. 

6) Dennis Olson, Deuteronony and the Death of Moses(Minneapolis: 
Fottress Press, 1984), 44.  

7) Brevard S. Childs,『구약신학: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ontext , 박문재 역(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8), 78~79.

ים (8 ת ית י  (에트 디베레 하베리트 아세레트 하데바림ת
·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출 3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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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십계명1)으로 명칭 된다. 십계명에서 1계명은 첫째

계명이라는 개념 보다 10계명 전체를 뜻한다. 10을 하

나로 묶은 하나다. 하나2)로 하나님 손3)의 관계이다.

이 하나의 개념은 10 · 10 하나다. 그 분 의미이다. 하

나님의 손은 그(He)4)의 의미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1과 10은 동일적인 의미이다.

절대 하나님5)은 품 군들을 향하여 행할 수 있었던

한 데나리온의 약속6)대로 행하신 분이다. 사람의 생애

는 한 번 뿐이며 이 한 번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의 손

에 의해 좌우되는 한 생애이다. 이 한 생애는 개인의

의지대로 살아지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려할 때 빛이 나며 결과가 좋게 된다. 사람의 생

애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진다. 한 알의 씨앗으로 비유된다. 그럼으로 하여 한번

뿐인 생애가 어떠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동시에 사람의 생애 단 한

마디의 말 한 생애이다. 3500년 전 시내 산에 있는 모

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참 자유와

י (1 )ת 하 데바림 · 십계명, 신 4: 13) · 십계명 ים
ת .(에트 아세레트 하데바림 · 십계명을, 신 10: 4)ת

.(에하드, 창 1: 5, 9 등)ד (2

.(요드)י (3

 프릿만(David Noel Freedman)이 감수한 ABD 사전: David :(요드)י (4
Noel Freedman, Hebrew Letters yod, He」 ABD: The Anchor Bible 
Dictionary,(New York,: Doubleday, 1992), 1011. 

5) 사 43: 10~12, 44: 6.

6) 마 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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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신1) 그리스도의 사건에

서 성경 가르침이 중심은 신앙 공동체의 삶과 신앙의

근본이 십계명2)이다.

바로 이를 대표하는 중심핵이 1계명이다. 신앙 공동

체를 하나로 묶는 계명이다. 왜 10계명이 이를 대표하

는 1계명의 하나로 묶이는지는 한 사람의 생애는 한

번 뿐인데서 시작된다. 이 한 번의 생애에서 사람이 살

아가는 동안 계율이 존재하는데 이를 창세기 1장 2절

과 1계명 비교에서 물과 관련된 생명이 제시된다. 우리

들이 흔히 말하는 왜 사나의 사나 발음이다. 우리 삶은

가깝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산다.

앗싸3)하면서 만들어진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손뼉을 마주하며 태어난 나는 바로

천지창조의 처음과 계명과의 관련된다. 흑암만이 있을

때4) 물 위를 운행하시는 분5)이 태어나게 한 한 사람

나!

1) 27: 15~25: Walter J. Harrelson, The Ten Commandment and 
Human Rights(Philadelphia: Fartress, 1980), 6~7. 

2) Patrick D, Miller Jr,「The Place of Decalogue in the Old 
Testament and It's Law」 Interpretation 43(1989), 229. 

3) (앗싸 · 만들었다).

4)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הום  י ל~  הּו
 הּו ה  (베하아레쯔 하예타 토후 보후 베호세크 알~페네 테홈, 창ָאץ
1: 2).

5)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ם부  י ל~ ת ים רּו(베
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 페네 하마임, 창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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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굴 마주보기

얼굴마주보기는 물의 깊음1)에서 얼굴을 마주보기이

다. 얼굴마주보기의 물2)은 독립형 접두 알3)이 붙어 있

다. 하나님 능력의 손4)인 알이다. 이 얼이 입5)에게 말

을 시킨다. 그래서 땅6)이다. 시킴을 받은 땅에서 온갖

생물들이 자란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서 자기의 얼

굴7)을 찾는 일이다. 이 때 하나님은 그 아들과 동일시

를 하나님 언어 엘로힘 338)번으로 알린다. 그리고도

모자라 예수의 족보 41회9)로 알린다. 명령하시기를 나

하나10)만을 섬기라 하신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11)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얼굴을 마주보

며 그들을 살리시려는 계약이 바로 나 하나만을 섬기

라이다. 앞에12)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הו (1  י )”ל~ ~페네 테홈 · 깊음 위에).

부ם (2 י ל ~ הום · · י (알 페네 테홈 · 깊음 위에 · · 알페네 하마ל~
임 · 수면에, 창 1: 2).

.(알)ל~ (3

.(요드 · 이)י (4

ץ(5 א י ~ י ~ ָאיו,(창 49: 30)ל ~ .(창 50: 1)ל ~

6) 창 11: 9.

7) Robert Louis Wilken, 「Seek His Face Always」 The Spirit of 
Early Christian Thought: seeking the face of God(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3), 80~109.

8) 엘로힘(창 1: 1~2: 3)이 33회째(2: 1)로 예수님 생애 나이를 증명한다.

 .는 41회의 반복리듬에서이다(라메드 · ..을 위하여, 창 1: 1~2: 3)ל.. (9
예수님의 족보는 41회째(마 1: 16)이다.

10)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ba ˎים aל~ ים
ˏ  הה .(로 예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아나 야, 출 20: 3)א~

11)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ל~ ˎים ים 
 הה .(로 예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아나 야, 신 5: 7)א~

 י (12 부ם · (알~ 페네 · 위에, 창 1: 2)ל~  י  · (알 페네 하마임ל~



물의 시학 261

우리 앞에 나야=앞에 나야= ~ = ~ 알파네1) 하

신다. 얼 파내어 지는 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마주

하기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얼굴 앞에2) 있는 복수

형 얼굴3)들이 우리다. 하나님 앞과 우리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얼굴은 얼이

조각된 얼의 굴이다. 하나님이 조각하시어 파내어야4)

생긴 사람이다. 하나님 손으로 파내어야5) 비로소 앞

에6) 보이는 사람이다. 그분 앞에7) 있는 존재들! 그 물

위에8) 드러내 물의 깊음 위에9) 얼굴을 드러내 물 위

에 영으로 계신, 말씀의 영으로 늘 위에10) 계시는 하나

님은 심연의 깊이11)에서 드러내신다. 그 물12)위에서 보

신다. 하나님은 물과 마주하시고 고 물의 존재 사람을

).

1)  a(알~파나아야 · 나 외에는, 출 20: 3): a~a: 70인 역본(versioל~
LXX interpretum Graeca(secundum Septuragi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Societatis Literum Gottingensis editum 1931 sqq., 
vel, secundum Septuagunta E. A. Rahlfs 1935: 70인 역본에 따른  그리
스어 역본(괴팅엔 세투아진트 연구소)에서 편집한 그리스어 구약 성경 · b: 
sic L(codex Leningradensis B 19A 레닌그라드 사본), mlt Mss(많은즉 20
개 이상(삼상과 삼하의 경우: 16~60)의 필사본들) Edd: editio(nes) textus 
Hebraici 케니코트와 데 로시아 긴스벅이 편집한 히브리어 본문).  

2)  .(알~파나아야 · 나 외에는)ל~

.(파님)ים (3

4) (파나아 · 앞에, 출 20: 신 5: 7).

5) (야).

6) (파나아야 · 앞에).

7) 위에 י  .(알~ 페네 · 위에, 창 1: 2)ל~

부ם (8  י .(알 페네 하마임 · 물 위에, 창 1: 2)ל~

הום (9  י .(알 페네 테홈 · 깊음 위에, 창 1: 2)ל ~

 י (10 .(알~페네 · 이에)ל~

.(테홈 · 깊음)הום (11

.부(하마임 · 그 물)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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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하

나님은 사람은 물로 신체의 대부분이 구성되게 하셨다.

그래서 정관사 하가 붙은 하마 임= = 부하마 임1)

하! 마! 임이다. 항상 깊은 곳의 틈2) 사이로 물이 나와

우리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임 하마임=

= 부하마임이다. 우리들 눈에 늘 보이는 임의 흔적이

다. 물 알3)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 위에4) 계신다. 엄히 말씀하시

기를 십계명 전체이기도 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5) 하신다. 독립형 1계명6)은 유일신 신앙

의 시작이 언제인가가 논의될 수 있는 증거7)이다. 모

든 만물이 물로서 이루어지게 이 일을 하나님은 자신

의 흔적 얼굴로 하신다. 나의 얼굴들8) 곧 이 세상 모

든 삼라만상이 하나님 얼굴 흔적이다. 하나님 능력의

손9)은 하나님 흔적을 세운다.

첫째 날에서 다섯 째 날까지10)가 있다. 이스라엘 백

1) 부( · 그 물).

.(테홈 · 깊음)הום (2

.(알)ל~ (3

י (4 .a(알~페네 · 위에 있고, 창 1: 2)ל~

5) ~ ל(알~파아나 야 · 나 외에는, 출 20: 3).

6) ba .a(알~ 파아나 야 · 나 외에는, 출 20: 3)ל~

7) G. W. Anderson, The History and Religion of Israel(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14.  

8) (파아나 야 · 나 외에는, 출 20: 3; 신 5: 7, NMP.CXS me, έμου).

9) (야).

부ם (10 .(알~페네 하마임)ל~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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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 준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

건
⇢ 초실절

셋째날 · 부활
⇢ 오순절

넷째날 · 성령
⇢ 나팔

절다섯째날 · 재림의 하나님의 흔적은 세상에 한 사람도 똑

같은 얼굴이 없는데서이다. 알1) 몸 둥이를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하늘 높이 다셨다.

신라 시대 박혁거세 알2)이 있다. 성경의 알3)은 올

라4) · 올르데5) · 내 올라6) · 하 올라7) · 내 오르다

가8) · 알~올랐다9) · 알 올랐다10) · 올랐다11) 등의 표현

된 알12)로 알이 위로 높이 치솟다13)의 예수님이 있다.

예수 증거=에드= = 아드14)를 카프만은 asύ, attalύ,
burύ로 (y)dw(w)t' "foam of the sea"에서 long ύ에 근
거15)하여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알16)로 한다. 항상 ~ 이

음표로 하여 하늘에서 땅 까지 잇는 아들17) 알이다.

1) ~ ( · 번제).

.(올로트 · 번제로, 창 8: 20; 민 28: 23, 29: 38)ת (2

.(알 · 번제)ל~ (3

.(올라 · 번제, 창 22: 2; 민 28: 3, 10, 11, 14, 19, 27, 36)ה (4

5) י(올로테하 · 번제를, 신 12: 13).

.(레올라 · 번제를 위하여, 창 22: 13; 레 9: 3)ה (6

.(하올라 · 번제, 출 35: 16)ה (7

.(레올로테켐 · 번제, 민 29: 39)ים (8

יד (9 .(알 올라트 하타미드 · 상번제와, 민 28: 24)ל ~ עֹות

יד (10 ת .(알 올라트 하타미드 · 상번제와, 민 28: 10, 15)ל ~

יד (11 .(올라트 하타이드 · 상번제와, 민 28: 31)ת

.(알 · 번제)ל (12

13) Nanfred Lurker, 130. 

.(에드 · ..까지)ד (14

15) Kaufman, ALA, 41, 47.

.(알 · 번제)ל~ (16

.(에드 · 증거, 창 31:44; 욥 10: 17, 16:8)ד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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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름 아닌 예수님 2). 다름 아닌 예수님 

땅에서 그를 찬양1)하는 절대자 하늘로 물 그 말씀을

올리시는2)이가 앉으시는 주의 보좌는 땅 보다 높아 하

늘의 궁창3)이다. 하늘 위에 있는 물4)보다 높다. 하늘

의 하늘5)보다 높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6)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게 하고 물

이 올라가게 한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7) 한다.

올브라이트는 id(ĺD)~와 'ēd를 Id와 동일시, 강의 신8)

이라 하였다. 이 강의 신이 얌으로도 표현되는데 바로

우리말 아빠라는 말이 발음 그대로 놀랍게도 예수스

크리스도라는 말과 동일함이다. 그러나 토시오는 물9)

이 에블라와 신화와 관련10) 하면서도 물11)이 신화의

1) ָא ן ~ הה )ת ~ ~ 여호와 민 ~하아레쯔 ·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 시 148: 7).

2) 욥 36: 27.

3) 창 1: 14.

4) 시 148: 4.

ם (5  :(쉐메 하솨마아임, NMDG D.NMD, 하늘의 하늘로, 시 148י
4).

ם (6 ם ּוי (하솨마아임 우 쉐메 하솨마아임 · 하늘과 모든 하늘
의 하늘과,  D.NMD NMDG D.NMD,신 10: 14).

7)  (알~파아나 야 · 나 외에는, 출 20: 3)와 ל~  (알~ 파아나 야ל~
· 나 외에는, 신 5: 7).

8) W. F. Albrijht, The Babylonian Matter in the Predeuteronomic 
Primeval History(JE) in Gen 1~11. JBL(1980), 102.

.(마임 · 물, 창 1: 2)ם (9

10)Tsumura, David Toshio, 53. 

.(마임 · 물)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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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1)이 아니라는 결론2)을 내린다. 그러나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얌이 옛날에는 아빠로 표현되어 물고기와 연관

되고 있고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이크듸스 언어이다.

미첼 피스바네 역시 아주 깊은 물3)을 예루살렘과 관련

하여 하나님과 연관4)하였다.

하나님 바람이 벌벌 떨고 있는 물 위에 내려꽂힌

다.5) 물6)에 생명7)이 내려꽂힌다.

히브리 우주상은 모든 소속의 큰 틈새8)를 기술9) 하

늘의 창10) 물이 쏟아지며 하늘 가죽부대11)가 비로 내려

온다 하였다. 틈 곧 깊은 심연12)이 되는 그 물 하 마

임13)이다. 얼굴 마주하는 하나님 흔적들 그 위의 앞14)에

1) Yam.

2)yām does not appear in Gen 1: 2 Ibid, 65. 

)הו (3 · 깊은 물).

4) Michael Fishbane, 「The Waters of Tehom and Temple」 Biblical 
Myth and Rabbinic Mythmaking(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24. 

5) 이환진, “마르헤페트를 신들의 싸움 신화로 읽기,”『성경 원문   연
구』9,(서울: 대한 성서 공회, 2001). 134.

6) Yam.

.(얌 · 바다)ם (7

8) 민 16: 30.

9)바빌로니아 우주상은 땅 아래에 바다가 있고 그 아래 하계가 있으며 또 
그 아래에 사자의 나라가 있다. 이집트의 우주상은 하늘이 있고 그 아래 땅
이 있으며 물의 원천이 있는 그 아래에 사자의 거주가 있다. 또한 반대 측의 
하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히브리사람의 인식체계와 비교하여 어느 것
이 더 먼저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참조: 성경교재간행사편집부,『성경의 역
사』정종화 역(서울: 성경교재간행사, 1977), 22~25.  

10) 창 7: 11.

11) 하늘의 병, 욥 38: 37.

.(태홈 · 깊음, 창 1: 1~2: 3)הום (12

.부(하마임 · 그 물)ם (13

י (14 .(알 페네 · 위에, 1: 2)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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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 그 분과 얼굴마주 하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과 얼

굴대하기이다. 나의 위에 있는 분과 얼굴대하기다.

그래서 틈1)에서 솟아나는 샘2)을 심연수라 한다. 깨

끗한 물은 알았다3)며 앞에4) 계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

는다. 이러한 비유의 계약 관계는 맞절 형태이다. 하나

님의 일방적인 계약5)이다. 번제 알6)이 바로 앞에 놓여

진다. 하나님이 아들 쓰실 것을 맞절로 계약하신 하나

님과 하나님의 피 조물들과 얼굴 맞대 맞절하기는 그

들을 구제하고자 하시기 위해서다. 하늘과 땅과 맞절하

기 더 쉬운 비유로 남자와 여자 결혼식 그 만남이다.

하늘의 궁창7)과 땅8)이 만난다. 알 파내9) 아래에 골을

넣는10) 일이다. 물은 면이 네 개다. 물11) 곧 물면이 4개

인 물의 글자 흔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마주하며 계약12) 하

신다. 아담 ⇢ 노아 ⇢ 아브라함 ⇢ 모세의 차례이다.

)הו (1 · 샘, 신 8: 7.

.(우태호모트 · 샘이)ּות (2

.(아야노트 · 분천)ת (3

י (4 .(알~페네 · 위에, 창 1: 1~2: 3)ל~

부ם (5 ל ~י הום · (알 페네 테홈 · 깊음 위에 있고 · 알페네 하ל ~י
마임 · 수면 위에,창 1: 2).

.(알)ל (6

ם (7 י .(알~ 페네 레키아으 하솨마임 · 궁창에는, 창 1: 20)ל ~י

ָאץ (8 .(알~하아레쯔 · 땅에, 창 1: 20)ל~

י (9 .(알~ 페네 · 면의, 창 1: 29)ל~

ל ~ָאץ (10 י .(알~ 페네 콜~하아레쯔 · 온 지면의, 창 1: 29)ל~

11) 물 ם(맴) · 물 מ(맴).

12) G. W. Anderson, The History and Religion of Israel(Oxdord 
University Press, 196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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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님과 하나님들3). 하나님과 하나님들

네 번째의 모세를 물에서 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애급 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금기사항 나 외

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하나님과 나1)의 자리에

는 다른 신이 설자리가 없다. 나 외에는2)이라는 말의

하나님 당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 다른 신들을

허용하지 않으시어 다른 신의 번제를 받으시지 않으신

다. 주님만이 번제의 대상이 된다. 이 증거는 성경에서

…을 위하여3)의 to 부정사를 41회 반복한다. 예수님 족

보 41회째4)이다. 예수님 나이 숫자를 창세기에서 하나

님 엘로힘 33회5)로 한다. 강력한 예수님 이야기다.

창세기 창 1:1〜2:3은 예수님 생애 나이 33회 반복을

엘로힘으로 한다. 다른 신6)과는 다른 하나님 일을 옳

은 손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엘로힘 33회 반복한다.

예수님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옳은 손은 물7)이 쌍수

로 증명된다. 양쪽에 물8)을 두고 가운데의 여호와의

오른 손, 옳은 손9)으로 일하신다. 창세기 첫장은 예수

1) ba )aל~ ~파아나 야 · 나 외에는, 출 20: 3).

2)  .(알~ 파아나 야 · 나 외에는, 신 5: 7)ל~

.(라메드 · ..을 위하여, 창 1: 1~2: 3)ל.. (3

4) 마 1: 16.

5) 창 1: 1~2: 3)이 33회째(2: 1).

ים (6 .(엘로힘 아헤림 · 다른 신, 출 20: 3; 신 5: 7)ים

.(마임 · 물)ם (7

.과 물 (마 · 물)(멤 · 물)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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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알린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들을 구분된다. 유

일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아니한 다른 신1)이다. 다른

신은 아주 나쁜 신이라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런

데도 신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이어서이다. 성경은 제1계명에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신다. 하나님의 일2)이다. 하나님

은 창조자요 왕3)이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라4)로시며 10계명 처음에서 명령하신 1계명으로 10계

명을 대표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때에 내가 이

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5)하신 스스로 있는 자6)이다.

제1계명은 하나님 그 분 한 분을 선언한다. 벤 하우

젠 학파가 주장한 단일신론henotheism 학설과는 다르다.

김이곤이 주장한 처음이 되시는 분의 명령7)이다. 하나

님과 이스라엘 사이8)다. 우리 삶에 “너희 섬길 자를

9) ( · 손).

1) 참조: יא(케엘로힘 · 다른 신, 창 3: 5) · ים(하엘로힘 · 다른 
신, 창 5: 22, 24) ים  (엘로힘 아헤림 · 다른 신, 출 20: 3; 신 5: 7)ים
ים  .(엘로힘 아헤림 · 다른 신)ים

2) 사 43: 3.

3) 사 43: 15.

4) י הה 아노히 여호와 엘로헤이하 ·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אי
로라, 출 20: 2).

5) 렘 31: 1.

.(예흐예 · 스스로 있는 자, 출 20: 3, 신 5: 7)הה (6

7) 김이곤,『출애굽기의 신학』(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2), 123.

8) W. H. Schmidt,『역사로 본 구약신학: The Faith of th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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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택하라”1)로 요구2)하신 사이다. 하나님은 우리

의 생명을 주시었다.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구별은 다

른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다른 신들3)은

유일하신 신이 아니다. 신들은 이러하니라4)에서 복수

형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도 신들이 될 수 있다.

열심히 무엇을 연습하면 우수해진다. 그러나 너무 잘

난 체하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이 차이이다.

제1계명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5)를 처음

말로 하면서 “너는..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6)

와 같이 유일신 하나님7)은 다른 신들8)과 구분된 기본

형 아하르9)에서 찾아진다. 동사이며 방해하다의 뜻이

Testament , 강성열 역(서울: 나눔사, 1993), 112.

1) 수 24: 15.

2) 수 24: 16, 18, 21.

י (3 (아헤림 · 방해하는 요ים  ;(아헤림 엘로힘 · 다른 신들)ים
소들)은 기본어근이 ר(아하르 · 방해하다, 연기하다), ר(아헤르 · 다른)이
다. * 다른 신들: ⓵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ba
ˎים aל~ ˏים  הה  (로 예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아나א~
야, 출 20: 3) ⓶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ל~ ˎים
 ים  הה ~aא(로 예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아나 야, 신 5: 7).  

4)  לֹו · ֹו(엘로하 · 엘로하); ים(엘로힘 · 신들)은 לֹו · ֹו(엘로
하 · 엘로하)는 ה(엘라하 · 이러하니라, 창 2: 4)로 그 용례(창 36: 1, 9)에
서 노아의 족보(창 10: 1) · 셈(창 11: 10) · 아브라함(창 25: 19, 36: 1, 10,  
자(민 3: 1) · 루우벤 지파(민13: 4, 26: 42) · 규례와 법도(신 12: 1) · 자손
과 성읍(수 21: 8) · 계보(룻 4: 18) · 다윋의 용사들의 이름(삼하 23: 8; 왕
상 4: 2) · 왕 계보(대상 1: 23) · 이스마엘의 아들들(대상 1: 31) · 왕 계보
(대상 1: 43) · 에훗의 아들(대상 8: 6) · 제사장과 레의 이름(느 12: 1) · 여
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렘30: 4) · 제단의 척수(겔 43: 13) · 번
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겔 43: 18) ·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슥 8: 16).  

5) 출 20: 2.

6) 3절.

7) 출애굽기 20: 3과 신 5: 7.

ˎים (8 .(엘로힘 아헤림 · 다른 신들)ˏי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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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신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다른 신들1)은 단수 엘로하2)의 복수형어미

임3)에 포함된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

여4)이다. 다른 신들은 3인칭이다. 얼굴마주하기5)의 하

나님이 마주하기 너가 있다. 이 너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6)신다. 너인 나 곧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의미를 넘어서서 너는 할 수 없다.

이 말라7)는 지속적인 부정의 의미이다.

너를 위하여8)의 너라는 대상 지목은 다른 신들을 네

9) ָא( ).

.(엘로힘)ˏים (1

2) לֹו(엘로하): לֹו · 는 “이러하니라”로 번역되는 용례: 노아의 족
보(창 10: 1) · 셈(창 11: 10) · 데라(창 11: 27) · 아브라함(창 25: 19) · 에
서(창 36: 1) · 야곱(창 37: 2) · 이스라엘(출 6: 14) · 율례(출 21: 1) · 말씀
(출 35: 1) · 절기(레 23: 4) · 낳은 자(민 3: 1) · 루우벤 지파(민 13: 4, 26: 
42) · 규례와 법도(신 12: 1) · 자손과 성읍(수 21: 1) · 계보(룻 4: 18) · 다
윋 용사들의 이름(삼하 23: 8; 왕상 4: 2) · 왕 계보(대상 1: 23) · 이스마엘
의 아들들(대상 1: 31) · 에훗의 아들(대상 8: 6) · 제사장과 레위 이름(느 
12: 1) ·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렘 30: 4) · 제단의 척수(겔 
43: 13) ·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겔 43: 18) · 진실하고 화평한 재
판(슥 8: 16)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마 1: 18) · 하나님의 말씀(눅 8: 18) 
· 성령으로 난 사람(요 3: 8) · 제자들(요 21: 1) · 이러하고 (엘로하 · 이
러하고, 창 25: 12, 36: 9) · 이들(창 36: 13, 17, 18, 20, 24, 25, 26, 27, 
28, 29). 

4) (레카 · 너를 위하여).

5) (파나아야 · 앞, 면, 출 20: 3; 신 5: 7).

.(로 · 말라)א  (6

7)  aא”י(키 로 · 때문에 말라): a libre manuscripti Hebraici nuper 
prope chirbet qumrān reperti secundum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1 sqq 1960 sqq: “유대사막 1에서의 발견 물 들”이 있은 직후의 최
근 쿰란 잔해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필사본들: 한동구 번역, “비블
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덴시아(BHS),”『성경 원문 연구』(서울: 대한 
성서 공회, 1998년 3월 · 제3호),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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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허락조차 하지 않으신다이다. no노1)의 강한 부정

이다. 다른 신의 번제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다만 예수

님의 번제만 받으시겠다 이다.

하나님과 얼굴마주하기의 실제는 입2)과 관련된다.

이어지는 물고기3) 언어로 하여 영속적인 뜻과 더불어

말씀되어지는 예수님 입을 부각시킨다. 카스토는 십계

명을 다른 신을 제거하는 의미4)라고 하였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5) 엘라하6)는 천지를 짓지 아

8) ( ).

1) a ”(로 · 말라).

2) (파아나아야, 출 20: 3; 신 5: 7).

3) (나).

4)Umberto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Jerusalm: The Magnse Press, 1992), 241. 

5) * 복수이미지를 지닌 ים(엘로힘 · 신들)

ַאא א י א הֹום ארּון ה 렘
베아르카 쉐마야 디  엘라하야  레홈    테메룬  키드나   10: 11
지를     천     그  신들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르기를 하라 이같이

ה  א חֹות ַאא    ּון~ אדּו דּו א
엘레  쉐마야 테호트  우민 메아르아 예바두     아바두   로
이    하늘   아래    서   땅위에서 망하리라   짓지    아니한  

תֹו ל ין הֹו ץ ה
베하크마토  테벨   메킨    베코        아레쯔   오싸 12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권능으로 땅을  여호와께서 지으셨고

ֹוּת קֹול ה א ה ּובּותֹו
티토   레콜         13 ס  엘레  쉐마야  나타      웁비트부나토
하나님이.발하신즉 목소리를 이   하늘    펴셨으며  그 명철로
 
ץ ה ּאים ה ם ם מֹון  ׯ
에레쯔 미크쟈   네시임 바얄레   솨마임  마임   함몬
땅     끝에서   구름이 하나님은 오르게  하시며  하늘에 물이  많은

א    רּוּיו ה 부ר ים [ָאץ]
루아흐 야짜       오싸        라마타르    베라킴 [하아레쯔]
바람을 내시거늘   하게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       



제4장 언약 형식272

니하였다. 여호와는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

이 목소리를 발 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

였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바람과 번개

를 내시는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조각한 신상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거짓이며 생기가 없기 때문이

다.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아

이러니하게도 “너희는 신들이며”1)라 하시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높이어 주신다.

 יׁש ת ל~ ָאם ר יו
호비쉬   미드아트    아담  콜  니브아르 14: 오트로타이브

마다  수치를  당하나니 무식하도다 사라마다 우준하고  그 곳간에서

א ֹוּכ ר י ל צֹוּף
베로    니스코        쉐케르     키   미파세르      조레프
없음이라 그 부여 받은 우상은 거짓것이요 이는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하여 금장색

ת ים ה 부ה ל ם : 15 רּו
베에트 타우임   마아세   헴마        헤벨      밤      루아흐
때에  망령되이  만든것인즉 이것들은  헛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ל הּוא י~ ב ק ה א ם יד : 16
후아 하콜~키  야콥     헬레크 케엘라 로       요베두베쿠다탐
하나님은 만물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멸망할것이나 징벌하실 

מֹו  אֹות הה תֹו ט ל
쉐모      쩨바오트  여호와 나할라토  쉐베트 베이스라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 산업의 지파라 이스라엘은

~ 렘 10:11~ 16

.(엘라하야 · 다른 신들)א (6

1) 시 8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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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의 힘4).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

하시는 것이다. 우리들 인간 각자는 다 신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우리 신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구분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그 분뿐이다. 다만

인간들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로부터 선물

받아 잘 살 수 있다. 이 때 잘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이다. 하나님의 일1)을 할 수

있을 때이다. 우상은 생기가 없기2)에 헛 쫓아 헛 인생

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을 때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생기가 나 생명이 된3) 우리들이

다. 하나님이 살라하면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살아

가게 된다.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는4)이는

만군의 여호와5)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 생령이 있

게6) 하시었다. 사랑이다. 이것은 은혜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일을 조금이나마 갚아야 한다. 그 역할

1)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
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0:34)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10:35).

2)(렘 10: 14, 51: 17).

3) 겔 37: 6.

4) 겔 37: 9, 10.

5) 렘 10: 16.

6) 창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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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이다. 대화체 형식으로 된 내가 네게1) 파내= =
파내2)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때 파= =파3)는 입이다.

이 입은 흔히 사람이 물고기에 비유되고 이 물고기가

지닌 영속성의 의미와 다산의 의미에서 입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 존재이다. 유일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물고기에 비유되는 사람4)이 영원할 수

있는 유월절=페스= = 페스5)이다.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

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의 유

월절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입증되어야 얻어지는

영원의 사람이다.

입으로 그 분의 일을 하는 일이다. 입과 관련한 하나

님의 명령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입이다. 이 입

의 강력함은 우상숭배를 너는 하지 말라보다 더 강한

너는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강권력은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생애6) 오묘한 일 과거형 하였다= =

하였다7)로 하나님께 속하여8)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

1)  ~ ה( ~레카).

2) (파아나 야, 출 20: 3; 신 5: 7).

3) (파아나 야 · 얼굴들).

4) (나 · 물고기).

.(페세흐 · 유월절, 민 28: 16)ח (5

6) 남병식,『생명 모티브를 통해서 본 유대인 선교』,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경기: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교, 200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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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서1) 오묘한 생애를 살아간다. 오묘한 일2)의 수치

는
400

+
200

+
400

+
60

+
50

+
5
이다. 철자 수치

letter value는 4 + 2 + 4 + 6 + 5 + 5=26으로 여호와의 수

치 5 + 6 + 5 + 10=26과 동일하다. 26의 반 13은 예

수님의 족보자리다. 42대의 마지막 14대 자리 중 13의

자리이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금기사항은 바

로 여호와 의미와 동일시됨으로서 하나님의 절대명령

토라 율법이다. 철자 수치는 (5) + (6) + (5) + (1

+ 0)=17이다. 신성수3)이다. 17은 신의 수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의 백성들이 예이= = 예
히4)하고 받는다. 하나님의 옳은 손, 오른 손이 양쪽에

있어서, 사람생명은 양쪽 모두에 하나님 옳은 손이 있

어서 존재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예이= = 예히5)를
3번 반복한다. 사람의 숨 쉼은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받는 고마움이 절절히 배어난 생명6) 주는 자에 대한

7) ( · 하나님이 계속 있게 한, VQAFZS, 사 25: 4, 33: 2).

8) 신 29: 28.

1) 신 29: 28.

.(한니스타로트 · 오묘한 일, 신 29: 28ת (2

3) 엄원식, “구약 성경의 수비학에 대한 탐구,”『복음과 실천』(대전: 침
례 신학 대학교, 1998), 43. 

.(예히, 창 1: 3, 6, 14)י (4

.(예히, 창 1: 3, 6, 14)י (5

12 * 생명을 주는 자(창 1: 1~2: 3
① 3글자.
 ,(예히 · 하나님이 계속 살고 있게 하시어 살게 되는, QIMZS, 창 1: 3, 6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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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움이 있다. 진행형 예이1)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예

이는 히브리어의 칼미래3인칭남성접두어2)이다. 인도하

시는 우리의 절대자에게 우리는 예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언어는 27회3)나 성경에서 반

복되면서 언약4)하신다. 하나님의 옳은 손의 능력을 보

여주신 일이다. 구체적인 증명은 창세기 1장에서 32회

째까지 되다가 2장 1절에서 일을 마치메라 하시었다.

33회째 언약 예수님의 옳은 손임을 드러내신 오묘한

일 우리들을 위해 일곱 번이나 맹세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유일한 한 분이심을 신성 수5)로 들어내신 10

계명 중 1계명이다. 1계명이 첫째 계명이 아닌 10계명

전체 1계명이다.

이 1계명은 서수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뜻이다. 내 마

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

호와를 사랑하라6)는 바로 하나님 나7)의 명령이다. 그

4글자.
(하예타 · 하나님이 계속 있게 한, VQAFZS)(창1: 2)

 .(바에히 · 그리고 하나님이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살게 하신י
CW.VQIMZS,

 창 1: 3, 5, 5, 7, 8(2회), 9, 11  13(2), 15, 19(2), 23(2), 24, 30, 31(2)
.(비히 · 그리고 하나님이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살게 하신, 1: 6)יי
 .(베하이후 · 그들이 빛이 된, 1: 14, 15)יּו
.(예흐예 · 식물이 계속하여 살게 하신,1: 29)ה

.(바예히 · CW.VQIMZS)י (예히 · VQIMZS)와 계속되는י (1

2) 이민영,『이름』(서울: 삶 대움터, 1989) 5.

3) 행 20: 28; 갈 2: 1~2; 롬 1: 5~16(희랍어 단어 27개).

.(에트)ת (4

.(5 + 6 + 5 + 1 + 0=17)הה (5

6) 신 6: 5.

7) 사 43: 10~12, 4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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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이 절대성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얼굴 흔적 이

미지로 보이시면서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신1)

다. 다만 생명2)을 주시는 자의 절대영역이 그가 하신

일을 뜻하는 발음 ‘하여’로 한다.

한국인 우리들이 늘 말하는 대답 알았습니다=예이=

= 예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은 악에서 내

빼 하나님 편으로 하였기3)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

아간다. 악에서 내빼서 하여 살아간다. 전쟁을 싫어하

는 백의민족 한국민족이다. 그러기에 생명4)을 주신 분

의 바람인 하나님 신5)을 잡고 우리로 살아간다. 성경

1) 45: 15.

2)   :(베하야 · 생명, 창 27י · (네페쉬 하야 · 생명 , 창 1: 30)ׁש
46) · י(하야카 · 생명, 신 28: 66, 30: 20;  잠 4: 13) · םי(하야켐 · 생
명, 신 32: 47) · י(하야이 · 생명, 욥 7: 7; 잠 4: 22, 14: 30) ·  תֹו(베하
야토 · 생명, 욥 33: 22, 28) · ם(베하야탐 · 생명, 욥 36: 14) · ים(하임 
· 생명, 잠 3: 22, 12: 28, 16: 15, 22: 4).

ה (3  (하야이) 한 호흡 같음을י (네페쉬 하야, 창 1: 30): 내 생명이ׁש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욥 7: 7)에서 보인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살아 있음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תֹו(베하야토)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욥 
33: 28)하였다. 그리하면 이것이 네 영혼의 생명 ים(하임) 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잠 3: 22)이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 י(하야카)이니라(잠 4: 13)와 이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י
(하야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잠 4: 22)는 것이다. 의로운 길에 생
명 ים(하임)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잠 12: 28). 마음의 화평
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잠 14: 30)하였다. 겸손과 여호
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 22: 4)하여 육지에 있
어 코로 생명의 기식을 호흡(창 7: 22)함의 중요성과 곧 여호와 하나님이 흙
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 2: 7)하였다. 

ה (4 .(네페쉬 하야 · 생명, 창 1: 30)ׁש

5) רּו(루아흐, 신, 창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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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라는 말이 있다. ‘우리루’라 하는데 이 때 루는

성경 문법상 복수이다. 다함께 살아가는 문법이다. 성

경문법도 여성특유의 ‘우리루’라는 예쁜 발음을 한다.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이다. 소망사가 붙는

다. 생명1)이 주어짐에 우리는 호흡2)하며 살아간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 바로 우상

은 생기가 없고3)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4) 주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만이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살가

죽으로 덥히게 할 수 있다. 생기5)가 날 수 있다. 우리

의 하나님6)은 옷니엘이 사사가 될 때 여호와의 신이

임7)하였으며 기드온8) · 입다9) · 야하시엘10) · 사울이

새 사람이 될 때11) · 이사야에게 지혜와 총영의 신 여

호와의 신이12)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들이다. 하나님의

신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

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13)하심이다.

1) 8: 8.

2) 창 7: 22.

3) 렘 10: 14, 51: 17.

4) 겔 37: 5.

5) 겔 37: 6.

6) 신 10: 17.

7) 삿 3: 10.

8) 삿 6: 34.

9) 삿 11: 29, 13: 25.

10) 대하 20: 14.

11) 삼상 10: 6.

12) 사 11: 2.

13) 사 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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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에게 살게1) 하시는 그분은 생명이 없는 자의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 생령이 있게2) 하시어 기적이

되게 한다. 기적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3)면 기적이 일

어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예언4)도 할 수 있다. 우

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예언5) 할 수 있다.

욥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6) 하였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

며 뇌물을 받지 아니 하시7)는 분이다. 하나님은 히브

리어로 하나님 엘로힘이다. 아카드어로는 님8)이다. to

me의 존재이다. 하나님이 힘을 가지시고 나에게 힘을

쓰시는 분이시다. 엘9)은 힘10)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의

힘! 님은 아카드어와 같다.

1) 37: 9.

2) 창 2: 7.

3) 민 24: 2.

4) 삼상 10: 10, 19: 20.

5) 삼상 19: 20.

6) 욥 33: 4.

7) 신 10: 17.

8) 엄원식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 1997)., 103. 
님~to me.

9) (엘 · 주).

.(힘 · 힘)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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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물과하늘과의관계

성서 언어 물은=마임= = 마임1)이다. 하늘은 솨마
임= = 솨마임2)이다. 솨 솨3)음소 하나만을 더하

여 하늘이 솨마임 솨마임이 된다. 물 마임과 하늘

솨마임 차이는 물 마임에 솨가 더한 것이다. 성경

에 몸에 물4)이 말라 버린 뼈 이야기가 등장한다.

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겔 37: 3

②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

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겔 37:

7

물이 없음에도 뼈 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셋째 날

아브라함의 날에 처음과 끝 전체5)에 에트= = 에트와
1) ( · 물).

.(마임 · 물)ם (2

3) (솨 · 연단).

.(마임 · 물)ם (4

.(에트, 창 1: 1~2: 3)ת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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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 물의 초월성1)이다.

다음은 에트= =  구조도이다.
[* 에트= = 에트 구조도]

①한날 하늘 ~ 창 1: 1⇢ 땅  창 1: 1 ⇢
빛 ~ 창 1: 4

②둘째날궁창 ~ 창 1: 7
③셋째날1)

④넷째날두광명 ~ 창 1: 16 ⇢
큰 광명 ~ 창 1: 16⇢작은광명~ 창 1: 16 ⇢

별들 창 1: 16
⇢그들 창 1:

17

⑤다섯째날물고기 ~ 창 1: 21⇢생물 창 1: 21⇢
새 창 1: 21⇢그들 창 1: 22

바닷물 ~ 창 1: 22
⑥여섯째날 짐승 ~ 창 1: 25⇢ 육축~ 창 1: 25 ⇢

모든기는 ~ 창 1: 25 ⇢

사람 ~ 창 1: 27 그를 창 1: 27⇢
그들 창 1: 27
그들 창 1: 28

땅 ~ 창 1: 28 ⇢
채소 ~ 창 1: 29 ⇢나무 ~ 창 1: 29 ⇢

모든 ~ 창 1: 31
⑦일곱째날 날 ~ 창 2: 3 ⇢그를 창 2: 3

하나님 엣따= 엣따 하고 주시는 한 날 부터 일곱째

날까지 똑 같이 배치하고 있다. 그 회수는 14회이다.

1) 37: 3, 7.

1) 제3일에는 (에트 · 처음과 끝)가 없다. 다만 ם(하마임 ·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어 וּוי(이카부 · 대망, 창 1: 9)하고 있다. 참조: 왕상 7: 23; 
시 25: 3; 사 5: 4, 28: 10, 34: 11, 4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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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4회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 하는 의미와 동일한 42대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날에 에트= = 에트가 없다. 이러한 특

이한 현상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

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1)되며 피와 살이 있게 하신 엄

청난 일과 연관된다. 첫쩨 아담 둘째 노아 셋째 아브라

함 넷째 모세 다섯째 다윋 여섯째 예수 일곱째 사도의

날로 구분되는 구속사의 관계에서 에트= = 에트가
없는 셋째 날은 아브라함의 때이다.

이 셋째 날 특징은 물이 없음에도 그분 절대자가 명

령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때이다. 따라서 하늘2)=솨

마임= = 솨마임과 관련한 일은 있는 물=마임=

= 마임3)이 없게도 되고 없는 물 곧 마른 뼈 상태가

살아나기도 하는 일이다. 에트= = 에트가 없는 셋째

날은 물이 하나로 모이어 뭍과 바다가 구분된다. 그리

고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이 되면서 물이 하나로 모이

는 현상이다. 물이 있는 바다와 물이 없는 뭍으로 구분

되는 이 때는 에트= = 에트가 없는 날이다.

셋째 날은 에트= = 가 없는 구분은 첫날 곧 하나

의 날 은 한 날=욤 에하드= =  욤 에하드라

표현한다. 이 하나의 강은 에덴의 강도 첫째 강이 아니

1) 37: 7.

2) (솨마임 · 하늘).

.(마임 · 물)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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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강이라 하고 표현을 한 강=하에하드= = 
하에하드1)로 한다. 대한민국 서울에 한 강이 있다. 이 순
서의 개념은 7대 명절구 분에서 확실해 진다. 셋째 날

은 부활의 의미 곧 하나님의 역할이 전제된다.

유월절
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
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

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의 셋

째 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물, 말씀으로 일어서

는 날이다. 물이 없어도 곧 에트= = 에트2)가 없어도

7대 명절 중 셋째 날은 물=마임= = 마임3)이 하늘=

솨마임= = 솨마임4)이 되는 날이다. 초실절이다.

이 설명을 셋째날 부활로 한다.

일곱째 날 전체 에트5) ⇢ 그리고 전체  베에트6)

조차 없다. 이 날은 물이 일어서 전체 에트7)가 없는

계약8)의 날은 물이 하나로 모이어9) 일어선 날이다.

1)  )ם 에하드, D AMS τᾡ ἑνι 창 2:11).  

.(에트 · 전체, 창 1: 1~2: 3)ת (2

.(마임 · 물)ם (3

.(솨마임 · 하늘)ם (4

.(에트 · 전체, 창 1: 1)ˏת (5

.(베에트 · 그리고 전체, 창 1: 1)ˏת (6

.(오토 · 전체, 창 2: 3)תֹו (7

8) John Bright,『이스라엘의 역사: A History of Israel』, 박문재 역(서
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5), 190~243: 존 브라이트는 초기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지파 동맹을 초기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지파 동맹을 여호와의 
호의와 이스라엘의 응답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헷 족속의 주군 봉신관계와 
연관 짓는데 나와 그대 사이의 계약 관계의 특징인 오직 그대만을 위하여라
는 계약형식은 헷 족속(BC 2000)에서 시작된다.  그 언어가 나와 그대, 오
직 그대만을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다하여라는 체결특징을 가진다. 헷족속 
멸망(BC 1300) ⇢ 앗시리아와 아람 조약 ⇢ 신명기 언약(주전 BC 10)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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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물이 하늘로 가는 이유제1절  물이 하늘로 가는 이유

1. 황금률의 탄생1. 황금률의 탄생

(1). 치아

물=마임= = 마임이 하늘=솨마임= = 솨마임
이 되는 비율 3:4비율이다. 명함판 사진비율이다. 이 비

율은 1:1.6180339887…이다. 한 원안의 오각형이 지닌

우주만상의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다. 이 우주 만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닌 5각형과 가장 안정적인 물의

입자 육각형의 비율 1:1.6180339887…이다. 황금률이다.

하나님이 주신 황금비율 물=마임= = 마임과 하늘=

솨마임= = 솨마임 비율이다. 물=마임= = 마임
마임 앞에 치아 글자 솨가 덧붙어 하늘=솨마임=

= 솨마임이다. 물이 하늘이 된 물=마임= = 마임의

유리하는 아람사람(신 26: 5)] ⇢ 호세아서에서 두세 번 표시된다.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유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공

동지파동맹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시킨 언약에 있다(주전 BC 
10)고 보았다. 가장 오래된 시가(출 15: 1~18)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
의 은혜의 관계를 가진 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한(출 15: 18; 민 23: 21) 언
약 관계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핵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공동체의 기억의 뿌
리는 시내 산으로 옮겨간 역사적 체험과 더욱 단단해진 신앙 지파동맹의 결
성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 2)에서 보여 진다. 여호와의 이 
관계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상이다. 

여호와의 왕권개념는 마지막 일들이나 종말예견도 없으며 미래에 대한 소
망의 씨앗으로 미래에 대한 신뢰가 된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출 15: 13~17)한 것은, 보호와 보장(민 24: 3~9), 승리(신 33: 
25)가 처음부터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간의 계약이며 이스라엘 신앙이다.  

9) (이카부 · 하나로 모이는, 창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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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성이다. 말씀의 초월성이다. 물1)이 하늘2)=솨마임=

= 솨마임이 된 것이다.

마임이나 솨마임이나 물이 중심이다. 중앙에 하나님

의 옳은 손3)이 있다. 그의 옳은 손, 오른 손은 물을 있

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어서 세상 모든 삶과 죽음을

통치하는 하늘=솨마임= = 솨마임4)이다. 하늘 
솨마임 첫 글자 솨= =솨5)로 하여 물이 없는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공식6)이 있다.

[* 물과 하늘의 언어 미와 리듬 3+(3+1)]



 

위 도해의 가장 중앙에 여호와의 약자= =이는 하나

님의 손 혹은 예수님 뜻이다. 위 도해와 같이 사방팔방

모두 물이다. 이 물 가운데 솨= =솨7)는 하나님의 손

이 혹은 하나님의 손이 사방의 물을 마르게 하는 역할

이다. 솨가 덧붙어 하늘=솨마임= = 솨마임이다.
물:하늘=3:4 황금비율은 물 마임8)이나 하늘 솨

1) ( · 물).

.(솨마임 · 하늘)ם (2

3) 오른 손 (요드 · 이).

.(솨마임 · 하늘)ם (4

5) (솨 · 치아).

6) 박호용,『야훼 인지 공식』(서울: 성지출판사, 1999), 1; 이 인지 공식
이라는 용어는 박호용이 사용하였다. 

7) (솨 ·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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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임이나 모두 물 언어 두 개를 가진 물=마임= = 마
임
그리고 하늘=솨마임= = 솨마임1) 공식이다. 물2)

과 하늘3)언어는 각기 쌍수이다. 하늘=솨마임= = 
솨마임4)과 물=마임= = 마임은 쌍5)수다.

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 수 한 쌍씩6)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창 6: 19)

②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하나님이 반 세 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 세겔 중금 손목 고리 한 쌍7)을 그에게 주며(창 24: 2역

본:개혁)

쌍수임으로 네 개의 물8)이 모인 사방팔방 물로 둘러

싸인 가운데 하나님 손=요드= =이=쌍수이다. 손을 중심

으로 4면 곧 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다. 물 위로 걸

으신 예수님 의미다. 완전히 결합9)된 4면은 갈라지는

법이 없다. 물10) 앞에 치아 솨11)가 붙고 하나님의 손12)

8) ( · 연단).

.(임 · 쌍) + (마 · 물)ם (1

.(마임 · 물)ם (2

. (솨마임 · 하늘)ם (3

.(솨마임 · 하늘)ם (4

5) 창 1: 16.

ל)(6 .(쉐나임 미콜 · 쌍씩ם

.(우쉐네)ּוי (7

8)  ·  .(마 · 물 · 마아 · 물 · 맴 · 물 · 맴 · 물)ם · ם ·

9) 겔 1: 11, 2; 잔 넷(출 25: 34, 37: 20) ·  놋고리 넷(출 27: 4) · 기둥 
넷 받침 넷(출 27: 16) · 금고리 넷(출 37: 3) ·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넷
(출 38: 5) · 소 넷(민 7: 7) · 수레 넷(민 7: 8) ·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
과 나무 위에 부으라(왕상 18: 33) · 레위 사람 넷(대상 9: 26) · 지혜로운 
것 넷(잠 30: 24).

.(마임 · 물)ם (10

11) (솨 ·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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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앙에 놓인1) 하늘2)은 물 3글자와 하늘 4글자가

서로 전자 수평, 후자 수직이 합하여져서 3+4(3+1) 인

지공식을 만든다. 물3)과 하늘4)의 인지공식은 45)개의

물 맴6)이 모여 사면7) 위에 연단 의미인 솨8) 솨가 있

고 공통분모 쌍수형의 특징 임= 임이 각기 쌍수의 모

임인 물 네 게임으로 여호와의 의미가 4회이기에 사방

팔방으로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물9) 반복과 물10) 반복11) 둘이 합하면서 물 4회의

물12)이 되는 물13) + 하나님의 손14) + 물15)이다.

12) 옳은 손 · 10 (요드 · 이).

1) (마임 · 물).

.(솨마임 · 하늘)ם (2

.(마임 · 물)ם (3

.(솨마임 · 하늘)ם (4

5) 이 넷의 의미는 성경에서 넷이 완전히 결합하여 한쪽으로 묶인다(겔 1: 
11, 20). 잔 넷(출 25: 34, 37: 20), 놋고리 넷(출 27: 4), 기둥이 넷이요 받
침이 넷(출 27: 16), 금고리 넷(출 37: 3),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뀔 고
리 넷(출 38: 5), 소 넷(민 7: 7), 수레 넷(민 7: 8),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왕상 18: 33), 레위 사람 넷(대상 9: 26), 지혜로운 
것 넷(잠 30: 24),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겔 1: 10), 상 넷(겔 40: 42), 뿔이 넷(겔 43: 15),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
이 있고 그 짐승에게도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단 7: 6).  

 · ם (6 . · ם ·
7) 이 사면에 대한 이해는 졸저 “시조의 심리 리듬,”『시조 창작 리듬론』

(서울: 양문각, 1998), 209에서 이상 시의 시제 4호와 최석정의 구수략에 있
는 두개의 음양 착종면(錯綜面)에서의 4면을 언급하였다. 

8) (솨 · 치아).

.ם (9
10) .
11) .
.ם (12
.ם (13
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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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  1ש). 치아  ש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반드시 물을 통하여 일어난다. 물을 연단하는 의미 글

자 솨= 솨1)가 붙으며 십자가 모형을 만든다.

성경은 히브리어는 상형 글자인데 글자모양이 사람

과 자연들의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하여 글자로 만든

것이다. 몸의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어 가시

관을 쓰신 모습 형상화 솨는 예수님의 상징 시적 은유

가시관 솨= 솨2)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다.

히브리글자는 상형글자이다. 가령 예를 들면 눈을 나

타내는 글자는 아인은 눈 둘이 달린 모습이다. 하늘=솨

마임= = 솨마임3)은 물=마임= = 마임 물에 하

늘=솨= =4)가 붙은 3+15) 공식이다. 치아 형상 솨는

물과 더불어 지혜문학의 일반적인 공식 X+1의 공식을

만든다. 왜 물이 하늘과 밀접한지 글자에서 알려준 잔

모양이기도 하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마실 수 있는 잔

형상화이다. 이 잔6)에 물이 담기어 있다. 예수님만 마

시는 형상화 글자이다. 이 물은 연단되어 없어지면서

1) ( · 치아, 분해).

2) (솨).

3) (솨마임 · 하늘).

4) (솨),

5) 이 

.(신, 쉰)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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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물이다. 갈고 닦아 없어지는 의미다.

물이 하늘에 오를 때는 물이 증발하여 없어지는 과

학적 히브리어 언어공식이다. 말씀이 담기어 있다. 하

나님과 예수님 희생의 사랑의미가 담긴 치아1)이다. 그

중에서 솨마임의 옳은, 혹은 오른 손이 표시되는 솨
가 채택되어 부지런히 가르치는 의미다.

어원 히브리어 솨닌은 뾰족하게 하다 · 꿰뚫다 ·

부지런히 가르치다 · 찌르다 · 구멍이 뚫리다 연마되는

기능이다.

①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면서2)

②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3)

③ 철이 철을 날카롭게4)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

을 빛나게 하느니라5)

이 기능은 이 지상의 물과 하늘 윗물을 나누는6) 기

능과는 다르다. 히브리어 쉐네= = 쇄네와는 다르다.
무엇을 씹는 생물들의 치아 두 개 중 윗 치아는 하

늘과 궁창을 가리킨다. 하나님 뜻만이 펼쳐지는 공간이

1) ( ): (셴 · 치아, 창 49: 12; 출 21: 24, 27; 레 24: 20; 민 11: 33; 

신 19: 21, 32: 24; 삼상 2: 15, 14: 4, 5; 왕상 10: 18; 욥 4: 10, 13: 14, 
16: 9, 19: 20, 20: 17, 41: 14; 시 3: 7: 35: 16, 37: 12, 45: 8, 57: 4; 
112: 10; 124: 6; 잠 10: 16, 30: 14). 어원 ן(솨난 · 뾰족하게 하다, 꿰뚫
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찌르다, 구멍이 뚫리다). 

.(솨나누, 사 64: 4)נּו (2

.(솨나누, 시 140: 3)נּו (3

.(솨나누)נּו (4

5) 잠 27: 17.

.(바달 · 나누다, 다르다, 선택하다)ל :(밋브딜 · 나누는, 창 1: 6)י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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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리와 연마의 의미가 복합된 윗 이1)는 하나님이

백성을 연마하시는 의미다. 원래는 한 글자 솨=
솨

였

다. 신과 쉰으로 갈라졌다. 둘 모두 멧돌과 연단 그리

고 가루 만들기이다. 음식을 일곱 번 빻2)기의 되풀이

동작3)이다. 윗 이=솨=4)
쉰
은 어둠을 뚫고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연마 의미다.

물과 빻는 일의 하늘5)이 긴밀한 것은 물과 치아 의

미가 함께 계속 빻아 내리는 사역 수직 구조이다. 이스

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늘로 오르면 이에 응하신 말씀

이 내린다. 다윋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단숨에 이겼다.

수직 구조 치아로 가루 만드는 일은 윗 치아=솨아=

쉰과 아래 치아=신= 신 둘이 영적 싹 분깃의 잔 모양이

다. 말씀 잔이다. 말씀이 펼쳐진 하늘은 물과 더불어

한 쌍6)이 되면서 대상을 가르쳐 그 분 빛에게 인도된

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쉐네= = 쇄네와는 다르다.7)

1) ( ): 신 6: 7, 32: 41; 시 45: 5, 64: 3, 120: 4, 140: 3; 잠 25: 18; 
사 5: 28.

 (카티트 · 빻아): ①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빻아낸 기름י (2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민 28: 5) ② 또 여호와의 전에
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
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왕하 23: 6) ③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
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
에 쏟아버리고(왕하 23: 12) ④ 이스라엘로 범죄 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
암이 벧엘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
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왕하 23: 15). 

.(카타트)ת (3

4) (솨).

.(솨마임 · 하늘)ם (5

.(쉐나임 · 한 쌍)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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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버렸다의 쉐네1)가 아니다. 하늘2)이 가진 연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하나님이 사람

의 혀를 연마하신 뒤에 말씀으로 사역시킨다. 사람은

말씀 물을 먹고 입으로 말씀 전한다.

말씀의 잔3) 안에 70004)명을 두었다. 여호와  여호와
글자5) 6632회6)와 여호와7) 약자 야 야8)와 아도나이 
 아도나이9) 113회 도합 6745회 그리고 스스로 계신 나

에흐예 에흐예10)와 의 합 7000회수다.

7)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
심히 들으라 하셨더니(사 21: 7) ②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나님이 대
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숴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사 21: 9).

1) (쩨마드 · 쌍쌍이).

.(솨마임)ם (2

3) (솨 · 치아),

4) Ibid.

5) 이협갑 편저,『기독교 조직 신학』(서울: 기독교문사, 1995), 78. 

6) George V. Wigram,『구약 성구 사전: The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 김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1854~1896.

7) 김정철은『호세아서의 창조 신앙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 학위 논문(오산: 한신 대학교, 2003)에서 45회를 발표
하고 있고 출 3: 14(3회), 4: 12; 신 32: 39; 삼하 7: 14; 욥 6: 2; 사 3: 7; 
렘 11: 4, 24: 7, 30: 22, 32: 38; 겔 11: 20, 14: 11, 36: 28, 37: 23; 슥 
8: 8로 총 61회로 조사되었다.

.(여호와)יה (8

 : Wilelm Rudolph, Hosea, Kommentar  zun Altenה + יה (9
Testament(Gύtersloher: Verlargshaus Gerd Nohn, 1966), 54: 호세아는 
 (에흐예)를 사용하였다. 이 학설은, 김이곤, ”고난신학ה (여호와) 대신הה
맥락에서 본 여호와 신명 이해,“『구약 성경의 고난신학』,『한국신학논
집』 11(천안: 한국신학 연구소, 1989), 55~83 참조.  

.(에흐예 · 나는 생명이 있게 하는자)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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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 너 가지와 죄 서 너 가지2). 서 너 가지와 죄 서 너 가지

여호와 6632회1) 야와 아도나이2) 113회 도합 6745회

수다. 생명이 있게 하신 나 에흐예3)와 여호와4) 약자

야5)의 합 7000회수 기적을 가지는 성경은 3은 셋6) ·

셋째 · 세번 · 삼지창 · 삼중의 · 트라이엥글 · 두령 ·

삼현금 · 방패든 자 의미를 내세워 설명하려 한다. 셋

은 합쳐지는 우주의 힘을 의미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 진 믿음의 조상의 셋은 합하여져서

막강한 힘이 된다. 삼 겹줄7) 악기 삼현금과 연계된 영

적 강건 기쁨 비유다. 몸은 쇠하여도 기쁨으로 주를 청

종하고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 기쁨이 솟아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삼 겹줄 아버지 유언전설이 있다.

특히 3에 대한 언급은 우리나라 시조에서이다. 시조

1) George V. Wigram, 구약 성구 사전: The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 김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1854~1896.

 : Wilelm Rudolph, Hosea, Kommentar  zun Altenה + י (2
Testament(Gύtersloher: Verlargshaus Gerd Nohn, 1966), 54: 호세아는 
 (에흐예)를 사용하였다. 이 학설은, 김이곤, ”고난신학ה (여호와) 대신הה
맥락에서 본 여호와 신명 이해,“『구약 성경의 고난신학』,『한국신학논
집』 11(천안: 한국신학 연구소, 1989), 55~83 참조.  

.(에흐예 · 나는 생명이 있게 하는자)ה  (3

4) 김정철은『호세아서의 창조 신앙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 학위 논문(오산: 한신 대학교, 2003)에서 45회를 발표
하고 있고 출 3: 14(3회), 4: 12; 신 32: 39; 삼하 7: 14; 욥 6: 2; 사 3: 7; 
렘 11: 4, 24: 7, 30: 22, 32: 38; 겔 11: 20, 14: 11, 36: 28, 37: 23; 슥 
8: 8로 총 61회로 조사되었다.

.(여호와)יה (5

.(쉘로솨 · 셋)לֹוה (솰로쉬 · 셋) · 셋ׁש (솰로쉬 · 셋) ·  셋לׁשֹו (6

.(함메술라쉬 · 삼 겹줄, 전 4: 12)ׁ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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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 · 4 리듬은 우리말의 특징이 살려진 리듬이다. 그

리고 관과 해서는 아니 될 시조의 3은 초 · 중 · 종장

의 셋의 의미 특히 그 중에서도 종장의 첫 자인 3자에

서 뚜렷한 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비유이다. 이병기는

3음절을 3구를 31)자로, 서수생은 3구를 3언으로2) 이해

하였다.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무엘과 바울

의 예와 더불어 3일3) · 4일4) · 사흘5)과 나흘6) · 30

년7) · 338) · 40년9) · 300년10) · 사흘11)이라 하였다. 셋

은 삼위일체의 의미이다.

1) ,『국문학 개론』(서울: 일지사, 1965), 108~109.

2) 서수생,『한국 시가 연구』(서울: 형성 출판사, 1970), 90.

3) 창 22: 4, 31: 22, 34: 25, 40: 20, 42: 17, 18; 출 10: 22, 19: 11, 
15, 16; 레 7: 17, 18,  12: 4, 19: 6, 7; 민 7: 24, 10: 33, 19: 12, 19, 31: 
19, 33: 8; 수 1: 11, 3: 2, 9: 16, 17; 삿 14: 14, 19: 4, 20: 30; 삼상 20: 
5, 21: 5, 30: 1; 삼하 1: 2, 20: 4, 13; 왕상 3: 18, 12: 5, 12; 왕하 20: 5, 
8; 대하 7: 10, 5, 12; 스 6: 15, 8: 15, 32, 10: 8, 9; 느 2: 11; 에 3: 12, 
13, 4: 16, 5: 1, 8: 9, 12, 9: 1, 17, 18; 호 6: 2; 암 4: 4; 욘 1: 17, 3: 3; 
마 16: 21,  17: 23, 20: 19; 눅 9: 22, 13: 32, 18: 33, 24: 7, 46; 행 25: 
1; 계 11: 11.

4) 민 7: 30; 왕하 8: 21;대하 20: 26; 스 8: 33; 슥 7: 1.

5) 창 30: 36, 40: 12, 13, 18, 19; 출 3: 18, 5: 3, 8: 27, 15: 22; 수 2: 
16, 22; 삼상 9: 20, 20: 19, 30: 12, 13; 왕하 2: 17; 대상 12: 39, 21: 12; 
대하 20: 25; 마 12: 40, 15: 32, 26: 61, 27: 40, 63, 64; 막 8: 2, 31, 14: 
58, 15: 29; 눅 2: 46, 21; 요 2: 1, 19; 행 9: 9; 행 10: 40, 27: 19, 28: 
7, 12, 17; 고전 15: 4; 계 11: 9.

6) 삿 11: 40, 19: 5; 요 11: 17, 39; 행 10: 30.

7) 겔 1: 1.

8) 레 12: 4; 삼하 5: 5; 대상 3: 4, 29: 27.

9) 출 16: 35; 민 14: 33, 34, 32: 13, 33: 38; 신 1: 3, 2: 7, 8: 2,4, 29: 
5; 수 5: 6; 삿 3: 11, 5: 31, 8: 28, 13: 1; 삼상 4: 18; 삼하 5: 4; 왕상 2: 
11, 11: 42; 왕하 12: 1; 대상 26: 31, 29: 27; 대하 9: 30, 24: 1; 느 9: 21; 
시 95: 10; 겔 29: 11, 겔 29: 12, 29: 13; 암 2: 10, 5: 25; 히 3: 9, 3: 17.

10)창 5: 22; 15: 13; 삿 11: 26; 행 7: 6.

11) 창 4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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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3과 4와의 연계성인 이 수는 죄악과 관련된

다. 우선 4에 대하여는 애급의 죄악과 관련된다. 출애

굽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400번이나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급에서의 400년간 종살이가 죄악과 관련된

다. 그럼으로 하여 서너 가지와의 관련은 십자가형의 3

대 4의 사각형적 비율이다. 예수님의 가슴 한 가운데로

모아지며 사랑의 나선 예수님 가슴 안에 한 점 피다.

십자가형의 모양 비율 그대로 예수님 가슴이 되는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피를 흘린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

의 가슴에서 흘리는 피가 자연계에 흔적이 바로 빨간

꽃에 비유, 바로 아름다운 황금 비율 1:1.6180339887…

이 황금 비율은 활기와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황금

비율 3 · 4의 파이비율이라고 17세기 수학자 Jakob

Bernoulli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 되었다. 계속해서 황

금 직 사각형 안으로 점점 더 작은 황금 직 사각형을

만드는 대수 나선1)을 이루는 안으로의 곡선이다. 황금

비율의 3과 4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햇볕과

물과 공기로 생물들은 산다. 이 비율은 온 자연계에나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리듬 생물이 살아가는 리듬이다.

활기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어 식물 줄기의 잎의 배

열로 피보나치 수들이 발견되는 부활비율은 줄기의 비

율 곧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줄기의 호2)가 어떤 엽저3)

1) logarithmic sp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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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잎의 밑 부분에서 다음 엽저로 형성되어지는 3 · 4

의 비율 때문에 햇빛이 비쳐든다. 줄기 둘레에 분획

(fraction)이 새겨지면서 계속 안으로 접어들어 한 점

꽃 피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숨 쉬는 황금나선구조1)이다. 사랑의 나선

형을 만들면서 잎들과 잎들 사이에 햇빛과 공기에 최

대한 노출되며 꽃을 피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2) arc.

3) leaf base.

1) 내에서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구조 분자는 폭이 
21Ǻ(angstrom, 1억분의 1cm), 나선이 완전히 한 번 회전했을 때의 길이가 
34Ǻ으로, 둘 다 피모나치 수이다. Ǻ분자는 문자 그대로 긴 황금 직 사각형 
더미[Marl Wahl, A Mathematical Mystery Tour,(Tucson: Zephry Press, 
AZ, 1988), 128]를 이룬다. 원자 세계에서는 4가지의 근본적 비대칭(원자핵
의 구조, 핵분열 파편의 분포, 많은 동위 원소의 분포, 방출되는 입자의 분
포)를 이루는데 비 부활[J, Wlodarski, The Golden Ratio and the 
Fibonacci Numbers in the Word of Atoms' Fibonacci Quarterly(1963. 
12), 61.]은 수소 원자의 양이 변하는 상태에서 핵이 연속적인 에너지 단계
로 방사성 에너지를 얻거나 잃을 때, 원자의 전자에서도 피보나치 수(H. E. 
Huntley, 'Fibonacci and the Atom,' Fibonacci Quarterly(1969. 12), 
523~524]가 존재하며 태양 주변의 각 행성의 공전주기를 인접한 행성의 공
전주기와 정수(round numbers)에서도 피보나치 수는 해왕성(Neptume)부
터 시작해서 태양을 향해 안쪽으로 감에 따라 그 비는 1 · 2, 1 · 3, 2 · 5, 
3 · 8, 5 · 13, 8 · 21, 13 · 14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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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비는 느릅나무에서 호는 원주의 1:2이며 너도밤

나무와 개암나무는 1:3이며 살구와 참나무 류 2:5 그

리고 배와 포플러는 3:8이며 아몬드와 아씨 버드나무는

5:13등으로 아름다운 율을 이룬다. 천지만물은 설계자

의 흔적이다. 유클리드1)는 수학상의 황금의 수 파이를

한 선분이 동일하지 않은 두 개의 선분으로 나누어진

다 하였다. 긴 선분의 비율과 긴 선분에 대한 짧은 선

분의 비율이 1:1.6180339887…이다.

이 비율은 모든 자연계에 걸쳐 나타2)난다. 마리오

리비어 물리학자는 해바라기 꽃의 씨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나선 형태로 얽히면서 꽃의 중심을 향

한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한쪽 방향으로 감겨지는 씨

앗의 수와 다른 방향으로 감겨지는 씨앗의 수 사이에

특정한 비율 55:34, 89:55, 144:89, 233: 144라는 것이다.

어거스타와 루이스는3)는 새로운 잎이 줄기에서 돋아날

때 파이에 의해 결정된 각도에 따라 잎들이 배열됨으

로써, 거의 겹쳐지지 않으면서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공간이 채워4)진다하였다. 파이 비율은 황금 비율의 또

다른 수학적 특성 파이 수의 제곱을 드러낸다.

단순파이 1.618 ☓ 1.618=2.617924lbid가 되는 자연계

1) Euclid, B · C. 300 .

2) Livio 2003: 65.

3) 1837년 결정 학자(Crystallographer)인 Auguste Bravais와 식물 학
자 Louis.

4) Ibid.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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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비율이다. 행선 공전주기 및 식물의 나선 잎 정렬

과 피보나치수와의 상호 관계의 윌슨1)설이다.

관측치 이론치 비율 식물

명왕성 90,000(일)(2: 3 해왕성)

해왕성 60,193 62,000

천왕성 30,688 31,000 1: 2 느릅나무

토 성 10,670 10,333 1: 3 너도밤나무

목 성 4,332 4,133 2: 5 살구

소행성들 1,200~2,000 1,550 3: 8 배

화 성 687 596 5: 13 아몬드

지 구 365 366 8·13 8: 21

금 성 225 277 13·21 8: 21 소나무

수 성 88 87 13: 34 소나무2)

윌슨은 행성 피보나 치=8:13, 13:21를 제시, 전 우주

와의 관계에서 부활의 예표비율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의 공전 주기와 식물 주기와 식물 줄기의 잎 배

열이 모두 부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황금 비율은 생물과 무생물의 좌 · 우 대칭의 아름다움

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흔적이다.

마를 바흘은 잎들과 꽃들의 숨 쉼을 황금률3)로 그리

고 브로다르스키는 사랑의 나선으로, 훈트리는 하나님

의 가슴 속에 한 점 피로 감기면서 하나님 사랑의 빨

1) Marcius Willson.

2) Marcius Willson, The Fourth Reader of the School and Farmily, 
Harper & Broyhers, Publishers, New York, 1860, 216. 

3) Marl Wahl, A Mathematical Mystery Tour(Tucson:  Zephry 
Press, AZ. 198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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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꽃과 열매1)라 하였다.

황금 율을 리비도2)가 제시한다.

① 식물들은 수학을 알았는가?3)

②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나 있는 형태, 수, 패턴, 황금비율,4)

③ 자연 속에 나타나는 피보나치 수 열,5)

④ Fibonacci Numbers in Nature, by Jill6)

⑤ Fibonacci Numbers and Nature,7)

⑥ Fibonacci Spirals, mathematical art,8)

⑦ The Golden Section in Art and Architecture by Jill Britton,9)

리비도는 성경적 관점10)에서 하나님의 황금률 관을

펼쳤고 루니온은 오묘하고도 신비한 이 세계 내의 질

서 비율로 십자가의 파이 비율을 하나님과 관련하였다.

곧 하나님이 인류의 죄 씻기 사랑 부활증거라 했다.

루니온은 이 사랑이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꽃피우는

리듬으로 신의 능력11)이라 했다. 예수님이 1212) 제자들

1) H. E. Huntley, Fibonacci and the Atom(Fibonacci Quarterly 12, 
1969), 523~524.

2) Livio, M. The Golden Number. Natural History(Harvard, 2003), 
112, no. 2. Stephen Caesar holds his masters degree in anthropology. 

3) http: · · www.kacr.or.kr · library · itemview.asp?no=706

4) http: · · www.kacr.or.kr · library · itemview.asp?no=1629

5) http: · · matrix.skku.ac.kr · sglee · skku~fibo2 · 3.htm 

6) http: · · ccins.camosun.B · C.ca · ~jbritton · fibslide · 
jbfibslide.htm

7) http: · · www.mcs.surrey.ac.uk · Personal · R.Knott · Fibonacci · 
fibnat.html

8) http: · · www.moonstar.com · ~nedmay · chromat · fibonaci.htm

9) http: · · ccins.camosun.B · C.ca · ~jbritton · goldslide · 
jbgoldslide.htm

10) The Bible Encounters Modern Science, available: 
www.1stbooks.com. · : Revolution against Evolution, 200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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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꽃피게 한 이상을 루니온은 오묘하고도 신비한

비율로 이 세계내의 보편성을 이루는1) 죽었다가 다시

꽃피우는 능력은 신의 능력이다. 십자가 비율 표시다.

이 비율은 구약 성경 언어 물과 하늘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 내는 황금 비율 3:4는 신앙 시에서도 있다.

다음은 홍문표의 이상 지향의 시 리듬이다.

[* 표 10: 홍문표 시의 파이 비율]

산 · 산= 눈물 · 눈물 · 눈물 · 눈물

산 · 산= 믿음 · 믿음 · 믿음 · 믿음

산 · 산= 당신 · 당신 · 당신 · 당신

산 · 산= 우리 · 우리 · 우리 · 우리

산 · 산= 평화 · 평화 · 평화 · 평화

산 · 산= 노래 · 노래 · 노래 · 노래

산 · 산 · 산 · 산 · 산 · 산

~ 홍문표 「산이 산인 것처럼」2) 리듬

산의 리듬은 눈물 ⇢ 믿음 ⇢ 당신 ⇢ 우리 ⇢ 평화

⇢ 노래로 동적이동3)을 한다. 이 노래는 히브리어로

노래 쉬르4)이다. 물이 빠져 버린 상태에서 물을 소망

하는 절규가 바로 성경상의 노래이다.

11) Garth E. Runion, The Golden Section(Dale Seymour 
Publications: Palo Alto, CA. 1990), 84~85.

12) 3 · 4: 하나님의 수학』. op. cit, 79~85.

1) Garth E. Runion, The Golden Section(Dale Seymour Publications: 
Palo Alto, CA. 1990), 84~85;『하나님의 수학』.. op. cit, 79~85.

2) 홍문표,『나비야 청산가자』(서울: 양문각, 2007), 79. 

3) 이영지,『시조 문예 미학』, 109.

.(쉬르)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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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샘물1)을 바라며 생명수의 샘물2)을 바라며

생명수의 강3)에서 생명수4)를 먹으며 문학을 통해 초

월성5)을 추구하는 시인은 시어의 반복리듬6)을 만든다.

초월성7)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사람과의 관계는 다만

죄악관계에서 죄악을 벗는 길을 성경은 열어8)둔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9) 하리라 하

셨다. 불순종 서너 가지가 바로 8회 “여호와께서 가라

사대 .. 서너가지 죄”10)로 인한 8회이다. 매 회마다 코

아마르 여호와 알~쉐로솨 프스에.베알~아르바아아11)라

하였다. 다메섹 · 가사 · 두로 · 에돔 · 암몬 자손 · 모

압 · 유다 · 이스라엘 순서다.

1) 7: 17.

2) 계 21: 6.

3) 계 22: 1.

4) 계 22: 17.

5) 이영지,『오감도의 구조와 상징에 관한 연구』명지 대학교 대학원 박
사 학위 논문(서울: 명지 대학교, 1985), 46~129.

6) 이영지,『이상 시 연구』(서울: 양문각, 1997). 시제 1, 2, 3, 4호는 시
어의 반복리듬으로 초월성의미가 되게 하고 있다. 

7) 민대훈, 179.

8)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 대까
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민 14: 18).

9) 민 14: 18.
10) ... ל~ ַא...י ה ל~ הה )ה ָאר 1: 3) ①
י..ל~ ַאה... ה ל~ הה   ② (암 1: 6)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③ (암 1: 9)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④ (암: 11)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⑤ (암 1: 13)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⑥ (암 2: 1)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⑦ (암 2: 4)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⑧ (암2: 6)ה ָאר
(코 아마르 여호와 알~쉐로솨 프스에.베알~아르바아아).

11) ל~ ַא..י ה ל~ הה .ה ָא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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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시작되는 순서다.

① 첫째: 다메섹1)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

박2)하는 서 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

니하겠다는 것이다. ② 둘째: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하는 내용이 바로 가사3) 저희가 모든 사

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기4) 때문이다. ③ 셋째: 두로5) 의

서너 가지 죄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

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기 때문6)이다.

④ 넷째: 야곱의 아들 중, 형이 차지한 에돔7)이 칼로 그 형제

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 없이 품

은 죄(암 1: 11)이다. ⑤ 다섯 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

손8)의, 롯의 아들과 그 자손9)이 자기지경을 넓히고 있다. 죄악은

길르앗의 아이 밴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10)이다. ⑥ 여섯째: 여

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11)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

기 때문12)이다. ⑦ 일곱째: 저희가 유다13) 죄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미혹하였기 때

문14)이다. ⑧ 여덟째: 이스라엘15) 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16)다.

3과 4의 합은 7이다. 7의 1000배로 하나님은 바벨론

1) 분( · 수리아의 수도, 암 1: 3).

2) 암 1: 3.

.(가사 · 블레셋의 도시 , 암 1: 6)ה (3

4) 암 1: 6/

.(두로 · 팔레스틴의 한 장소, 암 1: 9)ר (5

6) 암 1: 9.

.(에돔, 암 1: 11)דֹום (7

.(베네~암몬 · 근친י~ֹוּמן (8

9) 암 1: 13.

10) 암 1: 13.

.(모압 · 롯의 근친상간의 아들 암 2: 1)מָאֹוב (11

12) 암 2: 1.

.(유다 · 처음으로 내려온 지파와 유다, 암 2: 4)הּוה (13

14) 암 2: 4.

.(이스라엘, 암 2: 6)ל (15

16) 암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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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좌절하는 엘리야 마음 위로하시려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긴1)다. 7의 10배, 7의 100배, 7의

1000배의 이 일곱 강조는 일곱째 날2) · 일곱 양각 나

팔3) · 하나님의 아들들4) · 예물 · 우물 · 교회 · 나

팔5) · 일곱 인6) · 수양 · 수송아지7) · 천사8) · 일곱

집사 · 진노의 대접9)등등에서 성경은 유별나게 강조한

다. 7은 3과 4의 합이다. 이 황금비율을 성경은 여호와

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

으리라10) 하였다. 일곱 집사11)를 비롯하여 바알에게 무

릎 꿇지 아니하는 700012)명을 남겨 두었다. 수양 일곱

수송아지 일곱 번제13) 일곱인14) · 일곱 나팔15) · 일곱

교회 · 일곱 천사16) · 진노의 일곱 대접17) 등 203회다.

1) 19: 18.

2) 창 2: 2.

3) 수 6: 4, 6, 8: 천 사무엘,『구약 외경의 이해』(서울: 한국 신학 연구
소, 2003), 107.

4) 창 6: 2; 욥 2: 6; 욥 38: 7; 시 29: 1, 89: 6; 단 3: 15; 호 1: 10.

5) 요계 8: 6.

6) 요계 8: 8.

7) 욥 42: 8.

8) 요계 8: 6.

9) 요계 16.

10) 사 30: 26.

11) 행: 5.

12) 왕상 19: 18; 롬 11: 4.

13) 욥기 42: 8.

14) 요계 8: 8.

15) 요계 8: 6.

16) 요계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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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단 1회의 말씀으로 죄 사하여2.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단 1회의 말씀으로 죄 사하여

  

1). 죄 씻기1). 죄 씻기

성경은 창세기 1장 전부와 2장 3절까지에서 일곱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유월절
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

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로다. 복음의 물이 말씀이 흐르게 하

시는 하나님의 일을 죄에 대한 절대자의 능력1)으로 하

신다. 하나님은 8지역 곧 죄가 많음을 알= = 알과
베알= = 베알2) ‘또’로 반복이상 시「오감도」도 ‘또’ 시어반복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과 하나님의 맞불 놓

기는 예수님의 탄생3)이다.

이 맞불이란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이며 우리나라 말

그대로 맞불 놓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 살리기 작전 맞불이다. 맞불은 하나님이 예수

님으로 하여 그들의 죄악을 씻을 일을 맞불로 하시었

17) 16.

1) Garth E. Runion, The Golden Section(Dale Seymour Publications: 
Palo Alto, CA, 1990), 84: 85. 

2) (베알).

3) Garth E. Runion, The Golden Section(Dale Seymour Publications: 
Palo Alto, CA. 1990), 84~85;『하나님의 수학』,. op. cit, 79~85. ת(창 
1: 1, 16, 16, 21, 21, 25, 25, 29)는 8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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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리자 없이 직접 이 8지역의 그들을 대하여 말씀

하신 일이다. 맞불 놓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먼 거리임에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알= = 알과 베알= = 베알
번제로 강조하신다.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이다. 하나님

사랑은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악이 절정

일 때에 더욱 두드러진다.

선지자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오니1))로 간절히 용

서해 주실 것을 입을 통하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한다.

이 간접화법은 동시에 말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대상이 들을만한 인물로 눈높이를 맞추신다. 말하시면

서 전달 메시지를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아니 되겠금

하나님은 하신다. 이 화법은 남을 잘 속이는 선수인 야

곱에게도 해당된다. 얍봅강 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

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은 야곱이다.

용서를 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야곱은

개인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

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도 한다. 이 간접화법은 하

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하나님이 들어

주신 기도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다. 히스기야는 하

나님의 일을 한 참 하다가 죽을병이 들자 내가 이러이

러한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 주셔야

1) 7: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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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일을 더 할게 아니냐는 것이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

으면 아직 잘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을 잘 믿더니 저렇게 되었다고 백성들이 말하면 하나

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

은 다가오시어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당신에 관한

글을 쓰는지 점검하신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간절한 기

도를 들으시고1)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

리라”2)의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예수님 사건으로 죄

씻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단 1회 말씀 절대 수치 하나= = 에하드3)를 사용하
신다. 죄 씻기 수자 단 1회이다. 이 에하드 에하드숫
자 글자 3자를 하나하나 합하면 13회이다. 여호와 수치

합 26의 반 13이다. 여호와의 아드님 숫자이다. 의미는

사랑이다.

하늘의 절대 의미는 하늘 솨마임4)의 기본형 물=

= 마임5)에서 찾아진 이 책 제목의『물의 시학』이

된다. 물= = 마임으로 물이 말씀이 되는 절대성6)이
1) 7: 3, 6.

2) 암 9: 15.

3) (에하드 · 하나, 창 1: 5).

.(솨마임 · 하늘)ם (4

 (마임 · 마임): J. Weingreen,『구약 성경 히브리어완성: Aם (5
Practical Grammar for Classical Hebrew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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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한 번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씻는 물

말씀은 하나님의 손1)이 물 한가운데서 절대 손으로 실

행된 하나님의 결단력2)이다. 삼사 대까지3)와 서너4)와

서넛과 죄악을 한 번에 씻어주는 셋5) + 넷6)으로 성경

에서 단지 4회7)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죄악 서넛8)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9)

이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넛10)이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11)의 4

회12)로 죄악과 관련한 4와 3의 숫자 나열 모임 애급종

살이 430년13)의 흔적을 보여주신다. 이 마방진 43은 한

6) R. Wall, 수리언어학: Introduction to the Mathematical Linguistic
s (서울: 한신 문화사, 1987), 123~167.

1) (요드).

2) 서인석,『성경과 언어 과학』(서울: 성바오로, 1992), 123.

י (3 ל ~ ים  :(알~쉬레쉼 베알~리베임 · 삼사대까지, 민 14ל ~
18).

 ,암 1: 3, 6, 9, 11, 13, 2: 1 :(아르바아 · 너)ַאה (쉐로솨 · 서)ה (4
4, 6.

5) 출 25: 33, 27: 14, 15, 37: 19, 38: 14, 15;.왕상 7: 25; 대하 4: 4.

6) 출 22: 1, 25: 12, 26, 34, 27: 4, 16, 37: 3, 20, 38: 5, 19; 민 7: 7, 
8: 왕상 7: 34, 18: 33; 대상 9: 26; 잠 30: 24; 겔 1: 10, 16, 10: 10, 40: 
41, 42, 43: 15; 단 7: 3, 6, 8: 8; 행 12: 4, 21: 9, 27: 29. 

7)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
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잠 30: 15) ·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잠 30: 18) ·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잠 30: 21) ·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잠 30: 29) 있나니.

8) 잠 30: 15.

9) 잠 30: 18.

10) 잠 30: 21.

11) 잠 30: 29.

12) “수학은 의미를 가진 상징성이 있다” Morris Kline,『수학의 확실성: 
Mathematics the Loss of Certainty』, 박세희 옮김(서울: 민음사, 1986),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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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조문학의 이론 수치이다.

서너1)의 이미지 전달은 다메섹에서 가장 먼 거리인

가사2)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을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인 죄3) · 형제에게 분을

끝없이 품은 죄4) ·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의 아이 밴 배를 가른 죄5) ·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회

를 만든 죄6) ·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 것

에 미혹된 죄7) · 이스라엘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 죄8) 8회를 단 한

번의 물에 씻어 성령의 불로 태우신다. 물이 하나로 모

이9)어 일어서며 애급 군대를 덮어 버리신 하나님의 법

이다. 3과 4의 서너의 모임 일곱10)에서 벗어난다. 일어

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섰다.

우리나라 천부경은 1이 11회 시적 은유된다. 이상 시

시제 4호에서 거꾸로 된 숫자마다 사선 점까지 모두

13) 12: 40.

1) 암 1: 3.

2) 암 1: 6.

3) 암 1: 9.

4) 암 1: 11.

5) 암 1: 13.

6) 암 2: 1.

7) 암 2: 4.

8) 암 2: 6.

9) (이카부 · 하나로 모이는, 창 1: 9).

10) William Empson, Seven Types of Ambiguity(London: Chatto and 
Windus, 19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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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반복된다. 야곱 11번째 아들이 있다. 바로서는 이

미지는 숫자 11이다.

자연계1)와 우가릿 판독2)에서나 원형적 신화3)의 신

화다발4)로 서 너5) 죄악도 일곱 7로 표시되는데 이 때

일곱은 우리말 그대로 1의 곱이다. 숨은 의미는 11이

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하여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6) 하시었다.

1) Livio 2003: 65.

2) N. Watt, Religious tet from Ugarit: the words of Limilku and his 
colleagues, Sheffield(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14.

3) G. R. Driver, Canaanite Myths and Legends(Edinburgh: T&T 
Clark, 1956). 1~2; J. B. Pritchard, Archaeology and Old 
Testament(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107~108; 
P. C. Craigie, Ugarit and Old Testament, 7~25; 편(서울: 대한기
독출판사, 1973), 409~415 · C. G. Jung and Kerényi, Essay on a 
Science of Mytholog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101~126. 켄 제이는 이 황금률을, 융은 3을 남자의 상징으로 보았
고, 인도 만다라는 여성상징, 그리스에서는 여신상징으로 3이며, 제우스와 
관계되는 신화에서는 hea, 아내 Demeter, 딸 Persephone가 이에 속한다. 
피카로라스인에게는 남자가 3, 여자는 둘로 된 4라 하였다. 융의 3이 남성, 
4가 여성이라는 것은 만다라 상징이라 하였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자 3, 여자
가 4, 대서양에서는 얀원자로 남자가 4, 여자 3, 그리고 북 Erythean에서는 
남자 3, 여자 2로 되어 있다. Syrtain은 남자가 달로 되면서 그 수가 3이고 
여성은 태양으로 그 수가 4를 상징한다. 고대 언어에서는 여성이 달이고 태
양은 남성이다. 이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는 홀수가 음이고 
짝수는 양이다. 

4) 김은호,『유다 왕국의 산당파괴에 대한 역사적 연구』 평택 대학교 박
사 학위 논문(경기: 평택 대학교, 2006), 51.

5) 참조: 박정복,『예언자 호세아의 바알종교 비판에 관한 한 연구』목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대전: 목원대학교, 2005), 14. 

6) 암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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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를 사하여 주시는 증거 호흡리듬2). 죄를 사하여 주시는 증거 호흡리듬

천지 삼라만상에 있는 생물들의 분포 비율 한국 전

통 시 시조에서의 리듬1) 3 · 4 리듬의 몸 시학은 일어

서는데 있다. 익살스럽게 성경은 우리말 일 곱에 두었

다. 우리말 그대로 1의 곱 11이다. 숨겨진 이 7 곧 일

곱의 숨은 숫자 마방진이다. 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서

넛은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시는 계약2)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은 삼사 · 서너 · 서넛의 죄악

에서 벗어나 숨 쉬는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1) ,『한국 시조 문학론』, 12~25.『이상 시 연구』, 212. “시조와 
리머릭의 비교,”『새국어 교육』(1981), 33~4, 242. 

2) John Bright,『이스라엘의 역사: A History of Israel』, 박문재 역(서
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5), 190~243: 존 브라이트는 초기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지파 동맹을 초기 이스라엘 체제와 신앙지파 동맹을 여호와의 
호의와 이스라엘의 응답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헷 족속의 주군 봉신관계와 
연관짓는데 나와 그대 사이의 계약 관계의 특징인 오직 그대만을 위하여라
는 계약형식은 헷 족속(BC 2000)에서 시작된다.  그 언어가 나와 그대, 오
직 그대만을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다하여라는 체결특징을 가진다. 헷족속 
멸망(BC 1300) ⇢ 앗시리아와 아람 조약 ⇢ 신명기 언약(주전 BC 10)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사람(신 26: 5)] ⇢ 호세아서에서 두세 번 표시된다.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유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
지파동맹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시킨 언약에 있다(주전 BC 
10)고 보았다. 가장 오래된 시가(출 15: 1~18)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
의 은혜의 관계를 가진 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한(출 15: 18; 민 23: 21) 언
약 관계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핵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공동체의 기억의 뿌
리는 시내 산으로 옮겨간 역사적 체험과 더욱 단단해진 신앙 지파동맹의 결
성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출 20: 2)에서 보여 진다. 여호와의 호
의로 시작되는 처음부터의 이 관계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
상이다.  여호와의 왕권 개념은 마지막 일들이나 종말예견도 없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의 씨앗으로 미래에 대한 신뢰가 된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출 15: 13~17)한 것은, 보호와 보장(민 24: 3~9), 승리
(신 33: 25)가 처음부터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간의 계약이며 이스라엘 신
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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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죄가 서 너 가지임에도 7의 7배나 용서하

라는 표현을 성서는 77의 자리에 예수족보를 세우셨다.

하나님이시다. 7의 11배인 77을 예수님에서 하나님까지

의 거리로 하였다.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증거 호흡은 3 · 4의 리듬을 탄

다. 한국의 시조 생명체 리듬 문학1) 특히 한국 시조

문학은 3장 12구 리듬2)이다. 각 장이 이 3 · 4의 리듬

을 탄 한국 3한 4온3) 리듬이다. 이 3 · 4리듬은 4 계절

이 바뀌는 그 순간의 온도 12초 사이로, 따뜻하다와 춥

다와의 사이를 넘나든다. 삼한사온을 비롯한 사계절의

호흡리듬4)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시조문학이 가지는

특징은 이 12구의 12구 마지막 한 구를 창하지 않거나

구도낭송에서 제하여 버림으로 하여 11구를 만들어 활

용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11

이라는 시적 몸 시어 사람이 바로 서 있거나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점이다.

이 특징은 유일하게 증명되는 천부경내의 1의 11회

반복리듬이나 11번째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다.

1) ,『이상 시 연구』154, 158, 160, 162. 

2) Ibid, “3분(分)의 의미적 중량,”『한국 시조 문학론』, 17~18.

3) 三寒四溫.

4) Ibid, “아름다운 음수율,”『시조 문예 미학』(서울: 영예 문학, 20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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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하늘과 궁창제2절 하늘과 궁창

1. 둘1. 둘

1). 양식 만드는 일1). 양식 만드는 일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은 물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어 생명이

살아 있게 하셨다. 시가 살아있는 자연 3 · 4리듬은

호흡은 반복되고 반복되어 일생주기와 하루주기1)와 평

생주기가 된다.

하나님은 시공을, 물을 초월하여 그의 흔적으로 생명

이 살아 있게 하시었다. 이 생명리듬인 하나님의 흔적

은 비례조건의 3+(3+1)의 황금률2)이다.

하나님 하면 하늘을 생각하는 하늘인데 성경은 궁창

을 하늘이라 하였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의

궁창을 보라 하였다. 또 궁창을 명하시는 이가 있다3)

1) Rebert D Denham, Northrop Frye and Critical 
Method(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1978), 
68~71.

2) Marl Wahl, A Mathematical Mystery Tour(Tucson: Zephry Press, 
AZ. 1988), 128.

3)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는 둘째 날이니라(창 1: 8) ②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의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욥 35: 5) ③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시 7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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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1)에서 둘째 날의

이 둘째 자리는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의 높

은 궁창을 바라보라2) 하였다. 이 시선을 지시함으로써

의로운 해가 있는 곳3)을 너는 보라 한다. 하늘에서 궁

창을 명하시는 이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

늘 문을 여시는4)분이다.

하늘과 궁창은 같이 합하여 하늘이라고도 하고 따로

따로 분리하여 하늘과 궁창이라고도 한다. 시적 아이러

니의 하늘과 궁창은 큰 의미로 하늘이 되고 작은 의미

로 하늘과 궁창이 나누이어 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궁창에 거하

시는 궁창은 말씀으로 가득한 곳이고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다. 이 비는 바로 히브

리어 ‘계심’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증거

비가 내리라 명령하는 곳은 하늘의 궁창이다. 비 많은

지역을 게셈5)이라 한다.

하늘과 궁창의 의미 구분이다. 가슴은 히브리어로 문

=델레트= = 달레트는 문인데 문 안이 궁창이다. 성
소로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지 못한다.

1) 1: 8.

2) 욥 35: 5.

3) 말 4: 2.

4) 시 78: 23.

5) 수 16:3, 21:21; 왕상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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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슴속이고 궁창이다. 그러기에 사실은 사람이 걸

어가지만 마음이 걸어가는 것이고 하늘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궁창이 움직이는 것이다. 명령이 내리는 곳이고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곳이다.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그의 얼굴에

는 평안함이 깃들고 넉넉해지고 나누어주고 나누면서

이웃이 생긴다.

하늘은 하늘=솨마임= = 솨마임1)이다. 처음 창

세기 1장 1절은 지시대명사를 넣어 그 하늘을 엣따 하

고 주신 게 그 하늘=하솨마임= = 하솨마임이다.
하나님은 아주 큰 하늘=엣트 하솨마임= ~ = 
~ 에트~하솨마임하시었다.2)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받으시라며 엣따 하시었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바로 그

하늘이다. 보통 어떤 것이 전제되고 그 라는 지시대명

사를 넣는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그 하늘을

주신 것이다.

사람에게 하늘이 없다면 만약 하늘을 선물로 받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하늘로 머리를 올리고 살 수 없었

을 것이다. 그런데 이 좋은 하늘이 그 하늘=하솨마임=

= 하솨마임3)이다. 에트= 4)를 선행 않는다.

1) ( · 하늘).

ם (2 .(에트~하솨마임 · 그 하늘, 창 1: 1)ת ~

.(하솨마임 · 그 하늘, 창 2: 1)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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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그 하가 없는 하늘=솨마임= = 솨마임1)
은 궁창을 위하여=라라키아으= = 라키아으2) 궁

창과 엮이면서 하늘이 존재하는 이유를 궁창을 위하여

라 한다. 하늘은 그냥 사람이 쳐다보라는 하늘이 아니

라 궁창을 위하여=라라키아으= = 라키아으3)이

다.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이유가 하늘이 존재하

는 이유의 궁창=쇄하킴= = 쇠하킴4)을 위하여

서라는 것이다. 그 분을 위하는 솨마임= = 솨마
임5) 곧 사모 임을 위하여이다.

하늘 솨마임6)이나 궁창 쇄하킴7) 모두 분쇄해버리는

쇠8)를 앞에 둔다. 하늘=솨마임= = 솨마임은 물=

마임= = 마임 앞에 연단=솨= =쇠가 붙은 것이고

궁창= = 쇠하크9) 쇠를 앞에 두어 하크를 분쇄해

버리는 것이 하늘과 궁창이다. 궁창= = 쇠하
킴10) 분쇄역할은 그토록 높은 하늘이나 궁창 모두 하나

님의 절대 존재 앞에서는 하잘 것 없음을 말한다.

4) “~ ”( , 창 2: 1).

.(솨마임 · 하늘)ם (1

2) י(라라키아 · 궁창을 위하여, 창 1: 8).

3) י(라라키아 · 궁창을 위하여, 출 5: 1).

 ,(쇄하킴 · 궁창: 신 33: 26; 욥 35: 5, 37: 21, 시 57: 10, 78: 23ים (4
77: 17.

.(솨마임 · 하늘, 신 33: 26)ם (5

.(솨마임 · 하늘, 신 33: 26)ם (6

.(쇄하킴 · 궁창, 신 33: 26)ים (7

8) (쇄 · 치아, 연단, 가루).

.(솨하크 · 가루로 만들다)ק (9

.(쇄하킴 · 궁창)י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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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다른 일을 함2). 서로 다른 일을 함

(1). 둘째 날 만든 궁창

이 일을 하나님은 바라셨다고 성경 첫 장 첫 단어부

터 바라셨다로 발음 하셨다.

이 세상이 어떤 존재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사상이요 다른 것은 그와는

다른 미미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상을 빻아

내리는 쉰1)이 앞에 놓인 궁창은 쇄하킴2)이다.

궁창에겐 가루로 만들 임무가 있다. 이 일은 웃음 쎄

하크3)와 바늘구멍과 궁창을 위하여=라라키아으=

= 라라키아으4)와 엮이면서 웃을 수 있는 조건이 바

늘구멍을 지나야 한다. 하늘=솨마임= = 솨마임5)
이 쌍수이고 궁창= = 쇠하킴6)의 분쇄해버리는

일7)은 복수이다.

궁창과 하늘은 양면성을 가진다. 첫째는 둘 모두 하

늘과 같은 의미이지만 둘째는 그래도 구별된다. 하늘이

라는 개념에서는 동일하지만 광명이 있는 장소는 궁

1) ( , 신).

.(쇠하킴 · 궁창)ים (2

.(쎄호크 · 웃음)ק (3

4) י(라라키아 · 궁창, 출 5: 1).

/(솨마임 · 하늘)ם (5

.(쇄하킴 · 궁창)ים (6

.(쇠하킴 · 궁창, 창 1: 8; 시 77: 18)י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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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1)이며 궁창에서는 죄가 들어난다.2) 하늘과 궁창언어

부셔버리는
쉰
이 오는 이유이다.

궁창3)은 둘째 날에 만들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때문이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

에 오시는 일로 첫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다. 이 분

은 물이 생명이 물의 장소 궁창을 통하여 우리들이 물

가운데4)서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을 중심으로 아래의 물을 맑은 물로 만드신다. 물이 생

명이 되는 둘째 궁창5)은 변화 장소6) 광명이다. 하늘의

궁창이어서 하늘 안7)에 죄가 들어나는8) 세계9)이다.

궁창에서 걸어 다니10)시며 손으로 그의 흔적 물과 하늘

로 한다. 구분은 치아= 쉰11)을 접두어로 놓아 백성들을

연단 후 복 주신다. 뉘우치고 돌아들어오게 하신다.

방법으로는 가루를 위한 솨= 솨12)와 물이 필요하다.

1) 1: 15.

2) 창 1: 15.

3) 창 1: 6, 7, 8, 14, 15, 17, 20; 신 33: 26; 욥 22: 14, 35: 5, 37: 18, 
21; 시 19: 1, 57: 10,  77: 17, 78: 23, 89: 6, 37, 108: 4, 150: 1; 잠 8: 
27; 사 40: 22, 45: 8; 렘 51: 9; 겔 1: 22, 23, 25, 26, 10: 1; 단 12: 3; 
암 9: 6.

4) 창 1: 6.

5) 창 1: 15.

6) 창 1: 8.

7) 창 1: 20.

8) 욥 35: 5.

9) 욥 35: 5.

10) 욥 22: 14.

11) (솨 · 연단).

12) (솨 ·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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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하마아임= = 부하마아임1)으로 윗

물과 아랫물을 분리 하시고 아랫물에게 맞부딜=맞부디

칠2) 죄악과 맞부딪 곧 VHPA히필 능동 분사 형 접두

어로 궁창 아래 물3)을 궁창을 위한 언어 라라키아4)의

라멧= 라멧5), 궁창의 물이 되게 아래 물이 하늘 위로

올려 지게 하신다.

물을 하늘로 올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을 위

하여= 라멧6)으로 밑바닥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연결

고리7)로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표시다. 아랫물을 올려

윗물이 깨끗하게 하시고자이다. 물을 궁창위로 올려 먹

을 물 곧 진리 · 영생 · 싹이 나는 물을 위해 정화시킨

이유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물을

먹게 되는 일은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아들=벤= =

벤8)이 있어서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아들9)로 강조10)

1) 부( · 그 물, 1: 6).

. (마브띨 · 분리하여, 1: 6)יל (2

 :(타하트 · 가장 아래, 창 4ת · (미타하트 · 저 밑바닥, 창 1: 7)ת (3
 (타흐티트ית · (하타흐톤나 · 그 아래, 겔 40: 18)ֹוּתה · (13 :22 ,25
· 심연, 신 32: 22) · ת(베타흐티요트 · 깊은 곳에, 시 63: 10) · ה
(타흐티야 · 깊은, 시. 86: 13) · ת(타흐티요트 · 깊은, 시88: 6).

4) י(라라키야 · 궁창을 위하여).

5) (라메드).

.(라메드 · 목적격)ל (6

7) C. De. Moor,「Studies in the New Alphabetic Texts form Ras 
Shamra Ⅰ」 UP(1969), 182. 

.(벤 · 사이)ין (8

.(벤 · 사이)ין (9

10) 우벤..벤יןין .. ּו(우벤..벤 · 또 사이, 창 1: 18) · יי.. ּוי(우베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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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 리듬1)은 창세기 1장 18절에서 2회 · 창세기 17

장 2절에 2회 · 창세기 17장 10절에 3회이다. 하나님

아들 문제를 언약 관계로 한다. 3회나 언급 강화한다.

하나님의 언약 장소는 견고한 거울 같은2) 궁창 안이

다. 안3)은 하나님이 계신 안4)이다. 그 위에 말씀을 펼

쳐 놓으셨다. 하나님이 궁창을 두시는 목적은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기5)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궁

창을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구체

적 예수님의 앉으실 자리의 암시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 · 예수님 우편에 우리 성도들이 앉는다. 우리의

오른 손을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는 십자

가에 달리실 때 우편의 강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된다. 궁창을 두시는 목적은 그 하신 일을 나타내

기 위함6)이다. 여기에서 궁창의 사역은 시키신 일을

갈고 닦아 내는 일이다. 이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이 발생한다.

.. · 나와 너 사이 곧 하나님의 아들과 너 사이, 창 17: 2)  · יּו יי ּוי
(베니 우베네하 우벤 · 나와 너 사이, 창 17: 2) · יןם ּוייי ּוי(베니 우베니
켐 우벤 ·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 창 17: 10).

ין · (창 1: 18)ין.ין · (창 1: 18)ין.ין (1 ין · (창 17: 2)ין ין  :(창 1ין
18)의 ין.

2) 욥 37: 18.

3) (베 · 안).

4) W. Randall Carr, In Own Image and Likeness: Humanity, Divinity, 
and Monotheism(The Netherlands: Konklijke Brill NV, 2003), 104.

5) 암 9: 6.

6) 시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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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좋은 열매 얻으려고

궁창은 성소와 같은 곳이고 샘물이 나는 곳이고 하

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고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다.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이루어지는1) 하나님의 언약2)

이다. 이 언약은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신다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일이다. 물이 생명

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방법이 물을 통하여서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하여서이기 때문이다. 말과 물의

중요성이다. 7대 명절 백성에게 준 유월절한날 · 한분 · 예

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

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이다. 복음의 물이 말씀

이 흐르는 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궁창은 물을 잘 보관하는 장소이다. 말씀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

성을 위한 생명수가 있는 곳이다. 생명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일 물이다. 이때 물은 1차적 의미에서 2차

적 의미인 진리와 영생과 싹이 나는 말씀으로 바뀌어

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

 (창יי  ּוין · (창 1: 18)ין..ּוין :(벤.우벤 · 언약, 창 1: 7ין..ּוי (1
9: 13, 16, 17) · יי  ּוי(창 17: 2) · יןּו יי  ּוי(창17: 7) · יןם ּוייּו  
.(창 9: 12, 15, 17: 10)יי

ים ּוין  (2 .(벤 엘로힘 우벤 · 하나님의 언약, 창 9: 16)י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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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궁창은 물이 의미하는 진리가 있는 곳1)으로 시적

표현이다. 궁창 안은 기록 장소이다. 먹을 물을 구하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명수가 있다. 하나님

이 준 공간 궁창2)은 좋은 열매를 맺어 가는 중임을 봤

어3)라 하였다. 진행 중4)이다. 이 진행 상태는 궁창이

물과 물로 나누어지는 일5)이고 시제는 아직 끝나지 않

는 미완료 형인 진행형이다.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구

별하여 물을 나누는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성경

은 제시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해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를 위하여 절대자가 밤낮없이 일을 하시고 그의

가장 아끼는 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할 때 우리는 감

사하고 황송하다. 그럼으로 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의 형상으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버릇대로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며 살게 된다.

1) 1: 6, 7; 민 20: 8; 렘 10: 13; 겔 43: 2. 

2)  ~ (에트~하라키아 · 궁창).

.(바이아샤 · 만드샤, 창 1: 7)ׂש (3

 :(출 26ה · (대상 11: 47)יל · (대상 2: 39)ה · (창 1: 7)ׂש (4
1) · 

5) 창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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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국2. 천국

말씀이 있는 펼침의 궁창은 편편한 곳1)이다. 말씀기

록이 되는 궁창은 현재 진행형으로 물이 변하여 가는

중이며 진행자는 초월자이시다. 이 궁창은 하늘이며 사

람이 변하여 가는 중을 기록하시며 사람의 변화되어가

는 진행형을 기록하신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래서 궁창=쇠하

킴= = 쇠하킴2)과 하늘=솨마임= = 솨마
임3) 모두 언어 앞에 쇠 연단의미가 붙는다. 다른 점은

하늘 솨마임4)은 쌍수이고 궁창 솨하킴5)은 복수이다.

하늘 솨마임6)은 구약에서는 쌍수이지만 신약의 주기도

문에서는 단수이다. 곧 하늘나라 구현이다. 궁창 복수

문법은 사역의미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이 기록되어서이다. 주의 진리로 여호와의 소리를 발하

는 궁창7)에서 거울 같이 잘 비치는 변화의 장소를 두

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하여서이다.

창모양은 화안히 비쳐지는 거울 같은 견고한 곳이다.

1) 37: 18.

.(쇠하킴 · 궁창, 신 33: 26, 시 57: 10)י (2

.(솨마임 · 하늘, 신 33: 26)ם (3

.(솨마임 · 하늘)ם (4

.(쇠하킴 · 궁창)ים (5

.(솨마임 · 하늘)ם (6

7) 시 7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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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창=리쇠하킴= = 리쇠하킴=1)이다. 궁창 안=

베쇠하킴= = 베쇠하킴2)은 하늘 안=베사하크=

= 베쇠하크3)다. 궁창 위에서는 주의 음성이 들

린다. 보좌 모습은 남보석 같다4). 그 보좌는 둘째 줄5)

가운데6) 있다. 이 중요장소는 영적 양식을 만들어 가

는 곳이다. 남보석과 자색 베와 수놓은 것과 베와 산호

와 홍보석으로 꾸민다. 지혜 자7)가 있는 궁창은 둘째

이미지로서의 변화의 장소이다. 지혜8)자가 있는 신의

자리9)이다. 따라서 둘째의미는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사실을 구약 성

경은 다양한 흔적으로 둘째의미로 나타낸다. 둘째 자리

를 지혜자로 강조한다.

궁창은 베후그 솨마임= =  베후그 솨마

임10) 곧 하늘안으로 된다. 하늘=솨마임= = 솨마임11)
의 창=베후그= = 베후그12)이다.

)י (1 · 궁창, 욥 37: 18).

.(쇠하킴 · 궁창, 신 33: 26, 시 57: 10)ים (2

.(바세하크 · 궁창안, 시 89: 7)ק (3

4) 겔 10: 1.

5) 출 28: 18. 

6) 욥 28: 6.

7) 단 12: 3.

8) 잠 8:22~31.

9) 민영진, 성경문학에서의 말의 기능,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하계세
미나 주제발표」(경기도동두천: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2010.9.6) 8~17.

ם (10 .(베후그 솨마임 · 궁창, 요 22: 14)הּוג

11) 창 1: 8.

,(베후그 · 창)הּוג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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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기를 지닌 곳1). 향기를 지닌 곳

해면 위에 둥글게 둘러진 모양1)으로 땅위에 앉으

신2) 분의 차일 모양이다. 영적 양식의 기초를 땅에 두

시려3)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분의 자리 궁창은 거울

같은 견고한 곳이다. 천국의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

고 궁창4)을 명하신다. 이곳은 둘째 자리5)이다.

궁창과 하늘과의 하나 되는 긴밀성은 물이 하나로

일어서서 하나가 되는데 있다. 물이 하나로 일어서는

일은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다. 이 동적 이동은 향기 나는 일이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솨마임= = 솨마임6) 임=

임7)과 이름=솸= =솸8)의 자신이름을 위해 하늘나라

에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9)는 이다.

1) 8: 27.

2) 사 40: 22.

3) 암 9: 6,

4) 시 78: 23.

5) 출 28: 18, 3: 11; 시 77: 17, 89: 37, 108: 4; 사 45: 8; 겔 1: 22, 23, 
25, 26; 욥 28: 6; 단 12: 3.

6) (솨마임 · 하늘).

,(임)ם (7

8) (솨마).

9)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ע(티쉐마아 · 들으시고, 대하 6: 30) ·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ע(티쉐마아 · 들으시며, 대하 6: 33)) · 하늘
에서 들으시고(베솨마트 · 들으시고, 대하 6: 35) · 하늘에서 저희 간구
와 기도를 들으시고 ע(티쉐마아 · 들으시고, 대하 6: 39) · 내가 하늘에서 
듣고 עָא(아쉐마아 · 내가 듣고, 대하 7: 14) ·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
신지라..내가 들은즉 י...ע(바이쉐마아..솨마티 · 들으신지라..들은즉, 
신 5: 28) ·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들으시고 들으시사  .. 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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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늘2). 하늘

(1). 하늘 안과 향 품

궁창에서 내리는 물은 만나이다. 말씀이다. 하늘이슬

향기이다. 하늘에서 오기1)에 향기가 있다. 굳이 하늘에

서 오는 향기여야 하는 하늘 솨마임과 향 품 사마
임 차이가 나는 윗이와 아랫 이 차이다. 이 만나2)는

하늘로부터 온3) 만나이다. 하늘 안에서4) 만들어진 음

식이 이 땅에 온 것5)이다. 그로부터 온6) 물이다. 말씀

이다. 물은 반드시 하늘에서7) 그 증거로 만나8) 내려와

야 우리는 먹는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9)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

다10) 보실 일 바로 하늘 안=봐솨마임= = 바솨

( ..티쉐마.베솨마아타 · 주는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왕
상 8: 30; 대하 6: 21).

1)  .(민~하솨마임 · 하늘로부터 오는)ן~

.(민)ן ~ (2

ם (3 (민~ 하솨마임 · 그로부터 온 하늘에서부터, 삼하 22: 14; 왕ן~
하 1: 10, 14; 대상 21: 26; 대하 6: 21, 23, 25, 30, 33, 35, 39; 대하 7: 
14; 삿 5: 20; 신 5: 28; 대상 21: 26.

 ,(미바솨마임 · 하늘 안에서, 출 20: 4; 신 1: 28, 5: 8; 왕하 7: 2ם(4
19; 대하 20: 6; 욥 16: 19; 시 2: 4, 11: 4, 18: 13, 19: 4, 36: 5, 73: 9. 
15, 78: 26, 103: 19, 115: 3, 119: 89, 123: 1; 잔 5: 2; 렘 10: 13, 51: 
16; 에 3: 41; 단 6: 27; 암 9: 6; 전 5: 1. 

5) Gordon J. Wenham, Wor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15(Waco: Word Books, 1984), 91. 

.(민)과 (미)ן~ (6

 ,(미솨마임 · 하늘에서, 시 33: 13, 53: 2, 57: 3, 63: 15, 76: 8ם (7
80: 14, 85: 11, 102: 19; 사 14: 12, 63: 15; 애 2: 1, 3: 50).  

8) 느 9: 15.

9) W. Eichrodt, tr., A. Baker, TOT 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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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임1)과 향 품=베사밈= = 베사밈2)이다. 봐3)와

베4) 두 전치사5)를 빼 버리면 모두 솨밈= = 솨밈
과 사밈= = 사밈6)인데 이때의 솨와 사는 윗 이=

솨=솨와 아랫 이=사= 사이다. 윗이와 아랫이로 음식을

씹어 먹게 되고 하늘 장소이고 향 품은 내음인 하늘과

복수인 향 품은 아랫물이 아닌 윗물일 때 나는 향기로

쓰인다. 위물은 좋은 물이다. 향기의 진정한 가치는 이

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들어 주는 물 향기이고 이 물

은 윗물로서 하늘이슬 향기이다. 천국이 있는 곳이다.

하늘과 향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늘의 아름다움

이 윗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안7)에서

의 향 품 가치이다. 향 품에서 나는 향기는 물을 떠나

서는 하늘을 생각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향

기가 있다. 향기는 향 품8)이 있어야 향기가 난다. 이스

라엘 백성 또한 진정한 향 품이다.

10) 6: 21.

1) (바솨마임 · 하늘 안).

.(베사밈 · 향 품)ים (2

3) ..(바 · 그리고).

4) ..(베 · 그리고).

5) ..(바 · 그리고)와 ..(베 · 그리고).

.(사밈)ים (솨밈)과ם (6

.(베사밈 · 향 품)ים (7

.(베사밈 · 향 품)י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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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신부

하늘나라의 향기로운 향 품1) 내음새를 맡는다. 향

품에서 나오는2)의 향기가3) 예수님 향 품이며 향 품에

서 나는 향기이다. 하나님을 믿는 향기 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의 신부라 하시고 나의 신부보다는 못한

향 품4)이라 하셨다. 우리들은 아주 좋은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신부이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향기5)에

는 달콤한 냄새와 달콤한 향기6))가 있다. 상등 향 품이

다. 향 품은 하늘 안 7)에서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의 신

부들에게도 같은 내음새가 난다. 향 품8)을 가진 하나

님의 신부들9)은 여성이미지 아름답고 신비하고 달콤하

고 늘 향기로운 삶이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애기 같아

보호해주어야 하는 신부이다.

향기를 지닌 향 품은 복수형에서 오는 사역의 이미

지이다. 향 품은 성경에서 3310)회 사용된다. 예수님의

)י (1 · 향 품, 아 4: 14).

.(베삼미 · 향재료, 아 5: 1)י (2

.(베삼미 · 향기, 아 4: 16)י (3

4) 아 4: 10.

.(베삼밈 · 향기)ים (5

6) 출 30: 23.

7) 하늘에 있는 ם(바솨마임, 출 20: 4; 신 1: 28, 5: 8; 왕하 7: 2, 19; 
대하 20: 6) · 시 2: 4, 11: 4, 18: 14,  78: 26, 103: 19, 119: 89, 123: 1).

.(베삼임 · 향 품, 아 4: 14)ים (8

9) 귀한 향 품 ים(베삼밈,  아 4: 14) · 상등 향 품 ים(베삼밈, 출 30: 
23) ·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쓴 여섯 달의 향 품 ים(바베삼밈, 에 2: 12) 
· 히스기야가 사자에게 보낸 향 품 ים(하베삼밈, 왕하 20: 13) · 성소에
서 어떤 자가 만든 향 품 ים(라베삼밈, 대상 9: 29) · 나의 신부보다 못
한 향 품 ים(아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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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는 33세이었다. 성경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1)이며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는 향

기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간 꽃밭의 향기로운 보쌈2)해

온 것이라 하였다. 신부에게서 나는 향기의 향기로움3)

이 많이많이 있어서 하 보쌈4) 하신다. 신앙인들이 향

기로움5)이 묻어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계셔서

깨끗하고 성결한 물6)이 있어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비를 내리시

는데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물7)을 향기롭게 내리신

다. 그래서 가을에 향 재료8)를 거두어들인 우리들 이

스라엘을 하나님은 몰약과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10) ( , 창 37: 25, 43: 11) · ת(베리크토레트, 출 25: 6, 
35: 8) · 상등 향 품 אׁש  :(삼밈, 출 30ים · (베삼밈 로쉬, 출 30: 23)ים
ים · (하삼밈, 출 35: 28)ים · (케토레트,출 35: 15)ת · (34 ((케ת
토레트 하삼밈, 출 37: 29) · 또 분향할 향 품 ים 우케토레트 하삼)ּות
밈, 민 4: 16) · ים(베삼밈, 왕상 10: 2; 대하 9: 1) · יםּו(우베삼밈, 왕
상 10: 10, 25; 대하 9: 9, 24) · ים(하베삼밈, 왕하 20: 13) · ים(라
베삼밈,대상 9: 29) · ים(베하베삼밈, 대상 9: 30) · ים(베리베삼밈, 
대하 32: 27) · 향 품장사 ים(하라카힘, 느 3: 8) ·  ים(바베삼밈, 에 
ים 모든 향기 · (아베카트, 아 3: 6)ַאת · (12 :2  (미콜 ~베삼밈, 아ל~
 :(칸네, 사 43: 24) · (리쿠하이하, 사 57ה · (아 4: 14)ים · (10 :4
(벤니호힌, 단 2: 46) · άρώματα(아루마יין · (베칸네, 렘 6: 20)ה · (9
타, 막 16: 1; 눅 23: 56, 24: 1) · άρώματων(아루마툰, 요 19: 40). 

1) S. D. Goitein,「The Song of Song: A Female Composition」 in A. 
Brenner(ed), A Feminist Companion to Song of Songs, 58~56.

.(하보셈 · 향기로운, 아 6: 2)ם (2

.(티심마 · 향기로움)ע (3

.(하보셈 · 향기로운, 아 6: 2)ם (4

,(베삼밈 · 향기로움, 아 8: 14)ים (5

6) 신 26: 15; 시 8: 3, 아 8: 14.

7) 신 26: 15.

8) 아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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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을 마시게1) 향기로움2)이 뿜어져 나오는 신부의 뺨

은 향기로운3)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같게 하셨다.

신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나의 사랑하는 자로 향기

로운4) 냄새가 된다. 절대자가 하나님 신부에게 향기로

운5) 술인 석류 즙으로 마시게 하시고는 향기로운6) 나

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이고

어린 사슴이다라 하신다.

향기는 궁창과 관련된다. 하늘 향 품으로 향 기름

을7) 만드는 사람은 향 기름 냄새8)를 맡으며 아주아주

많이 향기로운 삶을 보쌈해서 향 품9)을 만든다. 이제

향품10)인백성이향기로운11) 삶을향기로움12)으로드러

낼 차례이다.

우리들은 보쌈김치라는 말을 좋아한다. 과부를 보쌈

해가는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다. 이로 보면 어쩌다

과부가 된 분이 개가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았나보다.

1) 5: 1.

2) 아 8: 14.

3) (하보삼 · 향기로운, 아 5: 13).

.(하보삼 · 향기로운, 아 6: 2)ם (4

.(하라카 · 향기로운, 아 8: 2)ה (5

.(베삼밈 · 향기로운, 아 8: 14)ים (6

ים (7  :(함미르카하트 랍베삼밈 · 향 품으로 향 기름을, 대상 9ת
30).

ת (8 .(로카흐 미르카하트 · 향기름 냄새, 출 30: 25)ח

.(하보셈 · 향 품, 아 6: 2)ם (9

.(베삼밈 · 향 품, 아 8: 14)ים (10

.(하보셈 · 향기로운, 아 6: 2)ם (11

.(베삼밈 · 향기로움, 아 8: 14)ים (12



제5장 물과 하늘과의 관계330

3. 여리고성과 달 향기 3. 여리고성과 달 향기 

1). 성 모양과 달 향기1). 성 모양과 달 향기

향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표현을 법대로 하라는 것을 수행할 때 하나님

의 백성에게서1) 향기가 난다. 순종의 향기이다. 군대장

관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가진2)

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7바

퀴를 돌아 총 13회로 여리고 성3)을 무너뜨린다. 하나

님 향기가 있다. 스메르 신화에 하늘 표상의 신4)화가

있다. 여리고 달/月 성의 사람들은 헛된 신을 섬기기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여호수아 앞5)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돌게 하고 7

일째 들어가게 하시었다. 함께6) 7일 동안 무교병을 먹

으며7) 하나님 일을 했다.

1)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축복의 결과는 모압땅 평지에
서 가나안 입성준비(여호수아 1장)로 그들은 여리고 탐정을 하였으며(여호
수아 2장)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는 것은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는 절대체험이었으며 때문에 건넌 후(3장) 두 기념비를 세
웠다(4장). 

2) 5장.

3) 6장.

4) 장국원,『고대 근동 문자와 성경』(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6), 
165~166.

5) 수 5: 13.

6) 출 22: 29.

7) 출 3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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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리고성은 원래 하나님 백성의 것2). 여리고성은 원래 하나님 백성의 것

여리고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것인데 우상을 섬

기는 자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로 돌려주

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다. 하늘

아래 가장 가까운 U 여리고성 향기 나는 여리고성 향

기를 남기기 위해서이다. 문학형태1)이다.

달에는 하나님 쪽을 향해 가는 감응력2)이 있다. 맑

은 물이 있고 과일이 많아 그 향기가 2~3km까지 간다.

늘 푸릇푸릇한 풀3)이 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물에 소금을 떨어뜨려 물을 고쳤다4) 여리고

성은 여리고성 함락의 역사적 사실이 성벽의 잔여벽돌

과 불탄 흔적이 전해짐으로써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다.

고대 전쟁당시 노획물을 선봉장이 절대자 앞에 불태우

는 전례가 가정집에서 발견된다.

본래의 여리고성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

1) Stanley. Gevirtz, Jericho and Shechem: A Religio~Literary 
Aspect of City Destruction」　Vetus Testamentum(Leiden: EJB, 1963), 
52~53; BC 1300부터 알려진 도시인 이 성은 Hittite 텍스트를 통하여 알려
진 도시이다. 

2) Gaston Bachelard,『물과 꿈: L'EAU et les RÊVES, 이가림 역(서울: 
문예출판사, 1980, 174.

3) Neen. David & K. O. Emery, The Destruction of Sodom, 
Gomorrah, and Jericho: Goelogical, Climatological, and Archaelogical 
Background(Oxford: Oxford University, 1995), 95. 

4) 왕하 2: 19~22: Ibid, 93. Neen. David, The Destruction of Sodom, 
Gomorrah, and Jericho: Goelogical, Climatological, and Archaelogical 
Background(Oxford: Oxford University, 199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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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찾아서 주시려는 이 여리고는 당시 남의 집에 들어

있는 여리고 성안 사람들로 달을 섬기었다. 그러나 하

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이야기를 듣고1) 성

안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무리들

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미 여리고2)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영역 안에 이미 들어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 차지해야 하는 뜻을 알게 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3) 여호와의 군대 장관4) 도

움으로 여리고에 들어온 여호수아는 무리들에게 여리

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

을 것이라5) 한다.

여리고를 되찾는 일6)은 여리고7)의 향기를 도로 찾

는 일이다. 여리고 성은 요단 서쪽 8km인 사해 북쪽

11.5km에 위치한 가나안이다.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와 다시 그들은 아이성에 재도전하지만 실패8) 하나님

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서야 팔팔하게 승리9)한다. 이

1) ,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경기도: 광림 세미나하우스, 
2006). 서울 기독 대학교 대학원 10.23 추계 학술 세미나.  

.(비리호 · 여리고 안에, 수 6: 13)ייח  (2

3) 수 6: 1.

ר~א~הה (4  ,(아니 사르~쩨바아~여호와 ·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י
수 6: 14).

5) 수 6: 26.

6) 수 6: 2.

.(예리호 · 여리고)חֹו (7

8) 여호수아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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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기브온에서 우

호조약1)을 맺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며 계속 정복2) 한

다. 땅 정복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육축 사육에 절대 필요한 요

단 동편3)분배와 가나안 정탐에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갈렙에겐 헤브론을 주고 아브라함과 다윋으로 이어지

는 축복의 땅4)과 유다5)와 에브라임6) 그리고 므낫세7)

와 베냐민8) 그리고 그 외 지파의 땅 분배9)와 달리 도

피성10)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상징이다.

더 나아가 분배권이 없었던 레위인 들에게도 특별히

48주 성읍11)을 얻는 일은 결국 여호수아서가 제시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주는

대로 받는 일이다. 동과 서가 서로 화해12)함에 비로소

여호수아 임무가 마치게 되는 고별설교13)를 한다.

9) 8 .

1) 9장.

2) 10∼12장.

3) 13장.

4) 14장.

5) 15장.

6) 16장.

7) 17장.

8) 18장.

9) 19장.

10) 20장.

11) 21장.

12) 22장.

13)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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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쟁 신학4. 전쟁 신학

1). 여호와의 전쟁 신학1). 여호와의 전쟁 신학

언약의 전쟁 신학은 늘 2회의 리듬을 계속한다. 세겜

에서 언약갱신1)한 2회 리듬이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

님의 사사임을 알려 할 때도 두 번의 실험2)을 가진다.

드보라의 승리3) 역시 모세의 노래에 이어지는 물을 중

심한다.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

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신학 말씀 향기4)는 싸움의 승

리 후 신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있다. 즈벨리나 웨버 그

리고 페더슨과 폰라드5) 모두 이러한 여호와의 전쟁을

1) 24: 15~16장.

2) 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

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삿 6: 37). 

  ②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찌기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

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삿 6: 38).

  ③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

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삿 6: 39).

  ④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삿 6: 40)

3) 삿 4, 5장.

4) 리츠데임(M. Lichtheim)도 므깃도 전투에서 승리하고 귀향하는 
Thutmose Ⅲ을 위해 신 Amun이 지은 환영 축사.: M. Lichtheim」You 
come to me in joy at seeing my beauty. My son, my champion, Men 
kheperre, ever living」 Ancient Egypt Literature Ⅱ(1978), 35~38. 
Lichtheim, Miriam, Moral Values in Ancient Egypt(Vandenhoeck: 
University Press Fribourg Switzerland, 1997), 95. 

5) F. Schwally, 1901) · 웨버(M. Weber, 1921) · 페더슨(J. Pedersen, 
1945) · 폰 라드(Von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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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1)한다.

여리고 전쟁2)때는 6일까지 매일 하루 한 번 씩 돌다

가 7일째는 7바퀴를 돌며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

였다. 이 두 번의 리듬이 신성시 되는 하나님의 말씀향

기 증명은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기는 하

였지만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다. 전쟁을 치른 후 찬

양3) 형식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수리아~팔레스틴의 문헌

에서 신의 현현과 인도라는 내용의 선도자 모티브가

기록된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 발견되어진다. 구약의 문

맥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보편적인 모티브는 여호와의

전쟁 모티브4)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은 이

스라엘 백성에겐 혹독한 심판이며 죽음5)이 따랐다.

사람은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기뻐한다. 그 선물이

나에게 있어 아주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 경우 기쁨은

극대화한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길에

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부터 든든한 약속의 땅, 가나

안 가는 길의 안내자 선물 물 속 요단강에서 눈을 뜨

게 되었다. 물속, 말씀 속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1) T. Longtoman Ⅲ, God is a Warrior(Grand P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5), 21.

2) 6.

3) Esar haddon(680~669): ANET 293.

4) T. S. Mann, Divin Presence and Guidance in Israelite Traditions 
Yhe Typology of Exaltation(Lond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27.

5) Sin Rin, The מּו of Grandeur, VT 9(1959): 324~32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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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2).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

~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길 – 수 21: 41~45

마음이 가난한 여호수아는

모세도 못 들어 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먼저 따스한 손길로 엮어진

든든한 추석선물을

여호와의 군대장관에게서 받습니다

여호와 수아를 합한 여호수아의 눈이

물속에서 눈을 뜹니다

물속의 땅을 밟자마자

두 눈을 전후좌우로 돌려

돌 12로 기념비를 세우고

햇빛이 비취는 가슴으로

파아란 꿈을 엮습니다

- 이영지 「선물」

선물은 햇빛과 바람내기가 있다. 햇빛이 따스히 약속

의 땅, 가나안 가는 길에 비추인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은 웃옷을 벗는다. 햇빛이 온화한 미소로

내리기에 마음이 씻겨 지며 웃옷을 벗는다. 그들에게

햇빛이 선물로 내린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받들었던 그 겸손으로 이쪽에

서 저쪽으로 가는 길 요단강 물속에서 돌 열둘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선다. 하나님의 선

물을 받은 여호수아는 12명의 지파에게 골고루 약속의

땅을 주는 사역1)을 담당한다. 겸손과 미소로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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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12제사장의

든든한 기둥을 세운다. 그 때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강

조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1)에 힘을 얻는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물속에 서 봐

물속에서 몸을 구부리지 말고 꼿꼿이 서 봐

나의 눈을 보아

너 만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보아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아

물길이 멈추어 서서

양쪽에 멈추어 서서 그 물 장벽사이로 걸어봐

- 이영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물속에 서 봐」

마음을 강하게 먹고 걱정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에겐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2)이 일어난다. 바로 물길이

1)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
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
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수 11:15).

1)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석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수 1:6),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
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17), 마음
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여호수아가 군장
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하라 너
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수 
10:25).

2)  백성의 지파에 12 사람을 택하고(수 4:1), 물 가운데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을 택하고 오늘밤 유숙할 그곳에 두라(수 4:2),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수 4:9), 마른땅
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널쎄(수 4:22),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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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어 서서1)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는 중이에요

군대장관이 일어주었던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쳐

아주 멀리까지 똑 같이 쌓이어

온전히 놓여

발이 땅에 닿으며

강을 건너요

- 이영지 「물이 사람이 지나가도록 비켜서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성을 매일 아무 말도

말고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소리 높여 외치

며 일곱 바퀴2)를 돈다.

돌아라 돌아보라

아무 말 말고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큰 소리를 치며 일곱 바퀴를 돌아라

- 이영지 「매일 한 번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아라」

1)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
지고 쌓여 서리라(수 3:13).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
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놓여 지매 백성이 여
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쌔(수 316).

2)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수 6:3), 언약궤
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수 
6:6),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수 6:12),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
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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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호수아 무리들은 여

리고성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아

이성을 차지하려고 자신만만하게 도전했지만 무리들

중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손댐으로써 패한다. 곧 하

나님 도우심1)으로 아이성을 차지한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들과의 싸움 앞에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

리할찌라” 함에 그대로 된다.2)

나는 너 태양에게 명령하노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나는 너 달에게 명령하노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이다

- 이영지 「뭘 믿고」

여호수아 사역은 하나님만 바라기다. 땅 분배에서 하

나님 일하는 레위인으로서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3)

1) 대해서는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수 8:9), 
여호수아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수 8:3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
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수 10:8).

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
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사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
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찌어다 하매(수 10:12).

3)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
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수 13:14),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
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라(수 13:33),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수 14:3),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
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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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골 고루 나누어 주시면서

저에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네요오

아무런 분깃하나 주시지를 않네요

오로지 머무를 수 있도록 성읍들과

가축과 사람들만 주시는 거네요오

넓은 들 화목제물만 주시네요 그래요

- 이영지 「목사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레위인 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는 대신 각 지파, 곧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얼마를 내어 그것

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 결과 48성읍이나 되었고 거기

따른 사람도 받아1) 얻는 이 축복은 하나님 일을 하는

성직자가 받는 축복이다. 땅은 없지만 다만 각 지파에

서 성미나 헌금으로 그리고 사택, 곧 성읍으로 살아간

다. 히브리어 글자그대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

는 성직자의 삶이다.

저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레위인입니다

저는 이 쪽 강에서 저 쪽 강을 연결하는 물입니다

- 이영지 「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는 자기 것을 가지지 않

아도 48성읍을 얻고도 성읍에 딸린 들을 얻어 넉넉하

게 살아간다.2) 들을 성경은 히브리어 우미크라쉐하 스

1)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사십팔 
성읍이요 또 그들이라(수 21:41).

2)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수 
21:42)  ים ל~ ן יי ייר ּו יר ה ים  (티흐예나י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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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모테하1)라 하며 하2)와 하3)를 붙여 숨이 탁 트이

는 3회 리듬으로 한다. 보태어4) 그렇게 하5)라는 하나

님 명령으로 사는 성직자의 삶은 보태어 그렇게 해 살

아가는 삶이다. 자기 것을 하나도 안 가질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다.

여호수아는 예수님 마음의 온유와 절제 생활6)을 하

였다.7) 여호수아으8) 예수아으9)의 예수이름 일종의 명

칭그리고모세10)의연단11) 예수아12)의공통점이예수이

름과 연결되는 이름을 가진다. 모세는 선입파다 법칙으

로 모세아으13)에서 요쉬아으14)로 이어진 불 분리 접두

헤엘라 이르 이르 우미크라쉐하 스비보테하 켄 라칼~헤하림 하엘라, 
VQIFZP D.NFP D.ADCP NFS NFS C.NMP.FZS NS.FZS AB P.NMSG 
D.NFP D.ADCP. were cities These every one with their suburbs round 
about them thus were all cities these, 수 21:42).

1)  י יּו
2) .
3) .
4) י.
5) י.
6)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수 
21:43).

7)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
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
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수 21:44), 여호와께
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등하였더
라(수 21:45).

8) הֹו(여호수아으 · NE. Joshua, 구원~Ίησούς,수 1:1; 출 24: 13, 15, 
32: 17.

.(리수아 · 구원이 되리라, P.NFS,욥 13 16יה (9

.(모쉐 · NE)ה (10

.(쉰 · 연단)ש (11

.(예수아 · 구원, 시 119:155)ּוׁשה (12

13) ימֹו(모쉬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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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1)가 지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2)이 되는 모

시어 사는 삶을 산다. 예수아의 기본형 야솨3) 조차 구

원하다 뜻이고 동사 모솨4) 또한 야솨5)에서 찾아진다.

지배하다 곧 마솰6)도 만져지는 의미를 지닌다. 베야메

싀7), 손으로 만져보다의 마솨싀8)에서 찾아지는 모세

야 말로 메시야 흔적이다. 사역자이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하나님 종이다. 모세와 여호

수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진다. “여호수아”이름은

하나님의 손9)이 글자 처음에 오면서 구약의 구원 의미

예수10)가 된다. ‘야’나 ‘여’ 모두 접두어로 하나님의 옳

은 손과 오른손이다. 예수아11)나 예수12) 존재13)와 구원

자14)와 그리고 구원=예슈아= =  얘슈아으 하나님
14)  ֹו( ).

.(맴 · 물)מ (1

2) ימֹו(모쉬아으).

.(야솨)ע (3

.(모솨)ה (4

.(야솨)ה (5

.(마솰)ל (6

.(베야메싀, 출 10: 21)ׁש (7

.(마솨쉬)ׁש (8

.(요드)י (9

10) ·구원 어원(기원) : KHCCOT 3467에서 유래TWOT : 929a 명
사, 남성형 으로 자유', '해방', '번영': ~ 안전, 구원, 구원하는 의미가 있다. 
동사로는 '열려 있다', '넓다', 또는 '의롭다', 즉(함축적으로) '완전하다'; 사역
동사 '자유롭게 한다',  또는 '돕다', '구조한다': ~ 전혀, 원수를 갖는,  옹호
한다, 해방한다(해방자), 돕다, 보존한다, 구출한다, 안전하다, 구원을 가져오
다(구원을 이루는), 구원한다의 뜻이 있다. 

.(예수아 · 구원, 시 119:155)ּוׁשה (11

.(예솨·구원)ע (12

.(예쉬·존재, 창 23:8)ׁש (13

.(예솨·구원자)ע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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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이다. 예수=예솨= = 예
솨1) 예수=예쉬= = 예쉬2) 구원=예솨= = 예솨3) 예
수아= = 예수아4) 구원=예솨아= =예솨아으5)
글자의 치아 쉰= 쉰6)은 음식을 잘게 씹어 먹을 수 있

도록 하는 사역어이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지시며

그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잘 듣도록 잘게 씹어 먹히

시었다.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시7)기 까지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옳은 손8)으로 하신 일이다. 여호수아

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

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9) 너는 담

대 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10) 원하노라고 말하였다. 선히 여기시는 대

로 내게 행하시옵소서11)와 행하시기12)와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13) 하나님 일14) 행하시는15)

1) ( · 구원).

.(예쉬 · 구원)ׁש (2

.(예솨 · 구원자)ע (3

.(예슈아 · 구원, 시 119:155)יּוׁשה (4

5) (야솨아 · 구원).

.(쉰·연단)ש (6

.(하쒸쒸 · 표백)י (7

.(요드)י (8

.(야세 · 행하시리라, 수 3: 5)ה (9

.(야세 · 행하시기를, 삼하 10: 12)ה (10

. (야세 · 행하시옵소서, 삼하 15: 26)ה (11

.(야세 · 행하시기를, 대상 19: 13)ה (12

.(야세 · 행하시던, 사 64: 3)ה (13

.(야세 · 행하시는 것은, 전 3: 14)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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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우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1)일 하

나님 일을 눈으로 바라만 보면 된다.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보는 일이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아

들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일이다. 우리

의 구원2)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예수다= י= 예수아티ּוׁש

다.3) 구원=예쉬아다= = 예쉬아다4) 됐어= =

됐어=바로 그 분5) 나의 구원=예쉬= י= 예쉬6)

이다. 나의 구원자=예솨= = 예솨7)로운 구원=야솨=

= 야솨8)로운 구원=예슈아= = 예슈아9)시다.

승리자=예솨아= =예솨아10) 구원기쁨을 주시는 일은
예사= = 예솨11)로운일이다. 구원= = 12)예사여서
그 예수=하예수= =하예수다. 여호수아= = הֹו
예호수아13)다.

15) ( · 행하시는, 전 7: 13). 

ה (1 .(아쉐르~야아세르 ·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출 14: 13)ר ~

2)  (예쉬엔누·구원)대상 16: 35; 시 65: 5, 68: 20, 79: 9, 85: 4, 95: 1.

י (3 .(예쉬아티·구원 시 28: 8, 88: 1, 89: 26)ּוׁש

4)  (예쉬아카·구원. 삼하 22: 36; 시 51: 14, 69: 13). 

.(테슈아·구원, 왕하 13: 17)ּוׁשה (5

י (6 (예쉬이·구원, 삼하 22: 3, 47; 시 18: 2, 18: 46, 25: 5, 27: 9, 합 
3: 18).

.(예솨·구원)ע (7

.(야솨·구원)ע (8

.(예슈아·구원, 시 119:155)יּוׁשה (9

10) (야솨아·구원).

.(예솨·구원)ע (11

.(예솨·구원)ע (12

ׁש · (예쉬·구원)ׁש (13 (하예쉬·구원, 출 17: 7) ·  (여호수아·구원~Ίησοהֹו
ύς, 출 24: 13, 15, 3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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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말씀을 가지고3). 물, 말씀을 가지고

(1). 윗물과 아랫물의 수직 우물

전쟁문제는 반드시 신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에 이를

어길 때에는 신의 용서가 없다. 싸움을 하기 전 하나님

의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에게 묻고1) 그 답으로 “여

호와가 ..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의 말씀을 듣고야 그

다음 적으로 돌진하였다. 여기에 여호와 전쟁신학2) 거

룩한 전쟁3)이 있다. 메소포타미아나 수리아~팔레스틴

의 문헌에 나타난 신의 현현도 여호와의 전쟁 모티브4)

이다. 전리품을 신에게 바치는 헤렘5) 형식은 이스라엘

과 유사하다.6)

라헬과 레아의 두 형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7)으

로 인해 라헬 반열만이 출애굽에 참여했고 12족속으로

1) 20: 23, 27; 삼상 7: 9, 14.

2) G. von Rad, Der heilige Krieg im alten Israel(Zwingli~verlag, 
1951), 43~53.

3) P. D. Miller, The divine Warrior in the Early Israel(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God the Warrior, Interpretation. vol. 
19, 39~46.

4) T. S. Mann, Divin Presence and Guidance in Isaelite Traditions 
Yhe Typology of Exaltation(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sity 
Press, 1972), 27ff.

.חר (5
6)  S. Morenz는 이집트의 Rameses Ⅲ가 자신의 모든 권력이 그들의 신 

Amun~Re로부터 왔다 했다. 

7) R. Smend, 「Yahueh War and Tribal confederation」 Reflections 
upon Israel's Eariest History, tr. by M. G. Rogers(Nashiville: New 
York, 1970),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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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진다. 모세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도 그러1)하며

사울 왕이 온전히 시행하지 아니하여 죄를 범2)한 일로

죽는 일 또한 그렇다. 하나님이 직접 애급 군대를 홍

수3)로 맞불 놓으심과 아말렉과의 전투4)와 그리고 여

리고 함락5)과 기브온 골짜기의 남침 전쟁6) 및 드보라

와 기드온의 전쟁7)과 다윋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이

들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겼다. 여호와가 하시는

전쟁8)은 그의 백성이 언약 어기면 징벌 받게 한다. 하

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전쟁신학9)

이다. 신의 간섭10)이다. 이스라엘 전쟁은 여호와의 명

령11)이 있어야 이겼다. 그 특징 중 하나는 야간 공격

전술12)이다. 늘 명령13)에 따라 싸웠다.14)

1) 17: 14; 신 25: 17~19.

2) 삼상 14: 3, 8~9, 15, 18, 20.

3) 출 14.

4) 출 17.

5) 수 6.

6) 수 10.

7) 삿 4: 7.

8) M. C. Lind, Yahueb is a Warrior(Pensylvania: Herald Press, 
1980), 47~84. 

9) F. Stolz, Jahwes und Israels Kriege, ATANT 60(1972): 27. 

10) Mesopotamia와 Anatolia 지방, 그리고 Syro~Palestine 및 Egypt 
등 고대 근동 여러 족속들에게서 발견되는 비문, 서사시, 연감 및 제의문서
들 속에서 이방신들의 전쟁을 연구, 주전 3,000~1,000년 사이의 고대 근동
의 거룩한 전쟁의 구조를 ה의 전쟁과 비교, Lind(1980), Mann(1977) 견
해와 같이. 

11) A. E. Glock, 13~110.

12) A. E. Glock,  68.

13) Nin~gír~su ur~sag en~líl~ke inim si~sá~ni~ta Umma~da 
dam~ha~ra e~da~ak.「Ningirsu the warrior of Enilil, made war 
against Umma by his righteous command」(ent. 28 col. 1,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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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들 경우에도 각기의 명령을 받는 신의 화육1)이

있다. 이스라엘과 다신과의 전쟁에서는 늘 여호와의 승

리2)다. 대표적인 전쟁은 가나안의 7대 부족의 진멸작

전3)이 모두 여호와의 명령4)에서 찾아진다. 그 표현은

우물가 옆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꿈이며 조류나 동물들

의 특이한 움직임 등으로 드러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5) 나타난다. 헷제국에서

는 신이 군사들 앞에 나타나 행군한다. 전쟁신학으로

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우가릿과 헷제국 모

두 전리품을 온전히 신들에게6) 바친다.

전쟁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자연의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과 물과 불과 지진이 동반7)된다. 여호수아 후 지

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은 암흑

기8)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과 헷과 아모리와

브리스와 그리고 히위와 여부스와 기르가스 족속과 잡

14) and Chemosh said to me: Go take Nebo from Israel!」 So I 
went by night and fought against it from break of dawn until noon, 
taking it and slaying all, seven thousand men, boys, women, girls and 
maid~servants..ANET, 320.

1) S. M. Kang, op. cit, 90~91.

2) K. A. Kitchen, Ramesside Inscripition: Histoical and Biographical 
Ⅱ~Ⅴ(Oxford, 1968).

3) 수 28: 26, 10: 1, 28, 35, 37, 39~40, 11: 11~12, 21.

4) (하람 · 진멸 신 7: 2, 13: 15, 17, 20: 17).

5) 수 5: 3~5.

6) 수 6: 1~27, 8: 1~29.

7) 왕하 6: 17; 욜 2: 11; 단 10: 21, 12: 1; 출 14: 21; 수 10: 1; 삿 5: 
19~21; 사 24: 1~13; 미 1: 3~4; 나 1: 2~6.

8) 삿 1장과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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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하며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로 멸망으로 치

닫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호와의 노여움은 그들이 구

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하셨다. 언약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신1) 신탁2)신학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의 결과로 하고

적국의 지배를 일삼게 하셨다.

전쟁은 항상 신탁에 의해 출정하고3) 심지어는 다른

신들 연합 공격으로 승리하게4)하신다. 왕이 없던 사사

때는비정규직 군사 지도자인 재판관이 임시 지도자가

되어 법궤 중심으로 12지파가 법궤 이동과 재판을 담

당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5) 바알을 섬겼던6)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대노하시었고 이에 이스라엘 백

성들은 다시 부르짖으면7)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사 옷니엘8)과 에훗9)과 삼갈10)과 드보라11)와 기드

온12) 그리고돌라13)와야일14)과입다15))와 입산16) 및엘

1) Ibid, 226~288

2) ,『여호와의 전쟁 신학』(서울: 그리심, 2000), 72.

3) col. Ⅱ 2~6.

4) Tukulti~Ninurta 서사시: col. VA 33'~40'.

5) 삿 2: 11, 3: 7, 12, 4: 1, 6: 1, 10: 6, 13: 1.

6) 삿 2: 1, 13, 3: 7, 8: 33, 10: 6, 10.

7) 삿 2: 18, 3: 9, 15, 4: 3, 5: 28, 6: 6, 7: 21, 10: 10, 14, 15: 18, 16: 
28).

8) 삿 3: 9.

9) 삿 3: 19.

10) 삿 3: 31.

11) 삿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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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1)과 압돈과2) 삼손3)의 사사 12명을 시켜 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물을 통하여서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의 백성을 보호하는 여호와 전쟁4)이다. 사사 12명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었다.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힘의 출처를 알려 주어 눈이 뽑히

기 까지 한다. 이러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들 내지는

사람들은 아주 나약하고 보잘 것 없지만 이들을 통하

여 하나님이 나타내시었다.

첫 사사 옷니엘의 아내 악사는 갈렙에게 윗샘과 아

랫샘을 달라하여 얻는다. 이 우물=굴라우= = 5)는
수직구조이다. 은혜 갚으려 몸부림치며 하늘로 치솟는

수직성은 하나님의 신탁으로서만 승리한 의미이다. 옷

니엘과 왼손잡이 에훗, 삼갈6) 사사 모두를 하나님은

그의 싸움 승리자로 하였다. 사사기에 “또”가 악의 반

복7)으로 총 44회이다.

12) 6: 12.

13) 삿 10: 1.

14) 삿 10: 3.

15) 삿 11: 11.

16) 삿 12: 8.

1) 삿 12: 11.

2) 삿 12: 13.

3) 삿 13: 24.

4) 윤용진,『여호와의 전쟁 신학』(서울: 그리심, 2000), 338. 

5) (굴라우 · 우물).

6) 삿 3장.

7) 삿 1: 5, 10, 18, 2: 1, 3, 14, 3: 6, 12, 4: 1, 20, 5: 6, 6: 1, 10, 13, 
26, 35, 39, 7: 4, 5, 18, 22, 25, 8: 9, 24, 26, 33, 35, 9: 2, 10, 12, 37, 
10: 9, 12, 11: 17, 33, 37, 13: 10, 17, 17: 5, 19: 13, 20: 45, 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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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며 우상섬기기에 징계 받는

다. 그러나 뉘우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일을 “또”라는

문장상의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 문학 이상 시 시제 2호에 “또”가 거듭된다.

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

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어쩌자고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나는나의아

버지의아버지가되고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하면서살아

야하느냐

~ 이상의 오감도 「시제 2호」

이 “또” 화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로 야엘의

젖 부대사건 이후 40년간 이스라엘의 태평함과 구름이

물을 내린 일1) 모두 하나님의 전쟁에서 물이 필히 사

용되는 예이다.

바락이 굳이 싸움에 나갈 때 여자 사사 드보라를 데

리고 간 신학적 의미는 바로 드보라가 말씀의 의미를

지니는데2) 있다. 드보라는 말씀다발을 들고 나갔기에

승리 노래3)가 있다.

19.

1) 5: 4.

2)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
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삿 4: 8)

 ②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
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삿 4: 9).

3) 삿 4장과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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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보라가 굳이 바락과 싸움에 나간 이유

하나님 말씀이 되는 물의 흔적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기도 한 말씀=다발= = 다발1)을 든 드보라= =

드보라2)는 말씀=다발= = 다바르3)로 전쟁에서 이

긴다.

당시는 건기여서 물이 없는 기손강 주변으로 몰려온

철거병이 모인 곳도 드볼산 바로 말씀의 산이다. 말씀

의 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다발을 들고 바락

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 이겼다. 말씀의미를 동

반한 드보라 사사에게 붙어 다니는 이 쇼패트라는 경

호원 내지 안내자나 직업 재판관4)은 외세 침략 방어막

의미까지 있다. 가족 중심에서 씨족 중심으로 바뀌는

이때에 드보라 곧 말씀다발은 범죄 해결까지 맡은 사

사5)이다. 주민들이 사사 드보라에게 그들의 문제를 내

밀어6) 해결 받고7) 보호받았던 드보라는 말씀을 들고

서 싸움에서나 삶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윋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장관 의미로까지 발전한 공의

의 치리자8)이기도 하다.

1) ( · 말씀).

.(드보라 · 말씀)ה (2

.(다바르 · 말씀, 창 8: 15 등)ר (3

4) 7 B. C.

.(쇼페타, 삿 4: 4)ה (5

.(람미스파트, 삿 4: 5)ת (6

7) 신 16: 18.

8) 미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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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라노래는모세의바다의노래와동일한형식이다.

* 노래의 동일한 형식

A: 　여호와께 대한 찬송 (출 2: 8)~

“여호와를 찬송하라”

a 1~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

노래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a 2~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전쟁하심

B: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자의 복과 참여하지 않는 자의 저주

(14~23)

b 1~11개 지파의 참전(14~18)

b 2~ 전쟁의 실제장면 · 열 왕들을 치심(19) · 별들의 전쟁 ·

기손강에서 익사(21)

C.: 여호와의 대적은 모두 망함(24~31)

c 1~여호와의 공적과 복(24~30)

c 2~ 여호와의대적은모두망하고주를사랑하는자해돋음같다

(31).1)

드보라의 노래는 반복리듬을 탄다. 모세의 바다의 노

래와는 상황의 차이일 뿐 동일하다. 드보라의 헌신2)

헌시는 신탁에 대한 찬양3)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

하는 역할을 잘 드러낸4) 시다.

하나님의 전쟁은 무깃도 시냇물 가에서도 일어난다.

하나님이 시스라와 싸우심5)을 헌시하는 드보라 노래는

1) ,『여호와의 전쟁 신학』(서울: 그리심, 1998), 118. 

2) 삿 2: 9.

3) Ibid. 118~119

4) J. S. Ackerman,「Propheey and Warfare in Early Israel: A Study 
of the Deborah~Barak Story」 American Schooks of Orient Research 
220(1975),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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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전쟁 승리를 쓴 모세의 바다의 노래와 쌍벽

을 이룬다. 승전가1)는 여호와를 찬송하라2)로 시작되며

바다의 노래3)와 동일하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을 제시한다.

A: “여호와를찬송하라”

a 1~ 백성들의헌신 · 여호와께서전쟁하러나오심

B.: “여호와를찬송하라”

b 백성들의헌신 · 자발적참여 · 여호와께서전쟁하러나오심4)

“여호와를찬송하라”로시작되는이유는여호와의승리때문이다.

4만명이죽었으며그로하여이스라엘백성들은 40년간 태평.

드보라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말씀 한 다발로 전쟁

을 했다. 말씀다발을 들고 삶의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

었다. 기도하며 겸손하게 얻어지는 지혜로 사는 삶이

다. 백성에게 준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

째날 · 영원이다. 복음의 물이 말씀 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5) 4: 8.

1) 삿 5: 1, 5: 2~31.

2) 삿 2: 9.

3) 출 15: 1~3.

4) 윤용진,『여호와의 전쟁 신학』(서울: 그리심, 200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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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라가 먹은 젖 부대의 우유

시스라와 관련한 야엘의 싸움 또한 젖 부대를 통한

싸움이다. 야엘의 젖 부대는 전쟁 방법의 하나이다. 르

우벤 시냇가에 거하기부터 전개되는 야엘의 큰 결심은

젖 부대1)를 열어 시스라에게 먹이는 일2)이다.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들어가 내게 물을 조금 마시

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야엘이 젖 부대를 열어

마시우게 하고 그를 덮어 죽인다. 주를 대적하는 자는

망하게3) 된다는 드보라 이 노래는 시스라가 물을 구하

매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4)으므로 다른 여

인보다 받는 복이 컸다고 기록하고 있다.

1) 4: 19.

2) ①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
르  렀으니 하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삿 4: 17) 

②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  
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삿 4: 18)

③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쩍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삿 4: 21)

④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
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
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쩍에 박혔더라(삿 4: 22)

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삿 5: 6)

⑥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삿 5: 24).

3) 삿 4: 18.

4) 삿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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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드온의 이슬 젖기

기드온의 소명 얻는 방법은 이슬 젖기1)이다. 기드온

은 젖는 물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에게 소명2)을 얻고

승리3)한다. 그러나 사사답지 못한 기드온의 노년4)은

아들 아비멜렉의 불효스러움5)과 자신의 호화 생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망한다. 사람의 일생은 사사기의

기드온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처음엔 언약을 이행

하고 참다운 주의 종 노릇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권력에 눈이 어두워 겉으로는 깨끗한 생활처럼 보이지

만 안은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상고하며 나를 깨우는 일

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유월절

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이다. 복음이다.

1)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 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삿 6: 37)

②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
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삿 6: 38)

③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 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
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삿 6: 39) 

④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삿 6: 40).

2) 삿 6장.

3) 삿 7장.

4) 삿 8장.

5) 삿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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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돌라 · 야일 · 입다 · 입산 · 엘론 · 압돈 · 삼손

하나님은 돌라와 야일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1) 명령

하신다. 입다의 승리2)와 입산과 엘론과 압돈3)을 거쳐

삼손의 탄생4) 또한 철저히 우물과 관련된다. 삼손은

결혼5)과 전쟁에서 승리6)하였지만 드릴라의 우물7)에

빠진다. 비연대기적 아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우상 섬

기기8)와 단 지파의 이동 또한 고립과 편견에서 하나님

을 멀리한 역사9)이다. 레위인의 애첩인 엽기적인10)이야

기와 미스바에서 베냐민과의 전쟁11)까지 그리고 실로에

서 처녀납치사건12)까지 일어난다. 연합 의미의 왼손잡

이 에훗은 이스라엘을 모압의 18년간 지배에서 벗어나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13) 한다. 기드온 역시

요단강 서편에서 사사가 되어14) 양털을 취하고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여 진다. 승리한다.

1) 10장.

2) 삿 11장.

3) 삿 12장.

4) 삿 13장,

5) 삿 14장.

6) 삿 15장.

7) 삿 16장.

8) 삿 17장.

9) 삿 18장.

10) 삿 19장.

11) 삿 20장.

12) 삿 21장: 윤대영, “사사기”『여호와 전쟁 신학』(서울: 바이블 동 · 
서 · 남 · 북 연구원, 2006), 60. 

13) 삿 3: 12~30.

14) 삿 4: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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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보라의 신앙 시 4). 드보라의 신앙 시 

사사기는 성경리듬으로 사사 12명 · 12번의 외적 침

입 · 여호와의 12번 용서리듬으로 되어 있다. 특히 드

보라의 신앙 시는 사사기 5장에서 2회 리듬으로 성경

리듬을 반복한다. 특히 대한민국 백성인 우리들은 유독

우리라는 말을 아주 좋아 해 자기 마누라를 우리마누

라라 한다. 이 우리라는 말이 드보라 시에 “

… 우리 우리 드보라 우리 우리”1)로

나타난다. 경이롭다. 드보라 이름은 우리가 늘 잘 쓰는

한 다발의 다발 말 그대로 히브리어 다바르 곧 말씀

뜻이다. 왜 우리라는 말을 오늘 이 글에서 서두에 놓느

냐 하면 드보라야 말로 우리 우리… 시로 하나님께 드

렸기 때문이다. 사사 드보라는 바락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 승리한다. 말씀을 들고 나가 복을 받는다. 드보라

와 바락의 관계는 계급 계열의 상하구조 두 사람 곧 2

인이 우리함께 한다.

우리말의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다. 이 복이 히브리어

바락이다. 바라고= = 2) 바란 축복과 찬송과 복이

란 뜻이다. 멜기세댁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 이

1) י..עּוי..עּוי..עּועּו(우리 우리..우리 우리 · 깰찌어다 깰찌
어다..깰찌어다 깰찌어다, 삿 5: 12)의 우리 3회와 거룩의 3회(대상 23:13).

 ,(봐이바르게후·그가 축복하여יהּו. ;(바라그 · 축복, 창 14: 14)ע (2
καί ηύλογησεν, 창 14:19), רּוּו(우바루흐 · 찬송할지어다, καί εύλογητοσ, 
창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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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5 원문 발음 의미 글자의미 회수 순

3절   라여호와 그를위하여 숨쉬려고 2 1

3절  아노히 나 배움영원히 2 2

4절  나트푸 dropped 지혜입술 2 3

5절  미프네 앞에서 입술의은혜 2 54

5절   여호와 하나님 숨쉬게하시는분 2 6

6절  아라호트 대로 머리가인식하는 2 7

7절  이스라엘 이스라엘안 속죄하심 2 8

10 ~  ~알 ~에 ~번제 2 9

11  지드코트 의 향기로움 2 10

12 עּו 우리 일어나라 하나님의눈안에 2 11

13 ~  ~예라드 강림 하나님가슴이옴 2 12

19  믈라킴 열왕들 가나안왕들 2 13

19  니르하무 싸움 전쟁(가나안) 2 14

20  니르하무 싸움 전쟁(이스라엘) 2 15

21 ( 나할 강 유업 2 16

21  기손 강 옛강 2 17

22  다하로트 달리다 가슴을내밀었다 2 18

23  라즈라트 돕다 와주었다(안도움) 2 19

23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안도움) 2 20

24  트보라크 복을받다 하나님일하다 2 21

24  미나쉼 다른여인들 여자 2 22

27  카라 구부러지다 굽다 3 23

27  나팔 엎어지다 떨어지다 3 24

때에도 이 바라고에 있다.

사사기 5장은 2회 리듬을 상하구조로 배치한다. 20년

간 야빈의 학정 속에서 시달림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

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힘

을 합하여 전쟁에 나간다. 드보라가 위에서 바락을 지

휘하는 수직적 공간리듬이다. 드보라는 사사기 5장 전

체를 절절 마다 꼭 2회 내지 3~4회 상하 수직리듬으로

한다.

사사기 5장에서의 2회 리듬은 다음과 같다.

* 사사기 5:1~31까지의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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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브아드 으로, 에서 보이는 2 25

28   마두아 어찌하여왜 가슴에들어오는 2 26

30  솰랄 노략물 부서지고,부서지는 4 27

30  즈바임 채색옷 눈으로드는향기 3 28

30  리크마 처녀 갖고싶은 2 29

사사기 5장은 7부로 되어 있다. 1부는 2~5절로 먼저

여호와와 이스라엘,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수직성을

제시한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내용을 5장 3절에

서 제시한다. 하늘과 하늘에서 내리는 물=마임= = 
1)에 하늘=솨마임= = 2) 순서 곧 하늘에서 땅

으로 이동한다. 5장 3절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3)”로

여호와를 위하여를 2회 반복하여 물이 떨어짐 구조를

하늘=솨마임= = 4)과 물=마임= = 5)에 하

늘=솨마임= = 6) 시어리듬으로 한다. 말씀이 내

려오는 수직성 2회이다. 물고기와 지혜와 입술이 함께

어울리는 글자로 한다. 입술로 말씀전하는 지혜는 복

받는 근원이다. 지혜의 입술 곧 찬양7)이다. 다시 여호

1) ( · 물).

.(마임 · 물)ם (2

יהה (3 ר יהה ָאי ָאיה 아노히 라여호와 아노히 아시라 아자 ָאי
메르 하여호와 · 니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
호와를 찬송하리로다, NPCXS P.NE NPCXS VQICXS VPICXS P.NE, I 
unto the the LORD even I sing I will sing praise to the LORD, 삿 5:3.

.(마임 · 물)ם (4

.(마임 · 물)ם (5

.(마임 · 물)ם (6

ם (7 פּו ם~ים פּו ם (감~솨마임 나트푸 감~아빔 나트푸 마ם~
임 ·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AB~ NMD VQAC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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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름을 두 번 반복하여 숨 쉼1)을 절대자가 허락하

셨음에 산도 그대로 받아 진동하는 의인법 수직공간리

듬이다. 목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으로 유지한다.

2부 6~8절에서의 수직구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나안 야반의 학정 때문에 대로가 비었음을 알았다2)

로 대로와 소로의 수직리듬으로 한다. 대로는 비었고

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닌다는 권력상하구조다. 이

에 하나님은 드보라로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 안에라는

두 번의 리듬3)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중첩 상하

구조리듬으로 번제 드려져야 할 문제를 번제 알4) 2회

로 한다.

3부 9절에서 11절은 알의 번제암시를 드보라로 한다.

믿음5) 발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넣은 자로 한다. 가슴

이 들어간 머리로 형상화하면서 머리와 가슴의 상하의

AB~NMP VQACZP NMD, and~the heavens dropped also the clouds 
dropped water, 5:4.

1) ה י יי ה הה (미프네 여호와 제 시나이 미프네 여호와 · 하늘י
도 세어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
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P.NMPG NE 몌은 NE P.NMPG NE, from 
before thr LORD even tht Sinai from before the LORD, 삿 5:5.

חֹות (2 כּו יבֹות י (아라호트 브호레헤 느티보트 이르후 아라חֹות
호트 ·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the 
highways and the travellers walked through byways, 삿 5:6. 

ל (3 ם י בֹוה ד לּו  (브이스라엘 하데루 아드 드보라ל
솨카므티 엠 브이스라엘 ·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P.NE VQACZP P that I –arose Deborah that I arose a 
mother in Israel, 삿 5:7.

4)~ל י (알~미디인 브홀르케 알~데레흐 · 흰 나귀를 탄 자ל~ין
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찌어다, 삿 5:10. 

.ין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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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구조리듬이다. 알을 가진 자 곧 번제 드려지는 삶

이다. 명령을 받는 상하 2회 리듬1)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창출하라 전하라 노래하라이다. 명령자와 이 명령

을 전하는 자의 상하리듬 깃드고2) 발음이다.

드보라는 홀로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바락과 우리3)

가 되어 말씀와 복를 들고 함께 나갔다. 말씀그대로 승

리하며 복을 받는 수직관계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우리라는 말에 있다. 우리 우리 드보라 우리 우리4) 깰

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 깰지어다 깰지어다이며 일어

서라!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들에게 우리 우리 말씀다발

로 우리 우리 모두 평안을 40년 동안이나 유지한다.

4부는 13~18까지다. 12지파의 전쟁참여 지파 비교이

다. 이때 2회 리듬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스블론지

파와 납달리 지파의 적극적인 도움을 강조하여 2회의

성경리듬 암시이다. 5부는 19~22절까지다. 별들의 말발

1)  הה )ת 여호와 지드코트 ·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의로
우신 일을 창술하라, NFPG NE NFPG, the righteous acts of the LORD 
NFPG, 삿 5:11.

ת (2 הה (짓드곳 여호와 짓드곳 · 의로우신 일을 여호와의 의로קֹות
우신 일을 창술하라, NFPG NE NFPG, the righteous acts of the LORD 
even the rightous acts,  삿 5:11).

ד~י (3 הה ם ַאיים יד (예라드 사리드 르아드림 암 여호와 예라ד
드~리 ·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용사를 치시려고, VQIMZS NMS P.AMP 
NMS NE VPIMZS, he made~have dominion over him that that 
remaineth the nobles among the people the LORD made~have 
dominion, 삿 5:13.

בֹוה עּוי עּוי (4 우리 우리 드보라 우리 우리 · 껠지어다 깰지어)עּוי עּוי
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VQMFYS VQMFYS NE VQMFYS 
VQMFYS, Awake awake Deborah awake awake, 삿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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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소리를 시적으로 은유하여 가나안 열왕이 나와서도

드보라 사사를 이겨내지 못1)하는 까닭을 드보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수직리듬으로 한다. 가나안 병사가 싸

웠으나2) 지게 되는 결과이다.

5부는 19~22절이다. 싸움에서 지고이기는 이유를 분

명히 밝힌다. 말씀 속에 있지 않음3) 전쟁실패다. 승리

는 별들도 같이 싸워 준4)다. 성경은 무려 니르하무를

네 번! 남편 가진 여인 야엘이 그녀의 장막으로 침입한

시스라에게 젖 부대를 열어 마시우게5) 한 일6)이다. 옛

강과 지금의 기손강과의 관계를 수직리듬으로 한다. 에

덴 강=나할= = 나할7)은 지금의 기손강과 상하구조

리듬이다. 물이 많은 옛강과 물이 없는 리듬으로 확장

되면서 다볼산과 이스르엘 계곡의 빗물들이 한꺼번에

몰린 물로 하여 승리를 돕는다. 옛강 근원은 겔47장이

1) 5:19 열왕이 와서 싸울때에 가나안 열왕이 므깃도물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מ (2 (니라하무 아쯔 니라하무 · 싸울때에 싸웠으מּו 호환상 띔 ָאץ
나, VNACZP AB VNACZP and fought then then fought, 삿 5:19).

י (3 מּו  ָאז (믈라킴 니르하무 아즈 니르하무 말르키 · 열왕ים
이 싸울때에 열왕이 싸웠으나, NMP VNACZP AB  VNACZP  NMPG, The 
kings and fought then then fought the kings of, 삿 5:19.

מּו (4 לֹום כֹוים  (니라하무 하코카빔 밈므시로탐 니라하무מּו
· 별들이 그 다니는 길에서 싸웠도다, D.NMP P.NFP.MZP VNACZP they 
fought the stars in their courses fought, 삿 5:20.

5) 삿 4: 18.

6) 삿 5: 25

יֹוׁשן  (7 ל רּוים ל ם יֹוׁשן  (나할 기손 그라팜 나할 키둠밈 나할ל
기손 ·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NMSG NE 
VQAMZS.MZP NMSG, the river of Kison swept them away that – 
Kison river, 삿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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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22:2에서 "옛강"은 에덴동산의 강이다.

드보라 시는 “일어나라”리듬이다. 옛강이 일어나 이

스라엘 군대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다볼산 아래 물이

일어나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1) 전쟁이

이긴다.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이 내려지기 전

에 거문고와 기도의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이 일어

나2) 스블론과 납달리 두 지파만이 목숨을 걸고3) 겨우

도와주는 2회 리듬을 통해 시스라의 말굽소리 죽음을

마다4) 하지 않고 달려오지만 물속으로 빨려가5) 죽는

자와 산자의 구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구부러지고 엎드려지는6) 2회 리듬은 6부에서 시스라

의 어미가 보았던 일과 믿었던7)일이다. 아들이 이스라

1) 5:21.

2) 계5:8과 8:3~5.

3) 18절,4:10.

רֹו (4  ,(미다하로트 다하로트 · 달리고 달리므로  울렸도다רֹות
P.NFP NFPG, by the means of the pransings the pransings, 삿 5:22).

הה (5 ת הה  (르에즈라트 여호와 르에즈라트 여호와 · 여호와를ת
도와 여호와를 돕지, P.NFSG NE P.NFSG NE, they helf of the LORD to 
the helf of the LORD, 삿 5:23.

ל (6 ם ע ר ל ע י ין ב ל (카라 나팔 솨파브 벤 라그ע
레하 카라아 나팔 바아쉐르 카라 쉠 나팔ㅡ · 그가 구브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려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꾸부러진, VQAMZS 
VQAMZS VQAMZS P NFP.PZS VQAMZS VQAMZS P.R VQAMZS, he 
bowed he fell he lay down at her feet he bowed he fell where he 
bowed, 삿 5:27.

7) 28~31절 דּו בֹוא בֹו ׁש דּו ב ד יא ם ב ה לֹון
(브아드 하하론 니쉬크파 바트야베브 엠 시스라 브아드 하에스나브 미두ד
아으 보쉐스 리크보 라보아 마두아으 ·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 더디 오는고 구는고 하매, P.P 
D.NMS VNAFZS CW.VPIFZS NFSG NE P.P, D.NMS ABT VPAMZS 
NMS.MZS P.VQNG ABT, out at a window looked and cr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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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군대를 죽이고 전리품 들고 왜 빨리 오지 않느냐는

노략=부수는=솰랄랄= 일을 전문으로 함과 처녀=즈

바임= =즈바임 3회1)이다. 끼리끼리 한 다발로 하

늘의 뜻을 옮기는 일이다. 기드온과 백성들이 모레 산

앞 골짜기 ⇢ 물가에 내려가서2) ⇢ 개가 물을 핥듯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자 중 ⇢ 물을 핥아먹는 자로 ⇢ 세 대로 빈 항

아리 안에 횃불 감추고 싸워 이간다. 하나님이 보라셨

다3) 바라셨다. 봐라! 창조하다 완료형 보라!4) 하나님

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은 백성 눈앞에 시트5)를 깔

으셨다.

mother of Sisera through, the lattice Why is so long his chariot in 
coming why, 5:28.

1)  אי ם ע ה ים ל יא ים ל ר אׁש ים
 ם (솰랄 라함 라하마타임 르로아쉬 게베르 슬랄 즈바임 르시스라 슬ל
랄 즈바임 리크마 제바아 리크마타임 르자베으레 솰랄 · 사람마다 한 두 처
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하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
였으리라, NMS NMS NMD P.NMSG NMS NMSG NMP P.NE NMSG 
NMP NFS NMSG NFD P.NMPG NMS, the prey a damsel of two to 
every man a prey of divers colours meet for the necks of them that 
take the spoil, 삿 5:30.

2) 삿 7: 5.

.(베레시트 · 창조하셨다)אית (3

.(바라 · VQAMZS)א (4

.(시트)ית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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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기와 전쟁 신학5. 향기와 전쟁 신학

1). 향기1). 향기

향기는 하나님의 것이다. 향기하면 메소포타미아의

리무쉬1)가 엘람2)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들을 월신3)

에게 바친4)대에도 향기가 났다고 기록되었다. 이집트

에서는 승리의 공로를 세운 후 군대를 통솔하였던 제

왕 신과 전쟁을 통한 징벌을 주도한 제국 신에게 승전

후 수행되는 축사에서도 향기가 났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향기 나는 여리고 성 이야기는

달Moon에서이다. 여리고 성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에 향기가 났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다. 말씀이 있는 곳이어서 향기가 있다.

향기는 물의 성격을 지닌다. 물로 하여 모든 생물이

자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서이다. 그 안에 여호와가

보내신 사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

이 계신 곳은 향기가 난다. 여리고 성의 달 향기는 언

어 발음 그대로 여리고5)에서 찾아진다.

1)  Rimush(2278~2270 B. C).

2) Elam.

3) Sin.

4) UET 1, no. 10) ,  Ibid.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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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고에서 찾아진다. 실제 요단 서쪽 8km 사해 북

쪽 11.5km에 위치한 향기로운1) 곳2)이다. 여리고는 달

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리고 순한

달 야레아흐3)이다. 바로 예라흐4)에서 유래하였다. 왜

향기가 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바람5)으로 하나님의 손

이 앞에서 이끄시어서이다. 여리고는 향기 바람6)과 하

나님의 손의 옳으심과 완전을 의미하는 손7)이 합하여

져서 된 합성어 곧 힘을 합한 지혜8)이다. 여리고 성

곧 달 향기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9)로 하나님

을 만족시키는 향기10)이다.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 나

는 향기바람11)인 여호와=  12)의 헤13)의 숨구멍 삶

의 의미이다.

향기 바람=루아흐= = 14)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숨 쉬게 하여 주실 때 나는 향기다. 바람=루

)יח (5 · 여리고) · 여리고 חֹו(예레호 · 여리고, 왕상 16: 34) · ֹו
.(예리호 · 여리고)יח

1) 수 2: 1; 왕하 2: 4; 왕상 16: 34.

2) Mission Deluxe Bible, strong code 3405 · KHCCOT 3405. 

3) (야레아흐 · 달, 수 10: 13).

.(예라흐 · 달)ח (4

5) י(레이하 · 바람 · 영 · 신령).

6) רּו(루아흐 · 향기).

7) (요드).

8) 잠 8:22~31; 욥 28:1~11, 1219, 20~28.

9) י(레아흐 · 향기).

10) י(레아흐 · 향기: 창 8: 21; 출 29: 15; 레 1: 9). 

11) רּו(루아흐 · 바람).

.(여호와)הה (12

.(헤)ה (13

.(루아흐 · 바람)רּוח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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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 = 1)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곳

하나님이 계심으로서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은 레아그룹의 시내 산 언

약에서 출발하는 언약전승의 소유자2)와 그리고 라헬그

룹을 여호와 전쟁 전승의 소유자이게 한다. 라헬그룹이

시내 산 언약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출애굽 사건까지 모

세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3) 나는 향기다. 향기4)

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5)이다. 단 위 내음이 릴레이

로 나오느라6) 향기가 난다. 릴레이로 나오7)는 향기는

하나님이 즐겨하신 화제8)이다. 내음이 릴레이로 나와

아으 좋다고 느낌으로 죄 사하는 일이다.

부지중 그릇 범죄 하게 되면 온 회중이 수송아지 하

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내음=릴레아흐 니호아흐=

=   9)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

와 전제를 드린다. 이때 수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린

다. 시내 산에서 정한 넷째 날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

1)  )ר : 창 1: 2, 창 3: 8, 6: 17; 출 10: 13; 삼상 16: 14; 렘 5: 
13). 

2) 스멘드(R. Smend, 1970).

3) R. Smend,「Yahueh War and Tribal confederation」 Reflections 
upon Israel's Eariest History, tr. by M. G. Rogers(Nashiville: New 
York, 1970), 110~113. 

4)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출 29: 25).

5) 출 29: 25.

6)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냄새, 레 3: 16).

7)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롭게, 레 4: 31).

8) 출 29: 41.

9)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냄새, 민 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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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릴레이로 나와1) 화제가 된다. 수송아지 둘과 수

양 하나와 일 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움

이 릴레이로 나와2)의 번제를 드린다.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된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릴레이로 나오게3) 번제로 드린다.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넷째 날과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릴레이로 나오게4) 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물로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

르는 일은 향기로운 냄새가 릴레이로 나와 아흐5) 기분

좋아진다. 향기로운6) 화제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고

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가진 내음이 릴레이로 나오7)

는 일은 향기다.

향기는 그를 위하여8) 만들어진다. 하나님과 하나님

의 백성사이에서 나오는 향기이다. 이음줄 –로 한 여

호와 앞에 향기롭게 뉘여 놓아9) 드리는 시적 화법 내

가 너에게10) 드리는 화제는 나를 태움으로서 얻어진다.

그래야 삶의 화제를 누가 너에게11) 드리는 시적 삶이

1)  יח י( 니호아흐 · 향기로운, 민 28: 6).

2)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냄새, 민 28: 27).

3)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민 29: 2).

4)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민 29: 6).

5)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냄새, 레 8: 21).

6)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민 18: 17) .

7) יחֹו ~י(렐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를, 겔 16: 19).

8) ..
9) יחֹו ~י(레아흐~니호아흐 · 향기롭게, 민 15: 7, 10).

10) יחֹו ~י(레아흐~니호아흐 · 향기로운, 민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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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결 음 ~를 계속하는 시적 화법 누~ 너1)에게 드

리는 온전한 화제는 물로 씻어진 내장과 정강이다. 제

사장이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드려야 누

가 누2)구에게 온전히 드리는 향기로움이다. 어린 양으

로 드리는 소제는 여호와께 누가 누구3)에게 온전히 드

리는 향기로운 내음 화제이다. 내음은 둘레를 만들며

퍼진다. 이 향기로운4) 내음은 머리를 숨 쉬게 하는 것

이 특징이다. 희생의 기름 한 줌의 유향이 퍼지며 향기

로운 내음5)이 퍼져 아론의 자손들이 드리는 화제의 향

기로운 내음6)은 오늘날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기독교

인들의 징표이다. 향기로운 내음7) 하나만을 고집하며

사는 사제적인 삶은 희생의 소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이가 들어 향기로운 내음8)이 더욱 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9) 드리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는 향기로운10) 우리가 된다.

11)  יח ~י · , 민 15: 14).

1) יחֹו ~י(레아흐~니호아흐 · 향기로운, 민 28: 24).

יח (2 י(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레 1: 9, 13, 17, 2: 2).

3) יחֹו י(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민 28: 8).

4) יחֹו י(레아흐 니호아흐 · 그 향기로운, 레 2: 2).

5) יחֹו י(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냄새, 레 2: 9).

6) 레 3: 5.

7) יחֹו י(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냄새).

8) יחֹו י(레아흐 니호아흐, 레 23: 13).

9) יחֹו י(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롭게, 민 15: 3).

10) יחֹו י(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냄새, 민 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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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나는 일은 한 계절만이 아니라 절기 곧 온 일

생이 향기 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

을 믿는 백성들의 사역1)이다. 이 일2)로 평생을 같이

하며3) 살아간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대상이 있다. 나와 우리 자녀와 일하는 일꾼과 모든 이

와 더불어4) 같이 한다.

그러면 자연히 복이 찾아오는 이 법률은 정말로 좋

은 무교절5)이 세 번이나 겹치는 칠칠절6)과 늘 기다리

게 되는 초막절7)에 빈손으로 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럼으로 하여 무교절은 모두 모여 하 맛좋다하며 모

이게 되고 칠칠절은 정말로 좋아 그대로 쉬는 날이 되

며 초막절에는 서로들 수고했다 하며 격려하게 된다.

1) 12: 14.

2)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베하고템 · 절
기를 삼아: καί έοτάσετε · 카이 에오타세테 출 12: 14) 영원한 규례로 삼으
라”.

3)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찌니라ג(테호그 · 지킬찌니라, 레 23: 
41) ㉠ 매년에 칠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삼아 ם(베하고템: καί έοτ
άσετε · 카이 에오르타세테, 레 23: 41) 너희 대대로 이 칠월에 이를 지킬찌
니라 גּו(베호구 · 지킬찌니라). ㉡ 특히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
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ם(베하고템: καί έοτάσετα αύτῃνε · 카이 에오르타세타 아
우테네 · 지킬것이라, 민 29: 12). .

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베하게하 · 지킬 때에는, 신 16: 14)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
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칠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 ג(테호그 · 지키라, 신 16: 15).

ת (5 (베하그 하마쪼트 · 무교절, 신 16: 16: έν τῇ έορτῇ τών άζύμג
ων · 엔 테 에오르테 아쭈문).

עֹות (6 우베하그 하솨부오트 · 칠칠절, 신 16: 16: καί έν τῇ έορτ)ּוג
ῇ τών έβδομάδων · 카이 엔 테 에오르테 툰 엡도마둔).

ת (7  우베하그 하수코오트 · 초막절, 신 16: 16: καί έν τῇ έορτῇ)ּוג
τής σκηνσπηγίας · 카이 엔 테스 스켄스페기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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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2).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희생하며 화제로 드리는 삶을

산 일생은 하나님 기억으로 향기로운1) 번제다. 향기로

운2) 화제다. 숫 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 년 되

고 흠 없는 수양 일곱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섯 번 돌고 일곱째 되는 날 7번3) 돌아 7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번이나 도는 74)일도 향기롭다.

주일제사 향기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놓아5) 토하였구나! 무화과나무에는

1)  יח י( 니호아흐 · 향기로운, 민 29: 8, 13).

2) יחֹו י(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운, 민 29: 36).

3) 나로과학위성 첫 교신, 지구궤도 7번째 돌때 단 번에 성공! 발행일 
2013.01.31.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나로과학위성이 나로호 발
사 11시간 27분만인 31일 새벽 3시 27분 12초에 첫 교신에 성공했다. 이후 
교신은 3시 43분까지 15분간 이루어졌다. 이때 나로과학위성과 대전 지상
국간 최소거리는 2300㎞에서 최대 4300㎞였다. 고각 폭이 20°여서 나로과
학위성 신호잡기에 훨씬 유리한 두 번째 교신은 8번째 바퀴를 도는 새벽 5
시 10분부터 27분까지 17분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인 KAIST인공위성연
구센터 소장은 “31일 새벽 3차례, 오후 4시께 1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교
신이 시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ST인공위성연구센터는 첫 교신
에 앞서 나로호에 탑재됐던 나로과학위성으로부터 지난 30일 오후 5시 50
분부터 10분간 비콘신호를 성공적으로 수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콘신호
는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이 나로과학위성 비콘신호를 수신했다.

4) 창 7: 4, 10, 8: 10, 12, 29: 27, 28, 31: 23, 50: 10; 출 7: 25, 12: 
15, 16, 19, 13: 6, 13: 7, 16: 26, 16: 27, 29, 30, 20: 10, 11, 22: 30, 23: 
12, 15, 24: 16, 29: 30, 35, 37, 31: 15, 17, 34: 21, 35: 2; 레 8: 33, 12: 
2, 5, 13: 4, 5, 6, 21, 26, 27, 31, 32, 33, 34, 50, 51, 54, 14: 8, 9, 38, 
39, 15: 13, 19, 24, 28, 22: 27, 23: 6, 8, 34, 36, 39, 40, 41, 42; 민 6: 
9, 7: 48, 12: 14, 15, 19: 11, 12, 19: 14, 16, 19, 28: 17, 24, 25, 29: 12, 
31: 19, 24; 신 5: 14,  16: 3, 4, 8, 13, 15; 수 6: 4, 15; 삿 14: 12, 15, 
17, 18; 삼상 10: 8, 31: 13; 왕상 8: 65,  16: 15, 20: 29; 왕하 3: 9, 25: 
8, 25: 27; 대상 10: 12; 대하 7: 8, 9, 30: 21, 22, 23, 35: 17; 스 6: 22, 
8: 18; 에 1: 5, 10; 욥 2: 13, 3: 15; 겔 3: 16, 30: 20; 겔 43: 25, 26, 44: 
26, 45: 20, 21, 23, 25; 히 4: 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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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향기 내놓아1) 향기

가 된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 네 기름 향기는2) 각양 향 품보다 승3)하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이 인도하여 여러 나라 중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 이웃 중에서 모아 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향기가 난다. 성경의 결혼4)이야기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

산으로 내려간 꽃밭의 향기로워 아주 보쌈5)한다. 하나

님 신부 향기이다. 이러한 티가 나는 하나님 신부되

심6) 향기로움의 극치는 그의 백성들이 향기로움을 아

주 보쌈7)한 일이다. 보쌈8)은 바로 한국에서 일어났던

보쌈이다. 향기를9) 내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

게로 향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향기의 방향이 하늘

로 오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으면 나는 향기는 물이

하늘에서 내리며 말씀향기가 하늘에서 내린다.

5)  ( · 향기를, 아 1: 12).

1) י(레아흐 · 향기를, 아 2: 13).

2) י(베레아흐 · 향기는, 아 4: 10).

3) .(베 · 그리고).

4) S. D. Goitein,「The Song of Song: A Female Composition」 in A. 
Brenner(ed), A Feminist Companion to Song of Songs, 58~56.

.(하보셈 · 향기로운, 아 6: 2)ם (5

.(티심마 · 향기로움)ע (6

.(하보셈 · 향기로움, 아 6: 2)ם (7

.(베삼밈 · 향기로움, 아 8: 14)ים (8

.(베솨마이브 · 향기를, 아 4: 16)י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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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도와 하늘이슬3). 기도와 하늘이슬

하나님이 궁창에서 내리는 물에는 하늘향기가 난다.

향기는 하나님이 하감하심1)으로서의 하늘이슬이어서이

다. 곧 이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서 하늘로

오르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2)시어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내리는 물 분자 하늘이슬이다. 새벽에

풀 잎을 보면 촉촉이 젖어있다.

1,000,000,000,000(1조)개의 물 분자가 풀잎의 물방울

하나 속에 존재하는데 그 분자 하나의 크기는 1nm(10

억분의 1m)의 정도에 불과하다. 1억분의 1초 사이에

분자구조가 형성된다. 눈물의 기도가 되는 하늘이슬은

물의 깊이를 하늘에 쌓아두는3) 일이다. 기도 성취는

하늘 열매이며 이 유추는 구약의 하늘 쌍수가 신약에

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하늘 우물을

온전히 긷는 일은 구약의 하늘 쌍수가 예수님이 이 땅

1) (솨카프 · 창문에서 몸을 내밀다. 지켜보다, 아래로 내러다 
보다): 신 26: 7, 15; 시 33: 14,  85: 11, 102: 19, 138: 6, 행 4: 29.
2) 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느 9: 7)

     ם ַאה
   VQIMYS        .ＮＭＤ      C.NPMYS
 칼단능미남2단     전.명남쌍      접.명대남2단

②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느 9: 7)
ע     ם ַאה
   VQIMYS       Ｐ.ＮＭＤ      C.NPMYS
 칼단능미남2단     전.명남쌍       접.명대남2단
3) 골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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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시어 다 이루고 하늘에 오르신 데서이다. 그 증거

는 신약에서 단수로 되어 있는 것에서 찾아진다. 그러

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이어서 향기가 난다. 기본

어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주로 삼아= = 삼아1) 사
는 날에서 찾아진다. 말씀을 듣는 마음은 흥겨워서 흥

얼거리는 기쁨으로 듣는 뜻2)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제성3)

인데도 순종하면 듣는 사람이 향기가 난다. 성경은 이

를 순종의 향 품이라고 하고 있다. 이 순종은 성경의

사무엘이 바로 주님 삼아= = 4) 들으심 사무엘5)

이다.

사무엘은 여덟의 의미이고 말씀 들음으로 살찌어 향

기가 났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신비

한 역설6)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마시우기 위해 말

씀을 강제적으로 듣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초청되시

1) ( · 들으심).

2) 스트롱 넘버 2412, 2412.

3) 출 19: 9; 신 4: 36; 삿 14: 13; 왕하 7: 6; 대상 17: 25; 아 2: 14; 아 
8: 13. 

.(솨마아 · 들으심, 사전 8085)ע (4

.(사무엘)מּול (5

6) Origen은 First Principles, Preface 8에서 3중적 해석 ① 단순한 사람
은 성경의 문자에 의해, ② 다소 진보된 사람은 성경의 혼에 의해, ③ 완전한 
사람은 다가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담은 영적인 율법에 의해 교훈 받고 
훈육되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몸과 혼과 영혼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
(Origen은 First Principles, 4. 2. 4)이다.  문자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리
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강조한다(M. F. Wiles,「Origen」 468). 조셉 
린하드()Joseph Lienhard, Origen, 45)도 이에 동의하고 물과 관련한(민 
21: 16~18) 관심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우물로 모으라 함은 그들
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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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인

지혜에게로 가는 길은 아무도 모른다.1)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흔적으로 하나님의 하늘

이슬 새벽이슬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

시고 내리시는 하늘이슬2)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3)을 들면 너의 주소가 하늘이

슬4)에 뜬다. 하늘의 보물인 하늘이슬5)이 야곱의 샘이

되었다. 복 받는 이 곳은 늘 하늘에 아뢰6)기 때문이다.

말씀을 삼아 하늘이슬7) 젖어서이다. 하늘이슬에8) 젖는

1) . op. cit. 13.
2)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미탈 하솨마임 · 하늘의 이슬과, 창 27: 28)ל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②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이슬 ם ל
(미탈 하솨마임 · 하늘이슬, 창 27: 39)에서 뜰 것이며 ③ 요셉=יוסף=יֹו에 대하여는 일
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 ם 우미탈 하솨)ּול
마임, 신 33: 13)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④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
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하나님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ל ~ 
פּו (솨마이브 아레푸 탈, 창 33: 28) 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יו
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이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것이 하늘이슬에 א ל
ּו(우브탈 솨마야, 단 4: 15) 젖고 ⑥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이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것이 하늘이슬에 א 우)ּול
브탈 솨마야, 단 4: 23)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때를 지
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⑦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이슬에 א  우브탈)ּול
솨마야, 단 5: 21)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
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⑧ 그러므로 너희
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ם (미탈 솨마임, 학 1: 10)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ל
며.

3)  .(미탈 하솨마임, 창 27: 28)ל

ם (4 .(미탈 하솨마임 · 하늘이슬, 창 27: 39)ל

ם (5 .(우미탈 하솨마임 · 하늘의 이슬, 신 33: 13)ּול

ל (6 פּו ~  :(솨마이브 아레푸 탈 ·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창 33יו
28).

א (7 .(우브탈 솨마야 · 하늘이슬, 단 4: 15)ּול

א (8 .(우브탈 솨마야 · 하늘이슬에, 단 4: 23)ּו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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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몸이 하늘이슬에1) 젖는 일이다. 그 이유는 지극

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복을 몸

에 바르는 일이다. 하나님은 늘 하늘이슬을 내리리니2)

로 멈추지 않으신다.

이 하늘이슬3)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린다. 말씀이 맺히는 이슬4)이기 때

문이다. 이 이슬5)이 특별한 곳, 곧 하나님이 내리시겠

다고 하신 허락되는 장소에서만 내리시는데 그 예는

양털에만 있게 되며 또 그 이슬을6)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하시었다.

이슬은7) 하나님 지식이 그 흔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며 하나님의 은택이 풀 위에 내린 이슬8)이다. 사랑하

는 자를 찾는 자인 내 머리의 이슬이9)이어서 이스라엘

에게 이슬10)로 내린다.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내린다. 하나님 백성에겐 단비가 내린다.

1)  )ּול 솨마야 · 하늘이슬에, 단 5: 21).

ל (2 נּו ~  :(베솨마임 이튼누 탈랄 ·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슥 8ם
12).

3) 출 16: 13: 민 11: 9).

4) 신 32: 2.

5) 삿 6: 37.

6) 삿 6: 38.

7) 잠 3: 20.

8) 잠 19: 12.

9) 아 5: 2.

10) 호 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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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 품과 제2 십일조4). 향 품과 제2 십일조

성경에는 제2 십일조가 있다. 십일조 바치고 나머지

중에서 다시 십일조를 준비 레위인 · 객 · 과부에게 주

어 배불리 먹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객이

며 과부이다. 이들을 위한 축제와 감사 잔치에 드릴 제

2 십일조 위력은 주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

게 강력하다. 이 제2 십일조1)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펴서 구제하라는 말씀2)을 제도화한 것이다. 레위

인은 기업이 없어도 살 수 있었고3) 하나님 일하는 모

두 제2 십일조로 산다. 안식년 기준으로 매 삼년마다

이 제2 십일조 저축으로 그들의 몫이 되게 하였다.

물이 된 신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 2십일조를 바

친 다음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비

밀 병기는 좀 엉뚱하여 못생겼으면서 좀 누추한 곳에

진짜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있다. 허술하게 덥힌 지붕

아래 하나님 역사는 감추어져 있다. 귀중한 것은 아주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었다. 낮

은 곳에 거하며 다른 이의 아픈 등을 어루만지는 일은

하나님의 보배 함을 들여다 본 자만이 할 수 있다.

1) 14: 28, 29.

2) 신 15: 10.

3) 신 14: 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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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약5). 언약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 언약 되어졌다. 언약

양식은 하실 일을 엣따 봐요 하시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3회 리듬1)으로 한다. 완성과 강화가 되는 세 번

의 일곱째 날2)에 하나님은 완료한다. 저녁이 되며 아

침이 되니= 봐예히 에레브 봐예히 보께로=

=    ”3) 여섯 번 반복하며 하나님

이 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까닭에 물이 하늘에 올

라가 보좌를 만들어 향기로움이 펼쳐진다. 하나님이 다

스리는 법 사랑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

늘과 향 품 사이가 되는 데서 일일이 당신의 신부인

백성들을 “나의 신부보다는 못한 향 품4)”이라 하시어

높인다. 하나님의 은유가 중첩되어 바로 “나의 사랑하

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간 꽃밭의 향기로운 신부”

라며 하나님은 아주 보쌈5) 해 버린다. 그러기에 하나

님 신부로서의 향기이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1) י יֹום )ת ~ ~바욤 하십비이 · 일곱째 날) ￩ 일곱째 날 יי
יי (바욤 하십비이 · 일곱째 날) ￩ 일곱째 날יֹום (바욤 하십비이 · 일יֹום
곱째 날).

יי (2 יֹום .(에트~바욤 하십비이 · 일곱째 날)ת ~

ר (3 י ב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י
니, 창 1:5. 8, 13, 19. 23, 31).

4) 아 4: 10.

.(하보셈 · 향기로운, 아 6: 2)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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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사랑은 포도주에 지나

고 네 기름의 향기는 보쌈해온1) 향 품보다 승하구

나”2)! 향기와 신부와의 밀접성은 향기로움이 되었음=

티심마= =티심마3)의 향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향기로운4) 내음새가 배었음=배삼밈=  = 
베삼민5)이다. 신부인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내기에 향기로=배어나오느라=베레아흐

니호아흐= =   베레아흐니호아흐 배어나오

느라6) 신부의 입술은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

과 젖이 있다. 옷에서 배어 나오는 그녀들의 향기7)는

레바논의 향기이다. 신앙공동체 향기다.

이 땅8) 여리고성이 가진9) 기쁨이다. 대제사장을 앞

세우고 뒤 따라 일주일단 벵벵 돌다 주일날 큰 소리로

7번 돌며 얻은 기쁨이다. 눈빛이, 발걸음이 향기 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신, 시간과 공기와

자연과 말과 이웃과 가족 사이에서 나는 향기다.

)י (1 · 향 품, 아 8: 14).

2) 아 4: 10.

3) (티심마 · 향기로움).

.(하보셈 · 향기로운, 아 6: 2)ם (4

.(베삼밈 · 향기로움, 아 8: 14)ים (5

6) יחֹו י(베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로, 겔 20: 41).

7) י(베레아흐 · 향기, 아 4: 11).

.(이스메후, 대상 16: 31; 시 96: 11)חּו (8

9) 삿 1: 17; 수 4: 26: Stanley. Gevirtz, 「Jericho and Shechem: A 
Religio~Literary Aspect of City Destruction」 Vetus 
Testamentum(Leiden: EJB, 1963),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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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부름, 그 복의 향 품6). 배부름, 그 복의 향 품

행복의 나날.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보람되게 사는

날이 계속되어 보물창고에 보물을 가득 담아 두는 날

들이다. 나 혼자만이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일이 아니

라 상대방을 내가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일은 향기를

내는 일이다.

향기를 내는 일은 행복한 나날이 된다. 행복한 나날

은 생을 잘 사는 축복된 나날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은 문학 속에 하나님 사랑이 밑바탕일 때 배부른 신

학이 된다. BC 1300년에 알려진 여리고는 Hittite 텍스

트를 통하여 배부름의 이치를 잘 전해준다. 우선 물 향

기가 2~3km까지 가는1)일부터 시작하여 동식물이 사는

증거로 물이 있어2) 배부름이 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3) 향기를 발함에 취하

는 배부름을 맞보았다.

달이 둥글다. 배부름의 모습이다. 그리고 향기가 있

다. 우리들의 배부름은 하나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일

이다. 성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일은 배부른

일상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1)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경기도: 광림 세미나하우스, 
2006). 서울 기독 대학교 대학원 10. 23.

2) Neen. David & K. O. Emery, Ibid

3) 왕하 2: 19~22: Ibid,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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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는 일이다. 이 배부른 생활은 마음과 몸이 모두 배

부름1)이 되는 일이다. 이 배부름은 내가 배부르게 먹

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고아와 객과 과부와 레위인이

배부르게 먹는 일이다. 배부름은 상대방을 배부르게 먹

게 하는2) 일이다.

배부름 모양이 달 모양이다. 여리고는 배부른 모양이

다. 달의 성이다. 향기가 나는 성이다. 여리고는 물이

향기롭고 이에서 퍼지는 향기는 여호와가 역사 하심으

로써이다. 여리고는 여호와의 처음 글자 여3)가 여리

고4)의 여가 되어 여리고5)는 여호와로 인한 향기를 지

닌 성이다. 여리고는 향기로 배부르다. 그 증거는 첫째

배부름의 의미 기름 향기6)가 있어서이고 열매를 얻음

에서 오는 배부름의 포도나무 향기7)가 있어서이고 생

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배부름의 합환채 향기8)가 있어서

이며 가지가 열매를 달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배부름

의 가지 향기9)기 있어서이다. 옷을 입을 수 있는 의복

향기10)이다.

)ע (1 · 배부름, 신 26: 12).

2) 신 14: 29.

הה)י (3 · 여호와).

.(예레호)חֹו (4

.(야레)ח (5

.(레호, 아 1: 12)יח (6

7) י(레아흐, 아 2: 13).

8) י(레아흐, 아 7: 14).

9) י(베레아흐, 호 14: 6).

10) י(베레아흐, 아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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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달력과 달7). 달력과 달

배부를 수 있는 조건은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 약속대로 살았을 때이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마음이 배불렀다.

배부름의 신학은 말씀대로 사는 일이다. 롯이 아브라함

을 따라나선 것은 노령의 아브라함을 돌봐주어야 한다

는 마음의 배부름이 있어서이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지 못하였더라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배부름으로 살았다. 하고 싶

은 일을 할 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 또한 배부

름이다. 더욱 값진 일을 함으로써 배부름을 느끼는 삶

의 달콤함은 향기 있는 배부름이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배부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안정감

을 주는 일로 사회가 편안해지는 삶이 되게 한다.

달력과 여리고 달에 대한 학설은 여리고 함락문제와

결부된다. 결缺쇠모양이다. 문을 잠그지 않았으면서도

잠근 모양을 지닌 여리고1)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한 달력이론을 성경자료는

제공하는데 카렌다의 악몽인 시계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여리고가 시계시간을 벗어나게 한단다. 바로 처음

1) 엠메리(Neen. David & K. O. Emery)와 미드라쉬 랍바
(Midrash Rabba)는 : Neen. David & K. O. Emery,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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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끝이 있는 달 모양에서이다.

사해 쿰란텍스트1)는 달과 날과 해2)가 야훼의 리듬

이라며 안식일 관계3)임을 야훼와 천사들까지도 휴식4)

한다 했다. 이 처음과 끝이 있는 달의 이론은 고대 이

교도의 달의 순환성 O form과는 다르다.5) 신학에서의

달은 매일 매일의 날과 온 시간을 하나님에게 경배 드

리는 날6)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향

한 날을 지시하는 쿰란자료7) 달력은 가나안 달력과 성

경적 달8)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 가나안의 달력은

일 년을 364일9)로 한다. 일함과 쉼의 관계를 명시하는

1) Dead Sea Scroll · DSS.

2) 1: 14.

3) A. Jaubert, Le Calendrier des Jubilés et de la secte de Qumran. 
Ses origines bibliques」 VT, Vol. 3.(1953), 250~264.

4) Jubilees 50: 6~13: Jub. 1: 17f., 21: Ron H. Feldman,「New Moon 
after new Moon and Sabbath after Sabbath」 The Tension between 
Culture and Nature(Ann Arbor: U · M · I, 2005), 319~320 

5)Michael Young, The Metronomic Society(Cambridge 
Massachus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23.

6) Roger T. Beckwith, “Daily and Weekly Worship: From Jewish to 
Christian」 Calender, Chronology and Warships(Boston: Brill, 2005), 
171~212. 

7) Roger T. Beckwith,「The Significance of the 364~Day Calendar 
for the Old Testament Canon」 Calender, Chronology and 
Warships(Boston: Brill, 2005), 55.    

 *  달력
Ⅰ, Ⅳ,   Ⅶ,  Ⅹ     Ⅱ, Ⅴ,  Ⅷ,  Ⅺ   Ⅲ,  Ⅵ, Ⅳ, Ⅶ

4th(Wed)   1   8  15  22  29  6  13  20  27    4  11 18  25
5th(목)     2   9  16  23  30  7  14  21  28    5  12 19  26
6th(금)     3  10  17  24  1   8  15  22  29    6  13 20  27
7(Sabbath) 4  11  18  25  2   9  16  23  30    7  14 21  28
1st(일)     5  12  19  25  3  10  17  24   1    8  15 22  29
2nd(월)    6  13  20  26  4  11  18  25   2    9  16 23  30
3rd(화)    7  14   21  29  5  12  19  26    3 10  17  24  31.
8) 창 1: 14~19.

9) Ron H. Feldman,,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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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력은 포로기 이전의 달의 이름과 포로기 이후의

달의 이름을 달리1) 표시함으로써 시간을 하아모니의

구성으로 본다. 시간을 하아모니의 구성으로 보는 이

학설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

음으로 받아들이는 학설2)이다.

달에 대한 중요주제는 나날이다. 곧 364일이 365일이

되는 일이다. 일 년을 하루로 하는 이 364일의 하루 더

하기는 하나님의 수리신학이다. 천년도 하루같이 다스

리시는 하나님의 날은 바로 하루다. 하나님의 날 하나

를 더하는 365일은 364일과 하루가 맞먹는 일 년이다.

한국의 첨성대 총 돌 수가 365에 하나를 뺀 364개이다.

한국과 히브리 신학의 유사성은 하루를 하나님의 날3)

로, 천년을 하루로 표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의 현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의 일상성은 삶을 초월한 하루, 인생 현실을 초월해

사는 날이다. 삶의 초월성이란 하나님의 물 잔인 말씀

1) 이전의 이름: 아법(출 13: 4, 34: 18, 신 16: 1) · 시브(왕상 6: 
1, 37) · 에님(왕상 6: 2) · 불(왕상 6: 38) · 포로기 후의 이름: 유대력으로 
니산(에 3: 7; 느 2: 1) · 이야르, 시완(에 8: 9) · 딤무스, 압, 엘룰(느 6: 15) 
· 티쉬리, 마르헤스완, 기슬르(느 1: 1) · 데벳드(에; 2: 16) · 스봣(슥 1: 7) 
· 아달(에 3: 7)월. 가나안식 이름: 아빕, 시브, 에다님,  건기가 시작되는 시
브월은 가나안식 계절이름이며 2월은 이야르이고 현재의 달력으로는 4월과 
5월 사이. 

2) Barbara Adam, Time~watch: The Social Analysis of 
time(Cambridge: Polity Press, 1995), 16~17.

3) 벧후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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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드는 언약궤1)에 담기는 일2)이다.

언약궤 아론 방주3)이다. 방주는 헬라어로는 궤 · 키

κιβωτόν키보튼이다. 이 키보튼” 아론4)은 방주와 영적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의미 모두이다. 말씀을 전하는

아론과 방주 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맡는다.

방주 모양은 잔 모양이다. 달 모양이다.

* 표 달의 둥근 모형5)은 잔 모양이다. 달 U자형이

다. 성경의 달은 자연의 순환성을 지닌 달과는 달라 벽

에 화분을 놓기 위한 움푹 파인 모양이다. U6) 모형으

1) ה ית ~ )ארֹון 베이트~ 여호와 · 언약궤, 민 14: 39~45).

2) David H. Aaron, 「The Ark Mythology」 Biblical Ambiguities: 
Metaphor, Semantics and Divine Imagery(Leiden · Boston · Köln: Brill, 
2001), 168~169.

3) an ark of.

.(아론, 민 10: 1, 2, 3 등)רֹון (4

5) Northrp Frye, The Critical Path,(Bloomington &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59 ~ 61.

6)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in The 
Sacred Earth: Religion, Nature, Environment, ed. Rog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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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주는 신앙인의 나날을 하나님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잔 모양이다.

이 U의 모형은 우물과 여리고성의 물 향기와 관련지

을 수 있다. 이미 2350~2200년B·C 에블라에 고대 중동

지역 도시에서 발견된 도시풍의 우물뚜껑이 발견된

일1)이다. 역사적 기록의 우물뚜껑은 0.50m의 두께로

되어 있다. 특히 우물 뚜껑 머리에 동물이 그려진 물

덮개2)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문화가 남겨준 우

물에 대한 신앙심을 측정하는 계기가 된다. 물을 중요

시하는 일이어서이다. 삶에 신앙심 부여는 삶의 어려움

에서 오는 마음의 위로가 되며 그로 하여 일생을 평안

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열정을

가지게 한다.

성경의 달은 말씀이 든 U 모형이다. 우리나라말 김

천 사투리에 ‘들어온다’를 ‘돌아온다’로 발음한다. 말이

씨앗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도 좋아하심으로 하

여 우리는 축복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늘 죽었

다는 말을 돌아갔다, ‘돌아 가셨다’라 한다.

Gottlieb(New York: Routledge, 1996), 189.

1) B·C 884~ 859: John Peter Oleson, “14~13 B · C: Water Works
ABD, 885.

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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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랑 실천 제3절  사랑 실천 

1. 사랑 실천의 개념1. 사랑 실천의 개념

1). 날자와 관련1). 날자와 관련

사랑실천은 우물 뚜껑을 여는 일이다. 우물 아구는

돌로 막아져1))있었다. 막혀 있는 돌을 치워 물을 떠서

먹고, 말씀을 먹고 배 부르는 일은 사랑 실천 뒤에 오

는 배부름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실천은 날

자2)와 관련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0일에 요단

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쳤다3).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4)을 지켰다. 14일

은 7일의 반복 리듬이다. 이 14일은 창세기 1장에서 엣

따 하고 주신 에트 발음이 14회로 예수님의 사랑 실천

첫째5)를 전제로 한다.

1) 29: 2, 3, 8; 삼하 17: 19.

2) ① 정월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 치매(수 4: 19)

②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
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수 5: 10).

3) 수 4: 19.

4) 수 5: 10.

5) 창 1: 5, 2: 11; 수 21: 10; 대상 11: 21, 24: 7, 25: 9; 욥 42: 14; 단 
7: 4, 8: 21; 슥 6: 2; 마 22: 38; 막 9: 35, 12: 28, 29; 눅 19: 16; 요 19: 
32; 행 12: 10; 롬 1: 8, 16, 2: 9, 2: 10;  3: 2; 고전 11: 18, 12: 28; 딤전 
2: 1; 히 7: 2; 약 3: 17; 계 4: 7, 8: 7, 9: 12, 16: 2, 20: 5, 6, 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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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2).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

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1) 이와 관련한 절기번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는 율례2)의 번제3)와 소제4)와

화목제5)와 속죄제6)와 그리고 속건제7)가 있다. 두 번

반복하여 번제와 소재와 속죄제8)와 그리고 화목제와

속건제9)를 강조한다. 절기는 7절기10)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

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 이다.

절기는 수리와 관련된다. 노자 사상에서 겸손의 의미

를 삼분의 일로 하고 있다. 나를 낮추는 겸손은 세상에

살아있는 무리가 삼분의 일이요, 죽어있는 무리가 삼분

의 일이요, 살아 있으면서 죽은 자리로 가는 무리가 또

한 삼분의 일11)로 한다.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를 버

1) 15: 47.

2) 레위기 1~7장까지 .

3) 레 1장.

4) 레 2장.

5) 레 3장.

6) 레 4장.

7) 5장.

8) 6장.

9) 7장.

10) 15장.

11) 출생지사, 생지도십유삼, 사지도십유삼, 인지도생동지사지자역십유
삼, 부하고, 이기생지후(出生人死, 生之徒十有三, 死之徒十有三, 人之徒生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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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낮은 곳에 머무는 논리이다. 예기1)의 악기2)에서

음3)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4)라 하였다.

사랑 실천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절대로 높이는

경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다. 우리나라 세종대왕

은 하아프 대신 황종관5)에서 도량형 결정을 통해 하나

의 음률에서 5음이 생기고 이 5는 12율과 5음에서 60

음이 나오듯이 이것을 6배해서 360음이 된다 하였다.

곧 일 년의 날이며 긴 날의 기다림을 한 줄에 꿰는 긴

기다림6)이다.

, 夫何故, 以其生之厚) 老子 50章. 

1) 禮記.

2) 樂記.

3) 音.

4) 凡音者生於人心者也. 樂者音之所由生也, 基本在人心感於物也  太極(周
者曰, 無極而太極, 邵者曰, 道而太極, 又曰心爲太極( 性理大全書｣) 卷 35, 3. 
易學啓蒙 2의 易有太極에 대한 설명. 

5) 黃鐘管.

6)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다. 기다림을 한 줄에 꿰고 있다.
1차 인구조사(민 1장)를 하고 진 배치와 행군순서(민 2장)를 정한 다음 다

시 레위지파인구조사(민 3장)후 업무분담(민 4장)을 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3대 분리(민 5장)이다. 곧 하나님을 향하면서 죄로부터는 분리되는 수
직성과, 이웃과의 관계인 수평성이다. 가정에서의 의심으로부터 분리이다. 

그리고 기다림이다. 나실린의 서원(민 6장)과 12지도자의 예물과(민 7장) 
레위인 봉헌(민 8장) 후의 유월절(9장) 후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긴 기다림의 시작(10)이다. 때문에 고기모양이 되어 출발하게 되는데 
고기는 기독교인들의 상징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
는 고기가 먹고 싶어 불평의 울음소리가 진동할 정도(11)이다. 이 기다림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은 하룻길 거리를 온통 메추라기로 60 cm 싸이게 하셨
으며 그들이 고기를 미친 듯이 먹는 동안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죽인
다. 심지어는 모세의 누이와 아론의 불평,  그리고 누이 미리암은 문둥병이 
든다(12장). 

또한 믿음 문제이다. 가나안 정탐(13장) 또한 원래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였으나 백성들이 탐정이 필요하다 하여 허락하게 된 탐정이
다. 그럼에도 탐정 결과 보고(14장)에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대 반역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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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민수기가 36장인 것은 360일인 일 년의 날자,

곧 긴 날의 기다림을 36장을 10배로 해 한 줄에 꿰는

긴 기다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간절한 기

다림을 한 줄에 꿰어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겸

손을 바라신다. 겸손은 다 가지지 않을 때 회복된다.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의 비율이 8: 2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
렙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다수결의 민주사회에서 이 결과는 가나안에 들
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의식문제이다. 절기는 레위기 1~7장까지와 연관되는 율례이다. 번
제(레 1장)와 소제(레 2장), 화목제(레 3장)와 속죄제(레 4장), 그리고 속건
제(5장)를 말하시고도 다시 두 번 반복하여 번제와 소재와 속죄제(6장)와 그
리고 화목제와 속건제(7장)를 강조한다. 절기로는 오순절 · 초실절 · 유월절 
· 초막절 · 칠칠절 · 나팔절 · 무교절의 7절기가 있다(15장). 곧 습관의 절기
는 그동안 38년이나 지속되었으며 고라와 다단의 반역(16장)이 있었다. 이
들에게 하나님은 그 징벌로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17장)를 보여주시었으며 레위인의 직분과 분
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신다(18장). 그리고 정결법 규례(19)를 내세우신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그들의 불평으로 죽게 하고 또한 모세도 “바위
야 물을 내라”라는 명령에 따른 말씀의 중요성을 잊고 바위를 두 번 침으로
써 하나님의 아들인 두 번째 자리를 범하였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을 선고(20장) 받는다.

놋뱀 사건을 통하여(21장)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저주에
서 축복으로(23장) 옮기는 예를 보이셨다. 그리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예
표로서 야곱의 별(24장) 예언으로 장차 오실 메사야를 소개한다. 죄악이 짙
은 한 예가 되는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의 간음사건이며(25장)을 보이신다. 

죄악의 결과로 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구세대가 아닌 신세대의 인
구 조사(26장)는 하나님의 냉혹하심을 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점검하신다. 후계자 여호수아의 안수식(27)의 구체성과 새 백성에 대
한 절기규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신다(28~29장). 성막을 중심한 동쪽의 유
다, 잇사갈 · 스볼론(대표 아론) · 남쪽의 갓시루(대표 고핫) · 서쪽의 에, 므
낫세, 베(대표 게르손) · 북쪽의 단, 아, 납달리(대표 무라리)의 지킬 바 언약
이다. 서원한 이들(30장)이 드디어는 미디안(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 우리
나라의 20배의 땅)을 정복한다(31장). 

발람사건의 회오리바람을 겪은 후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쪽을 주기를 원하
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땅을 달라 하여 허락하신다(32). 그들의 그 
이유는 목초지였기 때문이며 대신에 여호수아와 엘리바스를 증인삼아 싸울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여정을 삼삼하게 다시 떠올리는(33장)에서 가나안 땅
이 경계(34)와 그리고 도피성(35)을 주시어 고의가 아닌 죄에 대하여 살길
을 열어주신다. 여성들의 상속특례(36)1)를 통하여 민수기는 36장으로 마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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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과 말씀2. 입과 말씀

1). 입과 말씀1). 입과 말씀

상대방을 높이는 우리나라의 정서 이상 시 시제 3호

에서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겸손이다. 소

월은「진달래 꽃」시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

는”1)으로 하였다. 나를 낮춤의 사랑 실천이 곧 시적

화자의 입을 통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실천한다.

어떻게 복 받느냐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이다.

이 입이 히브리어로 입=피= = ˏ피2)인데 이 피3)는 하

나님의 명령4)이면서도 인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

이다. 피는 우리 몸속에 있다. 피가 있어 산다. 바로 하

나님 명령 피는 접미 언어 하나님의 손=요드= 요드5)가

있다.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시어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야하는 인생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인

생이라면 기왕이면 즐겨 찾아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6) 꿀보다 더 하니이다7)라는 삶을

1) ,『진달래꽃』(서울, 문학 사상사, 1939), 190.

2) ˏ(피 · 명, 민 4: 49).

.(피, 신 8: 3)י (3

4) 창 24: 51, 27: 19.

.(요드)י (5

.(레피 · 입에י (6

7) 시 11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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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좋다.

우리는 가족을 가진다. 이 가족1)에서도 한 지붕아래

서 서로 단련 된 후 서로 입을 맞추는게 가족이다. 입

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

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2)에

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다름 아

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일이다.

이 입3)은 노아홍수 후 살아있는 것들의 표시로 비둘

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4)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입에 문

잎을 보고 알았다. 잎은 생명이 살아 있는 증거이다.

입의 역할은 주를 찬송하고 주를 존중하는 일이다. 종

일토록 내 입에5) 가득하게 하는 일이다. 발람이 발락

에세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

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6) 주시는 말씀 이

것을 말할 뿐이니이다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

에7)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1) ( · 가족, 민 26: 11).

.(피 · 입, 신 8: 3)י (2

.(피 · 입, 창 8: 11)ˏי (3

.(베피 · 그 입에)יה (4

.(피 · 입에, 시 71: 8)י (5

.(베피 · 내 입에, 민 22: 38)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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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지니라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1)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

리의 긴 삶의 긴 날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기를

내 입에2) 두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3)시는

입이다. 베푸는 의미는 누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주는

일이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일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항상 내 입에 두는4)일이다. 이때 오는 축

복은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도록 나의 모습을 통

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두루마리를 배에 넣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내 입에서 하나님이 베푸5)시는 말씀은 달기가 꿀

같다. 네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는 네 입

에 베푸6)시는 하나님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셨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서 베푸시는7)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는 이 나의 입에서 하나님이 베

푸8)시는 명령 따라 살면 행복하다.

7) ( · 입에, 민 23: 5).

.(베피 · 입에, 민 23: 12)י (1

.(베피 · 내 입에, 시 34: 1)י (2

.(베피 · 내 입에, 시 34: 1)י (3

.(베피 · 내 입에, 시 40: 3)י (4

.(베피 · 내 입에서, 겔 3: 3)י (5

.(베피브 · 네 입, 출 4: 15)יו (6

.(베피브 · 입에, 왕상 17: 24)י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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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그 입1)에서 베푸시는 말씀 “들으라 들으

라”로 하신 그의 입2)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내시

기에 내 입3)을 떠나지 않고 베푸4)시는 말씀으로 손

내밀어 네 입에 배푸5)시기를 내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6) 하시었다. 여호와의 율법을 네 입에

두는 일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네 입에서 나오게 하

지 않게 하는 일이다. 베푸7)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입의 중요성은 숫송아지=파아르= = 파르8)에서 찾

아진다. 흠 없는 숫 송아지 한 마리는 희생제물을 상징

한다. 이 숫 송아지는 바로 하나님이 파 놓은 하나님의

구약적 희생 제물이다. 입의 역할을 영원히 하는 숫 송

아지이다. 행하신 일이 그리 크뇨9)에서 입=페= 페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의미비중을 둔다. 이 입10)의 중요

성은 우리의 얼굴 바로 낯=파아나이브= = 파아나이

브11)이다. 하나님이 파 놓으신 얼굴이다. 얼굴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입의 역할을 말한다.

)י (8 · 입에서, 민 30: 2).

.(미피브 · 입에서, 욥 37: 2)יו (1

.(미피브, 잠 2: 6)יו (2

.(미피, 시 119: 43)י (3

4) י(베비카, 사 51: 16).

5) י(베비카 · 네 입에, 렘 1: 9).

6) י(베피카 · 네 입에, 출 13: 9).

7) י~ל(베피카 · 네 입에서, 출 23: 13).

.(파아르 · 수송아지, 민 23: 14, 28: 19, 29: 4)ר (8

.(파아알, 민 23: 23)ל (9

10) י~ל(베피카 · 네 입에서, 출 23: 13).

.(파아나아이브 · 낯, 민 24: 2)י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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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룻의 입에서의 그분 말씀2). 룻의 입에서의 그분 말씀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와 연관되는 룻기서는 룻의

어원을 짝과 여자친구1)로 한다. 동료와 절친한 친구와

돌보다의 레아2)에서 유래하였다. 룻3)은 십자가4)로 연

계되는 이름이다. 시어미 나오미 가족이 이민을 오면

서5) 룻과 보아스가 만나6) 사랑이 싹터7) 결실을 맺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레아 계열8)이다.

룻 의미 덮으소서=파아라스= = 파아라스9)라 한다.

입을 덮고 덮으라고 강조하며 우파라스타= 10)=
 우파라스타이다. 옷자락으로 덮음이 말씀 입으로 전하는

일이다.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일이다. 하나님

지붕아래서 후사를 잇는 룻11)의 이 기업12) 얻는 일이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13)로 이어지고 다시 헤스

론14)에서 람15)과 암미나답16)과 나손17)까지 이어지면서

)עּו (1 · 여자친구).

2) (레아 · 동료 · 애인 · 절친한 친구).

.(레우트)עּות (3

.(타브)ת (4

5) 룻기 1장.

6) 룻기 2장.

7) 룻기 3장.

8) 룻 4: 11.

.(파아라스)ׂש (9

10) ּו(우파라스타 · 덮으소서, 룻 3: 9).

11) 룻 1: 17.

.(아후짜아 · 기업)ּוה (12

13) 창 38: 29; 룻 4: 12.



제5장 물과 하늘과의 관계396

살몬1) 그리고 보아스2)와 룻이 오벳3) 그리고 이새4)

에서 다윋5)으로 이어진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

스를 낳는데 이 때 룻의 중요성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서 난 베레스에서 헤스론으로 그리고 람과 암미나단과

나손과 살몬과 보아스로 이어지며 룻이 보아스와 관련

된다. 다시 오벳으로 이어지면서 이새와 다윋으로까지

이어진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바로 삶은6) 옷을

입힘 의미에 있다. 곧 보아스의 아버지, 룻의 시아버지,

다윋의 조부이다. 살몬은 기본형 삶아7)에서 왔으며 옷

과 의복과 의상이다.

우리들은 옷을 삶아 입는다.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

또한 살렘8)인데 평화라는 뜻이 옷을 삶아 입어 균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라임9)에서 보

여 지는 예루10)는 물과 같이 흐르다 · 가리키다로 평화

살렘11)과 합하여 평화의 예루살렘이다.

14) 46: 12; 룻 4: 18.

15) 룻 4: 4: 19.

16) 룻 4: 19.

17) 민 1: 7, 2: 3, 민 7: 12; 룻 4: 20; 대상 2: 10, 2: 11.

1) 룻 4: 20; 마 1: 4, 5.

2) 룻 4: 21.

3) 룻 4: 21.

4) 대상 2: 12.

5) 룻 4: 17, 22.

.(살몬 · 옷을 입힘)מֹו (6

.(삶아, 신 29:4)ה (7

.(살렘)ם (8

.(예루살라임)רּום · (예루살렘, 수 10: 3)רּום  (9

.(야라)א (야라)와ה (예루)와רּ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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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에서 나오는 노래3). 입에서 나오는 노래

룻이 시 어머니의 말씀 따라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덮어 달라1)며 은혜를 입고 족보 서열에 든다. 룻은 둘

째 며느리였다. 둘째와 두 번째 성경이 강조하는 2회

리듬 그 의미비중 룻기서 2회 반복리듬2)으로 한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은 연소한 자를 좇지 아

니하고3)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 다윋의 증조할머니이

다. 다윋은 하나님의 끓는 가슴 사모로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노래 쉬르4) 마음의 즐거운 노래5)로 찬양했다.

11) ( )은 충만한 · 공평함과 어울린다. 초기 솰렘(창 14: 18; 시 
76: 2; 히 7: 1, 2).

1) 룻 3: 9.

2) 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
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룻 1: 10) 

  ②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
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 16)

  ③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
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
기를 원하나이다(룻 1: 17).

3)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
이 더하도다(룻 3: 10.

.(쉬르)יר (4

5)  창 31: 27; 출 15: 1, 2; 민 21: 17; 신 31: 19, 21, 22, 30, 32: 44; 
삿 5: 1, 3, 12; 삼상 18: 6; 삼하 19: 35, 22: 1; 왕상 10: 12; 대상 13: 8,  
15: 16, 19, 27, 16: 9, 23, 25: 6; 대하 5: 12, 13, 9: 11, 20: 21, 23: 13, 
18, 29: 27, 28, 35: 15, 25; 스 2: 41, 65, 70, 7: 7; 느 10: 39, 11: 22, 
23, 12: 27, 28, 29, 42, 45, 46, 47, 13: 5, 13: 10; 욥 36: 24; 시 7: 1,  
21: 13, 27: 6, 28: 7, 33: 3, 40: 4, 48: 1, 57: 8, 59: 17,  65: 14, 68: 5, 
68: 32, 69: 30, 83: 1, 87: 1, 87: 7, 88: 1, 89: 1, 96: 1, 96: 2, 98: 4, 
104: 33, 105: 2, 108: 1, 120: 1, 121: 1, 122: 1, 123: 1, 124: 1, 125: 
1, 126: 1, 127: 1, 128: 1, 129: 1, 130: 1, 131: 1, 132: 1, 133: 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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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물 아구4). 우물 아구

우물 아구는 사람의 입도 상징한다. 입으로 노래나자

= 나자1) 영원한 향기가 난다. 노래 마샬2)은 하나

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부드럽게 마음 녹여 부르는 노

래3)이다. 몸이 나아4)져서 영원5)의 노래 릴리야 릴리

리야 니나누=노래= = 니나6)누 한다.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사실 히브히성경에 있다. 누=우리 다 같이=

우 노래=니난나= = 니난나7) 우리나라에서의 닐닐

이야 닐닐이야 니나누 노래=나 봐= = 나봐8) 박자

1, 137: 3, 137: 4, 138: 5, 144: 9, 149: 1; 25: 20; 전 2: 8, 7: 5; 사 
5: 1, 23: 15(기생노래),  23: 16, 24: 9; 사 26: 1, 30: 29, 42: 10; 렘 20: 
13; 겔 26: 13, 33: 32, 암 5: 23).

1) (나아자아, 시 11: 1, 12: 1, 13: 1, 14: 1, 18: 1, 19: 1, 20: 1, 21: 
1, 22: 1, 31: 1,  36: 1, 39: 1, 40: 1,  41: 1, 42: 1, 44: 1, 45: 1, 46: 
1, 47: 1, 49: 1, 51: 1, 52: 1,  53: 1, 54: 1, 55: 1, 56: 1, 57: 1, 58: 1, 
59: 1, 60: 1, 61: 1, 62: 1,  64: 1, 65: 1, 66: 1, 67: 1,  68: 1, 69: 1, 
70: 1, 75: 1, 76: 1, 77: 1, 80: 1, 81: 1, 84: 1, 85: 1, 140: 1; 합 3: 19.

 .(마샬, 민 23: 7, 18,  24: 3, 15, 20, 21, 23; 사 14: 4ל (2

.(마샤 · 노래, 대상 15: 22)א (3

.(나사아 · 노래, 욥 21: 12)א (4

 ,(란난 · 즐거이 노래, 대상 16: 33, 욥 29: 13; 시 95: 1,  96: 12ן (5
145: 7, 149: 5; 잠 29: 6, · 별들이 노래, 욥 38: 7 · 열방은 즐거이 노래, 
시 67: 4 · 노래가 없어지겠고, 사 16: 10 · 깨어 일어나며 부르는 노래, 사 
26: 19) · 영광의 노래, 사 35: 2 · 벙어리의 혀가 노래, 사 35: 6 · 거민들은 
노래하며, 사 42: 11 · 하늘아 노래할찌어다, 사 44: 23 · 일제히 소리 높여 
노래, 사 52: 8, 9 · 종들은 즐거우므로 노래할찌어다, 사 65: 14 · 야곱을 
위하여 노래, 렘 31: 7 · 바벨론을 인하여 노래, 렘 51: 48 · 시온의 딸아 노
래할찌어다, 습 3: 14).

(니나 · 노래, 대하 20: 22; 시 105: 43, 107: 22 · 무리가 소리 질ה (6
러 노래, 사 14: 7 ·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노래, 사 35: 10 · 산들
이여 노래하라, 사 49: 13 ·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노래, 사 51: 11 · 잉
태, 생산, 구로치 못한 자여 노래하라, 사 54: 1 · 모든 노래, 사 55: 12).

.(레난나 · 노래, 시 100: 2)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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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맞= = 부맞1)추는 구원2) 노래 누가 누가 더 노래

=내기나= =  내기나3)! 미찔리= = 밎질리4)
없는 인생이다. 삶을 재미로= = 재미로5) 하라=

= 하라6)는 말씀 따라 혼인서약하며 내 혀가 주의

말씀 노래=아나= = 아나7)이다. 아나 농부야 말들

어! 우리 노래와 같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일의 축복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코 밎질리 없는

삶을 살았다.

우리말 아구가 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도시풍의

우물 뚜껑이 있었다. BC 2350~2200 에블라에 있던 BC

14~13 특히 BC 884~859에에 발견된 우물뚜껑은 0.50m

의 두께이며 돌로 된 뚜껑 머리에 동물이 그려진 물

덮개8)가 발견되었다. 우물 아구는 돌로 막아져9) 있으

므로 물을 먹으려면 이 돌을 치워야 물을 먹을 수 있

었다. 이와 관련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가 바로 하나님

의 향기가 나는 여리고성 아구10)라 하는데 곧 물의 입

8) ( · 노래, 대상 25: 1, 2, 3).

.부(짜마르, 스 7: 24; 욥 35: 10ר (1

.(론, 시 32: 7)ן (2

.(내기나 · 노래, 시 69: 12, 77: 6, 애 3: 63, 5: 14)יה (3

 :(미쯔모르 · 노래, 사 38: 20, 시 4: 1, 5: 1, 6: 1, 8: 1, 9: 1,  98מֹור (4
1,  109: 1, 139: 1). 

.(잠미르 · 노래, 시 119: 54, 아 2: 12; 사 24: 16, 25: 5)יר (5

.(할라 · 노래, 시 78: 63)ל (6

.(안나 · 노래, 시 119: 172, 147: 7)ה (7

8) John Peter Oleson, 「Water Works」 ABD, 885.

9) 창 29: 2, 3, 8; 삼하 17: 19.

.(핀네, 삼하 17: 19)ˏ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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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입인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말씀을 막고 있는 성

을 무너뜨리는 일은 방해물을 치우는 일이다. 이 때 막

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입인데 입을 막는 일이

다. 잡신을 찬양하는 입을 막는 일이다. 입으로 하나님

을 찬양하여 잡신을 이기는 일이다. 시적으로는 둥근

모형 달1) U형 곧 하나님의 잔 안에 드는 일이다.

방법은 다른 신을 섬기기를 금하게 하는 실천행위다.

하나님의 향기인 곧 물이 들어 있는 물 아구를 열어

그 물을 먹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

령에 따라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돌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다. 바

로 말씀이 담기어 있는 여리고성, U 잔에 담기면서 백

성들에게는 말씀향기가 났다.

하늘 아래 가장 가까운 여리고 성은 원래 하나님의

성이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막혀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를 중심한 그의 사랑하는 백성

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일을 여호수아를 중심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곱 번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얻는다. 이들은

마지막 날 입으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성을 한 바퀴 돈

다. 입으로 부르짖을 때의 입은 큰 칼날의 날로 발음은

파2)이다.

1) Northrp Frye, The Critical Path,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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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실천3. 사랑실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칼

날로 파야한다. 한국말에 있는 이 파발음은 우상의 암

을 파헤치는 일이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일곱 족속 헷

· 기르가스 · 아모리 · 가나안 · 브리스 · 히위 · 여부

스 · 족속을 파헤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둔다. 일곱 족속

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린 해를

우상 삼아서1) 섬기고 있었다.

성경언어 해는 물2)을 중심으로 가운데 가루로 만들

어 버리는 치아3)로 물을 씹는 형상이다. 해는 어디에

서나 물을 마르게 하는 자연의 현상이다. 그런데 물은

생명과 관계가 되는데 사람의 몸에 물이 하나도 없어

뼈만 남은 죽은 생명들을 하나님은 말씀한마디로 생명

이 있게4)하셨다.

이처럼 해와 달은 빛을 비추는 역할이다. 해는 비취

면서 물이 없게 하고 이 물 없는 사람의 몸을 살리심

을 절대자는 보이셨고 달은 향기5)를 내는 역할을 달인

2) ( , 출 17: 14, 신 13: 16).

.(쉐메쉬· 태양, 신 7: 1ׁש (1

2) (메).

.와 가루로 만들 (쉐)(쉬)ׁש (3

4) 겔 27: 3~11.

5) Northrp Frye, The Critical Path, 59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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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고성이 막혀 있자 열려 말씀의 잔이 되게 하시었

다. 하나님의 향기를 여리고성과 관련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향기로 된다. U 모양인 잔, 여리고 성

에 들어가서야 향기가 나게 하시었다. 일반적인 이미지

인 U모양의 움푹 들어간 곳은 어둡고 침침한 스올의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같은 성경 언어를

가지고 이중적 의미를 나열한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

로 한다. 다신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차이는 다신을

섬기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리

고성을 향해 밀려온다는 이스라엘백성들 때문에 그들

은 벌벌 떨며 문을 굳게 닫은 데서 죄악에 있는 이와

그렇지 않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바로 언제

나 말씀이 닫혀있는 상태를 없애는 일은 하나님 안에

드는 일이다. 그들은 매일 성 주위를 돌고 그리고 일곱

째 날에 큰 소리로 절대자를 찬양하였다.

형상 금령1) 실천은 신약 사도행전2)에서 구체적이다.

1) ,『바르트와 레비나스가 본 형상 금령 해석』, 158.

2)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1장)이후 오순절(2장)을 지낸다. 성전에서 
앉은뱅이(3장)를 고치는 일과 두 사람 요한과 베드로의 감옥(4장)생활과 아
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5장)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일곱 집사(6장)가 세워지면서 그중 하나인 스테반의 설교(7장)를 
통해 실천행위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8장)이다. 

사울의 회심(9장)과 베드로가 행한 욥바의 다비다 일(9장)은 성령의 역사
로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10장)의 역사 등
의 이방 선교 보고(11장)는 예루살렘 가까이서 시작하게 된다. 베드로의 감
옥에서의 탈옥(12장),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1차 선교출발(13장)을 시작으
로 1차 선교 귀환(14장)을 다시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진다(15장). 다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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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사랑 실천 이행 디아

스 폴로 삶이 있다. 이 디아의 성막은 48개의 기둥 곧

48 나누기 4는 12로 넷은 네 발 · 발밑이 갈라진 발굽

· 양의 발굽의 12마리에서 동 · 서 · 남 · 북의 이산을

합하여 48주가 된다. 12지파의 하나님 보호의미가 되는

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실천

을 하게 되면 주위에는 첫 번째 염소 털로 만든 흰털

로 안쪽은 구름으로 지키는 천사가 있다. 두 번째 붉은

물들인 가죽 · 세 번째 해달의 가죽이 막아준다. 이 안

에 드는 보석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휘장 안에 들

면서 이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다. 세 번째가 되는 이

곳은 휘장만 있으나 맘대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 법

궤는 서로 날개를 맞댄 속죄 소에 있다. 시온 좌 뚜껑

을 가진 상자 법궤이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만나

를 담은 금 항아리와 두 돌 판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

고 들어가서도 열리지 않지만, 그 분에 의해서만 열리

는 속죄소이다. 바로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 옆구리가

찢어졌다 함은 내 안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찢어진다.

바로 생명과가 열리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란 휘장이

빌립보 사역을 디모데와 같이(16장) · 2차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선교(17) · 2차 고린도 사역을 18개월 동안(18) · 3차 에베소사역(19) 후 3
차 귀한을 예루살렘에서 보고한 후 체포된다(21장) · 1차 간증(22장) · 공회 
앞(23장)과 벨리스총독(24장), 베스도총독(25장)앞에서 · 2차 간증을 아그리
바 왕 앞에서(26) · 죽기 위하여 로마에 도착(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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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김으로 하나가 되는 초월성 바로 통과 디아δία1) 사상

이다. 번제 단 안에는 세문이 있는데 첫째 문은 모두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번제단

과 물두멍이 있다. 첫 번째 문을 들어가려면 씻어야 한

다. 둘 째 문은 시험을 거쳐야 한다. 애쓰고 힘써야 들

어간다. 애써서 들어가는 일은 하나 곧 헬라어로 에이

스είς 되어야 들어간다. 음강법으로 설명 되어 지는바

헬라어 프로스인 ‘…향하여’2)야 열린다.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려면 애쓰고 힘써서 들어가되 하나님에 의하여

서만 들어간다. 안인 엔έν 즉 안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

님 만나 죄 사함을 받는 마지막 세 번째 문까지 들어

가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한다. 헬라어로 엔έν이다.

강기식으로 설명되면 안이고 한이다.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헬라어로 에이스3)이다. 죽어야 산다이다. 헬

라어 에크 εκ하고 토해내야 밖으로 나와 싹이 난 일이

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에크εκ하고 토해져 살아났

다. 헬라어 에피έπί 예쁘게 열매 맺힌 다음 떨어져 나가

는 아픔 아포άπο 아픔을 겪고 통과 되어4)진다. 복음은

통과를 목적으로 한다.

1) δια( ).

2) πρός(프로스).

3) είς(에이스).

4) δια(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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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과 해1). 하늘과 해

하나님이 물로 해=싸매서= 쉐메쉬가 해이다. 즉 물

말씀 따라 아드님을 희생하시었다. 물이 하늘로 오르는

본보기를 보여 주시었다. 이 빛을 거울삼아1) 살아라

하신다. 더 나아가 우리말 선생=쎔= = 쉠2) 삼아=

= 부솸아3) 임을 삼아4) 살라 하신다.

이 사상은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5) 해가 있는 거기6)

에서 빛 역할로 살아라7)시다. 내 이름으로8) 빛내라!

방법은 말씀으로9) 세상 거기의 삶10)을 하나님이 계시

는 그리로 목표를 삼아11) 살아라! 성경12)은 순종을 거

1) ( ,욥 35: 5, 37: 21; 시 57: 20, 78: 23, 77: 17. 

.(쉠 · 이름)ם (2

부ה (3 .(쉠 솨마 · 그리로 그리로, 신 23: 21)ם

4) ֹו ֹו(쉬메오아으 쉬메오아으 · 들으라 들으라, 욥 37: 2)

 .(솨마임 신,16: 6, 21: 4, 26: 5, 31: 26, 34: 5)ם (5

.(솸 · 거기)ם (6

.(솸 · 거기서, 신 21: 4)ם (7

 :(베셈 · 이름으로, 창 12: 2, 8, 13: 4, 16: 11,16: 13, 17: 5, 17ם (8
15, 17: 19, 19: 22, 19: 37, 19: 38, 21: 38, 22: 14, 25: 25, 26, 26: 18, 
20, 21, 22, 25, 33, 27: 36, 28: 19, 32, 33, 34, 35, 30: 6, 8, 11, 13, 18, 
20, 21, 30: 24, 31: 48, 32: 2, 28, 29, 30, 233: 17, 20, 35: 8, 10, 15, 
38: 3. 4, 5, 29, 30, 41: 45, 41: 51, 52, 50: 11; 출 2: 10, 22, 6: 3, 15: 
23, 16: 31, 17: 7, 15, 20: 7, 20: 24, 28: 9, 10, 11, 12, 29, 32: 32, 33: 
19, 34: 5, 39: 6, 39: 14; 레 18: 21, 19: 12, 21: 6, 24: 11, 24: 16; 민 
11: 3, 34,.이하 생략. 

.(미솸 · 거기서, 신 10: 7)ם (9

.(쐄 · 거기, 신 14: 26, 16: 6)ם (10

.부(솨마하 · 그리로, 신 23: 13, 21, 31: 16)ה (11

12) Gordin J. Wenham은 Genesis 1~15(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xxi., 11~3에서 1절은 2절의 종속절, 3절의 종속절, 
2~31절의 요약적 설명, 처음 창조행위로 보는 견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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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로 삼아 임2)으로, 나의 마 임3)으로 하라신다. 물이

없는 곳4)에다 해를 다는 일은 하나님인 빛을 다시는

일이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함무라비 법전을 기록한

돌 비석 뒷부분에서 태양신에게 함무라비가 선채로 판

결 권을 받는 그림이 있다. 수메르 사람들은 우루의 에

바바르5) 태양을 섬겼다. 해의 원어는 셈어 샤마쉬6)에

서 찾아진다. 하나님이 하늘에 단 해7)이다. 월신 난나

와 닌갈신의 태양신8)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물이 하나

도 없는 죽은 뼈들을 살신9) 하나님이 하늘 높이 해를

다시었다.

하나님! 엘로힘! 힘이 있는 분! 맷돌로 고운가루로

되도록 빻아 에바 십분의 일에 빻는10) 두 번의 기능을

두어 예수님이 힘이 있는 분임을 하나님은 보이신다.

떡을 만드는11)일도 빻는 일이다.

1) ( · 거기) · 또 거기서 םּו(움미솸 · 또 거기서, 창 2: 10, 11: 9) 
· 그곳 ם(솸 · 그곳) · 그리로 ם(미솸 · 그리로, 창 11: 8).

.(솨마임 · 하늘)ם (2

.(마임 · 물)ם (3

.(쉐메쉬)ׁש (4

5) 신전 깨끗하다와 밝게 빛난다 뜻인 e~babbar, white house, babbar.

6) Shamash, Shamsh.

.(쉐메쉬 · 해)ׁש (7

8) 장국원,『고대 근동 문자와 성경』(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6), 
165~166.

9) 겔 37: 3~11.

10) 민 28: 5.

11) 창 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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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늘과 이름2). 하늘과 이름

먼저 고운 가루 만들기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

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드는 일1)이었다.

힘 있는 하나님을 위한 모세사역이다. 모세는 이 가루

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게 하였다. 이

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2)이다.

성경 2회 리듬 여호와 여호와=    3) 매일매일=

=  4) 여섯 여섯=식스 식스= =  5)
일곱씩 일곱씩= =  6), 또 그 손이 모

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겠고7)의

향기가 있다.

이 2회 리듬은 하나님이 죄악을 부셔버리는 의미의

하늘 히브리어 언어에 붙는 쉰=치아= 8)로 한다. 오른

쪽 선상에서의 점과 모음부호 파다흐9)로 사람이 가진

이빨로 전한다. 이 시적표시 치아= 10)는 쉐, 곧 치아사

1) 32: 20.

2) 창 1: 6, 2: 26, 3: 7, 4: 19, 5: 8, 6: 19; 신 9: 10. 

3) ה .(여호와 여호와, 출 33: 6)הה

.(욤욤 · 매일 매일, 시 61: 9, 68: 20)יֹום יֹום (4

.(쉐스 · 여섯, 대하 1:3; 아 5: 12)ׁש (5

ה (6 .(쉬브아 쉬브아 · 일곱씩, 창 7: 2, 3)ה

ֹו (7 ל ד ל  (야도 바콜 베야드 콜 보 ·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דֹו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겠고, 창 16: 12).

.(쉰 · 치아)ש (8

 · (쉐ם · 와 (솨)(쉐)ׁש (쉐메쉬 · 해)에서ׁש · (솨마임 · 하늘)ם  (9
이름)의 (쉐),  ה부(솨마 · 그리로)에서 (솨) · י(쇄네 · 두) · (솨다이
카 · 유방) · לֹום(솰롬 · 평화)의 (솨) 모두 한결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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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나오는 쉐~쉐~쉐~쇄~솨1)이다. 그런다음 우리에

게 복을 주시는 의미를 강조한다. 둘씩 둘씩=쉐나임 쉐

나임= =  2) 기는 것=하시렜죠 하시렜

죠= =  3)와 모셔 모셔= =

 4)로 향기를 낸다.
우리말에 아시라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에 내가 찬

송하리니의 뜻을 지닌 발음 아쉬라5)는 복과 관련되어

지는데 바로 아시라6)의 치아의 오른쪽 위 선상의 점과

모음부호 파다흐가 달린다. 물이 없는 뼈들7)을 다시

살려 사람이 살게 하시는 의미가 들어 있다. 우리말에

하마 다 하셨습니까?라는 경상도 말이 있다. 그렇게 하

마= = 8)로 은혜를 약속하시는 그 분은 해=삼아

10) ( ).

1) (쉐)⇢ (쉐), ׁש ⇢ (솨) ⇢ (쇄) ⇢ (솨)⇢ (솨).

ם (2 .(쉐나임 쉐나임 · 둘 씩, 창 7: 9)ם

ץ (3 .(베콜~하쉐레쯔 하쉐레쯔 · 기는 것과, 창 7: 21)ּול~ץ

ה (4 .(모쉐 모쉐, 출 3: 4)ה

.(아쉬라 · 내가 찬송하리니, VQICXS, I will sing, 시 13:6)ָאיה (5

 ,(아세레 · 복, 신 21: 14, 15, 26: 15)는 행복하다(잠 3: 18יי  (6
9: 6; 욥 29: 11; 사 3: 2)로 옳은 것을 의미한다. 옳다로 엘로힘(신)과 제데
크(유방) 혹은 לֹום(솰롬)와 루아흐(영)와 여호와가 다 모인 상태이다. 복은 
바로 여호와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는 실존의 현실이다. רַא(아쑤르 · 걸
음, 보행, 걸음, 욥 31: 18, 9: 6, 29: 1; 사 3: 2), 걸음 보행으로 רַא(아싸르 
· 창 13: 13)이며 행복, 행복하의 의미 걸음,  י(아세레 · 복, 신 33: 29; 
시 1: 1; 잠 3: 13) 행복의 의미 또한 ה(아쉐라 · 행복한, 신 7: 5; 삿 6: 
25) 베니게의 여신 아세라의 의미이다. 이 복은 관계대명사로서 ..한, ..한 방
법으로 이 의미는 문장에 삶 전체로 성경전체에 펼쳐진다. 복은 베라카 ברכה
(베라카 · 무릎을 꿇다 동사 ברך(바라크)에서 유래하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 찬양하다(창 9: 26, 24: 27) 동사가 강의형일때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다. 즉 복을 빌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을 찬
양하는(느 9: 5) 무릎을 꿇음이며 복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창 12: 
2)이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그로 말미암는다.  

7) 겔 37: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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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1)가 보여주는 양쪽에 똑 같은 글자를 2회

반복시킴으로 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에 달리게 하시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의미를 전한

다. 양쪽에 말씀을 달아서 일하시는 그분을 알린다. 곧

말씀이 양쪽에 달리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에 두 손으로 달리심을 은유한다.

실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된 함무라비 법전

돌비석의 뒷부분에는 함무라비가 선채로 판결 권을 받

는 그림이 있다. 수메르 사람들은 우루의 신전을 에바

바르라고 불렀는데 깨끗하게의 의미이다. 그들은 태양

과 밝음과 사회 정의 ·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여짐을 하

얀 색깔로 표현하였다. 우루 신은 셈어의 샤마쉬, 히브

리어 쉐메쉬로 물을 양쪽에서 하나님이 빻아 버리신

뜻이다. 하나님 흔적은 해를 통해 그의 힘을 나타내시

는 예이다.

여섯=쉐쉬= = 2)과 관련한 글자학 근거는 신화에

서 말하는 신이며 태양신3)이다.

학자 토시오는 히브리어 해 쉐메쉬가 아카드어

Šamaš와 관련 있다했으나 공동명사 Šamšu와 Šamaš는

동일하지도 아니하다4) 하였다.

8) ( ).

.(쉐메쉬 · 해, 시 19: 5, 라 1: 6)ׁש (1

.(쉐쉬 · 여섯, 창 7: 6; 민 1: 46; 수 6: 3; 겔 16: 4ׁ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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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섯

여섯은 해 의미와 긴밀하게 관련되면서 예수님이 그

의 몸을 다 없애는 의미이다. 태양신과 하나님과의 차

이는 의로운 해1)에서 확인된다. 해가 물의 초월성 뜻

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해 쉐메쉬2)가 음식을 빻

는3)의미로 하여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림 이스라

엘 백성에게 준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

째날 · 영원이다.

복음의 물이 말씀이 흐르는 물을 위한 하나님의 일

잇발 치아4)역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여

물이 다 빠져나간 즉 여섯=쉐쉬= = 쉐쉬5)의 두 번씩

되풀이 되는 의미는 갈고 닦는 여섯째, 예수님은 여섯

째 날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섯6) 표기는 여섯 성읍7) ·

4) Tsumura, David Toshio, 52.  

1) 4: 2.

2) ((해).

3) KHCCOT 3795 ית(카티트 · 빻아, 민 28: 5); ית(카티트 · 두들겨 
낸, 빻아서 고운 · 3807 ת(카타트 · 빻다, 조각내다, 조각내어 부수다.

와 (솨): J. Weingreen,『구약 성경 히브리어 완성』 김재관 역(쉐)ׁש  (4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245.

.(쉐쉬 · 여섯, 창 7: 6; 민 1: 46; 수 6: 3; 겔 16: 4ׁש (5

(하쉬י (하쉬쉬트 · 여섯째) · 여섯째ית (쉐쉬 · 여섯) · 여섯째ׁש (6
쉬 · 여섯째, 창 1:31); 창 1: 31, 30: 19, 20; 25: 32, 33, 35, 26: 9, 22, 25, 
28: 10, 36: 16, 27, 30, 37: 18, 19, 21; 레 24: 6; 민 7: 3, 29: 29, 35: 6, 35: 13, 
35: 15; 수 15: 59, 62, 19: 32; 룻 3: 15, 17; 삼상 17: 4; 삼하 2: 11, 3: 5, 6: 13, 
21: 20; 왕상 6: 6, 10: 19, 20, 11: 16; 왕하 15: 8; 대상 2: 15, 3: 3, 4, 22, 4: 27, 
8: 38, 9: 44, 12: 11, 20: 6,  24: 9, 14, 25: 3, 13, 23, 26: 3, 대하 5, 17, 27: 9, 
9: 18, 19, 13: 21; 스 8: 35; 느 3: 30, 5: 18; 에 2: 12; 욥 5: 19; 사 6: 2; 겔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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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1) · 가지 여섯2) · 널판 여섯3) · 수레 여섯4)

· 양 여섯5) · 여섯 규빗6) · 여섯달7) · 여섯 걸음8) ·

여섯씩9) · 여섯 층계10) · 여섯사람11) · 여섯 아들12) ·

여섯 가지 환난13) · 여섯 날개14) · 어린 양 여섯15) · 돌

항아리 여섯16) · 여섯 형제17) · 여섯째아들18) · 여섯째

날19) · 여섯째20) · 여섯째 폭21) · 여섯째 달22) · 여섯째

인23) · 여섯째 천사24)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46: 4, 6; 3: 1; 눅 1: 26, 36, 4: 25; 요 2: 6; 행 11: 12; 계 4: 8, 6: 12, 9: 13, 
14, 16: 12, 21: 20. 

7) 35: 6,13, 15, 59; 수 15: 62.

1) 룻 3: 15, 17; 대상 3: 3, 24: 9, 14,  25: 13.

2) 출 25: 32, 33, 35, 출 37: 18, 19, 21, 대상 3: 4, 26: 17.

3) 출 26: 22,  36: 16, 27.

4) 민 7: 3.

5) 느 5: 18; 겔 46: 6.

6) 삼상 17: 4; 단 3: 1. 

7) 삼하 2: 11; 에 2: 12; 눅 1: 36, 4: 25 

8) 삼하 6: 13.

9) 삼하 21: 20; 대상 20: 6.

10) 왕상 10: 19, 20; 대하 9: 18,19.

11) 대상 3: 22, 25: 3; 겔 9: 2.

12) 대상 8: 38, 9: 44.

13) 욥 5: 19.

14) 사 6: 2; 계 4: 8.

15) 겔 46: 4.

16) 요 2: 6.

17) 행 11: 12.

18) 창 30: 19, 20.

19) 민 29: 29.

20) 수 19: 32; 삼하 3: 5; 대상 2: 15, 3, 5, 27: 9,12: 11, 25: 13, 26: 
3; 느 3: 30; 3, 5, 27: 9; 계 16: 12, 21: 20.

21) 출 26: 9, 36: 16.

22) 눅 1: 26.

23) 계 6: 12.

24) 계 9: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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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비중은 어떤 대상이 물이 빠지면서 완전히

죽어 뼈만 남은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로서만 살릴 수 있는 시적 언어 표시이다. 구원=야솨=

=야솨1)를 통해서이다. 이 언어는 여성 수동태분사

로서 명사형일 경우 자유와 구원의 의미이다. 동사로는

열려 있다 · 넓다 · 완전하다뜻으로 구원=예슈아= =

 예슈아2)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 진행형시제이다.

예수아의 첫 글자 요드를 빼버리면 양 의미인 세3)가

된다. 이 요드는 성경에서 숱하게 글자 처음에 놓이면

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다4)이다. 그 뒤로 이어지는 치아 쉰5)은 음식이 잘게

씹혀서 상대방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십

자가와 그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잘게 씹어

먹는 매우 귀중한 글자의 의미전달이다. 십자가상에서

그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표백=하쉬시=

= 6)이다.
1) ( · 구원); 어원(기원) : KHCCOT 3467에서 유래TWOT : 929a 

명사, 남성형 으로 자유', '해방', '번영': ~ 안전, 구원, 구원하는 의미가 있다. 
동사로는 '열려 있다', '넓다', 또는 '의롭다', 즉(함축적으로) '완전하다'; 사역
동사 '자유롭게 하다',  또는 '돕다', '구조하다': ~ 전혀, 원수를 갖는,  옹호
하다, 해방하다(해방자), 돕다, 보존하다, 구출하다, 안전하다, 구원을 가져오
다(구원을 이루는), 구원하다의 뜻이 있다. 

2) ּוׁש(예수아 · 구원, 시 119:155) · ע(예솨 · 구원) · 존재 ׁש(예쉬 · 
존재, 창 23:8) · 구원자 ע(예솨 · 구원자).

.(세 · 양)ה (3

 (예솨 · 구원자) · 구원ע (예쉬 · 구원) · 구원자ׁש · (예솨 · 구원)ע (4
.(야솨아 · 구원) · (예슈아 · 구원, 시 119:155)יּוׁשה

.(쉰 · 연단)ש (5

. (하쒸쒸 · 표백)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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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늘 그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1)하

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2)을

위해서이다. 구원3)의 예수님 사역은 사역동사 곧 예수

님이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 예쉬4)다. 예솨5) 사람이

다. 한국인은 예사라는 말을 쓴다.

사람 눈높이에 맞춘 나의 구원자=예솨= = 6)이
다. 구약에서 발견되는 예수 발음 “예수아나 · 야솨아 ·

예솨 · 예쉬 · 여호수아” 모두 디아스 포라의 이산離散

이미지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진행되는 하나님 역사는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이다. 우리말에는

요새라는 말이 있다. 예수가 지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으시다이다.

1)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
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야세 · 행하시리라, 수 3: 5) · 너는 담
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하자 여
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ה(야세 · 행하시기를, 삼하 10: 12) 원하노
라 ·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ה(야세 · 행하시옵소서, 삼하 15: 26) · ה
(야세 · 행하시기를, 대상 19: 13) ·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ה(야세 
· 행하시던, 사 64: 3) · 하나님의 ה(야세 · 행하시는 것은, 전 3: 14) · 하
나님의 ה(마아쎄 · 행하시는, 전 7: 13) 일 ·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ה (아쉐르~야아세르 · 너희를 위하여 행ר ~
하시는, 출 14: 13)일을 보라.

 ,(예쉬엔누 · 구원: 대상 16: 35; 시 65: 5, 68: 20, 79: 9, 85: 4נּו(2
95: 1.

(테ּוׁשה (예쉬아티 · 구원) · 구원 (예쉬아카 · 구원) · 구원ּוׁשי (3
슈아 · 구원, 왕하 13: 17).시 28: 8, 88: 1, 89: 26.

 (예쉬이 · 구원: 삼하 22: 3, 47; 시 18: 2, 18: 46, 25: 5, 27: 9, 합י(4
3: 18.

 (예슈아 · 구원, 시 119:155)יּוׁשה · (예솨 · 구원)ע · (예솨 · 구원)ע (5
· (야솨아 · 구원).

ֹו(하예쉬 · 구원, 출 17: 7) · ׁש · (예쉬 · 구원)ׁש · (예솨 · 구원)ע (6
.(여호수아 · 구원~Ίησούς); 출 24: 13, 15, 32: 17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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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을 두시려는 거기

여섯째1) 날에 들에 나가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2일분을 준비2)하는 기쁨이 있다. 유쾌함3)의 노래 부르

는 삶! 토요일 들에 나가 만나를 줍되 하루분이 아니라

이틀 분을 주어 주일을 쉰다. 일곱째 날 쉬어가며 노래

=쉬르= = 쉬르4) 노래 부르는 일! 늘 다니면서 일

하고 쉬는 날은 시로 쉬라5)는 나그네!

이산 디아스포라 사상은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에서

진 배치할 때 동쪽의 유다와 잇사갈의 스불론지파와

남쪽의 갓과 시므온과 르우벤 지파, 서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지파, 북쪽의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

파로 배치됨과 관련된다. 이 동서남북 12지파 배치는

곧 12지파가 동남서북으로 흩어진 구약시대를 지나 신

약시대는 흩어져서 하나님 일을 할 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행군할 때에도 동

쪽에 유다와 잇사갈 스볼론 대표 아론과 남쪽에 갓과

1) 1: 31, 30: 19; 출 26: 9; 민 29: 29; 수 19: 32; 삼하 3: 5; 대상 
2: 15, 3: 3, 12: 11,  24: 9, 14, 25: 13, 23, 26: 3, 5, 27: 9; 느 3: 30; 
눅 1: 26; 계 6: 12, 9: 13, 14, 16: 12, 21: 20.

2) 출 16: 29).

 :신 28: 63; 시 35: 9; 사 35: 1, 61: 10, 62: 5, 66 ;(수스 · 기쁨)ׂשּו (3
14. 

수)ׁשּוׂש (쉬르 · 노래)는  수금에 맞춘 노래로יה (쉬르 · 노래) 또는יר (4
스 · 기뻐하다) 또는 יׂש(수스 · 기뻐하다). 

5) 창 23: 4, 47: 9; 출 22: 21, 23: 9, 12; 레 25: 23; 신 10: 18, 19; 삼
하 15: 19; 대상 29: 15, 30: 25; 욥 31: 32; 시 94: 6, 119: 54; 사 14: 1; 
렘 9: 2; 겔 22: 7; 슥 7: 10; 말 3: 5; 마 25: 35, 38, 43, 44, 27: 7; 행 2: 
10, 7: 6, 29, 13: 17,  17: 21; 딤전 3: 2, 5: 10; 딛 1: 8; 히 11: 13; 벧전 
1: 1, 17, 2: 11; 요삼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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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과 루으벤 대표 고핫과 서쪽의 에, 므낫세, 베냐민

대표 게르손과 북쪽의 단, 아, 납달리대표 므라리로 모

두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며 그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아주 나약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목표를 삼았다.1) 그러기에 하나

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 시

키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하나님이 그

도구로 이스라엘백성을 삼았다. 하나님은 그의 명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도

주시며2) 약속하신 일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는 하늘이다. 일반적 속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미 접두사를 붙이면서 일반 속성을

넘어서고3)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특징은 하늘로 오르

는 일이다. 그 흔적『신곡』에서는 하늘 삼아 사는4)

사람들의 삶을 배5)나 기쁘게 하는 삶이 이 지상에 있

음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기쁨

과 순종으로 배로 쉬며6) 하나님께 스미어7) 드는 삶을

산다. 그러기에 충분히 쉼으로8) 하나님 일을 배로 삼

)מֹו (1 · 이름을 두시려고).

2) 신 14: 24.

3) trasmodare.

.(솨마임 · 하늘)ם (4

5) (베).

.(베쉬메하 · ένεύΦροσύνῃ · with joyfulness)ה (6

.(티스마아 · είσακούσῃς · thou shalt hearken, 신 30: 10)ע (7

.(레쉐모르 · 지키고, 신 30: 10)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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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 사는 생활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 지상에서의

삶의 천국이다. 그리고는 감사의 표시를 광주리에 담아

싸매어2) 바치는 삶을 산다.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셨던3) 선물은 하나님의 머리4)

곧 생각 안 베어드는5) 삶이라고 언질을 놓으시면서 인

간이 살도록 시트를 깔아 주셨다.6) 하나님이 시트7)를

우리에게 깔아놓으실 정도로 바라8)셨던9) 첫 열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걸 보여주

려고 그의 아들로 끝을 내심10)을 열매로 하신다.

이때는 남성명사로 분명한 하나님이 보이신 그의 아

들 모습은 그리스도이다. 이 가시적 세계11)의 안12)에는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13)가 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정도를 그의 아들 예수임을 알리고 싶으심이다. 이

1) ( · 담아서, 신 26: 2).

2) (베솨메타 · 담아서, 신 26: 2).

.(베레쉬트 · 태초에, 창 1: 1)אי (3

4) William Gesen「ראש」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ed. F.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Oxford: Clarendon Press, nd), 910~2.

.(베트)ב (5

6) Knight, Douglas A. Tucker. Gene M.,『히브리 성경과 현대의 해석
자들: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447. 

.(베레쉬트, 창 1: 1)אית (7

.(바라)א (8

. (로아쉬)אי (9

.(이트)ית (10

11) 창 1: 1.

12) 김영진,『성경 히브리어』(서울: 올람 하타낙, 2003), 111.

13) 창 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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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절대적 사랑의 가능성은 칼 동사 Q에서 능동 어

간으로 변화1)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안은 물, 즉

말씀이 있는 물로 생명이 존재하는 우주2)이다.

우리나랏말 ‘입으리’가 있다. 그런데 히브리라는 말이

이브리로 기록되어있다. 이브리=  = 3) 하나님이
옷을 입으리 하신다. 백성들이 그 분의 안4)에 드는 일

입으리다. 하나님의 집안!5) 늘 바라6)시어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그 분의 으뜸7)의 근

본8) 절대 사랑을 ‘입으리’를 보여주시는 일!9) 이 귀함

)אי (1 · P. NFS, 창 1: 1) ⇢ ץָא(베하아아레쯔 · 
C.D.NFS, 창 1: 2) ⇢ רּיא(바요마르 · CW.VQIMZS, 창 1: 3) ⇢ רא(바야
레 · CW.VQIMZS, 창 1: 4) ⇢ א(바이크라 · CW.VQIMZS, 창 1: 5) ⇢ 
 (바야스 · CW.VQIMZS, 창ׂש ⇢ (바요마르 · CW.VQIMZS, 창 1: 6)ּיאר
 · (바요마르ּיאר ⇢ (바이크라 · CW.VQIMZS, 창 1: 8)א  ⇢ (7 :1
CW.VQIMZS, 창 1: 9) ⇢ א(바이크라 · CW.VQIMZS, 창 1: 10) ⇢ רּיא
(바요마르 · CW.VQIMZS, 창 1: 11) ⇢ אֹוּת(바토쩨아 · CW.VHIFZS, 창 
 · (바요마르ּיאר ⇢ (바예히 켄 · CW.VQIMZS, 창 1: 13)י~ ⇢ (12 :1
CW.VQIMZS, 창 1: 14) ⇢ ׂש(바야스 · CW.VQIMZS, 창 1: 16 ) ⇢ל
(베리메슬 · C. P.VQNG, 창 1: 18) ⇢ ~י(바예히 켄 · CW.VQIMZS, 창 
 · (바이브라א ⇢ (바요마르 · CW.VQIMZS, 창 1: 20)ּיאר ⇢ (19 :1
CW.VQIMZS, 창 1: 21) ⇢ (바예바레크 · CW.VQIMZS, 창 1: 22) ⇢  
 ,(바요마르 · CW.VQIMZSּיאר ⇢ (바예히 켄 · CW.VQIMZS, 창 1: 23)י~
창 1: 24) ⇢ ׂש(바야스 · CW.VQIMZS, 창 1: 25) ⇢ ⇢ רּיא(바요마르 · 
CW.VQIMZS, 창 1: 26) ⇢ א(바이크라 · CW.VQIMZS, 창 1: 27) ⇢ 
(바예바레크 · CW.VQIMZS, 창 1: 28) ⇢ רּיא(바요마르 · CW.VQIMZS, 
창 1: 29) ⇢  רא(바야레 · CW.VQIMZS, 창 1: 31) ⇢ ּוּל(바이쿨루 · 
CW.VUIMZS, 창 2: 1) ⇢ ל(바이칼 · CW.VPIMZS, 창 2: 2) ⇢ (바
예바레크 · CW.VPIMZS, 창 2: 3). 

2) Klaus Scybold, “시편의 우주관,”『시편입문: Introducing the 
Psalms , 이군호 옮김(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2), 203. 

.(이브리 · 히브리, 욘 1:9)י (3

4) 창 2: 10, 3: 15; 레위기 1: 4; 사 1: 5, 9: 15; 렘 9: 1. 

5) 출 23: 19; 신 26: 2; 욥 8: 7, 40: 19; 시 111: 10; 잠 1: 7, 4: 7. 

.(바라 · 창조)א (6

.(레쉬트, 잠 1: 7)ית (7

.(레쉬트 · 근본, 시 111: 10)ית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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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경은 창조를 49회1)로 한다. 77절에 바라셨던2) 일

은 늘 여성명사다. 늘 바라는 바람만큼 창조3) 권위 자

랑4)하시면서도 늘 기다림을 그 분의 매력으로 하신다.

하나님은 엘로힘5)을 33회로 성경 주인을 예수님으로

이 안에서 우리들이 사는 표시로 하신다.6) 이 경외가

지혜 근본7)이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

시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닮게 남자는 기

억하는 존재 자카르 자기로8) 하나님 자기를 잘 기억

하게 하시었고 여자는 기록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남자

는 늘 남자로 여자에게 오 내개와 한다. 오 내게 와=우

네케바= =  우내게봐9) 한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흔적 기록으로 한다. 자기 집을 버리고

시집가 평생 남자 집에서 대를 잇는 여자이다. 기록 아

이가 있다. 자기 남자를 한국여인들은 즐겨 자기라!10)

)ׁש (9 · 존재하는).

1) 창 1: 1, 21, 27,  2: 3, 4, 5: 1, 2, 6: 7; 출 31: 17; 신 4: 32; 욥 4: 
17, 40: 19; 시 51: 10,  89: 12, 47, 102: 18, 104: 30; 잠 8: 30; 전 12: 
1; 사 40: 21, 26, 28, 41: 20, 42: 5, 43: 1, 7, 15, 45: 7, 8, 12, 18, 48: 
7, 54: 16, 65: 17, 65: 18; 렘 31: 22; 암 4: 13; 막 10: 6, 13: 19; 엡 3: 
9; 골 1: 15, 16, 3: 10; 히 4: 3, 9: 11, 26; 벧후 3: 4; 계 3: 14, 10: 6.

.(베레쉬트 · 태초에, 창 1: 1)אית (2

.(바라)א (3

4) א(레에쉬).창 2: 10, 3: 15, 8: 5. 

.(엘로힘, 창 1: 1~2: 3)ים (5

6) (베).

7) 시 111: 10.

.(자카르 · 기억, 창 1: 27)ר (8

.(우네케바 · 기록, 창 1: 27)ּוה (9

.(자카르·기억, Τνήσθητε, remember, 신 32:7)זכד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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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남자 자기! 여자는 남자가 오 내게 와 오 내게

봐! 정말 아주 아래쪽=베하아래쯔= =  베아레쯔1)
땅! 당신 말을 들어보라시며 봐요 말을2)이라며 봐야!3)

보이는 눈의 중요성을 제시하신 땅! 봐야4) 보이는 이

거라5)의 땅! 봐 두어야6) 봐 여기7) 또 있어 배야 아이

유8) 봐 이것9) 땅! 추수 기쁨의 땅! 우리로 주관하게

하시며10) 봐 입으라!11) 창조 하나님 말씀 옷 입는 일이

다. 봐야 보라고!12) 눈 여겨 보라시며13) 봐 이걸14) 하시

는 하나님의 안! 15)은 늘 바라16) 배와 배17)로 하신 봐라

￩ 봐라18)의 반복!

하나님 창조세계 봐라19) 봐라 봐라 이 봐 이거라!20)는

1) ָא( · 땅이, 창 1: 2).

.(바요마르)ּיאר (2

.(바야레, 창 1: 4, 12, 31)רא (3

.(바야스, 창 1: 7, 16, 25)ׂש (4

.(바이크라, 창 1: 5, 8, 10, 11)א (5

.(바토쩨아, 창 1: 12)א (6

.(바예히 켄, 창 1: 11, 13, 19, 23)י (7

.(베하이우, 창 1: 15)יּו (8

.(바이텐, 창 1: 17)ן (9

.(베리메슬, 창 1: 18)ל (10

.(바이브라, 창 1: 21, 27)א (11

12) (바예바레크, 창 1: 22, 28, 2: 3).

.(바이쿨루, 창 2: 1)ּוּל (13

.(바이칼, 창 2: 2)ל (14

.(바브 · 하나님 안)ב (15

א  (16 .אית

17)  ￩ .
א (18 .א ￩

 .(바라 · VQAMZS, 창 1: 1, 2: 4; 출 31: 17; 시 51: 10)א (19

 .(바이그라, 창 1: 21; 사 40: 26, 28, 42: 5)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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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봐 이쁘라1) 예쁘게 살라!

이 봐 보라 창조 보라 이거2)는 하나님 스스로 내 영광

을 위하여 바랐다3)하신다. 창조물을 보레4) 빛과 어둠

도 창조하시며 우 보레5) 보레 하시려6)하신, 하나님이

보렜다7) 창조 보레8)를 연발9)하신다. 이 보레10)는 산

들과 바람! 모두 우 보레11) 봐라 야12) 하시었다.

우리들이 그리로 방향 삼아13) 사는 삶 그곳이 유일하

게 도망할 수 있는 도피처다. 그리로 방향삼아 사는 인

생의 기른 축복의 길이다.

1) ( · 창조).

2) (보레아카 · 창조, 사 43: 1).

.(베라티브, 사 43: 7)איו (3

.(뽀레 · 창조자, 사 43: 15)א (4

.(우보레 · 창조, 사 45: 7)ּוא (5

.(뽀레아티브, 사 45: 8)איו (6

.(보레아티 · 창조, 사 45: 12)אי (7

.(보레 · 창조, 사 65: 17)א (8

.(뽀레 · 창조, 사 43: 18)א (9

.(뽀레 · 창조, 렘 31: 22)א (10

.(우보레 · 창조, 암 4: 13)ּוא  (11

.(야 · 하나님의 약호, 3050)ה (빠라야)의אה (12

.부(솨마 · 그리로)ה (13



물의 시학 421

제6장바다와나날

제1절 바다와 나날들의 언어 미와 리듬제1절 바다와 나날들의 언어 미와 리듬

 1. 물 위를 걸으실 이를 위하여 1. 물 위를 걸으실 이를 위하여

1. 물 위를 걸으실 이를 위하여1. 물 위를 걸으실 이를 위하여

바다에는 물이 있다. 우리 몸속에 70%이상이 물인

것처럼 성경에서 물은 1090회의 반복리듬을 가진다.

물1)과 물2)에 관련된 바다 290회 · 바다라3) · 바다는4)

· 바다가5) · 바다에서부터6) · 바닷가에7) · 바다의8) ·

1) ( ).

.(멤)ם (2

3) 창 1: 10; 수 16: 3.

4) 대하 4: 6, 10; 시 114: 3; 계 12: 12. 

5) 출 14: 21, 15: 10; 수 17: 10, 19: 29; 욥 28: 14; 시 42: 7, 95: 5, 
104: 25; 잠 8: 24; 사 50: 2; 렘 6: 23; 렘 51: 42; 겔 26: 3; 욘 1: 11, 12, 
13; 나 3: 8; 합 3: 10, 계 4: 6, 16: 3, 20: 13.

6) 민 11: 31; 시 72: 8; 사 24: 14. 

7) 출 14: 2.

8) 창 1: 26, 28, 9: 2, 32: 12, 14: 27; 민 11: 22; 신 33: 19; 수 13: 27; 
왕상 7: 26; 대하 4: 5; 욥 12: 8; 시 8: 8, 65: 7, 89: 9, 93: 4; 잠 8: 28, 
29, 사 10: 22, 23: 4, 60: 5; 렘 5: 22, 33: 22; 겔 26: 16, 27: 9, 29, 38: 
20, 47: 8, 10; 호 4: 3; 욘 1: 15; 합 1: 14; 습 1: 3; 롬 9: 27; 고후 11: 
26; 유 1: 13; 계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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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1) · 바다를2) · 바다와3) 등이다.

바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4)의 바다이다.

물바다=얌밈= = 얌밈은 물5)을 두 개 가졌다. 세

월의 뜻을 지닌 나날들=인생=일생=얌임= =  얌
임6) 또한 두 개의 물로 된 언어이다. 바다7)도 물 두개

나날8)도 물 두 개, 처음과 두 개의 물 사이에 하나님

의 손, 즉 예수님의 일하시는 손=요드= 요드가 있다.

바다와 나날 모두 문법적으로 복수이다. 복수의 개념

또한 모두 사역 뜻을 지닌다. 삶의 나날인 세월9)로 묘

사되는 사역의 삶은 곧 인간은 누구를 위하던지, 성경

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물바다=얌밈=

= 얌밈10)이나 나날들=인생=일생=얌임= = 
1) 5: 9, 18: 44; 욥 14: 11; 시 107: 24; 사 63: 11; 단 7: 3; 암 

8: 12; 미 7: 12; 슥 9: 10; 막 5: 13; 요 21: 1; 행 28: 4; 고전 10: 2; 계 
13: 1; 18: 17, 19. 

2) 신 30: 13; 수 24: 7; 왕상 7: 23, 24, 25, 39; 대하 4: 2, 3, 4; 느 9: 
11; 욥 26: 12; 시 66: 6, 74: 13, 78: 13; 전 1: 7; 사 10: 26, 11: 9, 16: 
8, 51: 10, 15; 렘 31: 35, 48: 32, 51: 36; 겔 31: 15; 암 7: 4; 나 1: 4; 
합 2: 14, 3: 8; 마 8: 26; 막 5: 13; 요 6: 17; 행 27: 5; 계 7: 2, 10: 2. 

3) 출 14: 2, 20: 11; 레 11: 9; 왕상 7: 44; 왕하 25: 16; 대상 16: 32; 
대하 4: 15; 느 9: 6; 시 36: 6, 69: 34, 96: 11, 98: 7, 135: 6, 146: 6; 사 
57: 20; 렘 52: 20; 단 11: 45; 욘 1: 9; 학 2: 6; 마 23: 15; 눅 21: 25; 행 
4: 24, 14: 15; 계 10: 5, 6, 8, 14: 7.

4) 창 1: 9~10.

5)  , (멤 · 물, 멤 · 물).

.(얌임 · 나날, 세월)ים (6

.(얌밈 · 바다)ימים (7

.(얌임 · 나날)ימים (8

9) 창 4: 3, 47: 9.

.(멤 · 물, 멤 · 물) ,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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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임1)이나 모두 하나님의 손이 두 번 발하시어 물로 씻

어 주신다.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

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물바다=얌밈= = 얌밈은 물2)을 두 개 가졌다.

세월의 뜻을 지닌 나날들=인생=일생=얌임= = 얌
임3)은 부호를 안 붙일 때는 동일4)하다. 굳이 변별성을

찾는다면 물바다=얌밈= = 얌밈은 파다 단모음 법

칙이다. 나날들=인생=일생=얌임= = 얌임5)은 카메

츠인 장모음 발음부호 차이일 뿐이다. 모두 어두에 하

나님의 옳은 손과 오른 손이 있다. 예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이다.

물바다=얌밈= = 얌밈6) 와 세월의 뜻을 지닌 나
날들=인생=일생=얌임= = 얌임은 다음과 같다.

[* 표 12: 바다와 나날들의 언어미와 리듬]

물바다=얌밈= = 얌밈7)과 세월의 뜻을 지닌 나

)י (1 · 나날, 세월).

.(멤 · 물, 멤 · 물) ,ם  (2

.(얌임 · 나날, 세월)ים (3

.ימים 과ימים (4
.(얌임 · 나날, 세월)ים (5

.(멤 · 물, 멤 · 물) ,ם  (6

.(멤 · 물, 멤 · 물) ,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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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들=인생=일생=얌임= = 얌임 관계는 외각선으로

이어본다면 V자형 승리 이미지다. 바다와 나날은 어우

러져 십자가상형이다. 4면 가운데 하나님 손이 있다.

위와 우측이 물 마임을 공통분모로 하는 하나님 손이

다.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구조이다. 바다는 넓은 수평

적 구조이고 나날은 여호와가 허락하시는 날이다. 우리

가 살아 있는 날1)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옳은 손으로

일하신다. 이끄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총 6회로

시적 은유가 되는 예수님 여섯째 날 은유는 이 세상에

사신 날의 상징이다. 우리를 이 세파에서 건지신 하나

님의 손을 중심한 외곽을 이으면 ◟모형이 오른쪽에

형성된 승리 이미지다. 히브리어로 마스크이며 형상,

흔적이 된다. 하나님의 흔적은 3회와 물 4회를 합하여

3과 4의 황금비율을 만든다.

* 표 12: 하나님이 한가운데서 일하시며 씻으심 표

(나날) (백성) (정직) (완전)

( ) ( ) ( )

( ) ( ) ( )

( ) ( ) ( ) 바다

( ) ( ) ( )

(얌밈) (암밈) (탐밈) (람밈)

물바다=얌밈= = 얌밈2)과 세월의 뜻을 지닌 나

)יֹו (1 · 날).

.(멤 · 물, 멤 · 물) ,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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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들=인생=일생=얌임= = 얌임 모두 물로 싸인 바
다! 오직 정직1)의 진실로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

를 하수 같이 흘릴2)로 물, 말씀으로 여호와의 인을 치

시며 국민과 백성과 열방을 다스리신다. 파도치는 바다

의 삶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날들3)이다.

하나님의 주권4)은 하나님의 최고권과 왕권이며 우리

들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삶5)이다. 하나님이 중앙에 계

셔서 물의 생명성6)을 알리시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감찰=봐이레= = 봐이레7)하시며 7번이나 같은 말을
하시었다. 그리고 창조=바라= = 바라8) 봐 이쁘라=

= 바이브라9) 그리고 봐 이거라= = 바이
거라10)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었다. 모두가 배움 의미

의 히브리어 아= 아11)로 끝나면서 양심의 마음소리를

두시고 그래야만 살 수 있음을 숨구멍을 열어 숨=헤=

헤12)하고 숨 쉬도록 하시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만

1) ( · 정직).

2) 암 5: 24).

3) J. Bloch, On the Apocalyptic in Judaism(Philadelphia: The 
Dropsie Collage, 1952), 7.

4) Arthur W. Pink,,『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 김진
홍 옮김(서울: 개혁주의 신행 협회, 2003), 29~30.

5)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159~160.

6) Masaru Emoto,『물은 답을 알고 있다 : Mizu wa Kotae wo 
Shitteiru』2, 양억관 옮김(서울: 나무 심는 사람, 2003), 33~64.

. (바이레아 · 하나님이 감찰)א (7

.(바라 · 창조 완료) 4회א (8

.(바이쁘라 ·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시는) 6회א (9

.(바이크라 · 하나님이 초청) 5회א (10

.(알레프 · 하나님의 법을 알고파 배움)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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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쉴 수 있으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살 수 있

다.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

랑하시는 자에게 향하는 진행 어미형 아= 1)를 히브리

어 언어 한 단어 앞에 놓는다. 창세기 1:1~2:3에서는 진

행 어미형 아2)가를 달고 있는 싹3) 3회 + 내라4)의 등

으로 10회로 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초청하여 감찰하시면서 싹을 내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

는 진행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직도 끝내지 않

으시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살아 이 글을 쓰며 하나님이 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법을 알고파 배우는 나5)이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 엣따= 엣따 하고 주신 언약구조

안에 있다. 이 사랑은 아직도 삶의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파 한다. 이 진행형 아

=아=6) 아는 묵음이지만 앞 모음을 장음화 한7) 기법으

로 하여 싹 냄을 표면구조로 한다.

12) ( · 숨구멍).

1) (알레프 · 하나님의 법을 알고파 배움): Alger. Johns 저 · 김이곤 역
『성서 아람어문법(A short Grammar of Biblical Aramaic』(대전: 한신대
학교 출판부, 2002), 9~34.א~를 강조태로 하고 있다.

.(알레프)א (2

.(타데쉐아 · 싹)א (3

.(바토쩨아 · 내라)ּתוא (4

5) 창 1: 1~2: 3.

.(알레프)א (6

7) Alger F. Johns,『성경아람어 문법: A Short Grammwa of Biblical 
Aramaic , 김이곤 역(오산: 한신 대학교 출판부, 2002), 9.



물의 시학 427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삶을 아직도 살아있게 하시

는 능력을 지시하시는 이다. 생물이 살아 있게 하는 그

분의 능력에 우리들은 아직 살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간1)은 물과 같은 삶의 날들 시간은

인간이 만든 시계시간2)과 성경의 시간3)으로 구분4)된

다. 하나님 경외하는 행복한 날들5)은 기쁨의 날! 믿음

의 삶! 축복 기간이다.

삶의 기간과 바다 히브리어는 동일6)하다. 글자 치

100이다. 100은 히브리어 바늘 귀 코프인데 천국 들어

가기가 바늘귀만큼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수치는 4 + 0

+ 1 + 0 + 4 + 0 + 1 + 0=10, 여호와의 글자 수치 
의 (5) + (6) + (5) + (10)= 26 하나님의 손과 예

수님의 손7)에 보호받는 백성 날들8)의 삶9)이 장구하게

되는 날들10)이다. 히브리어로 글자 수치 여호와= 의

(5) + (6) + (5) + (10)= 26인데 이 26은 하나님의

.( · יםים)י (1

2) W. W. Graf Baudissin, 'Alttenstamentliches haim,「Leben in der 
Bedeutung von "Glück" p, Festschrift E. Sachau, 115, 143~61. 

3) 창 25: 7, 렘 35: 7, 전 6: 3, 11: 8.

4) 남병식,『생명 모티브를 통해서 본 유대인 선교』, 아시아 연합 신학 
대학원 학위논문(경기: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교, 2003), 72.      

5) 말 2: 5.

,40 + 10 + 40 + 10= 100=(얌밈 · 얌임)יםים  (6

.(요드)י  (7

 ,(얌임 · 날들,민 9: 19ים (얌임 · 여러날, 레 15: 25), 머무는 날ים (8
20).

9) 베르그송 외, “지속의 관념,”『時間과 自由意志』, 정석해 역(서울: 삼
성출판사, 1976), 111~112.

.(얌임, 신 5: 33)י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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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과 예수님의 손에 보호받는 백성 날들1)의 삶2)의 의

미가 있다. 이 여호와는 숨을 생명체에게는 숨을 쉰다

는 의미이고 폐가 있는 곳이어서 여성들이 가슴에 브

라자를 하는데 바로 숨을 쉬는 곳을 말한다. 우리의 날

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 하는 날3)로 서로

이웃과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날4)이다. 40년 광야생활의 이스라엘 백성

이 살아 있는 날5) 우리들의 날들6)은 물로 둘러 싸여

있다. 하나님 때문에 보호되어지는 땅7)이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근동지역 북쪽에 흑해와 카스피 바다가 위치

하고 있다. 서쪽에 지중해 남쪽에 홍해 동쪽에 페르사

먄이 있다. 이스라엘 땅은 바다 속의 땅이다. 고대근동

지역은 지중해와 홍해, 흑해와 카스피와 그리고 페르시

아 만 등 다섯 개의 큰 수역들에 의해 울타리 모양으

로 에워싸여8) 있다. 그리고 지역상으로는 근동과 극동

과 중동의 중앙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Y자형의 중앙에 자치하여 잘

보호되며 물 위에 흘러가는 모양이다. 북쪽 한 면만 남

)י (1 · 여러날, 레 15: 25)과 머무는 날 ים(얌임 · 날들,민 9: 19, 20).

.(얌임 · 날들, 신 5: 33)ים (2

,(얌임 · 날들, 신 17: 20)ים (3

.(얌임 · 날들, 수 22: 3)ים (4

.(얌임 · 날들, 민 9: 19, 20)ים (5

,(얌임 · 날들, 신 4: 26, 신 5: 33)ים (6

7) Hesse. Lyman Hurlbut, Ibid.

8) 엄원식,『구약 성경 배경학』(대전: 침례 신학 대학교, 20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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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놓고 북동쪽으로 스코프스산, 동쪽으로 감람산1) 동

남쪽으로 범죄산과 서쪽 남쪽으로 나쁜 충고의 산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어머니 팔에 안긴 아기로 감싸

여져 있는 이스라엘이다.

①문자적 ~역사적사람들 예루살렘=이스라엘의도시

②알레고리적 ~믿음 예루살렘=그리스도의교회

③도덕적 ~사랑 예루살렘=사랑의영혼

④영적 ~소망 예루살렘=하나님의천상의도시2)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의 남부와 사해의 북구 간의

거리가 1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고도의 격차가

187m나 되는 경사를 따라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까지 구불구불 흘러 들어간다. 이스라엘 땅은 성경

에서 바다로 둘러 싸여 물을 떠나서는 그 의미를 열

수 없다. 물의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의해 보호 되

어지는 이 피동형의 이스라엘 땅과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세 골짜기로 구분된다. 동쪽 기드론3) 골짜기와

힌놈4)골짜기 사이의 티로피온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치아=쉰= 모형이다. 하늘=솨마임= = 5)에 솨

6) 모형이다. 기드론 골짜기와 힌놈의 골짜기는 예루

1) 징조의 장소로서 열 처녀 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 준비하
는 곳, 마 23~25,

2) John Cassian; 약 360~435.

.(Kidron)רו (3

.(Hinom)ם (4

.(마임 · 물)ם (5

6) (솨 ·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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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렘 성의 서쪽에 위치한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시온 산을 따라 그 방향을 바꾼다. 그런 다음 서에서

동으로 뻗어 내리면서 기드론 골짜기와 합류, 예루살렘

성을 서쪽과 남쪽에서 격리시켜 천연 요새이다.

이곳은 y자의 옳은 쪽 긴 변이고 기드론 골짜기 동

편으로 3개의 산이 있는 y자형의 왼쪽의 짧은 획이 힌

놈, 이 골짜기를 따라서 서산과 나쁜 충고의 산이 놓여

있다.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을 감람산과 동 ·

서로 분리시키고 주변 산들로 하여금 천연방벽의 역할

을 한다. 힌놈의 골짜기는 힌놈골짜기와 더불어 기도하

는 모습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위한다. 두 골짜기

는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서 합류하여 사해로 흘러 예

루살렘을 동쪽으로 보호한다. 그 첫째 산 감람산은 맞

은 벽 편에 있고 예루살렘 성보다 높다. 둘째는 감람산

북쪽에 있는 스코푸스산은 감람산과 연결되면서 북방

의 방어를 담당한다. 셋째산은 감람산 남쪽으로 연결된

범죄산 동남쪽에서 예루살렘을 호위하는 산이다. 기드

론 골짜기를 따라 세 개의 산이 예루살렘 성을 두른다.

넷째산은 힌놈의 골짜기의 서쪽으로 서산이다. 힌놈의

골짜기 남쪽으로 나쁜 충고의 산이 남쪽과 서쪽에서의

방어를 담당한다. 힌놈의 골짜기는 두개의 산이 둘러

있다. 골짜기와 산들로 보호되어 있는 황금성의 역할인

요새를 이룬1) 지형은 5개의 산이 보호하는 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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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1)

지형 치아모양이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의 남부와 사해의 북구 간의

거리가 100여 km에 불과하다. 고도의 격차가 187m인

경사를 따라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까지 구

불구불 흘러 들어간다. 물길지형으로 바다 속의 땅을

물이 보호하는 형태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

시는 바다 속의 땅은 바다 안2)이다. 이 바다 안은 히

브리어로 바다 안으로 바암밈3)이다. 바다 깊은 데서4)

하나님 흔적5)이 된 바다 안6) 이스라엘은 바다 속 땅

이다. 이스라엘의 북쪽은 흑해와 카스피바다,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홍해이다. 이 물 위로 예수님은 걸으시

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심7)의 언어적 통시성8)은 각주에

서 ① ② ③ ④9)로 예증하였다. ①의 동사 운행하시니

1) ,『성경 지리』(서울: 서울 신학 대학교, 2002), 66. 80, 96. 
113, 152, 229~236.

1) 시 125: 2.

2) 레위 11: 9.

 .(바얌밈, 창 1: 22; 느 1: 22)י (3

ים (4 .(베콜~ 바얌밈 · 바다 깊은 데서, 시 135: 6)ל~

.(바얌밈 · 바다 안)ים (5

.(미야암밈 · 바다, 겔 27: 29, 32, 34)ים (6

7) 창 1: 2.

8) Daniel Delas et Jacques Filliolet,『Lingistique et Poėtique: 언어학
과 시학』, 유재석, 유재호 옮김(서울: 인동, 1985), 101. 

9) 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 1: 2)
부ם       י ל~ ת ים רּו
   D.NMD    NMP   ~NMP   VPPAFS     NMP   C.NF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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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가 여성형 피엘능동분사인 형용사이다. 알을 품고

있기에 진리의 물인 영의 상태이다. 물 가운데의 하나

님 손이 예수님이다. 물은 절대자 말씀에 안겨 ②에서

물 중앙의 궁창 즉 하늘 영역 ③에서 물이 하늘에 있

다. ④의 물 반복리듬 물은 말씀대로 예수님에게서 이

루어지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바다에 대한 신학적 초

월성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물2)이다. 말씀

을 에따3)하고 주신 말씀전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신다.

쌍수 그 물 윗물과 아랫물은 히필능동분사형접두

어4)이다. 궁창위로 끌어 올려 져서 먹을 물이 된다.

( 명남복   명남복  피엘동능동여 명남복  접명여단소)
   하마임    페네     ~알    미라헤페트   엘로힘  베루아흐
  
②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창 1: 6a)
      부 תֹו י י
    D.NMD      D.NMP    NMS      VQIMZS 
(관.명남쌍    관.명남복  명남단    칼동미남3단)
    하마임       베토흐     라키아으  예히

③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창 1: 6b)
부ם      ם ין ל
   D.NMD   NMD   P   P.D.NMS   
(관.명남쌍 명남쌍  전  접.관.명남단) 
   라마임   하마임  벤  마쁘딜

④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창 1: 
부ם  (7 ל ל 부ם י  ּוין ת ל 부ם ין ל
 

  P.D.NMS P.P   R   D.NMD  C.P  P.D.NMS     P.P   R   D.NMD  
 P  CW.VHIMZS(접관명단접전관계사관명남쌍접전접.관명남단전전관계사
관.명남단 전 바브동힢미남3단분사) 라마임 메알  아쉐르  하마임  우벤  라
라키아으 미타하트 아세르 하마임 벤  바야쁘달.

.(메라헤페트 · 운행하시니라)ת (1

2) 창 1: 2.

.(에트 · 처음과 끝)ת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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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에 하나님 오른 손이 역사 바다 속 땅을 밟게 하여

이스라엘 인이 되어간 행복 파장의 물 위에 사는 삶이

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 212m에 놓여 있다. 갈릴리 호

수2)는 요단 계곡 내의 세 바다 갈릴리와 사해와 홍해

에서 찾아진다. 초월성을 드러내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걸으신 일은 베드로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물 위

로 걸었다.

바다는 믿는 자의 지속적 약호가 된다. 갈릴리는 바

벨론 포로 이후 잠시 이방 민족이 잠시 살긴 하였지만

믿음의 약속이 지속된 장소이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고도의 격차가 187m나 된다. 죽음 곁3)이다. 죽음 바로

곁에서도 말씀 따라 걸을 때 물에 빠지지 않는다. 동쪽

골란 공원 경사면이 서쪽에 있는 갈릴리 산지 경사면

보다 더 가파르다.

4) VHPA,

)י (1 · 사이, 창 1: 18).

2)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마 4: 18) 

3)권혁승,『성경 지리』(서울: 서울신학 대학교출판사, 2001), 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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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다와 나날의 차이2. 바다와 나날의 차이

갈릴리 바다의 수량은 약 45억 6천 2백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 삶과 죽음의 관계가 극적으로 대치되는 곳

은 갈릴리 바다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가는 계곡처럼

죽음 속에서 살아남는 의미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

셨듯이 말씀 따라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 바다 속

의 땅은 바다 안1)이다. 이 안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바

다와 바다 안2)이란 말은 바로 우리들 삶의 터전으로

묘사되는 시적 용법이다. 이 장소에서 우리들은 주께

경배되도록 요구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다 안같이 보이는3) 깊은데서4) 주를 찬송하였

다. 이 바다 얌밈5)물이 두 번 하나님의 손이 두 번 되

는 표시로 이스라엘 삶의 나날들 얌임6) 증거로 욥은

내가 바다니이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7)라고 하

여 바다8)가 삶의 나날로 하나님의 뜻임을 제시한다.

1) 11: 9.

.(바얌밈 · 바다 안, 느 9: 6)י (2

.(바얌밈 · 바다 안, 시 135: 6)ים (3

הֹומֹות (4 .(베칼~테호모트 · 깊은데서)ל~

.(얌밈 · 바다, 단 11: 45)ים (5

.(얌임 · 나날들, 시 46: 2)ים (6

7) 욥 7: 12.

.(얌밈 · 바다, 시 69: 34)י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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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겉모양 파도보다 바다 안을 봐야 보이는 바

암밈1)이 중요하다. 삶의 현장 바다2)는 삶이 이 파도치

는 바다 깊은데서 출발하는 물의 언어가 세 번이나 반

복되는 삶의 현장이다. 삶 바다3)이다. 바다4) 우리는

이러한 바다5) 위의서 살아간다.

이 현실성은 성경의 솨울 의미로 바다 깊이 내려간

요나였었다. 삶이 내려가고 올라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일어서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와 내려가느냐이다. 내려

가면 스올의 삶이다. 내려가는 삶은 사무엘상 13: 1에

서 3회나 반복된다. 지하의 지옥 같은 악정을 솨울로

표현한다.

성경의 바다와 나날은 학자들 간의 논쟁이 극심하

다.6) 궁켈은 바다와 나날을 혼동하여 욥기서 3: 8의 날

을 바다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7) · 킷텔8) · 포우프9) ·

왈레스10) · 올브라잇11)은 궁켈의 수정을 사실상 그대로

)י (1 , 레 11: 9; 시 135: 6).

2) 시 65: 7; 사 17: 12 ; 겔 27: 25, 27: 26, 28: 2, 7, 28: 8;, 욥 6: 3; 
시 78: 27; 렘 15: 8; 단 11: 45;  욘 2: 3.

 .(미얌임 · 바다, 겔 27: 29, 27: 32, 34ים (3

.(얌밈, 겔 27: 4)ים (4

ים (5 얌밈, 시 24: 2).

6) 김정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화의 짐승들의 영상에 대한 고찰,”『성
경 원문   연구』제 5호., op. cit. 12~13. 

7) H. Gunkel, Schö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5), 59. 

8) R. Kittel. 

9) Pope, 1965: 3. 

10) Wallace, 1948: 64. 

11) Albright, 1938: 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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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있다. NEB는 깊음의 짐승1)으로 번역하고 NIB

의 난해주도 궁켈의 제언을 따른다. 드라이버2)는 아람

어로 된 주술을 술잔에서 내가 바다의 주문과 용 리워

야단의 주문을 너에게 말하리라는 것과 고 욥기 3장 8

절에서 날을 바다로 수정하기를 제언하였다. 리워야단

이 바다와 용과 동일한 존재로 나타나 고대 마술사들

이 리워야단을 요술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날과 바

다는 동일하지 않3)는게 아니라 오히려 같음으로써 혼

돈이 온다.4) 바로 밤이 없는 낮의 세계인 날들의 중앙

과 바로 바다 가운데 그 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

라5)진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6) 앉으시어 하나님의 터

를 세우신 그 보금자리를 케는7) 방법은 이미 창세기 1

장 셋째 날8)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에서

구원하기 위해 일어서신9)다.

1) the monster of the deep. Albright, 1938: 227~28. 

2) G. R. Driver, 1955: 72. 

3) , Ibid.

4)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141~149.

5)   כ רֹות ל ּה ים ל ~  ((키 후아 알~ 얌밈 예사다 베 알י הּוא
네하로트 예콘네하) ן י ~ ה ה ד ל~קֹום ם ם ווּו ים
ּיאר

(바이오메로 엘로힘 이카부 하마임 하솨마임 엘~마콤 에하드 베테라에 하
야바솨 바예히~켄 ~(시 24: 2).

ים (6 .(알~얌밈 · 바다 위에, 시 24:2)ל ~

7) כֹו(예코넨하 · 건설, 시 24: 2).

8) 창 1: 9.

9) 민대훈, “장자를 살림과 장자를 죽임,”『구약과 설교』(서울: 서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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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시어 이긴다.

성경은 시적 표현을 잘 하는데 우리의 삶은 물을 측

량1) 해 본 결과 일천 척이 될 때까지 물이 일어섰다.

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계심이어서이다. 하

나님의 타자성2)은 인간의 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만이 물을 끌어 올리신다.3) 그리고는 물로 일어서신다.

성경의 홍수는 신화와는 다르다. 성경의 홍수가 신화

와 다른 일은 성경의 홍수와 홍수 전설들4)로서 더욱

분명해진다. 전 세계 홍수의 동시적인 사건으로5) 생물

전멸 전설은 70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으로 전해

져6) 온다.

구약에서는 인류의 도덕적 부패를 대홍수의 원인7)으

로 잡고 있다. 신화에서는 단순히 신들의 마음이 홍수

를 일으키도록 자극8) 되었음을 든다.

대학교대학원강의실, 2006), 11월 7일: 생명 줄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일은  장자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의 비교이다.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내용이다. 

1) 겔 47: 1~9.

2) Ibid,『바르트와 레비나스가 본 형상 금령 해석』, 178.

3) 계 22: 1.

4)James George Frazer. Folk~Lore in the Old Testament., Vol, 
1(London: Macmillan Publishing Co, 1919), 105. 

5) 죤과 모리스와 화이트 콤브와 죤(Whitcomb, John C and Morris, 
Henry M).

6)『창세기 대홍수』., Op. cit, 39~40.

7) 창 6: 1~31.

8)토판 Ⅺ: 14: L. W. King, Legends of Babylon and in Relation to 
Hebrew Tradition(London, 191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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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경의 홍수가 신화와 다른 이유 제2절 성경의 홍수가 신화와 다른 이유 

1. 깊은 바다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는1. 깊은 바다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는  

신화의 홍수 원인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1) 단편에

작은 신들이 시끄럽게 굴어, 엔릴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재앙을 내리지만 효력이 없자 홍수를 일으킨다.

전 세계적으로 500여개의 홍수전설2)이 있다. 홍수전

설의 공통점은 중국과 바벨로니아와 웨일스와 러시아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하와이와 스칸디나비아 및 수마

트라와 페루와 폴리네시아 등의 홍수의 경고와 사전에

배를 만들어 동물들을 싣고 가족들을 싣는다.

홍수가 끝난 뒤 물이 마른 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새를 보내는 일3)등이 같다. 바벨로니아의 신화에서는

모든 생물들을 태우는데 반하여 성경은 혈육 있는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4)놓는다. 전자는 배에 태웠고

문을 닫았다이고 후자 성경은 방주로 들어가라5)와 하

나님이 넣으시니라6)이다. 바벨로니아 홍수 신화는 비

1) Atahasis Epic.

2) (H.S.Bellamy), 달과 신화 그리고 사람(Moons, Myths and 
Men).

3) James George Frazer, Folk~Lore in the Old Testment, Vol. 
1(London: Macmillan Publishing Co, 1919), 105.

4) 창 6: 9.

5) 창 7: 1.

6) 창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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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기를 날려 보냈고 쉴 곳을 찾지 못해 돌아왔다. 성경

은 방주로 돌아와1)이다.

바벨로니아 신화는 까마귀를 보냈다이고 성경은 까

마귀를 내어 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2)이다. 바벨로니아 신화는 산꼭대기

에 계단을 만들었다이고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

여 산에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니3)이다.

길가메쉬4) 신화는 우트나피쉬팀5)이라는 노인을 만

나 이야기를 전해 주는데서 시작한다. 신이 우트나피쉬

팀에게 와서 다가올 홍수 때를 알려주면서 집을 부수

고 커다란 배를 지으라 한다. 성경은 파괴를 전제로 하

지 않는다. 우트나피쉬팀은 배의 120 규빗의 높이와 넓

이와 길이로 만들고 역청으로 배를 발랐다. 동물 암수

와 신의 아내와 가족과 식량을 배에 싣자 비는 6일 밤

낮을 온다. 배는 나시르6)산에 정착한다. 7일 쉰 다음

우트나피쉬팀은 비둘기를 내보냈다.

땅이 마르지 않아 비둘기가 되돌아 왔고, 다음 제비

를 보냈을 때도 돌아와서 까마귀를 보냈는데 땅이 말

라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우트나피쉬팀은 땅에 내

1) 8: 9.

2) 창 8: 7.

3) 창 8: 20.

4) Gilgamesh.

5) Utnapishtim.

6) Ni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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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아프리카 남서 탄자니아1)의 홍수는 신이 두 사

람에게 배에 오르라 하고 씨앗들과 동물들을 실으라

명령한다. 홍수 후 한 남자가 물이 다 말랐는지 알아보

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 보내자 비둘기는 돌아왔고 매

를 보내매 돌아오지 않자 그 남자는 동물들과 씨를 가

지고 배에서 나왔다.

가장 오래된 전승은 메소포타미아2)의 지우쑤드라 이

야기와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이다. 수메르 어로 쓰려진

지우쑤드라3) 이야기는 기원전 18~17세기 고대 바빌로

니아와 서사 학교에서 가르쳤던 작품이다. 인간 창조와

에덴 태초의 도시들과 홍수로 이어지는 이 작품 줄거

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까지의 태초 이야기 즉

인간 창조에서 홍수 이전 도시들과 인간의 타락과 홍

수 기록과 닮았다. 중국의 홍수는 히킹4)에서 후히 가

족 아내와 세 명의 아들딸들이 대 홍수에서 살아 지구

상에 유일하게 세상에 퍼졌다는 것이다. 갈데아 시수트

루스에게 크로노스 신은 스타디아를 준비하고 가족과

친구와 각 동물들의 암수 두 마리씩을 태운다. 홍수가

그친 후 몇몇 새들을 날려 보내자 새들의 발에 진흙이

묻어 돌아온 것을 보고 다시 시도했지만 똑 같은 결과

1) Southwest Tanzania.

2) 이라크 · 알렉산더가 죽은 곳.

3) 수메르 학자 아르노 푀벨(Amo Poebel)이 1914년 필라델피아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니푸르 토판을 발표.

4) Hih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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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었으며 세 번째로 새는 돌아오지 않자 배에서 내

렸다는 것이다.

호주의 홍수전설은 노아, 호주 원주민과· 여러 동물

들이 있었고 드질린바두의 평야에 도달한다는 것인데

백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추측되어지지만 원주민의

홍수 이야기는 전25해지지 않는다. 유럽 그리스 홍수이

야기는 사람들이 자만하자 제우스가 인간들을 멸하려

인간 창조자인 프로메테우스가 일으킨 홍수는 9일간

계속 된다. 올림푸스 산의 꼭대기만 신들의 고향이어서

잠기지 않았고 물이 마른 후 제우스 지시에 지구에 재

분포되었다. 멕시코 홍수는 원주민 아즈텍과 타이피가

경건하여 홍수 때 부인과 각 동물의 한 쌍씩 배안에

들어가 살아남는다. 비둘기 내어 보내나 돌아오지 않자

배에서 나온다. 미국 홍수는 은 대략 AD 1400년 이후

서로 협력하지 않자 기치 마니도1)가 홍수로 덮어 소수

만 남는다.

델라웨이 인디안 홍수는 악한 영이 들어 홍수를 맞

고 소수의 사람만 거북이 등에 피하여 시간이 지나면

서 거북이의 등껍질이 이끼가 끼자 한 마리 아비새가

머리 위로 날아왔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땅으로 올라가

라고 간청하며 날아가서 주둥이에 땅에 나는 작은 것

들을 가지고 돌아 왔다는 것이다. 남아메리카 잉카(Inca)

1) Gitchie Man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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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카카마(Pachachama)라고 불리던 시기의 사람들은 매우

악하여 신에 대해 소홀했다. 산 위에 사는 두 형제가

그들의 라마스(Ilamas)에게 묻자 거대한 홍수예정설과

생명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듣는다. 가족들을 데리고

높은 산 동굴에 들어가 넉 달 동안 그 속에 사는 일이

어서 라마들이 산지에 살기 좋아하는 이유이다.1)

홍수이야기는 물을 중심한 살아남는 이야기이다. 물

에 빠질2)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강의 근원이 되는 에

덴동산에서 네 강의 12 물길3) 사역이다. 12 물길 사방

으로 물 때문에 흩어지되 결코 그 줄을 놓지 않는 12

줄 근원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물길은 에덴동산에서 발원되

는 네 강이 3번 강화된 열두 물길이다. 이 길을 인도하

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노정에서 먹

을 수 없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 반드시

12샘물4)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서야 진을 치고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땅이 있다. 이스라엘 동

편 땅 염해 곧 요단 끝까지와 경계의 요단에 해당하는

브엘세바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이스라엘 땅에서의 12

지파들의 물길이다. 열두 샘물이어야 하는가. 숨 쉴 수

1) James E. Strickling CRSQ Abstracts, Vol 9, Number 3. 

2) 3: 26.

3) 사 12: 3.

4) 민 3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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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이다. 이 숨 쉴 수 있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는

일은 한국의 전통 시 시조이론에 접목된다.

사계절이 바뀌는 순간은 12초이다. 시조가 바로 시절

가인데 이 호흡이론에 맞추어지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 바뀌는 순간이 12초 사이로 갈라진다. 시조를

창으로 부르려면 초장에서 다음 중장으로 넘어가는 시

간이 12초 · 중장이 끝나고 다시 12초지나 종장이 된

다. 이 12초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바뀌는 변화

의 시간이다.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

며 호흡을 하는 이 리듬은 하나님의 일인 12제자가 12

길로 흩어져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며 최선을 다하는

일일 때 하나님은 숨 쉬게 하신다. 성경에서 홍수와 신

화 홍수는 다르다. 하나님 일을 하는 성경의 홍수와 달

리 신화 홍수는 흥미 위주이다. 성경의 기업을 잇는 물

길은 샘 문으로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

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다.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

의 성벽을 증수하여 다윋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에 이

른다.1) 수문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 대하며 망대까지 미친다.2)

물은 마음과 관련되는 길이다. 히브리어로 물은 우리

1) 3: 15.

2) 느 3: 26.



제6장 바다와 나날444

나랏말로 마음이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물 두 개 
물=마임= = 마임1)이 보여주는 물의 사람 마임 · 나

의임이다. 물길은 바다 깊이에서 가장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은 제시한다. 먹을 물이 있는 이 점은

히브리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포효하는

바다 물결 아주 그 아래 깊이 숨어 있는 먹을 물2)을

알린다. 코에찌가 제시한 요나의 하향 구조에서 가장

깊숙이에 내려간 곳이 바알이 있는 스올이라는 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히브리 우주상은 바다 파도 아

래에 심연 깊은 물이 있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다.

이 히브리사상은 바다 깊이에 먹을 물이 있다. 달콤

한 물3)이 바다 깊이 있다. 먹을 물이다. 현재 우리는

심해深海 상호의 물을 사 마신다. 깊은 심해의 물이다.

우리나라 사상과 히브리사상은 같다. 사람이 먹을 맑은

물은 하늘의 깊은 우물과 똑 같이 깊은 심연에 깨끗한

생명의 물이다. 바다 깊이 들어 있는 샘물은 일차적 의

미가 2차적 리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히브리인

의 우주상은 샘의 근원을 바다의 심해인 아주 깊은 곳

에 둔다. 땅의 터4)에 대 심연5)에 원천6) 물이 있다.

1) ( · 물).

2) http: www.expo2012.kr(2012.05.12(토) ~ 08.12(일) 바다 깊은 물
을 먹을수 있는 방법(2012.KBS 9시) 뉴스.

3) Propp. William Henry, Water in the Wilderness, 27.

4) 세상의 터, 시 18: 15.

5) 창 49: 25.

6) 창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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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효하는 홍수의 물결 그 아래에 아주 깊이 있는 먹

는 물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하나님은 궁

창1)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2) 거울같이3) 빛나고 해

와 달과 셀 수 없을 만큼의 별4)을 안고 있다. 지구는

궁창 아래의 물5)로 묘사되어 있는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그 심연에 맑은 물이 있다. 바다 파도 그 밑에서

의 하나님 은혜를 “찰싹거리는 파도 속을 한 번 헤아

려 안보나”6)라 찬양할 수 있다. 성경은 물이 많은 바

다를 말할 때 바다를 다스린다는 라얌7) 언어를 쓴다.

바다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하나님이 함

께 하시는 목적 있는 뜻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린다는 표현을 하신다.

바다는 얌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이 바다는 바알 신

이라 연구되어지기도 한다. 오늘날도 잡신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에게

붙은 잡귀야 물러가라 일곱 번을 외치면 하나님의 명

령을 받는 잡신이 물러간다.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를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시켜서 물리치는 근거

1) 1: 14.

2) 시 104: 2.

3) 욥 38: 37.

4) 창 15: 5.

5) 창 1: 7.

6) A. B. Sympson,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1891) 
『한영찬송가』(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408.  

7) (라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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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얌 언어에서 하나님 손1)으로 인한 물리치심이 있

다. 하나님은 바다가 가지는 물속의 온갖 신화적인 의

미를 시편 29편에서 마르둑인 바알신의 제 요소들을

홍수의 물속에 넣으셨다.2) 바알 신전을 없애신다. 하나

님은 물속의 잡신3)을 없애신다. 삶 속 잡신을 없애신

다. 바다 가운데서4) 하나님 실력을 보이신 자신이 사

랑하는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5)에 건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6) 온 바다들7)을 통하여 찬송을 받

으시며8) 풍랑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바다에는 얌과 바알이 싸우는 장면이 공개된다. 둘은

적수 관계이다. 얌은 다만 우가릿 바알신화 여섯 개의

토판 중 두 번째 토판 제 4판9)에 기록된다.

1) ( · ..을 위하여).

2) B. F. Batto, Slaying the Dragon, 113: Egypt is an extension of 
the chaos dragon. in Egyptan belief Pharoh was the incarnation of 
their chief god. ..Yahweh overwhelms and finally kills Pharaoh~Egypt 
in the midst of the midst · Baato sees The Exodus account as a piece 
of mythopoeic speculation on the part of the priestly Writer.

3) 리워야단(water monster leviathan, 사 27: 1).

הֹומֹות (4 ל~  ,(바암밈 베콜~테호모트 · 모든 깊은 바다 가운데서ים
시 135: 6).

5) 시 135: 6.

6) (미): 성경의 언어에서 이 מ(미, 멤 · 물, 그로부터)는 그로부터 온 것
으로 많은 성경 언어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미얌임, 겔 27: 34)ים (7

 ,(얌임, 욥 6: 3; 시 78: 27; 사 17: 12; 렘 15: 8; 겔 27: 25, 26ים (8
28: 8; 단 11: 45; 욘 2: 3).

9) KTU 12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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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알1). 바알

바알은 드높은 봉우리 자폰 산에 살며 초기에는 하

닷1) 가을과 겨울의 강풍 속에 나타나는 다산신이다.

그리고 엘이 있는데 엘은 이미 우가릿 신화이전부터

존재하는 자비와 온유의 신이다. 신들 간의 싸움은 서

로 물리쳐야 할 대적 관계2)이며, 더구나 바다 속에 있

는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과 싸워야 이겨야3) 한

다. 이러한 싸움 모티브4)는 창세기에서 물속의 잡신

리워야단5)을 없애는 일이다. 이 물속의 잡신은 얌

은 아니다.

바다=얌= 얌6)이나 나날=욤= 욤은 발음부호를 붙이

지 않을 때는 같다. 이 얌은 아카드어와 관련된다. 아

카드에서 얌은 우리말 아빠7)가 기본형이다. 곧 아빠다.

1) Hadad.

2) J. E. Fontenrose, Pythone, A Study of Delphic myth and its 
Orgin(Berkley: University of Calfornial Press, 1959), 1. 

3) J. Day, God's Conflicit with the Drragon and the Se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1. 

4) Heidel. Alxande, The Babylonian Genesis(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139.

5) 27: 1.

6) (얌 · yam).

7) ayabba: David Toshio. Tsumura, 57: In Amarna Akkadian, the 
sea is always referred to in forms of ayabba(EA 74~20, 9: 47, 105: 
13, 114: 19, 151~42, 288: 33, 340: 6), never spelt as 
ta~am~tu(except in Adapa text [356: 50 & 51] which is written in a 
standard Akkadian), I owe this information to DR. R. S. Hess. See also 
CAD, A · 1(1964), 221(also in Mari & SB literary text), W.F. Albright 
& W. L. Moran, Rib~Adda of Byblos and the Affairs of Tyre(E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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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얌이 여호와의 대적자인가2). 얌이 여호와의 대적자인가

이 아빠라는 말은 아~아브~바~아빠~압바~암바~얌1)~

의 흐름을 우가리트어에서 보인다. 강신이나 바다 신이

되는 얌2)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옳은 손이

역사하는 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쓰일 때도 얌 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신3)이나 물고기4)다. 그럼으

로 하여 바다=얌= 얌5)은 바알과 싸우는 왕권 쟁취문

제6)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물의 성격을 지

닌다.

JCS 4(1950), 167; cf JA Knudtzin, Die Ei~Amarna~Tafeln: mit 
Einleitung und Erläuterungen. Ⅱ(Aalen: Otto Zeller, 1915), 1528 on 
Tâmtu. It might be postulated that the Sumerian loan word 
ayabba(<=a~ab~ba) in West Semitic experienced the following 
Phonological change: a~

~ba=>ayabba>a(yabba>(a)yabba>(a)yamba>yamm~>yᾱm. For EA 89, 
see now W. L. Moran, Les Lettes dἘl~Amama: Correspondance 
diplomatique pharaon(LAPO 13: Paris: Cerf, 1987), 277~8. 

1) a~ab~ba=>ayabba>(a)yabba>(a)amba>Yamm>yām.

2) (얌).

3) sea~yam.

4) David Toshio. Tsumura, 54: In Ugaritic, Ym is often "personified" 
and refers to  q divine enity, the sea~god Yam. However, the term is 
used as a common noun without any divine personification even in 
mythological contexts, as in the cases of Ym( · · thm) in q. 23 [52]: 
30, an expression "fish from the sea" dg bym(1. 23[52]: 62~63) and 
a divine epithet rpt atrt ym "Lady" Atirat of the sea(1. 4[51]: 1: 
13~14[14: ~15], 21[22], Ⅲ: 25, 28~29, 34; 1: 6: 1: 44, 45, 47, 53 
[49]: 1: 16, 17, 19, 25]). cf. Albright's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London: Athlone Press, 1968), 166 · Hower, cf. The Phrase 
aṯrt ṣrm(Aṯirat of the Tyrians(UT 19. 428).

5) 나하르 곧 the that dragon=sea dragon.

6) Mark S. Smith, The Ugaritic Baal Cycle. volume 1: Introduction 
with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KTU 1.1~1.2(Leiden: E. J. 
Brill, 1994),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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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원전 24세기경 아카드 시대의 토판1) 아카

드 시대의 토판2) 기록이다.

[* 알레프~1: 바알이 말려 버린 얌]

bt laliyn b['l] 말려버리시오, 전사 바알이여

bt lrkb 'rpt 말려 버려요, 구름을 타시는 이여

ym l mt 얌이 정말 죽었구나

b'lm yml[k l] 바알이 왕이 될 것이다

바알과 얌의 싸움3) 치열한 왕권 쟁취4) 문제이다.

[* 알레프~2: “물결을 막으신 이여”의 반복 리듬]

a Ba ra aK ti~am tim qu~ra~dum a zum ti~bi

dtipak a ba ra aK

ti~a『m』~t[im]'a~zum te~bi

i~lum lugal dingir~

아버지시여! 바다의 물결을 막으시는 일을 하시는 이여!

격노하시는 전사시요! 공격하소서!

아버지 티슈팍 이시여! 바다의 물결을 막으시는 일을 하시는

이요!

하느님, 신들의 왕이시여!

1) Mari A 1968.

2) Mari A 1968: J.~M. Durand, Le Mythologeme du combat entre 
le didu de l'orage et la mer en Mesopotamie」Mari 7(1993), 41~61. 
43.

3) T. Jacobsen, 「The Battle Between Marduk and Timat」 
JAOS(1968), 88, 

4) Mark S Smith, The Ugaritic Baal Cycle volumn 1: Introduction 
with Text, Trnslation and Commentary of KTU 1.1~1.2. SVT 55( 
Leiden: Brill, 1994),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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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물결을 막는 일을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티슈팍이 바다신인 티아맛과 싸우

는 폭풍신의 모습이다. 기원전 17세기 토판으로 누르~

신1)이 지므리~림2)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와 비슷한 모

티브가 등장3)한다.

lu~t[e~e]r~ka a~na gis~[gu~za e a~bi~ka]

u~te~er~ka gis~tukul~[mes] sa it~ti te~em~tim

am~ta~ah~su ad~di~na~ak~kum

아다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대를 그대 부친의 왕자에 되앉혀 놓았다

그리고 내가 티아맛과 대적한 팔을 그대에게 내리노라

나는 그대를 내 승리의 기름으로 기름 부었다

아무도 그대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아다드는 바알의 아카드어 표현이다. “티아맛

과 대적한 팔”이라는 표현이다. 아다드가 티아맛과 싸

웠다는 말은 앞의 토판과 마찬가지로 신들의 싸움4)이

다. 에누마 엘리쉬인 바벨론 창조 신화는 2천 년 대 중

후반 작품으로 본다. 에누마 엘레쉬에는 마루둑의 전적

인 왕권을 표시하여 바알 신화보다 후대의 작품5)의 마

1) Nur~Sin.

2) Zimri~Lim.

3) ARm A 1968.

4) A. Westenholz,
Old Akkadion School Text」 Archiv fur Orientalforschung 

25(1974~7), 95~110, 특히 102의 MAD 1, 192 참조.

5) L. W. King(ed), Enuma Elish: The Seven Tablets of Creation or 
the Babylonian and Assyrian and Assyrian Legends Concer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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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둑 바알이다.

벨(마르둑)은 시체를 조사하며 쉬고 있다

아주 능숙한 솜씨로 시체 덩어리를 나누었다

하나님은 티아맛을 말린 물고기처럼 잘라냈다

그 반쪽으로 펼쳐놓아 하늘을 만들었다

가죽을 펼쳐놓아 시간을 삼았다

티아맛의 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늘을 둘러보려고 가로 질렀다

그리고 누디뭄드의 처소인 압수와 대칭되게 조정하였다

벨은 압수의 외모를 측정하였다

그리고는 에쉬갈라의 복제품인 에쇠라를 세웠다

하나님이 지은 에쇠라, 곧 에쉬갈라와 하늘에

하나님은 아누와 엔릴과 에아의 성소를 세웠다

신화에서 싸움문제는 바알의 바벨론 식 표현 마르둑

이 하나님에 의해 전멸된다. 마르둑은 수메르어로서 아

마르(amar)와 우두(uto), 그리고 우쿠(uku)로 분해할 수

있는 바 아므라가 아들이라는 뜻이다. 우투는 소라는

뜻으로 폭풍이라는 뜻이다. 마르둑 역시 폭풍의 아들1)

이다. 마르둑은 시체 한쪽으로 하늘을 펼치며 시체 다

른 한쪽으로 땅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 마루둑 즉 얌

과 바알의 싸움은 아카드어로 되어 있는 라부2)라는 신

화와 안주무켜라는 신화3)에도 등장하여 폭풍신과 바다

Creation of the World and of Mankind. Vol. 1: English Translations 
etc(London: Luzac and Co, 1902), 76~77. 

1) “T. Jacobsen, The Battle Between Marduk and Timat JAOS 
88(1968).

2) Labbu.

3) ANET 111~113, 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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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의 싸운 신화 변형이다. 햇족 신화인 울리밀쿠1)에

도 이 모티브가 등장하며 이집트 신화인 아스다롯과

바다에도 언급2)된다. 머리가 일곱 달린 괴물3) 벨4)은

생사를 결정하기 위해 싸운5)다.

우가릿 신화에서 바알이 얌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

의 성전이 주어지는데 지금의 라스 삼라6)에서 발견되

었다는데 이곳이 비블로스7)와 세겜과 예루살렘 등을

이루는 성경문화 명칭과 유사8)하다. 이 신화의 이야기

는 바알이 시온에 거하며 수호신이 된다. 곧 시온이라

는 곳이라는 것이다.

잡신은 언제나 아주 근사한 하나님의 이론을 접근하

여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꾸민다. 말하자면 신의 이야기

를 조작한다. 이러한 잡신의 과정은 바알과 우물의 긴

밀성에서도 바다와 우물의 연관성으로 하늘과의 수직

성9)을 든다. 우물의 오묘한 수직성10)은 잡신 바알이나

마루둑까지 동일성으로 묶으며11) 그럴싸하게12) 들리는

1) Ullimilku.

2) ANET 17~18.

3) 74: 13~14.

4) belum.

5) Cerd H. Witman, Euripides and the full Circle of 
Myth,(Massachus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140.

6) Ras Shamra~희향초의 곶.

7) Byblos.

8) 문희석,『구약 성경배경사』(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6), 485.

9) David Toshio. Tsumura, 83, 53.

10) John Peter Oleson,「Water Works」 ABD, 885.

11) L. W. King(ed.), Enuma Elish(London: Luzac and Co,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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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을 내놓는다.1) 물을 먹어야 하는 우가릿 신화에서

는 죽음을 엘의 사랑하는 자2)로 한다. 신화 문학은 인

간이 이 세상에 살고자 함3)을 그 특징으로 하여 삶 지

속4)을 엘5)에 두어 희생 이미지로 한다. 엘의 아들이

죽음의미 모트이다. 물기 있는 구덩이에 사는6) 바알은

모트를 경계하여 그의 부하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너

희를 양처럼 하나님의 입에 넣지 않도록, 새끼 염소처

럼 너를 박살내지 않도록 하라”7)한다.

[špt Ia]rspt Išmm 한 입은 땅으로 한 입은 하늘로

[I]šn Ikbkbm 모트는 하나님의 혀는 별들에게로

ỷrb bi bkbdh 바알은 하나님의 내부로 들어갔다

ybl ars wpr · ṣm 마른 올리브, 땅의 소산, 나무의 과일처럼8)

그리고는 양손이 먹혀9)지는데 바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죽음의 지하세계로 내려

76~77. 

12) Otto. Kaiser, Die Mythische Bedeotong des Meeres in ägypten, 
Ugarit und Israel( Berlin: Waltee de Gruyter & Co, 1962), 65.

1) Ibid,  

2) ydd · mdd il ǵzr.

3) G. S. Kirk, Myths Begius Professer of Greek,(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1978,), 205.

4) ,『이상시연구』, 69.

5) 창 15: 9, 22: 13, 31: 10, 12, 38, 32: 14; 출 25: 5, 26: 14, 29: 1, 
15, 16, 17, 18, 19,20, 22, 26, 27, 31, 32, 35: 7, 23, 36: 19, 39: 34; 레 
5: 15, 16, 18, 6: 6 등 이하 생략

6) T. J. Lewis,「Mot」 ABD Ⅳ(1992), 922.

7) Mark S Smith, 「The Baal Cycle」 139, 14~20행.

8) Ibid, 143, 2~6행.

9) Ibid」 144, 11~1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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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는 게 신화이야기다. 이처럼 신화의 구체적 주제는

바알이 드디어 죽음의 목구멍에 까지 내려감으로써 하

나님 이야기를 한다.

신화와 성경과의 뚜렷한 차이는 죽으면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이야기다. 하늘로 오르는 것이 중심주제이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죽을 때에는 하늘로 올라간다. 히브리 사상은 죽으

면 하늘로 올라간다. 신화 주인공 바알은 죽음의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bbṯ lbm ilmmt 안녕, 오 모트 신이여!

bdk an wdlmk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다1)

신화문학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땅이나 지하로 내

려간다. 바다 밑의 신은 신화이야기가 꾸며내는 음침한

이야기2)다. 바알이 있는 곳은 바다 밑의 산이다. 그런

데 불순종한 요나도 스올로 내려갔다. 욥바를 떠나 바

다 밑까지 내려갔다. 요나의 불순종3)으로 오는 요나의

몸과 마음의 분리에서 오는 고통은 기어히 바알이 거

처하는 수올4)까지 갔다. 그럼에도 기도하며 말씀을 붙

잡음으로써 살아난다.

1) Ibid, 156, 30~35 .

2) Woods, Fred Emmet, 88.

3) May, Herbert G., 「Some Cosmic Connotations of Myth Rabbim, 
Many Waters」 JBL 74(1955), 11.

.(스올)א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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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3).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가치는 죽은 지경에서도 살려

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일이다. 본인도

모르게 담당하는 사역은 입술1)의 말씀 사역2)이다. 요

나는 바다 속3)으로 내려갔음에도 기도로 하여 다시 살

아난다. 계속 바다 속4)으로 말려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오냐5)하시면서 허락한 바다이다.

요나는 고기뱃속에서 기도한 후 하나님의 손6)에 건

져져 그 안7)에서 살아난다.

다음은 요나의 하향구조이다.

[* 요한 코에찌가 제시한 요나의 내려감]

West East

Tarshish(Jerusalem?) Nineveh

Joppa↗

in ship

￬ at sea(chaos)

￬ below deck

￬ deep sleep Downwards

)פ (1 , 욘 1: 3).

2) Johan Coetzee, 524.

3) 욘 2: 5, 8.

4) 욘 2: 5, 8.

.(아니야 · 배, 욘 1: 3)ה (5

.(하얌 · 그 배, 욘 1: 4)ם (6

7) 2: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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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wn into sea

￬(in belly of fish)

￬(the roots of mountains; Sheol; the land with

bars; the pit)1)

요나의 하향구조는 하나님 손 안에서 3일 동안 지내

면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 불러내자

요나는 밖으로 나와2)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3)에 이른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4)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

게 하는 절대능력의 힘5)을 발하신다.

사람이 겪는 신비한 힘은 하나님이 마련한 보물을

먹는 일이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주는 신비한 물 약초6)를 먹고 사는 일은 신화인 길가

메쉬 서사시7)에서 이야기 된다. 영국 청년이 고대 앗

시리아 고적을 답사하던 중 발견하고8) 다시 2차 발

굴9)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여진 홍수 설화 Ⅵ10)의 지우

1) Johan Coetzee,“And Jonah Swam and Swam: Jonah's Body in 
deep Waters,” OTE 17 · 4(2004), 525. J. H Potgieter,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Poetic Sections in Book of Jonah 17 · 4(Pretoria: 
Pretoria University, 2004), 610~620. 

2) 2: 1a, 2: 1b, 11b, 4a, 7c, 4a~6c, 4b, 6b.

3) van Heerden W, Humour and the Interpretations of the Book of 
Jonah. OTE 5(2003), 719.

4) Kelsey N, The Body as Desert in the Life of St Anthony. Semia 
57(1992), 134.

5) Tuan Y~F,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35.

6) šammu.

7) 영국 청년 레이아드(Austen Henry Layard)가 세이론을 향하여 여행
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현재 이라크, 행 7: 2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8) Ashurbanipal 668~627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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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라1) 이야기는 친구를 살리려 바다 깊숙이 들어가

물을 마신 이야기로 진행된다.

히브리 우주상2)으로 설명하면 지우슈드라는 아주 바

다 깊숙히 들어간다. 바다는 깊은 심연3)을 가지고 있

다. 이 틈에서 나오는 맑은 심해의 물은4)는 포효하는

물결과는 관계가 없다. 심해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솟아오르는 샘의 원천5) 그래서 성경은 하늘과 바다 깊

음을 같은 언어로 표시한다. 맑고 맑은 그로부터 온 샘

물6)의 샘들7)은 모두 눈8)에 하늘 창이 열리어 있음을

보는 눈이 생긴다. 깊은 물 심연의 물을 먹으면 눈이

뜨여진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수직의 세계를 봄으로

써9) 가능하다. 더러운 물10)과 구별하는 눈이 생긴다.

좋은 물11)을마시고말씀12)에취해산13) 나날은바로성

9) 1853~1876 사이에 레이아드의 친구이자 후계자인 랏삼
(Rassam)이 .

10) B. C 2,000~1,800년 사이에 기록으로 정착되기 이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구전 형태로 존속했다고 문희석은 기록.

1) Ziusudra.

2) 이원히 편저, “히브리의 우주상,”『실로암 성경도표』,(서울: 　성광 문
화사, 1984), 107.

 :(테홈 · 심연, 창 1: 2, 7: 11; 욥 28: 14; 시 36: 6, 104: 6; 겔 26הֹו (3
19, 31: 15; 암 7: 4; 합 3: 10) ·  מֹות(바테호모트 · 바다 안의 깊은 물, 
시 106: 9) · מֹות(테호모트 · 가장 깊은 물, 바다여, 시 148: 7).

4) 창 1: 10.

5) 이원희 편저, Ibid.

.(마에노트, 창 8: 2)ת (6

.(에노트 마임 · 샘물, 출 15: 26)ית (7

.(엔 · 눈)ן (8

הֹום (9 .(마에노트 테홈 · 깊은 물)ת

 ;(라쭐라 · 더러운 물, 느 9: 11; 시 69: 15; 사 44: 27ּצ(호환상)ּוה (10
욘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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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눈과 샘을 동일언어로 하는 데서 찾아진다. 하늘

높은 곳에서 내리는 그로부터 온 물1)과 땅의 샘들2)에

서 솟는 물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마

주하는 눈이 된다. 마주하는 눈은 맑은 물이다. 말씀이

다. 말씀이 답3)이다. 바다들4)도 이에 맞추어5)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깊음6)에 수직 깊이를 맞춘다. 바닷물은

코 모양으로 파도친다. 맑은 샘들7)에 눈 언어가 두 번

되풀이 되면서 성경이 지니는 신비로움의 천기를 드러

낸다.

히브리어어의 기원은 아카드어에서 그 긴밀성을 찾

아볼 수 있다. 땅에서 솟는 우물은 만남8)을 전제로 한

다. 이 수직성9)은 창세기 1: 2절에서 바알 신이 등장하

지 아니하는10) 것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

11) ~י( ~마임 · 깊은 물, 시 69: 3) · 깊은 물 ם~י
.(움밈마암케~마아임 · 깊은 물, 시 69: 15)ּו

הֹום (12 .(마에노트 테홈 · 깊은 물, 창 7: 11)ת

הֹום (13 .(이노트 테홈 · 깊은 물, 잠 8: 28)ינֹות

.(마엔노트, 창 8: 2)ת (1

.(에노트 마임, 잠 8:9)ית (2

3) 아 1: 15, 5: 12, 7: 4.

.(얌밈 · 바다들)ים (4

 :(테홈 · 깊음, 창 1: 2, 7: 11; 시 36: 6, 104: 6; 겔 26: 19, 31הֹום (5
15; 암 7: 4; 합 3: 10) · מֹות(바테호모트 · 바다의, 시 106: 9) · מֹות(테
호모트 · 바다여, 시 148: 7). 

הֹום (6 הֹום (마에노트 테홈 · 깊음, 창 7: 11) · 바다의 샘들ת ינֹות
(이에노트 테홈 · 샘들, 잠 8: 28).

.(마에노트 · 샘들, 창 8: 2)ת (7

8) David Toshio. Tsumura, The Earth and Water in Genesis 1 and 
2: A Linguistic Inuuestigation, JSOTSS 62~63(JSOT,１９８９), 62~63.

9) John Peter Olson, 「Water Works」 ABD, 885 

10) yām does not appear in Gen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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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 물은 애급 군대가 물에 잠김과

물 위에 떠서 살아남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난다. 보호

받는 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자의 뚜렷한 차이는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다. 오른 손으로 바다 안에서 역사하시

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폭풍은 다스려지고1) 대

적은 바다에 던져2)진다. 신화 문학과 성경의 뚜렷한

차이는 결과가 삶과 죽음의 차이로 끝난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 개의 의미를 강조

하는가. 하늘과 땅이 그러하며 좌와 우가 그러하며 위

와 아래 심지어 삶과 죽음의 두 개의 강조 한다. 물도

쌍수로 두 개의 물이다. 자연에서 파도가 일면 두개의

유사하거나 똑같은 모양으로 양쪽으로 갈라진다. 보트

가 지나가는 것처럼 물결의 모양이 흩어지면서 두 개

의 물결무늬3)가 중앙을 중심으로 갈라진다. 빛도 어두

운 곳에 빛을 집어넣었을 때 둘로 하나님의 숨은 뜻4)

을 드러내신다.

육지를 압도적으로 덮어버리며 올라 모는 홍수는 히

브리어로 맞불 마임)5)으로 발음된다. 기본형 요발6)에

1) 9: 17, 38: 1, 40: 6; 시 83: 15; 사 25: 4, 27: 8, 29: 6, 30: 30; 
렘 23: 19, 30: 23; 겔 1: 4, 13: 11, 13: 13; 욘 1: 4; 학 2: 17.

2) 출 15: 1, 4, 21; 미 7: 19.

3) Gerald L. Schroeder,「Water Waves Passing through Two Sizes 
of Harbor Openings」 The Science of God(New York: Brodway Books, 
1998.), 149~151.

4) 느 9: 11.

5)  ם :(맙불 마임)בּול ם · (하마불 마임, 창 6: 17)ּוּבל (베ּוּבל
하마불 마임 · 홍수, 창 7: 6)  · ּוּבל ּוּבל · (메 하마불 · 홍수, 창 7: 7)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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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데려와진 뜻의 사역형이다. 이 힘은 그의 위

력1)이다. 여기에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의미

하는 하나님이 주신 에따2)가 붙으면서 하나님의 거대

한 홍수를 에따~맞불 마 임3) 맞불 놓으셔 애급의 군대

에게 던져진다. 하나님의 능력 맞불4)이 창일5)하여 천

하의 물이 다 모이어 밀며 오름6)에 바다7)물이 십 오

규빗 밀며8) 산들이 다 덥혔다.

이로 말미암아9)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은 더욱 늘어

나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밀메10) 올라와 이스라

엘을 뒤쫓아 오는 애급 군대를 물에 넣었다.

ּו( 하마불 · 홍수, 창 7: 10) · ּוּבל(하마불 · 홍수, 창 7: 17, 9: 28, 
ּוּבל · (32 ,1 :10 ּוּבל · (밈메 하마불 · 홍수, 창 9: 11)י  (메 하마불י
· 홍수, 9: 28), · ּוּבל(라마불 · 홍수를 위하여, 시 29: 10).

.(요발, KHCCOT: 2986)ל (6

1) Davis A. Young, The Flood in the Old Testament: The Biblical 
Flood(Michigan: The Paternoster Press, 1984), 3.

.(에트 · 인간이 사는 처음의 끝)ת (2

ם (3 בּול  :(욥 40ק(에트~맙불 마임 · 홍수, 창 6: 17): 창일: ת ~
 ;사 30: 28)שֹוף · (사 27: 12)ת · (사 8: 8)ף · (사 8: 7)ּוצים · (23
렘 47: 2) · אןֹו(렘 12: 5) · ה(렘 46: 7, 8) · אּו(겔 47: 5).

.(맙불 · 홍수)בּול (4

5) 창 7: 18.

6) (밀마알하 · 오름, upward, 창 7: 20).

7) 창 7: 19~20).

8) (밀마알하 · 오르매, 창 7: 20).

9) (밀마알하).

10) (밀마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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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아의 홍수2. 노아의 홍수

1). 메우다 메우다와 맞불1). 메우다 메우다와 맞불

애급 군대를 물에 넣은 하나님 위력은 거센 바닷물

로 대 홍수가 되게 맞불1)로 가득 메우다 메우다다. 이

거대한 물은 밑에서 밀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번제

드려지기 위해2) 존재한다. 밀려 몰려 온 물은 아주 많

아 메우다 메우다3)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한다. 우

리는 매우4)라는 말을 매우 많이 쓴다. 더구나 아주 많

을 때를 메우다 메우다5)로 감탄을 가득 메운다. 물이

번제 드려지는 홍수6)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위에 좌정하신7) 일은 하늘의 창

들을 여신8) 거대한 일9)이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10))

수백 수천의 물의 근원들이 맹렬한 폭발로 터져 40주

)בּו (1 · 대홍수가 되게 하는, 시 29: 10, 29).

2) (밀레말라하, 창 7: 20).

ד (3 .(메우다 메우다 · 아주 많이)ד

.(매아 · 백, 창 26:12; 삿 8:10; 대상 12:38; 신 34:7)ָאה (4

ד (5 .(메우다 메우다 · 아주 많은, 창 7: 19, 17: 6)ד

.(라마불 · 홍수를 위하여, 시 29: 11)ּול (6

7) 창7: 19.

8) 창7: 11~12: 거대한 일: G. Russell kridge, “The Hebrew Flood 
Even More Devastating, Translation Depicts, Creation Research 
Society(1981, Quarterly), 3. 

9) 전 10: 9.

10) 창 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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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내린 비는 하나님의 계심1) 물이다. 매우 매우2)

많은 물 번제3)이다. 매우는 100이며 물로 메우다4)의

분량으로 야곱에게 내린 축복의 양이다.

이스마엘에게는 이 축복이 없5)다. 노아 때의 물바다

사건은 17일에 시작되고 17일에 끝6)난다. 이 17일의

동일시는 첫 번이 아닌 두 번째의 강조이다. 하늘 비밀

이 숨겨진 천기7)이다. 홍수 시작을 2월 17일에 하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지의 178)의 신비성은

아라라트 산9)과 관련된 숫자이다. 아라라트 산10)은 17

1) ( · 비, 창7: 12).

ד (2 (메우다 · 많은, 창ד :(메우다 메우다 · 아주 많이, 창 7: 19)ד
13: 13, 17: 2, 20, 30: 43, 47: 27, 왕하 10: 4, 에 4: 4, 시119: 167)는 수
메르 어로는 šar 2, 그리스어로 saros, 아카드어로는 마아두 ma~a~du, 히
브리어는 메우다 많은이다. 한 왕이 3600x8년을 통치했다이다. 8번의 큰 숫
자의 햇수는 수메르어로 샤르 šar2~ussu이다. 샤르=3,600. 우쑤=8 즉 한 
왕의 통치기간으로6x8년 혹은 60x8년으로 계산. 노아가 산 햇수가 950년
인데 900년대는 100년 단위의 제일 높은 수. 수메르 왕 계보 법으로 
3,600x12, 창 13: 13, 17: 2, 20, 30: 43, 47: 27; 왕하 10: 4; 에 4: 4; 시 
119: 167: 최상급의미. 

3)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ד (17: 2, 6)의 리듬, 이ד
스마엘 에게도 ד (창 17: 20) 리듬이 있으나 통과의례(모리아 산 이야ד
기)가 없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보고 기뻐하
였느니라(요 8: 56)고 하는 두 번의 계약적 관계를 싹으로 비유하고 있다.  

.(메오트 · 아주 많음 · 백들 · 100들)אֹות (4

5) 창 17: 20.

6) 창 7: 11, 8: 4.

7) Alxander Heidel,『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 · 홍수 설화와 구약 성경의 
비교: Old Testament Paralles, The Babylonian Genesis , 윤 영탁 옮김
(서울: 엠마오, 1992), 121, 129.

8) 창 7: 1~4, 10.

9) Mt. Ararat: Lloyd R. Bailey, Noah: The Person and the Story in 
History and Tradition(Columbia: University South Carolina Press, 
1989), 58. 

10) 높이가 해발 17,000 피트임을 언급하였다. 아라라트 산은 오늘날의 
터키와 이란(우리나라의 10배 크기) 및 아르메니아의 국경선이 맞닿은 지점
에 위치하는데 11km 떨어진 두개의 봉우리로 이루어 져 있다. 고도 이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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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을 지닌다. 아라라트1)는 아카드어로 Uraru 혹은

Uratu이다. 아라라트 산2)의 비 장수 173)은 고대 근동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4) 17로 승리, 부활5)로 계율

10과 은총 7의 의미이다.

바로 여호와 =5 + 6 + 5 + 1 + 0=17이다. 연

금술사 자비르 이븐 하이얀6)은 17이 1358로 구성됨에

산은 고도 5,107 높이로 터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서 눈 덮인  완추
형을 이루며 그 정상에는 만년의 빙하가 있다. 소 아라라트 산은 3,873m이
다. 고도 3,500 ~ 1,500 사이의 중간지대는 훌륭한 목초와 향나무로 덮혀 
오늘날도 주민들이 양떼를 방목한다. 이 곳 아르메니아 인들은 자신들이 노
아 홍수 이후 세상에 나타난 최초의 인종으로 믿어 아라라트 산을 신성시 한
다. 페르시아 전설에 의하면 인류의 발상지로 아라트 평원 위에 마을이 있었
으며 노아가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며 포도원을 꾸몄다
는 것이다. 많은 대홍수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에덴동산은 아락세스
(Araxes) 골짜기에 있으며 마렌트(Marand)는 노아의 아내가 매장된 곳이라
는 것이다. 알구리(Alghuri)는 대협곡 근처의 마을로서 노아가 처음으로 재
배한 포도원이 있다고 전한다(Encyclopedia Britanica, Ararat(1956) Ⅱ: 
엄원식, 구약 성경의 수비학에 대한 탐구, op. cit, 18에서 재 인용). 

1) (아라라트).

2) Dillmann, op. cit, 282~283: Skinner, op. cit, 168; 그리고 König, 
Die Genesis, 354 등은 창 8: 4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보았다. 방주가 가장 
높은 봉우리라 미시스(Massis) 혹은 아르리다그(Agridagh) 산으로 이해된
다고 하였으며 그 산은 반 호수(Lake Van)에 약간 북동쪽에 위치하였으며 
높이는 대략 해발 1, 700 피트에 달한다. 전통적으로 이산을 아라라트 산으
로 부르게 된 듯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라라트 산은 아락세스(Araves) 골
짜기로 알려져 있고, 아라라트는 아르메니아로 알려져 있으며 아락시스강과 
반과 오루미아 호수 사이 아르메니아 동쪽 산지에 있어서 노아의 방주가 머
문 곳이라고  디렉스 바이블에서 제시한다. 에덴동산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
다. 마렌트(Marand)는 노아의 아내가 매장된 곳이며 알구리(Alghuri)는 대
협곡 근처의 마을로서 노아가 처음으로 재배한 포도원이 있다는 곳이다.   

3) 아라라트 산 지역의 고대 주민들은 우라르투 신에게 17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이리하여 17이라는 의미는 인접지역으로  확산되었
다. Franz Carl, Endres und Annernarie Schimmel, Mystik und Magic 
der Zahlen, 오석균 역(서울: 고려원 미디어, 1996), 253: 25: 엄원식, op. 
cit, 20 재인용., 

4) Georges lfrah, Les chiffres ou L'ihistoire d'une grande invention, 
김병욱 역(서울: 예화, 1990), 253~54.

5) 골 2: 15.

6) Jabir ibn Hay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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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세계라 하였다. 그리스 알파벳의 17개 자음수를 포

세이도니오스1)는 믿음과 관련하였다. 그리스 알파벳

에는 17개의 자음이 있고, 신성시된다. 고대 근동에서

의 보편성 숫자2)로 황금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7

을 시와 음악의 비례 관계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에레미야는 은 17세겔로 하나멜의 밭3)을 샀다,

이사야서에서는 창조의 뜻을 지닌 바라4)가 17회 사

용5)되었다. 17은 신화 문학관계6)로 보기보다 노아 홍

수 때에 배가 머문 아라라트산 언어처럼 신성 수7)이

다. 사람 생애8)는 여호와께 드리는 17일간의 날이다.

생애를 옘메9)라 발음한다. 나실 인의 생애=옘메=

= 옘메10) 곧 우리 사는 날=생애=옘메= = 옘메11)이다.

말씀 관장, 물 양쪽에 하나님 손에 있는 생애=옘메=

= 옘메12) 남은 날=생애=옘메= = 옘메13)이다.

1) Posidonios B · C 135~51.

2) Georges lfrah, 신비로운 수의 역사: Les chiffres ou L'ihistoire 
d'une grande invention , 김병욱 역(서울: 예화, 1990), 253~254.

3) 렘 32: 9.

4) (바라 · 창조).

 :(바라 · 창조, 사, 40: 21, 26, 28, 41: 20, 42: 5, 43: 1, 7, 15, 45א (5
7, 7, 8, 12, 18, 48: 7, 54: 16, 65: 17, 65: 18).

6) 엄원식, “구약 성경의 수비학(數秘學)에 대한 탐구,”『히브리 성경과 
고대 근동 문학의 비교 연구』(서울: 한들 출판사, 2005), 360~361. 

7) 엄원식, “구약 성경의 수비학(數秘學)에 대한 탐구,”『福音과 實踐』 
21( 대전: 침례 신학 대학교, 1998). 436~443. 

.(옘메 · 생애, 신 4:9)ימי (8

.(옘메 · 생애, 민 6: 5)י (9

.(옘메 · 생애, 민 6: 13)י (10

 :옘메 · 생애, 삼하 19: 34; 욥 17: 1, 11; 시 102: 11, 15, 119)ימי (11
84; 전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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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화 문학과 성경의 홍수2). 신화 문학과 성경의 홍수

(1). 성경의 홍수

생애=옘메= = 옘메1)는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시

고 마감하시기에 아무 걱정 없이 받아들이는=생애=옘

메= = 옘메이다.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어 돌아가시

기까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여호와의 수치는 17이고 글자 치 합은 5 + 6 +

5 + 10=26이다. 이 26은 예수님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20은 10의 2배 곧 완전수의 의미를 지니는 10의 2배이

어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다시 6은 여섯째 날의 예수님

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기에 여호와의 글자 치

26이 예수님임을 2회의 리듬으로 한다.

성경에서의 홍수 즉 파도가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은

시적 표현으로 나날이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게 주의 영광을 보태어2)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당

하는 순간 하나님은 맞불3)로 가득 메운다. 창일한 물4)

로 하나님의 역사 맞불5)로 막는다. 의로운 노아가족을

12) ( · 캄캄한 생애, 전 11: 8).

.(옘메 · 남은 날의 생애, 시 119: 84)י (13

.(옘메 · 기울어지는 날의 생애, 왕상 2: 1)י (1

2) (켑보데하 · 영광, 출 33: 18).

ם (3 .(에트~함맙보울 마임 · 홍수, 창 6: 17)ת~ּול

.(함맙불, 창 7: 7, 10, 17, 9: 11, 28, 10: 1, 32, 시 29: 10)ּו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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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1)한 일로 물 위의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의 선하신 좋은2)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신다.

주께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운 홍수3)가 범람할지

라도 오히려 우리들을 괴롭히는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잘라4)버리신다. 우리 삶은 아침에 돋는 풀 같지만 하

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늘 슬피 우는 하루5)가 슬

픔이 엄몰하지 못하는 기적이 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계시

어 그 말씀대로 천지가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혼자가 아닌 3위 일

체로서6) 셋이 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우

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움은 현실의 불가

사의한 일 앞에서 노아처럼 산7)다.

)בּו (5 · 3999: George V. Wigram,『구약 성구사전: The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 
김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845.

1) 내가 홍수  בּול ~  (에트 ~ 하맙불 ~ 마임, 출 6:17)를 땅에 일으켜ת ~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② 홍수 בּול(베하맙불, 창 7:6)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세라 노아가 아들

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 בּול (메~하맙불, 창 7:7)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י ~

갔고

   ③ 칠일 후에 홍수 בּול  가 땅에 덮이니(창 7:17)(우메~하맙불, 창 7:10)ּוי ~

홍수 בּול(하맙불, 창 7:17)가 땅에 사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토브)תֹוב (2

ים (3 .(마임 랍빔, 시 32:6)ם

.(자람탐 · 쓸어, 시 90:5)ם (4

.(우나하로토, 아 8:7)ּורֹות (5

6) 홍문표,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14~18) 설교문 「한국문인교회」(서
울, 동천아카데미5층, 2012. 10.14. 늦은 4시)

7) 박기용,『말』(서울: 규장각, 1997), 4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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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홍수기사는 320여 종이나 된다. 그러나 노아

홍수는 반드시 성경과 연관된다. 신화와는 다르다.1) 그

러나 길가메시 서사시와는 연관2) 해 볼 수 있다. 구약

의 홍수3)는 아트라하시스4) 현인과 비교된다. 우트나피

쉬팀5)은 바빌로니아 역본 우타나피쉬팀6)에 기록된다.

여호와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로 번역된다.

아카드어의 신고전체7)와 후고전체8) 기록에서는 우타9)

가 실명사이거나 혹은 일종의 명사 상당어의 형태이다.

생명의 발견자 혹은 터득자10)라는 지혜로운 자 아트라

하시스11)는베로수스12)에서발견되는크시스드로스13)와

시수드로스14)와세이스드로스15) 등에서지우스트나피쉬

팀은 우바라 투투16), 즉 오티아르데스17) 아들같다.

1) , “구약 주변의 세계 연구,”『목회와 신학』(서울: 장로교 출판
사, 1998), 162. 

2) K. A. Kitchen,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Chicago, IL: 
Inter Varsity Press, 1977), 8.

3)Jeffrey Tingly, The Evolution of the Gilgmesh Epic(Philadelphia: 
University Press. 1982), 10. 

4) Atrahasis.

5) Utnapishtim.

6) Utanapishtim.

7) B. C 2300~ 2000.

8) B. C 2000 ~ A. D 100).

9) Uta.

10) B. Meissner, Babylonien und Assyrien, Ⅱ(Heidelberg, 1925), 
113.

11) Atrahasis.

12) Berossus.

13) Xisuthros.

14) Sisuthros.

15) Seistitros.

16) Ubara~ Tu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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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베로수스의 기록인 오파르테스1)의 아들이라

는 점에서 홍수이전 바벨론의 열 번째 왕이었다. 또 수

메르 비문에 신을 섬기는 관리직이고 길가메쉬의 우트

나피쉬팀이 수립팍2)의 한 시민3)이며 재산가4)라는 점

이다. 신화는 노아가 라멕의 아들로 홍수 이전의 열 번

째 족장5)이라는 점과 비교된다. 노아의 족보는 10번째

이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다. 완전

수를 절대시하는 성경적 이해이다.

노아시대에 홍수설화의 근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

서는 애우트나피쉬팀은 수립팍6)에서 살았음이 판명된

다. 우룩7) 북 서편 18마일쯤의 오늘날의 화라8) 구릉지

다. 수메르 니푸르 관9)에 홍수 이전의 다섯 도시들 가

운데 기록되어 있다. 메소포타미아10)의 전승 아트라하

시스 이야기는 압수11) 단물과 티야마트(Tiamat) 바다의

짠물이 한 곳에 섞이게 지하수의 창조자 누딤무드 즉

에아인 마르둑이 만든다는 것이다.

17) Otiartes.

1) Opartes.

2) Shuriak.

3) Ⅺ: 23.

4) Ⅺ: 70.

5) 창 5장.

6) 혹은 수룹팍: 남부 바벨론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7) Uruk.

8) Fȃra.

9) Version.

10) 현재 이라크.

11) A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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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화 문학에서의 홍수

바빌로니아 신화는 하늘과 땅이 없었던 태초에 지하

수인 단물과 짠 바닷물이 섞인 곳에 세상이 시작되었

다는 것이다.

그때 하늘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고

밑에 마른 땅이 이름으로 불려 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들(신들)의 아버지 압수(지하수)와

그들 모두를 낳을 몸무(母) 티야마트(바다)는

자기네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다.

갈대 집이 엮어지지 않았고 늪 있는 땅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떤 신들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름으로 불려 지지 않았고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다.

신들이 그(압수와 티야마트가 섞인 물) 소에서 생겨났다.

이처럼 늪에서 태어난 인간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온

다. 수메르 사람들은 머리라는 단어를 위 · 북쪽 · 앞 · 처

음이란 뜻으로 사용했다.1)

구체적인 실증은 현인 상징인 신화의 아트라하시스

At~ra~ha~sis에서 인간을 지적2)한다.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의 장소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1) Ibid, 55.

2) Gardner. J and Maier, J, Gilgamesh,(New York: the 
sin~leqi~unninni Version, 1984). 193, 194.

193   i~na pa~na Ut~Zla~me~lu~túm~ma
      ina pana Utnapišti amēlutumma
(Hi.therto Utnapishtim has been but a man
      우트타피슈팀은 인간이다)
194  e~nen~na LUt~ZI u MI~šú lu~u e~mu~ú ki~i DINGIR.MES  

       na~ši~ma  enennama Utnapišta lū nmū k~i ilān~i našima
(But now Utnapishtim snd his wife shall be like unto us gods 
 그러나 우트나피슈팀과 하나님의 부인은 우리와 같은 신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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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주 지역이다. 페르시아 만의 바닷물과 두 강의 민

물이 서로 섞이는 곳인 갈대밭이나 늪1)이다. 현인이라

불리는 신화의 아트라하시스2)는 인간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3)준다. 이 인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이상 시의

시제 5호에서 사람의 모습을 제시한4) 내용이 흥미를

중심하면서도 주제는 숨기고 있다.

* 한 작은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 오감도 「시제 5호」

신화와 문학은 서로 다르다. 문학은 한국의 이상 시

1) BC 35~30.

2) At~ra~ha~sis.

3) Gardner. J and Maier, J, Gilgamesh,(New York: the 
sin~leqi~unninni Version, 1984). 193, 194.

193   i~na pa~na Ut~Zla~me~lu~túm~ma
      ina pana Utnapišti amēlutumma
(Hi.therto Utnapishtim has been but a man
      우트타피슈팀은 인간이다)
194  e~nen~na LUt~ZI u MI~šú lu~u e~mu~ú ki~i DINGIR.MES  

       na~ši~ma  enennama Utnapišta lū nmū k~i ilān~i našima
(But now Utnapishtim snd his wife shall be like unto us gods 
 그러나 우트나피슈팀과 하나님의 부인은 우리와 같은 신들이 될 것이다).

4) 이영지, “「시제 5호」」『이상 시 연구』, 25, 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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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5호」에서 네모 모서리를 열어 사람이 숨을 쉬

게 한다. 신화 문학의 주제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1)

이다. 반인반마伴人伴馬의 길가메쉬Gilgamesh 서사시 역시2)

죽음의 잠을 자는 친구를 구하려 짠물 바다3) 속으로

주인공이 들어간다. 우투나피수팀과 바다 밑에 있는 회

춘이 되는 비밀의 풀4)을 찾지만 우르크 도성으로 가서

먹으려고 금방 먹지 아니한다.5)

그러나 바다 깊이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였

고 그 때 발견한 것이 샘būru6)의 맑은 물이다. 해양심층

수를 마신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을 찾아 U한다. 다시

돌아옴은 신학의 페턴이다. 그러나 신화에서의 유턴은

신에게로 가는 것이 아닌 고향으로 돌아간다.

신화 주인공이 취한 풀은7) 홍수 후 비둘기가 노아에

게 가져온 잎과 비교할 수 있다. 곧 신화 문학에서의

주인공은 풀잎을 뱀에게 빼앗기고 또 뱀은 그 풀을 먹

어버린 후 껍질을 벗는다.8)

1) Alexander. Heidel,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is(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7), 
88.

2) Ibid.

3) 조철수 공저,『사람이 없었다 神도 없었다』(서울: 서문관, 
1995), 60.

4) 엄원식,『히브리 성경과 고대 근동 문학의 비교 연구』, 180~184.

5) ANET, 96, 각주 227.   

6) “i~mur bu~u~ra Gigamiš · ṧa ka~su~u mḕ~sa(X1: 285)”.

7) Alexander. Heidel, The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9). 88.

8) X1: 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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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풀과 잎

우륵왕1) 때 구전되지 않는 문학 형태의 길가메쉬와

“Hawaw”2)와 긴밀하다. 이 신비한 풀은 성경에서는 나

뭇잎3)인데 번제4)의미다.

성경에서는 나뭇잎을 번제 소제 물로 한다. 나뭇잎은

발음이 알레5)인데 오르다 의미 발음 올라6)로 한다. 나

뭇잎은 늘 하늘 향해 오른다. 잎사귀는 베올레후7) 그

잎사귀는 베하알레8) 번제는 올로트9)다. 올랐다이다.

레올라10) 오르기 위해 올랐다.11)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에게 감사의 번제는 올랐다12) 발음이다.

이들 모두 풀 언어이다. 신화 문학의 풀은 회춘에 필

요하다. 풀 이미지인 이미지란 가짜라는 뜻이다. 히브

리어로는 마스크다.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는 뱀이 먹고

껍질을 벗게 신화 문학화 하였다. 이와는 달리 노아는

풀잎을 물고 온 새를 보고 육지로 내려가 하나님께 번

1) B. C 3,000.

2) G. S. Kilk, Myths(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1978,), 
133~152.

3) ( , 창 3: 7).

4) 레 9: 3; 민 29: 8; 삿 6: 26.

,(알레 · 나뭇잎, 창 2: 6, 8: 11)ה (5

6) 오르다 ה(올라 · 오르다, 창 19: 15; 레 1: 3; 민 28: 3, 6 , 민 29: 
2, 8).

.(· 잎사귀, 시 1: 3הּו (7

.(베하알레 · 그 잎사귀가, 렘 8: 13)ה (8

.(올로트 · 번제로, 창 8: 20)ת (9

.(레올라 · 번제로, 창 22: 2; 레 1: 3)ה (10

.(올라트 · 번제, 민 29: 6, 6)ת (11

.(올로트 · 번제, 창 8: 20)ת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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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드린다. 이 때 번제가 바로 풀잎 의미다. 하늘로

오른다는 말의 이 오름이 바로 풀잎의 의미다. 풀잎을

보면 태양을 향해 그 방향을 돌리고 하늘로 오르는 몸

짓을 한다. 살아 있음 표시이다. 풀이 죽는 모습일 때

는 하늘로 오르는 몸짓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풀이 죽

었다라는 말로 힘이 없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풀은

반드시 하늘로 오르는 시늉의 몸짓을 할 때 살아 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거리를 빨리 가자며 차를 타봐 혹

은 태워봐 한다. 히브리어에는 방주를 테바1)라 한다.

방주는 배이다. 노아의 배 이야기가 있다. 노아 600세2)

그달 2월에 홍수가 시작되어 노아 가족은 배를 타게

된다. 그리고 살아난 노아와 가족들은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 잎을 보고3) 배에서 내린다. 이 배 사건 이후

두 달4)후부터 세상에 종족이 퍼져나갔다. 홍수 2년에

셈은 아르박삿을 낳아5) 생명의 싹이 태어났다. 배를

타고 나온 것도 2년 뒤이고 보면 성경은 2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 둘의 강조는 곧 애급 군대가 바닷물에 잠

긴 바다 모습이다.

1) ( · 방주, 창 6: 14).

2) 창 7:6.

3) 창 8: 10~11.

4) Alxander Heidel, Old Testament Paralles, The Babylonian 
Genesis , 윤 영탁 옮김,『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와 구약 성경의 비교』(서
울: 엠마오, 1990), 134.

5) 창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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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주에 타봐 제3절 방주에 타봐 

1. 방주 타봐1. 방주 타봐

U=혹은 ◡와 물에 잠기지 않고 물에 뜬 배 U=혹은

◡ 두개의 커다란 UU=혹은 ◡◡에서 모두 다시 재확
인 된다. 이 의미는 언어를 대신한 기호가 되는데 물에

잠긴 아래층과 물에 잠기지 않는 윗층으로 구조로 노

아 홍수 때의 노아가 탄 배를 상징한다. 요나가 탄 배

와 아래층으로 내려간 배 구조에서 이 두 번의 배 모

양이 강조된다.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어 글자 모양에서는 손으로 들

수 있는 잔 모양이 되는 배 모양을 지닌다. 물이 있을

때 배는 필요하다. 배로 잇는다.

배는 물위에 뜸으로써 가치를 가진다. 성경의 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두 개의 배로

그 의미를 은유한다. 이 시적 기호 UU는 노아의 방주

와 모세가 물에 버려졌을 때 탄 갈대 상자1)다.

방주 타봐!2)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타봤다!3) 정말

하 타봤다!4) 우리말과 같다. 일반적으로 큰 배를 의미

1) 2: 3, 5.

2) (테바 · 방주, 창 6: 14).

.(테바트, 출 2: 3)ת (3

.(하테바트, 출 2: 5)ת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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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명의 가치를 더 한다. 살아 있는 자에게는 하나

님이 타봐1)라고 권유하여야 배를 탈 수 있다.

* 방주에타봐

방주를 (테바 · κίβωτόν an ark of, 창 6: 14)

그방주의 (하테바 · τής κίβωτού the ark, 창 6: 15)

그방주 ~ (엘~하테바 · είϛ τήν κίβωτον into the ark, 창 6: 18)

그방주 ~ (엘~하테바 · είϛ τήν κίβωτον into the ark, 창 6: 19)

그방주 ~ (엘~하테바 · είϛ τήν κίβωτον into the ark, 창 7: 1)

그방주 ~ (엘~하테바 · είϛ τήν κίβωτον into the ark, 창 7: 7)

그방주 ~ (엘~하테바 · είϛ τήν κίβωτον into the ark, 창 7: 9)

그방주 ~ (엘~하테바 · είϛ τήν κίβωτον into the ark, 창 7: 13)

그방주로 ~ (엘~하테바 · είϛ τήν κίβωτον into the ark,창 7: 15)

방주가 ~ (엩~하테바 · τήν κίβωτον the ark, 창 7: 17)

방주가 (하테바 · ή κίβωτόϛ the ark, 창 7: 18)

방주에 (바테바 · έν τῇ κιβωτῷ in the ark, 창 7:23)

방주에 (바테바 · έν τῇ κιβωτῷ in the ark, 창 8: 1)

방주가 (하테바 · ή κίβωτόϛ the ark, 창 8: 4)

그방주에 (하테바 · τής κίβωτού the ark, 창 8: 6)

방주로 ~ (엘~하테바 · είϛ τήν κίβωτον into the ark, 창 8:9)

방주에서 ~ (민~하테바 · έκ τής κίβωτού out of the ark, 창 8:10)

방주의 (하테바 · τής κίβωτού the ark, 창 8: 13)

방주에서 ~ (민~하테바 · έκ τής κίβωτού of the ark, 창 8:16)

방주에서 ~ (민~하테바 · έκ τής κίβωτού out of the ark, 창 8:19)

방주에서 (하테바 · έκ τής κίβωτού  the ark, 창 9: 10)

방주에서 ~ (민~하테바 · τής κίβωτον of the ark, 창 9:18)

방주에들어가던(είϛ τήν κίβωτόν(into the ark, 마 24:28)

방주에들어가던(είϛ τήν κίβωτόν(into the ark, 눅 17:27)

방주를예비하여(κίβωτόν είϛ(an ark for, 히 11: 7)

방주에 κίβωτού(밷전 3: 20)

우리는 배나 탈것을 탈 때 ‘타봐’라고 한다. 이 말이

1) ( )슈메르판에서 방주는 마구로구트(magurgur)이다. 아주 큰 
배, 거대한 배의 의미[(A. Poebel, Historical Texts(Phila, 1914, 59)] 셈
어 바벨론 홍수 단편(The Semitic Babylonian Deluge Fragment)에서도 
나타난다. 어구 엘립푸 라비루(디겨 rabitu)는 커다란 선박, 혹은 배로 의미
된다.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나룻배, 선박, 배는 엘립푸(eliu)로 에칼루
(êkallu, 토판 Ⅵ: 95)이며 수메르어에서 파생되었다. 이 배는 문자적으로 커
다란 길을 의미하며 궁전들 및 신전들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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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어에 그대로 방주=타봐= = 타봐1)이다. 그

방주=하타봐= = 하타봐2)이다. 방주=타봐= =

타봐3)와 그 방주에=엣따 하타바= ~ = ~ 
엣따 하타봐4)와 방주 안=베타바= = 배타봐의 타봐5)

모두 하나님이 허락한 방주
하타봐6)이다. 배에 타

는 일은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7) 들어가는 일이다. 이

들어가는 일 조차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여 두셔8)

야만 방주에9) 들어갈 수 있다. 온 세상이 열리는 이

방주 타 보는 일은 바벨론의 테비투tebίtu 발음과 유사하

며 이집트인들은 타봤다10)로 쓰며 그리스에서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와는 구분 없이11) 사용되었다. 갈대

상자조차 타봐12)라 하면서도 그 배 하 타봐13)로 아주

많이 타 보라시는 하나님의 간청은 언약궤와 광주리와

그리고 배와 맏물을 담는 광주리 이미지를 통해 그 곳

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 하셨다.

1) ( · 방주, 창 6: 14).

 .(하테바 · 그방주, 창 6: 15, 7: 18, 8: 4, 6,  13, 9: 10ה (2

 .(엘~하테바 · 방주, 창 6: 18, 19, 7: 1, 7, 9, 13, 15, 8: 9ל~ה (3

.(엣따~하테바 · 방주로, 창 7: 17)ת~ה (4

. (바테바 · 방주 안에, 창 7: 23, 창 8: 1)ה (5

 .(민~하테바 · 그로부터 온 방주, 창 8: 10, 16, 19, 9: 18ן~ה (6

7) είϛ τήν κίβωτόν(에이스 텐 키부톤, 마 24: 38; 눅 17: 27),

8) ίβωτόν είϛ(키무톤 에이스, 히 11: 7).

9) κίβωτoϛ(키부토스, 밷전 3: 20).

10) tbt.

11) http: · · nefertiti.jwebland.com · baskertry

.(테바 · 갈대상자)ה (12

.(하테바 · 그 배)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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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이 타봐와 같은 광주리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에게 맏물을 담아 가지고 가서1) 십일조를 드려 언약

약속을 지키게 하시었다. 노아 방주 때 방주의 창이 하

늘로 향하였다. 꼭대기로부터 한 규빗을 넘지 말라시며

창은 방주 옆 가장 위쪽에 있어야 할 필요를 창을 높

게 내고 방주의 2, 3층 갑판은 창문 밑쪽2)에 위치시킨다.

사람이 물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방주를 통해서 물에

뜨는 일이다.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 오르매 산 들이

덮인지라 홍수가 점점 높아져 방주의 수위가 방주의

높이인 30 규빗의 반까지 올랐어도 그 안에서 사람들

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창이 위로 있었기 때문이다. 15

규빗 치수는 홍수의 깊이로 육지 표면에서 물 표면까

지의 깊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홍수 속에서 떠다니

는 방주의 잠긴 깊이다. 노아 방주 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이며3) 들어가라4)며 그들을 넣으시5)었다.

물에 뜨는 배는 하나님이 역청을 발라6)서이다. 속죄

소 코페레트7)로 바로 물위에 뜨게 하려 배로 밀어 넣

으신다. 죄를 덮는 일이다. 방주가 되는 언약궤8)는 두

1) 26: 2.

2) 창 6: 16,

3) 창 6: 19.

4) 창 7: 1.

5) 창 7: 16.

6) (바코페르 · 역청).

.(코퍼레트 · 속죄소)ת (7

הה (8 ית ~ .(바아론 베리트~ 여호와 · 언약궤, 민 14: 39~45)ארֹו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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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에서 방주1)로 하나님 아들로 인한 구원문제이다.

방주를 하나님은 엣따 하 타봐2)라시며 물 위에 뜨도록

역청을 발라3) 그들을 살리신 이후 모세의 갈대사이의

상자4) 언약궤를 보이신다. 그 방주를 타봤다 엣따 하

타봤다5)로 역청을 발랐다. 봐 발라6) 똑 같은 리듬 옳

다 봤다7)로 옳다하시며 엣따8)하신다.

죄 씻음9) 문제는 죄를 덮는 분의 장소 속죄소=카바=

= 키포레트10)에 근거11)한다. 우리는 바르고 발랐

다라는 말을 한다. 살려 역청을 바르고 바르는12) 일은

물에서 건져지는 일이다. 우리들이 땅을 밟고 서는 일

은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시는 일을 아는= = 13)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이름이다. 제사장으로 사람들은

죄를 속하는 의식을 치른다.

1) David H. Aaron, The Ark Mythology」 Biblical Ambiguities: 
Metaphor, Semantics and Divine Imagery(Boston: Brill, 2001), 168.

2)  .(에트~하테바 · 노아의 방주, 창 6: 14)ת ~

ר ,(바헤마르 · 역청, 출 2: 3ר ,(바코페르 · 역청, 창 6: 14)ר (3
(헤마르 · 역청, 창 14: 10), ת(레쩨페트 · 역청, 사 34: 9).

,(바헴마르 우바코페르 · 상자)ר ּור (4

ה  (5 ת ~ .(테바트..에트~하테바흐 · 방주.그 방주, 창 6: 14)ת ..

,..(베코파르타..바코페르 · 역청을.. 칠하라, 창 6: 14)ר (6

ת (7 .(오타 밉바이트 · 언약 관계, 창 6: 14)ּה

,(에트)ת (8

9) J. Milgrom,「Israel's Sanctuary」 391.

.(카포레트)כפרת (10

11) 이상란, “Ⅵ. 핫타트의 키페르(כפר)의 개념,”『핫타트(תחט)의 기능에 
관한 연구』계명대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대구: 계명대학교, 2005), 속죄소
(61), 덮다(95), 정화하다(103).  

...(베코파르타..바코페르 · 역청을.. 칠하라, 창 6: 14)ר (12

.(아론 · 궤, the ark, τής κιβωτού, 출 25: 14, 15 등)רֹון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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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아니야와 배 사판2. 배 아니야와 배 사판

하나님의 배 U를 타는 일은 죄 사함을 받는 일이다.

요나의 배는 성경에서, 배 두개의 상하층 구조이다.

[* 배 두개의 구조]

U

U

우리말에 아니야라는 말이 있다. 요나가 처음 탄 배=

아니야= = 아니야1)이다. 아니야는 만나다의 뜻을

가진다. 아냐2)는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으

므로 깨어지게 된 배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타는

바로 그 배하아니야= = 아니야3)는 하나님이 간

섭하시는 배이다. 보자 아니야4) 어디 보자 아니야5)시

며 내6) 하나님7)이신 나8)는 요나를 배9)에 타게 하시

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깨어진 배=

봤다= = 봤다10) 하신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1) ( · 배, 1: 3).

.(아니야 · 배, 욘 1: 3)ה (2

.(베하하니야 · 그 배, 욘 1: 4)ה (3

.(아니야 · 배, 욘 1: 3)ה (4

.(아니야 · 배, 욘 1: 3)ה (5

.(아노히 · 나)ָאי  (6

7) 참조: הָא(아나 · 나) · אָא(아나아 · 나) · הַא(아하바 · 사랑) · בַא
(아하브 · 사랑) · בָא(아헤브 · 사랑) · א(아나 · 나) · ה(아나 · 나) · י
(아니 · 나): MDB(Mission Dictionary Bible).

.(의 축약형, 출 15: 2הה · 야)ה (아니야)의ה (8

9) 사 4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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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호사밧에게 가기를 청한 배 봤다1) 자기들만의 연

락 배를 봤다2)이다. 삼 년에 일차씩 금과 은 등을 싣

고 온 배는 아니다3) 하신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에시

온게벨에서 온 배 아니야4)하시며 다시스의 배 아니

야5)시며 지나다니는 배6) 아니야7)시며 사공들이 무역

하는 배=나니요트= = 아니요트8)하시며 다시스 무

역 배= 아니야= = 아니요트9)신다. 왕이 지은 배=

아니야= = 아니요트10) 하신다.
하나님 드러내기의 배는 다만 순종할 때만 무사하다.

하나님 스스로 나=아노니= =  11) 오~나= = 
오~나12) · 내 사랑=아~나=내 사랑이 아~파= = 
13) 아파= =  아하브 14) 모두 하나님 사랑 깊이를 절

규로 나타낸다.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아 나= = 아나15)라 하신

10) ( · 단이 머무른 배, 삿 5: 17).

.(보오니요트 · 청한 배, 왕상 22: 49)ת (1

.(베오니요트 · 연락하던 배, 사 43: 14)ת (2

.(오니요트 · 배들, 대하 9: 21)ת (3

.(오니요트 · 지은 배, 대하 20: 36)ת (4

.(오니요트 · 배, 시  48: 7)ת (5

.(아니야 · 배, 잠 30: 19)ה (6

.(오니트 · 노질하던 배, 사 33: 21)ית (7

.(오니요트, 겔 27: 9)ת (8

.(오니요트 · 무역하던 배, 겔 27: 25)ת (9

.(오니요트 · 파선된 배, 대하 20: 37)ת (10

.(아노히 · 나)ָאי (11

.(아~나 · 나)ָאה (12

.(아하바아 · 사랑)ַאה (13

.(아하브 · 사랑)ַאב (14

.(아나아 · 나)א (15



물의 시학 481

다. 아~나로 하신다. 순종하지 않고 밑층으로 간 그 배

는 입술이 묶여진 배=하세버피나= =  하세버피

나1)이다.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로 숨을 하= 하2) 하고 숨 쉬려

면 갑판을 덮은 배나 선박이 뒤집어 지면 안 되는 배=

=  스피나3)이다. 그 특징은 하늘로 창이 나 있

게 배 모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붕 또는 벽판을

대어 덮어 앉힌 배는 새버렸나의 특징을 가진 배다. 하

나님이 고개를 갸웃둥 하실 배다. 똑 같은 배인데도 요

나가 간 윗층의 배는 아니야= = 아니야4)라는 말씀
을 들을 수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배이어야 한다.

요나가 아래층으로 내려간 배는 세 버린 배5)이다.

물이 들어와 사람이 죽게 되는 배=사판= = 사판6)
배다. 아주 깊숙이 내려간 밑바닥 배7)는 갑판을 덮은

배라는 1차적 의미를 지니면서 입술이 묶이어진 배이

다. 이 두 번째의 밑층으로 내려간 죽을 판의 배 속의

요나는 고기 뱃속으로 들어간다.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배8)에 머물지 않고 입술이 묶여진 물이 새 버린9) 배

1) י( · 입술이 묶여진 배, 욘 1: 5).

2) (하 · 정관사).

.(세피나 · 선박)יה (3

.(아니야 · 배, 욘 1: 3)ה (4

.(하스피나 · 배, 욘 1: 5)יה (5

.(사판 · 배)ן (6

7) Johan Coetzee, 525. J H Potgieter, 610~620.

.(아니야 · 하나님의 배)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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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게 되면 하나님이 오냐1) 나다 하시면서 ⇢ 물고

기 뱃속으로 밀어 버려 죽게 할까 하다가2) 도로 육지

로 나가 하나님이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사3) 기회를

주신다.

다음은 요나가 탔던 배이다.

[* : ⇢ ⇢ ⇢ ⇢ ]

⇢￪           ￬      ￪

요나가 탔던 두 개의 배는 하나님이 그에게로 돌아

오라는 U리듬의 중첩성을 보인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

음이 들어간 배에 탔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

삼야4)를 지내고 하나님 배에 실렸다. 아니야라 하시며

순종하지 않을 때를 하나님은 봤다.5)

9) י( · 그 배, 욘 1: 5).

.(아니야 · 배)ה (1

ה (2 .(밈메예 하다가 · 물고기 뱃속, 욘 2: 2)י

.(하야바사 · 소식을 전함, 욘 2: 10)ה (3

4) 욘 1: 17). 친 남동생을 데려오라고 요셉=יוסף=יֹו이 그의 형들에게 동
생을 3일을 가둔다(창 42:17). 

.(뽀오니요트 · 배, 신 28: 68)ּי(호환상 떼어놓음)ֹות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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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과 세례3. 물과 세례

1). 구약에서 물로 씻음의 문제1). 구약에서 물로 씻음의 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으로 끌고 가서 다시

노비로 고생하자 다시 하나님 은혜 역청1)을 발라2) 죄

를 덮으시어 벗어나는 때는 죄가 씻어지게 했다. 현재

로도 쓰이는 카바나 카페트인 이 죄의 덮개는 하나님

이 이거 봐= = 이거봐3) 하시면서 죄를 씻어=

= 이거봐 했다.4) 죄를 덮음 커버이다. 죄를 덮으시는

배=아니야= = 아니야5)시며 배워 태워 당신이 원하

는 곳에 배 태워 내려주시며 네 삶을 펴렸다6) 하셨다.

죄의 문제를 성경은 세마포 옷을 거룩하게 하는 뜻

으로 이 옷을 입기 전 물로 몸을 씻으라7) 명령한다.

삶과 죽음 갈림길이 뚜렷해지는 일이다. 아론과 그 아

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배라 하셨다8)

물로 씻는 일=이래하자= = 9)의 하나님은 세마

1) (바코페르 · 역청, 창 6: 14).

.(코페르 · 역청, 창 6: 14)ר (2

.(이카부 · 덮다, 창 1: 9)וּו (3

.(카포레트 · 속죄소): 이상란, Ibidת (4

.(아니야 · 배, 욘 1: 3)ה (5

 ,(카포레트 · 속죄소, 출 25: 17, 18, 19,  25: 20, 21, 22, 26: 34ת(6
30: 6, 31: 7,  35: 12, 37: 6, 7, 37: 8, 9, 39: 35, 40: 20; 레 16: 2, 13, 
14, 15; 민 7: 89; 대상 28: 11.

.(베라하쯔 · 씻으라, καί λούσεται CQAMZS, 레 16: 4)ץ (7

8) (베라하제타 · 씻기고, 출 29: 4, 4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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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속옷과 세마포 띠를 입은 제사장에게 물로 몸을 씻

고 죄를 버리자= = 베라하즈1) 하신다. 그는 우리

에게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나쁜 죄를 버리

자2) 하신다.

물로 씻는 일을 이레 하지3) 아니하면 죄가 남아 있

게 된다. 몸을 물로 씻는 일 이렇게4) 아니하면 성물도

먹지 못한다. 그러기에 물이 지닌 의미의 속죄는 하나

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5)하시는 이유가 된다. 성경

의 물은 “washing in water”6)으로 표현된다. 물로 씻

는 의식행위는 세례의 역사적 근원이 된다. 구약에서의

물로 씻음 문제는 반드시 씻음 의식7) 행위가 있게 하

였다. 몸을 씻는 일은 세례8)이다. 씻는 문제는 미 완료

형 단수문법으로 되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기고 계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씻기고

이레하시는9) 씻음 진행 ~“washing”은 사역자들 특히

다윋은 하나님을 위해 경배하려고 자신의 몸을 씻기고

봐 이레하죠10) 하였다. 회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삶을

9) ( · 씻을, 레 1: 13).

. (베라하쯔 · 씻고, 레 16: 4)ץ (1

.(베라하쯔 · 씻고, 레 16: 24)ץ (2

.(이레하쯔 · 씻지, 레 17: 16)ץ (3

.(라하쯔 · 씻지, 레 22: 6)ץ (4

5) 창 1: 2.

6) Jonathan David. Lawrence, Washing in Water, 254.

7) ritual washing)과 순결의식(ritual purity).

8) Ibid, 32.

.(VQIMZS, 이레하쯔 · 씻고 계시는, 레 1: 9, 13, 9: 14)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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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기 시작하며 끝나지 않는 진행형이어야 죽기를 면하

였다. 미 완료형 이레하죠1)라고 고백하며 계속하고 있

음을2) 기본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삶이 이어간

다. 사마리아 못에 몸을 담은 일3)도 봐 있던4) 일로 늘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한5)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

하시기를 스스로 씻으라하죠!6) 명령받는 일을 배라하

죠!7) 고백한 아론과 그 아들들까지 모두 공동체 삶속

에서 늘 물로 씻으며 사는 생활은 물그릇에 담겨, 말씀

그릇에 담겨 있는 삶이다.

늘 너는 씻어라 배라 하셨다.8) 그러기에 씻고 또 씻

으며 하나님 일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물로 그들의 몸

을 씻은 일을 배라하죠9) 격려하며 사는 물 안의10) 삶

은 물과 물두멍을 늘 곁에 두고 배가 되도록 정결한

몸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기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

은 후, 진에 들어갈 채비를 차려 사는 삶으로 오늘날

시대에 세례와 직결11)된다. 나아만 장군도 이스라엘의

10) ( · 씻기고 있는, 창 43: 31; 삼하 12: 20).

.(이레하쭈 · 씻기는)צּו (1

2) 신 21: 6.

3) Jang, Young Gyu, Ibid, 148.

.(바이세토프 · 씻기워 지고 있다, 왕하 22: 38)ּף (4

5) Nanfred Lurker,『Wörtenbuch Biblischer Blinder und Symble: 성
경 속의 상징』,편집부 역(서울: 은성, 1973), 182~183. 

.(라하쭈 · 씻으라, 사 1: 16)צּו  (6

.(베라하쭈 · 씻는, 출30: 19, 40: 31; 레 8: 6)צ (7

8) (바라하쯔타 · 씻어라, 출 29: 17).

.(베라하쯔 · 씻은, 민 19: 7)ץ (9

.(밤마임 · 그 물 안에, 민 19: 7)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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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1) 말에 처음에는 거절했다2)가 뉘우치고 두 번 째

연못에 가 몸을 깨끗이 씻었다.3) 나아만이 몸을 씻은

후 나아간 곳은 림몬이며 이 하다트4)와 동일하고 우가

릿 신화와 관련된다5)기도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몸이

씻겨 진 일은 두 번째 일에 관련된다. 요단강에 몸을

씻는6) 일에 하나님이 없을7)리가 없다.

성경에서 두 번을 강조하는 일은 무거운 짐을 질 노

새 두 바리8) · 에브라임산지로부터 온 두 소년9) · 옷

두벌10) · 두 달란트11) · 두 달란트12) · 은 두 달란트13) ·

두 전대14) · 옷 두 벌15) · 두 사환16) 모두 둘 곧 예수님

예표이다.

단 한 번에 씻어지는 일도 있다. 이때는 라헬이 아들

11) Jang, Young Gyu, The water Rite and Conversion, 47. 

1) 5: 2.

2) 왕하 5: 11.

3) 왕하 5: 14.

4) 왕상 15: 18.

5) Ibid, 32, 

6) 왕하 5: 12~14.

7) Woods, Fred Emmett, Water and storm Polemics Against Baalism 
in the Deuteronomic History, 147~148.

8)  ים ד~  (솨마 쩨메드~페라딤 아다마 · 노새 두바리, 왕하א
5: 17).

ם (9 ר ים י~  ,(앨리 쇠네~네아림 메하르 에프라임 · 두 소년י
왕하 5: 22).

ים (10 פֹות .(우솨테 하리포트 베가딤 · 두 벌, 왕하 5: 22)ּוי

ם (11 .(카 키카림 · 두 달란트, 왕하 5: 23)ה

.(키카림 · 두 달란트, 왕하 5: 23)ם (12

ם (13 .(케세프 키카림 · 두 달란트, 왕하 5: 23)ף

ים (14 .(비세네  하리팀 · 두 전대, 왕하 5: 23)י

ים (15 פֹות .(우 쉐테 하리포트 · 두 벌)ּוי

יו (16 י .(엘~세네 네아라이브 · 두 사환, 왕하 5: 23)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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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부끄러움이

씻어 졌다 하였다. 하나님이 씻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있는 죄를 앗아버

= ּף= 앗아버1)린 완료형 문법으로 한다. 단 한 번으

로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 그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짐으로써 한다. 성경문법 3인칭의 중요성은 그는 더러

운 병, 죄를 앗아버2)리는 일로 한다. 우리 죄가 단 한

번,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씻어진

다. 하나님이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서 눈

물을 씻기실 일 바로 이 씻기신 일의 감탄, 움마아3)

발음은 완료형 문법에서 예시된다.

신약에 전개될 일을 구약 히브리어는 완료형 곧 씻

기심으로 예시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다. 예루살렘도

씻어 버릴 일 움마이다.4) 이 감탄어는 단 한 번의 죄

를 씻겨 주실 일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일

의 감탄이다.

성경에서 신체와 관련한 씻음의 의식행위는 발5) ·

손6) · 얼굴7) · 수족8)으로 한다.

1) ָא( · 씻었다, 창 30: 23).

.(아세프, 레 15: 12)ָאּף (2

.(움마하 · 씻기신, 사 25: 8)ּוה (3

.(움마히티 · 씻어버릴 일, 왕하 21: 13)ּויי (4

5)창 18: 4, 19: 2, 24: 32, 43: 24; 삿 19: 21; 삼상 25: 41; 삼하 11: 8. 

6) 신 21: 6; 시 26: 6.

7) 창 43: 31.

8) 출 30: 19, 21, 4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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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례

몸을 씻는1) 의식이다. 몸을 씻는 일 모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씻는 일이다. 물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를 향하여 씻기를 기다리고 있다. 손으로 물을 담아 몸

을 씻고 마음을 씻는 일은 곧 마음의 정결과 연결되고

나아가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심과 관련된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 교회에서

세례의 중요성은 택한 백성이 교회 내에서 세례자로부

터 꼭 받아야 할 물리적 행사2)로 꼭 통과하여야 할 통

과의례이다.

침례3)와 그리고 세례를 받는4) 특징은 구원5)을 받기

위한 의식이다. 세례를 받는 일은 거듭남과 죄 사람과

장사지냄과 부활 그리고 한 몸 됨의 표6)로 받는 구원

의식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교황 유게니우스 4

세가 “영적인 삶에로 들어가는 출입구”라 하여 “은혜의

주입”7)이라 하였다. 정교회는 세례를 “거룩한 교회와

1) 14: 8, 9, 15: 5, 6, 7, 8, 10, 11, 12,13, 16, 18, 21, 22, 27,16: 4, 
24, 26, 28, 17: 15, 16, 22: 6; 민 19: 7,8, 19; 삼하 12: 20; 왕상 22: 38; 
왕하 5: 10; 욥 9: 30. 

2) 막 1: 8.

3) 막 3: 13.

4) 막 16: 16.

5) 엡 4: 5.

6) 장성영,『그리스도교 예배와 성례전』(서울: 　 태광출판사, 1994),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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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1)이라 하였다.

인간의 신비한 행위를 통해 은총, 즉 다른 말로 하나님

의 구원능력이 사람 위에 신비롭게 역사한다2)는 것이

다. 루터파는 세례를 “하나님께서 물의 영적인 권세를

부여함으로써 물을 통하여 죄가 사해진다고 전하는 토

마스나 전도하는 수도회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도움을 얻어서 죄를 사한다는 세정식은

결코 물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

는 스코투스나 맨발의 수도회를 지지할 수 없다 하였

다. 루터는 죄 사함이 정결케 된 물에 의해서 유효해진

다는 견해와 그와는 반대로 물로써 죄 사함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는 견해를 모두 거부 · 세례가 말씀의 전파와 더불어

물을 통해 죄 씻음 · 세례를 “구원에 필요한 것이요 유

효한 것”3)이라 했다. 세례는 죄 사함을 수행하고 죽음

과 마귀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선사4)하심이다.

세례는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화되어

7) 니젤,『비교교회론』, 이종성 · 김항안 옮김(서울: 대한 기독출
판사, 1999), 103~109.

1) Ibid, 189. 

2) Lage Catechism, Q. 284(Schaff, Ⅱ. 490). 

3) Ap. C.,: 「necessarius et efficax ad salutem」; 독일어판;「dass 
sie notig sei」(Opera, Vol ⅩⅩⅤⅡ. page 533, ⅩⅩⅤⅢ, page 156; 
Conocordia page 325). 

4) Small Catechism, Ⅳ, ⅱ(Schaff, Ⅲ. 85; concordia, page 162).



제6장 바다와 나날490

하나님이 복 주신 생명을 흠 없이 이끌어 나가려는1)데

있다. 제네바 교리문답이 말하는 세례는 우리에게 주어

진 약속들에 대해 우리 자신들을 무가치하게 하지 않

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성

령2)을 받는다. 성경 해석 가들은 성례에서 말씀과 물

을 분리시키지 않는다.3)

불란서 신조 제 58항 세례란 우리를 양자 삼으신 후

그 보증으로 세례로써4) 그리스도에 접목된다 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다시 받지 않았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 회개의 의미인 요한의 세례는 헬라어 ϐπτι

σμα 그대로 음역하여 세례 Baptism5)으로 물에 담는

의식이다. 침례교에서는 세례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침

례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 새 하늘이 열

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

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6)

1) Heidelberg Catechism, Q 70(Torrance, School of Faith), 81. 

2) Geneva Catechism. Q. 331((Torrance, School of Faith), 58.

3) E. Schlink, Theologie der Lutherischen 
Bekenntnisschriften(Munich, 1948), 208. 

4) Scots Confession, ⅩⅩⅠ; Westminster Confession, ⅩⅩⅤ3, 
1(Schaff, 3. 66ff).  

5) ,『세례의 신학』(서울: 참빛사, 1999), 9~10.

6) 마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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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현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시적

인 역사이다. 물의 세례 의식은 성경과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역사이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예는 성

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모

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름으로 세례를 주라”시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된 후 세례1)를 받는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 루디아와

하나님의 가족에게 다 세례2)를 준다. 베드로가 고넬료

의 가족들에게 세례3)를 주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게 물로 세례를 준 것이 표본이 되어 지금도 교회는

물세례를 행한다.

구세군 대한본영은 물세례가 없고 대신 불세례란 말

을 사용한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

인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

세군 입교식을 할 때 그 행사를 군대 입대식이라고 하

는데 당사자는 구세군 군기 앞에 선서를 한다. 구세군

사관은 군기의 표식과 그림에 나타난 색깔에 대하여

영적인 설명을 한다. 빨간색은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

1) 9: 10~18. 

2) 행 16: 15. 

3) 행 10: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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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대속의 색깔이며 파랑색은 신자

의 청결을 상징하며 맨 가운데 있는 노란색은 성령의

불을 상징한다.

입대식에 참가한 당사자에게 구원의 도리를 일러주

면 신앙을 고백하고 선서를 한다. 선서가 끝나면 사관

은 물세례 대신 안수 기도를 해 준다. 성경과 안수 기

도가 세례의식을 대체하게 된다.1) 성공회에서는 영세

라고 명하고 침례교나 순복음교회에서는 침례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구세군처럼 물로 세례를 행하지도 않

고, 세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교파도 있다. 구세

군의 경우는 물세례의 의미보다는 불세례를 강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①. 침수례

세례와 침례의 명칭은 “물에 빠져서 죽고 물에서 건

짐 받아 산다”고 하는 의식이다. 침례란 명칭이 보다

더 성경에 가까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하루에

삼천 명이나 세례를 행한 장면은 물을 뿌려서 세례를

행하였을 것이다. 전신을 물 가운데 잠그는 방법으로

침례교회는 이것이 성경적인 유일한 형식이라고 주장

한다. ‘침례 받다’ 의미는 문둥병 환자 나아만2) 장군이

1) 대한 본영,『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서울: 구세군 대한 본영 
출판부, 2002), 13.

2) 왕하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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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물에 7번이나 몸을 넣을 때를 말한다. 침수는 물

속에 몸을 담구는 형식을 가리키며1) 침수례는 예수 그

리스도의 구속행위를 의미한다.2) 물에 잠김은 죽음의

미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나타낸다. 초기

교회 건물이나 건축양식이 침수침례를 상징하는 배 모

양으로 되어 있는 것3)도 이 때문이다. 루터는 이 침수

례를 강조하였으며 칼빈은 어떤 방법이래도 관계없다

했다.

②. 관수례

관수례는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을 2세기 초 디다케

didache를 통해서 물을 붓는 형식도 인정되었다. 고대 그

림엔 예외 없이 물을 붓는다. 16세기 침례교도들은 관

수례, 세례수제자가 수세자의 머리위에 물을 세 번 붓

는 세례식은 ‘메노파교도’나 초기 ‘침례교도’의 관행이

다. 로마서는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와 전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칭의稱義에 있어 로마서에서 제시4)된다.

1) H. L. Fickett, 침례교인의 신앙』, 도한호 역(서울: 요단출판사, 
1985), 92~93.

2) 롬 6: 1~11. 

3) 김소영, “성례전,”『기독교사상』(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0), 
173.

4) 이방인의 죄(로마서 1장) ⇢ 유대인의 죄(2장) ⇢ 전 인류의 죄(3장) 
⇢  칭의(4장) ⇢ 칭의의 결과(5) ⇢ 성화의 원리(6장) ⇢ 성화와 율법(7장) 
⇢ 성화와 성령(8장) ⇢ 과거의 축복(9장) ⇢ 현재의 축복(10장) ⇢ 미래의 
축복(11장) ⇢ 교회생활(12장) ⇢ 사회생활(13장) ⇢ 성도간의 생활(14장) 
⇢ 생활부분 결론(15장) ⇢ 문안인사(16장)윤대명, “로마서,”『신약 1』(서
울: 바이블 동 · 서 · 남 · 북 연구원, 200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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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살수례

일명 약수례이기도 한 살수례는 13세기 이후 노약자

· 병자들 · 754년 불란서 소녀가 아플 때 최초의 약식

세례를 행하였다. * 첫 번째 약식은 세례 받는 것이 불

가능한 경우 몸이 잠길 때까지 그 주변에 물을 부어
AD

251 받는 약수례다. * 필요한 경우 뿌리거나 붓는753 교황

스티븐(Stephen) 2세 * 약식으로 하는 환자를 위한 세례1356 콘

스탄스(Constans) 종교회의 * 약식세례1534 영국교회 인정했다.

* 약식세례 시작1541 장로교회 * 침례를 뿌리는 약례1643

웨스트민스트 회의 * 뿌리는 약식 세례1664 영국 의회 결정하였

다.1)

④. 각 교파의 세례 방법

* 장로교 교리 제 28장

외부적인 요소는 물이다.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

사는 이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준다. 세례 받은 사람을 물속에 잠근다. 물은 그 사

람의 머리 위에 붓든지 뿌려서 베푸는 것이 정당한 방

법이다2)라고 법칙을 정하였다.

1) ,『21 세기 교회 개연의 이상』, 장성우 옮김(서울: 태광출
판사, 1994), 174.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헌법』(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87), 134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헌법』(서울: 한국 장로교 출
판사, 199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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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교

침례교회는 침수 례 외의 다른 형식은 집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는다. 성경 어디에도

침수 외에 다른 방법의 지침도 발견해 낼 수 없다는데

서이다. 침례 탕의 길이는 약 250센티미터 폭이 약 150

센티미터 물 깊이는 1미터 또는 좀 깊게 한다.

* 구세군

구세군은 성례전을 거행하지 않는다.1) 미국 구세군

은 “구원과 봉사”에 사관, 평신도들 개개인이 전문가이

로 한다. 구세군救世軍, 영어: The Salvation Army은 1865년 영국

의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가 창시한 개신교의 한 교파이다. 군대식 조직하에

기독교사상으로 노숙인들을 구세군에서 돌본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에 의한 그리스

도를 헌신적으로 따른다. 구세군 운동 ‘기독교 선교회

The Christian Mission 1865, 구세군The Salvation Army 1878으로 통

칭된다.

* 카톨릭

천주교라고 한다. 그리스도교를 중국에 처음 소개한

1) 대한 본영,『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서울: 구세군 대한 본영 
출판부, 200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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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오 리치가 유교 경전에 상재上梓 혹은 천天이 그리스

도교의 하느님과 같은 절대신이므로 한자로 천주
天主
라

고 번역한데서 비롯되었다. 조선 실학자 이익은 “천주

는 곧 유가의 상제이다” 함으로써 한국인의 하나님 신

앙은 삼국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천주교는 세례식에 이어 세례를 설명하는 예식을 거

행한다. 집전 사제는 성령의 향기를 상징하는 크리스마

성유를 아무 말 없이 영세자의 이마에 발라준다. 세례

집례자는 비 카톨릭 그리스도인이라도 교회의 정신에

따라 신중한 예식을 이행하면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

다. 위기가 닥칠 때 모든 카톨릭 신자는 세례 성사를

집행한다.1) 가톨릭Catholic은 우리말 크다는 의미로 접근

된다. 본래의 것이라는 의미도 첨가되면서 공통, 보편,

보편, 공번, 일반 논리의 그리스어 형용사 '카톨리코스'

그리스어: Καθολικός 유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따르고 성경과 보편공의회 교리

를 지킨다.

1) ,『세례예식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모색』학위논문(서울: 감
신대학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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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듭남2). 거듭남

세례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행하는 의례형식이다. 예

수가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가지는 일1)의 의식이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2) 하신 거듭남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삽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

까”3) 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4) 하시어서 거듭남을 강조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5)이라 하시었다.

기독교인의 거듭남의 표시는 세례를 행하고 교회법

칙에 따르는 절차등급이 있다. 목사와 장로 권사등의

직분이 주어진다. 약식 세례의식은 머리에 성수로 의식

을 치르는 방법이다. 기독교와 성당의식의 차이가 있

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설명은 기독교계통은 찬양이

있고 성당에서는 제사의식이 특징이다.

1) 1: 3. 

2) 요 3: 3. 

3) 요 3: 4. 

4) 요 3: 5. 

5) 요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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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오래오래와 대대로제4절 오래오래와 대대로

1. 오래 오래와 눈1. 오래 오래와 눈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하

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성령

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것이요”1)의 불세례2)라

하였다.

성경은 아주 시적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오래오래와 대대로와 항상3)이라는 말을

1) 3: 11 

2) 눅 3: 16. 

3)창 6: 5; 출 25: 30, 27: 21, 28: 30, 33: 7; 레 6: 12, 20, 24: 3, 8; 
민 4: 7, 16, 9: 16; 신 5: 29, 6: 24, 9: 24, 11: 1, 12, 14: 23, 16: 3, 19: 
9, 21: 4, 28: 29, 33; 수 3: 15; 삼하 9: 7, 10, 13, 19: 13; 왕상 8: 40, 9: 
3; 10: 8, 11: 36, 14: 30; 왕하 4: 9, 8: 19, 13: 22, 25: 29; 대상 16: 6, 
11, 16: 37, 40, 23: 31; 대하 2: 4, 6: 31, 7: 16, 9: 7, 12: 15, 18: 7, 21: 
7, 24: 14; 스 3: 5, 4: 15, 19; 느 6: 19, 10: 33; 욥 1: 5, 7: 16; 욥 15: 
29, 17: 2, 27: 10; 시 9: 18, 16: 8, 25: 15, 34: 1, 35: 27, 38: 17, 40: 
11, 16, 50: 8, 51: 3, 52: 1, 68: 21, 69: 23, 70: 4, 71: 6, 71: 14, 72: 
15, 73: 12, 23, 74: 23; 시 84: 4, 89: 36, 102: 28, 103: 9, 105: 4, 106: 
3, 109: 15,  109: 19, 119: 20, 44, 90, 119: 98, 109, 117, 173, 141: 5; 
잠 5: 19, 6: 14, 21, 8: 30, 15: 15, 23: 17, 28: 14; 전 8: 15, 9: 8, 11: 
8; 사 32: 8, 49: 16, 51: 13, 52: 5, 58: 11, 60: 11, 65: 3, 66: 22; 렘 8: 
5, 20: 17, 23: 17, 32: 39, 33: 18: 단 6: 16, 20, 7: 9, 7: 13, 7: 22; 호 
12: 6; 암 1: 11; 옵 1: 16; 미 6: 14, 7: 18; 말 2: 4; 마 18: 10, 26: 11, 
28: 20; 막 14: 7; 눅 15: 31, 18: 1, 21: 36, 22: 28; 요 6: 34, 8: 29, 11: 
42, 12: 8, 15: 16, 18: 20; 행 1: 22, 2: 25, 7: 51, 10: 2, 13: 43, 20: 18, 
24: 16; 롬 1: 9, 11: 10, 12: 12, 13: 6; 고전 1: 4, 13: 13, 15: 58; 고후 
2: 14, 4: 10, 11, 5: 6, 6: 10, 9: 8; 갈 2: 5, 3: 10; 엡 5: 20, 6: 18; 빌 
1: 4, 2: 12, 4: 4; 골 4: 2, 6, 12; 살전 1: 2, 2: 16, 3: 6, 4: 17, 5: 15, 
16; 살후 1: 3, 11; 살후 2: 13; 딤전 5: 5; 딤후 3: 7, 4: 2; 딛 1: 12; 몬 
1: 4; 히 3: 10, 7: 3, 23, 25, 9: 6, 13: 15; 벧전 1: 23,  3: 15; 벧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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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를 모두 같은 언어로 쓴다.

오래오래라는 말은 히브리어 오렘1)에서 찾아진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래오래 사는 일은 눈과 깊은 관련

에 있다. 눈을 높이 들어 말씀대로 하나님에 따라 눈을

어떻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영원히2) 살 수 있게 해

주시려는3) 41회의 예수님 족보가 드러난다. 하나님 백

성이 되는 법 알려 주려4) 눈으로 보이시려 오래라는

12.

1) עֹו( · 영원).

.(레올람 · 영원을 위하여)עֹום (2
[* 표 16: 영원히와 대대로와 항상으로 번역된 날들]
(레올람 · 영영히, 왕상 10: 9 · 항상, 욥 7: 16)ם ①
  ,(레올람 · 영영히, 출 19: 9, 21: 6, 32: 13; 시 30: 12, 33:11עֹום ②

37: 27, 28 · 영영토록, 시 12: 8, 29: 10 · 영원히, 시 31: 1, 78: 69,    
   103: 9, 104: 31, 105: 8, 111: 5, 119: 89, 93, 98, 111, 144, 

145: 1 146: 6, 10, 103: 9 · 영구 시 72: 19)
עֹום ③ (키~레올람 · 영영히.이여, 시 112: 6)י
 :(레아드 · 영원까지, 시 19: 10 · 영원히, 22: 26, 111: 3, 10, 12ד ④

3, 9)
ד ⑤ (레올람 · 영영히 바에드, 시 9: 6)עֹום
(레하크~올람 · 영영한 응식으로, 민 18: 8, 11, 19)ק~עֹום ⑥
ר ⑦ (레도르 바도르 · 대대로, 사 34: 17)ר
ר ⑧ ר (레올람 레도르 바도르 · 대대로 영원히, 시 79: 13)עֹום
 ,(레도도탐 · 대대로 지키라, 창 17: 9 · 대대로, 출 12: 42ם ⑨

27:21, 출 30: 8, 10, 21, 31: 16;  레 17: 7; 대상 8: 28 · 그들의 대대
로, 민 15: 38) 

(레도로테켐 · 대대로, 창 17: 12; 출 12: 17; 레 29: 42 · 너ים ⑩
희 대대로, 출 16: 33, 민 35: 29)

(레토레도템 · 대대로, 대상 8: 28, 9: 34)ֹום ⑪
ים ⑫  :올람 레도도테켐 · 너희 대대로 영원한, 출 40: 15; 레 3)עֹום

17, 7: 36,  23: 13, 14, 21, 41, 레 24: 3 ·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민 
18: 23)

ם ⑬ (올람 레도도탐 · 대대로 영영히, 출 40: 15)עֹום

.(라메드)ל.. (3

4) Yl, Hwan Jin, The Biblical Herew 'Olam'(“Afterworld") in Time 
and Space: The Spatoal use of a Temporal Term(Ann Arbor: U · M · 
I, 2002), 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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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알1)이라 하신다. 번제. 보여 지는 예수님 희생!

성도의 말씀바라기! 이 세상을 말씀바라기로 잘 살게

하시려 오래 오래 살게 하시려 증거궤2)로 증명3)한다.

날들4) 오래 오래5) 대대로6)까지 같이 혼용된다. 이

러한 관계는 그만큼 오래 오래의 영원성을 알리기 위

해서다. 오래라는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도 오래 오래7)

이다. 대대로라는 말도 그러하다. 우리는 도로 돌아 간

다 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에서도 도로8)이다. 하나

님께로 도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다.

이 언어 앞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을 때에는 라메드

… 라메드9)를 단어 제일 앞에 붙인다. 채찍 의미다. 인간

이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회초리 라메드를

사용하시어 그의 뜻대로 하신다. 모양도 회초리 모양이

다.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

직 하나인 여호와시니10)로 큰 글자 증거 아드11)의 ‘아’

1) עֹו( · 영원)의 ל(알). 

דּות (2 .(아론 하에두트 · 증거궤)רֹון

3) 출 26: 34, 27: 21, 30: 6, 26, 36, ; 레 24: 3; 민 7: 89.

.(야암임)ים (4

. (레올람)ם (5

ר (6 .(레도르 바도르)ר

 .(오람·옛, NMS, old, δδγνος, 신 32:7)עֹום (7

.(도르)ר (8

.(라메드)ל.  (9
10)   הה ┃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

와 ┃에하드, 신 6: 4).

.(아드)עד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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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장 처음에 놓고 ‘드’를 끝에 본문보다 크게 하여

하나님의 아드님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표징을 옳다1)

하며 증거 아드2)님은 홀로 쓰이지 아니하고3) 언제나

오래4)라는 말로 강조5)한다.

우리말 모이다 히브리어
모에드6)의

모
가 하나님

말씀이어서 말씀 전하는 아드님이다. 하나님 말씀 들으

러 모이다7)이다. 말씀 증인 아드8)님이 회중가운데

서 하다9)이다. 무리10) 가운데11) 하나님 아드님이

행하는 일을 눈으로 보는 증인12)이 있다. 증인은 무리13)

)אֹו (1 · 표징, 출 31: 17).

.(아드 · 증거)ד (2

3) George H. Van Kooten,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Leiden: Brill, 2005), 61: 

.(올람 · 영원히)עֹום (4

5) 주의 백성 삼으심 영원히 םד~עֹו(아드~올람, 삼하 7: 24)/ 주의 집에 
말씀하심의 확실성이 영원히 םד~עֹו(아드~올람, 삼하 7: 25)/ 주의 집에 복
이 영원히 םד~עֹו(아드~올람, 삼하 7: 29, 12: 10)

.(모에드 · 회, 신 1: 1)מֹוד (6

 ,(베오할 모에드 · 회막: 출 27: 21, 28: 43, 29: 4, 10, 11ל מֹוד (7
30, 32, 42, 43, 44, 30: 16, 18, 20, 26, 36, 31: 7, 33: 7, 8, 9, 10, 11, 
38: 8, 30, 39: 32, 39: 40, 40: 2, 6, 7, 12, 22, 24, 26, 29, 30, 32, 34, 
35; 레 1: 1, 3, 5, 3: 2, 8, 13, 4: 4, 5, 4: 7, 14, 16, 18, 6: 16, 26, 30, 
8: 3, 4, 31, 33, 35, 9: 5, 23, 10: 7, 9, 12: 6, 14: 11, 23,  15: 14, 29, 
16: 7, 16, 17, 20, 23, 33, 17: 4, 5, 6, 9, 19: 21, 24: 3; 민 1: 1,  2: 2, 
17, 3: 7, 8, 25, 38, 4: 3, 4, 15, 23, 25, 28, 30, 31, 33, 35, 37, 39, 41, 
43, 47, 6: 10, 13, 18, 7: 5, 89, 8: 9, 15, 19, 22, 24, 26, 10: 3, 11: 16, 
26, 12: 4, 14: 10, 16: 18, 19, 42, 43, 50, 17: 4, 18: 4, 6, 21, 22, 23, 
31,  19: 4, 20: 6, 25: 6, 27: 2, 31: 54; 신 31: 14; 수 18: 1, 51; 삼상 
2: 22; 삼하 7: 6; 왕상 8: 4; 대상 6: 32, 9: 21, 23: 32; 대하 1: 3, 6, 13, 
5: 5)

.(에드 · 증인)עד (8

.(하에다 · 회중가운데서, 민 26: 9)ה (9

10) 민 27: 14, 17.

.(바다트 · 무리 가운데, 민 26: 9)ת (11

12) 출 23: 1; 레 5: 1; 민 5: 13, 35: 30; 신 17: 7, 19: 15, 18, 31: 21; 
수 24: 22; 삿 11: 10; 룻 4: 9, 10, 11; 욥 16: 19; 시 35: 11, 89: 37;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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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리들1)이다. 말씀 불순종자들2)과 순종하는 족장들

에게 증거=아드= = 아드3)님을 보이시려 하신 것은

그 분의 가슴이다. 바로 족장대대로라는 말에서 보여주

는 가슴 달렛+ 달렛의 레도르 도르에서이다. +

가슴과 가슴이 이어지는 족장대대로=레토레도도템=

=  레토레도도도켐4) · 예루살렘에 거하는 두

목 대대로 족장대대로=레토레도도템= =  
레토레도도도켐5)이 보인 족장 모두 말씀을 익혀 대대로
전해지게 한다. 아브라함 ￫ 이삭 ￫ 야곱이 사랑으로 전

하는 그 대대로= =  레도르 도르6)이다.

6: 19, 12: 17, 14: 5, 25, 19: 5, 9, 28, 21: 28, 24: 28; 8: 2, 43: 9, 
10, 12, 44: 8, 9; 렘 32: 10, 12, 25, 44, 42: 5; 마 18: 16, 26: 60, 65; 
막 14: 63; 눅 11: 48, 24: 48; 행 1: 8, 2: 32, 3: 15, 5: 32, 6: 13, 7: 58, 
10: 39, 41, 13: 31, 22: 5, 15, 20, 26: 16; 롬 1: 9; 고전 15: 15; 고후 13: 
1; 빌 1: 8; 살전 2: 10; 딤전 5: 19, 6: 12; 딤후 2: 2; 히 10: 28, 12: 1; 
벧전 5: 1; 계 1: 5, 2: 13, 3: 14, 11: 3, 17: 6.

13) 출 3: 1; 신 20: 9; 수 6: 26; 삿 4: 7, 5: 21, 9: 31; 삼하 2: 30, 3: 
21, 10: 7; 왕상 16: 17, 20: 13; 왕하 9: 17; 대상 6: 31, 9: 20,  15: 3, 
19: 8; 대하 14: 11,  15: 9,  16: 6, 20: 12, 24, 28: 5, 32: 6; 스 8: 15; 
느 12: 31, 13: 3; 욥 16: 7; 욥 31: 33; 사 17: 2, 49: 21, 63: 3; 렘 23: 
1, 2, 31: 8; 애 2: 22; 겔 7: 13, 16: 40, 21: 23, 26: 7, 29: 19, 30: 15, 
32: 3, 12, 16, 18, 20, 25, 34: 2, 8, 10, 38: 6, 13, 39: 11; 단 8: 25, 11: 
11, 12, 44; 호 8: 5; 미 2: 12; 마 5: 1, 9: 23, 25, 36, 13: 36, 14: 14, 15, 
19, 22, 23, 15: 10, 32, 35, 39, 21: 46, 27: 20; 막 2: 4, 4: 36, 6: 34, 
36, 45, 46, 7: 14, 17, 33, 8: 2, 6, 12: 12, 15: 11; 눅 5: 3, 6: 10, 8: 4, 
19, 9: 12; 요 7: 12, 11: 42; 행 11: 26, 13: 45, 14: 18, 19, 15: 30, 17: 
13, 19: 35, 21: 27, 24: 12; 고후 2: 3, 5, 7: 13; 빌 1: 4, 7, 8, 2: 26; 살
전 1: 2; 벧전 5: 2.

1) 대하 13: 4, 15: 2; 욥 16: 10; 잠 5: 14; 겔 30: 10, 38: 7; 단 6: 11, 
15; 마 7: 28; 눅 11: 14. 

2)신 23: 3, 28: 46; 삼상 3: 13, 14; 삼하 7: 24. 

3) (아드 · 증거).

.(레토레도도템 · 족장대대로, 대상 8: 28)ֹום (4

.(레토레도도템 · 두목 대대로, 대상 9: 34)ֹום (5

ר (6 .(레도르 도르 · 대대로, 출 3: 15)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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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밤이 점점 없어지고2. 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위한 그 밤1) 없애시고 낮이

오래2)되게 하신다. 예수님 손으로 밤3)을 밝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4) 어둠의 밤을 점점 작아5)지게 하시고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시어6) 시간7)을 낮 빛 곧 밝음

이 더 커지게8) 하시고 밤은 더 작아지게9) 하신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울 찌라도 빛 된 삶

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은

어두움이 점점 작아진다. 그 밤10)은 점점 작아지면서

밝음으로 바뀌어간다.11) 그 밤12)은 희망이 부정되는 의

미13)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밤을 점 점 더 작아지게 하

시기 위해 밤은 존재한다. 밤과 낮은 절대자가 낮으로

1) ( · 밤, 창 1: 14).

.(울레얌임 · 날들, 창 1: 14)ּוים (2

.(렐 · 밤, 출 12: 42)יל (3

יהה (4 ה  :(하라이라 하쭈 라여호와 · 여호와를 위하여, 출 12ה
41).

ה (5 (레메미쉘레트 하 라이라 · 밤이 작아지게, 창 1: 16)ת

6) 창 1: 16.

.(에트 · 전체)ת~ (7

ם (8 .(렘멤메셸레트 하욤 · 빛이 점점 더 커지게)ת

ה (9 ת ן (베에트~하마오르 하카톤 렘멤메셸레트 할ת~부ֹור
라이라 · 점점 더 작아지게).

.(할라이라 · 그 밤)ה (10

11) 이영지, הה와 물 ם의 상관성 연구, 서울 기독 대학교 추계 학술 세
미나 소논문(경기도: 광림 세미나하우스, 2006, 10. 26), 14.

יה (12 .(할라이라 · 할라이라)יה ·

13) Carey Ellen. Walsh,「הי  :」 The Fruit of the Vineיה ·
Viticulture in Ancient Israel and the Hebrew Bible, Degree 
Date(Massachursetts: Harvard University, 199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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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다. 그러기에 빛으로1) 어

둠이 있는 밤2)을 두어 어두움을 밝음으로 하나님의 능

력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문학에서도 똑 같은 내용이 전개된다.

[*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어 가는 문학이미지]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가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中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中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יֹו (1 ת ל )ת~부ֹור ~하마오르 하가돌 렘멤메셀레트 하욤 ·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창 1: 16).

ה (2 ת ן (베에트~하마오르 하카톤 렘멤메셀레트 하ת~부ֹור
라이라 ·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창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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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中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 이상 「오감도 시제 1호」

인간은 삶의 주파수를 가진다.1) 그리고 빛을 소망한

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워하던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아해”의 두 장치는 이해하기 어려

운 난해한 시로 알려져 있지만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하시듯이 평소 모양 없고 왜소하고 힘없는 아이가 점

차 강한 아이로 변신할 수 있는 가장 시적인 리듬이

똑 같이 같은 리듬이다. 시의 진실은 어떻게 하면 승리

의 삶이냐이다.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 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1인 ⇢ 2인은 상승적 증가회수의 연속성시다. “그중

에1인의아이가무서운아이라라도좋소” ⇢ “그중에2인의

아이가무서운아이라도좋소”의 “⇢ … ⇢”의 진행은 1에

서 2이상의 무한수의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

다. 반면 무서워하는아이는 “그중에2인의아이가무서워

1) Emoto, Masaru., 물은 답을 알고 있다: Mizu wa Kotae wo 
Shitteiru 』1, 양억관 옮김(서울: 나무 심는 사람, 200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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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아이라도좋소.” ⇢ “그중에1인의의아이가무서워하

는아이라도좋소.”의는 “ ⇢ 0 ”이 되어 진다. 상승과 하

향의 결과는1) 무서운 아이가 된다. 시만이 가질 수 있

는 리듬2)이다.

하나님이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신3)다. 밤의 어둠4)

이 없어진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의 길을 드러내신

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저녁 ⇢ 아침의 흐름은

성서신학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한한 시

간5) 안에서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6)은 하나님에게 경배하면 좋은 아침을

맞으며 경배하지 않을 때 밤의 세계이다. 모세에게 네

손을 들어 애급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시자 3일간 애

급 땅에는 어둠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 빛

이 3일 동안7) 머물렀다.

1) : 이영지,『시조 문예 미학』, 157.

2) 이영지,『이상 시 연구』, 50.

יֹו (3 ת ל  ,(에트~하마오르 하가돌 렘멤메셀레트 하욤ת~부ֹור
창 1: 16).

ה (4 ת ן (베에트~하마오르 하카톤 렘멤메셀레트 하ת~부ֹור
라이라, 창 1: 16.

.(에트 · 알파와 오메가)ת (5

6) 참조: אֹור(오르 · 빛, 밝힘, 계몽, 욥 18: 5, 33: 30) · אּור(우르 · 불꽃, 
빛, 동방, 사 31: 9, 50: 11, 겔 5: 2) · יםאּו(우림 · 밝히는 사역,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는, 출 28: 30, 레 8: 8) · האּו(우리아 · 주는 나의 빛, 우리아, 
삼하 11: 3; 왕상 15: 5; 사 8: 2). 

7) 출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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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날들3. 날들

1). 정서와 성경1). 정서와 성경

날은 오르1)는 일, 옳은 길 얌임2), 평생 = 옘
메 · 평생3) 열매4)의 날5)이 되게 하신다. 이 날6) 우리는

그만 살아라 하면 옘메 예 알았습니다 한다. 우리 생애

는 하나님 손 양쪽에 놓인 우리의 날들 옘메 옘메7)

와 같이 하나님이 주장하시어 결정하신다. 이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해 삼아서8) 물 말씀 마임9)으로 큰 소

리로 하마 하마10)하며 산다. 이 우리 날들11)은 말씀

이 숨 쉬는 나날이다. 숨 쉼 표시가 양쪽에 있는 해 삼

아서 쉐메쉬 · 해12)가 밝게 비치며 연단13)하며 산다.

바다 파도치는14) 삶에도 잘 사는 나날들15)이 이어지

)אֹו (1 .

(얌임)םר (2

.(옘메, 전 10: 9)י (3

.(얌미 · 나날, 창 7: 10; 암 4: 2, 9: 13; 호 3: 4)י (4

.(웁빔메 · 날의, 암 3: 4)ּויי (5

.(빔메 · 그 날에, 암 3: 4, 8: 11; 합 3: 16)יי (6

.ימי (7
.שמש (8
.מים (9
.המה (10
 민 6: 5, 13; 삼하 19: 35; 욥 1: 5; 시 102: 12, 119: 84, 전 :ימי  (11

12: 1; 겔 4: 8, 5: 2, 22: 4; 호 9: 7.

.(쉐메쉬 · 해)שמש  (12

.(쉰)ש (13

.ימי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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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말씀의 …마 임1)으로 산2) 날3)이다.

그 분 하나님에게만4) 해당된 하나님 날5)에 반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 환난의 날!6) 하나님의 한 날7)

그 날8) 세상의 날9) 그의 날10)이다. 하나님 믿는 날11)

은 낮의 날12)로 그 분의 날13)이다.

우리들은 흔히 한 많은 이 세상이라 한다. 이스라엘

의 생명과 관련하여 구약 신앙의 한은 우리나라의 한

과 비교된다. 우리나라의 한은 기이하게도 못다 한 사

랑14)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움이 스며 나오는 아

.ימי (15
)מים (1 .물).

2) VQAMZS, 창 2: 2.

 (탐밈 · 날들, 레 24: 3, 8; 민 4: 7, 16; 삼하 9: 7, 10, 13; 왕상ים (3
10: 8; 대상 16: 11, 37, 40.

4) [* 표 18: 날의 완성 리듬 3회(창 2: 2~3)]
יי ① (바욤 하십비이· 일곱째 날, 맹세의 날, 완성의 날, 창 2: 2)יֹום
   ￬ 
יי ②   (바욤 하십비이· 일곱째 날, 맹세의 날, 완성의 날 , 창 2: 2)יֹום
   ￬ 
יי ③ .(에트~ 바욤 하십비이 · 맹세, 완성 전부, 창 2: 3)ת~ יֹום

.( 욤~여호와 · 여호와의 날)יֹום~הה (5

.(욤~자라 · 환난의 날, 사 37: 3; 습 1: 15)יֹום~ה (6

.(욤~에하드 · 한 날, 슥 14: 7)יֹום~ד (7

 (하욤 · 그 날, 창 1: 16; 습 1: 15; 아 2: 17, 4: 6; 애 2: 16; 미יֹום (8
3: 6; 겔 39: 8).

 :욤 · 날, 창 1: 5, 8, 13, 19, 23, 31; 신 32: 35; 욥 3: 5; 시 74)יֹום (9
16; 사 2: 12, 22: 5, 34: 8, 58: 5; 렘 20: 14, 46: 21; 겔 30: 3, 39: 13; 
욜 1: 15, 2: 2; 미 7: 4; 습 1: 7, 16, 2: 2; 말 2: 2, 3: 23).

.욤모 · 그의 날, 삼상 26: 10)יֹום (10

 (바욤 · 날 안, 창 2: 2, 31: 40; 슥 13: 2, 14: 8; 시 136: 8; 사יֹום (11
11: 10, 11; 슥 12: 6, 13: 1, 4, 14: 6, 9, 13, 20, 21).

 :욤맘 · 낮 날, 출 13: 21, 22, 40: 38; 민 10: 34, 14: 14; 신 1)יֹום (12
33; 느 9: 12, 5: 14; 시 22: 3, 42: 9, 78: 14, 91: 5, 121: 6; 사 4: 5, 6, 
21: 8, 60: 11; 겔 12: 3, 4, 7.

.(레욤 · 날을 위한, 겔 30: 2; 말 3: 17; 암 6: 3; 슥 4: 10)יֹום (13

14) 노희원, “이스라엘의 한과 우리나라의 한,”『구약 성경의 깊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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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랑이나 이육사 시「광야」에서의 예이다.

한국 문학의 한은「구운몽」소설 주인공 성진이가

온갖 아름다운 꿈속에서 깨어나자 그 허무함을 한1)으

로 한다. 고려시대의 여요 「동동」은 12달 동안, 곧

일평생을 님 부재의 한2)으로 한다. 현대시 또한 한이

주류3)이다.『청마시초』의 유치환4)은 “사랑받느니보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로 상대방에게 사랑의 현주소

를 알린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느니라

..........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 유치환의『행복』5)에서

사랑받는 이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은 천년 동안

싱싱할 수 있는 행복6)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시

』(서울: 연세 대학교, 2001), 28~44.

1) 김만중, “구은몽,”『한국고전문학』, 홍문표 역주(서울: 명지 대학교, 
1983), 270.

2) 樂學軌範 卷 五 “動動,” 양주동,『麗謠箋注』(서울: 을유 문화사, 
1961), 65~69.

3) 이영지, “한국 현대시의 이미지 考,”『명지 어문학』12, 111~143.  

4) 유치환,『靑馬시鈔』(서울: 문학 사상사 자료조사연구실 간, 1939), 

5) Ibid., “행복,”『文藝』(서울: 문예사, 1953)., 초하호.

6) 윤재천, “천년 싱싱할 수 있는 사랑,”『문학예술』(서울: 문학예술사, 
199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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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도 사랑은 애 끌일 만 한 일이다.

사랑이 어떻더니 뚜렷더냐 넓었더냐 길더냐 자르더냐 바를러냐

자힐러냐 지멸이 긴 줄은 모르되 애 끌일 만 하더라1)

~ 무명씨 *현대어로 필자 역

사랑사랑 긴 긴사랑 개천 같이 내내 사랑 구만리 장공(長空)에

늘어지고 남는 사랑 아마도 이 님의 사랑은 가 없은가 하노라2)

~ 무명씨 *현대어로 필자 역

한국 한恨정서는 글자그대로 물 위의 삶이다. 성경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였다. 이러한 한국정서

나 기독교적인 한의 연결은 사람의 참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원 멧시지이다. 에덴동산에서 쫒겨 난 아담과

이브의 한을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입혀 주시었다. 말씀

으로 무장해 주시었다.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본향을 잃

은 한3)을 해결해 주시었다.

사랑사랑 고이 맺힌 사랑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맺힌

사랑 왕십리라 답십리 참외넝쿨 수박넝쿨 얽어지고 틀어져서 골

이 뻗어가는 사랑 아마도 이 님의 사랑은 끝 간 데를 몰라라

~ 무명(無名)씨 *현대어로 필자 역

사랑의 그 아련한 그리움은 “이 님의 사랑은 가 없은

가 하노라”의 영원한 현재형이다. 아마도= = 아마
도4) 사랑의 진리 언약5) 때문이리라!

1) · 유창식 교주(校註),『진본 청구 영언』(서울: 신생 문화사, 
1957), 580.

2) Ibid, 578.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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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와 신앙2). 정서와 신앙

(1). 빛 받기

아멘아멘= =   아멘1)의 축복통로이다. 축

복을 받는 자세2)는 순종으로 빛을 받아 죄악을 씻어버

리는3) 빛을 받는 일이다. 죄악을 씻고4) 씻어 버리고5)

빛을 따라 사는 일이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지붕6)위 한 규빗7)으로

된 창8)을 내어 낮 12시 정오의 빛이 들게 사방 빛을

4) ( , 시 45:5).

5) 이영도, “부활절의 노래,”『言約』(서울: 중앙출판공사, 1976), 
84~85.

1) 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
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아멘 ןן ָאָא(아멘
아멘)할지니라(민 5: 22)

②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 ןן ָאָא(아멘아멘)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느 8: 6)  

③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아
멘 ןן ָאָא(아멘아멘)(시 41: 13)

④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
멘아멘 ןן ָאָא(아멘아멘)이새의 아들 다윋의 기도가 필하다(시 72: 19).

2) 김윤배, “아멘의 신앙,”『한국 기독교 대표 설교 전집』(서울: 쿰란 출
판사, 2000), 126~130.『열린 창문』(서울: 세광교회, 2000), 72~77, 
219~224. 

3) 렘 4: 14; 시 51: 2: Jonathan David. Lawrence, Washing in Water, 23.

4)  (테캅베시 · 씻는 일, VPIFYS, 렘 2: 22).
.(캅베시 · 씻어 버리라, VPMFYS, 렘 4: 14)י (5

6) 윌헤름(wilhelm Gesenius)은 아랍의 짜흐룬(zahrun) 및 바벨론어의 찌루
(sίru)와 같은 것: Wilhelm Gesenius, Hebräiches und aramäisches 
Handörle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ed. Frants Buhl(Leipzug, 1915), 
675~676.

7) 알렉산더 하이델(Alxander Heidel)은 창 ר(쪼하르 · 창, 창 6: 
16):Alxander Heidel, Old Testament Paralles, The Babylonian Genesi
s , 윤 영탁 옮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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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일 창하나1)로 전체2)가 뚫리어3) 빛이 들어와 하나

님 빛을 다 받았다. 빛4)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바다

위에5) 터를 세우신 주위를 맴도는 우리의 삶은 삶의

순종6)은 선한 말씀 성취의 날들7)이다. 기회가 주어진

장구의 날들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왕과 싸운 여러 날

들8)이다. 다윋에게는 한 등불이 항상 있게9)되는 일이

다.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다른 신들을 경

외하지 않아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10)빛이 있게 되었

다. 불순종의 날들11)은 멸망의 날들12) · 바벨론으로 옮

기어진 날들13) · 심판 날14)에 두 손 들고 그에게 잘못

했다고 엎드려진15) 심판의 날16)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단수적 개념17)이다.

8) ( · 창 · 오정, 창 6: 16; 아 1:7).

1) 창 8: 6, A. dillman, Genesis, trans. W. B. Stevenson(Edinburgh, 
1897), 272.

.(에트)ת (2

.(에트~하론, 창 8: 6)ת~לֹון (3

4) Jonathan David. Lawrence, Washing in Water, Ibid.

ים (5 .(알~얌밈 · 바다 위에, 시 24: 2)ל ~

6) 신 5: 33.

7) 렘 33: 14.

8) 수 11: 18.

.(콜~하야암임 · 항상 있게, 왕상 11: 36)ל~ים (9

10) 왕하 8: 19, 17: 37).

11) 4: 26.
12) 신 30: 18, 신 4: 26.

13) 왕하 20: 17.

14) 사 39: 6; 렘 19: 6.

15) 렘 51: 47.

16) 렘 51: 52; 겔 43: 27.

17) Pull R. House, Old Testament Theology(Downers Grov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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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하나님의 율법은 레위기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제사법:

제 1 장 ~ 번제는 흠 없는 수컷

제 2 장 ~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물제

제 3 장 ~ 화목제는 죄의 대속제

제 4 장 ~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여 주는 제사

제 5 장 ~ 속건제는 허물의 사함을 위한 제사

제 6 장 ~ 제사장의 직무 1(제6 번제 · 소제 · 속죄제)

제 7 장 ~ 제사장의 직무 2(화목제 · 속건제)

* 성별법:

제 8 장 ~ 제사장 위임 식

제 9 장 ~ 9(아론의 첫제사)

제 10장 ~ 제사장의 역할의 소홀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 정결법:

제 11장 ~ 정한 음식(레 11: 2)과 부정한 음식(레 11: 2)

제 12장 ~ 산모의 정결의식

제 13장 ~ 문둥병 규례

제 14장 ~ 문둥병 정결의식

제 15장 ~ 유출병 속죄법

제 16장 ~ 속죄

제 17장 ~ 피에 관한 규례, 가나안에서의 규례

제 18장 ~ 성도덕 1

제 19장 ~ 거룩하라

제 20장 ~ 성도덕 2

제 21징 ~ 제사장 규례

제 22장 ~ 성물, 제물 규례

제 23장 ~ 절기 · 오순, 초실, 유월, 초막,

* 나팔절:

제 24장 ~ 등잔, 진설병, 자손

Varsity Press, 1998),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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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장 ~ 희년

제 26장 ~ 저주와 축복

제 27장 –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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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냇물과강과우물과
샘의회복성

제1절 시냇물과 강과 우물과 샘의 리듬제1절 시냇물과 강과 우물과 샘의 리듬

시냇물과 강과 우물 모두 흐르는 일을 한다. 흐르는

이유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이다. 하

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어긋난 삶을 바로 놓는 일이

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아주 쉽다. 그분

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다.

쉬운=수뷔= = 수부1)이다. 훈민정음의 수비녀겨이

다. 수치로는 27이다. 절대 신성 수 10에 하나님 부활

수 17의 합 27이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다. 사

랑하는 백성에게 전부 엣따= = 엣따2)하며 주신 27회
다. 선덕여왕 첨성대 계단은 27로 하였다.

1) ( , 창 18:14).

.(에트ת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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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하늘’은 하늘이여1)와 하늘이라2)와 하늘이

라도3)와 그리고 하늘이4)와 하늘에 하늘에서5)와 하늘

에서도6) 하늘에서는7) 하늘에서든지8) 하늘에서부터9)

가 있다. 이 때 하늘을 우러러 아멘아멘으로 순종한다.

이러한 은혜 보답은 물을 먹어 몸 안에 산소가 생기

는 일이다. 성경의 물은 우물 53회 · 샘 54회 · 시냇물

나할 나할10)과 강 하나르11)와 하나님의 강 푸르게

푸르게12)가 있다. 나일강 예오르13)와 요단강 야르

1) 32: 1, 사 1: 2, 사 45: 8, 사 49: 13.

2) 창 1: 8.

3) 왕상 8: 27; 대하 2: 6, 6: 18; 욥 15: 15; 시 115: 16.

4) 신 11: 21, 32: 1, 33: 28; 왕상 8: 35,  18: 45; 대하 6: 26, 욥 14: 
12, 20: 27; 시 19: 1, 33: 6, 50: 6, 89: 5, 11, 97: 6, 103: 11; 사 1: 2, 
45: 8, 49: 13, 51: 6, 55: 9; 렘 4: 28, 14: 22; 겔 1: 1; 욜 2: 10; 마 3: 
16, 16: 2, 3; 막 1: 10; 눅 3: 21, 4: 25; 요 1: 51; 행 3: 21, 7: 56, 10: 
11; 약 5: 18; 벧후 3: 5, 10, 12; 계 8: 1, 19: 11, 20: 11.

5) 창 8: 2; 출 16: 4, 신 11: 11, 26: 15, 28: 24; 수 10: 11; 삼하 21: 
10, 22: 14; 왕상 8: 30, 8: 32, 34, 36, 39, 43, 45, 49; 1: 10, 12; 대하 
6: 21, 23, 25, 27, 30, 33, 35, 39; 대하 7: 14, 20: 6; 느 9: 15, 27, 28; 
욥 1: 16; 시 14: 2, 18: 13, 20: 6, 33: 13, 53: 2, 57: 3, 76: 8, 78: 26, 
80: 14, 85: 11, 89: 2, 102: 19, 148: 1; 사 14: 12, 34: 5, 55: 10, 63: 
15; 애 2: 1, 3: 50; 단 4: 13, 23, 31; 마 5: 12, 6: 10, 16: 19; 마 18: 10, 
19: 21, 24: 29, 30; 막 10: 21, 13: 25; 눅 18: 22; 요 3: 13, 27, 6: 31, 
32, 33, 12: 28; 행 26: 19; 고전 15: 47; 엡 1: 20, 3: 10; 히 8: 1; 계 3: 
12, 8: 10, 9: 1, 10: 1, 10: 4, 8, 12: 8, 14: 2, 13, 18: 1, 20: 9, 21: 2, 
10.

6) 마 16: 19(2회) 18: 18(2).

7) 시 73: 25; 눅 15: 7, 행 2: 19.

8) 단 6: 27.

9) 창 21: 17, 22: 11, 15; 출 20: 22; 신 4: 36; 삿 5: 20; 대상 21: 26; 
대하 7: 1; 느 9: 13. 

10) (나할 · 시냇물).

 ,(베나하르 · 그리고 강, 창 2: 10ר · (나하르 · 강, 시 105: 41)ר (11
 .(그리고 이름이 그 강, 창 2: 13) 등ם~ר · (14

.(페레그 · 하나님의 강, 시 65: 9)ג (12

.(예오르 · 나일강)ר (13



물의 시학 517

덴1)과 샘 브엘과 새벽 우물샘 모자2)와 더러움 씻

는 지혜의 샘
마코르3)와 샘

엔4)이 있다.

비도 물이다. 이 비를 맞는 일은 그에게로 돌아오는

일5)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6)를 맞는 일이다. 비는

땅에 내려 강을 푸르게= = 푸르게7)한다. 그의 힘8)

으로 강을 세상을 푸르게= = 푸르게9)한다. 곡식10)이

있게 한다. 물은 샘물 · 우물 · 강 · 시냇물 모두 물=

마임= = 마임11) 마 임이다. 샘12)과 눈은 아인이다.

샘=눈=아인= = 아인이다. 눈13)과 같다. 샘=구르다=

= 구르다14) 물이 구른다. 더러움이 마구로 마구로

씻긴다. 물이 말씀이 통과되어 씻기는 지혜의 샘=

= 마코르15)도 흐른다. 새벽우물 모자= =  모자16)

1) ( · 요단강, 욥 40: 23) · ן(하야르덴 · 그 요단강, 창 50: 
10, 11; 신 3: 8, 11: 30; 삼하 19: 16; 대상 12: 16) 등.

.(모짜아 · 새벽우물샘)א (2

.(마코르 · 지혜의 샘)קר (3

.(엔 · 샘)ין (4

5) William L. Holaday, Ibid.

6)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152~153. 

.(페레그, 시 65: 10ג (7

8)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시 65: 10)

.(페레그 · 하나님의 강, 시 65: 10)ג (9

10) 시 65: 10.

11) John Peter Oleson, 「Water Works」ABD(The Anchor Bible 
Dictionary)(USA: Doubleday, 1992), 845~887.

12)Carm, Wilfrid McGreal O Carm, At the Fountain of Elizah(New 
york: Orbis Books, 1999), 84~85.  

.(아인 · 샘)ן (13

.(구로트 · 샘, 삿 1: 15)ת (14

.(마코르 · 지혜의 샘, 슥 13: 1קֹו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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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모자 쓰고 기다린다. 새벽 우물=모자= = 
모자1)이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게빔= = 게빔 2)

이 샘이다. 찾으면 만나는 물 영생수다.

현미경으로 물을 비추이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물에 그 모습이 비쳐진다. 이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 기능이 좋아진다. 물을 먹는 일은 하

나님의 지극한 사랑 말씀을 먹는 일이다. 물을 간절히

먹고 싶은 마음이 물을 만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첫째 샘과 시냇물이 만나면 형제의 사랑을 나타낸다.

물과 물이 만나 사랑이 일어난다. 시냇물이 새벽 우물

과 만나 향기 난다. 시냇물과 샘이 만나 지혜롭다.

강과 우물이 만나 형통의 길을 연다. 흐르는 물과 솟

는 물의 만남은 솟는 물이 솟는 일을 그치고 흐르는

일만 한다. 흐르는 물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적시어 주어 촉촉하게 그리고

씻어내어 흐르면서 사랑이 솟게 한다. 사랑이 솟으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난다. 바로 생명이 살아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으로 변한다. 생물이 방긋방긋 웃는 일

이 일어난다. 마음이 녹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한국 사람들은 늘 웃는다. 바보온

달은 웃기만 잘 하여 귀중한 사람을 아내로 얻었다.

16) מֹו( · 새벽우물, 대하 32: 30).

.(모짜아 · 새벽우물, 대하 32: 30)מֹוא (1

.(게빔 · 샘, 렘 14: 3י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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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애1. 형제애

우리말에 아우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아우=아아흐

= = 아우1) 형제= =  아히2) · 형=네 형=아히가=

= 아히가 3) · 조카=아히= = 아히4) · 오라비=

아히하= =  아히하5) 형제모두=콜 에하이브=

~ = ~ 콜~에하이브6)다. 동생과 형 사이7)는 한 부모

일 때8) 이루어지는 법칙인데 아브라함과 롯9)에서 형

제의 계약10)이 있다. 다윋과 하람의 조약11)도 있고 솔로

몬과 하람의 조약12)도 있다. 그래서 피 나누지 않는 사

이일지라도 지극한 사랑은 형제애 공동체13)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점은 형제애를 가진

신앙 공동체에서다. 이 공동체는 물과 관련된다. 그 이

유는 샘물이 그 주위를 넘쳐흘러 시냇물이 되는데 있

)ָא (1 · 아우).

.(아히 · 형제, 출 14: 13; 삼하 20: 9)ָאי (2

3) יָא(아히카 · 네 형, 출 28: 1, 2, 4)/

.(아히 · 조카, 창 13: 11, 14: 14)ָאיו (4

5) יָא(아히하 · 오라비, 창 24: 53, 55).

.(콜~에하이브 · 형제모두, 창 16: 12)ל~יו (6

.(아아흐 · 동생)אח (7

8) Rhonda Bumette~Bletsch, My Bone and My Flesh: The Agrarian 
Family in Biblical Lae(Israel, Kinship, Women, Gender(Department of 
Religion Duke University(Ann Arbor: U · M · I 1999), 77~19

9) 창 13: 14~16).

.(베리트 아힘 · 형제의 계약, 암 1: 9)ית ַאים (10

11) 왕상 5: 11, 15.

12) 왕하 5: 15, 26.

13) 한동구, 제 7장 신명기 신학 사상,『신명기 해석』(서울: B & A, 
2004),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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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적설명은 시냇물이 기업의미가 있는 데에

서이다. 땅 속 물이 솟아 나와 우물이 되고 다시 흘러

시냇물이 되는 이 시냇물은 졸졸 흐르며=나할= = 
나할1)일을 한다. 기업이 되는 일을 하는 일=베나할루 레

올림= =  베나할루 레올람
이라 하는데 나

할 일이다. 베로 나 할 일이 있다. 올리는 마음 자세

레올림2)이 시냇물이다. 부지런을 떨며 하나님일 나

할3)일을 한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 할려=

= 나할려4)고 마음먹는 삶이다. 나 할 일을 할려5)면

남 보다 배나 내 할6)일을 찾아 유업7)을 삼는다. 기업

8)은 나눌9)마음으로 그리고 나누기 위해10) 내 몸속에서

부터 배앝아 내는11) 깊이에 주님 사랑이 있다.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으면서 기업 잇기12)

에 참여한다. 아비가 죽자 기업13)을 얻고 형제에게도

이 기업14)이 이어진다. 기업은 우리의 산업15)이다. 이

1) ( · 시냇물).

ם (2 .(베나할루 레올람 · 기업이 되게 하리라, 출 32: 13)לּו

. (나할 · 시냇가, 민, 34: 5시 124: 4)ל (3

4) 강 ה(나흘라 · 강, 겔 47: 19; 민 34: 5).

.(나할라 · 시내, 겔 48: 28)ה (5

.(베나할루라 · 기업, 출 32: 13)לּו (6

.(나할라, 신 15:4, 26: 1)ה (7

.(나할라토 · 기업을, 민 33: 54)תֹו (8

.(인느할루 · 기업 나눌, 민 34: 17)ל (9

.(린느홀 · 기업을 나누기 위해, 34: 18)ל (10

.(베히트나할템 · 나눌 것이니, 민 33: 54)ם (11

12) 민 36: 2~3.

.(나할라, 민 27: 7)ה (13

.(나할라 · 기업, 민 27: 10)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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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적표현으로 성경은 설명

한다. 그만큼 성경은 시적이다.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졸졸 흐르며 물길 따라 조잘거리며

순종한다. 졸졸거리며 의좋게 12 사사들과 12 사도들과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이 되어갔다.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가 되어 그 징표로 12제사장이 된 이들

그 중 레위인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야곱 · 이삭 · 바울

에게 까지 이어간다.

주의 백성1)들이 하는 주의 기업=골= = 골2)로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는 일을 한다. 레

위인은 땅의 기업3)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레위

인이 나 할= 나할 일로 하나님 백성들이 형제애를

낳4)게 하였다. 바로 형, 아우5)가 되는 샘과 시냇물이

서로 만나 서로 띄어 낼 수 없는 사랑으로 엮여 핏줄

보다 더 진한 공동체의 사랑을 귀중히 한다.

히브리민족은 본토백이가 아니라 물 건너 온 민족

가장 보잘 것 없는 민족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믿음의

조상이다. 사랑 실천 손양원 목사가 있다.

)]נ (15 · 산업, 민 32: 32).

1) 신 9: 26, 29, 10: 9.

.(골 · 기업, 룻 4: 8)ַאל (2

ה (3 לּו .(로 나할루 나할라, 민 18: 23, 24)א
4) 형제애 이미지 ]

ב              
נ   אח  ל          
    ר              
.(아흐 · 아우)אח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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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기와 물2. 향기와 물

샘의 신학은 형통이다. 새벽우물은 늘 모자= =

모자1)를 쓴다. 하늘을 바라는 모자를 쓴 새벽우물은

이삭의 우물이다. 우물을 6회나 파면서 물=마임= =

마 임2) 마 임이 나오게 하였다. 새벽우물 모자를 쓰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가 가 새

벽우물을 먹게 하시었다. 말씀 모자=모짜에헴=

=   모자에헴3)으로 진행 하시는 말씀향기기침 따라

하나님을 모시며 믿게 하시었다. 믿는 이들도 에헴4)

하는 길에 섰다.

하나님은 앞장 나서5)시며 이 길=봐 있수= = 
봐 있쑤6) 하시었다. 출 애급 길을 주셨다. 길=봐 있수=

= 봐 있쑤7) 하시며 새벽우물=모자= = 모

자8) 씌워 주셨다. 그러자 해 봉오리가 떴다. 안내9)받는

길에 향기가 났다.

새벽우물이 시냇물을 만나 반짝반짝 빛났다. 향기=자

)מצ (1 · 새벽우물).

ם (2 . (모짠누 마아임 · 우리가 물을 얻었다, 창 26: 32)אנּו

.(모짜에헴 · 진행한 대로, 민 33: 2)מֹוים (3

.(레마세에헴 · 노정을 따라, 민 33: 2)ים (4

.(나사 · 떠나, 민 33:3)ע (5

.(바이스우 · 발행하여, 민 33, 3)עּו (6

.(바이스우 · 발행, 민 33:3)עּו (7

.(모짜아 · 새벽우물, 대하 32: 30)מצא (8

9) 대하, 32: 30; 느 9: 25; 시 107: 33, 114: 8; 사 5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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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쨘1) 자르르 흘렀다. 나 할= 나 할2) 길에 들어

선 모자3) 정말 쨘이다. 하나님의 내음 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 짠이다. 신나며 그들은 서로 만나 지난

일을 이야기하느라 조잘조잘된다. 그 분의 선물 향기

맡아내=선물= = 맡아 내4) 향기가득하다. 새벽우

물5)이 내 할일6)이 있게 되자 향기가 짜르르7) 십자가

지는 일의 향기다.

[* 향기 이미지 짜흐]

땅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 이때이다. 그야말로 쨘하다. 땅은 하나님의 씨를

생산하고자 코를 벌름거리며 향기 내음 맡는다. 신선한

향기가 쏴8)하고 흐른다. 햇빛이 들자 정확하게 새싹이

돋아나 일어선다.

충분한 휴식 후 새 힘이 솟는 향기가 쏴9) 신선한 바

)צ (1 · 향기 냄새).

.(나할 · 시냇물)נחל (2

.(모짜아 · 새벽우물)מצא (3

.(마타나아 · 선물 · 재물, 창 26:6; 민 18:6, 7)ה (4

.(모짜아 · 새벽우물)מצא (5

.(나할 · 시냇물)נחל  (6

.(짜흐 · 향기)צח (7

.(짜흐 · 향기)צח (8

,(짜흐 · 향기)צח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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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몰고 온다. 햇빛을 받으며 가장 큰 힘이 솟느라

흰빛이 쏴1) 몰려온다. 사랑받는 자2)에게 빛이 내리며

아주 좋다= = 좋다3)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어눌

한 자의 혀가 그의 향기 맡아 아 좋다한다. 하나님 세

계에 눈부시며 좋다4) 연발하는 지혜로 흐르는 시냇

물5)이다. 새벽의 우물=아암짜= =  좋다6)하며 잘

잘 흐르자7) 향기8)가 났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사랑의 향기 따라 죽음의 긴 통

로를 뚫고 기흔 샘에서 성전 안까지 향기 모자 메9)고

다윋 성 서편으로 인도되었다. 모자 쓰고 물=마임=

= 마 임10) 말씀을 듣는다. 물이 있는 샘이 모자를 쓴

다. 샘11) 말씀으로 서 지혜의 샘 나할 나할12)일 한다.
1) ( · white, 아 5: 10).

.(clear, 사 18: 4)ח (2

.(짜호트 · 분명히. 사 32: 4)חות (3

.(짜호트 · 분명한)חות (4

.(나할 · 시냇물, 잠 18: 4)ל (5

.(암짜 · 능력)ַאח (6

7) 대하 32: 30.
8) 이 히스기야가 또 기흔의 윗 샘물 י (에트~모쨔아 메메 · 윗샘물)ת~ מֹוא

를 막아 그 아래로 좇아 다윋 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
더라(대하 32: 30)

②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 ם  (레모쨔에 마아임י
·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시 107: 35)

③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 ם  · (레모쨔에 마아임י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시 114: 8)

④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ם 우)ּומֹוא
케모쨔 마임 · 샘같은) 것이라.

יי (9 .(에트~모짜아 메메 · 윗샘, 대하 32: 30)ת~מֹוא

ם (10 .(렘모짜에 마임 · 물이 되게 하시는, 시 114: 8)י ~

ם (11 .(우케모짜아 마임 · 샘같이, 사 58: 11)ּומֹוא

.(나할 · 기업)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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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혜3. 지혜

주의 일 하는 자만 맞보는 아침 일찍 하나님의 일을

경작 한 모세는 주의 목전에 은혜의 모자1)를 썼다. 마

른 땅에 샘물이 되게 하시는2) 이로 형통3)케 음

모자4) 써야지 헸다. 하나님 안으로 물이 향기나는 하나

님 안 은혜의 샘에 섰다. 마른 땅이 샘물5)이 돋았으며

못 먹는 물도 고치게6) 되었다.

하나님 지혜를 얻는 일은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 일

이다. 바로 더러운 죄를 막아주는 향기를 맡으려7) 하

는 일이다. 죄를 막으려 하면8)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사망의 그물을 벗어9) 던지게 된다. 그럼으로 하

여 하자= 하자한다. 글자 양쪽으로 숨 쉼 표시와 가

운데 향기의미 글자로 하여 지혜10)는 숨 쉬는 일이다.

향기 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전리품 하자11)이다. 오

짠12)하며 진리를 입는다. 더러움 씻고 다시 태어나는

1) א( · 은혜 입음, 출 33: 13, 34: 9).

2) 시 114: 8.

3) 사 58: 11.

.(움모짜에 · and the water springs, 시 107: 33)ּוי (4

ם (5 .(렘모짜에 마임 · 샘물, 시 107: 35)י~

6) 왕하 2: 21~2.

 ,(메코라 · 샘, her fountain); W. L. Reed,  「fountain」 IDBּה (7
ed.(1962)

ים (8 .(메코르 하임, 잠 13: 14)קֹור

9) 잠 14: 27.

.(하짜흐 · 지혜)ח (10

.(하짤라흐 · 전리품)ח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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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1) 이 회복의 강에 선 나2)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

어간 길을 걸어온 거기3)이다.

매일의 죄와 더러움을 막는다.4) 어느 사이 죄 자리

를 메꾸느라5) 애 쓰며 나는 더러움을 씻는다. 이 모양

은 정말로 하 임6)을 그리워하는 모습이다. 사망의 그

물을 벗어 나7) 어느새 지혜로운 자를 흠모하며 나

할8)일에 충실하며 죄를 막으려9) 늘 애쓴다. 하나님 뒤

에 선 지혜자10) 행복이다. 자손이 태어난다. 행복지수

우물 얻기는 천국을 얻는 지혜11)다. 죄를 온 힘으로 엣

따 하고 막12)고 막으며 더러움을 씻으며13) 하나님 향해

선다. 세상을 막으려14) 온 몸으로 막으려15) 온 마음으로

12) ( · 하나님의 갑옷).

.(모코르 · 물ר  (1

.(나하르 · 강)ר (2

.(카)קה (3

.(마코르 · 새벽우물. 슥 13: 1)קֹור (4

 ,(메코라 · 샘, her fountain); W. L. Reed,  「fountain」 IDBּה (5
ed.(1962)

ים (6 .(메코르 하임, 잠 13: 14)קֹור

7) 잠 14: 27.

.(나할)נחל (8

.(마코르)קֹור (9

)ק (10 · 지혜); [* 그를 찾아 가는 방법의 지혜 이미지 קח(카흐)]
מ         
נ   קח  ל    
  ר         
.(카흐)קח  (11

.(에트 메코라, 렘 51: 36)ת~קֹוּה (12

13) 슥 13: 1.

.(마코르, 슥 13: 1)קֹור (14

15) ①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קֹור(마코르 · 샘)이 다윋의 족속
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슥 13: 1)

 ②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 קֹור(메코르 · 샘)이라 사람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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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려1) 온 삶으로 막으려2) 하나님 주신 생명의 샘으

로 막으려3) 지혜의 말로 막으려4) 하나님에게 의지한

다. 하나님이 악을 막으려5) 하신 그 길에 하나님 자손

이 태어난다.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6) 샘 가까이에서

어떤 일도 말씀에 보답한다. 죄악을 막으려7) 지혜의

샘으로 막으려8)한다. 솟구쳐 흐르며 나 할9)일을 한다.

나 할 일10)로말씀잡고11) 어려움12)을 견딘다. 하나님에

게 가는 길13) 지혜14) 여섯째 날이다. 하루치의 음식을

준비하여 제 칠일에 일어선15)다.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잠 13: 14) 
 ③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 קֹו(메코르 · 샘)이라 사망의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 14: 27)
 ④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 קֹור(메코르 · 샘)

는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잠 18: 4)
 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 ּהקֹו(메코라 · 샘)을 말리리
니(렘 51: 36) 

(메코르 · 샘, 잠 13: 14).ㅁקֹור (1

.(메코르 · 샘, 잠 14: 27)קֹור (2

.(메코르 · 샘, 잠 16: 22)קֹור (3

.(메코라 · 샘, 잠 18: 4)קֹור (4

.(메코라 · 샘, 렘 51: 36)קֹוּה (5

6) 잠 14: 27.

.(마코르 · 샘, 잠 16: 22)קֹור (7

.(마코르 · 샘, 잠 18: 4)קֹור (8

.(나할 · 시냇물, 잠 18: 4)ל (9

.(나할 · 시냇물)ל (10

.(카흐, 출 7: 19 · 잡고)קח ;(카흐 · 잡고)קח (11

.(카 · 바늘 귀)ק (12

 (40) + (10)=  숫자의 합 + (10)י + (40)ם : * (13
(4+0) +(1+0) +(4+0) +(1+0)= 10 수치의 합
   수리 , 바늘 귀 ק(코프); 엄원식, 구약 성경의 수비학에 대한 탐구,『히

브리 성경과 고대 근동 문학의 비교 연구』(서울: 한들 출판사, 2005), 347.

.(코프 · 귀)ק  (14

. (밈메콤모, 출 16: 29)מֹ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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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망4. 소망

좁은 길1)을 잡고2) 말씀 지혜에의 순수 물 만나3) 믿

음을 케네4)는 일이다. 아브라함도 이 길에5) 섰으며 하

나님이 굳이 우기6)며 웃게 하신 이삭7)도 요 짝8) 젖을

얻어9) 먹고 젖을 뗐다. 이렇게 하고10) 나서 보답하는

삶, 이렇게 하게11)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기록12)이 있게

된다. 율례13)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젖을 떼

고14) 하나님에게 보답한다. 하나님 열망15)이 짙어지자

눈으로 하나님 일을 보는 나 인16) 내가 강이 하는17)일

1) 22: 24, 26.

.(카흐, take, 출 7: 19; 민 27: 18)ק (2

3) Michael A. G. Haykin, At the Pure Fountain of thy Word(British 
Library: Paternoster Press, 2004), series Preface.

.(케하 · 취할찌니라, 창 15: 9)ה (4

.(바이카흐 · 취하도록, 창 15: 10, 18: 7, 8)ח~ (5

.(우카흐, 창 18: 4, 5)ח (6

.(이쯔학)ק (7

.(요짜크)ק (8

.(요나크 · 젖을 주다)ק (9

.(하카크 · 교육시켜서, 삿 5: 14)ק (10

.(헤케크 · 법령)ק (11

12) 마 19: 24, 막 10: 25, 눅 18: 25.

ּוה (13 (후카 · 율례, 창 26: 5).

.(바이가마르 · 젖을 떼고, 창 21: 8)ל (14

15) 민대훈, 179.

.(아인 · 우물)עין (16

.(나하르 · 강)נה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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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이 때 하나님이 간절히 야1)하고 부르시었다.

하나님2)은 샘과 우물이 만나 샘의 쌍수까지 합하여

물 셋3)이 되게 하였다. 셋은 우리 셋이 합하여 사람을

만들자며 만드시었다. 샘과 강이 만나는 거기에 떡 하

니 예수님의 손4)이 있다. 10대째 노아는 물이 넘치는

홍수위에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물은 맑고 맑다. 하나님이 마 애 놓듯5) 애

놓듯 마 임6)은 우리의 눈 안에 들어 맑은 물을 아주,

깊고 깊은 바다 속 물과 하늘로부터 온 물 마 애 놓

듯7) 물 태워8) 눈으로 보게 하시었다. 하늘 문이 열리

어 내려온 물과 깊은 바다 깊숙이에서 솟아난 샘물이

만나는 이 순간은 그 분의 선히 여기시는 배9)가 있다.

우리가 타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10) 축

)י (1 [יה 그를 소망하자  *] ;(의 축약형, 출 15: 2 등הה ·
         
   יה  ל     
 ן         
)י (2 ).

3) 창 18: 2; 출 25: 33, 27: 14, 15, 37: 19, 38: 14, 15; 신 19: 9; 삼상 
1: 24, 10: 3, 20: 20; 삼하 14: 27,  18: 14; 왕상 7: 25; 대하 4: 4; 욥 1: 
2, 4, 42: 13; 사 19: 24; 겔 40: 10, 21,  48: 31, 32, 33, 34; 단 6: 2, 7: 
8; 마 17: 4; 막 9: 5; 눅 9: 33, 12: 52; 고전 14: 29; 요일 5: 8.

 Hebrew Letters 'yod' He ABD: David Noel Freedman, The ;(요드)י(4
Anchor Bible Dictionary(USA: Ｄoubleday, 1992), 1011. 여호와의 손(창 
49: 8; 사 10: 13; 합 3: 3; 겔 8: 1, 3).

.(마에이노트 · 샘물, 창 8: 2; 시42: 7)ת (5

ם (6 .(에노트 마임 · 샘물, 출 15: 26)ית

הֹום (7 .(마에에노트 테홈 · 깊은 물, 창 7: 11)ת

הֹום (8 .(이노트 테홈 · 깊은 바다의 샘, 잠 8: 28)ינֹות

הה (9 .(베에네 여호와 · 여호와의 선히 여기심, 민 24: 1)יי

10) N. Wyatt,「Water, water everywhere..」 The Mythic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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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때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때는 하나님과 이스

라엘 백성의 눈이 만나는 때이다. 하나님이 감찰1) 하

시어 마 애 놓듯이2) 주신 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

성3)이 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양 만들기다. 바라보

기4)만하면 된다. 야곱이 그러하였다. 성경은 참 시적이

다. 강과 우물이 만나 만들어진 야5)는 그의 백성들을

야6)하고 부르시는 이 야는 히브리어 모든 언어에 앞뒤

로 붙어져 할렐루야7) 입버릇처럼 우리 하나님8)께 찬

양을 드리는 일이다.

Essays on Comology and Religion in Ugaritic and Old Testament 
Literature(London: Equinox, 2005), 222.

1) ( · 창 24: 30)  · ן~ל(엘 하아인 · 우물에, 창 24: 42) · ה
(하아이나 · 우물물, 창 24: 45).

.(마예노트, 창 8: 2)ת (2

3)창 30: 35, 창 30: 39, 창 30: 40, 창 31: 8, 창 31: 10, 창 31: 12. 

4) 이훈구, Ibid.

.(야)יה (5

.(야 · 여호와여, 출 15: 2: 시 89: 9)ה  (6

 .(할렐루~야. 시 113: 1, 9, 115: 18, 116: 19, 117: 2לּו~ה (7

8) Gert T M Prinsloo, Še'ôl ⇢ Yerûšālayim ￩ Šāmayim: spatial 
orientation in the Egyptian Hallel(Psalms 113~118)」 OTE 19 · 
2(2006),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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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흐르는 강  제2절 흐르는 강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아멘 하는데서 오는 축

복1)따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일은 물의 흐름이다. 말씀

의 흐름이다. 하나님의 강이 푸르게 흐르는 일이다. 강

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 흐르며 하나님께로 요

단강 건너간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 하러2) 가는 강

은 늘 하나님이 푸르게= = 푸르게3) 하시는 강이다.

예 옳아4)요 하며 서로 빨리 건너려 요오 땅5) 하며 흐

른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흐른다. 이 흐름은 영원히 숨

쉬려 나하르=나 하러= = 나하러6) 가는 일이다.
아름다운 ㄹ음으로 시 강 흐름이다. 하나님 일 나하

려 가는 강은 매끄러운 ㄹ7) 리듬 나스우 느하로트 여

호와 · 나스우 느하로트 코람 · 이스우 느하로트 도크

얌 한다. 큰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물이 그 소리를 높

였고, 큰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8)의 3중적 점층 리

듬 나 하러= = 나하러 간다.

1) , Ibid.

2) (나하르).

.(페레그 · 강, 시 65: 10)ג (3

.(예오르 · 나일강)ר (4

.(요르단 · 요단강)ן (5

.(나하르 · 강)ר (6

7) 나하르(시 93: 3); [* ר의 리듬]
רֹות ׀ה     אּו nāś ûn hārôt YHWH  
רֹות קֹו     אּו nāś ûn hārôt qôlam
     רֹות אּו yis ûn hārôt dokyām~ 시 93: 3.

8) 시 9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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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리듬1)이 모이어 우리나라= =  우리나라2) 리
듬 한강 이름이 욱리하=우리나라이다. 히브리어이다.

백제 때의 한강이름은 욱리하=우리나라이다.

강=나하르=나 하러= = 나하러3)의 나= 나4)는 고기

다. 강의 고기 나하르의
나

ㄴ
나/ 니은

은 리듬을 이루면

서 모음 나서우5) ⇢ 나서우6) ⇢ 있어유7)의 a~u 리

듬으로 시작하여 나하렸다8)⇢ 나하렸다9) ⇢ 나하렸

다10)의 a~o의 3회 반복리듬이다. 여호와11) ⇢ 물결소리

가 물 나하르는 콜람12) ⇢ 물결 도크얌13) 역시 o~a리듬

으로 a~u, a~o, o~a로 일관된다. 어두움에서 밝은 모음

으로 점차 밝아14)진다.

하나님의 물결소리는 위로 오르며 밝은 음의 모임이

다. 끝맺음의 ㅁm/미음 앞에 a의 밝은 모음발음이 놓이어

끝 리듬 암15) am과 도크얌16)의 야암17)의 am 의성어의

1) Northrop Frye, 문학의 원형: The Educated  Imagination , 이상
우 역, 66.

2) ּו(우나하르).

.(나하르 · 강)ר (3

4) (나).

.(나스우)אּו (5

.(나스우)אּו (6

.(이스우)אּו (7

. (나하로트)רֹות (8

. (나하로트)רֹות (9

. (나하로트)רֹות (10

.(여호와)הה (11

.(코람)קֹום (12

.(도크얌)ם (13

14) Klaus Scybold, 시편의 우주관,『시편입문: Introducing the Psalm
s』, 이군호 옮김(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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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듬이다.

오르는 리듬1)을 성경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리듬으로

한다. 그리고 미음2)소리가 나는 둘째행과 셋째 행 모

두 폐쇄음운으로 하여 이들 모두 물소리 미음3) 리듬이

다. 여호와의 음성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소리도 차츰 커지면서 기쁨4)이 충만해지며 세상파도소

리를 하나님이 부수어 버리는 소리5)로 일어나6) 하나

님이 강하게7) 나서8)신다. 쏴아9)하면서 파도를 무너뜨

리는 하나님의 소리10)는 세상의 악을 없애버리신다.

강은 개울물이 시냇물이 되며 이루어진다. 이 나하

러11)가는 강은 에덴동산에서는 네 곳으로 흐르며12) 생

명의 강이 된다. 4중13)으로 되며 신의 도시 강14)이다.

15) ( ).

.(도크얌)ם (16

.(야암)ם (17

1) 이영지『이상 시 연구』, 167~172. 

.mם (2

.m ם (3

4)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74. 

.(도크야암 · 하나님이 부수어 버리는)ם (5

ם  (6 .(시 93: 3)ם ~

.(도크야암)ם (7

.(나스우)אּו (8

9) (세).

10) 김재구,  물의 초월성과 현실성과 회복성에 관한 연구 심사(서울: 서
울 기독 대학교 대학원장실, 2007), 11월 26일.

.(나하르 · 강)ר (11

12) 창 2: 10.

13)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146.

14)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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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덴동산의 네 강1. 에덴동산의 네 강

즐거움과 기쁨의 뜻을 지닌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네 강1)이 흐른다. 하나님 가슴과 마음뿐인 안개만 있

는 에덴동산에 네 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르게 된

네 강이다. 히필형 부정사 연계 형인 하나님 물이 이스

라엘 백성에게 먹히기2) 위해서 흐른다. 하나님이 놓으

신3) 이 네 강은 요사이4)도 반짝반짝 빛나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려 말 잘하는 강이다. 엣따5) 던져지며 펼쳐

지6)는 한一강으로 하나님이 에∼하시는7), 하 에∼하

시8)는 강이다. 네 곳9) 하나 되고 하나가 네 강이 되는

일 알아보10)려 흐르는 강이다. 네 강은 불의 혀같이 갈

라진다. 이 강 봤니 하려11)하시려 금보다 더 귀한 주의

법도가 용솟음치며 말씀으로 퍼레이드12) 한다.

1) 2: 10.

.(레하쉐코트, PVHNG)קֹו (2

.(로쉼 · 머리)אים (3

.(요쩨아 · 분출)א (4

.(에트 하간 · 동산)ת ~ן (5

 :(창 3י · (시 128: 3; 잠 18: 20)ה ,(페라드 · 펼치, 창 2: 14ד (6
 (창 2: 14; 렘ת · ()시 127: 3י ,(시 21: 10)מֹו · (시 1: 3)ל~י · (2
51: 63). 

.(에하드 · 하나, 창 1: 5, 9)ד (7

.(하에하드 · 그 하나, 창 2: 11)ד (8

9) Godfrey. Driver, Canaanite Myths and Legends(Edinburgh: T. & 
T. Clark, 1978), 97~109. 

.(레아레바아 · 펼쳐지기)ַאה (10

.(벤나하르 · 하나님이 강, 창 2: 10)ר (11

 (창י · (시 128: 3; 잠 18: 20)ה .(페라드 · 펼치, 창 2: 14)ד (12
 ;(창 2: 14ת · ()시 127: 3י ,(시 21: 10)מֹו · (시 1: 3)ל~י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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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첫째 강 · 둘째 강 · 셋째강 · 넷째강이라 하지

만 성경은 첫째 강 하지 않는다. 하나 에 하다1)강이

다. 이름은 비손2)이다.

이 강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입으로 끝까지 말

씀전하는 강이다. 비손 위치는 이 세상에 없는 에덴의

강이다. 문장텍스트는 숨 쉼=헤= 헤3)가 글자 양쪽에

놓이고 그 안에 연장=자인= 4)이 놓이어 금이 있는=하

자하브= = 하자하브5)이다. 금이 있는=하자하브=

= 하자하브6)에 숨 쉼 표시 하 · 하7)가 2회 양쪽에

있다. 그 사이 연장8)표시글자 예수님으로 인한 숨 쉼

이 있다.

한 강은 모래땅으로 숭숭 구멍이 나 있는 사금 땅이

다. 모래에 금이 섞여 있어 반짝반짝 옳은 금9)을 만들

려 크게 빙빙 돌아 춤추며 위로 오른다. 비손강이다.

비전의 강이다. 말씀으로 싸 바른10) 강이다. 주의 계명

51: 63). 

1)  .(쉠 하에하드/그 하나 거기, 창 2:11)ם

.(비손)ין (2

.(헤/숨쉼)ה (3

.(자인/연장)ז (4

.(하자하브/금이 있는, 창 2:11)ב (5

.(하자하브)ב (6

7)  (하 하).

8) (자인/연장).

9) 곧 예수님이 만들어 지는 문학적 비유이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비유를 
진주 베델리엄 ה(하브돌라/진주,창 2: 12) 단어로 한다. 금이 만들어지
는 땅으로  물이 광야 하윌라 땅을(창 2: 11) 둘러싸 그 곳의 금(주의 계명)
을 나오게 한다. 일곱째 날에야 애급에서 가지고 나온 금을 성전에 바른다.  

.(하소베브, 창 2:11, 싸비비, 시 44:14; 레 9:18; 욥 22:10)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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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보다 좋아1) 흐르는 비전의 강! 다시 두 번의 숨

쉼 언어를 나란히 호마노=하소함= = 하소함2) 중

간 쉰 양쪽에 하 하3)를 놓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십자가의 달린 모습 소4)이다.

커다랗게5) 빙빙 돌며 위로만 올라가 드디어 금이 된

다는 문학성을 지닌다. 금이 섞인 모래가 빙빙 돌아6)

완전히 돌아7) 금보다 낫8)은 커다란9) 사역이다.

두 강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설명되는 긴 강 기혼 강

이다. 예루살렘 강줄기로 탈바꿈하는 권위의 강이다.

두 번째 강조 곧 변화되어 탈바꿈하는 강 기혼강은 구

스 땅을 휘돌아 싸안고 돈다. 구스 땅은 검은 땅이다.

거듭남의 두 번째 강=하나하러= = 하나하러10) 강
은 영원하게 숨 쉼을 하나로 하려 흐르는 강이다. 숨

쉼 표시를 2회로 하나하려11) 두 번 숨 쉼 하 · 하12)

강이다. 야훼=여호와=  여호와13)도 하 · 하14)의 숨 쉼

)טוב~ל (1 /승하니이다, 시 119: 72)

.(하솨함/호마노, 창 2:12)ם (2

3) (하/숨 쉼).

4) (소/연단).

(가דֹול (그도로트/커다랗다, 대상 17:21; 욥: 5:9), 기본형은 크다לֹות (5
돌/크다, 출 32:10, 11 등), ה(게도라/큰, 출 32:30, 31).

.(게도라 · 큰, 출 32:30, 31)ה (6

.(핫가돌, 창 1:16)ל (7

8) 시 119: 72,

.(그도로트 · 커다랗다, 대상 17:21; 욥: 5:9)לֹות (9

.(하나하르/강, 창 2:14)ר (10

.(하나하르/강, 창 2:14)ר (11

12)  (하 하/두 번의 숨쉼 의미).

13) (하 하/두 번의 숨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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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 쉬도록 흐르는 두

번째 강은 그러기에 백성들이 오로지 은혜를 갚기 위

해 흐르는 긴 강 기혼1)이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강과 저 강 사이에 졸졸 아름다운 무늬를 놓으

며 나 할2)일을 한다.

이 기업=강=나 할= = 나할3)일의 강 기업의 강이
다. 작은 일4)에 충성하는 기업의 나 할 일5)이 있는 이

강은 궂은 땅 구스 땅에서 예루살렘 성 밖의 동쪽 기

다란 기드론 골짜기를 졸졸졸 흐르며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한다. 솔로몬이 부름을 받아 왕이 될 때6) 이 궂은

구스 땅이다. 예수님은 궂은 땅에 오시어 그 분만이 받

을 수 있는 잔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중심 버팀목

이 되는 궂은 땅 구스땅의 긴 기혼강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이다.

지금의 이란 땅 페르시아에는 구스인이 살았다는 학

설이 있다. 역사에서는 그들이 세운 국가를 카사이트

)ה (14 흐/ 두 번의 숨 쉼 의미).

.(기혼)יחֹון (1

.(나할/시냇가)ל (2

.(나할/시냇가)ל (3

.(나할/시냇물)ל (4

5) 가  ל(나할/시냇가, 민, 34: 5시 124: 4) · 강 ה(나흘라/강, 겔 47: 
19; 민 34: 5) · 시내를 따라 ה(나할라/시내, 겔 48: 28) · 기업이 되게 하
리라 לּו(베나할루라/기업, 출 32: 13) · 유업 ה(나할라, 신 15:4, 26: 1) 
· 기업을 תֹו(나할라토/기업을, 민 33: 54) · 기업으로 나눌 לּו(인느할루/
기업 나눌, 민 34: 17) · 기업을 나누기 위해 ל(린느홀/기업을 나누기 위
해, 34: 18)

6)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
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열왕기상 1:33)



제7장 시냇물과 강과 우물과 샘의 회복성538

Kassite 또는 카슈Kassu라 불렀는데, 카슈가 성경에서 말하

는 구스라는 점이다. 그러나 구스
카슈
인은 이사야 18장

에 기록된 말씀처럼 홍해를 건너 아프리카로 떠나갔으

며, 그 땅에 지금은 페르시아인들이 들어와 있고, 기혼

강도 그 이름이 없어진 상태이다. 다만 오늘날 직선거

리로 300k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카룬강이 있는데 시

냇물에 가까우며 이란 땅을 굽이굽이 돌아 무려 820km

나 길게 흐른다. 이란의 젖줄이 되며 예루살렘 강줄기

되려 탈바꿈하며 유프라데강을 향해 흐른다.

성경에서는 기손강을 옛강1) 축복의 강2)이라 한다.

다볼산에서 가나안의 야빈의 지휘아래 움직이는 9백대

의 철거병을 이끄는 시스라 군대를 몰살시키는 에스겔

47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성령의 강물이다. 따라서 에덴동산의 강이다.

유업을 받아 유일하게 드보라를 도와 전투에 참여한

스불론과 납달리의 두 지파나 사사기 5장 전체에서 강

조하는 2회 언어 리듬으로 두 번째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 두 번째가 얼마만큼 강조되는지는 다음의 2회 리

듬 반복의 성경의 예 사사기 5:1~31까지의 리듬이다.

1) 5:21.

2) 삿 4;13~15, 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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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5 원문 발음 의미 글자의미 회수 순

3절   라여호와 여호와 위하여 숨쉬려고 2 1

3절  아노히 나 배움 영원히 2 2

4절  나트푸 dropped 지혜입술 2 3

5절  미프네 앞에서 입술의 은혜 2 54

5절   여호와 하나님 숨쉬게 하는 분 2 6

6절  아라호트 대로 머리가 되는 2 7

7절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 하나님 속죄하심 2 8

10 ~  ~알 ~에 ~번제 2 9

11  지드코트 의 향기로움 2 10

12 עּו 우리 일어나라 하나님의 눈안에 2 11

13 ~  ~예라드 강림 하나님 가슴이 옴 2 12

19  믈라킴 열왕들 가나안 왕들 2 13

19  니르하무 싸움 전쟁(가나안) 2 14

20  니르하무 싸움 전쟁(이스라엘) 2 15

21 ( 나할 강 유업 2 16

21  기손 강 옛강 2 17

22  다하로트 달리다 가슴을 내밀었다 2 18

23  라즈랕 돕다 와주었다(안도움) 2 19

23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안도움) 2 20

24  트보라 복을 받다 하나님 일 하다 2 21

24  미나쉼 다른여인들 여자 2 22

27  카라 구부러지다 굽다 3 23

27  나팔 엎어지다 떨어지다 3 24

28  브아드 으로, 에서 보이는 2 25

28   마두아 어찌, 왜 가슴에 들어오는 2 26

30  솰랄 노략물 부서지고부서지는 4 27

30  즈바임 채색옷 눈으로 드는 향기 3 28

30  리크마 처녀 갖고싶은 2 29

셋째강은 예루살렘 근처를 둘러싸 튀어나와, 물을 내

뿜어 터져 나와 아주 뜨겁게 흐르는 앗 뜨거워 핫데

길1)강이다. 힛데겔은 하드 + 칼로 두 단어의 합성어이

다. 날카롭고도 빨리 흘러가 다니엘이 포로기 때 정월

이십사일에 힛데겔 강가에서 환상 중에 본 세마포 옷

을 입은2)이를 본다. 배로 핫 소리 지르며 위로 솟구쳐

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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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다. 한 방에 남쪽에서 북방 유브라데까지 물을 내

뿜어 터져 앗 뜨거워의 힛데겔1) 강! 바늘귀의 어려움

을 통과해 가슴에 있는 말씀을 올리며 진리를 전하는

열정의 강이다.

힛데겔 강은 앗수르 동편으로만 흘러 죽음의 땅 동

편의 사람들을 살린다. 그리스도의 재림2)을 상징한다.

티그리스강이다. 상류가 넓으며, 강폭은 유프라데 강보

다 좁고, 터키 국경과 바그다드와의 고도차가 300m 이

상 될 정도로 강물이 많고 흐르는 속도가 빠르다. 에스

겔의 셋째 강은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

향한 물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이 영광으로 인하여

빛난3) 강이다.

네 번째 강 유프라데 강은 큰 강, 하수4)이다. 비손강

2) 10: 4.

1) (힛데겔/창 2:14).

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1~55)

3)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
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
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
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겔 43:1~4).

4) 출 23:31, 신 1:7, 사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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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프완에서 유프라데강과 합쳐진 후에 페르시아만

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를 비손

강이라 하지 않고 유프라데 강이라 부른다. 기혼 강도

코람사르에서 유프라데 강과 합쳐지고, 힛데겔 강도 쿠

르나에서 유프라데 강과 합쳐진 후 페르시아만으로 흘

러간다. 강이 합쳐진 후에 페르시아만까지의 강은 더

이상 비손 강도, 기혼 강도, 힛데겔 강도 아닌 오직 유

프라데 강일 뿐이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유프라데

강에 귀결된다.1)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하나

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그리고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풍성히 맺히고 그로 인해 만국

이 소성될 유프라데 강이다. 에덴동산의 중심이 되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다.

네 째 강 은 네 째의 개념이 아니다. 4/4로서의 하나

의 의미이다. 넷째 강 앗수르 동편이라는 말이 의미하

듯 동쪽을 향해 빨리 죽으러 가는 행복의 강이다. 완전

한 동침 즉 4:4로 하나가 되는 강이다. 넷째 날의 모세

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
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1~2).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
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
명 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
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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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지닌 유프라데 강은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강이다. 유프라데 강은 열매 이미지와 하나의 의미가

합쳐 죽어야 사는 의미이다. 생명을 살리는 유브라데

강은 문門과 입술의 의미 곧 말씀과의 긴밀성으로 입

으로 말씀 전하는 강이다.

네 강의 중심이 되는 이 네 째 강은 4: 4의 악이 그

위력을 떨치는 때1)이지만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7...로 온전히 죽어질 때 산다. 더 나아

가 창세기의 날들과 같이 처음의 날을 한 날로 하여

일곱째2) 7: 7로서 한 날 즉 주의 날이 되며 구약 전체

의 의미가 지닌 죽어야 사는 강이다.

4방향으로 삼위일체이신 셋이 된 12길이다. 비손의

거저 마심 · 기혼의 솟구쳐 나옴 · 힛데겔의 신속한 능

력· 유브라의 달콤한 네 강3)따라 우리는 일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다.

1) , Ibid.

2) 2: 2, 3; 레 23: 3; 민 29: 32; 수 19: 40; 대상 2: 15, 12: 11, 24: 
10, 15, 25: 14, 24, 26: 3, 5, 27: 10; 마 22: 26; 계 8: 1, 10: 7, 11: 15, 
16: 17, 21: 20.

3) 창세기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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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일강 2. 나일강 

우리 민요에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누가 바로 나일

강을 가리킨다고 강상원 박사가 말했다. 우리 조상들

동이족이 차지한 땅으로 근거를 댄 증언이다.

도대체 나일강이 무슨 의미일까? 나일강은 예오르1)

라 하는데 앞에 여호와의 옳은 손2), 머리3) 표시 있다.

악의 상징 나일강 아이러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끄신다4) 이다. 나일강에 대하여는 여호와가 모세에게5)

그 물6) 나일강에 서서 바로를 맞으라 하셨다. 여호와

는 모세를 시켜 그 강을 피로 물들이신다. 예오르7)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히피를

벗어나기 위해 존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일강8)

에 대한 거부는 애급과 연관성에서왔다. 번제의 나일

강9)은 범람 기에 홍수의 신인 하피에게 제물을 바치며

축제10)를 가졌다.

1) ( · 나일강).

2) (그)

.(오르 · 머리)ר (3

4) Northrop Frye, The Critical Path, 57. 

5) 출 7: 15.

. (하마임마 · 그 물로)ה (6

7) 렘 2: 18,

 ,(알~예오르 · 나일강의 번제ל~אֹור · (예오르 · 나일강, 창 23: 3)אֹור (8
사 19: 7) · אֹור(바예오르 · 나일강에, 사 19: 8) · ר(카예오르 · 애급과 
같은 강, 렘 46: 7, 8). 

.(알~예오르 · 번제의 나일강, 사 19: 7)ל~אֹור (9

10) 김 성 이집트 창조 신화의 지리적 배경,『세계의 창조 신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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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단강3. 요단강

나일강을 벗어나는 일은 곧 히피 신을 벗어나는 일

이다. 다신의 세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요단강은 요단

강 이쪽과 저쪽이라 하여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건

너야할 강이다. 요단강 이름은 마할살렐이 낳은 아들

야렛1) 이름과 관련하여야 하는데 요단강이 실제 히브

리어 발음에서는 요르덴2)이기 때문이다. 요르덴은 하

요르덴과 봐요르덴3)이 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앞에

서 인도함이 특징이다.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강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4))이라 까지 하셨다. 물 흐름의 이걸로 마 임5)

임을 보여주시는 요단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녹이시

고 바람을 불게 하시기에 흐르는 강이다. 마 아주 이

요단6)강물은 아 아주 요르덴7)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미디어, 2002). 27~46.

1) (야렛 · 창 5: 15; 대상 4: 18).

.(야르덴 · 욥 40: 23)ן (2

 :(하야르덴 · 창 50: 10,11; 신 3: 8, 11: 30; 삿 3: 28; 삼하 19ן (3
 .(요르단 · 내려가다ן ;(바야르덴 · 왕하 5: 10, 14; 겔 47: 18)ן · (17
떨어지다. 운반, 창 11: 5.l 24: 16, 신 10: 22, 잠 5: 5, 전 3: 12, 겔 30: 
6, 31: 18; 욘 1: 5) · דמו(모라드 · 비탈, 녹다, 수 7: 5; 왕상 7: 29; 렘 48: 
5; 미 1: 4).  

4) 사 43: 2.

.(이젤루~마아임 · 물 흐름, 시 147: 18)לּו~ם (5

ן (6 .(메메 하야르덴 · 요단 물, 수 4: 7)יי

ן (7 (메~하야르덴 · 요단 물, 수 4: 18)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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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동산을 찾으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기에 이 강은

반드시 마음이 변해야 건너는 강이다. 건너야 할 저 곳

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요단강 저편1)이다. 구

원을 받으려면 건너야 하는 강이다. 물웅덩이와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이 있는 곳2)이다. 마음

이 변해야 얻는 농사 최적 지대이다.

요단강 물은 석회암을 통과한 물로 칼슘과 마그네슘

을 많이 함유한다. 그래서 치유 효과가 있다. 화강암의

수로를 따라 흘렀던 이 물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물리

적 조건을 가진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물을 신성시 하

게 되었다. 물의 귀중함을 체험한 결과이다.

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먹는 물 · 못 먹는 물로

구분된다. 하나님이 먹으라3)고 한 물4)은 치유의 현

장5)인 동시에 또한 일곱 번 몸을 적시어 씻어 내야 병

고침을 받은 특유한 방법이 제시된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약초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신화6)도 있다. 요

르단 근처에 가면 샘 숭배사상이 지금도 남아7) 있다.

1) 3: 26

2) 대하 26: 10.

3) 빌프리오 멕크릴(Wilfrio McGreal O. Carm).

4) 왕상 17: 2~4, stream.

5) 왕하 5: 10, 14).

6)  파네아스(Paneas); 엄원식,『히브리 성경과 고대 근동 문학의 비교 
연구』, 144.

7) 민대훈,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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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법 4.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법 

먹을 수 있는 물은 특정 지역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면 먹을 수 있다.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먹을 수 있다는

고대인들의 인식은 물이 그만큼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일 예이다. 한국에도 약수가 있다. 천연 약수터에는 사

람들이 물을 담으로 모인다. 생수를 먹기 위해서이다.

물의 귀함을 아는 이들은 물의 주위를 깨끗이 하고 신

성시 한다.

물은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법을 가진다. 하나님의 백

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장소1)이기 때문이다.

바로 예로 살려면이다. 다윋은 시2)에서 여호와3) 이름

의 U리듬 형식을 여호와4)로 시작하여 여호와5)로 끝낸

다. 마치 날개를 달고 흐르듯 여호와 ⇢ 그 하늘6) ￩ 
1) 24: 7; Klaus Scybold,『시편입문: Introducing the Psalms , 

202~203.

2) [* ה(여호와) 의 U리듬]    
ל~ם :1 הה ￩
י ￩ ּום :2
י  ￩ ּכוה :3
ּוּנ :4 ה  ￩
הּו :5 הּו  ￩
יו :6 ת ~ יהּו  ￩
י :7  צה  ￩
ים :8 פֹור  ￩
ָאץ :9 .הה   ￩
3) 시 8.

.(여호와)הה (4

.(여호와)ה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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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1)에 이어 여호와 ⇢ 그 땅2) ￩ 여호와3)로 끝나

는 아름다운 리듬을 수놓는다.

이러한 리듬은 바로 예루살렘 의미가 스올을 벗어나

는 의미이다. 지옥 스올을 벗어나서 성전 안으로 가는

의미이다. 스올 ⇢ 예루살렘 ￩하늘 구조4)가 이집트의

할렐과는 달리 할렐에 덧 붙은 여호와의 약자 야와 같

다5) 하였다. 바로 시온=에덴6) 등식이기도 하다. 시온

이 에덴이 된다.

이 사이에 하나님 법칙이 있다. 예루살렘7)이 있다.

예루8)의 하나님 손안에 들어 평화 살렘9)과 합한다. 예

루= = 예루10)와 야라= = 예라11)가 지니는 아랍어
특성으로 어미에 아= 알렙 알렙을 붙인 이 야라= =

6) .
)הה (1 ⇢ 하솨마임 · 그 하늘, 시 8: 1).

.ָאץ (2
.(여호와⇢ 하아레쯔 · 그 땅, 8: 9)הה (3

4) Gert T M Prinsloo, 755.
4) [*  겔트가 제시한 스올 이미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 이미지]
113     114 · 115         116           117      118
 하늘   하늘 ⇢ 하늘    성전 · 예루살렘 ⇢ 성전 안 ⇢ 성전 안
  ￬      ￪      ￬        ￪
 땅 ⇢   땅      땅     살고 있는 땅
                ￬       ￪
                스올 ⇢ 스올.

6) T. Stordeln, 「Eden Metaphors」 Echoes of Eden(Peeters, 2000), 
359~360. 

.(예루살렘)רּום (7

.(예루)רּו (8

,(살렘, 창 14: 18)ם (9

.(예루)רּו (10

.(야라)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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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1)는 모두 물과 같이 흐르다 의미다. 예로부터 말

씀 들으며 평화 살롬과 어울린 이 솰렘2)이 예루살렘으

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법칙이 평안으로 도도히 흐른다.

에덴동산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에덴의 강이 예

루살렘 법칙에 있다.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둘러싸여 보

호된다.

때문에 학자 스톨데른도 예루살렘에서 우가릿 신화

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시온 보다는 근동의 강들이

신화를 가짐으로써 그 은유로 하여 시온이 잘못 판단

되어진 것이라 했다. 예루살렘에 관한 한 하나님은 예

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있는 곳으로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설명하는3)데 적합한 시온=에

덴4)이라는 등식이 적용된다. 고향등식이다.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산헤립 제 2회 침공5)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초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루어졌는데 헷 제국6)이 멸망7)하면서 앗시리와 유리하

는 아람사람8)]의 조약 이 신명기 언약9)에서 보여 진

1) ( ).

2) 창 14: 18; 시 76: 2; 히 7: 1, 2.

3) 창 2: 10~14.

4) T. Stordeln, 363)

5) John Bright,『이스라엘의 역사: A History of Israel』, 박문재 옮김, 
409~424.

6) BC 2000.

7) BC 1300.

8) 신 26: 5).

9) BC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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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스라엘민족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동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 민족으로 여긴

언약1) 증거이다.

가장 오래된 시2)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왕3)

으로 여기는 언약에서이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지파가

계속 된 것이고 이 공동체에 역사뿌리4)를 둔다. 애초

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5) 하신 언약은 이스

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관계이다. 물로 둘러

싸인 지형과 같이 히브리민족의 우주관은 하나님 말씀

으로 둘러싸인 민족이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 위치이

다. 물로 둘러싸인 지형이다. 이 증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 초기 이스라엘 종교에서도 드러난다.

종말 예견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성경6)에서 서로 상반되는7)관계를 문제로 삼아 이사

야에서 빠진 뒷부분8)을 두개의 분리로 보고 정반대의

문장구조가설을 세웠다. 바로 하나님 허락으로 히스기

야는 산헤립의 예루살렘 명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것

1) BC 10.

2) 15: 1~18.

3) 출 15: 1~18; 민 23: 21.

4) Ibid, 190~243.

5) 출 20: 2.

6) 왕하 18: 13~19: 37.

7) 왕하 18: 14~16.

8) 왕하 18: 17~19: 37, 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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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침공군 185,000명이 하나님에 의하여 쥐 떼로 죽

는1) 일이 증명한다.

예루살렘을 아끼시는 증거는 여부스 사람들이 늘 전

쟁대비로서 기흔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비밀통로

를 건설해놓았다. 솔로몬은 기흔 샘에서 기름부름을 받

았2)다. 기브온이라고 새겨진 항아리 손잡이와 물 저장

소3)가 아직도 남아 있다. 예루살렘은 물 부족으로 수

리학이 발달4)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이라 여부스

신화5)에도 있다. 신화와 전설의 예루살렘은 열방들이

순례하러 올 곳6)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여

삐 보사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것7)이다. 하나님 법

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흐른다. 늘 생수가 솟아

나는 곳8)이다. 평화가 늘 흐르는 곳9)이다.

1) Ⅱ, 141.

2) 왕상1: 32~40.

3) Michael D. Coogan, 10 Great Finds, Bar, 21~3, 43.

4) John Peter Oleson, 「Water Works」ABD, 883.

5) S. Terrien, The Elusive Presence(New Work: Harper and Row, 
1978), 23~24.

6) 사 2: 2; 렘 3: 15~18.

7) Soock~Tae Suhn, 「Israel as a Holy People to YAHWEH」 
Divine Election of Israel(Michigan: Erdmans Publishing Compony, 
1995), 97.

8) 슥 14: 8.

9) 권혁승, 하나님 왕권의 관점에서 본 시온신학 연구(서울: 서울 신학 대
학교, 2005), sgti. kehc.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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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왕기상의 신명기적 사관1). 열왕기상의 신명기적 사관

예루살렘은 물이 흐르는 곳이다. 말씀이 흐르는 곳이

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던 헷 · 가르

가스 · 아모리 · 가나안 · 브리스 · 히위 · 여브스 족속

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아담 · 노아 · 아브라함 · 모

세 · 다윋 · 예수 그리스도로 앉게 하시었다. 하나님으

로부터 온 하나님의 오른 손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

게 한 곳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 아담 · 노아 · 아브라함 ·

모세 · 다윋 · 예수 · 그리스도에게는 늘 예루살렘 성

전이 있다. 예루살렘 중심의 생활은 성경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1장에서 왕이 되고 곧 2장에서 다윋의 죽음

을 맞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겠나이다라고 하는 지혜의 일천번제와 4장에서 번영

과 5장에서 성전 건축짓기 시작하여 6장에서 성전건축

하고 7장에서 성전 4배로 궁 건축한다.

그리고 8장에서 법궤입성이 되며 9장에서 제 2의 솔

로몬 왕국의 번영이 바야흐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10장

에서 시바여왕 방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군사력 강화와 무역과 처첩은 물론 성전건축 7년과 13

년의 궁 건축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하여 몰락 11장에

서 죽음과 함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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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분산으로 하여 남유다의 세겜에서 르호보암

왕, 북 이스라엘 세겜에서 여로보암왕이 12장에서 세워

졌으며 남 유다에서는 성전이 있었으므로 단 분향을

북 이스라엘의 벧엘13장에서 행한다. 14장에서는 남 유

다의 세겜에서 시삭 왕이 해변통로로 이집트에서 침입,

북 이스라엘 세겜에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우상 숭배로

병이 들고 북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암살하

는 과정이 있다.

남유다는 이와는 달리 1왕조로 르호보암14장 ⇢ 아비

야15장 ⇢ 아사15장 ⇢ 여호사밧22장으로 이어지며 북 이스

라엘에서는 세겜에서 여로보암12장 ⇢ 다르사에서 나답15

장 ⇢ 바아사15장 ⇢ 사마리아 성에서 엘라16장 ⇢ 시므리

16장 ⇢ 오므리16장 ⇢ 아하시아22장으로 왕조가 이어진다.

아합왕은 결혼을 이세벨과 함으로써 가장 악한 왕이

된다. 이때 등장인물이 그릿시냇가17장에서 엘리야가

까마귀의 도움과 시돈에서 사브랏 과부로부터의 공경

을 17장에서 받는다.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섬기는 자 450 명과 맞서

하나님으로 승리19장한다. 악한 아합은 먼저 침공한 아

람과의 1, 2차 전쟁, 20장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아내 이

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21장은 하나님 보시

기에 악
22장
하여 아합은 죽음1)을 당한다.

1)  , 열왕기상,『3차 구약역사서 Ⅱ』(서울: 바이블 동 · 서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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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왕기하의 남 · 북 멸망과 예루살렘2). 열왕기하의 남 · 북 멸망과 예루살렘

사람이 본분을 벗어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를 다

스리는 절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을

남겨 여전히 역사는 흘러간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이 멸망은 아합 아들 아하시아 왕1)이 바알 신 섬기다

죽고 엘리야는 불 수레와 불 말을 타고 승천. 북 이스

라엘에서는 에돔에서 여호람의 악정이 12년간 지속된

다.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빈 그릇을 채

워주고 수넴 여인의 국물에 든 독소를 제거한다. 아람

나아만 장군은 나약한 소녀의 권고로 실로 연못에 가

서 몸을 씻고 몸이 깨끗해진다. 엘리사를 생포하려 아

람이 불 말과 불 병거로 2차 침입하였으나 하나님이

막아 주셨다. 심지어 사마리아 성문 네 명의 문둥이도

하나님이 사역케 하신다.

수넴 여인은 기근을 7년간 피하였다가 도로 돌아와

땅을 찾았으며 북 이스라엘 예후의 치리 28년간, 이세

벨의 죽음9장이 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인 오므리 ·

아합 · 아하시아 · 여호람의 아합 왕가들을 불러, 대

숙청10장을 하였다. 여호아하스의 악정 17년간 여로보암

2세의 악정 41년간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연구원, 2004), 14.

1) 왕하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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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스가랴왕 ⇢ 살룸1개월왕 ⇢ 므나헴10장왕 ⇢ 브

가히야
2년

왕 ⇢ 베가
8년

왕의 악정
15장
. 호세아 치리

9년간
기

간 중 사마리아에 이방이 많이 몰려오면서 저주의 땅

이 되어 멸망1) 한다.

남 유다는 아하시아 왕이 바알 섬기면서 죽고 여호

람8년의 악정9장 ⇢ 아달랴6년 악정10장이었다. 요아스가 살

아11장 선정 40년간 지속12장되었다. 아마샤 역시 선정29년

간하였다. 국방을 튼튼히 한 것은 좋았지만 에돔 우상을

가지고 왔으며14장 아하스의 악정과 히스기야의 선정18장

과 기도19장와 병듦20장 등의 굴곡을 거친다.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잘 치러내지만 아들 무

낫세는 아세라 우상과 일월성신 숭배21장에 빠진다. 요

시아는 선정31년간을 하고 율법 책을 발견한. 스바냐와

에레미야 선지자 활동22장이 있었으며 요시아는 종교 개

혁과 벧엘 제단 훼파와 유월절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호아하스왕23장 ⇢ 여호야 김 왕24장 ⇢ 여

호야 긴 왕24장을 거쳐 시드기야 왕24장때 남 유다는 멸

망한다. 북 이스라엘 왕과 남 유다의 왕 계열에는 같은

이름들이 반복된2) 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예표한다.

1) 17 .

2) * 북 이스라엘 왕 19명
    여로보암 ⇢ 나답, 바아사 ⇢ 엘라 ⇢ 시므리 ⇢ 오므리 ⇢ 아합 ⇢ 

아하시아 ⇢ 여호람 ⇢ 예후 ⇢ 여호아하스 ⇢ 요아스 ⇢ 여로보암 2세 ⇢ 
스가랴 ⇢ 살룸 ⇢ 므나헴 ⇢ 부가히야 ⇢ 베가 ⇢ 호세아

* 남 유다 왕 20명
르호보암 ⇢  아비야 ⇢  아사 ⇢  여호사밧 ⇢  여호람 ⇢  아하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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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브엘세바의 상징제3절 브엘세바의 상징

특히 엘리야에게 도전하는 엘리사의 2배의 영감을

소원하는 이야기는 엘리야에서 엘리사1)로 이어지는 예

뿐만 아니라 에서 ⇢ 야곱 · 오르바 ⇢ 룻 들 모두

두 배의 영감을 가진 인물로 예시된다. 성경은 인물과

물과의 긴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예시한다.

자연과 문화가 다르2)듯이 브엘세바가 지닌 우물과

맹세 이미지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그 곳에 잠듦

으로써 하나님 도움이 되는 전연 다른 곳이 되었다. 브

엘세바는 오늘날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이 되

⇢  요아스 ⇢  아마샤 ⇢  웃시야 ⇢  요담 ⇢  아하스 ⇢  히스기야 
⇢  므낫세 ⇢  아몬 ⇢  요시아 ⇢  여호아하스 ⇢  여호야김 ⇢  여호야긴 
⇢  시드기야 

1)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왕하 2: 9)

2) [* 표 27: 론 펠드만의 자연과 문화의 비교]

 Nature                        Calture

 Women                       Men
 Feminine, Female             Masculine, male
 Body                         Mind
 Flesh                         Spirit · soul
 Biological reproduction        Mechanical production; science, 

machine
 Subjective                     Objective
 Emotion                       Reason
 Left                           Right 
 Ron H. Feldman, 「New Moon after new Moon and Sabbath after 

Sabbath」 The Tension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the Cycles of 
Sabbath and Moon in Ancient Jewish Calender,(Ann Arbor: U · M · I, 
20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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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자연과 문화를 달리한다.

FBC에서 방송된 이스라엘은 유대인과는 다른 믿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성경에 일곱 우물이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브엘세바는 구약 성경 내에서 331)회로 기

록되어 예수님의 이 생애 나이로 전설을 알려준다. 하

나님 엘로힘 또한 창세기 2: 1절에서 엘로힘이 그 일을

마치매 332)회로 한다. 브엘세바는 원래 세바인데 우리

가 우물을 얻었다며 모자 마 임3)이라 한다. 그 수를

세어 봐 새벽우물 일곱 우물은 야곱의 우물4)이다. 사

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물 길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다. 사마리아 지방 야곱의 우리 조상이라며 야곱의

자자손손 먹어5) 온다. 아담 ⇢ 노아 ⇢ 아브라함 ⇢

모세 ⇢ 다윋 ⇢ 예수 ⇢ 그리스도의 일곱 우물예시다.

브엘세바 지형은 지질학적으로 게네브지형의 나비

몸통모양이다. 이 브엘세바는 연간 평균 강우량이

200mm이다. 따라서 인공 노력 없이도 자연환경이 농

1)  )ר 21: 14, 31, 26: 23, 33; 수 19: 2; 삼하 24: 7; 왕상 19: 
3; 암, 8: 14) · ע ע · (창 21: 32, 33, 삼상 8: 2; 대상 4: 28)ר ר
(창  28: 10, 46: 5; 대상, 21: 2; 대하 19: 4, 24: 1, 30: 5;) · ע ר ~
(느 11: 30;) · ע ע · (창 46: 1)ה ע · (수 15: 28)ּור  (삿ד~ר
20: 1, 삼상 3: 20; 삼하 3: 10, 17: 11, 15, 삼하 24: 2, 15) · ע~ן(왕하 
ע · (1 :12 ע · (왕하 23: 8)ד~ר ע · (느 11: 27)ּור  :암 5)ּור
ע(5  .(창 22: 19)ל~ר

2)성경에서 33이 언급된 용례: 창 46: 15; 출 6: 18; 삼하 5: 5; 왕상 2: 
11; 대상 3: 4, 29: 27. 

ם (3 .(모짠누 마아임 · 우리가 우물을 얻었다, 창 26: 32)אנּו

4)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4:12). 

5) 요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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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재배에 알맞다. 인간의 거주의 마지막 한계점이라

는 의미심장한 의미를 지닌 이 지형은 겸손하여야 농

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브엘세바1)이다. 남방 의미를 지

닌 메마른 땅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남쪽이라는 이차적

인 의미를 지니면서 햇빛이 잘 드는 남쪽지방이다. 그

만큼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브엘세바에서 홍해

아카바만의 에일랏과 지중해의 라피아를 두루 잇는 광

대한 지역약 1.3만 km 경계선 브엘세바는 비옥한 땅이

다. 나비 몸통모양2)이기에 이곳을 중심으로 양 옆 두

날개 남북의 폭이 24km,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가

64km로 삼면이 모두 비옥하다. 서쪽을 제외한 지역은

산지이며, 강은 서쪽으로 흘러 지중해에 유입되는 시냇

물=나할= =  브엘세바와 나할 베솔을 가진 땅이

다. 겨울철 동안만 비가 와 이때의 물을 근거로 한 아

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물이 있다. 바로 약속의 땅에

서 우물승리3)가 일어난다.

나비 모양 브엘세바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관련

된다. 하늘의 열매4) 이슬5)은 하늘에서 향기로 내린

다. 이 이슬6)은 하늘의 보물 하늘이슬7)이다. 하나님

1) ,『성경 지리』(서울: 서울신학 대학교, 2001), 352~253. 

2) Ibid, 20.

3) Joseph Campbel, Myth to Live by(New York: The Viking Press, 
1972), 174.

4) 창 27: 28.

5) 신 32: 2.

6) 신 3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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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성에게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1) 하시었

다. 이로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인줄 알

게2) 하시었다. 하늘이슬이 내리는 곳에 백합화가 핀다.

하늘이슬3)은 새벽이슬로 청년4)에 비유된다. 헐몬의 이

슬이 시온의 산, 들에 내림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

는 하늘이슬5)은 은혜6)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찾느라 밤새도록 머리 위에 얹히는7) 보배 이슬이

다. 이 보배는 죽은 자를 살리는8) 약으로 하늘이슬에

젖으면9) 땅이 복을 받는 이슬10)은 주의 빛나는 이슬11)

이다.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이슬12)이다. 이러한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슬은 한국의 문학 이상 시에서

도 실제 나비가 이슬을 먹는다. 이 이슬을 먹고 다시

일어선다. 브엘세바 땅 모양이 나비몸통 모양인 것도

신비하려니와 한국의 나비가 지닌 비상 이미지도 이상

시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비13)이다.

7) 6: 39.

1) 삿 6: 37.

2) 삿 6: 37~40.

3) 이영지,『시조 창작 리듬론』(서울: 　양문각, 1889), 326~338.  

4) 시 110: 3.

5) 시 133: 3.

6) 잠 19: 12.

7) 아 5: 2.

8) 사 26: 19; 단 4: 15, 23,

9) 단 4: 25.

10) 신 33: 13.

11) 사 26: 19.

12) 아 5: 2.

13) 찢어진벽지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이것은幽界가連結되는秘密한通話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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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고도의 시학을 지닌다. 이슬과 우물과의 구체

적인 우물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다. 예수님은 네 남편이 몇이냐 하시고 그 대답을 예

수님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시

었다. 이 시적인 성경문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의 만남1)을 넘어서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

니라고 말씀하시었다. 이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

한 여인이어서 남편이 다섯이나 되고 그 남편마저 지

금은 없는 불행한 여인으로 목사님들은 설교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어처구니없는 성경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설교이다.

신약과 구약과 이어지는 사람의 구체성은 아담 ⇢

노아 ⇢ 아브라함 ⇢ 모세 ⇢ 다윋으로 이어지는 다섯

남편으로 비유된다. 이 다섯에서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

서 둘 곧 여섯 번째 예수님 ⇢ 그리스도로 이어진다.

예수님이 물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한 이 대답은

성경지식을 잘 알고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일시적인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영생의 물이 있음을 예수님으로

부터 듣고 그가 그를 마음으로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마을에 들어가 알린다.

어느날거울가운데의鬚髥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
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通話口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 앉
았다가일어나드키나비도날라가리라이런말이결코새어나가지않게한다 ~이상 
시『시제 10호』    

1) 요 4:6~26.



1. 첫사랑의 그리움 아담의 우물1. 첫사랑의 그리움 아담의 우물

첫사랑 하면 아주 매혹적인 느낌으로 닥아 온다. 처

음으로 맛 본 신선한 느낌, 그 신비의 아름다움 때문이

다. 처음으로 받는 사랑, 결혼, 첫 만남 등의 이 모두

가슴 설레임이 수반된 아주 기분 좋은 기억이다. 기쁨

때문이다.

이 처음의 기분은 처음 주신 분이 있다. 가장 가깝게

는 나의 존재이다. 나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선물로

태어났는가 이다. 성경적 기록은 아담이다.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뿐인데 이 여자와 남자를 성경은 혈연으

로 하고 있다. 남자 아담이 너무 외로워 하니까 하나님

이 그 남자 아담의 갈빗뼈를 여자로 만들게 하신다. 하

나님이 남자 아담의 왼쪽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어 준

다. 오죽하면 하와에 대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1)이라 할까. 시적 조명2)이다. 힐만은 아담의

하와3)를 부부로서 부모가 되는 관계4)라 하였다. 아담

은 인식하고 배워서 이끌어내는 문자적 의미가 있다.

남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기

1) 2: 23.

2) 홍문표,『기독교 문학의 이론』(서울: 　창조 문학사, 2005), 533.

3) 창 2: 22.

4) James Hillman The Myth of Analysis(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8),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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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둘의 관계는 혈연관계이다.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1)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셋이

서 만들자며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 남성이

다. 아담은 그러나 좋은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의 꾐에

꼬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고는 쫒겨 나면

서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된다.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엮어

간다. 그리고 혼자 잘난 척 하지만 대상인 이브에게 휘

둘리면서 뭐든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아

련한 첫사랑의 이브로 하여 어쩌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엮여지는 일상이기도 하다. 그만큼 재미있다.

아담은 성경에서 우리 셋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하여 삼위일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 존재이다.

아담은 성령과 피와 물로 성경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

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2) 하였

다. 증거가 된 아담한 남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

를 인식하고 배워서 이끌어 내는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아담하게 기억하는 존재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존재, 지키려3)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여자

는 남자의 기억을 기록할 녹명 인자4)이다. 여자는 남

1) Carolyn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San Francisco: Harper SanFrancisco, 1990), 
143~144.

2) 요한 일서 5:8.
ר (3 (자카르 · 남자, 창 1: 27, 3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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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여자를 보고 내게 봐1) 하는 존재이다. 남자인 아

담이 내게 와 하는 존재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로 시

집갔다. 둘은 부부다. 부부는 혈연관계2)다. 갈빗대 번

역이 바로 밑바닥에 닿았다이다. 이 닿았다3)의 부부관

계는 살4)이 닿았다이다.

브라트시오티스5)는 복음 곧 여성 이미지라 하였다.

두 부부는 서로 살이 닿아 남성의 씨를 낳는 것이 여

성이다. 구약적 의미로는 여성은 씨를 낳고 죽어간다.

희생의 의미로 이해된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

여서 신분을 확인하려 할 때 고기를 그리면 믿는 신앙

인의 자신신분을 알려준다. 고기6)는 먹을거리다. 영적

생명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살덩어리를 자식에게 주는,

죄송하지만 자식에게 먹히어가는 부모이다. 부모 특히

여자인 아내는 복음 의미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

담이고 듣는 자는 여자이다. 한 남자 아담 안7)에 있는

여자이다. 안에 있는 안 해 아내이다. 우리말의 아내다.

4) 錄名因子.
ה (1 (내게바 · 여자, 창 1: 27).
2) 창 3: 16.
ה (3 (타흐타나 · 밑바닥, 창 2: 21).
ר (4 (빠사르 · 살, 창 2: 21).

5) Bratsiotis, N. P, .TDOT Ⅱ, 317~332 ,בׂש

6) 출 16: 12.
ר (7 ל~ ר..  .(콜 빠사르..베콜~빠사르 · 복음을 전하는ל~

그 안, 창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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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런다움 아내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담과 하와 관계는 십자의 모습이다. 보편성1) 이해

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므로 수직2) 형태

이다. 오실자의 표상으로3) 아내와 떨어질 수 없는 관

계이되 인격성4)에서 성소를 향하여 선5) 두 사람은 수

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지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장소6)에 늘 만나야 하는 부부다. 그래서 십

자모양을 이루는 부부다.

아내는 아담을 그리워하며 산다. 그래서 여성은 늘

그립다는 말로 시를 짓는다. 하늘을 소망하는 땅이다.

하늘과 짝7)을 이루는 아다마 땅8)이다. 아담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러한 모습을 좋아 하

며 그리워하는 이가 아내 아다마이다. 아담의 첫글자

아9)는 시작을 좋아하는 신적인 요소를 지닌 남자 바로

1) Johan Coetzee, And Jonah Swam and Swam: Jonah's Body in 
deep Waters, OTE 17 · 4(2004), 525.

2) E, J. van Wolde, A Semiotic Analysis of Genesis 2~3,(The 
Netherlands's Assen: van Gorcum, 1989) 152.

3) Cedric H. Whitman, Euripides and the Full Circle of 
Myth,(Massachustt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Press, 1974), 110. 

4) 창 2: 18~25.
5)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서울: 두란노, 2003), 64~65.

6) 시1: 6, 7: 12, 13: 18, 19: 22, 23: 24.

7) 창 2: 6.
8) Theodore Hiebert, 「Adam and Eve」 The Yahwist's Landcpe: 

Nature Religion in Early Israel(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4.

.(알레프)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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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다. 따라서 성경에서 아2)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다. 절대자의 형상을 닮은 이를 좋아하여 가슴에 담은

이, 그래서 닮기를 바라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이가

바로 아담이다. 남자이다. 이러한 아담을 아다마는 그

리워한다.

절대자 바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

니라로 한 하나님을 아담은 가슴의 깊은 곳에 말씀으

로 기억한다. 바로 남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큰일을 한

다. 여자는 이 아담을 좋아해 늘 사모하며 그리워한다.

첫사랑을 그리워한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살려낸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담을 아다마 하와는 땅이 되어

하늘 뜻을 받든다. 키우는 땅이 되어 하늘같은 남편을

그리워한다. 첫사랑으로 그리워한다.

아담과 아다마는 부부일심동체다. 그래서 같이 물을

먹어야 사는 자3)다. 음식을 먹고 피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 거룩한 유전자 하나님을 닮은 지혜와 명철을

지니면서 이제는 은혜로 마음의 물을 퍼내 주는 아담

을 그리워하며 하와는 산다. 이브는 산다. 이쁘니는 산

다. 삶에 필요한 피를 주시어서 살게 되었다. 아담과

1) ,『알기 쉬운 히브리어』(서울:　쿰란 출판사, 2005), 64 · 

(알레프)א (2
3)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

와 같으니라(잠 18: 4)/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
찌라도 명철한 사람은 이것을 길어내느니라(잠 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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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하와는 사랑의 띠인 갈비뼈로 연결된 혈연관계이

다. 실제의 현실에서는 혈연이 아니지만.

아담과 예수님과의 구별은 아담은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을 가진 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첫사랑의 존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육의 사

랑을 받은 남자와 여자는 첫사랑 보물 가진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무늬 아

담 ⇢ 아다마 ⇢ 아담1)의 글자 리듬 무늬는 물결 무늬

의 리듬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남기고 싶어 하시

는 첫사랑의 리듬이다. 끈이다. 두 사람 부부가 온 세

상을 사랑으로 덮으라는 명령의 리듬이다. 하나님은 사

람 부부를 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첫사랑으로 세

상을 덮어가라 하시었다.

하나님의 명령 흔적이다. 세상을 사랑으로 덮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며 그 사

랑을 그리워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남기는 첫사랑뿐이다. 아담한 아담의 피 이어지

기이다. 아담을 너무 그리워하여 하아다마2)가 된 아다

마, 그래서 하아다마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으

1) 창 1: 26~9: 6.
ה (2 (하아다마 · 아담을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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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아가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꿈을 버리지 않

는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남자 아담과 더불어 하

나님을 기억하는 남자를 그리워하는 한 여인 하아다마

가 되어 서로 첫사랑을 지켜가는 일이다. 첫사랑을 그

리워하며 사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자를 만들 때 하나님을 닮은

남자 아담을 만드셨다. 이 아담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담하게 사는 일이다. 곁에 아담을 소

망하는 여자와 평생 같이 살면서 서로 하나님 세계를

그리워하는 첫사랑으로 살게 하시었다.

부부는 자식을 낳는 관계1)이다. 로버트 버전은 이들

은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2) 했다. 제임스 힐만은 이 둘

은 성적 차이와 부모가 되는 관계3)라 하였다. 아담 계

보4)는 10대째 노아5)로 이어지고 노아에서 다시 10의

10곱인 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6)을 얻는다. 구약의 특

징은 죽어가고 있는 진행형이다. 아벨7)의 죽임 당함에

서 인생의 허무를 보여주지만 결코 죽음이 헛되지 않

1) John Paul Heil, Blood and Water: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in John 18~21(Ann Arbor: U · M · I, 1995), 105. 

2) Robert D. Bergen,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International Academic, 1994), 258~259.  

3) James Hillman The Myth of Analysis, 216~217.    

4) 창 2: 4~5장.
5) 창 6: 1~11장.
6) 창 21: 5.
ל (7 (헤벨, 창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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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시려 아직도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죽어가

고 있는게 구약의 특징이다.

죽음이 끝나지 않는 죽음의 진행형1)을 문법으로 둔

구약의 성경은 첫사랑의 그리움을 두었다. 그리움의 대

명사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며2) 남자는 첫사랑 하나

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일을 시작하고 회사

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모두 첫사랑을 그리

워하는 일이다. 아내의 그리움은 남편이고 남편의 그리

움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있게 하여주신 절대자를 그

리워하며 하나님을 닮은 큰일을 한다. 둘은 그리움에

선다.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은 그리움으로

산다.

하늘이 푸를수록 복숭아 꽃 뺨으로

꽃부터 달아놓고 봄이 다 갈 무렵에

복숭아 알았아와요 하늘 푸름 안아요

살며시 푸르름을 더하며 잎이 나며

봄날이 짙을수록 그리움 파란꿈이

발그레 알았아와요 나무위로 앉아요

말로는 할 수 없어 이른 봄 나무위에

마음을 얹어놓아 꽃길에 앉아보며

꽃덩이 알았아와요 가슴이라 알리는

ה (1 (바야하레게후, 창 4: 8.
ה (2 (하아다마 · 아담 소망, 창 4: 10).



제7장 시냇물과 강과 우물과 샘의 회복성568

꽃 열매 보여드린 한낮엔 둥글게요

이브가 보여드린 열매가 빨갛지요

하늘을 들여놓아서 둥근 열매 달께요

그렇게 하시와요 예쁘게 웃도록 만

겨우우 가녀리게 피어나 볼꺼에요

봄빛에 알았아와요 메달리 듯 필께요

- 이영지 「알았아와요 이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살닿음이다. 복음관계이다. 가

장 깊은 곳에 닿았다1)는 복음의미이다. 우리말에 닿았

다2)라는 말이 있다. 아담과 하와3)의 아담 우물은 수

직4)성이다. 오실자의 표상으로,5) 된 모양6)으로 성소에

서야할7) 사람이기에 이 장소8)도 거룩한 의미를 지닌

다. 영혼9)문제이다. 영성문제이다.

)ּתי  (1 , 신 32: 22) · 깊은 곳에 ּיות(베타흐요트 · 깊은 
곳, 시 63: 9) · 깊은 곳 ּיה(타흐티이흐 · 깊은 곳, 시 86: 13).

.(다하트 · 밑에, 신 25:19)ת (2

3) Johan Coetzee, And Jonah Swam and Swam: Jonah's Body in 
deep Waters, OTE 17 · 4(2004), 525.

4) E, J. van Wolde, A Semiotic Analysis of Genesis 2~3,(The 
Netherlands's Assen: van Gorcum, 1989) 152.

5) Cedric H. Whitman, Euripides and the Full Circle of 
Myth,(Massachustt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Press, 1974), 110. 

6) 창 2: 18~25,

7) 송재근,『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서울: 두란노, 2003), 64~65.

8) 시1: 6, 7: 12, 13: 18, 19: 22, 23: 24.

9) Hanneke Reuling, Adam, eve: Hidden Meaning of Scripture」 
After Eden: Chorch of Genesis 3: 16: 21(Leiden: E. J. Brill, 20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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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사랑의 그리움 문법1). 첫사랑의 그리움 문법

첫사람=아담= =  아담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자다. 이때의 첫글자 아=배움= 아 알레프

는 시작 · 신적인 요소 · 나1)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

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로 하신하나님을 흠모한다. 아담

은 가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물을 끌어

올리는 자이다.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져서

사람이 된 아담은 아담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자이다.

아담은 물을 먹어야 사는 자2)인 동시에 배워야하는 자

이다. 피를 가진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자이다.

피를 나누어 가진 아내에게 그 동안 지혜와 명철을 하

나님에게서 얻은 그 은혜로 얻은 마음의 물을 퍼내는

자이다.

육이 된 아담은 피의 사람이다. 그러기에 오실 자 예

수님은 육신으로 둘째 아담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었

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피를 주시어서 살게 하

였고 아담과 아내 하와는 사랑의 띠인 갈비뼈로 연결

되었다. 성경의 부부 관계는 혈연의 관계이다.

아담과 예수님과의 구별은 아담은 땅에서 하나님이

1) ,『알기 쉬운 히브리어』(서울:　쿰란 출판사, 2005), 64 · 

2)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
와 같으니라(잠 18: 4).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
찌라도 명철한 사람은 이것을 길어내느니라(잠 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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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살은 자이고 예수님은 하

나님의 명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인

간의 죄를 감당하시었다. 이러한 구별은 인간이 예수님

을 본받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이다. 마리아

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과는 다르

다. 동시에 하늘에 오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이

시어 하늘의 사람임을 나타내시었다. 사람은 남자와 여

자와 결혼하고 이 땅의 육의 사람이 되어 산다. 그러하

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잘못으로 우상을 섬기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

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었고 그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다 함을 얻는다.

구약의 특징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미완료 형으로 아

담이 낳은 아벨1)의 죽임 당함을 제시한다. 억울한 아

벨이 형의 손에 죽는 일은 흔히 허무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부재2)로 해석되어지지만 히브리어 문법은 진

행형3)이다. 결코 죽음이 아직 끝나지 않음을 문법으로

하여 아직도 아벨이 살기를 소망하는 진행형이다. 곧

아담을 소망하는 하아다마4)이다.

아벨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5) 구약에서 죽음에

1) ( , 창 4: 8.

2) Mark Harold. McEntire,  29~30.

.(바야하레게후, 창 4: 8הּו (3

,(하아다마 · 아담 소망, 창 4: 10)ה (4

5) M. Civil,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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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잔다고 한다. 성경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

나님의 능력으로 잔다라는 표현이다. 제사 드려져1)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의 예물은 여럿 중에

서 마음대로 골라2)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골라3) 드리는 예물은 생명을 드리는 제사와는 전연 다

르다. 제사는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고 예물은 골

라서 선물로 드림으로 하여 가인의 제사는 가짜다.

우리말에 잡아라는 말이 있다. 제사를 드리는=잡아=

= 자바4)이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희생되시

었다.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생축을 제사=다잡아=

다자바 제사를 드리었다. 이러한 특징이 예수님과 관련

됨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2회 리듬으로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잡아= = 잡아5) · 제사를 드리고=리즈보아

흐 제바= =  리즈보아흐 제바6) · 제사를 드

리고= =  리즈보아흐 제바 조베아흐 자바7) · 제사

를 드리는=조브힘 자바= =  조브힘 자

바8)로 하여 잡아 3회 반복이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구

University of chicago, 21 vols(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971), 
539~554. 

1) ( · 제사를 드리는, 2076).

,(고르반 · 예물, 민 7:37)ן (2

,(골러 · 사로잡아, 왕하 24:16)גֹוה (3

.(자바 · 제사를 드리는, 2076)ה (4

י (5 .(이즈베후 지브헤 · 제사를 드리는, 신 33:19)חּו

ה (6 (리즈보아흐 제바 · 제사를 드리고, 삿 16:23).

ה (7 (조베아흐 자바 · 제사를 드리고, 삼상 2:13.

ה (8 .(조브힘 자바 · 제사를 드리는, 대하 7:4)י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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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서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증거 하시었다.

성경에서 애급 군대의 죽음1)은 과거형이다. 우상을

믿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땅에 묻히는 일2)도 완

전 죽음이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에

서 떠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곳으로 방향도 알지 못하

고 떠났다.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성경은 가인의 동생

아벨은 죽어가고 있는 중3)으로 한다.

구약의 인물들은 죽어가고 있는 진행형이다. 아직 죽

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을 죽어가고 있는 중으로 한

다. 구약문법은 죽음을 죽어가고 있는 현재형으로 한

다. 우상을 섬기던 아므람의 죽음은 주검으로 끝난다.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은 죽어가고 있는 현재형 문법

으로 되어 있다. 죽음과 주검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죽어가고 있는 현재형 문법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

시면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은 이 일어남을

수리마방진 리듬으로 11을 사용한다. 물론 동양의 마방

진 리듬 천부경에서도 이 의미가 수리로 된 회수를 11

회로 나타낸다. 또 천재시인 이상시 오감도 시제 4호에

서도 잠자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 혹은 죽어가

고 있는 거꾸로 된 숫자를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 일어

나라! 두 발로 굳게 서라 표시로 한다.

)ת (1 · 죽었더라, 창 7: 22).

.(바얌마트 · 죽었더라, 창 11: 32)ת (2

.(바야하레게후 · 죽어가고 있는, 창 4: 8)הּ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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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사랑 물 흐름2). 첫사랑 물 흐름

아담과 아다마는 서로 어울1)린다. 첫사랑 물 흐름

리듬은 뚜렷한 물결리듬을 이룬다. 아담=첫사람= =

 아담 아담을 소망하는 아다마의 아름다운 물 흐

름이 자연스러운 두 사람의 흐름 아담과 하아다마의

물결무늬 물 흐름 이미지이다. 아담 ⇢ 아다마 ⇢ 아

담2)의 물결무늬이다. 하나님이 그의 물, 말씀으로 세상

1) [* 28~1: 아담 ָא(아담)과 하아다마 הה(하아다마)의 리듬](   (2:8)ָאם  ⇢ (2:7)ָאם (2:7)ָאם   (2:5)ָאם  ⇢ (1:27)ָאם ⇢ (창 1:26)ָאם(6 :9 ~26 :1
                            ￬            ↗        ↘    ￪         ￬        ↗ 
ם ⇢ (2:19)ָאם ⇢ (2:19)ָאם (2:18)ָאם  ⇢ (2:16)ל~ָאם ⇢ (2:15)ָאם(2: 9)ה (2:7)ה (2:6)ה ⇢ (2:5)הה                          

(2:20) ⇢  
                                  ↘    ￪                       
(창 2:19)ה                                     

ָאם ⇢ (2:21)ל~ָאם  ⇢ (3:12)ָאם ⇢ (3:9)ל~ָאם ⇢ (3:8)ָאם  ⇢ (2: 25)ָאם ⇢ (2:23)ָאם ⇢ (2:22)ל~ָאם ⇢ (2:22)ן ~
(4:1)ָאם ⇢ (3: 24)ת~ָאם   (3:22)ָאם  ⇢ (3:21)ָאם     ּוָאם(3:17)
 ⇢ (4: 2)ה               (3:23)ת~ָאה (3:19)ָאה ⇢ (3:17)ָאה   ↘               ↗        ↘               ↗           ￬    
  ⇢ :ָאם 아담 ⇢ (4:5) ָאם (4:3)  ⇢ (4:5)ה
ה  ⇢   ⇢  (4:14)ה ⇢ (4:12)ה ⇢ (4:11)ן ~
 ⇢ (6 2)ָאם (6 1)ָאם (창 5:3)י ָאם ⇢ (아담 5:3)י~ָאם ⇢ (아담 5:3)ָאם
                                           ↘     ↗        ↘    ￪
ה                                               (6:1)ה (5:29)ן ~

 ⇢ (6:7)ָאם (6:7)ת~ָאם ⇢ (6:6)ת~ָאם ⇢ (6:5)ָאם ⇢ (6:3)ָאם ⇢ (6:3)ָאם
                                                     ￬        ↗      
(6:7)ה                                                    
             (7:23)ָאם  (7:21)ָאם (7:6)ל~ָאם        
 ⇢  (8:13)ה  ⇢ (8:8)ה (7:23)ה (7:8)ל~ה (6:20)ה                           ↘     ￪      ↘    ↗     ↘   ↗         
ָאם ⇢ (9:5)ָאם ⇢ (9: 5)ָאם      (8: 21)ָאם   (9: 6)ָאם ⇢ (9:6)ם
ה ↗   ↘              ￪    (9: 2)ה (8: 21)ת ~

ָאם ⇢  (9: 6)ת ~

2) 1: 26~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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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덮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이 물 흐름의 이

미지와 관련한 이어지기는 곧 사랑리듬에는 아담=

=  아담 아담 글자가 보여주는 피= = 담 이다. 우리

들 어른들은 옛날 흔히 담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 바로 피들= = 담밈
이라 하는데 가슴에 물이

담기는 일, 곧 살아 있는 말씀이 담기는 가슴이다. 살

아있다는 표시이다. 살아있기를 소망하여 절대자의 모

습 닮기를 바라는1)일은 살아있음의 증거 피가 살아있

는2) 일이다. 우리말 닮다 말 그대로 피가 닮아3)다.

닮는 일이나 닮은 일은 부모와 자식4)관계에서 아주

뚜렷하다.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

의 흔적5)으로 부모가 되는 관계6)이다. 아담7)은 그 계

보가 10대째 노아8)로 이어지고 노아에서 다시 10의 10

곱인 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다.9)

1) ( · 아담을 소망).

.(담마)ה (아다마) · 피 소망ה (2

.(듬마, 단 3: 25, 7: 5)ה (담마, 사 14: 11, 시 89: 6) · 피ה (3

4) John Paul Heil, Blood and Water: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in John 18~21(Ann Arbor: U · M · I, 1995), 105. 

5) Robert D. Bergen,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International Academic, 1994), 258~259.  

6) James Hillman The Myth of Analysis, 216~217.    

7) 창 2: 4~5장.

8) 창 6: 1~11장.

9) 창 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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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의 의미3). 결혼의 의미

사랑아 사랑아 ~ 창세기 2:7~25

생명나무와 에덴의 시학 20130714 ~ 李 英 芝

~결혼이력서: 난 당신 가슴이에요~

당신은 나의 가슴 갈비뼈 저는 당신

당신이 없다 면은 못살아1) 반쪽 가슴

안개2)는 이슬 눈으로 햇빛 볼 수 없어요

머리3)로 만나줘요 저녁엔 같이 해요

서로가 하늘구름 사랑을 만나 봐요

당신의 바다 사랑에 가슴 눈을 열어요

공다닥 콩닥콩닥 포로르 날아가는

에덴의 동산에서 가슴4)을 보여줘요

흐르는 사랑 물길로 싸비비5)어 주세요

온종일 사랑하는 일로만 살아갈래

구슬땀 흘려가며 주시는 금반지6)와

진주7)로 걸어주시고 손가락에 끼워준

말씀의 목거리로 한 목숨 다 바쳐서

구스 땅 거기라도 흐르며8) 닦아내며

날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오오오

오오오 아니에요 당신을 봐야하리

1) 2:5.

2) 창 2:6).

3) 창 2:7.

4) 창 2:9.

5) 창 2:10.

6) 창 2:11.

7) 창 2:12.

8) 창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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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보이게 해 주세요 사랑 들고

앗수르 거기에서도 우리 같이 전해요

흐르는1) 말씀 강을 열어서 가슴으로

입2)으로 말씀전할 말하게 사랑한다

푸덩덩 깊으디 깊은 말씀 강3)을 전해요

우리는 서로서로 반쪽의 가슴예요

눈으로 봐야4)해요 제에발 보여줘요

터엉 빈 당신 옆구리 사랑 들여 놓게요5)

입으로 맞추어서 새들아 지저귀라

오리야 새끼 모아 떼 지어 다니거라

가슴이 쏟아지도록6) 서로서로 불러요

당신7)을 생각해요 당신의 가슴에요

온 통 제 생각뿐인 당신이 사랑하는

말씀이 쏟아져 나와 흐르느라 넘쳐요

그대가 들었어요 가슴이 들어있어

당신이 하라하매 저는 늘 말하느라

당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복음8)이

당신은 말씀이고 전 다만 전하려는

당신이 하라 하매 전하는 살아덩이

당신의 갈빗뼈에서 잘린9) 가슴이에요

1) 2:14)/

2) 창 2:14.

3) 창 2:14.

4) 창 2:18.

5) 창 2:20.

6) 창 2:20.

7) 창 2:21.

8) 창 2:21.

9) 창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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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조잘조잘, 쪼르르 쫑알쫑알

떠드는 여자에요1) 당신이 묻어나는

제가요 향기2)이에요 여자에요 아내요

잘룩한 허리이며 하 예쁜 얼굴이며

당신이 눈3) 못 떼는 사랑의 그대덩이4)

당신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5) 이에요

당신이 가슴으로 밀어준 당신 여자6).

물 위의 한 지붕7)에 가슴을 맞대8)가며

서로가 사랑하느라 아파하는 부부요9)

하나님 닮은 당신의 가슴10)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 이영지「부부요」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쓴 본 연구자의 결혼 시이다.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런데 처음 때에는 안개만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안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글자에서 미

음자만 뺀 즉 아담11)의 물 맴만 빠진다. 그래서 안

개 히브리어는 아드12)이다. 나의 가슴, 성경에서 나는

1) 2:22.

2) 창 2:23,

3) 창 2:23,

4) 창 2:22.

5) 창 2:22.

6) 창 2:23.

7) 창 2:25.

8) 창 2:25.

9) 이영지, 결혼의 이력서 ~ 난 당신의 가슴이에요. 「한국문인교회 예
배」(서울: 동천아카데미 5층, 2~13,) 7월 14일, 오후 4시.

10) 아담.

11) ָא(아담 · 아담, 창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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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뿐이므로 하나님의 가슴이다. 곧 하나님의 마음

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

마음1)이다. 마음을 얼굴에 나타낸 때가 이 지상에 안

개만 있는 때이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두 사람은 서로 얼굴에

그 마음이 나타난다.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이다. 행복하게 이 지상에서 사랑을 이룰 것 같

은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다. 사람을 만들고자 마음을

잡수셨고 곧 이어서 사람 아주 하 아담한 남자 하 아

담2)을 흙으로 만드신다. 이때 흙이 아파라3)이다. 하나

님이 만지시느라 아파라 하는 아담을 온 정성 기울여

하나님은 흙으로 하나님 눈과 입과 머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 아담을 하나님은 엣따 하

아담4) 하고 세상에 던지셨다. 흙에 하나님의 숨을 불

어넣으셔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인 내가 가슴에 말씀,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만들어 낸 사람 아담이다. 하나

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대로 있는 땅5)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다.

12) ( · 안개, 창 2:6).

.(프네~하아다마 · 지면에, 창 2:6)י~הה (1

.(에트~하아담 · 사람을, 창 2:7)ת ~ָאם (2

.(아파르 · 흙, 창 2:7)ר (3

,(에트~하아담 · 사람을, 창 2:7)ת ~ָאם (4

.(하아다마 · 땅, 창 2:7)ָא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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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땅에서 흙을 집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까.

늘 아담을 소망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하

아다마 아담을 소망하는 땅1)이어서이다. 땅도 하나님

으로부터 왔기에 정관사를 덧 붙여서 하아다마 하신다.

사람 코에 생령을 불어넣으시니 숨이 있게 된 아담이

다. 하나님이 너 내 하여2)라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목적을 드러내시면서

입으로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처할 에덴을 마련하시어 늘 눈으

로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 가슴을 보여주시려 에

덴동산을 두시었다. 눈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 언약

양식으로 보여주신 일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라하시니

우리들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동산을 눈

으로 보라 하신다.

바로 눈3)으로 시작되는 에덴4)을 주신 것이다. 이 눈

은 수치는 70을 의미한다. 7의 10배이다. 하나님의 눈

에 대한 결정적 완전수의 무흠을 말한다. 진리를 분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온 세계가 다시 보이는 눈이

다. 에덴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들이기

1) ָא~ ן( ~하아다마 · 땅, 창 2:7).

ה (2 .(레네페쉬 하야 · 생령)ׁש

.(아인 · 눈, 스 5:5)ן (3

.ן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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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존재 하는 곳이어서이다. 이 일의 증거는 증거

궤1)를 아주 잘 두는2) 곳이어서이다. 증거3)로 아들4)

을 두시는 곳이다. 향기를 두는 곳!

이스라엘아들으라우리하나님여호와는오직하나인여호와시니

 ┃      ~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 ┃에하드, 신 6: 4)

큰 글자표시를 모아 보면 아드 아드가 되는데 바로

아드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증거 한다. 사람에게도 아

들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아드님이 없을 수 있는

가. 하나님에게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가 있으심을 알

리려 증거=아드= = 아드 5)님을 주시었다. 외롭게 하

시 않으시려6) 그리고 오래오래7) 대를 이어가게 하시

었다. 그리고는 가슴을 열어8) 우리에게 사방팔방으로

보이시었다. 사방팔방으로 열려진 문9)에서 모두모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예수라는 문으로

דּו (1 )רֹון 하에두트 · 증거궤).

 (하에두트 · 증거, 출 25: 22, 26: 33, 40: 3, 21; 레 16: 13; 수דּות (2
4: 16.

 :(하에두트 · 증거, 출 26: 34, 27: 21, 30: 6, 26, 36, 31: 7, 39ת (3
35, 40: 5; 레 24: 3; 민 7: 89.

.(아드 · 증거)ד~ (4

.(아드 · 증거)ד (5

6) George H. Van Kooten,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Leiden: Brill, 2005), 61: 

.(올람 · 영원히)עֹום (7

.의 (달레트 · 문 가슴)ן (8

.(달레트, dalet · 문)ת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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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게 하시었다. 문은 기둥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

진리의 기둥에 매달려야 한다.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

아노에 매달려야 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매달려

야 한다. 믿음이 좋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야

한다. 이 매달림은 성경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

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1) 마음이

가난하여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함께 가도록 보여주

신 길을 함께 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가슴을

달고 있어야 한다. 가슴을 드리며 사는 삶은 드림의 삶

이다.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길어 올리는 일은 먼저 다윋이 하였다. 다윋은 하나님

말씀에 뜨겁고 끓는 가슴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입=페= 페2)하고 입3)으로 말씀 전하는 입의 중요성

은 한 사람만이 아닌 여러 사람 곧 백성들과 관련된다.

백성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가슴에 말씀이 젖

꼭지처럼 돋으4)면 볼록해지면 결혼하게5) 하신다. 그

런데 신기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또 발견되는데 돋아나

1) 1:5.

2)  (페 · 입).

.(피하 · 입, 민 16: 30)י(페하 · 입) · 입 ה  (3

 (다데하 · 도다, 잠י돋아  · (도드 · 삼촌 · 연애 · 레 10:4 등)ּדֹוּד  (4
5:19) · 돋아 י(다데 · 돋아, 겔 23:3).

5) 강성열,『성경으로 보는 결혼 은유』(서울: 성광 문학사, 1998),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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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돋아1)가 바로 즐거움으로 감사한다.

결혼하여 합심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부 하늘

구름2)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면 구름

하늘3) 위로 오르신 그대로 오신4)이를 믿는 결혼생활

이 이어진다. 하나님 일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일을 보라5)하며 자랑하고 살아간다. 물고기6)로 물 위

를 유영하며 그 힘이 대단7)해 진다. 영화『쿼바디스』

에서 베드로가 남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듯이

그 뒤를 그대로 졸졸 따라 살아간다. 마치 남자 주인공

비니키우스가 소국 공주 리기아에게 한 눈에 반했을

때 리기아가 그려 보인 물고기로 알아보듯이 서로 알

아보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간다. 아예 입천장에 아주

붙어서8) 오래오래 그리스도인의 삶을 에덴 하며 즐거

웁게 살아간다. 많은 사람 앞에서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과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랑 실천9)을 하시

었듯이 사람은 물고기 두 마리가 되어 살아간다.

1) 돋아 ֹוּת(토다) 본문 תתֹו(토도트 · 감사 찬송하는 자의, 느 
12:31). 

ר (2 א  .(임~아나네 쉐마야 · 하늘 구름, 단 7: 13)ם~י

 .(쉐하킴 · 하늘, 잠 8: 28)ים (3

4) 히 12: 1.

.(힌네~아아브, 왕상 18: 44)ה~ב (5

6) 에덴 ן(에덴)의 ן(Nun · 물고기).

7) 눈 수치는 50.

.(눈, Nun · 물고기, 규정)נּון (8

9) 마 14: 19, 15: 36; 막 8: 6; 눅 9: 16, 24: 30; 요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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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덴은 어떤 곳인가 4). 에덴은 어떤 곳인가 

우리들의 삶은 물고기 삶이다. 바다에서 물을 마음껏

먹은 다음 이 먹은 물, 몸에 든 물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으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일!

이 물고기는 사람에게만 먹히는 것이 아니라 문양으로

남아 자가용 뒤에 붙이어 져서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신호로 쓰인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분을 확인

하려 할 때도 물고기를 그려 보이면 신분이 확인된 암

호 물고기는 한국의 많은 무덤들 앞에도 이 물고기를

비석에 표시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해지는

무언의 연속적 사건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거기(창 2:8)1)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창 2:10)2)

에덴은 성경에서 12회3) 반복된다. 하나님이 에덴4)을

1)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창 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거기(창 2:8)
ם ם ןם ן ~ ים הה

   AB  CW.VQIMZS P.NMS P.NMS  P.NE ~ NMS NMP NE
2)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부터 가라져 네 근

원이 되었으니(창 2:10).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창 2:10)
קֹות    ן ר      רא
  P.VHNG    P.NE    VQPA    C.NMS
  적시고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에덴 · 복락, 기쁨, 창 2:8, 10, 15, 3:23, 24, 4:16; 사 51:3; 겔ן (3
28:13, 31:9, 16; 18, 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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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1) 와서 에덴동산에서 결

혼하여 잘 살 수 있게 하신데 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

서 살며 지키게 하시고2) 토지를 갈게3) 하시며 생명나

무의 길4)인 에덴동산을 지키게 하시려 하였다. 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소리5)가 있게 하시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

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

장 된 소고와 비파6)가 있게 하시었다. 가지 모양이 아

름다운7) 나무가 있어 위로를 받는 곳8)이며 영화와 광

대함이 있는 곳9) 하나님으로 하여 에덴동산10)이 있다.

4) ( · 복락, 기쁨, 창 2: 10).

.(미에덴 · 에덴으로부터(창 2:10)ן  (1

2)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이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3)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
지를 갈게 하시니라(창 3:23).

4)   이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
루 도는 화엄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4). 

5)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여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
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 

6)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
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
었었도다(겔 28:13).

7)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하나님의 동산 에덴
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더라(겔 31:9).

8)  내가 구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의 열국
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
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어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
느니라(겔 31:16).

9)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게 에덴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겔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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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네 강까지 만드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1)의 길을 위해 하나2)에서 네 곳으로3) 나누시었

다. 처음 강은 강라는 글자가 없고 다만 하나를 위하여

서 펼쳐지기4)위하여라 하였다.

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 에덴동산은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 역할은 아담의 아내이다. 아내는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 만들었는데 곧 하나님의 백성들

에게 좋은 말씀 물을 먹이는 아내로 하여 말씀이 펼쳐

지게5)하였다. 시키시는 일을 입으로 끝까지 말씀 전하

려 하시었다. 그런데 말씀전하는 처음 강 하나를 성경

은 셈 하에하드6)로 표시된다.

그 하나는 다름 아닌 비손7)이다. '그 하나의 거기'

위치는 현재 확실한 곳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 하나 거

기이다. 숨 쉼 글자 하를 글자 양쪽에 표시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자 인8)을 치자 하시며 숨 쉬

10)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같이 되었고 황
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겔 36:35).

1)  ( · 하나, 창 1: 5, 9).

.(하에하드 · 그 하나, 창 2: 11)ד (2

3) Godfrey. Driver, Canaanite Myths and Legends(Edinburgh: T. & 
T. Clark, 1978), 97~109. 

.(레아레바아 · 펼쳐지기)ַאה (4

 :(창 3י · (시 128: 3; 잠 18: 20)ה  ;(페라드 · 펼치, 창 2: 14ד (5
 (창 2: 14; 렘ת · ()시 127: 3י ,(시 21: 10)מֹו · (시 1: 3)ל~י · (2
51: 63). 

ד. (6 .(쉠 하에하드 · 그 하나 거기, 창 2:11)ם
.(비손)ין (7
.(자인 · 연장)ז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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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시었다. 문학 언어로 구성된 이 한 강는 숭숭 구

멍이 나 있는 모래땅이다. 이곳에서 금이 만들어지는

데, 이때 연장, 곧 예수님은 하자 해 봐1)하시었다. 양

쪽으로 숨통을 열어2) 주신 이 엄청난 성경의 비밀은

결혼 이야기가 되는데 이 때 결혼이란 살려 주신다 뜻

이다. 숨 쉼 양쪽에 연장 자 인3)를 끼워 넣었다. 우리

들은 하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바로 연장을 하나

님의 아드님이 주시어 땅. 곧 하나님의 집 안에 넣어

우리를 숨 쉬게 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 만들기 위한

강이 비손강이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 장이기도 하는 비젼의 강은 글

자그대로 비젼의 강이다. 글자풀이는 하나님이 시키시

는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문학적 표현으로는

쓸모없는 모래땅을 전부 금 곧 말씀으로 싸 바른4)곳이

다. 이러한 금5)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은 빙빙 돌며 껑

ב (1 (하자하브 · 금이 있는, 창 2:11).
ב (2 (하자하브)의  (하 하).
3) (자인 · 연장).

4) ( , 창 2:11, 싸비비, 시 44:14; 레 9:18; 욥 22:10).

5) 곧 예수님이 만들어 지는 이 베델리엄 ה(하브돌라 · 진주,,창 2: 
12)는 우리말에 돌라 돌아라에 하 곧 아주 많이가 붙어 아주 많이 돌아라, 
곧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땅이라는 말이다.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만나는 금 
항아리에 넣어진 만나 곧 광야 40년에서 먹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하루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땅에 퍼져 있는 곧 사람들, 사금을 
모아 귀한 금을 만들어냄으로 비유되었다. 

     이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흘러가는 강물 따라 흘러간다. 물은 광
야 하윌라 땅을(창 2: 11) 둘러싸고 그 곳의 금(주의 계명)을 가지고 흐른다. 
금이 나오는 곳의 물은 금광 속의 물로 삼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이때 
만들어지는 모래는 금을 나오게 한다. 일곱째 날에 애급에서 가지고 나온 금
을 성전에 바른다. 금이 나오는 모레는 하윌라(창 2: 11)에서 온 땅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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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껑충 뛴다. 주의 계명은 금보다 좋으리1)의 호마노2)

역시 또 하나님이 양쪽에서 숨 쉬게 하신다. 하3) 하고

숨 쉬도록 그 사이에 예수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계신다. 그렇게 하심4)으로 우리가 사는 그 하나 강이

다. 사역하는 우리들도 말씀 물5)을 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곧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

기 위해서다.

사람이 결혼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강

에서이다. 거듭남 뜻을 지닌 둘째의 강은 처음으로 강

이라는 말을 쓴다. 곧 기혼강이다. 구스 땅을 휘돌아

싸안고 도는 검은 땅이다. 두 사람이 거듭나 전연 딴사

람이 되어가는 이 강은 하나로6) 뭉치는 강이다. 히브

리어로 하나로이다. 둘이 하나로 되는 이 강 역시 두

사람이 숨 쉬게 되는 강이다. 한 지붕아래 둘이 살면서

숨 쉬는 이 자유로움은 둘이면서 하나로7) 되어 하나8)

로 하하9) 하며 좋아한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

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

포위하여 빙빙 돌아가며 춤을 춘다. 우리말에 빙빙돌다라는 말이 있다. 

(토브 · 승하니이다, 시 119: 72)טוב~ל (1

2) 창 2:12.

3) (하 · 숨 쉼).

.(하쇼함 · 호마노, 창 2:12)ם (4

.(멤 · 물)ם (5

.(하나하르 · 강, 창 2:14)ר (6

.(하나하르 · 강, 창 2:14)ר (7

8)  (하 하 · 두 번의 숨 쉼 의미).

.(흐 흐 · 두 번의 숨 쉼 의미)ה 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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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며 하 좋아 하는 강이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되는 이들은 둘이 하나로 되어, 둘 중에 누구든

지 하나가 희생할 때에 집안의 화목은 유지된다. 양보

하는 관계는 절대 가정 화목이다.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은혜를 갚기 위해 강 기혼1)에서

분출하다, 솟아나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작은 골짜기 지역을 흐른다. 일찍이 낮고 낮은 마굿간

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듯이 두 번째의 강은 졸졸흐르

며 아주 낮은 곳에서 아름다운 무늬로 제잘 거리며 시

냇물=나할= = 나할2)일을 한다. 성경의 강=나하르=

나하르= = 나하르는 나 하러 가는 강으로 에덴의 동
산에서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다. 우리들이 즐겨하는 사

업 의미가 되는 이 졸졸 흐르는 강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졸졸 흐르며 좋아하는 부부와 같다. 졸졸 따라 흐

르며 반짝이며 보여주는 나 할 일은 바로 내 해이기에

내 할 일을 한다. 나할3) 일을 부지런히 하며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한다. 믿음생활에서 서로 나누어4) 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서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 강은

예루살렘 성 밖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졸졸졸 흐르

)יחֹו (1 ),

.(나할 · 시냇가)ל (2

.(나할 · 시냇물)ל (3

.(베히트나할템 · 나눌 것이니, 민 33: 54)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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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예루살렘에 물을 대 준다. 탈바꿈하면서 유프라데

강을 향해 말씀 든든히 잡고 흐른다.

성경은 결혼과 관련하여도 셋째 강을 펼친다. 물을

내뿜어 터져 나오는 힛데겔1) 강이다. 어려움을 잘 통

과하며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의 일

을 한다.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이 셋째강은 남

쪽에서 북방 유브라데까지 가는 강으로, 유부라데 강을

위한 강이다. 의미는 말씀을 전하는 강이다. 말씀 전하

기 위해서 서로 합친 것이다.

힛데겔은 하드 + 칼로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의미는

날카롭고도 빠르고 신속하게 흐르는 물살이다. 말씀을

빠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니엘이 포로기 때

정월 이십사일에 힛데겔 강가에서 일어난 환상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2)분을 보았다. 부부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3)을 보는 일이다. 티그리스강은 강 상

류가 넓으며, 강폭이 유프라데강보다 좁고, 터키 국경

과 바그다드와의 고도차가 300m 이상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강물이 많고 흐르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부부

1) ( · 창 2:14).

2) 단 10: 4.

3)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
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
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
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
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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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하여 화살처럼 빨리 나는 힘의 능력을 가진다.

에덴의 셋째강 동편은 성경에서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

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

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

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

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1)의 강이다.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나약한 두 사람이 결혼하여

서 얻는 좋은 자리이다.

생명의 강 넷째 유브라데 강은 생명을 살리는 강이

다. 유프라데 강은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기에 생명의

젖줄 근원2)이다. 둘이 하나로 모아지는 유브라데 강은

문이 되며 입술이 된다. 말씀 전하기 위한 강이다. 파

랗게 흐르며 푸르게 흐르며 온 바다가 온통 파랗다. 이

푸르고 파아라 파아라3)서 파랗다= = 파랗다4) 푸

르러서= = 푸르러서5) 내가 번성케 하리니= =

1) 43:1~4.

2) Mullen, The Assembly of the God's(1986), 132, n. 7.

3) (파아라아 · 생육 · 번성, 출 1:7; 사 11:1).

.(파라트 · 열매맺다 호 13:15)ת (4

.(프로쯔 · 창성, 출 1:12)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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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히프래티1)의 유프르다데2)강이다. 바로 전치사가

붙은3) 베와 히4)를 빼면 파랗다이다.

네 강의 중심이 되는 이 강은 4: 4개념으로 1이 되는

강이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 시들 줄 모

르는 푸르름 유브라데 강이다. 큰 강이다. 하수5)이다.

비젼의 강 비손은 사프완에서 유브라데강과 합쳐진 후

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간다. 거기서부터 페르시아만까

지는 비손 강이라 부르지 않고 유브라데 강이라 부른

다. 기혼 강은 코람사르에서 유브라데 강과 합쳐지고,

힛데겔 강은 쿠르나에서 유브라데 강과 합쳐진 후 페

르시아만으로 흘러간다. 강이 합쳐진 후에 페르시아 만

까지의 강은 더 이상 비손 강도, 기혼 강도, 힛데겔 강

도 아닌 오직 유브라데 강이다. 모든 강물은 유브라데

강으로 되는 이 강은 입으로 말씀전함 특히 부부가 합

하여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에덴동산의 네

강으로 보여준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강이다.

모든 강물이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6) 수

1) ( · 내가..번성케하리니, 창 17:6).

.(이파레드, 창 2: 10)ד (2

.(페라트. 창 2: 14)ת (3

4) (베히).

5) 출 23:31, 신 1:7, 사 7:20.

6)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
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1~2).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
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
명 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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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 흐

른다. 하나님 보좌 앞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새로운

과일이 잘 맺히고 모든 나라가 여기서 산다. 왜 생명나

무가 잘 살게 되는가. 강이 다섯도 아니고 셋도 아닌

넷은 죽음 의미로 악이 그 위력을 떨치는 때1)이다. 이

때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로 하여금 죄악이 한 번에 씻

어지게 하시는 의미를 전달한다. 유브라데 강은 에덴동

산에서 넷째 강 열매로 죽어야 사는 의미이다.

부부문제나 삶의 문제는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7...로 서로 온전히 죽어질 때 사는 의

미다. 넷째의 이 4는 완전한 동침 즉 4: 4의 개념이다.

일곱째 날은 7: 7로서 한 날 즉 주의 날이 되며 구약

전체의 의미가 전하는 죽어야 산다이다. 성경은 일의

설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표현을 통하여 한

번에 씻어짐을 나타낸 이 단 한 길이며 그리고 그토록

열망하는 에덴시학의 길이다. 하나는 하나 오로지 유일

한=하에하드= = 하에하드2)로 시작하여 에하드=

= 에하드3)로 끝난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늘로 시작하여 하늘로 끝난다.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1~2)

1) 김재구, Ibid.

2) (하에하드 · 하나, D.AMS · 관사, 완료, 남성단수, 창 2:11).

.(에하드 · 하나, D.AMS · 관사, 완료, 남성단수, 창 2:24)ד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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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몸부부

부부는 서약을 한다. 좋은 집 포르르 날아가는 에덴

동산1)을 마련하고 사랑의 가슴 물길로 싸비비2)어 진

다. 온종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래땅에서 구슬땀으로

일하여서 엮어진 금반지3)를 아내 손에 끼워주고 진

주4)이슬 목거리 까지 걸어준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지옥의 구스땅으로 흐르며5) 십자가에 달린다. 아내와

남편은 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피와 땀을

다 쏟는다.

그리고 밤낮으로 바라보며 가슴을 열어 놓는다. 이러

한 남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여 남편

의 자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경에서야 다시 아내

는 남편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곳에 남편이 서 있기를

바란다. 이 바람이 이루어 진 날6) 넓은 말씀의 강에서

두 부부는 감사하며 말씀전하고7) 그 깊이가 더하여 죽

어야 사는 아침8) 을 만든다. 이 희생정신으로만 이루

어진 가정은 서로들 반쪽가슴을 가진 존재이며 당신의

반쪽가슴과 반쪽가슴이 만나 말씀을 맞추어 일9)을 한

1) 2:9.

2) 창 2:10.

3) 창 2:11.

4) 창 2:12.

5) 창 2:13.

6) 창 2:14.

7) 창 2:14.

8) 창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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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하는 일은 가슴의 말들이 쏟아

지게 부르짖게1) 된다. 밤이나 낮이나 서로 붙어 다니

며 당신과 나2) 사이의 관계에서 여자는 남편의 하나님

말씀을 가득 담은 가슴에 들어서서 복음이 된다. 복음

을 전한다. 복음덩어리로 움직이면서 당신이 하라는 데

로 움직이는 복음3) 부부이다. 여자는 복음전하고 남자

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자와 기록자의 관계는 말씀을

내는 자, 곧 명령자와 전달자가 되어 전하는 사람과 묵

상하는 자 사이가 하나가 되는 부부이다. 남자의 가슴

뼈가 잘려진 가슴4)으로 만들어진 여자는 입으로 조잘

조잘, 쫑알쫑알 잘도 떠들면서 복음5) 향기가 눈으로

보이는6) 지경까지 간다.

보통으로 여자에겐 향기가 있어서 남자들 마음을 잡

는다. 잘룩한 허리며 아름다운 얼굴이며 긴 머리칼 때

문에 사랑하는 남자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의 귀한 가치는 복음 곧 남자의

갈빗대인 남자의 가슴으로 만든 마음이 담긴 여자이어

서다. 복음7)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8)이이다.

9) 2:18.

1) 창 2:20.

2) 창 2:21.

3) 창 2:21.

4) 창 2:23.

5) 창 2:22.

6) 창 2:23.

7) 창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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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떠난다. 이성만이 아니라면서

이상향을 찾아 떠난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지는 그 결

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

시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 분의 아드님을 주시었

기에 그 증거가 되고 사람은 이 지상에서 마음으로 행

복을 느끼며 살도록 허락하시었다. 그 방법에 또 다른

길이 있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남편의 말씀을 들고 사는 여자!1) 이제 깊은 물에서

떠나 물 위를 걸으며 세상의 물 위에서 한 지붕을 이

루고 가슴을 맞댄2)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미리 맞보는 일이다. 싸울 때

도 많고 괴로움도 많다. 이제 아름답던 머리와 얼굴이

변하여 가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맛보면서 그러

나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는 부부이다.

부부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전해지지만 이 세상의

삶에서 유일한 동반자가 된다. 그러기에 동반자라는 이

름이 붙여진다. 부모나 형제보다 가장 가까운 이 사이

는 사랑으로 엮어진 사이이다. 이 사랑에 대하여 히브

리어는 아파라는 말로 대신한다.

8) 2:22.

1) 창 2:23.

2) 창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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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보야 나좀 살려 줘

~ 에덴의 시학

가장 아파하는 사이가 부부사이이다. 그러기에 서로

가 느끼는 상대방의 결정에 대한 연민에 대한 연정으

로 바라보는 일이다.

이 연민은 안쓰러움이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상대방인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기에 일생이 함께 늙

어가는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는 내가 망가지는 일이기

도 하다. 가지고 있던 나만의 가장 특별한 재능이나 좋

은 몸매가 망가지는 일이기도 하다.

하나만 하시1)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움마 페2) 뱉어야 할3) 과일을 먹고나서

사랑 임4) 봐 요걸5)먹어 봐요 봐요 멕이고

그러자 알몸부부 눈 밝아6) 밝디밝아7)

몸둘이 말씀덩이 알몸을 보았어요.

얼빠져8) 말씀 되묻어9) 돋아나야 할 둘이

서로들 알몸10)덩이 말 덩이 물 덩어리

알몸을 부랴부랴 잎으로 하 고롷게11)

1) ( · 뱀이, 창 3:1).

.(움므페리 · 실과, 창 3:3)ּוי (2

.(바터팔 · 먹고, 창 3:7)אל (3

.부(임아 · 자기와 함께한, 창 3:7)ּה (4

.(바요칼 · 그도 먹은지라, 창 3:6)ּיאל (5

.(파카 · 밝아, 창 3:7)ח (6

.(밝디밝아나 · 이에 밝아, 창 3:7)ה (7

.(토클루 · 먹지도, 창 3:3)אלּו (8

תּון (9 .(모트 테무툰 · 결코 너희가 죽지, 창 3:4)מֹות

.(에루밈믐 · 몸이 벗은, 창 3:7)י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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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르고 밋뵈어1)질까 골내실2)이 두려워

야 내가 오래오래 아꼈던3) 내 과일을

내 과일 내음새만 향기만 맡아란데

아담이 이 마디4) 때문 쩔쩔매며 엎디는

하나님 나타낸5) 걸 이브가 시켜서요

하나만 하시6)라며 존댓말 뱀에게로

와르르7) 무너져 헤메8) 바보9)바보 우리들

하늘이 데려다10) 준 아기를 배에 넣어11)

남편의 곁에서12)만 남편의 임몸살13)로

봐 어때14) 향기 주는 이 그 곁에서 살아요

어미로 있을테야15) 비지땀16) 흘려주는

정말로 이레 비싼17) 옷 입힌 하나님이

너희들 에덴동산에서 사라지라18) 얘 가라19)

11) ( · 치마를, 창 3:7).

.(밋브네 · 낯을 피하여, 창 3:8)י (1

2) (콜랠 · 하나님의 소리, 창 3:10).

.(아칼르트 · 네가 먹었느냐, 창 3:11)ָאת (3

.부(이마디 · 나와 함께 하신, 창 3:12티)י (4

.(나트나 · 내게 주므로, 창 3:12)ה~י (5

.(하나하시 · 뱀이, 창 3:13)ׁש (6

.(아루루 · 저주를 받아, 창 3:15)ָארּור (7

.(하브헤마 · 짐승, 창 3:14)ה (8

.(브에바 · 원수, 창 3:15)יה (9

.(데르디 · 네가 낳을 것이며, 창 3:16)י (10

11) (브헤로네흐 · 잉태, 창 3:16).

12) (트수카테흐 · 사모하고, 창 3:16).

.(임몸살 · 다스릴, 창 3:16)ל (13

.(브에째브 · 수고하고)ב (14

15) ּא(이스테하 · 네 아내, 창 3:17).
,(브제아트 · 땅이 흘러야, 창 3:19)ת (16

.(바야레비싼 · 입히시니라, 창 3:21)ם (17

.(바이솨르헤후 · 그 사람을 내보내어, 창 3:23)הּו (18

. (바예가레쉬 · 이같이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창 3:24)ׁ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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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앙 값비싼 옷 입혀준 그이 곁에

사랑을 반지끼고 동그란 사랑으로

결혼식 올렸나이다 그래그래 오옳지

~ 사랑아 사랑아 24(~ 창세기 3:1~끝)

이영지 「알몸부부」

아담과 이브는 결혼하여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다. 이 알몸부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었

다. 이 옷을 입고 아담과 이브는 세상 밖에서 지낸다.

하나 하시1)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 풀어2)나가야 할 에덴의 과일을 먹고 쫓겨난 제[ 복

을 제가 찬 아담과 하와! 사람이 되고 싶은 목적을 이

루기 위해 하나하시라는 뱀의 존댓말을 듣고 감동한

하와는3) 과일을 먹고도 사랑하는 임 4)에게 봐 요걸5)

하면서 멕이고 눈이 밝아6)져, 아주 밝디밝아7)져 하나

님이 주신 알몸임을 보고 나뭇잎으로 가린다.

아담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는 남편 곧, 하나님의 형

상을 닮은 하늘같은 남편에게도8) 묻지 않고 하나 하시

라는 달콤한 배암의 존댓말에 넘어가 과일 먹은 후 남

편에게도 요걸요걸 먹으라며 멕이고 에덴에서 쫓겨난

1) ( · 뱀이, 창 3:1).

.(움므페리 · 실과, 창 3:3)ּוי (2

.(바터팔 · 먹고, 창 3:7)אל (3

4) 부(임아 · 자기와 함께한, 창 3:7).

.(바요칼 · 그도 먹은지라, 창 3:6)ּיאל (5

.(파카 · 밝아, 창 3:7)ח (6

.(밝디밝아나 · 이에 밝아, 창 3:7)ה (7

. (크네게도 · 베필, 창 3 :18)ֹ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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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만들어 해 주는 음식을 먹는다.

먹어서는 아니 될 뱉어야 할1) 과일로 푸리2)라하며 자

신이 풀지도 못하면서 푸리요3)하신 과일을 먹은 것이

다. 입으로 마음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버들피리 보리피

리 하나님의 아들이 피리불어야 할 일을 하려 한 것이

다. 아담과 이브는 향기만 맡기만 하면 되는 과일을 따

먹은 것이다. 향기를 없애버린 것이다. 하나님만이 아

름다운 소리를 내시는 피리를 탐내 과일향기 피리4)를

먹어버린 것이다. 이걸5)을 먹어요 하는 하와의 청에

아담은 낼름 받아먹은 것이다. 둘이 같이 먹은 바로 어

르신이 하실 요6)일을 가로챈 것이다. 향기 진동의 에

덴을 삭막하게 한 것이다.

그제야 님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알몸7) 자신들 말씀

덩어리 물 덩어리임을 알고 번제 때 사용되는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걸고8) 두려워 나무 뒤에 숨는다. 날 닮

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밉뵈어9)진 알몸부부는 있다

뵈10)요 숨었다. 아 아가11) 어디 있느냐 날 잡고 중심을

1) א( · 먹고, 창 3:7).

.(프리 · 열매, 과일)י (2

.(피르요 · 실과, 아 8:12)יֹו (3

.(움므페리 · 실과, 창 3:3)ּוי (4

.(미피르오 · 그 실과, 창 3:6)יֹו (5

. (요 · 하나님이 바라심, 직접 손으로 하실, 창 3:3,6)יֹו (6

.(에루밈믐 · 몸이 벗은, 창 3:7)ים (7

.(하고로트 · 치마를, 창 3:7)ת (8

.(밋브네 · 낯을 피하여, 창 3:8)י (9

.(바이트하베 · 숨은지라, 창 3:8)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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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라 했는데 어디 있느냐! 골낼1)일을 저지른 알몸부

부! 겁 먹고 이레2) 야단치실까봐 알몸3)으로 숨었다.

내가 가장 아낄렸던4) 내 과일을 너희들이 먹었느냐

하시며 안타까우셔서 오로지 내 아들에게서 나는 향기

를 네가 먹었느냐 너희들은 향기 맡기만 하면 되는데

먹었느냐하시며 나무래신다.

그러자 아담이 나서며 아내를 가리키며 이 마디5) 때

문이라며 바로 어르신이 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

저에게 나타낸6) 저의 아내가 나에게 먹이었나이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한다. 하나님은 어쨓든 마 좋다7) 하시

면서 너희들이 아시듯8)이라는 존댓말까지 쓰시었다.

사실 뱀도 하나 하시9)라고 하와에게 꼬일 때 존댓말을

썼다. 하나 하시어10)라는 강압적인 권유에 와르르11) 무

너진 알몸부부!. 짐승처럼 온 산을 헤메12)는 바보13)가

되어 아시듯14) 알몸부부는 쫓겨난다. 고통하며 하와의

11) ַא( · 네가 어디있느냐, 창 3:9).

1) (콜랠 · 하나님의 소리, 창 3:10),

,(바이라 · 두려워하여, 창 3:10)ּאיא (2

.(알몸 · 벗어, 창 3:10)ים (3

.(아칼르트 · 네가 먹었느냐, 창 3:11)ָאת (4

.부(이마디 · 나와 함께 하신, 창 3:12티)י (5

.(나트나 · 내게 주므로, 창 3:12)ה~י (6

.(마~좋다, 어찌하여 이렇게, 창 3:!3)ה~ת (7

.(아시트 · 네가 하였느냐, 창 3:13)ית (8

,(하나하시 · 뱀이, 창 3:13)ׁש (9

.(히쉬아니 · 나를 꾀므로, 창 3:13)יַאי (10

. (아루루 · 저주를 받아, 창 3:15)ָארּור (11

.(하브헤마 · 짐승, 창 3:14)ה (12

.(브에바 · 원수, 창 3:15)י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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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아이를 내는1) 일을 하게 되고 아담은 비지땀을

흘리며 하나님 향기를 남자의 체면으로 늘 내놓아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늘 봐 어째2) 이래라는 핀잔을 들

어가며 남편을 받들어야 하고 하늘이 준 아이들도 집

안에 데려다3) 놓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며 살아야 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편을 아내는 늘 곁

에서4) 사모하고 남편이 임 몸살5)나게 할 일을 겪는다.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아담은 그래도 자기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먼저 먹어 버린 아내지만 집에 늘 있었

던6) 아내라 아내 말을 잘 듣는다. 남편은 비지7)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산다. 아내는 남편 얼굴 앞에8) 있어

도9) 잘 부서지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도

하나님 닮은 아이를 낳아 대 이은 이들은 하나님에겐

비쌈10)의 존재이다. 보쌈의 존재이다. 가죽 옷을 하나님

이 직접 손으로 해 입힌다. 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다.

)ָאי (14 · 내가 되게 하고, 창 3:15).

1) (브헤로네흐 · 잉태, 창 3:16) .

.(브에째브 · 수고하고)ב (2

. (데르디 · 네가 낳을 것이며, 창 3:16)י (3

4) (트수카테흐 · 사모하고, 창 3:16).

.(임몸살 · 다스릴, 창 3:16)ל (5

6) ּא(이스테하 · 네 아내, 창 3:17).

.(브제아트 · 땅이 흘러야, 창 3:19)ת (7

8) יַא(아페이하 · 얼굴에, 창 3:19),

.(이스토 · 아내, 그 아내를)ּאתֹו (9

.(바야레비thka · 입히시니라, 창 3:21)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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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돌아오면 먹을 것 먹입니다

남편은 말없이도 그대로 먹습니다

먹어서 눈이 떠져서 벌거벗음 보여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눈물 고여

여호와1) 처음으로 부르는 여호와야

여보야 바라2) 여보야 여보오오 여호와

-이영지 「여보야 나조옴 살려줘」

한국에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끼리 서로

여보야 애칭으로 부른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여호와를 둘러싼 문맥을

유추해본다. 이 문맥은 다름 아닌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쓰이고 곧 아이가 태어나는 일

들을 들어 볼 수 있다. 아이들은 부부간에서 이루어지

는 일이고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불린다.

가슴에 물이 아담3)하게 담긴 하나님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 손으로 야 다 보여주니4) 기뻐서 얻은 아내 하

와5)이다.

1) 4:26.

2) 4:26.

3) 창 4:1

4) 창 4:1

5) 창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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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인 이야기

곁에 아내가 있어도1) 아들이 있어야하겠기에 낳아2)

진 가인은 하나님이 엣따 –가인 하신 가인은 하나님

이 겨우 살려준3) 가인이다. 가슴에 고통을 낳다4)라는

이미지의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태어났다.5) 가인은 농

사하는 자6)다. 늘 봐 여기7)하며 무엇인가 봐달라는 가

인은 농사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8)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9) 하나님

이 그 제사만 받으시었다. 은혜의 강물에서 하나님 닮

아 숨 쉬며 양을 치던 아벨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

서 하나님이 열납하셨10)다.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

으셨다.11) 이에 가인은 아벨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한다. 섭섭한 마음12)때문에 잘못을 해 놓고도 화내는

가인13)을 하나님은 숨을 머리로 쉬어야 하는데 누구 탓

)ּאת (1 ·아내, καί συλλαϐοῡῢσα, 창 4:1)

(바테레드·낳고, 창 4:1)ך (2

3) 창 1:4

(바테레드·낳고, 창 4:1)ך (4

(랄레데트·τεκείν, 낳았는데, 창 4:2)ת (5

6) 창 4:2

(바예히· καί έγένετο·후에, 창 4:3)י (7

8) 창 4:3

9) 창 4:4

10) 창 4:4

ה (11 א תֹו ל~ ן (베엘~ 카인 베엘~민느하토 로 솨아·έπί δל~
έ Καιν καί έπί ταίς θυσίαις αύτοû ού πρσσέσχέν,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
하지 아니하신지라, 창 4:5)

יו (12 לּו ד ן (바이하르 레가인 메우다 바이클루 판나이브· καר
ί έλύπησεν Καιν λίαν καί συνέπεσεν τῷ προσώπῳ,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
색이 변하니, 창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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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느냐1) 하시며 나무라신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이 하라시었기2))에 했노라며 아우를 알지 못하나이다3)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고 한다.

하나님은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4)하

신다. 아우5) 아벨6)은 정말로 좋은7) 양치는 자이었으

나 억울하게 죽은 절규가 온 땅에 퍼졌8)다. 흙이 아파

라9)한다. 흙이 아파라 히브리어 발음이다. 하나님의 눈

과 입과 머리인 흙 아벨의 소리가 하나님 마음에 담기

어 소리를 낸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면 민 ~ 하아

다마10) 이다.. 형인 아벨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 주어 봐

13)   לּו 부ה  ה 부ה ן ל ~ הה )אר 여호와 엘~
가인 람마 하라 레크 벨라마 나플루 판네카· καί είπεν κύριος ό θεός τῷ Κ
αιν Ίνα τπ περίλυπος έγένου καί ἲνα τί συνέπεσεν τό προσωπόν, 여호와
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
뇨, 창 4:6).

1)  ~ ל ַאה תֹו י ץ ת ח ייב א ּאם ת ייב  אם~
(할로아 임~테티브 쉐에트 베임 로 테티브 라페타 하타트 로베쯔 베엘레לֹו
하 테수카토 베아타 팀므솰~보· ούκ έάν όρθῷς προσεγκης δέ μή όρθῷς δι
έλῃς ἥμαρτες ήσύχασον πρός σέ ή άποστροφή αύτου καί συ ἅρζεις αύτύ,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조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창 4:7).

2) 창 4:8.

ר ָאי ָאי (3 י (로 야다으티 하소메르 아피 아노히·ου γινώσκא
ω μή φυλαζ τού αδελφοώ μού είμί έγώ, 내가 알지못하나이다 내가 애 아우
를 지키는 자이니까, 창 4:9).

ָאה (4 ן ~ י ים יי ָא ~콜 듬메 아히하 조아킴 엘라이 민)קֹול
하아다마· φωνή άίματος τοȗ μδελφου σου βοά πρός με έκ τής γῃς, 네 아
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 4:10).

.(아히브· τον αδελφόν αύτού· 가인의 아우, 창 4:2)ָאיו (5

 .(에트~ 하벨·τον Αβελ·아벨을, 창 4:2)ת~ל (6

אן (7 .(로에 죤·ποιμήν προβάτων·양 치는 자, 창 4:2)ה

.(포즈타·ἕκανεν, 땅이 벌려, 창 4:11)ה (8

 .(홀·모래, παράαλιον. 신 33:19)חֹול (아파르·흙, 창 2:7). 모래는ר (9

(민~하아다마·땅, 창 2:7)ן ~ָא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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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1) 삐뚜르게 나간 가인이다. 그리고도 살고파 하나

님께 살랴 달라2)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3)며 애

걸복걸한다.

이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주는 모자

4)를 쓰고 하나님의 싹을 내는 표징5)으로 나가면 살리

라 하시었다. 뛸 듯이 기뻐 아내의 잉태6)까지 시키고

에녹을 낳는7)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성8)에

살았다.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사이에서 셋9))을

낳아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10))된다.

이 여호와 이름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신성수치11)로

풀어볼 수 있다. 바로 여호와 글자의 (헤·5) + (바·6)

+ (흐·5) + (예·10)= 2612)이다. 이 26은 바로 창세기 4

장이 26장으로 된 상징과 같다. 그리고 그 의미 숫자13)

의 합도 (헤·5) + (바·6) + (헤·5) + (예·1 + 0)=17

1) ( ·유리하는 자가· αίΰτςνμω, 창 4:12)

ׂשא (2 (가돌 오니 민느소· Μείζων ή αίτία μου τοū αφεδῇναί μדל עֹוי
ε,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수, 창 4:12)

 ,… (게르사트 …야하르겐티· εκςβαλλεις … άποκτενεί μεׂש  (3
주께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모즈오·τόν εύρίοκόντά αύτόν, 만나는, 창 4:15)אֹו (4

(오트·표징, 출 31: 17)אֹות (5

(바타하르· καί συλλαβοοσα 잉태하여, 창 4:17)ר (6

(바테레드·ἕτεκεν, 낳은지라, 창 4:17)ד (7

8) 창 4:17

9) 창 4:25

10) 창 4:26

11) latter value.

12) Ibid

13) alphab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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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승리 의미이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가정에 복

이 들어 있는 이유는 이 여호와 이름의 여보라는 말로

늘 짝을 부르며 살아간다. 부부 사이에 여보야 애칭 부

르며 둘 여보야는 알콩달콩 살아간다.

가슴에 물이 담긴 아담1)은 여보야 하와2)와 더불어

첫째 아이3) 애물단지를 낳는다. 바로 하나님이 구해야

사는 가인4)이다.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제

사 받으신다.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향기가 나는 아벨

이다. 말씀 안에서 영원히 선5) 다음 열납 받았6)다. 아

벨은 형의 질투로 죽게7)되는 양치는 자8)이다. 그리고

는 가인은 숨 쉬지 못하여9) 질 정도로 가위에 눌린다.

그래도 살고 싶어 하나님께 애걸복걸하여 겨우 모자10)

를 얻어 쓰고 에녹11)을 낳는다. 아담과 이브는 셋 세

1) 4:1

2) 창 4:1

3) (바테레드·낳고, 창 4:1),

4)(창 1:4)

א ּון (5 רֹות ם~הּוא יא (브헤벨 헤비아 감~후아 미브코로ל
트 죠노 움메헬베헨, καί Αβελ ήνεγκεν καί αύτός άπό τών πρωτοτοκων τ
ών προβατων αύτού καί άρό τών στεατών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창 4:4)

תֹו (6 ל ~ ל ~ל הוה (바이솨아 예흐바 엘~헤벨 베엘~민느하ע
토·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였으나, 창 4:4) 

(랄레데트·τεκείν, 낳았는데, 창 4:2)ת (7

אן (8 (로에 죤·ποιμήν προβάτων·양 치는 자, 창 4:2)ה

9) י לּו 부ה  ה 부ה ן ל ~ הה (바이오메르 여호와 엘~가אר
인 람마 하라 레크 벨라마 나플루 판네카· καί είπεν κύριος ό θεός τῷ Και
ν Ίνα τπ περίλυπος έγένου καί ἲνα τί συνέπεσεν τό προσωπόν, 여호와께
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창 4:6)

(모즈오·τόν εύρίοκόντά αύτόν, 만나는, 창 4:15)אֹ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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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1)를 얻어 여호와라 부르며 살아간다.

다음은 가인이 입장에서 시를 지었다.

하늘의 한 별이다 선한 양 눈물로만 알알이 익습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별들이 하 흔들리듯 첫아들로 주셨는

지극히 사랑하는 아벨도 주셨는데 아빠가 나보다 더 사랑한 동

생이라 질투나 아빤 나보다 내 동생을 사랑해

양치는 내 아우를 더 좋아 하신거야 휘엉청 달 밝은 밤 양치는

아벨 보며 달들이 고추잎이랑 속삭임이 익는 밤

가인은 누구보다 아빠를 사랑해요 별들로 익는 동생 눈빛에 아

빠사랑 아빠는 온통 섬 하늘 물들이며 눈물이

둘째의 눈물 고개 돌리며 돌아서는 그러자 사랑비로 섬 하늘

덥히느라 형인 나 가인인 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리우고 빗물을 마구마구 받으며 울고파요 사랑치 않

으셨죠 오온통 나의 온몸을 아빠눈물 덮으며

이영지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지 그지」

카인의 후예와 에노스의 후예 – 창 4:1~1225~26

하나님이 살려준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아간다.

11) 4:17

1) 창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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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아의 우물2. 노아의 우물

성경에서 사람은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 가슴을 닮도

록 만든 아담⇢ 배열의 의미를 지닌 셋⇢ 약한 사람

에노스⇢ 고정된 자리 정경 책의 게난⇢ 찬양의 마할

랄렐⇢ 흐름의 야렛⇢ 봉헌의 에녹⇢ 죽음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 가장 좋은 대의 라멕⇢ 둘째 날 10대째

위로자 노아로 이어진다.

노아 때는 아담 죄로 인한 저주가 있는 시기이다. 그

러나 이 둘째 날 노아는 여호와 눈에 있는 은혜가 뵈

네1)하며 은혜 갚으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 하늘만

바라보며 우물 깊이를 만든 노아 때는 정착과 위로가

있었다. 여호와2) 하며 눈 안에 뵈이네3) 눈에 뵈이네4)

하자 모든 깊음의 샘들5)이 닥아 와 마음 샘 물=마임=

= 마임6)이 되었다. 물이 늘 솟아 하늘이 된다. 노

아는 마음에 하나님의 샘이 솟아 나온 물7)위에 배가

떴다.8) 아담에서 노아10대9)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1) ( · 눈 안에, 창 6: 8).

הה (2 .(베에네 여호와 · 여호와의 선히 여기심, 민 24: 1)יי

.(베에네 · 눈 안에, 창 6: 8)י (3

4) י(베에나이하 · 그대의 눈에, 창 16: 5, 6).

הֹום (5 .(콜~마예노트 테홈 · 모든 깊음의 샘들, 창 7: 11)ל~ת

ם (6 .(엔 하마임 · 샘)ין

7) 창 7: 11.

8) Nelson Glock, Hesed in the Bible, Trans Alfred 
Cottschalk(Cincinnati: The Eabrew Union College Press, 1967), 
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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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혜를 받은 자1). 은혜를 받은 자

노아1) 홍수 인류 전멸2)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의 물로 살렸다. 노아 홍수 전3) 노아는 하

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120년 동안 배를 만들

어 그 배에 타고 살아남아 아들들이 온 땅에 퍼지도록

축복을 받았다. 노아4)는 아담의 10대째인데도 10대 전

인 아담을 아다마 하아다마5)하고 부르짖다 못하여 포

도밭 농사 때도 하 아담아6) 한다. 그럼7)으로 하여 포

도원 집도 밭 봐 그럼8) 하고 포도나무 밖에 몰랐다.

그 밭9) 바로 그 밭에서 노아는 조상 하 아담아 라 부

르며10) 은혜에 취하였다. 성경은 이 말을 포도주에 취

하였다11) 하였다. 은혜를 실컷12) 먹고 벌거벗13)었다.

9) 6:8.

1)Carol M. Kaminski, From Noah to Israel: Realization of the 
Primaeval Blessing after the Flood(Cambridge: Westcott House, 2004), 
21.

2) Charless Burton,  Lectures on the Deluge and the World After 
the Flood(London: Hamilton, Adams, & co., 1845), 21. 

3) Bernard Ramms,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Grand Rapids: Wm. B. Ferdmans Pub. Co, 1954), 239.

4) (노아).

5) (하아다마).

.(하아다마 · 농사, 창 9:20)ה (6

.(케렘)ם (7

ם (8 .(베트 하케렘 · 포도나무)ית

.(베트 · 집)ית (9

.(하아다마 · 아담을 소망, 창 9:20)ה (10

11) 창 9:21.

.(쉬카르, · 마시다. 황홀하게 바라보다, 창 9:21)ׂש (12

13) 창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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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도주 사건2). 포도주 사건

포도주는 와인1)이라고 부른다. 비둘기도 와인2)으로

발음된다. 비둘기는 포유동물로 혀 바닥 밑에 있는 젖

으로 새끼를 먹인다. 노아는 포도 농사지으며 포도를

먹는 일로 은혜를 갚고3) 있었다. 이 보답, 입으로 하나

님 말씀을 전한 노아는 너무 은혜를 통째로 다 먹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하나님에 취한 삶과 사상은 아들

함과 셈과 야벳에게 전달된다. 저주가 있는 구약 시기

에 하나님 주신 종의 사역 때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옷을 다 벗었다.

이로 하여 노아의 방탕4)으로 인한 옷 벗음이라 연구

되어 졌다. 길가메쉬 설화5)로 포도주 사건을 보기도

하고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6) · 풀 수 없는 수수께끼7)

· 노아와 하나님의 아내와의 관계8) · 생육하고 번성하

1) ( · 포도주).

.(요나 · 비둘기, KHCCOT 3196)יֹוה (2

.(게펜 · 포도, 신 8: 8)ן (3

4) John J. Pilch and Bruce J. Malina,『성경 언어와 사회적 의미: 
Handbook of Biblical Social Values , 이달 옮김(서울: 한국장로교 출판
사, 1998), 200, 206~207.

5) 창 9: 22. 23a. 23b.

6)C. F. Keil and Delitzsch, The Pentateuch, 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Grand Rapids: William B.Eardmane Company, 1975), 
157. 

7)Umberto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Ⅱ
(Jerusalm: The Magnse Press, 1992), 16.

8) Isaac M. Kikawada and Arther Quinn, Before Abraham 
Was(Nashille: Abingdon Press, 198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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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를 실행하는 노아의 충성2) 등등으로 연구되어지기

도 한다. 사실상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평을

받았으며 정착과 위로자의 뜻이다. 포도주3)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릇에 담아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나왔으

며4) · 야곱이 장자 권을 얻기 위해 이삭에게로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던5) · 포도주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삶에 취해 살아간다. 바로 비둘기와

포도주와의 관련에서 찾아지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뒤 혼인잔치에 쓰였다.

노아는 950세나 살았다. 이 수치는 마지막 목표를 아

주 열망하면서 탈바꿈한 900세까지 잘 지내고도 5의

10곱인 50세로 아주 용감하게 삶을 미완료형인 진행형

죽음으로 한다. 구약은 모두 그 날을~ 위하여 죽어가는

때이다. 죽어가고 있는 봐 모두6) 진행형이다. 사망7)은

1) 1: 28

2) 엄원식, 히브리문학과 고대 근동 문학의 비교,『복음과 실천』 13(대
전: 침례 신학 대학교, 1990) 9, 138.

3) 창 9: 21.

4) 창 14: 18.

5) 창 27: 25.

6) (바야아모트 · 죽어가고 있는, 창 9: 29).

 :무트 · 사망,  출 12: 30; 레 8: 35, 10: 9, 16: 2; 신 2: 16, 30)מּות (7
15, 19; 룻 2: 20; 삼상 5: 11, 15: 32; 삼상 20: 3; 삼하 22: 5, 6; 왕하 4: 
40; 욥 3: 5, 18: 13, 28: 22, 38: 17; 시 6: 5, 9: 13,  13: 3, 18: 4, 5, 22: 
15, 23: 4, 31: 12, 33: 19, 44: 19, 49: 14, 55: 4, 15, 56: 13, 68: 20, 78: 
50, 88: 5, 10, 107: 10, 14, 18, 116: 3, 8; 잠 2: 18, 7: 27, 8: 36; 11: 
19, 12: 28, 13: 14, 14: 12,  14: 27, 16: 25, 21: 16, 24: 11; 전 7: 26; 
사 9: 2, 22: 2, 25: 8, 26: 14, 28: 15, 18, 38: 18, 53: 12; 렘 2: 6, 9: 21, 
13: 16, 15: 2, 18: 21, 21: 8; 애 1: 20; 겔 37: 9; 호 13: 14; 암 5: 8; 합 
1: 12, 2: 5; 마 4: 16; 요 5: 24; 행 2: 24; 롬 5: 12, 14, 17, 21, 6: 9, 16, 
21, 23, 7: 5, 10, 13, 24, 8: 2, 6, 38; 고전 3: 22, 15: 21, 26,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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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손이 물에 인1)을 치셔야 끝난다. 둘째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정착한 노아다. 지위

와 설립의 의미를 지닌 셈과 하나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함과 야 배나 늘어나 번창하라는 야벳을 낳고 함

은 무릎을 꿇다의 가나안을 낳는2)다.

아비의 벌거벗은 모습을 동생에게 알려서 저주를 받

은 함은 사실상 후일 알렉산더 대왕의 히브리어 70인

의 번역과 라틴어인 킹 제임서 비전을 만드는 계열로

서 B · C 340부터 300년간의 연결 바울과 접맥된다.

사도행전3)으로 문서전도자로 전해진다. 하나님 문서

사역을 맡은 이들은 사도들로 이어진다. 단순히 함을

하갈4)과 관련5)할 수 만은 없다.

1: 10, 2: 16, 4: 12,  7: 10; 딤후 1: 10; 히 2: 14; 약 1: 15, 5: 20; 
요일 3: 14, 5: 16, 17; 계 1: 18, 2: 11, 23, 6: 8, 18: 8, 20: 6, 13, 14, 
21: 4, 21: 8.

1) (타브 · 인) .

2) 창 5~11.

3) 예수님의 승천(사도행전 1장) ⇢ 오순절(2장) ⇢ 앉은뱅이 고침(3장) 
⇢ 요한과 베드로가 옥에 갇힘(4장) ⇢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
음(5장) ⇢ 7집사(6장) ⇢ 스데반의 설교(7장) ⇢ 예수님은 그리스도(8장) 
⇢ 사울의 회심과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9장) ⇢ 고넬료와 베드로
의 만남(10장) ⇢ 이방인 선교보고(11장) ⇢ 베드로의 탈옥(12장) ⇢ 안디옥
으로 1차 선교 출발(13장) ⇢ 1차 선교 귀환(14장) ⇢  예루살렘 총회(15장) 
⇢ 2차 빌립보 사역, 디모데오와 함께(16장) · 마게도냐 사역도 함께(16장) 
⇢ 2차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사역(17장) ⇢ 2차 고린도 사역, 데살전,후
서 씀(18장) ⇢ 3차 에베소 사역 · 고린도 전서 씀(19장) ⇢ 3차 마게도냐 
사역(20장) ⇢ 3차 귀한 · 바울의 체포(21장) ⇢ 1차 간증(22장) ⇢ 공회 앞
에서(23장) ⇢ 벨릭스 총독(24장) ⇢ 베스도 총독(25장) ⇢ 2차 간증(26장) 
⇢ 로마로 출발(27장) ⇢ 로마 도착(28장)  

4) 창 16: 1~ 16; 21: 8~21).

5) Herman Gunkel, Water for a Thirsty Land: Israelite Literature 
and Religion, edited b K. C, 71~72./ David Tuesday Adamo & 
Erivwierho Francis, 4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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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벨탑 사건3).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서 숨 쉬며 좋은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라 하시었는데1)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해 낸다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일이었다.

히브리어원문으로 보면 으뜸이 되려 몸부림치며 몸

이 흔들린다. 하나님 집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그들의 가슴을 밀어 넣었다. 이 방법은 하나님 말씀2)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키어3) 놓고

하나님 향기를 탐낸 일이었다. 그들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려 똘똘 뭉쳤다. 예수님 자리4)까지 엿보려 진흙과

찰흙을 견고히 구워 벽돌과 벽돌포장을 각기 두 번5)씩

1)  בּו ר ץ ה אּו ם ם )י 브나스암 미케뎀 
바이므즈우 비크아 브에레쯔 쉬나아르 바예스부 솸 · καί έγένετο έν τώ κί
νεσαι αύτύς άπό άνατολών εύρον πεδίον έν γη Σεννααρ καί κατῷκκησαν 
έκεί,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창 
11:2).

.(바이므즈우 · 만나, 창 11:2)אּו (2

.(비크아 · 앉아, 창 11:2)ה (3

ר (4 ם ה ר ָאן ה ם י ה ה ים
ה ה הּו ל~  (바요마르 이쉬 엘~레에후 하바ּיארּו איׁש
닐르브나 레베님 우니쉬르파 리쉬레파 바트히 라헴 할르베나 
레아벤 베하렘마르 하야 라렘 라호메르,καί έἷνεν ανθρώπο
ς τῷ ή πλίνθος αύτοίς καί έγέντο αύτας πυρι καί όπτ
ήσωμεν πλινθους πλινθεύσυμεν Δεύτε πλησίον αίκοδ
ομήσωμεν Δαύτε καί είπαν,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
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
고, 창 11:3).
ר (라호메르 · 그 진흙, 육체, 집안에서의 말씀의 머리, 창 11:3)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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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며 서로 다짐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 짝

퉁으로 그들은 가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수의 무리들이 모이어 서로 하나님이

되려 그 자리에 진흙 대신 역청으로 숨 쉬려 하였다.

하나님 숨결이 있는 흙을 마다하고 가짜 흙을 만든 다

음 하늘까지 성을 쌓아 하늘에 그들의 이름을 두고 싶

어 하였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없으면

서 하늘에 오르려 말뿐인 말잔치를 베풀고자 하였다.

서로 말을 들어봐라 라며 잘 난척 하며 서로 모이어

말을 합쳐 · 우리의 머리와 눈으로 숨 쉬자 영원하여

보자 · 십자가도 지지 못하면서 예수님 자리를 훔치려

말로만 말잔치로 말씀의 우두머리가 되자 · 하늘까지

긴 성을 쌓아올려 놓자1) 한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까

지 성을 쌓아2) 하늘 집에 들어가 우리가 서로 흩어

짐3)을 막자 하였다.

( · 그리고 역청, 찰흑, 점액, 창 11:3)  · (리스레파 · 견고
히, 창 11:3) ה(베니쉬르파 · 굽자, 창 11:3) · ים(르베님 · 벽돌을, 창 
.(니르베나 · 벽돌이,포장한 창 11:3)ה (11:3

ָאץ (1 ל~ ל~י פּוץ ן~ ם נּו ה~ ם אֹוׁש יר ּול נּו ה ~
ㅣה (바요마루 하바 ㅣ 니브네~란누 이르 움미그달 베로아소 바솨마ּיארּו
임 베나아쉐~란누 thpa 펜~나푸쯔 알~프네 콜~하아레쯔 · καί εἷπαν Δεὧτ
ε οίκοδομἦσωμεν έαυτίσ πόλιν καί πύλγον ού ή γεφαλή ἓσται ἓυσ του ού
ρανου καί ποναυμεν έαυτοίς όνομα προ του δίασπρηναί επί~ προσώπου π
ασης τής γής,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
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4).

.(니브네 · 쌓아, 창 11:4)ה (2

פּוץ (3 .(펜~나푸쯔 · 흩어짐, 창 11:4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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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가장 두려워 한 것은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짐이었기에 그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자 다

짐하며 서로 모이어 하늘까지 성을 쌓자고 하였다. 그

리고 하늘에 올라 하늘 향기로 나부끼도록 해 보자!

사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언어가 하나이었는데 이

모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바꾸시도록

하였다. 언어 하나로 이들을 다스렸는데1) 이들이 언어

하나로 신의 자리를 넘보자 · 나불거리자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내려가서 그렇게 서로 못 알아듣게 하

자2) 하였다. 성삼위일체 세분이 땅으로 내리다라는 영

어번역은 렛어스 고우 다운3)이다. 셋이 내려가서 그들

의 언어를 흩으신4)것이다.

1)  מּו ל ם ר א~ ה ת ם ה ם ה ַאת ד ם ן
הה )ּיאר 예흐바 헨 암 에하드 비솨카 아하트 리쿨람 베쩨하 하힐
람 라아소트 베아타 로~ 이바제르 메헴 콜 야지무 라아소트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καί εἶιπεν κύριος Ιδου 
τένος ἕν καί κέιλος έν πάντων καί τούτο ήρζαντο πόιήσαι καί νύν ούκ 
έκλείψει έζ πάντα δσα ᾷν επιδώνται πόιεν, 창 11:6).

הּו (2 ת עּו א ר ם ם ל ה ה  (하바 내리다 베나발ה
솸 스파탐 아세르 로 예스무 이스 소파르 라에후 ·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
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못하게 하자 하시고, δεύ
τε καί καταβάντές συγκέοψεν έκει αύτῷν γλῷσσαν ίνα μή άκούσιν ἓκαστ
οσ τήν φυνήν τού πλεσίον, 창 11:7).

3) let us go dawn, 창 11:8.

יר (4 ת לּו ל~ָאץ ל~י ם ם הה (봐야페즈 여호와 오ץ
탐 미쉠 알~프네 콜~하아레쯔 바야흐델루 소페트 레우 ·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καί διέσπειρεν κ
ύριος ούτούς έκείθεν έπι~πρόσωπον πάσης~τής γής καί έπαύσαντο, 창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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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 하나님이 입 향기를 내시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가 나누어지게 하였다. 그러자 이들 말씀을

아니 듣는 무리조차 하나님 일을 하는 아이러니가 생

겼다. 서로 흩어져 가라1) 명령을 들은 그들을 다름 아

닌 하나님이 불렀다.2) 하늘에는 못 오르게 하시면서

평생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곧 여러 민족들이

각기 흩어져서 그들의 그 곳에서 죽도록 하나님 일하

면서 살아가게 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바벨탑 사건이 있다.

사랑은 나 하나뿐 정말로 하나뿐인

가로가 셋이 되며 세로가 넷이되는

빠알간 꽃 한 송이와 파라안 잎 돋아3)요

한 하늘 바다길이 꽃 뿌리 하나로도

꽃 대궁 가지대궁 하나로 이어지는

내 사랑 하나이어서 넘치도록 주었오

그런데 입 모아서 똘똘똘 뭉치면서

나 있는 하늘에로 오르려 하고파서

몰래들 비키어 앉아 하늘까지 오려자

우리 셋 성부 성자 성신이 합하여서

허망한 너희들의 꿈들을 흩어지게

촘촘히 엮이도록만 아이들을 낳아라

- 이영지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오 많은 눈물골짜기」

창 9:1~27

1) ( · VQAMZS, is called, ζκλήθε, 창 11:9).

2) 김영진,『성서히브리어』(서울: 올람하타낙, 2001)., 88. 

3) 기본형 돋아 הֹוּת(토다) 본문 תתֹו(토도트 · 감사 찬송하는 자의, 느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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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브라함의 우물   3. 아브라함의 우물   

1). 아브라함1). 아브라함

여호와1)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 질 지리도 일점

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시었다. 성경에서 여호

와는 7000회2)인데 이 증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찾아진

다. 우르 우상의 땅에 살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람더러 너는 본토를 떠나 가라3)

하신다. 본토4)는 코 모양5)을 드러내 몹시 부패한 곳이

다. 하나님은 음 몰라도 돼6)하시며 이유를 가르쳐 주

지 않으시며7) 아비야8) 하시며 다급히 부르심 따라 아

래쪽9)으로 내려갔다.10) 본토 우르땅을 벗어나자 아브람

이 곧 복을 받는 장면이 전개된다. 복이란 눈으로 보이

1) NE, the LORD, kυριος, 12:1.

2) 이협갑 편저,『기독교 조직 신학』(서울: 기독교문사, 1995), 78.

3)  ~(레크~레카· 너는 가라) VQMMYS~P.MYS, 너는 가라, Get 
~thee,  ζελθε, 창 12:1.

4) (메라으즈하· 너의 본토)NIFS.MYS, out of thy ciuntry, έκ τής 
γής σου, 창 12:1.

5) (짜흐)코 모양이 되어 있고 냄새가 나는.

6) ֹוּו(움밈몰라드테하· 친척)C.P.NFS.MYS,and from thy kindred, 
γαί έκ τής συγγενέιας, 창 12:1.

C.P.NMSG, and from house, αου καί έκ τ(움밈베트· 집을 떠나)ּוית (7
ού οίκου, 창 12:1.

8) יָא(아비하· 아비) NMS.MYS, thy father's, Τού πατρός, 창 12:1.

 ,(엘~하아레쯔· 땅으로)P~NFS, unto~a land, είς τής γήςל~ָאץ (9
창 12:1.

.(아쉐르) that, ήν ἅν, 창 12:1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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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지니는데1) 하나님은 눈으로 너를 복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며 마음 고이2)게 하심으로 눈을

항상 위를 쳐다보고 은혜가 가득3)해 지며 뱅글뱅글 돌

았다. 빙빙 돌며 위로만 올라가 은혜 갚으러 간4) 아브

람은 춤을 추며 큰 뜻을 이루는 민족 공동체의 우두머

리가 되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려 하나님이 아브람5)

에게 쯧쯧 그게 아비람 하시면서 하6)하고 숨 쉬어 보

라시며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었다. 우리나라 말로 복을

봐 바르고7)이다. 바르고 바르게 사는 삶에 든 아브라

함8)은 하나님 안에 들어 창대케 된다. 아브람에서 아

브라함 이름에 감동하여 스며든= =스며9)든 마음

으로 말씀을 몸에 칭칭 감고 살았다. 사람의 얼굴보다

도 말씀으로 산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늘 하나님 말씀

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뜻에 살려고 노

1) ( · 내가 너로 이루고) C.VQICXS.MYS, And I will 
make of thee, Υαί ποίήσω σε, 창 12:2.

.(르고이· 민족을) C.NMS, a nation, είς ἕδνος, 창 12:2גֹו (2

.(가돌· 큰) AMS, great, μέγα, 창 12:2דֹול (3

.(게도라· 큰) 출 32:30, 31ה (4

 ,(엘~아브람· 아브람에게) P~NE, unto~Abram, τῷ~Αβραμל~ם  (5
창 12:1.

.(에· 숨구멍)ה (6

7) (바아바르크하· 네게 복을 주어) C.VPICXS.MYS,and I will 
bless thee, αί εύλογήσω σε, 창 12:2.

(바아가들라· 창대케하리라) C.VPICXS and make~great, καί μה (8
εγαλυνῷ, 창 12:2.

9) (슴메하· 네 이름을) NMS.MYS, the name, Υό ὅνομα σσυ, 창 
12:2.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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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아브라함은 눈에 보여지게1) 달라지면 이름그대

로 숨을 잘 쉬는 아비가 되어 호흡도 잘 하였다. 아브

람은 복2)있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잘 스

며드는 삶을 살아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아브라

함에게는 복이 세 번3)이나 반복되었다. 봐아 보라고 ·

봐아 바라 · 복을 받으라 함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다. 복 바르며 사4)는 그야말로 붓으로

바르고 사는 일 붓으로 글씨를 쓰듯이 기록을 남기며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성스럽게 반복했다. 하

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아시라5) 경어까

지 쓰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은 복을 바르고6)

살았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아랫사람7)을 거느

리고 온 고을8)을 잡고 미소를 바르고9) 살았다. 웃는

얼굴이 되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질 때이다.

언제나 내가 거하는 땅 이 아담10)한 곳에서 하나님이

1) ( · 너는 될지라) C.VQMMYS, and thou shalt be, καί ἔση 
창 12:2.

.(브카라· 복의 근원이) NFS, a blessing, εύλογετος, 창 12:2ה (2

(바아바라카· 내가 복을 내리고) C.VPICX, And I will bless, καה (3
ί εύλογησω, 창 12:3.

4) י(븟바르케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VPPAMP.MYS, them 
that bless thee,τους ευγούντας σε, 창 12:3.

 VQICXS, curse, καταρασομαι, 창 (아쉐르· 내가 저주하리니)ָאר (5
12:3.

6) כ(브니브르쿠· 복을 얻을 것이며) C.VNACZP, and shall be 
blessed, δαί ενευλογεθήσον, 창 12:3.

7) (브하· 너를 인하여) in thee, Τν σοί 창 12:3.

8) (콜· 모든) NMSG, all, πᾷσαί, 창 12:3.

.(미스프호트· 족속이) NFPG, families of, Τί φυλαί, 창 12:3ת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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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가슴의 물을 바라 사는 삶일 때의 바로 여기1)

라 하심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어 선2) 때 눈 부셔

보이3)었다. 그 때 나이 75세이다. 눈부셔 보이는 때는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될 때 눈부시게4) 된 것은 하나님

향기를 들고 우상의 집을 떠날 때이다.

봐 이거5) 들고 가라시매 아브람은 말씀을 머리에 넣

고 사라6)와 같이 간다. 평생 같이 있었던7) 아내 데리

고 롯과도 같이 부하들을 벤8)몸으로 참9) 길로 나가

며10)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씩11) 풀어 나갔다. 아브람아

아시라12) 기분 좋게 존댓말까지 쓰시는 하나님만 믿고

아주13) 신이나 떠났다. 봐 여기서14) 우리 같이 사는 하

10) ( · 땅의) D.NFS, τής γής, 창 12:3.

1) (바예레흐· 이에 갔고) CW.VQIMZS, So departed, έπορεύθη, 창 
12:4.

.(함메쉬· 오,) ANCMS, and five, πέντε, 창 12:4ׁש (2

.(브쉬브임· 70) C.CANCP. seventy, έβδομήκοντα, 창 12:4ים (3

(브제오토· 떠날때에) P.VQNG.MZS, when he departed, ὄτί έζתֹו (4
ήλθεν, 창 12:4.

.(바이카· 이끌고) CW.VQIMZS, And took, καί ἓλαβεν, 창 12:5ח (5

.(에트~사라· 사라와) O~NE, that~Sarai, τήν Σαραν, 창 12:5ת~י (6

.NFS.MZS, his wife, γυναίκα αύτού, 창 12:5 (이스토· 그 아내)ּאּת (7

 (벤~아히브) NMSG~NMS.MZS, son~his brother's, υίον~τούן~ָאיו (8
αδελφού αύτου, 창 12:5.

 (베에트~콜~르쿠솸· 모든 소유와)ת ~ל~כּום (9
C.O~NMSG~NMS.MZP, Σαί~πάντα~τα ύπάρκοντα, 창 12:5.

.(라카수· 모은) ACZP, they had garthered, έκδεσαντο, 창 12:5ּוׁש(10

(베에트~하네페쉬·사람들을, C.O~D.NFS, και~ πάσαν φυχת~ׁש (11
ήν, 창 12:5.

.(아쉐르) R, that, Βσα, 창 12:5ר (12

13) (아수· 얻은) thy had gotton,VQACZP,έκτήσαντα, 창 12:5.

(바예쯔우· 떠나서) CW. VQIMZP, and they went forth, καί έζאּו (14
ήλδοσαν, 창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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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향기를 들고 날래게도1) 나아가는 아브람의 무리

들은 하나님 향기를 알자2)며 하나님 안3)이 보이4)는

도착지점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세계 그것은 먼저 봐야 보리5)라! 바로 배

아래쪽6)의 아이들7)과 먹으8)며 서게9)되었다. 아직 아

들10)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들 곁에 설 그 언젠가 모

레11)가될날에아주커질12) 꿈13)을눈여겨아래쪽14)에

머물렀다.

1) ( · 가려고) P.VQNG, and they went forth, πορευθήναι, 
창 12:5.

.NFS.H, into land of, εις γήν, 창 12:5 (아르자· 땅으로)ַאה (2

.(크나안· 가나안) NE, CAnaan. χανααν, 창 12:5ן (3

 ,(바야보우· 마침내 들어갔더라) CW. VQIMZP, and they cameבֹואּו (4
δαί ήλθαν, 창 12:5.

(바야아보르· 통과하여) CW.VWIMZS, And~passed,  αί διωδευσר (5
εν, 창 12:6.

 (바아레쯔· 그 땅을) P. D. NFS, through the land, τήν γήν, 창ָאץ (6
12:6.

.(아드· 이르니) P. into, είς τό μήκος αύτής, 창 12:6ד (7

.(므콤· 땅) NMSG, έως τού τόπου,  창 12:6כֹו ם(8

.(스켐· 세겜)  NE, Sichem, Συχεμ, 창 12:6ם (9

.(아드· 이르니) P. into, είς τό μήκος αύτής, 창 12:6ד (10

.NMS, Morech, τήν ύφηλεν, 창 12:6 (모레· 모레)מֹוה (11

 ,(베하크나아니· 가나안 사람이) C.D.AGe, And the Canaaniteי  (12
οί δε Χαναναίοι, 창 12:6.

.AB, then,τότε, 창 12:6 (아즈· 그 때에)ָאץ (13

.(바아레쯔· 그 땅을) P. D. NFS, through the land, τήν γήν, 창 12:6ָא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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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돌려받은 아브라함의 아내

봐 예라1) 아브람아 봐 이번2)에 참3) 미쳐 봐4)라는

하나님 말씀을 아브람은 긴 여정을 마치고 눈으로 봐5)

참6) 눈에 보리는 거기서 하하7) 웃으며 믿고8) 배 댈9)

곳에 머물렀다. 베들레헴10) 배 델 곳은 야곱, 이스라엘

머문 곳,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 봐 여기11)에 머물렀다.

하나님이원하는알12) 되어배 델13) 곳벳엘에서 배14)

로믿게된15) 아브람은정말기뻐서봐이번16)은참17)말

이야 하며 정말 미쳐18) 단을 쌓는다. 나를 보라는 여호

와19) 봐 이거라20) 아브람에게 보심21) 원하시는 하나님

1) ( · 나타나) CW. VNIMZS, And~appeared, καί ώφθη, 창 12:7.

(바이벤· 그가 쌓고) CW. VQIMZS, and builed he, καί ύκοδομησεן (2
ν, 창 12:7.

.(거기서, there) 창 11:7ם (3

4) (미쯔베하흐· 단을) NMS, an altar, θυσιασήριον, 창 12:7.

 ,(바야으테크· 옮겨) CW.VHIMZS, ACW. VNIMZSק (5
And~appeared, καί ώφθη, 창 12:7.nd he removed, καί άπέστη, 창 12:8.

.(미쉠· 거기서) P.AB, from thence, έκείθεν, 창 12:8ם (6

.(하하라· 산으로) D.NMS.H, unto a mountain, είς τό όρος, 창 12:8ה (7

.(미케뎀· 동편) P.NMS, on the east of, κατ άνατολας,  창 12:8ם (8

.(르베트~엘· 벧엘) P.NE~NE,Beth~el, βαιθ=ηλ,  창 12:8ית ~ל (9

(바이벤~솸· 그곳에서 그가 쌓고) CW. VQIMZS, καί ώκοθόן ~ם (10
μησεν 창 12:8.

.(바예트· 치니) CW.VQIMZS, and pitched, καί έστήσεν έκέί, 창 12:8ט (11

 NMS.MZS, His tent, τήν σκηνήν αύτού, 창 (아할로· 장막을)ָאה (12
12:8.

 (베트~엘· 벧엘) NE~NE, having Beth~el, βαιθ ηλ,  창ית ~ל (13
12:8.

.(베하아· 아이라) C.D.NE, and Hai, σαί Αγγαι, 창 12:8י (14

.(미케뎀· 동편) P.NMS, on the east of, κατ άνατολας,  창 12:8ם (15

(바이벤· 그가 쌓고)CW. VQIMZS, and builed he, καί ύκοδομησεן (16
ν, 창 12:8.

.(솸· 그곳에서) CW. VQIMZS, there, εκεί 창 12:8ם (17

18) (미쯔베· 단을) NMS, an alter, θυσιαστηρεον, 창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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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엎드렸다.

제 채기 많이 나는 10월 밤 귀를 막은

남편이 떠납니다 눈 막은 아내와도

손잡고 떠나갑니다 아브람과 사래요

보라색 들국화가 열다섯 꽃잎으로

다가와 노오랗게 꽃술을 보여줘도

아내는 남편의 손을 정말 놓지 않아요

귀뚜리 노오랗게 매달려 귀뚫귀뚫

아장장 불러와도 노래로 귀뚫귀뚫

불러도 사래남편은 그냥그냥 앞으로

갈 길이 멀수록에 들판에 별 들국화

별별을 노오랗게 줄달아 놓아둬도

손가락 사이사이로 보라색 꽃 아련히

노오란 꽃술노래 들리면 들릴수록

발걸음 빨라지는 귀뚜리 가을달밤

귀 먹이 남편 손이랑 눈이 멀은 아내랑

두 손을 잡고잡고 고향집 아주 나와

어딘지 몰라몰라 어디로 몰라몰라

그래도 둘이 둘이는 별 불 켜고 둘이서

- 이영지 「길 떠나는 부부」

창 12:1~9(20131013)

흔히들 다른 것은 다 바꾸거나 팔아도 아내나 자식

19) ה( · 여호와를 위하여) untor the LORD, τω κυριώ, 창 12:8.

 (바이크라· 칭하시고) CW. VQIMZS, and called, καί έπεκαλέσατο, 창א (20
12:8.

21) 보심 ם(브쉠· 이름을) P.NMSG, upon name the of, ,Τπί τῷ όνόμα
τι, 창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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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꾸거나 팔아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며 왕

궁에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시 애급으로 내려가면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봐요1) 날 보라시지만 너무 배가 고파 아

랑곳 하지 않는 나약성이 노출된다. 아브람은 너무 배

가 고파 봐 이사2)가자며 아내와 아래로3) 아래로 내려

갔다. 잘 못 들어선 길이다. 배 나4) 더 되는 한 네5)배

쯤 더 가자 하나님과 점점 한 참 멀어진 곳을 여기6)라

며 더 나아 보7)일 곳 아래쪽8) 봐 여기다9)하며 미끄러

져10) 애급11)으로 갔다.

참12) 이곳이라며 그 배에다13) 목숨을 걸고 아내에게

1)  ּיא( ·이르시되, CW.VQIMZS, Now had said, χαί είπεν, 창 
12:1.

 (바이사· 옮겨) CW.VQIMZS, and joumeyed, καί άπήρέν, 창ע (2
12:9.

3) לֹו(할로흐· 갔더라) VQNA, going, καί πορευθείς, ckd 12:9.

4) סֹו(베나소아으· 점점) C.VQNA, on still, έστρατοπέδευσεν, 창 12:9.

(한네그바· 남방으로) D.NMS.H, tpward the south, έν τή έρήμה (5
ώ, 창 12:9.

 ,(바예히· 있으므로) CW. VQIMZS, And there was, 그대로 되니라י (6
Καί έγένετο, 창 12.10.

.(라아브· 기근) NMS, a famine, λιμός, 창 12:10ב (7

 (바아레쯔· 그 땅에) P.D.NFS, in the land, έπί τής γής, 창ָאצ (8
12:10.

 (바예레드· 내려갔으니) CW. VQIMZS, and~went down, 창ד (9
12:10.

 ,(미쯔라옘나 프· 애급에) NE.H, into Egypt, είς Αϊγυπτονה פ (10
창 12:10.

 (라구르· 우거하려 하여) P.VQNG, to enter, παροικήσαί, 창גּור (11
12:10.

.(솸· 그곳에서) CW. VQIMZS, there, εκεί 창 12:8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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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1)에 봐 아래쪽2)이야 하며 수선을 떨었다. 봐 여

기3)라며 하 그리로4) 가 나 보아5) 밑이야6) 봐 요! 말

을7) 들어보라며 사라8)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아브람!

아내 사래에게 당신은 나에게 옛부터 있었던9) 아내

라 하며 힘내10)라며 야 다11)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자! 늘 내 곁에 있어12) 온 당신 예쁘다13) 그

러나 어쩔 수 없잖아 하며 아내를 팔아버린다. 너무 배

고픈 날 위해 팔려가라는 것이다. 알지!14) 하며 아내를

베어15) 내려하는 아브람, 살려면 서로 갈라서야 이게16)

13) ~י( ~카베드· 이는 심하였음이라) C~VQAMZS, ότί~ένίσκυσε
ν, 창 12:10.

.(하라아브· 기근이) D.NMS, the famine, ό λιμος, 창 12:10ב (1

 (바아레쯔· 그 땅에) P.D.NFS, in the land, έπί τής γής, 창ָאצ (2
12:10.

 ,(바예히· 있으므로) CW. VQIMZS, And there was, 그대로 되니라י (3
Καί έγένετο, 창 12.11.

(히크리브· 그가 가까이) VHAMZS, he was come near, Σγγισεיב (4
ν, 창 12:11.

.(라보아) ,P.VQNG, είσελθειν, 창 12:11בֹוא (5

 (미쯔라옘나 프· 애급에) NE.H, into Egypt, είς Αϊγυπτον, 창ה (6
12:11.

 ,(바이오마르· 말하되) CW. VQIMZS, that he said, είπεν Αβλαμר (7
창 12:11.

.(엘~사라· 사라더러) P~NE, unto~Sarai, Σαρα, 창 12:11ל~י  (8

9) ּא(이스토· 그 아내) NFS.MZS, his wife, γυναίκα αύτού.

ה (10 .(힌네~나· 보라 이제) Behold~now, 창 12:11ה~

 (야다으티· 나 알기에) VQACXS, I know, Ϊινώσκωέ γω, 창י (11
12:11.

.NFS, art a woman, γυνή, 창 12:10 (잇솨· 여인이라)ּאה (12

 (예파트~마르에· 아리따운 여인) NFSG~NMS, fair~toת~ה (13
look upon, εύπροσωπος, 창 12:11.

14) ָא(아티· 그대는) NPFYS, thou, εί, 창 12:11.

 ,(베하야· 되었을) C.VQAMZS, Therefor it shall come to passה (15
ἔσται ούν, 창 12:12.

(키~이르우· 볼 때에) C~VQIMZP, when~shall see, ώς ἄν ἳי~אּ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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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1)며 완전히 미쳐2) 아내를 베어내려3) 늘 내게 있

었던4) 당신이 십자가를 지라!

이에 사라는 좋다!5) 베려고6) 하니! 우리 서로 살려

면 옳지7) 십자가를 지자. 베어8) 나와 헤어지자 여기

서, 와!9)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하자! 자기 아내더러 아

무려나10) 내 아우11)라며 자기 아내를 보고 알지12) 아이

그래야13)라며볼레14) 베앝아15) 봐그러라며16) 아내를판

아브람! 봐 여기17) 봐 이렇게18)라는 남편 말에 순종하

δωσιν, 12:12.

1) (오타흐· 당신은) O.FYS, thee,  σε, 창 12:12.

 (하미쯔림· 애급사람이) D.NE, the Egyptian, οίΑϊγυπτοι, 창י (2
12:12.

.(베아모루· 이르기를 하고) C.VQACZP, έρούσιν, 창 12:12ָאר (3

.NFS.MZS, his wife, γυναίκα αύτού, 창 12:12 (이스토· 그 아내)ּאּת (4

.(조트· 이는) APDFS, This is, αΰτε, 창 12:12ת (5

(베하르구· 죽이고) C.VQACZP. and they will kill, καί άποκτενοגּו (6
ύσιν, 창 12:12.

.(오티· 나는) O.CXS, me, με, 창 12:12י (7

8) (베오타흐· 그대는) C.O.FYS, but thee, σέ δέ, 창 12:12.

9) (으하우· 살리리니) VPIMZP, they will save alive, περιποισονται, 
창 12:12.

 VQMFYS, Say~ I pray (이므리~나· 원컨대 하라 하니라)ּאי~ה  (10
thee, εηίπον~οὖν ὄτι, 창 12:13.

.(아호티· 나의 누이라) NFS.CXS, art my sister, 창 12:13י (11

12) ָא(아티· 그대는) NPFYS, thou, εί, 창 12:13.

 (이이타브~리· 내가 안전하고) VQIMZS~P.CXS,it may beיב~י (13
well~with me, εύ γένηταί~μοι, 창 12:13.

14) בּו(바아불레흐· 그대로 하여) P.P.FYS, δια σε, 창 12:13.

(베하으타· 보존하겠노라) C.VQAFZS, and shall live, καί ζησεה (15
ταί 창 12:13.

16) (비글라레흐· 그대로 인하여) P.NMS.,FYS, ἔνεκενσύ, 창 12:13.

(바예히· 있으므로) CW. VQIMZS, And there was, 그대로 되니י (17
라, Καί έγένετο, 창 12.11.

.(바이르우· 보았고) CW.VQIMZP, beheld, ίδοντες, ckd 12:14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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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애급 여인이 되려는 사라!

애급인은 아브람 아내를 예뻐1) 어머 이렇게2) 예뻐

좋아3) 봐 할렐루4)하며 사라를 받아5) 들였다. 그리고

는 울 아브람6)을 헤아려7) 아내를 판 댓가로 아브람에

게 양과 소와 노비 암 수 나귀 약대8)까지 왕이 준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람가족이 장차 십자가 져야할 집

안이기에 기적을 베풀어져 봐 여기서 나가9)라는 말을

듣은다. 아내 사라가 도로 돌려놓여졌다. 봐 보레10)하시

며 도로 보여 주시는 사라! 아브람은 봐 여기 살려 주

시니11) 하며 겨우 하나님 지붕 안에서 같이 있게 됐다.

1) ( · 아리따움, APS. fair, ήν, 창 12:14).

.(바이르우· 보았고) CW.VQIMZP, beheld, ίδοντες, ckd 12:15אּו (2

3) (오타· 그를) O.FZS. her. αϋτήν, 창 12:15.

(바으할렐루· 칭찬하므로) CW. VPIMZP, and commendes, καί έל (4
πήνεσαν, 창 12:15.

(바투카· 취하여 들인지라) CW.VQIFZS, and was takes, καί έισח (5
ήγαγον, 창 12:15.

C.P.NE, And Abram, καί τώ Αβρ (울르아브람· 이에 아브람을)ּוַאם (6
αμ, 창 12:16.

(헤티브· 바로가 우대함으로) VHAMZS, he entreated well, εύ έייב (7
χρήσαντο, 창 2:160.

ת ּוים (8 ים ּות ימ (존~아부카르 바함모림 바아אן~ ּור
바림 우싀파호트 바아토나트 우그마림) NFS~ C.NMS C.NMP C. NMP 
C.NFP C.NFP C.NMP, sheep and oxen and he asses and menservants 
and maidservants and she asses and camels, πρόβατα καί μόσκοι  καί 
ὅνοι παίδες παίδισκαι ήμίονοι καί κάμηλοι, 창 12:16.

 ,(바옌나카· 내리신지라) CW. VPIMZS, And flagued, καί ἤτασενע (9
창 12:17.

10)  ח (이스트하 카 바레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 하 
하고) NFS.MYS VQMMYS C.VQMMYS, ή γυνή σου λαβών άπότρεχε, 창 
12:19.

 ,(바예솰르후· 보내었더라) CW.VPIMZP, and they sent~awayחּו (11
συμπρπέμφαί, 창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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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물

하나님은 아브람 ⇢ 아브라함1) · 사래 ⇢ 사라2) ·

이스마엘 ⇢ 이삭3)으로 언약하시었다. 아브람을 선택

하사 숨 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었다.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겨우 아비의 수준 아브람 곧 아비

람을 아비라 함=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명령하시었다.

사래도 사래의 산다는 말을 전하는 그렇게 사래에서

명령형진행의 사라=살아로 하시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4)이 되게 하시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아비 · 하나님 안에 있어 집 안에서 어른 노릇을 하게

하시었다.

아브람5)에게 하나님이 숨 쉴 수6) 있도록 아브라함

으로 바꾸신 아담 ⇢ 노아 ⇢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메소포타미아7)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8) 지형상 아람9)

에서 유리하던 곳10)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다. 너희

1) 17:5.

2) 창 17:5.

3) 창 17:19.

4)  ַא(아브라함).

.(아브람 · 아브라함의 전이름)ַאם  (5

6) (하 · 숨구멍, 숨 쉼).

7) 현재 이라크 · 알렉산더가 죽은 곳.

8) 창 29: 31.

9) 창 24: 4.

10) 유리하는 히브리어 אדב(오베드) · 길을 잃다)는 길을 잃어 멸망할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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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1)이다.

셋째 사람 아브라함 때는 물이 모이어 일어선 때다.

하나님 물이 하나로 일어서게2) 하심에 하나님 아드님

을 볼 수 있는 꿈3)을 주셨다. 일어나라=꿈= =

꿈4)을 잡고 일어서서 말씀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물5)

로 섰다. 그 곳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소에서 눈을 돌

려 하나님을 바랐다. 꿈6) 말씀이 일어나기에 위를 향

해 오 하고 감탄하며 하늘 향해 눈 돌리며 하나님에게

간절히 사모한 아브람7)을 하나님은 숨 하 하 쉬게 하

시며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었다. 아내 사

래= = 8)도 사라= = 사라가 되었다. 둘이는

이제 살아나는 일만 남았다. 사라는 이스라엘의 사라9)

다. 복음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일어서며 유월절 첫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

지니며 아바드는 분사형(욥 29: 13창 4: 2)이다. 곧 야곱의 외가도 포함
된다. 야곱이 애급으로 내려갈 때의 비참한 상황(KJV) · 유리하는 야곱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학대 받음(LXX)으로 본다. 야곱이 애급으로 데리고 간 70
여명의 소수(창 46: 27; 신 10: 22)도 이에 해당.  

1) 요 8: 56.

2)   קום  (엘 ~ 마콤 에하드 · 물이 하나로 모이어 일어서는 한ל~
곳, 창 1: 9).

.(바야쿰무 · 물의 일어선, 창 22: 19)מּו (3

.(쿰 · 일어나다)קּום  (4

5) 물 ם(마임 · 물)의 첫 글자 (마 · 물).

 .(마콤 · 일어나라)קום (6

.(아브람)ַאם (7

.(사래, 창 17:15)י (8

9) 창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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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백성들을 살리심을 알아 차리고

일어서는 셋째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안에 든1)

다. 아브라함의 물2)이 일어선다. 말씀이 일어서는 장소

=마콤= = 마콤3)에서 말씀 마콤 마콤4)하면서

일어선다. 불 분리 전치사 멤이 본문 문자 선두에 온

것처럼 물 5)도 아브라함편이기에 브엘세바로 돌아

와서 사환과 함께 하나님 봐 꿈6)이 일어선다= 마

콤 봐 야 꿈이 일어나7) 정말 일어나게8)된다.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קּו(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 32: 1). 

  ②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ם(쿰)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수 7: 10) 

  ③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קּום(쿰)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삿 4: 14)

  ④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
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קּום(쿰)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
셨느니라 하고(삿 7: 15)

  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יקּו(쿰미)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
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삿 19: 
28) 

 ⑥ 일어나라 יקּו(쿰미)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
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 1)

 ⑦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יקּו(쿰미) 우리가 정오에 올
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렘 6: 4)

 ⑧ 일어나라 יקּו(쿰미)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
다(렘 6: 5)

ד (2 קום  .(엘 ~ 마콤 에하드 · 물이 한 곳으로, 창 1: 9)ל~

.(마콤 · 장소)קום (3

קום (4 .(마콤 마콤 · 그 곳, 민 32: 2)קום

.(마임 · 물)ם (5

.(바야쿰무 · 일어서는, 창 22: 19)מּו (6

.(야쿰 · 일어나서, 신 13: 2)קּום (7

8) 신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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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 세우시기1)에 일어서 일어서라2)기에 일어선다.

모리아 산으로 가며 일어나 가는 때는 새벽3)이다. 아

브라함은 아들, 이삭4)을 번제 드리려고 아침 일찍 일

어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알려5) 주신 이른

새벽이다. 아브라함은 우르땅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아

침 일찍 일어나6) 갔다. 일찍 일어난 일은 야곱도 축복

받은 때이고. 일찍 일어서 할레7)로 하나님 안에 들어

왔다. 할레8) 물으시기에 할레 받으며 언약을 세우시

는9) 언약10)을 받는 집 안11)이다. 온통 머리 안에는 하

나님뿐인 머리12)로 Well of the Oath 아브라함이 Well

of the Seven13)으로 바꾼14)곳을 암양 일곱 주고 아비멜

렉에게서산15)다. 브엘세바16)에서일곱우물에예배드리

려 올라 올라 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붙들리어

우물곁에서 에셀 나무 심고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

)ָאי (1 · 세우는 일, 창 17: 21).

2) 한국의 경북 영주시 부석 지방에서는 마카라는 말이 전부라는 뜻.

3) 수 6: 15; 삼상 29: 10; 삼하 17: 22; 막 1: 35. 

4) 창 26: 28~33.

5) 창 18: 16.

6) 창 22: 19.

.(물 · 할례)מּול (7

ּמל (8 .(힘몰 임몰, 창 17: 10, 13, 17:13)ּמל

.(베리티, 창 17: 4)יי (9

.(베리트)ית (10

11) (베).

12) (리 · 머리).

13) 창 21: 31.

14) John Peter Oleson, 「Water Works」ABD Ⅵ, 886.

.부(라마콤 · 이 곳, 창 21: 31)קום (15

16) 참조: 신 33: 2; 민 27: 14; 신 32: 51; 겔 47: 19; 4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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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갈의 우물

아브라함이 땅 브엘세바를 사고1) 우물곁2)에서 일어

서며 개인 신화3)를 만든 일 olam을 afterworld"4)라 했

던 곳은 이집트인들도 그들의 신을 팔의 큰 힘으로 표

시5)한다. 아브라함의 하갈을 하나님이 일어서시게 하

심에 일어섰으나 하갈은 악의 씨를 만들어낸 여인이

이다. 나무로 비유하면 나뭇가지 팔6)의 힘을 잘 쓰지

못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라에게 이삭

이 태어나자 멸시하고 못살게 굴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며 일어서 하나님의

물을 먹어야 하는데 하갈의 우물은 방황하는 물7)이다.

가죽 부대에 담겨짐으로써8) 물이 막혀 버린 분노의 물

이다.9) 밀렐10)은 로이로 he sees me'라 하였다.

1) Elmer L. Towns,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My Father 
Names(Venturs: Gospel Light Publications, 1991), 박이경 옮김(서울: 생
명의 말씀사, 1994), 85.

2) Elmer L. Towns,84.

3) Joseph Campbel, Myth to Live by(New York: the viking Press, 
1972)., 174. 

4) Yl, Hwan Jin, The Biblical Hebrew 'Olam(Afterworld") in Time 
and Space: The Spatoal use of a Temporal Term(Arr Arbor: U · M · 
I, 2002), 62~92. .  

5) Akers, Matthen, The Employment of רֹו as a Messianic Motif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Origin of the Concept as well as its 
first Usage in Exodus 6: 1~8( Ann Arbor: U · M · I, 2006), 35. 

6) E. A .E. Reymond, The Mythical Origin of  the Egyptian(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1969), 140. 

7) 창 21: 14, 19, 16: 7~14.

8) 창 21: 17~19.

ָא  (9  (베에르라해 로이 · 물, 창 21: 15), Elmer L. Towns, 38רי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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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국의 아비2). 열국의 아비

하갈과 아브라함의 물 차이는 하나님 집 안 배1)로

찾아진다. 하나님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이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2)은 거짓 왕 엘3) 의미이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스라엘4)은 있으라 하나님 엘5)이 합하여 하나

님 안에 있기에 승리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

은 여호와의 이름을 참 여호와6)로 부르며 그 이름을

보쌈7)하였다. 하나님이 아비라 함으로 불러 숨 쉬라

하8)심으로 아브라함이 되어 숨 쉰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말씀이 담긴 함을 들고 아브라함은 신 났다.

아비라 함 즉 아비9)가 담긴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열

10) Rulon Miller.

1) ( ). 

 ,:(이스마엘): 창 16: 11, 15, 16, 17: 18, 20, 23, 25, 26, 25: 9א (2
12, 13, 16, 17, 28: 9, 36: 3, 37: 25, 27, 28, 39: 1; 삿 8: 24; 왕하 25: 
23; 왕하 25: 25; 대상 1: 28, 29, 31, 2: 17, 8: 38, 9: 44,  27: 30; 대하 
19: 11, 23: 1; 스 10: 22; 시 83: 6; 렘 40: 8, 14, 15, 16, 41: 1, 2, 3,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엘)אל (3

 :(이스라엘): 4: 22; 민 24: 18; 삼상 4: 1; 삼상 7: 5; 삼하 19ל (4
8; 왕상 2: 15, 9: 7,  20: 27; 대하 7: 6; 시 114: 2, 118: 2, 124: 1, 129: 
1, 149: 2; 사 1: 3, 45: 17,  63: 16; 렘 2: 3, 3: 11, 9: 26, 10: 16, 23: 
6, 49: 2, 50: 17, 51: 19; 호 4: 16, 5: 3, 6: 10, 8: 8, 14, 10: 1, 6; 암 
7: 11, 17; 롬 9: 31.

.(엘)ל (5

.(쇰~여호와 · 여호와의 이름, 창 16: 13)ם~הה (6

הה (7 .(베솸 여호와 · 여호와의 이름, 창 21: 33)ם

8)  (하 · 숨).

.(아비 · 아버지시며, NMSG, A father of, 시 68:7)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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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1)로 성경은 시적 아이러니

로 한다. 복술자의 말을 듣는 자2) · 자기 신을 섬기는

자들3)로 하나님이 쫓아내는 열방4)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5)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열

방6)에게 붙여져 노략 당한다. 아브라함은 이와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여 여

러 나라를 치리하게 되는7) 자이다. 아비는 열방과 세

계 중에서 높임을 받고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

이 다 그를 섬긴다.8) 경상도 발음 아부9)지가 되어 믿

음의 조상 아비라 함10)이 되었다. 아브람11)이 아브라함

이 되었다. 열국 아비의 시적 의미는 대리자 역할이다.

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

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어쩌자고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나는나의아

버지의아버지가되고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하면서살아

야하느냐

~ 이상 「오감도 시제 2호」

1) 79: 1, 6.

2) 출 34: 24; 신 18: 14.

3) 왕하 17: 33.

4) 시 80: 8.

5) 신 12: 30.

6) 겔 25: 7.

7) 신 15: 6.

8) 시 72: 11.

.(아브)ָא (9

.(아브라함)ַאם (10

.(아브람)ַא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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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삭의 우물3). 이삭의 우물

이삭은 아주 겸손하고 조용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듣

는 10여세를 훌쩍 넘은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

려 하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순종 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우물곁에 섰다. 이 우물가1)는 우물과 눈이

동일시된다. 이삭은 알이다. 알 이삭이다. 알~엔 하마임

= ~ = 부 ~ 알~엔 하마임2)이다. 이삭과 물

과의 관련은 양쪽에 숨 쉼 물, 말씀=하 아예 나=

= 하 아예나3)가 되어 이삭은 우물, 물 곁에 선다. 우

물가에 이삭의 웃음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 웃은 웃음 조크4)와 이삭5)과 시적 긴장성은 아브라

함이 하나님 에게 절대 순종 보답으로 웃음을 얻었다.

웃음은 계속 진행 중이다. 문장은 브엘세바의 우물이

눈=아인=우물= = 으로 바뀐 때다. 하나님 경외의

일 우물곁 그 약대 곁에6) 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과

라반이 만나는 장면 그 우물 알 리브가를 집어 든다.

알 하나7)를 집어 들고 우물가8)에서 아내 얻은 이삭이

1) ~ל( ~하아인 · 우물가, 창 24: 30).

부ם (2 .(알~엔 하마임 · 우물곁에, 창 24: 13)ל~ין

.(하아예나 · 우물에, 창 24: 16)ה (3

 .(죠크 · 웃음, 창 21: 6)ק (4

.(이쩨하크, 창 22: 3)ק (5

.(알~ 하겜마림 · 약대곁에, 창 24: 30)ל~ים (6

.(알~하아인 · 그 우물, 창 24: 29)ל~ן (7

.(알~하아인 · 우물가, 창 24: 30)ל~ן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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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눈 마주치기 장소, 샘=알~엔 하마임= 부 ~

알
~엔 하마임1)에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의 물을 얻으려고 온다. 그 우물2)가에 섬으로 시

작된다. 값을 주고 지불한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이삭

은 다시 팠다.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설정된 인물3)이 아니다.

이삭과 불레셋이 갈라 질 때 우물을 성경은 브엘4)과

사탄, 다툼5)으로 한다. 이삭은 승리하여 부해진 우물6)

을 파고 다툼의 우물7)을 온전히 떠나8) 브엘세바로 올

라가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로 일어선다.

브엘세바는 우물 맹세와 나비 선지자 · 대변자 나비

아9)로 하나님 집 안에 들어 하나님 일을 하는 곳이다.

모리아10)에서 아들 죽이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멈추라

한 곳 모리아!11) 이 모리아의 모는 말씀을 사모하는 물

이다. 하나님은 아비의 눈물을 보신 것이다.

1)  )ל~ין ~엔 하마임, 창 24: 43).

.(하아인나 · 그 우물, 창 24: 45)ה (2

3) Martin Noth,『오경의 전승사: Überlieferungageschichtiche des 
Pentateuch, 원진희 역(서울: 한우리, 2003), 147.

.(하브엘 · 우물, the well, 창 26: 20)ר (4

.(싯나, 창 26: 21)ה (5

.(르호봇 · 우물, 창 26: 22)בות (6

7) 창 26: 20~21.

8) 창 26: 23.

.(나비아 · 선지자)יא (9

.(하모리아 · 그 모리아)ה (10

.(모리아)מֹו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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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

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준행하다 하나님이 넘치도

록 큰 축복을 주시자 그의 몸종들에게 돌아오는 일로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 숨 쉬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은 봐 여기라는 말1)을 통하여 아브라

함에게 명령한다. 아브라함의 큰 사역중의 하나를 담당

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려 하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들이

숨 쉬게 하실 수 있는 전초성을 제시하신다. 아브라함

은 후=아하르= =  아하르2)로 하나님의 말씀=다발=

=다발3) 뭉치로 사역자가 된다. 예수님의 이 세상

의 오심과 번제 드려짐에 대한 예시이다. 하나님의 일

은 많은 일4)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우리를 숨 쉬게 하

시는 일이다. 곧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의미하

는 힘5)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숨 쉬게 하신다. 그러기

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니사∼너의 사투리6) 할 수 있

다시며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아브라함 · 아

비라함7)이라 시며 하나님 집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1)   ( · 에, CW.VQIMZS, And came to pass, καί έγένετο, 창 
22:1).

.(아하르 · 후, P. after, μετά, 창 22:1)ַאר (2

.(하드바림 · 그 일, D.NMP, thing, τα ρήματα, 창 22:1)ים (3

 .(하엘라 · D. ADXP, these, ταûα, 창 22:1)ה (4

.(베엘로힘 · CD.NMP, that God, ό θεός, 창 22:1)ים (5

.(니사 · 시험하시려고. VPAMZS, did tempt, έπείραζεν, 창 22:1)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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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을 담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투도 봐요 말을1) 들어보라신

다. 내가 너의 말씀의 머리라 하시며 내가 시키려는

너2)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봐요 말을 들어보라’ 부르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3)

라 대답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숨 쉬게 하심을 믿고 영

원한 분임을 믿는 믿음의 조상다운 말로 응답한다.

‘봐요 내 말을 들어보라! 아들 데리고 가4) 아주 어려

운 일 해 라!’ 마음을 비운 네5)여야 할 수 있다!시며

엣다 여기있다!6)의 하나님 지붕 안의 하나님 가슴 닮

으려는 아브라함 마음이 아프도록7) 전해진 아들 이삭!

이삭8)이 향기 나게 하는 그 사역을 아브라함 네가9)

맡아서 하라신다. 아브라함 사역은 아래쪽10)으로 가, 모

리아 산상에서 곧 나의 향기가 나게 숨 쉬게 되는 일

7) ַא( · 아브라함을, NE, Abrahm, Αβααμ, 창 22:1).

. (바요마르 · 부르시되 하시니, and said, καί έϊπεν, 창 22:1)ּיאר (1

.(엘라이브 · 그를, P. MZS, unto him, πρόσ αύτον, 창 22:1)יו (2

(힌네니 · 내가 여기 있나이다, Q.CXS, BEhold here I am, Ϊδού έγי (3
ώ, 창 22:1).

ה (4 .(카 · 데리고, VQMMYS, Take, Λαβέ, 창 22:2)ה ·

5) (빈네하 · 네 아들, NMS.MYS, thy son, τόν υίόν σου, 창 22:2).

6) י~ת(에트~예히드하 · 네 독자, O~AMS.MYS, thine only son, τό
ν άγαπητόν, 창 22:2).

 (아쉐르~아하브트 · 사랑하는, R ~ VQAMYS, whomר~ָא · ָאב (7
thou lovest, ὅν ηὴγάπεσας, 창 22:2 아이). 

.(이즈학 · 이삭, NE, Isaac, τόν Ϊσαακ, 창 22:2)ק  (8

9)  · ~(브레그~레가 · 너는 가서, C.VQMMYS~P.MYS, and get 
thee, καί πορέύθητί, 창 22:2).

ה (10   ,(엘~ 에레쯔 하모리아 에레쯔 · 모리아 땅으로ל ~ץ
P~NFSG D.NE, into~the land of Moriah, είς τήν γὴν, 창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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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일이라신다.

너의 아들 이삭을 베어라!1)이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

는 일이다. 번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두가 숨 쉬어

야 하는 일을 해결하는 가장 주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하여 우리 모두 숨 쉬게 되는

일, 곧 네 아들을 번제시켜 보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장

차 있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일이다.

참2) 거기에 너는 올라3)가서 곧 번제의 현장에서 눈

으로 보이는 알 하나4)드리이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가

장 사랑하는 아들을, 네게 알려5)주니 가라이다. 그래야

만 하나님인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중심을 잡게 하실

수 있다 하시었다. 곧 복을 줄 수 있다는 조건이다. 이

엄청난 명령은 아브라함6) 이름에서 보듯이 믿음의 조

상이 되게 하시는 조건이다.

아브라함은 이에 바보라7) 할 만큼 그대로 아침 일찍

1)  )הּו · · 그를 드리라, CQ.VHMMYS.MZS, and offer 
him, καί άνένεγκον, 창 22:2).

.(솸 · 거기서, there, έκει, 창 22:2)ם (2

 (레올라 · 번제, P.NFS, for burnt offering, είς όλοκάρπωσιν, 창ה (3
22:2).

ר (4 ים  (알 아하드 하하림 아쉐르 · 그 한 산에, P ANCMGל ַאד
D.NMP, upon one of the the mountains which, έφ ἕν τών όρέων ὧνἅν, 
창 22:2).

5) י  (오마르 엘레이하 · 내가 네게 지시하는, VQICXS P.MYS, Iר
will tell thee of, εἴπω σοι, 창 22:2)곳으로 일어나 ם  · (바야스켐ם ·
일어나, CW. VHIMZS, And ~rose of, άναςτάς δε, 창 22:3).

.(아브라함 · 아브라함을, NE, Abrahm, Αβααμ, 창 22:1)ַאם  (6

ר (7  (바보케르 · 아침에 일찍이, P.D.NMS, early in theר ·
morning, τό πρωι, 창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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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을 지우고 봐야 보이는1) 하나님을 만나 뵈오려 모

리아 산으로 간다. 갈 때 나귀를 데리고 가는데 이 나

귀는 하나님이 숨 쉬게 하는 말씀을 아주 하모2) 사모

하는 동물이다. 우리말에 하모 그렇다 라는 말이 있다.

봐 이거3)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두 몸

종4)을 데리고 그리고 아들5) 곧 하나님의 집안에 영원

히 있을 이삭6), 하나님이 좋아 하시는 향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 이제7)간다.

제 3일째 되는 날에 모리아 산에 도착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기간이 3일인데 이

것을 상징하는 삼일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8) 이 일은

구약에서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며 ·

예수님은 3 일 만에 부활 그 3일이다. 곧 숨 쉬게 될

날, 모리아 산에 도착한다.

1)  · ( · 안장을 지우고, CW.VQIMZS, and saddled, έ
πέζασεν, 창 22:3).

(에트~하모로 · 나귀에, O NMS.MZS, his ass, τήν ἄνον αύτת~רֹו (2
οû, 창 22:3). 

ח (3  (바이카 · 데리고, CW.VQIMZS, and took, παρέλαβεν δέ, 창ח ·
22:3).

4) יו ּא י  ,(에트 스네 나아라이브 오토 · 두 사환을 데리고ת ~
O~ANCMPG NMP.MZS P.MZS, two of his young men with him, δύο πα
ίδας μεθ έαυτοû, 창 22:3).

ן (5 .(브노 · 아들, NMS.MZS, his son, τόν υίόν αύτού, 창 22:3)נֹו ·

.(이즈학 · 이삭, NE, Isaac, τόν Ϊσαακ, 창 22:2)ק (6

ה (7 י  ,(바으바카 아제 올라 ·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ע
CW.VPIMZS NMPG NFS, and clave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κ
αί σχίσας ζύλα είς όλοκαρπωσιν, 창 22:3).

ֹוּים (8  (하쉴리쉬 바욤 · 제3일에, P.D.NMS D.ANON, Then on theיי
third day, τή ήμεέρα τή τρίτή, 창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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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1) 먼 곳을 본다. 이 때 하나

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 하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

리아 산을 바라본다.2)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사환과의 거리를 두고 왔다. 그

들에게 봐요 말을 들어 보라며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

의 일을 눈으로 보는 일이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3)는

것이다. 보아하니4) 내가 아이와 함께만 가야 하는 상

황이니라 하고 하나님께 경배5)드리고 나서 쉬이6)돌아

오리니,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을 알

지7)라며 아들을 향한 칼과 불8)을 들고 믿음으로 일을

יי (1 ת ~ )א ַאם 아브라함 에트~에나이브 · 아브라함이 눈
을 들어, CW. VQIMZS NE O NFD.MZS, lifted up Abraham his eyes, καί 
άναβλέψας Αβρααμ τοίς όφθαλμοίς, 창 22:4).

ק (2 ת~부קֹום (바야르아 에트~하마콤 마라호크 · 멀리 그곳을 바א
라본지라, CW. VQIMZS O~D.NMS P.NMS, and saw the place afar off, 
είδεν τόν τοπον μακρόθεν, 창 22:4).

ם~רֹו (3 ה ם בּו~ ל ~יו ~(바요메르 하브라함 엘ר ַאם
느아라이브 스부~라켐 포 임~하하모르 ·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
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CW. VQIMZS NE P ~ NMP.MZS 
VQMMYP P.MYP AB P~D.NMS, And said Abraham unto his young 
men Abide ye here with rhe ass, καί είπεν Αβρααμ τοίς μαισίν αύού κα
θίσατε αύτού μετά τής ὄνου, 창 22:5).

ד~ה  (4 ה ר (바아니 브하나아르 날르카 아드~코 · 내가 아이י
와 함께 가서, C.NPCXS C.D.NMS VQICXP P AB C.VTICXP P.MYP, and 
I and the lad will go yonder, έγώ δε καί τό παιδαριον, 창 22:5).

5)  (브니스타하베 · 경배, C.VTICXP, and worship, καί πρόσה ·
κυνήσαντες, 창 22:5).

ים (6  (베나수바 알레켐 ·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C.VQICXPה
P.MYP, and come again to you, άναστρέψωμεν πρός ύμâς, 창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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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려 한다. 이 때 성경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함께 함을 제시한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혼자의 일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십자가다.

하늘에 올릴1)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묻는

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리라2) 곧 하나님의 일이 지

금 이렇게 하는 일이라 대답한다. 곧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이다. 전적으로 의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

고는 바짝 아들 몸을 묶어 아들을 박아3) 하나님의 손

으로 하실 일에 맡겼다. 칼로 치려4) 한다.

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전

적으로 기울어 졌음을 아시고 그 사역을 멈추게 하신

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알 다칠라5) 아브라함 너는 하

נ (7 ל~ק ם ה )ת~י ~아제 하올라 바야셈 알~이자크 브
노 ·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NMPG D.NFS 
CW.VQIMZS P~NE NMS.MZS, the wood of the burnt offering upon 
Isaak his son, τά ζωρα τής όλοκαρπώσεως καί επέύθη Ϊσαακ, 창 22:6).

כּו (8 ת~ת ת~ׁש דֹו (바이카 브야도 에트~하에쉬 브에ח
트~함마아켈레트 바얄레쿠 ·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CW.VQIMZS 
P.NFS.MZS O D.NFS CW.VQIMZP, and he took in his hand the fire and 
a nife and they went, ἓλαβεν δε μετά χεîρα, 창 22:6).

ה (1 ה  ,?(브아예 하세 르올라 ·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있나이까ַאה
C.ABT D.NMS P.NFS, but where is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 ποû 
éστιν, τό πρόβατον τό έις όλκαρπωσίν, 창 22:7).

 (이르에~ 로 · 친히 준비하시시라, VQIMZS~P.MZS, willה~ל (2
provide~himself, ὅψεται~έαυτῷ, 창 22:8).

ד (3 (바야아코드 · 결박하여, CW.VQIMZS, and bound, καί συμד ·
ποδίσας, 창 22:9).

ט (4 ט ·  (함마켈레트 리스호트 · 칼을 잡으려 하더니, D.NFSת
P.VQNG, the knife to slay, τήν μάχαιραν αφαζαι, 창 22:10).

אּו부ה  (5 ַאל~ׂש לֹו ר ל~  ח 알 티슬라 야드하 엘~한나)ַאל~
아르 베알~타아스 로 므우마 ·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에게 하지 말라, ABN VQIMYS NFS.MYS P D.NMS S.ABN VQIMYS 
P.MZS API, not lay thine hand upon the lad neither do thou un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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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인 내가 하는 일의 십자가 연단작업을 너 마음대

로 흔들지 말라. 나의 진심은 사람의 자식인 너의 아들

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숨 쉬게 하여 살리려

함이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하려는 것이니 사람인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닌 너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이다.

너의 그 마음만이 배로 커서 네 아들1)을 이렇게 하

려 하였으니 엣다 아브라함아 대신 수양을 봐 할레

다2) 준비하였으니, 너에게 내 하는 일을 눈으로 보이

도록 하였노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이레 이렇

게3)하신 수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숨 쉬

게 하시기를 바라는 일을 보이셨다. 아들이 희생양임을

예시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4)아담을 통하여 십자가 지

실 일을 하사5)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any thing, Μη έπίβαλής τήν κείρά σου έπί τό παιδαρίον μεδέ ποιήσής 
αυτῲ μεδέν, 22:12).

1) 분 י ת~ ~ת ּת (베로 하시크타 에트~빈느하 에트~예א
히리하 밈멘니 · 내게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C.ABN 
VQAMYS O NMS.MYS O AMS.MYS P.CXS, not hast~withheld thy son 
thine only son from me, καί ούκ έπείσω τού υίού σου τού άγαπητού, 창 
22:12).

נ (2 ת ה הּו  (에트~하아일 바야알레후 르올라 타하트ת~ַאל
브노 ·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수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D.NMS 
CW.VHIMZS.MZS P.NFS P. NMS.MZS, the ram and offered him up for 
a burnt offering in the stead of his son, τόν κρόν καί ανήνεγκεν αύτον 
είς όλοκάρπωσίν άντί Ϊσαακ τού υίού αύτύ, 창 22:13).

ה (3  (여호와 이레 · 여호와 이레, NE|VQIMZS · NE, Jehovahהה|
Jireh, Κύριος εἲδεν, 창 22:14).

. (쉐니트 · 두번째, AFS, the second time, δέυτερον, 창 22:14)ית (4

 ~(민~하솨마임 · 하늘에서부터, P~NMD, out of heaven, εκן~ם (5
τού ύρανού, 창 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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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아들로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

을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 하시었다.

믿음으로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고 베려 하겠다1)는 아

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엣다 … 자라 크

고 큼이 배나 되어2) 네 씨가 잘 되어 온 하늘에 있는

별 만큼과 바닷가 모래의 배가3) 되어 복을 받을 일을

말 할 수 없을 만큼의 확대 예언하신다. 믿음의 부자가

되리니 보라고4)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

들을 숨 쉬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예시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속 사업이 예시를 아브라함이 잘 이행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은혜 안에 들 것을

말씀하시는 일이다. 후손들도 복을 받는 일에 들에 드

는 은혜이다. 와 봐 어서와5) 곧 두 소년, 사환 있는 자

리로 아브라함이 되 돌아온다.

1)  )לֹו 하시크트 · 아끼지 아니, CABN VQAMYS, and~ no 
hast withheld, καί ούκ έφεἴσώ, 창 22:16).

כֹוי (2 ~ת(에트~자르아 크코크베 · 네 씨로 별과 같고, 
O~NMS.MYS P.NMPG, The seed as the stars of, τό σπέρμα σου ώς τού
ς άστέρας, 창 22:17).

 (베카홀 · 모래와 같게 하리니, P.D.NMS, and as the sand, καίחֹול (3
ώς τήν άμον, 창 22:17) .

ָאץ (4  ּכל גֹוי  (브자라흐 보라그 · 베이트보라구 브자כּו ·
르아흐 콜 고에 하아레쯔 ·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말미암아 또 복을 
받으리니, C.VTACZP P.NMS.MYS NMSG NMPG D.NFS, And~ shall~be 
blessed in thy see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כου καί ένευλογεθεσο
ντα έν τῴ σπέρυματί, πάντα τά έδεντής γής, 창 22:17).

(바와솨브 · 이에 돌아와서, CW.VQIMZS, So returned, άπέσταφב (5
η, 창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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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곱의 우물4). 야곱의 우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놓아져1) 있다. 아

브라함이 하는 일이 있다. 되돌아오는 일이다. 하나님

일을 함께해 하는2)일은 기다리는 사환에게 돌아오는

일이다.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되돌아와 하나님께 보일

믿음을 세어봐3) 보일 수 있는 우물가에 서 숨 쉬며 사

환들과 함께 머문다.

우리말에 야 곱 야 곱해라 한다. 두 곱, 두 배, 둘이

합하여 힘내는 결혼4)이야기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

들로 우물5) 곁에서 아내 될 사람 라헬이 양 무리에게

물을 먹이러 오자 라헬6) 곁에 수직으로 선7)다. 라헬을

얻고 싶은 두 배 처음 칠년8)과 다시 7년 합하여 14년

으로 7년의 곱이다. 예수 족보는 14년씩 리듬을 탄다.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이다. 라헬은 암양의미이며 에

)ל~י (1 ~느아라이브 · 그의 사환, 소년, 소녀에게로 , NMP.NZS, 
his youngmen, τούς παίδας αύτού, 창 22:19).

ד (2 .(야하드 · 야흐다브 · 함께, AB, together, ἅμα, 창 22:19)ו ·

ע (3 ר ב ַאם ע  (엘~브엘 솨바아 바예쉐브 아브라함ל~ר
비브에르 솨바아 ·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P NE NE CQ.VQIMZS NE 
P.NE NE, to~Beer ~sheb a and ~dwelt Abraham at Beer~sheba, έπι τ
ό φρέαρ τού ὅρκου καί κατῲκεσεν Αβρααμ έπί τῴϕρετι τοώ ὅρκου, 창 
22:19, 창 22:19).

4) Herodtus, Herodtus Ⅰ~Ⅱ(Massachus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26), 171~175. Ⅳ, 89. 

5) 창 29: 2.

.(라헬)ל (6

7) 창 29: 10, 18.

8) 창 2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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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랏이 지닌 열매와 결실과 실과1)의미다. 라헬을 더

좋아한 둘째딸 라헬과 둘째 아들 야곱은 예수님이 첫

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임과 관련된다. 예수님은 유

월절을 두 번째 지난 유월절의 주인공!2) 더구나 베들

레헴과의 연관3)되는 라헬은 라헬의 임신한 곳 에브

랏4)과도 연결되는 출산 의미다. 유브라데 강5)과 연계

되는 과실 · 열매의 개념 · 이스라엘 분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벧엘 · 베들레헴 · 떡집으로 말씀 관련

입술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입이다.

야곱은 우물곁에서 양들을 만드는 비법6)을 쓴다. 늘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두어 양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서 새끼를 배는 얼룩진 양을 만들어7) 하나님 나라8)가

넓혀지는 일을 배운다. 이 세상의 일은 늘 바라보는 일

은 그대로 되는 일이다. 양 무리가 늘어9)가는 일은 탈

무드에서 야곱10) 눈물로도 설명된다.

1) 2: 14, 3: 2; 시 1: 3, 21: 10, 127: 3, 128: 3; 잠 18: 20, 사 11: 
1, 14: 29; 렘 51: 63; 호 10: 1.

2) 참조 출 12: 18; 레 23: 5; 민 9: 3, 5, 11, 28: 16; 스 6: 19; 마 1: 
2~1: 16

3) Herman Gunkel,  Water for a Thirsty Land: Israelite Literature 
and Religion, edited b K. C. Hanson, 72~73.

4) 창 35: 16.

5) 창 2: 14.

6) 창 30: 39, 41.

7) 창 30: 41~42.

8) 이훈구, Ibid.

9) 창 30: 32, 35, 39, 31: 10, 12.

10) Ibn Habib, עין יעק( .1830~1 ,(1927 ,הוצאסהורב :בדפו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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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곱의 하늘사다리 ~ 창 28:10~22

생명이 살아 있는 풍요1)는 샘물2)과 눈과도 동일3)

하다. 하나님 눈 안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방주를 지

어 살았으며 시편기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

며4) 감동하자 눈이 밝아5) 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의 얼굴을 항상 찾는다.6) 어디에서든지 서

로 대면한다. 야곱은 얍봅강 가에서 천사와 대면하여

씨름하여 환도 뼈가 부러지면서도 이스라엘이 되었다.

환도뼈가 휘어진 카프7) 모양은 반석모양이다. 반석에

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이 나온다8) 뜻이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산다. 이 꿈은 성경에서

야곱의 꿈이 대표된다. 사실 야곱이 꿈을 바란 것이 아

니라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9)나셨다. 야

곱이 집을 떠나는 때 히브리어는 봐 어째10)이다. 우리

1) Divid Bidney, Myth, Symbolism, and  Truth, John B. Vickery
Mith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3)., 12~13.  

2) (아인 · 샘물).

י · (아인 · 샘, 신 33: 28)ין (3  :(엘~마에얀 메 · 샘물까지, 수 15ל~ן
(마에예네 · 모든 샘을, 왕י~ם · (바아인 · 샘 안에, 삼상 29: 1)ן · (9
하 3: 19) · ם~ן(마으얀 · 모든 샘들을, 왕하 3: 25) ·  ן(하아인 · 그 
샘, 느 2: 14, 3: 15).

4) 시 121: 1.

5) 사 35: 1.

6) Robert Louis Wilken, 82.

.(카프)כ (7

8) 민 20: 10; 신 8: 15, 32: 13; 삿 6: 21; 시 78: 16, 81: 16; 사 10: 
26; 고전 10: 4.

9) 창 28: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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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어쩌나! 라는 말이 있다. 앞일에 대한 불안으로

출발한 야곱이 향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글

자 뜻이다. 우리말 그대로 야곱이 두 배 야 곱하여 더

나아지며 이스라엘이 된 일은 유명하다. 두 배 열심히

산 야곱1)이다.

야곱은 말씀이 있는 브엘2)인 브엘세봐3)에 거하며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 잘못된, 곧 형의 몫을 빼앗는

일과 아버지를 속였던 삶에서 바로4) 서게 하나님이 하

려 하5)시었다.

하아얀 꿈이 익어 꽃 섶을 물들이면

사랑이 둘레둘레 여물어 손 모으고

안으로 감싸면서 서 그대는 늘 나를 봐

- 이영지 「사랑이 둘레둘레」

하나님 손에 잡힌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면서 두 배의 입맞춤을

들고서 가는 길에는 두 눈 모두 바안짝

- 이영지 「두 배의 입맞춤을 들고서」

우리는 은혜 갚는다고 할 때 흔히 본인이 빚진 것을

10)  ( · 떠나, 창 28:10).

.(야곱, 창 22:10)ב  (1

ר (2  ,(밉브엘 · 브엘에서, P.NE, from Beer, άπό τοû φρέατοςר ·
창 22:10).

ע (3  (솨바아 · 세바, NE, sheba, τοû όρκου, 창 22:10) 하나님이ע ·
연단하여 집안에 들게 하는 눈.

4) (바예레흐 · 서다 · 가더니, CW,VQIMZS, and went, καί έπορεûθη 
창 28:10).

ן (5  ,(하라나 · 하란을 떠나, NE.H, toward Haran, είς χαρρανה ·
창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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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은혜 갚는 일 조자 하나

님의 손에 있는 일을 봐 퍼가1)로 한다. 이 퍼가는 일

조차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

상도 북부지방에는 마카라는 말이 있는데 합하여 전부

퍼가는 뜻이다. 마콤2)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마카모두라는 뜻의 경상도 영주지방 사투리 퍼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키는 사역이 야곱의 생애 전부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배로 은혜를 갚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하시었고 야곱이 누운3) 자리조차 하나님의 손

으로 자리를 켜 보4)이시는 하나님 중심에 야곱은 단단

히 서서 하나님, 마 임5)이 하시는 말씀을 봐 이거6)다

하면서 잘 사역하고파 한 돌 앞에 선다. 야곱은 아

벤7) 돌로 마음을 마카8) 모아 하나님을 봐야 셈9) 할

수 있게 된다. 좋다10) 말을 듣고 자빠져11) 밤을 센다.

1)  )ע · · 이르러는, CW.VQIMZS, And he lighted, καί 
άπένδεσεν, 창 28:10)

קֹום (2 부(밤마콤 · 한 곳에, P.D.NMS, upon a certain place, τόπקֹום ·
ῳ, 창 28:10).

 (룬 · 바야렌 · 유숙하려고, CW.VQIMZS, and tarried~allן · לּון (3
night, καί έκοιμήθη, 창 28:11)

.(키~보 · 이것을, 창 38:11. 합 2:3)י~א (4

(하솨마임 · 하늘에서부터, NMD, out of heaven, εκ~ τού ύρανοם (5
ύ, 창 22: 15).

 (바이카 · 취하여, CW.VQIMZS, and he took, ἓλαβεν δε, 창ח (6
28:11).

ן (7  (메아브네 · 한 돌을, P.NFPG, of the stones of, άπό τώνַאי ·
λίδών, 창 28:11).

.부(함마콤 · 그곳을, D.NMS, the place, καί τοπου, 창 28:11)קֹום (8

.(바야셈 · CW.VQIMZS, and put them, καί ἔθηκεν, 창 28:11)ם (9

ה (10  (므라솨 · 므라아소타이브 · 베개, NFP.MZS, for hisי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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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손 붙들고서 말씀을 퍼가느라

여기서 누어 자며 돌베개 비느라고

한 밤은 깊은 숨쉬기 들여가며 내쉬며

- 이영지 「여기에 자빠지며」

가만히 속삭이는 흰 살결 따라가다

차츠음 사랑 깊이 빠져서 노래지며

가슴이 온통 그리워 노랗도록 오므린

- 이영지 「사랑 깊이」

야곱에겐 꿈에라도 뵈어야 할 님1)이 있네2)하며 님

앞에 놓인 꿈 사닥다리3)를 보며 철저히 자신만을 위

해 살아온 삶이 아닌 사다리가 낮아4) 지는 순간을 경

험한다. 위로만 오르려 형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낮아지는5)일은 하나님의 말씀 집안에 들어서이

다.

이제 이것을 알자6) 야곱은 비로소7) 향기가 나기

에8)) 향기를 먹고 은혜 갚는 눈을 뜬다. 하나님이 하시

pillows, πρός κεπάλης, αύτοûûύ, 28:11).

11)   (솨바브 · 바이스카브 · 누워자더니, CW.VQIMZS, and layב ·
down~to sleep, καί έκοιμηθη, 창 28:11). 

ם (1  (할람 · 바야할렘 · 꿈, CW.VQIMZS, And he dreamed, καίם ·
ένιπνάσθε, 창 28:12).

.(힌네니 · 본즉, Q.CXS, and behol, καί ίδού, 창 28:12)י (2

.(술람 · 사닥다리가, a ladder, κλίμαζ, 창 28:12)ם (3

ב (4  (나자브 · 무짜브 · 섰는데 VQPP, set up, έστηργμένε, 창ב ·
28:12).

5) 창 28:12.

.(아르짜 · 땅 위에, NFS.H, on the earth, έν τῇ γῇ, 창 28:12)ַאף (6

(브로소 · 그 꼭데기가, C.NMS,MZS, and the top of it, ής ή κέאֹוׁש (7
φαλή, 창 28:12).

ע (8 · י(나가아 · 마기아으 · 닿았고, VHPA, reached, άφικνείτο창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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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1) 야곱은 바로 이때 말씀이 보이네2) 하면서 말로

알게3) 해주시는, 알려주시는 힘4)이 올라5) 배로 오르

며6) 하나님 보7)느라 정신이 없다.

내 꿈에

뵈어야 할 님8))이 있네9)

오 사닥다리10)가 내 곁에서

비로소11) 향기 나네

나고12)있네

말씀이 보이네13)

눈으로 올라 딛으며

머리와 가슴을 얻었네

사랑을 나에게 준

내 여인 꽃 가슴의

그리움 순결로만 반듯이 앉으셔서

두 손을 모으시고서

1) י( · 하늘에, D.NMP.H, to heaven, είς τόν ούρανου, 창 
28:12).

.(브힌네 · 또 본즉, C.O, and behold, καί, 창 28:12)ה (2

 (말르아케 · 사자가, NMPG, the angles of, οί ἅγγελοί, ckdי (3
28:12).

 .(엘로힘 · 하나님,NMP, God, τού θεού,  창 28:12)ים (4

ה (5  (올라 · 올림 · 오르락, VQPAMP, ascending, άνέβαινον, 창ים ·
28:12).

ד (6  (야라드 · 베오르딤 · 내리락하고, C.VQPAMP, andיים ·
descending, καί κάτεβαινον, 창 28:12).

7) (보 · 그 위에서, P.MZS, on it, έπ αύτής, 창 28:12).

ם (8  (할람 · 바야할렘 · 꿈, CW.VQIMZS, And he dreamed, καίם ·
ένιπνάσθε, 창 28:12).

.(힌네니 · 본즉, Q.CXS, and behol, καί ίδού, 창 28:12)י (9

.(술람 · 사닥다리가, a ladder, κλίμαζ, 창 28:12)ם (10

 (브로소 · 그 꼭데기가, C.NMS,MZS, and the top of it, ής ήאֹוׁש (11
κέφαλή, 창 28:12).

ע (12 · י(나가아 · 마기아으 · 닿았고, VHPA, reached, άφικνείτο창 
28:12)

.(브힌네 · 또 본즉, C.O, and behold, καί, 창 28:12)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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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분홍의 순결 즙

- 이영지 「순결 즙」

처음으로 순결해진 야곱이 되자 또 보이네1)하며 감

탄하며 본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숨 쉬게 하심이다. 야

곱은 나 잡으2)시네 하며 알3)로 하나님이 싹 틔워주시

매 봐요 내 말을 들어보라시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

나님이 늘 묻지 아니4)하신 하나님 손의 숨 쉬는 힘5)

을 얻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6) 된 날에야

하나님이 숨 쉬게 하시네

나도 하나님 집안에서 아비7)가 되게 하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숨 쉬나이다

이삭8)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향기 나게 하시는 이여

하 아래쪽9) 땅을 당신으로 하여

숨 쉬게 하시며 저를 향기 되게 하시는 이여

아시라10) 하시는 이여

나를 연단하시는 이여

1)  )ה · · 또 본즉, C.O, and behold, καί, 창 28:12).

ב (2 .(나자브 · 무짜브 · VQPP, set up, έστηργμένε, 창 28:13)ב ·

ל (3  (알 · 올라이브 · 그 위에, P.MZS, above, έπ αύτής, 창יו ·
28:13).

.(아니 · 나는, NPCXS,  I, Έγώ, 창 28:13)י (4

.(엘로헤 · 하나님이요, NMPG, God of, ό θεός, 창 28:13)י (5

.(아브라함 · 아브라함. NE, Abraham, Αβραμ, 창 28:13)ַאם (6

 아브 · 아비하 · NMS.MYS,thy father, τοûπατρός σου, 창)ָאי · ָאב (7
28:13).

.(이즈학 · 이삭, NE, Isaac, τόν Ϊσαακ, 창 28:13)ק (8

.(하아레쯔 · 온 땅과, D.NFS, the land, ή γῇ, 창 28: 13)ָאץ (9

.(아세르 · whereon, έφ΄ ἧς, 창 28:13)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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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앗따1)하고 다 주시는 이여

저도 하나님을 쫓나이다.

누운 속에2)

마음이 평안하나이다.

알래3) 알고 싶으냐시며

제 눈을 보시고

네가4) 나의 이스라엘이라 하시는 이여

저에게 나타5)나시어

주려 하시는 이여

하나님의 십자가가 영원하게 하시려하시는 이여

오 자라라

하시는 이여

저의 입이 되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자라게 하시는 이여

보이네6)

하늘구름이

보이네 숨 쉼이

손으로 나 잡으7)시는 이여

알8)로 크게 하시는 이여

싹 틔울 내 말을

들어보라 시네

아니9)? 물으시며

1) ַא( · 너, 주, NPMYS, thou, σύ, 창 28:13, 시 5:5).

ב (2  (솨카브 · 소케브 · 누운, VQPA, liest, καθεύδεις, 창ב ·
28:13).

ל (3 · י(알레하 · P.FZS, έπ΄ αύτῇς, 창 28:13).

4) (레가, 너와, P.NYS, to thee, σοι, 창 28:13).

5)   ,(나탄 · 에텐넨나 · 내가 주리니, VQICX,FZS, wil I give itה ·
δώσω αύτήν, 창 28:13).

ה (6 .(브힌네 · 또 본즉, C.O, and behold, καί, 창 28:12)ה ·

ב (7 .(나자브 · 무짜브 · VQPP, set up, έστηργμένε, 창 28:13)ב ·

ל (8  (알 · 올라이브 · 그 위에, P.MZS, above, έπ αύτής, 창יו ·
28:13).

.(아니 · 나는, NPCXS,  I, Έγώ, 창 28:13)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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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1)이

아비2) 되게 하시는 이여

힘이시여

향기 이삭3)이게 하시는 이여

아시라4) 하시는 이여

나를 연단하시며 엣따5) 다 주시는 이여

누운 속에6)

마음이 평안하나이다.

알래7) 하시며 제 눈을 보시고

네가8) 나의 이스라엘이라 하시는 이여

나타9)나시어

십자가가 영원하게

오 자라라

하시는 이여

노랑이 농익어서

황금들 내려오네

아비는 가만가만

아들의 손을 잡고

아비는 아들의

손을 잡고

콧수염

- 이영지 「아비의 콧수염」

1) ַא( · 아브라함. NE, Abraham, Αβραμ, 창 28:13).

 아브 · 아비하 · NMS.MYS,thy father, τοûπατρός σου, 창)ָאי · ָאב (2
28:13).

.(이즈학 · 이삭, NE, Isaac, τόν Ϊσαακ, 창 28:13)ק (3

.(아세르 · whereon, έφ΄ ἧς, 창 28:13)ל (4

.(아타 · 너, NPMYS, thou, σύ, 창 28:13)ַאה (5

ב (6  (솨카브 · 소케브 · 누운, VQPA, liest, καθεύδεις, 창ב ·
28:13).

ל (7 · י(알레하 · P.FZS, έπ΄ αύτῇς, 창 28:13).

8) (레가, 너와, P.NYS, to thee, σοι, 창 28:13).

9)   ,(나탄 · 에텐넨나 · 내가 주리니, VQICX,FZS, wil I give itה ·
δώσω αύτήν, 창 28:13).



물의 시학 655

노랑이 농익어서

흙 속에 묻힌 열매가 농익어서 떠오른 가슴수염!

숨 쉬게 하여1) 씨를 주시어

가파르2)게 자손번지며

아래쪽3)에서 숨 쉬게 하시는 이여

파랗게 향기 나는 서쪽4)에서 당신의 손 사역으로

말씀전하기를 바라며

잘 견디어 바늘귀로 통과한 가슴의 말씀

배로 잡히는5) 그대 향기

내게 봐6) 하시며

복 받으라 시는 그대여

아주 아담7)히 숨 쉬며

이영지 「아담 아담히」

하나님은 야곱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잇

게 하셨다.

마음이 숨 쉬는 뜰

하여8)

자라도록

아래쪽9)에서 숨쉬기에 떠올라

1)  )ה · · 브하야 · 되어서, VQAMZS, And ~shall be, καί ἕστα
ι, 창 28:14).

2)  ר · (카아파르 · 티끌같이, 창 28:14).
ץ (3 .(하아레쯔 · 땅의, ~the earth, τής γής, 창 28:14)ָאץ ·

ם  (4 ה · (얌 · 얌마 · 서, 창 28:14).
פֹון (5 (자폰 · 베자포나 · 북에,C.NFS.H, and to the north, καί έה ·

πί βορράν, 창 28:14).

ב (6 (바네그바 · 남, C.NMS.H, and to the south, καί έπ΄ άνατοה ·
λάς, 창 28:14).

.(하아다마 · 땅의, D.NFS, the earth, τής γῃς, 창 28:14)ָאה (7

ה (8 (하야 · 브하야 · 되어서, VQAMZS, And ~shall be, καί ἕσταה ·
ι, 창 28:14).

ץ (9 .(하아레쯔 · 땅의, ~the earth, τής γής, 창 28:14)ָא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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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래서

향기 나며

어디에 가보아도 내게 봐1)하시는 이여

연분홍

사랑이라

하오신

다음날에

내 가슴

조금 풀어

연분홍 바람 쐬자

내 안에 사랑 돋느라

눈 둘 곳을

몰라 예

~이영지 「몰라 예」

마음이 숨 쉬는 뜰에서 늘 말씀 그대로

하여2)

더 향기나나이다

어디에서든지 내게 봐3)

하시는 이여

나의 꿈이 부르는

하 아담4) 하도록

숨 쉬게 하시는 이여

하나님 연장으로 쓰시옵소서

이영지 「연분홍 바람」

하나님은 야곱에게 경어 아시라5)라는 말까지 쓰시면

1)  )ה · · 남, C.NMS.H, and to the south, καί έπ΄ άνατο
λάς, 창 28:14).

ה (2 (하야 · 브하야 · 되어서, VQAMZS, And ~shall be, καί ἕσταה ·
ι, 창 28:14).

ב (3 (바네그바 · 남, C.NMS.H, and to the south, καί έπ΄ άνατοה ·
λάς, 창 28:14).

.(하아다마 · 땅의, D.NFS, the earth, τής γῃς, 창 28:14)ָאה (4

ד  (5 · ~ר(아세르 텔레흐 · 네가 가든지, R whither thou go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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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십자가 이야기를 또 하신다.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바라면 쉬운1)일이 된다 하시었고 그것은 버티

는 일이라고 하시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아담

하셔서 그 약속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주 좋았

다.2) 야곱은 하나님만 따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일은 가슴에 하나님을 담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다.

너는 날 따르면서 가슴에 나를 담아

그대로 따르면서 따라만 오라하네

눈으로 가슴을 넣어 두어라 예 그래요

- 이영지 「그대로 따르면서」

키3)를 잡게 된 야곱의 일은 하나님 때문이며 내가

아닌 하나님인 내가 너를 잡아4) 떠나지 않고 눈으로

늘 보며 너를 보게 나의 집안에 너를 넣는 일이라는

것이다. 바로 영원까지 가는 일은 눈에 그분의 가슴을

넣는5) 일이다. 눈으로, 가슴으로 있는 나를 아시라는

하나님은 거듭 내가 하는 일을 아신다6) 하시었다. 눈

ού έάν πρευθής, 28:15).

1)  · י(수부 · 바하쉬보티하 ·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C.VHACXS.MYS, and will bring thee again, 창 28:15).

ת (2 .(조아드 · 하조아트 · D.ADFS, this, ταύτεν, 창 28:15)ת ·

.(키 · 왜냐하면, C, for, ὅτι, 창 28:15)י (3

ב (4 · (아자브 · 에에자브하 · 너를 떠나지, VQICX.MYS, I 
will~leave thee, σε έγκαταλίπώ, 창 28:15).

.(아드 · 까지, P.until, ἔυς, 창 28:15)ד (5

ה (6 (아사 · 아쉬티 · 이루기, VQACXS, I have done, τού ποιἦσיי ·
ί με, 창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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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엣따하고 주시면서 처음에서 끝

까지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라 다발로 주시겠다

하시었다. 꽃다발을 안겨 받은 야곱은 어려운 일이 닥

칠 때마다 하나님이 네게1) 다 주신다는 말씀을 마음

에 새겼다.

둘이서 하나에요

빠알간

노레에요

가슴이

보이어요

사랑이

보이어요

둘이서

하나이에요

반짝이며 보이는

둘이서 하나 되는

둘이의

노래에요

가슴이

보이어요

사랑이

보이어요

둘이서

하나이어요 반짝이는 등에요

- 이영지 「둘이서 하나이어요」

마음에 하늘표시 그토록 기인 날을 우리는 함께 있어

가슴에 둘이 들어

십자가 그 일은 내가

1) ( · 네게, P.MYS, to thee of, σοι, 창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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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다만 내 곁에

가슴에 넣어두는 그대의 가슴이랑

한시도 나는 너를 너는 날 우리 함께

사랑을 반반씩 그린 동그라미 곁에서

늘 나의 곁에서만 늘 너의 곁에서만

우리는 사랑 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리움 그 모양으로 손을 잡는 내 사랑

- 이영지 「손을 잡는 내 사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

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1) 하며 봐 여기서2)

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한 일이 향기 남을 감탄한다.

이 일로 야곱은 잠이 새나3) 더 이상 잠이 오지 않게

하시기에 일어난 야곱은 하나님에게로 기울어진다. 좋

아서 바요 말을4) 들어보시라면서 말씀 속에서 중심 잡

는 일임을 고백한다. 예수5)님이 여기계시거늘 하는 아

주 중요한 구약에서의 예수님 이름이 언급된다. 하나님

집안의 말씀사역에 들어서며 야곱은 자6) 하자 하면서

혼자가 아닌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배의

일을 다짐한다.

1) 28:16.

2)  )יץ · · 바이카즈 · 깨어, CW.VQIMZS, And ~awaked, καί 
έζηγέρθη, 창 28:16).

ה (3 · ת(솨나 · 미스나토 · 잠이, P.NFS.MZS, out of his sleep, 창 
28:16).

.(바요마르 · 부르시되 하시니, and said, καί έϊπεν, 창 28:16)ּיאר (4

.(예쉬 · 계시거늘, NS, is, Ἕστιν, 창 28:16)ׁש (5

6) 창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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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잠이 깨어 오오오 당신께서 여기에 계신 줄을 몰라서

몰라서 정말 몰라서

오오오

느으을 모르다가 꿈속에 나타나샤

나에게 닥아 오는 행복을 알게 해 준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를 향해 웃으신

- 이영지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침에 잠이 새나1)

일어나 바로 이거

날 향해 당신께서 미소로 대답하신

내 삶이 이렇도록 행복이 넘쳐나는

당신의 가까이에서 산다는 것 이 바로

- 이영지 「이 바로」

하나님과 야곱사이에 아침햇살이 피어났다. 아침 일

찍 깨어나 햇살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보이네2) 한 야곱은 이렇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편안한 잠을 주

시고 꿈에서 나타나시고 봐 이래 봐 이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탄하였다. 꿈에 직접 보여주신 그 선명함 때

문에 야곱은 지금도 그 꿈의 진실성에 감동하여 봐요

말을3) 할께요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맞노라 한

야곱이다. 밤을 마카모두의 사투리4) 보낸 야곱은 하나님 뵈

1)  · ת( · 미스나토 · 잠이, P.NFS.MZS, out of his sleep, 창 
28:16).

א  (2  (야레 · 바이라 · 이에 두려워하여, CW.VQIMZS, And heיא ·
was afraid, καί έφοβήθη, 창 28:17).

.(바요마르 · 부르시되 하시니, and said, καί έϊπεν, 창 28:17)ּיא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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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경이로움의 행복감과 가슴 벅참으로 자1) 하면서 하

나님이 야곱에게 시키시는 연장역할 곧 이스라엘 자손

들의 뻗어나는 인구의 많은 일을 도맡아 하겠나이다

한다. 이 키를 들고 가겠나이다 한다.

하나님 전2)에 서서

자3) 여기

하늘에서 사아르4) 아침햇살

나에게 닥아 오는

햇살이 나에게로 와

황홀하게 머무네

제 일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주는

일이다

자 일하자 일하고 하고하고

하늘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늘어나

하늘의

별아 별아

바다의 모래같이 늘어서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걸 받아보려 하여요

봐 이레5)

קֹו (4 )부קֹום · · 한 곳에, P.D.NMS, upon a certain place, τόπ
ῳ, 창 28:17).

ה (1 .(제 · 하제 · D.ADMS, this, τούτώ, 창 28:17)ה ·

 ,임~베트 · 전이요, C~NMSG, but~the house of, ή~οΪκος)ּאם~ית  (2
창 28:17).

ה (3 .(제 · 베제 · C.APD.ADMS, and this is, καί ούτη, 창 28:17)ה ·

.(솨아르 · 문, 아침햇빛, NMSG, the gate of, ήπύλη, 창 28:17)ר (4

א  (5  (야레 · 바이라 · 이에 두려워하여, CW.VQIMZS, And heי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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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오

두려워 두려워요

제 꿈에 날이면 날

오시는 나의 그대

오오오

당신을 만나 이스라엘 저는요

넓히고 높이고도 그리고 또 낳아놓는

일만을 하시라네

열둘이 늘어나며

외람히

나를 들어서 당신자녀 낳아요

밤 마카1) 보낸 날에

꿈으로 오신 밤에

자2) 하며 손잡아서

입맞춤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신

햇살이

당신 전3)에서 내게 오며 사아르4)

이영지 「아침햇살」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5)다. 야곱과 하

나님의 관계를 야곱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어 간밤에

베고 잤던 베개 한 돌을 가져다가 눈에 봐야 쓰겠6)음

was afraid, καί έφοβήθη, 28:17).

קֹו (1 부(밤마콤 · 한 곳에, P.D.NMS, upon a certain place, τόπקֹום ·
ῳ, 창 28:17).

ה (2 .(제 · 하제 · D.ADMS, this, τούτώ, 창 28:17)ה ·

 ,임~베트 · 전이요, C~NMSG, but~the house of, ή~οΪκος)ּאם~ית  (3
창 28:17).

.(솨아르 · 문, 아침햇빛, NMSG, the gate of, ήπύλη, 창 28:17)ר (4

5) 창세기 28장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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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눈에 보이도록 돌기둥을 세운다.

하는 일 당신 자녀 늘리는 일이라니

거 참 참 재미있는 나의 일 정말로도

야곱은 애를 벤1) 돌로 말씀 들고 서서서

아시라 하시는 이 참2)말을 물어가며

좋다3)고 하실 때에 베고 잔 돌이 되어

날마다 당신 뜰에서 뵈오려고 뵈야 참4)

- 이영지 「눈으로 봐야」

눈으로 보는 일의 중요성이 야곱과 하나님사이의 중

요성으로 대두된다. 야곱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

고 양 무리 앞에서 얼룩얼룩한 나무들을 앞에 놓아 새

끼를 배게 한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따라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좋은 부모는

좋은 아이들을 만든다. 눈으로 보이게 야곱은 하나님

경외사상을 펼친다.

하나님이 엣따5)하시는 일을 따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게 살아간

6)   )ם · · 바야스켐 · 일찌기 일어나, CW.VHIMZS, And 
~rose up early, καί άνέστη, 창 28:18).

ן (1  (에벤 · 하에벤 · 돌을, D.NFS, the stone, τόν λίδών, 창ן ·
28:18).

(아세르~솸 · 하였던, R~VQAMZS, that~he had put, ὅν~ύπέר~ם (2
θηκεν, 창 28:18).

ה (3  (므라솨 · 므라아소타이브 · 베개, NFP.MZS, for hisיו ·
pillows, πρός κεπάλης, αύτοûûύ, 창 28:18).

 (바야셈 · 세우고, CW.VQIMZS, and setup, καί ἕστησεν, 창ם (4
28:18).

ת (5 .(에트 · 오타 · 그서을,O.FZS, it, αύτόν, 창 28:18)ּ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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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산에 빠른 야곱은 야곱이 아이를 많이 낳아 놓을

테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는 고향

으로 돌아가는 조건을 내세운다.

재어 봐1) 볼 수 있는 기둥을 세우고도

기둥에 하나님의 향기만 가득하게

기름을 붓고2)나서도 잘 싸매느라 온종일

맨 말씀 따라따라 알 낳아 두느라고

이 나를 드립니다 일찍도 일어나서

간밤에 베고 잠잤던 흰 돌로만 올려요

애를 벤3) 돌이 되어 좋다4)고 하실 때에

봐야 참5) 그래야 참 나무들 얼룩얼룩

무늬를 잔뜩 늘이며 옳다6)하실 때까지

맞 재어 보아7)가며 기둥을 세우고 나

기름을 붓고8) 나서 잘 싸맨9) 다음에는

싸돌아 싸돌아 들며 십 분의 십을 드리리

- 이영지 「삼분의 일을 드리리다」

바로 나를 닮은 사람의 속성을 못 버린 야곱이 하나

1) ( · 기둥, NFS, for a pillar, στηλην, 창 28:18) . 

ק (2  (야자크 · 바이조크 · 붓고, CW.VQIMZS, and poured, 창ק ·
28:18).

ן (3  (에벤 · 하에벤 · 돌을, D.NFS, the stone, τόν λίδών, 창ן ·
28:18).

ה (4  (므라솨 · 므라아소타이브 · 베개, NFP.MZS, for hisיו ·
pillows, πρός κεπάλης, αύτοûûύ, 창 28:18).

 (바야셈 · 세우고, CW.VQIMZS, and setup, καί ἕστησεν, 창ם (5
28:18).

ת (6 .(에트 · 오타 · 그서을,O.FZS, it, αύτόν, 창 28:18)ּה ·

 . (마제바 · 기둥, NFS, for a pillar, στηλην, 창 28:18)ה(7

ק (8  (야자크 · 바이조크 · 붓고, CW.VQIMZS, and poured, 창ק ·
28:18).

ן (9 · 쇠멘 · 기름을,NMS, oil, ἕλαιον, 창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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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거래를 하면서도 그러나 차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처절한 이야기는 전 생애의 기록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바로 나의

일이다. 사람의 속성을 못 버리면서도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용솟음치는 나날은 바

로 사람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녔음을 의미한다.

한 번을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닮기

를 또 한 번 하다가 보면 차츰 세월이 지나 사람이 변

해가는 우리의 참 모습은 그저 신기한 사람 그대로가

된다. 어느 날 우연히 보니 내가 옛날의 나와는 전연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험담은 훌륭한 사람의 이력

서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

한다. 사람의 속성을 못 버린 야곱은 속성 그대로 하나

님과 내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 보살펴주시면 십

분의 일을 드리는 생활을 하겠다 약속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유일하게 성경

에서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다.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

기 위한 말을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있다. 주

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

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1)있다.

1) 32장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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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을 이긴 야곱 ~ 창 32 ~

사람과의 관계, 특히 야곱의 경우 형이 가져야 할 장

자 권을 빼앗고 축복마저 가로챈 야곱이 다시 형을 만

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역사적

순간의 준비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많은

휘하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야곱이 종들에게 명령하기

를 하라는 대로 하라1)는 부탁2)을 한다. 하나님일 하는

야곱이 되어 있다.

형을 보고 주인 에서라 하라 종들에게 명하고 에서

를 만나러 간 이 때 예물은 히브리어로 들이‘미는’이다.

예물을 성경은 강권적으로 말씀을 영원히 들이미는 것

이라고 하였다

빠알간 제 몸으로 드리는 예물에요

파아란 속마음인 풀 입의 푸르름을

보셔요 정말 달라진 저의마음 드려요

- 이영지 「마음의 선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

곱과 씨름하다가3)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1)  ( · 대답하기를 , C.VQAMYS. Then thou shalt say, 
έρείς, 창 32:18).

ו (2 י לּוה וא ה ב (르아브데하 르야아코브 민느하 
히바 쉴루하 레아도니 ·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P. NMS. MYS P.NE NFS NPFZS VQppfs P.NMS.CXS P.NE, 
They be thy servant Jacob's a present it is sent unto my lord Esau, Τ
ού παίδος σου Ιακωβ δὧρα άπεσταλκεν τῷ κωρίώ μου Ησαυ, 창 32:18).

3) 창세기 32장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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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고 있는 성경 히브리어 원문과 우리말 같이 가

다가 야 타라, 봐 이 봐 타라!1)

야곱2)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어 하나님 눈에 들어 어

렵사리 하나님 집안에 든 사람이 되었다. 평소 지니고

있는 이해타산에 아주 빠른 구제불능 야곱이지만 하나

님 택하심에 겨우 허락받아 바득바득 하나님의 말씀이

행에 애를 쓰는 야곱이다. 히브리어 바득3)으로 표시된

야곱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바득바득 애쓰며 들이미

는 야곱! 먼저 가슴으로 하늘을 보며 죽기 살기로 하나

님을 향한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은 아 바크4)로 표시

된다. 박치기로 부딪치며 덤비는 야곱을 하나님은 겨우

하나님 집안에 들인다.

세상에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뿐인데 성경 히브리어

는 남자를 이쉬5)로 표현한다. 남자들은 걸핏하면 이씨,

이씨 하고 힘을 낸다. 이 남자, 하나님 손으로 연단되

는 남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기를 싫

어하는 속성을 지닌다. 임6)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남자

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며 말씀을 높이 들어 · 사

1)  )ר · · 바이바테르 · 남았더니, CW.VNIMZS, And was 
left, ύπελείφθη δέ. 창 32:25).

.(야곱 · 야곱, NE, Jacob, Ιακωβ, 창 32:25)ב (2

ד(3  .(바드 · 르바도 · 홀로, P.NMS.MZS,alone, μόνος, 창 32:25)דֹו ·

 (아바크 · 바예아바크 · 씨름하다가, καί έπάλαίεν, 창ָאק · ָאק (4
32:25).

.(이쉬 · 남자, NMS, one, ἓκαστοσ, 창 32:25)ּאיׁש (5

ם (6 .(임 · 임모 · 야곱과, P.MZS, with him, μετ αύτού, 창 32:25)ֹ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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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게 하는 임이 된 야곱 · 마음 깊이 따르며 함께하

며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같이 따라 주는

임이 된 야곱! 천사와 같이 밤을 보내는 야곱을 성경은

올라1)로 한다.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길에 선 야곱

은 하나님의 눈을 가슴에 넣고 그 눈에 들려 몸부림치

며 새 날이 되기까지 목숨을 건 · 밤이 새어2) 진심이

하나님께 알려 진 날!

온 밤을 함께 있어 사랑이 무르익음

당신의 뜻을 알아 그대로 따르리다

새 날이 밝아온 뒤야 빨간 입술 어때요

입하고 꼬리만을 빨갛게 물들이며

몸 안에 이런 마음 들었다 고백하며

그렇지 아니하다면 온 밤을 다 파랗게

입하고 꼬리만을 보셔도 아르시라

두발에 사랑실어 주시면 날아가서

마음을 알아주시게 날아돌아 볼께요

- 이영지 「투정」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

의 환도 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

할 때에 위골되었더라3)로 기록될 정도로 야곱의 눈으

1)   ד לֹות · )ד 올라 · 아드 알로트 · 새도록, P. VQNG, until 
the breaking of, ἕως , 창 32:25).

ר  (2  솨하르 · 하솨하르(솨하르 · 하솨하르 · 날이, D.NMS, theר ·
day, 창 32:25).

3) 창세기 32장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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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봐야1) 직성이 풀리는 지경까지 와 있다. 자기를 구

해줄 천사를 봐야 할 이 때 히브리어는 어미 아= 가

어휘 끝에 오며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진행형 아= 알

레프가 되어 있다. 알레프는 묵음이지만 앞 모음을 장

음화 한2) 기법으로 하여 싹 냄3)이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된 야곱은 살아 있게 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살려두심에 감동한 야곱이다. 천사가

이기지 못하였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 · 천사도 약 올

라4) 야곱 환도 뼈가 상했었다. 감동을 받으신 분이 그

의 사랑하는 야곱의 다리의 중요한 부분 을 왜 칠까 ·

봐 이 거 부러뜨리고5) 이제 뼈가 위골되었을 때의 절

1) ( (바야르아 · 그 사람이 보고, CW.VQIMZS, And when he 
saw,εἷδεν δέ, 창 32:25).

2) Alger F. Johns,『성경아람어 문법: A Short Grammwa of Biblical 
Aramaic , 김이곤 역(오산: 한신 대학교 출판부, 2002), 9.

3) [* 표 13: א(알레프)로 시작하는,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일]

(1)א   (4)א   (5)א  (11)א    (12)ּתוא    
     ￬            ￬          ￬          ￬       ￬
 (21)א (10)א   (5)א   (11)א     (24)ּתוא    
                  ￬          ￬          ￬       ￬
(27)א (12)א   (8)א   (12)א                 
                             ￬          ￬       ￬ 
 (27)א (18)א  (10)א                            
                             ￬          ￬       ￬
(27)א (21)א   (10)א                            
                                        ￬       ￬          
(2: 3)א (25)א                                       
                                        ￬
(31)א                                       

ל לֹו (4 א  .(키 로 야콜 로 ·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CWי
VQIMZS C ABN P.MZS, not that not againsr him, ὅτί ού δύναται πρός 
πρός αύτόν, 창 32:26).

5)  כֹו · ף ·  ע · (바이가아 브카프~으레코 · 야곱의 환도뼈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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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의지는 그야말로 하나님뿐이었다. 야곱이 박치기1)

할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이신

일이다.

나무가 부러지듯 꺾이듯 휘어져도

다리가 부러지듯 아픈 건 별거 아냐

하늘의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일이람

꽁지의 파랑으로 머리에 모아두고

나르지 못한 나무 네 대신 날아줄께

하늘을 보금자리로 날아오를 일이람

- 이영지 「아픈 건 별거 아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

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2)를 들

은 야곱은 말을3) 셈4)하며 감격한다. 이스라엘5)이 된

그는 임명을 받는다. 말하자면 임명장을 받은 이가 야

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은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

치매, CW. VQIMZS P.NFZG~N, he touched the hollow of his thigh, 
καί ἢπατο τού πλάτους τού μερού αύτού, ckd 32:26).

1) ק · ָאָא(아바크 · 바예아바크 · 씨름하다가, καί έπάλαίεν, 창 
32:25).

2) 창세기 32장 28절.

 ,(바이오마르 · 말하되, CW. VQIMZS, that he said, είπεν Αβλαμר (3
창 32:28).

4) (쉬므하 · 네 이름을, NMS.MYS, Thy name, τό ὅνομά σου, 창 
32:28).

 임~이스라엘 · 이스라엘이라, C NE, but Israel, Ισραελ, 창)ּאם~ל (5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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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 되었다 함이더라 라 번역되었다. 겉으

로는 야곱의 다리가 절게 되었지만 삶의 질이 이전의

야곱과는 달라지는 그야말로 일대전환기다. 버티니

잘1) 되어 삶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였다. 시키시는 일

이 향기 나게 하는 일애 잘 버티는 사람으로 존재한

브니엘2) 사람이다.

이전의 나보다도 통통히 살이 쪘죠

입으로 포롱포롱 쏟아내 나를께요

꽁지에 물들인 사랑 빨간 입술 노래로

- 이영지 「포롱포롱 쏟아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자리 빼앗고도

엄마와 함께하며 아버질 속이고도

고향을 떠나자마자 고향마저 그리워

추운 밤 외로운 밤 돌베개 베고 자는

밤마다 어김없이 꿈속에 고향에서

해마다 고향길목에서 웃음 들고 꿈꾸는

하얀 눈 나리는 날 웃음의 보따리를

마련치 못하여서 차마도 갈수 없어

정말로 울음보따리 풀지 못해 마냐앙

그래도 사내라고 사랑은 알게 되어

7년간 머슴살이 살면서 첫날밤은

아내를 얻는다는 게 아내언니 얻어서

1)   )ל · · 바티나젤 · 보전되었다, CW.VNIFZS, and is 
preserved, καί έσώθή).

.(브니엘 · 브니엘, NE. Peniel, Εἵδος θεού, 창 32:28)י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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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 여인 아닌 언니를 얻어들고

그래도 모자라서 7년을 머슴살이

둥둥둥 세월이고도 정말 자알 견디다

정말로 얻는 날은 별들이 구워 들고

정말로 사랑한 이 달님이 들어오게

모으고 모아다가는 고향 꿈을 꾸느라

아이를 들고 이고 종들도 이고지고

아이들 그중에도 요셉을 안고지고

고향을 가고 싶어서 12바퀴 돌고서

나 땜에 일찍 돌아 돌아서 가신부모

아버지 어머니이 어머니 불러가며

고향땅 형님이라도 만나고만 싶어서

헛헛한 울음 반에 웃음 반 보따리 채

들고서 여기까지 와서도 모자라서

기어서 얍봅강까지 오고 나서 번쩍 든

두 손을 높이 들고 형니임 형님 형님

형님을 주님이라 하면서 설설 매며

얍봅강 들었다가도 덜썩 앉혀 놓느라

밤 새어 기도하며 기이인 강물꼬리

물 꼬리 앉은 체로 꼬리를 살랑살랑

허벅지 뼈까지 모두 이골 되며 무너진

날에는 형님 형님 형님은 나의 주인

가진 것 다 가져요 하면서 몸을 낮춰

아직도 울음 반 남아 얍봅 강을 맴돌며

아이들 아내들을 더 먼저 보내놓고

호올로 빈 몸으로 코 박아 볼 박아서

밤새껏 울음보따리 풀다 풀다 못 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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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절며 절며 햇살만 받아내며

울음이 뻥 뚫리며 웃음의 보따리를

한 올씩 감아올리는 날이 세자 일어선

줄줄이 늘어서는 식솔들 들이대고

얍봅강 가를 건너 들고 온 이스라엘

울음의 보따리 끝에 대롱대롱 달리는

웃음이 줄줄 흘러 달리는 아침 웃음

드리는 날이 되어 병신의 몸으로도

햇살의 웃음보따리 이스라엘 그 하나

- 이영지 「웃음의 선물보따리」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후회스런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한 야곱은 그의 전 재산과 아이

들 전부와 가족들을 데리고 형에게 잘못을 용서하라는

의미로 선물꾸러미를 들고 그를 대한다. 이때 형은 정

말로 만나기 싫은 동생을 만나러 나왔다. 마지못해 동

생을 만난 자리를 정말로 형은 몇 며칠 고민을 했을

것이다. 형도 이미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였다.



제7장 시냇물과 강과 우물과 샘의 회복성674

(3). 야곱의 귀향과 화해의 신앙

커다란 위력은 하나님의 힘이다. 오랫동안 안 보던

동생에 대한 혈육의 정이든 둘은 반갑게 만났다.

이때 야곱의 잔꾀는 여전히 들어나서 혹이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다칠까봐 사랑하는 아들이 다칠

가 봐 제일 뒤에 서게 한다. 그리고 야곱이 생각하기에

가장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앞에 세운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그 일상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다.

둘이는

지금 마주 섰어요

둘이는 지금

마주 33으로 11로

앞의 3은 등을 돌리고 마주서고

앞의 1은 등을 돌리고 마주서고

둘이는

사실은 셋이에요

뒤의 3을 보세요

뒤의 1을 보세요

뒤에 3이 앞의 3을

안고 다독이며 허리를 안고 있어요

뒤에 1이 앞의 1을

머리를 기울이며 손으로 감싸며

다독이며 위로하며 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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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유 족하오니

~ ~ =예수 ~이~ 콜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 이콜이에요 그 사이에 줄이 있어요

나도 뒤의 3을 닮을 수 있어요

뒤에 서 있어 행복해요

안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인 예수님의 손

나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내 손을 들어 주시네요

깃발을 들어 주시네요

허리가 굽도록 휘청하도록 들어 주시네요

반석 되게 바울이 되게

사도가 되게 오늘 내가 되게

둘이 다

나란히 머리 들어 하늘을 보게

발도 맞추고 배도 맞추고

눈도 맞추어 나란히

줄을 두 번 ~ ~로 이어주신

저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대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앞에 선 사랑하는 이를 앞세우고

낮아지고 낮아져도

나는 늘 서 줄을 맞추며

당신을 앞세워 앞에 가며

예수 이 콜 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리움의 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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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그리움의 두께로

일어설 때의 바람

팔의 날개에

33 나이로 내 등의 날개

안아준 33살 날개

둘 11

이어서

선물을 받아주셨네요

그대 손이 아침햇살

아침햇살이

지붕 아래로 길을 열어요

당신의 눈 안에 든 날

그 눈으로 그 머리로

앞을 바라봐요

늘

아서라고 말하는 형

늘 거절하는

에서

죽을 사 死자가

제로 제로인 400

들고 오네요

저 눈빛 드리며

저 엎드리며

저 몸을 굽히며

아주 작아지며

아주 예뻐지며

저희의 떼들 많네요

살려줌 모자 써요

예물1) 드려요

1) ( · 예물, 창 33:10) 민느하티 י(민느하티 · 예물, 창 
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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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이 바라 뵙고자

저희 많아요

저희 등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었어요

하나1)라 하시었어요

예물 받지 않으면 아니 되어요

예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요

모두 모여 입에서 향기가 나

퍼저라

받으시네요

- 이영지 「둘이는 지금 마주 섰어요」 창 33:1~11

물로 강권2)하며 형에게 가깝게 닥아 선 야곱은 야

곱 즉 두 배로 권하는 하나님 일의 사역이다. 하나님

일을 두 곱, 곧 두 배로 하게 되는 신화3)를 쓰는 야곱

은 겨우 하나님 눈 안에 들자 야곱4)은 보이소5)하며

하나님이 주신 눈6)으로, 하나님이 주신 머리7)로 앞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심에 감동하여 보

이네8)하였다. 앞을 바라보니 늘 눈으로 거절하던 에

1) 예쉬 (예쉬 · 예수, 창 33:11)
   하나니י(하나니 ·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창 33:11)
   하난 ן(하난, 창 33:11) 
   엘로힘 ים(엘로힘, 하나님, 창 33:11). 

2) 강권  기본언어 파자르 ר(파자르 강권, 창 33:11)
          본문언어 ר~בֹו(봐이프자르~보 강권, 창 33:11).

3) Herodtus, Herodtus Ⅰ~Ⅱ(Massachus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26), 171~175. Ⅳ, 89. 

 ,(야곱 · 하나님의 손으로 눈으로 겨우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 NEב (4
Jacob, Ιακωβ, 창 28:18).

א (5 (나아사 · 바이사 · 들어, CW.VQIMZS, And ~lifted up, Άναא ·
βλέψας δέ,  창 33:1).

ייו)(6 · 에나이브 · 눈, NFD.MZS, his eyes, τοίς όφθαλμοίς, 창 33:1).

.(바야르아 · 보니, CW. VQIMZS, and looked, είδεν, 창 33:1)א (7

.(브힌네 · 또 본즉, C.O, and behold, καί, 창 28:12)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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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가 400인을 거느리고2) 오는 게 보아3)지는지라 야

곱은 가슴에 든 물질과 얼라 들4)을 두 여종과5) 레아

와 라헬에게 맡기6)되 나누어7) 맡긴다. 식구들은 여종

과 레아와 라헬과 여종이다. 여종은 휴식의미이고 레아

는 내가 숨 쉬는 뜻이며 라헬은 야곱의 가슴에 오메

불망 잊지 못하는 머리로 가득 찬 존재8)이다.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 = !9) 라헬은 암양의

미로 에브랏이 지닌 열매와 결실과 실과!10) 둘째 딸 라

헬은 고대 상형문자와 관련된 라피스 라줄리 목걸이와

관련한 왕비!11) 순서12)에 따라 보면 라헬은 베들레헴13)

의미이다. 라헬의 임신 한 곳 에브랏!14) 라헬은 하나님

1) (NE · , 늘 눈으로 거절하는, NE, Ησσυ, 창 33:1)

ָאה ּאיׁש (2 (브임모 아르바 메오트 이쉬 · 사백명을 거느מ ַאהאֹות ·
리고, C.P.MZS NFP NMS, and with him four hundred men, καίμετ αύτύ 
τετρακόσιοι ἅνδρες, 창 33:1).

ֹוא (3 .(보아 · VQPA · VQAMZS, came, έρκόμενος, 창 33:1)א ·

ד (4 (얼라드 · 하일라딤 · 자식들을, D.NMP, the children, τά πים ·
αιδια, 창 33:1).

ה (5 (쉬파하 · 하스파호트 · 여종,D.NFP, the~hand maids, πחֹות ·
αίδιοκας, 창 33:1).

ל~ל (6  .(알~레아 브 알~라헬 · 레아와 라헬에게 맡기고, Pל~ָאה
NE C.P NE, unto Leah and unto Rachel, έπί Λειαν καί Ραχηλ, 창 33:1).

ה (7 (하자 · 바야하즈 · 나누어, CW.VQIMZS, And he divides, κץ ·
αί έπιδιείλεν Ιακωβ, 창 33:1)

8) 창세기 33:1절.

.(야싸프 · Joseph,Ίωσήψφ, 창 33:2)ף (9

10) 창 2: 14, 3: 2; 시 1: 3, 21: 10, 127: 3, 128: 3; 잠 18: 20, 사 11: 
1, 14: 29; 렘 51: 63; 호 10: 1.

11) Ada, Feyerick, Genesis: World of Myths and Patriarchs(New 
York: New York University, 1996), 200.

.(AMP.hindermost, έσκατους, 창 32:2 · ַאים · ַארֹון (12

13) Herman Gunkel,  Water for a Thirsty Land: Israelite Literature 
and Religion, edited b K. C. Hanson,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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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도 둘째 딸 곧 둘째의 의미비중을 지닌다. 유브

라데 강1)과 연계되는 과실 · 열매가 되는 이스라엘의

분깃이어서이다. 입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족보에 드는

라헬은 벧 엘이 하늘로부터 온 떡집 곧 말씀의 집! 반

드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떡을 먹어야

하는 벧엘이 주는 메시지이다. 하나님 백성이 먹어야

할 떡집이다. 그 옆에는 물동이가 있다.2) 이 이름이 바

로 벧엘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곳이다.

화해와 용서의 몸짓으로 야곱은 나아가되3) 눈으로

마음을 표시하며, 몸을 굽히며4) 엎드린다. 이때의 히브

리어는 하나님 손에 잡히어 꼼짝없이 죽으라면 죽겠나

이다 이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서5) 엎드린

야곱은 기어가서 에서에게 다가갔다. 화해의 몸짓은 옛

날 왕 앞에 나아가던 신하6)의 모습 그대로이다. 이에

에서는 아우를 맞아 안고, 입 맞춘다. 에서는 가만히

서서 동생 야곱을 맞는다. 이거라도7) 하는 제스쳐로

14) 35: 16.

1) 창 2: 14.

2) 창세기 33:2절.

3) (아바르  · 나아가되, VQAMZS, passed over, προηλδεν, 창 
33:2).

ה (4  (솨하 · 바야스타후 · 몸을 굽히며, CW.VTIMZS, andחּו ·
bowed himself, καίπροσεκύνησεν, 창 33:2).

ׁש (5 · ~ד(아드~ 나아가서 · 아드~기스토,VQNG.MZS, he came 
near, τοũ έγγίσσι 창 33:3).

6) 창세기 33:3절.

א (7 (가라 · 리그라토 · 가라 · 이거라도, P.VQNG.MZS, είς συתֹו ·
νάντησίν αύτᾡ, CKD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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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마지못해 하나님 뜻에 따라 동생을 안는다. 두 사

람 이름이 비교되는데 에서는 우리말 그대로라면

에서여서 빼앗는다는 말이고 아서라의 그렇게 하지 말

아라 이다. 야곱= =  야곱1)은 우리말 그대로

야!이다. 곱하는 인생이며 곱으로 얻는 이름이다.

화해는 어느 한 쪽이 적극적으로 엎드리고 나아가는

데서 이루어진다. 야곱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에서는

그 자리에 서 있고, 화해는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까이 닥아 간데서 둘은 안고 입 맞추어졌다. 하나님

이 하여 봐= = 2) 하였으므로 하나님 지붕 아래

들어가 마음껏 입 맞추며 나서= = 3)서 이루어 낸

일이다.

영영 헤어지지 않는 만남은 바로 내가 아주 작아져

서 작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천국 문을 여는 일이다.

이 어려운 일을 잘 치러내는 몸짓은 입과 입을 맞추는

일이다. 예뻐지는 모습은 입을 맞추는 일이다. 뜻을 맞

추는 일은 말을 맞추는 일이고 말을 맞추는 일은 입을

맞추는 일이다. 헬라어로 예삐이다. 화해하는 일! 예뻐

지는 일은 내가 작아지고 낮아져서 없어질 때 화해4)가

1) ( ,Ίακώβ).

ק (2  (하아바흐 · 바으하브헤후 · 안고, cw. vpimzs, aND HEהּו ·
LIFTED UP, καί πέριλαβών αύτν, CKD 33:4).

ק  (3  (나아솨흐 · 바이솨흐후. cw.vqimzs.mzs, AND KISSEDחּו ·
HIM, έφίλεσεν, 창 33:4).

4) 창세기 3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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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에서가 야곱에게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누구냐

고 묻는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에게 주

신1) 자식들이라고 말한다. 이 때 야곱은 철저히 형을

향해 주라 말하고 그리고 형에 대하여서도 주의 종2)에

게라고 한다. 화해를 하는 야곱의 모습은 혼자만이 아

닌 온 식구들이 같이 큰 절을 하게 함으로써 철저히

야 곱, 즉 더하여 같이 에서를 향해 경의를 표3)한다.

에서는 많은 가족들과 식솔들이 모두 엎드려 절하자,

에서는 이 떼가 뭐냐는 것이다. 이 때의 번역 히브리어

발음그대로는 우리말로 많네 히브리어로도 많네4)이다.

그러자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5) 라

고 말한다. 은혜를 입는 일은 모자 쓰는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벼슬을 의미한다. 은혜 입는다의 입는다가

모자= =  6)이다. 은혜로 모자 쓰는 일이다.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주며 간절히 바라건데 하면

서 형이 나로 하여금 모자, 곧 벼슬을 주었으니 예물을

받아 달라 하였다. 이 때 히브리어 예물은 ‘믿나이다’이

1)  · ~ת ים )ר~ן ~한넨 엘로힘 에트~에베드 · 아브
데하 ·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에게 주신, R~VQAMZS NMP 
O~NMS.MYS, which hath graciously given God thy servant, οἷς ήλέσε
ν όθεός τον παίδα σου,창 33:5).

2) 창세기 33:5절.

3) 창세기 33:6~7절.

ה  (4 · (하많네 · 많네, D.NMS, drove, αί ραρεμβολαί, 창 33:8).

5) 창세기 33:8절.

.(모자, VQNG, These are to find, Ἴνα έὓλη, 창 33:8)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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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음이 그만큼 담겨져 있다이다. 이 때 예물=민하=

= 1)이다. 예물=민느하티= = 2)이다.
예물은 믿는 다는 뜻이다. 드리밀다이다. 제물=브라카=

= 3)이다. 제물=비르카티= = 4)이다.
우리말로 보라고이다.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서 보라는 일로 드리는 예물이다. 늘 가까이 보

라는 것이 예물이다. 선물을 드릴 테니 늘 가까이서 보

라는 명령5)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중간에 그 말을 전하는

야곱의 간절한 모습으로 투영되어 있다. 형, 에서를 주

인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화해의 몸짓은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 온 듯이 할 때6)이다.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진다. 형 에서가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다시 한 번 야곱은 강권하는데 에서가 예물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

는 것7)이다.

1) ( · 예물이고, 창 33:10).

.(민느하티 · 예물, 창 33:10)י (2

.(브라카 · 예물, 창 33:11)ה (3

.(비르카티 · 예물, 창 33:11)י (4

י (5 י (블라카흐타 믿느하티 미야디 ·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
소서, C.VQAMYS NFS.CXS P.NFS.CXS, then receive my present at my 
hand, δέζαί τά δώρα, 창 33:10).

6) 창세기 33:10절.

ׁש~י~ל (7 י ים (한난니 엘로힘 브키 예쉬~리~콜 · 하나님이 내게 은혜י
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C. VQAMZS.CXS NMP C.C 
NS~P.CXS~NMS,because hath dealt graciously with me  God and because 
have enough I, ὄτί ήλσένμέ όθεος καί έστίν μοι παντα, 창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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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우리나라에만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

서 왔을까! 일찍부터 우리들은 하늘 님, 하느님이란 말

을 쓰게 되었고, 이와 구분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이라 부른다. 창세기 33장 11절은 엘로힘과 예수와 하

나님 발음이 모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장이 되고 있

다. 그 이유는 예수= = 1)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하나니= = 2)가 있다. 은혜=하난= = 3)
…하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나니!

한글과 그 유사성이 아주 많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붕아래 영원이 아주 영원히 있게 하는 일이 하나님

의 하시는 일이다. 이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3위의

관계를 한글 바름 그대로 예수 이콜 하나님으로 하고

있다. 이 성삼위는 서로 연결 ~로 이어진다. 야곱은 이

성삼위의 은혜를 입었기에 모든 것이 족하다고 하고

있다. 예물=브라카= = 4)는 예물=비르키티=

= 5)이다. 온 정성을 다하여 가까이서 늘 가까

이서 보라 명령!6)하시었다.

에서와 야곱 둘이는 지금 마주 섰다. 창세기 33장 11

1) ( · 예수, 창 33:11).

.(하나니 ·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창 33:11)י (2

.(하난, 창 33:11)ן (3

.(브라카 · 예물, 창 33:11)ה (4

.(비르카티 · 예물, 창 33:11)י (5

י (6 י (블라카흐타 믿느하티 미야디 ·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
소서, C.VQAMYS NFS.CXS P.NFS.CXS, then receive my present at my 
hand, δέζαί τά δώρα, 창 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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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다. 이 33과 11은 둘이 마주 서 있다. 앞의 3과 1

은 등을 돌리고 있고 뒤의 3과 1은 껴안고 있다. 이러

한 시적 접근 배경은 뒤의 3과 1이 즉,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

로 시키시는 모습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사의

노력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은 셋이 된다. 야곱과 야

곱을 조종하는 하나님과 에서이다. 시를 통한 상상력은

언제나 사물을 통한 시인의 마음을 드러낸다. 시인의

마음은 시를 통해 그가 지닌 종교나 철학이나 무엇이

든 그대로 그가 겪어온 경험을 드러낸다. 이 때 가장

특징인 것은 경험의 세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읽는 이에게 영향을 준다. 비록 쌍둥이로 태어났

어도 둘이의 마음은 아주 다르게 들어나 그들 인생도

아주 바뀌어 진다.

축복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커다란 차이를 성

경은 미리 축복을 예약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할까. 사실대로라면 야곱은 가장 형을 괴롭히고 그

리고 부모를 속인 자이다. 그러나 결과는 야곱의 축복

받음과 그렇지 못한 에서의 차이로 뚜렷이 구분된다.

바로 선택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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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 신 33:29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란다. 일반적인 속성으로야

마음에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다.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와 자녀나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행복

함을 느낀다. 이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 열두지파에 대하여 야곱의회

가 모이게 하고 축복을 주게 되는데 12지파에 대하여

그 순서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

어 축복이 있게 되는 일임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일만

성도가운데 강림하시었고 그들을 위해 당신의 오른손

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1) 하나님이 오른손을 번쩍

드시니 그 아래 있음을 주의 발아래 주의 말씀을 받

는2)일 순서를 보여준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행

복이 내리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와 사람 이스라엘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3)이 있는 곳이다. 그냥 가만히 있

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하는 곳이다. 일을 하는 곳, 그

것도 주의 오른 손 아래 말씀을 들으려 모인 야곱의

기업에게이다.

야곱의 기업이라 함은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 이름이

1) 33:2.

2) 신 33:3.

3) 신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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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스라엘 나라와 등가관계를 이룬다. 이 때 나라와

야곱 이스라엘이 중첩되는 시적 특성을 보인다. 이스라

엘 지파가 함께1) 대표로 모인 가운데 전해주는 행복을

오래살기 루우벤2)으로 한다. 자손의 번성이라는 등가

성으로 역시 시적 방법으로 행복의 정의를 알려준다.

그리고는 삶에서 대상을 이기는 일을 유다3)로 한다.

그 방법은 일상을 늘 말씀 지키는 일에 행복 레위4)에

맞추어 진다. 사실 야곱은 부모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

로채면서 이익을 앞세우는 우리의 일상성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5)하는 행복자이다.

재빨리 하늘 길 따라 오른 아들 등에

보름달 등에 업혀 화안히 비칩니다

둘이서 내려오느라 행복이슬 풉니다

- 이영지, 「행복이슬」

성경은 시적 표현으로 일상의 삶이 어깨사이에 늘

있는 사람 베냐민6)을 행복자로 한다. 곧 혼자가 아니

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서로 일을 도우는 사이에

있을 때 행복자가 된다. 이러할 때 하늘의 보물인 이슬

과 땅 아래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옛 산과 작은 언덕

1) 33:5.

2) 루우벤, 신 33:6.

3) 유다,신 33:7.

4) 신 33:8.

5) 신 33:10.

6) 신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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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는 요셉1)도 행복자로 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로 이어지면서 밖으로 나가기 스불론2)이며 장막에 머

무르기 잇사갈3)로 균형 있는 삶을 행복으로 한다. 기

업, 곧 행복한 사람의 일상은 바다와 모래에 감추어진

보물을 캐는 일을 행복으로 한다.

늘 법도를 지키는 갓4)의 일과 사자의 새끼 단5) 같

은 삶이며 서쪽과 남쪽 차지하는 납달리6)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기쁨으로 발이 기름에 잠길 아셀7)에게 행복

이 주어진다. 행복을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

창에서 위엄을 발휘하며 도우심 여수룬8)에 둔다. 하늘

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 이 이슬을 받는 샘9)으로 하

여 33장 처음에 야곱의 의회라 하는 일치를 시적 등가

성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야곱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

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

로다

1) 33:130.

2) 신 33:18.

3) 신 33:18.

4) 신 33:20~21.

5) 신 33:22.

6) 신 33:23.

7) 신 33:23.

8) 신 33:26.

9) 신 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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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33:29~신 번역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 신 33:29~구 번역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1)에서 히브리어 발음

은 아시라! 있으라!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행

복은 행복을 찾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으라! 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 너의 죄를

탕감하고 가까이서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이 항상 있으

니 너는 여기 있으라!~이다. 이 성경구절 원문에서 아

스레하라 하여 아시라는 것이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내가 부서져서 네게 가까이 갔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

이다. 사람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님을 아시라

라 하면서 행복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몸이 부

서지도록 희생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다.

이것을 이름 하여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사랑이 큰 역할을 한다. 바로 절대자가 절대의

힘으로 주는 거대한 행복이 내게 오는 것이다. 그리하

여 사람들은 조금 철이 들면 감사하면서 삶을 살게 된

다.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큰마음이 대리자에게

1)  יַא( 이스라엘 ·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NMP.MYS Happy art yhou O Israel, μακάρίος συ Ισραηλ, 신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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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어 대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줄 때 행복이

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줄 때 진정한 행복이 등가성으로 존재한다. 그러기 위

해 사람은 결혼하여 부모가 되며 서로 평생을 살아주

는 사랑의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체

험할 수 있다.

철저히 성경은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나누면서도 등가성 시적 특성을 보인다. 우선 하

나님이 낳아 놓으신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1)라 한다. 바로 이

스라엘 너이며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어 너는 하나

님 말씀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 한다. 이번에는 이

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단수 백성으로 한다.

행복한 이유는 나를 위하여 방패가 되어주는 이가

막아주는데 있다. 다름 아닌 그이 절대자는 나를 위하

여 바람을 말씀으로 막는 방패자2)가 있어서 나는 행복

하다. 이러한 예는 지상에서 간간히 그 모습들이 눈으

로 보여 지는, 마개로 막아주는 방패이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짝을 이루는데 말하자면 시적

1) יה ם נֹוע םֹו )י 하모아 암 노솨 바요바 ·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
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APT P.MYS NMS VNAMZS P.NE, who is like 
unto there O people saved by the LORD, τίς ὅμοιος σοι λαός σώζόμενο
ς ύπό κυρίου, 신 33:29).

2)   ,(마겐 에즈레하 ·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NMSG NMS.MYSן
the shilds of the help, ύπέρασπιέί ό βοηθός, 신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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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관계가 있는데 바로 행복하려면 은혜를 받은 만큼

갚는 일이 전제된다. 그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라는

성경은 봐 아시라 여기 갚아1)이다. 너에게 값없이 행

복을 주었으니 아시라는 것이다. 은혜를 갚아야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일에 있어 행복을 누리는

일은 절대자가 나를 위하여 부서지는 존재가 되고 있

고 나도 또한 그의 지붕 안에서 은혜를 갚은 일이 있

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의 대적, 말하

자면 악의 세력을 절대자가 부서지게 해 준다는 것이

다. 그 기적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

님을 믿는 네게 악의 세력이 예배형식 말하자면 너에

게 굴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풍경 봐 이것을, 오

예배 네게2)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절대자인

그가 너를 붙들고 있으므로 하여 너의 대적이 하나님

의 손으로 지켜 주는 집안에서 부서지게 되는 진풍경

이 일어난다. 그럼으로 하여 일상의 삶에서 사는 야곱,

곧 우리는 대적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다. 보았다 알 –

밤이 타 들어3)가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다. 어둠의 세

1)   )ר~ – 헤레브 가아바테하 · 그는 너의 영광의 칼
이시로다,NMSG C.R~NFSG and who is the sword of thy excellency, κα
ί η μαχάρα λαύχεμα, 신 33:29).

2)  י (베이카하수 오예베하 레흐 ·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C.VNIMZP VQPAMP.MYS P.MYS, and~shall be found liars unto thee, 
καί φεύσανταί σε οί έχθροί 신 33:29).

3)  םֹויםֹו ל~  (브아타 알~바모테모 티드르흐 · 네가 그들의ַאה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C.NPMYS P~NFP.MZP VQIMYS, καί σύ έπί τόν τ
ράχηλον αύτών έπίβησή 신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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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타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눈에 악의 세력

이 없어지는 행복의 절정순간이다.

성경은 높은 곳에 있는 적을 밟는 다는 말을 타들어

가는 발음으로 한다. 타들어가는, 소멸되는 이미지는

바로 완전히 없어지는 이미지이다. 그럼으로 하여 마치

그들이 제사지내지는 대상으로 연출된다. 불은 모든 것

을 소멸시키어 타들어가며 흔적조차 없앤다.

결혼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면서 의무가 수반되는 삶

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고 행복

을 누리면서 그 누리는 살의 일상이 바로 은혜를 갚는

일임을 제시한다.

야곱의 총회에 모이게 하시는 주님 당신의 오른손에는 번쩍이

는 불이 있어 어깨사이에 늘 있는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

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이 가을에 옛

산과 작은 언덕에서

기쁨으로 발이 은혜의 기름에 늘 잠기게 하시어 단맛이 발길에

서 돋아1)나 가벼웁고 가슴에 둥근달이 들어가 화안히 행복이 살

아난 오늘

오늘 이토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 이영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둘 모이는 우리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 불과 어

깨사이에 늘 있는 나란한 바람으로 어깨를 두르고 하

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가

1) 돋아 ֹוּת(토다) 본문 תתֹו(토도트 · 감사 찬송하는 자의, 느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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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입니다

작은 언덕에 올라 마음을 담굽니다 마음의 단맛이 발길에서 쑤

욱 돋아1)나 솜털처럼 가벼웁고 을의 가슴 둥근달이 들어와 화안

합니다

오늘 이토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 이영지 「행복한 사람들은」

산으로 업혀가는 아버지 오른손이

새싹 잎 하나씩을 파랗게 놓아두자

새파란 꽃잎들로의 길하나가 뜹니다

아버질 혼자 두고 뒤돌아 오는 길에

새싹이 부랴부랴 꽃잎의 등을 달자

햇빛이 머리 앞에서 길 하나로 뜹니다

햇빛을 따라나선 맨발의 뒤꿈치가

노오피 들리면서 발걸음 빨라지며

아버지 저 와았어요 햇빛 등에 엎혀요

- 이영지 「고려장 제도가 없어지게 된 이야기로 접근한

아버지를 등에 업은 아들」

햇빛이 비치는 아들의 등에 업힌 아버지는 산에서

도로 내려오는 시적 상상력에 힘입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전해지는 고려장 이야기는 어른을 숭상하는 한국에

서는 어른이 나이가 많이 들면 신에[ 가까워진다고 믿

는 전통적 사상에서이다.

1) 돋아 ֹוּת(토다) 본문 תתֹו(토도트 · 감사 찬송하는 자의, 느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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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꿈꾸는 요셉=יוסף=5). 꿈꾸는 요셉=יוסף=ֹוֹו 요셉요셉יי
의 우물의 우물

(1). 요셉= = 요셉의 꿈 물

성경은 야곱인 이스라엘 아들을 요셉= = 1)이

라 하였다. 요셉2)은 거한다의 뜻이 있다. 늘 있는 사람

이라는 뜻이다. 성경의 37장 요셉3)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고 요셉은 11번째의 아들

이다.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이 요셉이 17세

때 형들에 의해 물 없는 구덩이 안으로 가두어진다. 물

없는 구덩이에 든 요셉은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진다.

죽이지는 말자는 야곱의 첫 아들 루우벤에 의하여 구

덩이 안으로 던져졌고, 간곡히 죽이지는 말자는 루우벤

의 말을 따라 밖으로 나와 은 20개로 팔려진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꾼다. 꿈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꿈을 향해 움직이는 동적 활동력을

가진다. 꿈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히 꿈을 향해 달려간

다. 꿈을 가진 사람은 한 가닥 할 놈이다. 이러한 말

을 되풀이 하는 것은 성경에서 꿈은 일어나라의 뜻이

고 그리고 할 놈이 기본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

람들에게서도 가장 사랑을 받는 말은 꿈이다. 꿈을 가

진 자여 일어나라!

1)  יֹו( , 창 37:2).

 .(요삽 · 거민, 시 33:8)ב  (2

.(요쎄프, 창 37:2)יֹוף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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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구덩이에서 건져진다. 삶의 진흙탕에서 건져지

는 것이 꿈이다. 진흙탕에서 일어나는 것이 꿈이다. 꿈

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건져지는 것이 꿈이다. 꿈은

예수가 사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활되는 것이

꿈이다. 이 구체적은 모양은 U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

는 것이 꿈이다. 야곱이 벧엘로 돌아가는 길이며 요셉=

이 물 없는 구덩이서 건져지는 일이다. 요셉1)=요세브=

요세브2)이다. 글자를 보면 양쪽에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이 있다. 가운데 수부는 돌아온다는 뜻이고

보면 요샙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삶이 요새의 삶

이다. 요새 어떻게 지나십니까?이다. 하나님께로 돌아

오고 있는 삶을 삽니까? 이다. 요새는 현재이고 살아

있음의 감사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연단되어 하나님 집

안에서 있게 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 요셉은 야곱으

로부터 축복3)을 받는다. 야곱뿐 아니라 모세로부터도

축복4)을 받는다.

1)  יֹו( )

(요스베 · 거민이, 슥 8:21)י (2

3) 요셉=יוסף=יֹו은 푸성한 가지 끝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
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
 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יֹו=יוסף=
손을 입었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독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
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고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יוסף=יֹו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4) 요셉=יוסף=יֹו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
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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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대표적인 꿈 이야기는 요셉에게 있다. 꿈

이야기는 야곱이었던 이스라엘과 요셉과의 이야기로

엮어진다. 꿈은 히브리어로 할롬 이 기본형이고 하 할

놈1)이 꿈2)이다. 크게 할 놈 우리나라 식 발음이다.

일종의 애칭= 일반적인 남자 놈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 꿈을 들어보시오 할 때의 꿈이 하 할 놈이다. 크게

한 바탕 할 놈=하 할 놈= = 하 할놈3)이다.

이스라엘 아들 요셉4)이다. 요셉= = 5)은 거한

다= 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의 37장 요셉= = 6)

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고 요셉

= = 의 11번째의 아들이다. 바로 선 아들=11인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요셉= = 17세 때

형들에 의해 물 없는 구덩이 안으로 가두어진 요셉=

= 은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진다.

요셉이 팔려가는 때 나이는 17세 때이다. 신성 수 17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기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은혜로 하여 요셉
= 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찌로다 그는 수송יֹו=יוס
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 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이 만만이요 므낫에의 천천이리로다(신 
33:13~17).

.(하할롬 · 꿈을, D.NMS, dream, τοώ ένύπνίού, 창 37:5)לֹום (1

.(쿰 · 일어나라, 출 32: 1; 수 7: 10; 삿 7: 15; 사 58:12)קּום (2

לֹום (3  ,(시므우~나 하할롬 · 청컨대 들으시오 이 꿈을עּו~א
VQMMYP~O D.NMS, Hear I pray you dream, Άκούσέτε τοώ ένύπνίού, 
창 37:5).

.(요세프, 창 37:2)יֹוף  (4

 .(요삽 · 거민, 시 33:8)ב  (5

.(요쎄프, 창 37:2)יֹוף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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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히브리어 벤~스바~에스레 사나 스바1)이다. 우리말

로 하면 벤 서봐 에스라 사나 하야이다. 벤은 아들이고,

곧 배에 들어 있는 후계자이고 하나님 지붕 안에 영원

히 서봐 사나 하여이다. 하나님 집안에서 숨 쉬는 날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삶의 사람이다.

이러한 17은 신성수로서 그리스도2) 수치이며 야곱이

더하고 더하여 낳은 요셉3)이 팔려가는 때의 나이며 팔

려가는 문제는 예수님 또한 팔려 가신다. 은 30개에 팔

려가시었고 요셉은 20개에 팔려간다. 이 일치성을 가진

요셉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예수를 낳는4) 수치를 지

닌다. 이러한 반복리듬의 기본적 메시지는 엘라 골짜기

에서 골리앗을 물 멧돌 두개로 물리친 다윋5)일도 맷돌

두 개였으며 이 반복 리듬은 되었다=하야= = 하야6)
에서 보듯이 숨 쉼 히브리어 헤= 가 두 번 반복된다.

반복 리듬은 요셉= = 의 아들 예수로 이어지는

리듬이며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리듬이다.

1)  ה )ן~ע ~ה ~스바~에스라~사나하야 · 십칠세때, 
NMSG~ANCMSG~ANCFS NFS VQAMZS, being~ seven~teen years 
was  old, έπτά, 창 37:2).

2)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יוסף=יֹו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
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마 1:16)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윋까지 열 네 대요 
     다윋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 1:17)

3) Ίωσήψφ: ף(야싸프, 창 30: 24; 욥  42: 10; 마 1: 16).

4)  Ίησῡς: הּוׁשֹו(예호슈아, 출 17: 9; 출 33: 11; 슥 3: 1; 마 1: 16).

5)(사무엘 상 17장).

 .(하야 · 되었다, 창 37:2)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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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37장 1절에서의 요셉1)은 하나님의 손으로 연

단되어진 야곱2)과 야곱의미가 지닌 하나님의 눈에 들

어 겨우 집안에 든 야곱에서 이어지는 야곱의 아들 요

셉이다. 그리고 창세기 37:2에서 요셉3)은 하나님의 전

능하신 손을 바라 중심을 잡고 입으로 말하는 사역의

미를 지닌다. 3절에서 요셉이란 사람은 야곱 이스라엘

이 깊이 사랑하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사랑=이스라엘

아하브=  이스라엘 하하브라 한다. 있으라 엘 아파

이다. 사랑한다이다. 내가 아파하는 존재이다. 이스라엘

아하브=  이스라엘 하하브4)는 베이스라엘5)이라 하

여 배나 되도록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요셉= =
의 사랑 깊이다.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할 때의 사랑=

에예에하브= = 바예에하브6)이다. 요나단이 다윋

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때=베아하바아토= =

바예에하브7)다.
서로 사랑한다8)의 요한의 사랑 장9)이 있다. 사랑은

1)  )ב · · 바예솨브, CW.VQIMZS, And dwelt, Κατώκεί, ckd 
37:1) .

.(야아코브,, NE Jacob Ιακώβ, 창 37:1)ב (2

.(요세프, Joseph, Ιωσηφ, 창 37:2)יֹוף  (3

ל ָאב  (4
 (베이스라엘 , C.NE, Now Israael, Ιακωβ δε, 창 37:3; 렘ל (5

10:16).

.(바예헤하브 · 사랑하여, 창 34: 3)ב (6

.(베아하바아토 · 사랑하여, 삼상 18: 3)ַאתֹו (7

8)  φιλαδελφίπια(필라델피아, 롬 12: 10).

9) * 사랑장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사랑을 전제로 예수님과 요한(1장) ·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 다시 거듭나는 의미(2장)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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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마음이 아픈 상태

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먼저 사랑하여 고쳐 주시는 일이다. 사랑의 시작은

아브라함 아내 사래라는 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사

래= = 사레1)라 하지 말고 사라= = 사아라2)이
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실 하나님 계획

이시면서 변경된 것이다. 이 차이는 연단되는 머리로

끝내심과 연단되기를 바라시는 소망형의 차이이다.

이스라엘이 지극히 사랑하는 요셉은 채색 옷을 늘

입었다. 이 채색=입으로 중심을 잡는=파스= = 파스이

다. 바로 유월절 의미를 지닌다. 채색=파심= = 
파심3) 경어로 하여 아름답게 조각을 내는 일은 하나님

몫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꿈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꿈의 조각, 하늘 이미지와 관련하여 하늘에 수

를 놓게 하셨다.

나사로 두 사람의 의미를 거듭나는 문제(3장)로 한다. 사마리아 여인의 
물을 통한 거듭남의 문제(4장)를 베데스다 연못(5장)의 물로 한다. 오병이어
(6장)와 초막절이 뜻하는 생명과 할례와 교육을 통하여(7장) 빚진 자의 후손
(8장)은 소경이 눈을 뜨게(9장)해야 하는 임무로 선한목자(10장)를 든다. 나
사로의 눈물(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12장)하여 세족식(13장)을 행
하심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어 씻어진다. 예수님은 고별설교(14장)로 헤
어짐 기간이 있을지라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15장)한다 하시
면서 보혜사 약속(16장), 중보기도(17장)를 하시는 따뜻한 사랑 실천 후 기
드론 골짜기에서 체포(18장)되신다. 십자가 후(19장) 부활(20장)하시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21)를 3회나반복하시었다. 하나님은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짐하신다.

1) (사래, 창 17:15).

. (사라, 창 17:15)ה (2

.(파심 · 채색, NMP, many colours, ποίκλον, 창 37:3)י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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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나르게요 어디를 보시나요 꼬리를 꽃에 이어 꽃잎이 바

라보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어서 바라본

- 이영지 「오른쪽으로」

요셉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미움을 받았다. 미

움=사네= = 사내 미워하는=바 이 사나운= =

봐 이 사나운1)이다. 사나운 형들의 미움이 컸다. 요

셉은 꿈을 꾸고=한 바탕 할 놈= = 할 놈2) 바로

우리말로 큰일을 크게 한 바탕 할 놈=하 할 놈=

= 하 할놈3)이다. 형들이 죽이기를 공모하여 실행하

였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꿈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 =
 창세기 37장에게서 야곱이었던 이스라엘과 요셉= =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요셉 꿈을 한 바탕 이룰

놈 하 할놈4)이 아주 크게 하 할 놈5) 자 이룰 놈 꿈6)

이다.

)א (1 · 미워하여, CW. VQIMZP, they hated, έμίσησαν, 
창 37:4).

לֹום  (2  ,이 꿈을 꾸고יֹו=יוסף=(바요할롬 요세프 할롬 · 요셉ּילֹום יֹוף
CW. VQIMZS NE NMS, And dreamed Joseph and he told it, Ένυπνίασθ
είς δέ Ιωσηφ 창 37:5).

לֹום (3  ,(시므우~나 하할롬 · 청컨대 들으시오 이 꿈을עּו~א
VQMMYP~O D.NMS, Hear I pray you dream, Άκούσέτε τοώ ένύπνίού, 
창 37:5).

.(할롬 · 꿈)לֹום (4

.(하할롬 · 꿈을, D.NMS, dream, τοώ ένύπνίού, 창 37:5)לֹום (5

.(쿰 · 일어나라, 출 32: 1; 수 7: 10; 삿 7: 15; 사 58:12)קּו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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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셉의 꿈 날개2). 요셉의 꿈 날개

크게 할 놈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일종의 애

칭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 꿈을 이룰 하 할놈이다..

크게 한 바탕 할 놈 꿈=하 할 놈= = 하 할놈1)

이다. 꿈창 37:7 요셉의 단이 일어난다. 요셉이 꾼 꿈=

= 꿈이 일어난다. 꿈이 있으면 사람은 일어난다. 천

부경은 숫자표시가 31자이다. 그 중 숫자 1이 11회다.

일이 곱으로 일어나는 일은 일어섬 곧 두발로 굳게 바

르게 일어서라는 일이다. 서로들 권면하며 일어서는 우

리 민족에게는 있다. 성경에서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달

리다 쿰이 있다. 우리나라 식 표현으로도 그대로 달리

다 꿈이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꿈을 성경은 문장 마

마가 붙어 마쿰마쿰한다. 해당되는 마 꿈 마 꿈=

=  마 꿈 마 꿈2)이 있다.

2회 리듬으로 된 이 앞의 마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 접두사이다. 요셉의 단이 일어섬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에 일어선 것이다. 우리나

랏말 꿈과 히브리어 꿈= = 꿈 일어나라 이어나

라3)은 동일하다. 성경은 이 쿰4)을 애용하여 하나님을

לֹו (1 )עּו~א ~나 하할롬 · 청컨대 들으시오 이 꿈을, 
VQMMYP~O D.NMS, Hear I pray you dream, Άκούσέτε τοώ ένύπνίού, 
창 37:5).

קום (2 .(마콤 마콤 · 일어나라 일어나라, 민 32: 2)קום

.(쿰 · 꿈, 일어나라, 출 32: 1; 수 7: 10; 삿 7: 15)קּו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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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백성들이 꾸는 꿈이 일어나서= =  꾸무1) 구

물구물 거린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외에도 해

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2)한다.

두 발을 모으고서 꿈 딛고 일어나라

방금 곧 날아갈 듯 가벼이 머무르며

날개에 해와 달 별 들 일어날 이 기다림

- 이영지 「기다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둘러싸인 요셉의 입은 말하

고파 안달이 났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멍

하는 표정이다. 요셉을 쳐다보면서 네 형제들과 어머니

와 아버지인 내가 엎드려 절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이

때 엎드려 절하겠느냐는 솨하3) 기본형으로 하여 본문

에서 말하는 엎드려 절하겠느냐=르하쉬하오트=

= 르하쉬하오트4)이다. 아버지 야곱은 이 말을 가슴

에 두었다 성경은 말했다. 야곱이 요셉과 가족모두를

사랑하여서다.

)קּו (4 · 일어나라, 출 32: 1; 수 7: 10; 삿 7: 15; 사 58:12).

.(아쿠마 · 내가 일어나서)ָאקּוה 와(쿠미 · 일어나서, 아 2:10)קּוי  (1

ים לי (2 ך כֹוים ַאד  (하쉐메쉬 브하야레아흐 브아하ׁש
드 아세르 코카빔 미쉬타하빔 ·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D.NFS C.D.NMS C.무츤 무츤 NMP VTPAMP P.CXS,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eleven stars made obeisance to me, ό ήλίος καί σελήνε 
καί έν δεκα άστερές προσεκύνουν με, 창 37:9).

.(솨하)ח (3

 (르히쉬하오트 · 엎드려 절하겠느냐, P.VTNG, to bow downֹות (4
ourselves, προσκυνήσαί 창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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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배와 앞가슴을 빨갛게 물들이고

사랑을 꺼내어서 그들께 가리이다

고개를 뒤로 돌려서 바라보인 곳으로

- 이영지 「사랑을 꺼내어서」

야곱이 아들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야곱은 요셉이 지

닌 황홀한 꿈 한 다발을 가슴에 그대로 마음에 담아

두었다. 성경도 말 한 다발=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

더라=솨마르 에트~ 하다바르= ~  = ~ 
꿈솨마르 에트~하다바르1)하였다. 한다발 모두 삼아 두었다.

저에겐 유일하게 당신을 닮아있는

당신의 뒷모습의 꼬리에 그리움이

기쁨의 거울로 남아 나를 께요 지금 곧

- 이영지 「꼬리에 그리움이」

거울로 삼아두면 등 아래 꿈이 적혀

마음이 거울 되는 그리운 푸르름이

고개를 내밀어놓고 꼬리 잎을 달아요

- 이영지 「그리운 푸르름이」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할 때의 표현을 성경은 우리말 힘내라, 힘내

라는 말 힘내니이다 이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그리 가보라고 했을 때 그

리하겠나이다 하고 힘내니2)로 말 하였다. 이때의 언어

1) ~ת )ר 에트~ 하다바르 ·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VQMZS O~ D,NMS, observed the saying, δίετηρήσεν τό ρήμα, 창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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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고기가 두 마리 있게 되고 숨을 쉬는 언어가 있

다. 힘내는 일은 요셉이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그렇게 하였다는 뜻이 문자에 있다. 형을 만나러 요

셉이 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길을 묻

는다.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기다 ~나 리1) ~

하기다~나 리2)이다. 우리말 나리가 있다. 높으신 어

른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존칭할 때 쓰인 나리이다.

나리꽃! 고개를 쭉 뻗고 높다랗게 하늘로 꽃을 피우는

꽃이다.

나에게 말을 하여 주셔요 어디에요

양치는 나라까지 가려면 어디 가서

만나야 하는 건가요 어떻해야 하나요

고개를 쑤욱 뻗어 좌우를 돌아보며

어여쁜 마음바다 풀어서 쭈욱 보고

한드을 웃어가면서 찾아가는 그리움

- 이영지 「나리꽃」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는 그곳을

찾아 나선 요셉은 어떤 사람이 가리켜 주는 도단에까

지 가서 만나게 된다. 이 때 만난다=모자= = 모

2)  ( · 내가 그리하겠나이다,Qcxs, Here I am, Ίδού έγώ,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창 37:13).

י (1 א  (하기다~나 리 ·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VHMMYS Qיה~
P.CXS, tell I pray thee me, άνάγγείλοί, 창 37:16). 

י (2 א  (하기다~나 리 ·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VHMMYS Qיה~
P.CXS, tell I pray thee me, άνάγγείλοί, 창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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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2)이다. 맞추어= 모자3) 입었다4)뜻 모자는 남에게

맞추어 사는, 은혜를 입는5) 봐 이 모자임= = 
모자임6)이다. 모자를 썼다.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도 우린 기뻐 당신의 산들바람 머리에 얹

어 놓고 그리움 날개위에로 향기로운 내음새

마시는 날개가슴 당신의 산들바람 들어와 머무느라 이렇게 비

스듬히 서서도 사모 바라봐 향기모자 쓰고서

- 이영지 「기쁨주머니」

요셉이 하나님 손에 칭칭 감기어 기쁘고 즐거운 마

음으로 형들에 대한 사랑마음 모자를 쓰고 만난 형들

은 꿈꾸는 자가 온다며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

버렸다. 구덩이=해버렸다= = 해버렸다7) 다행히

형 르우벤이 막내 동생 요셉이 죽기를 원하지 않자 형

제들은 아우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

어버렸다.

이스라엘이 입혀준 옷이 형들에 의해 벗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입을 차단해버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1)  א )יה~ ~나 리 ·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VHMMYS Q 
P.CXS, tell I pray thee me, άνάγγείλοί, 창 37:16). 

.(모자 · 맞추어, 신 19:7)א (2

3) 신 19:7.

4) 에 5:8.

5) 아 8:1

 (바이므자엠 · 그들을 만나니라,CW. VQIMZS.MZP, theyם (6
conspired against, καί έ ευρεν αύτούς, 창 37:17). 

.(하보로토 · 구덩이, D.NMP, pit, τών λάκκων, 창 37:20)רֹו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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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막아버린 일이다. 성서는 벗기어 버렸다=벗었다를

우리말 그대로
벗었다 프스트

한다. 입술을 막아버렸다.

말씀 전할 입을 막아 버렸다이다. 벗기어 버렸다=

= 바이쉬트1)에도 요셉의 꿈2)은 버려지지 않는다.

꿈꾸는 옷을 벗겨 내리며 구덩이에 넣어도 꿈은 아직 마음에

들어있어 나래에 꿈 하늘덩이 살짝 올라 날지 뭐

- 이영지 「꿈 하늘마당」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진 것이나 모세가

강가에서 올려 진 것이나 같다. 모세와 요셉을 하나님

이 구하는 방법은 요셉은 형 유다를 시켜서이고 모세

는 공주에 의해서이다. 야곱의 형 유다는 같은 골육인

데 죽이면 뭐 하겠느냐 다. 요셉은 애급 상인이 오게

되고 은 20에 팔리면서 요셉은 땅에서 올라= = 
요셉= =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진 것이나

모세가 강가에서 올려 진 것이나 같다. 모세와 요셉을

하나님이 구하는 방법은 요셉 형 유다를 시켜서이고

모세는 공주에 의해서이다. 야곱의 형 유다는 같은 골

육인데 죽이면 뭐 하겠느냐 이다. 요셉은 애급 상인의

은 20에 팔리면서 요셉은 땅에서 올라= = 올라3)본

문은 봐야 알래= = 올라봐야 알루4)로 되어 있다.

1)  )י · 그 형들이 벗기고, CW. VHIMZP, that they stript, 
ζκέδυσαν, 창 37:23).

2) 창세기 37:20~25.

.(올라 · 올려, 창 37:28)ה (3

.(바야알루 · 올리고, 창 37:28)לּ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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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세의 우물 6). 모세의 우물 

1). 모세의 메시지1). 모세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

를 지킬 것이라 이다. 모세는 출애굽과 절기를 지켰으

나 모세는 성경 출애굽을 시작함을 1절로 시작하여 봉

헌식1)을 끝으로 잠잔다.

1)   : 넷째 사람 모세는 넷의 면을 가진 물 (멤) · 물 ם(멤)과 관
련된다. 물에서 건져진 사람(1장)이다. 40세 이후 미디아 광야(오늘날 사우
디아라비아 · 우리나라의 20배의 땅)로 도망(2장)갔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소
명을 받고(3장) 귀환한다(4장). 모세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
고 그리고 그들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일이다. 당시의 애급인들을 여호
와는 나의 백성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다(5
장). 애급에서의 이스라엘백성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
으며(6장) 여호와가 내리는 재앙 피(7장)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8장)와 우박
(9장)과 메뚜기 재앙이 있는 어둠의 재앙이 아닌 빛만을 받는다(10장). 애급
이 애급에게 장자에 대한 경고로 항복하는 그들과는 달리(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피(12)로 탈출(13장)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며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며 박수만 치라(출 14:14)하신다. 모세
는 모세의 노래로 화답(15장)하였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첫 만나를 먹는다
(16장) 아말렉과의 힘겨운 싸움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싸움 방법으로 
첫 위기를 넘긴다(17장). 이를 본 장인 이드로는 모세로 하여금 조직을 감행
하게(18장)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의 첫 등정(19장)은 십계명(20장)을 통해 이스
라엘 백성들의 생명(21장)과 재산(22장)과 절기와 안식(23)을 선물로 받는
다. 둘째 등정을 통하여 더욱 강건해지는 70장로(24장)와 더불어 성막 설계
도를 그린다. 언약과 진설병과 일곱 금 촛대(25장)의 지성소와 휘장(26장)과 
분향소(27장)와 제사장의 옷과 임무(28~29)와 분향할 물(30)이 있는 성막
을 만든다. 그 후 기술자들의 안식(31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절제한 금송아지 숭배에 화가 난 모세는 십계
명이 새겨진 첫 돌 판을 파괴(32장)한다.~ 이 소 ף(엘레프)는 나 א 곧 ף
(엘레프)이며 신약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적극 참여한 나다. 사울 즉 곧 0의 배우고 익혀서 가르쳐야 
하는 우리 인간 그 자체이다. 이 알레프는 나 자신이 배우고 익혀서 가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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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기를 어기고 반석

을 두 번 침으로써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럼에도 예

수 그리스도의 익명은 2회 리듬 가난한자의 규례 반

복1)이다. 애급에서 탈출과 동시에 십계명을 두 번째로

돌 판에 새긴다. 신명기는 저주와 축복2)까지 2회 리듬

으로 한다. 큰 저주는 순종하지 않아서이며 큰 축복은

순종3)하여서이다. 설교는 총 3회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한다.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회상4)을 하게 한다.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현재에 대한 성찰로서 십계명5) · 의식법6) · 시

민법7) · 사회법8) 설교9)이다. 두 번째 설교 특히 십일

하는 존재이다.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는 존재는 나이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드러난 우상은 다름 아닌 나자신을 절대시 하며 우상을 섬기었다. 

     모세는 중보기도(33장)를 하였고 이를 본 하나님은 다시 둘째 번째
의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다. 돌 판을 얻은 모세(34장)는 이를 두기 위한 
성막재료들을 모은다(35장). 첫째번이 아닌 둘째 번째의 십계명이 지성소에 
언약으로 자리매김한다. 모세는 곧 성막 건축 시작(36장)을 하였으며 그 방
법은 지성소에서 언약과 진설병과 일곱 금 촛대가 있게 짓는다(37장). 번제
드릴 번제단과 물동이(38장)를 만들고 완성(39)후 봉헌식(40장)을 올린다.

1) 신명기 15장과 24장.

2) 신명기 11장.

3) 신명기 28장.

4) 1~4장: 가데스바네야 정복 회상 설교(1장) ⇢ 헤스본왕 시혼 정복 회
상 설교(2장) ⇢바산왕 옥정복회상 설교(3장) ⇢가나안땅에 들어가지켜
야 할 순종(4: 1~14)과 우상 숭배 경고(4: 15: 31)와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
(4: 32~40)과 요단 동쪽 도피성(4: 41~43)에 대한 설교(4장) .

5) 6~11.

6) 12~16.

7) 17~20.

8) 21~26.

9) 1. 십계명: 십계명(5장) ⇢ 큰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6: 5) ⇢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나안 백성과의 혼합이기 때문에 언약이나 불쌍히 여
기지도 말것(7: 2)은 하나님 사랑의 중요시(7장). ⇢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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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규례인 26장은 온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에게 온전

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을 드러낸다. 세 번째는 이스

라엘 백성을 향하여 미래의 약속 설교1)로 것으로 축복

과 저주2) · 언약3) · 중보기도4)이다.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있는 신명기 총 34장은 20장이 다시 10장 + 10

장으로 예수님의 의미가 두 번째에서 실현됨의 강조가

되는데 다시 14장인 바 7장 + 7장에서이다. 이 또한 완

전수 7의 두 배인 예수님 자리 상징이다. 신명기 34장

은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8: 1~10) 받고 축복 후에 빠지기 쉬운 불신앙일 때의 경고(8: 11~20)인 
축복을 잊지 말라(8장) ⇢ 십계명 돌판 파괴 회상(9장) ⇢ 다시 십계명(10
장) ⇢ 저주는 불순종, 축복은 순종에서(11장) 

2. 의식법: 외적 우상이 되는 단을 헐며 멸하라(12장) ⇢ 내적 우상이 되
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13: 3)를 멀리하라(13장) ⇢ 정한 음식과 부정
한 음식 주의(14장) ⇢ 가난한자 규례는 가난한 자를 강퍅케 대하지 말라는 
것(15장) ⇢ 오순절과 초막절과 유월절인 3대 절기(16장)

3. 시민법: 왕과 재판 규례(17장) ⇢ 제사장 규례(18장) ⇢ 선지자 규례
(18장) ⇢ 서쪽 도피성(19장) ⇢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전쟁 수칙(20장) 

3. 사회법: 미결 살인 사건 규례(21: 1~9) ⇢ 포로 된 여자에 관한 규례
(21: 10~14) ⇢ 장자권 규례(21: 15~17) ⇢ 패역한자 처벌 규례(21: 
18~21) ⇢ 나무에 달린 시체(21: 22~23)에 관한 규례(21장) ⇢ 이웃사랑, 
성도덕, 창조질서보존에 관한 규례(22장) ⇢ 총회 참여, 진의 정결, 자비에 
관한 규례(23장) ⇢ 가난한자에 대한 규례 2(24장) ⇢ 무시무시한 태형 금
하라, 짐승을 학대 말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으므로 아말렉 멸하라, 
결혼한 여인이 혼자되었을 때 보호하라, 정숙하지 못한 여인의 처벌 규례(25
장) ⇢ 십일조의 규례(26장).

1) ① 축복과 저주: 가나안 입성 준비(27) ⇢ 큰 저주는 불순종, 큰 축복
은 순종(28장) ② 언약: 예수님 의미가 숨어있는 모압평지에서 새 언약(29
장) ⇢ 생명, 사망, 화, 복을 네 앞에 두었으니 선택(30장) ③ 중보기도: 후계
자 여호수아(31장) ⇢ 모세의 노래(32) ⇢ 모세의 축복(33) ⇢ 모세의 죽음
(34)

2) 27~28.

3) 29~30.

4)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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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익명성의 신명기는 예수의 이름과 모세의 이

름이 같은 의미 언어 야솨= = 야솨1)를 구원하시는

=모세=모시아으= =  모시아으2)다. 모세가 출애굽

그 긴 여정을 수행하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로 한다.

동쪽 도피성3)과 서쪽 도피성4)이 있다. 죄 지은 자가

도피하는 곳을 도피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를 암

시한다. 비단 방석 다메섹과 관련된 모시어 산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이 깔아놓은 비단방석에서 임무를 다한

생애다.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킬 때 구

원의 광주리5)를 타고 내려6)온 광주리는 모세에게서는

물에 빠졌을 때 구원의 방주이다. 물에서 건져진 모세

에게서 메시야의 흔적은 모세이름의 구원자 의미에서

이다. 히브리어 첫 글자 모= 모에서 찾아지는 말씀을

쳐다봄의 생애에서이다. 모세는 모세=쉐= 쇄에서 보이

는 부서지는 삶을 살았다.

1) ( ).

2) ימֹו(모시아으 · 구원하시는, 시 7:11).

3) 신명기 4장.

4) 신명기 19장.

5) σαρνáνη · 사라나내, 행 9: 23; 고후 11: 33.

6) 고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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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세의 익명성

모세이름은 메시야로 이어지는 익명성이다. 예수를

위하여 그의 묘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가나안에도 들어

가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모세의 문자 알레고

리1)는 모세=구원=야솨= = 야솨2) 나의 구원의=예

쉬= = 예쉬 내 구원의=예수다이= = 예쉬다

이3) 우리의 구원=예수누= = 예쉬누 주의 구원=예

쉬하= =예쉬하 예수여4)에서 찾아진다.

예수와 모세와의 관련은 히브리어의 선입파다 법칙

이 적용 우리말 모셔=모쉬아으= =  모쉬아으5)의

모가 빠져버린 오쉬야아으= =  오시아으6)에서 찾아

진다. 처음의 불 분리 접두사 물= 모를 뺀 것이다. 야솨

= =  야솨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암시이다.

우리의 익숙한 모셔와 모시어 연상언어이다. 모시어=

=  모쉬아으7) 기본 동사 모솨= 모솨 역시 구원=

야솨= = 야솨8)가 보여진다. 지도자란 그에게 잘 다
듬어진 마샬= = 마솰9)이다. 손에 맞게 다듬어진

1) Northrop Frye, 성경과 문학』,  28~41.

2) (야솨 · 구원).

 .(예수아티 · 내 구원의)시 88: 1, 89: 26י (3

4) (예쉐하 · 주의 구원, 삼하 22: 36; 시 51: 14, 69: 13. 

5) ימֹו(모쉬아으).

6) יֹו(오쉬야아으).

7) ימֹו(모쉬아으).

.(야솨 · 구원)ע (8

.(베야메싀, 출 10: 21)ׁש (마솰 · 그로하여 만져지게 됨을 받다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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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솨시= = 마솨시1)에서이다.
모세와 메시야의 흔적은 발음에서도 비슷하다. 한국

말의 남을 잘 모시는 삶은 섬김의 가난한 메시야의 익

명성이다. 모세는 모세2) 구원 의미로 여호와께서 이스

라엘 백성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케 하시니3)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4)와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5)와 같

다. 모쉬임6), 구원자들을 위하여의 레모시아으7)이다.

구원하셨거늘의 베요쉬움8) · 네 구원자의 모시이에

카9)와 구원자가의 모시오10) 또한 구원자가의 움모시

어11) 등에서 구원자는 모세와 예수님과 언어적으로 동

일선상이다. 나의 구원자시라의 모쉬12)와 한 구원자 모

쉬아으13)· 네구원자로 모쉬에파14)· 그리고구원자 들을

모쉬임15)이라한다. 구원자모쉬암16)에서모세가지예수

1) ( ).

.(모시아으 · 구원자)מֹוי(모세, 출 2: 10) · 구원자 ה  (2

3) 삿 3: 9.

4) 삿 3: 15.

5) 왕하 13: 5.

.(모시임 · 구원자들을, 느 9:27)מֹוים (6

7) ימֹו(레모시아으 · 그리고 구원자들을 위하여, 사 49: 26) ימֹו(레모
시아으 · 그들의 구원자를 위하여, 사 63: 8).

.(베요쉬움 · 구원하셨거늘, 느 9: 27)יֹועּום · (8

9) ימֹו(모시이에카 · 네 구원자, 사 60: 16) .

.(모시오 · 구원자가, 사 63: 8; 렘 14: 8)מֹויֹו (10

. (움모시오 · 또한 구원자가, 호 13: 4)ּומֹויֹו (11

. (모쉬 · 나의 구원자시라, 삼하 22: 3)מֹוי (12

13) ימֹו(모쉬아으 · 한 구원자) .

14) ימֹו(모쉬에파 · 네 구원자로) 사, 49: 26, 60: 16. 

.(모쉬임 · 구원자들을)מֹויי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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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를 찾게 된다.

사실 모세는 가공의 인물로 논의되어 져 오기도 한

다. 게랄드 반 그로닝겐1)은『구약의 메시야 사상』에

서 그리고 엘리아스는 부정적 관점2)으로 벨하우젠는

모세에 대한 허구성3)으로 메이어 또한 모세인물의 허

구성4)을, 그리고 노트는 모세의 전설 설5)을 내세운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운 집단들의 관한 기사의 삽

입 설로 보는6) 노트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건국자로 세

우는 것은 거의 정당화될 수 없다7)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트는 이에 도전8)하며 모세의 역사성을

제시9)한다. 카수토도 모세의 역사성10)을 제시한다.

모심 · 모시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 시키시어 애

16) ימֹו( · 그 구원자, 시 106: 21).

1) Gerard van Groningen,『구약의 메시야 사상: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0, 유재원 · 
류호준 공역(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226 ~230. 

2) Elias Auerbach, Moses, Trans. R. A. Balclay and I. O. 
Lehman(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75), 7.

3) Julius Wellhausen, Prom to the History of Ancient of Israel(New 
York: World, 1965), 6.

4) Eduard Meyer, Die Israelitien und ihre Nachbarstaemme(1909), 
415 

5) Martin North, A History of Pantateuchhal Traditions, trans. J. S. 
Bowden(London: SCM. 1962) 24~27. 40. 134.

6) Martin Noth, Exodus, 40.

7) Martin Noth, History of Israel, 136.

8) John Bright, Early Israel in Recent History Writing. 3d 
ed.(London: SCM, 1981), Chaps. 2. 4.

9) William F. Albright, Archaeology of Palestine, 224, 253.

10) Umberto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Jerusalem: The Magnse Press, 1967),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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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땅 흑암이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3일 동안 광명이

있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모세는 이침 일찍 일어나 와 봐

보께로1)라 하였고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

님이 만들어 놓은 향을 와 보라2) 함에 아침 일찍 일어

났다. 모세는 애급 왕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 일찍 일어

난다. 일찍 일어나는3)일은 아브라함 · 모세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는4) 일과 동일하다. 모세는 일괄적인 장자죽이

기의 일환으로 희생될 뻔 한다. 그러나 물가에 나온 바

로의 딸에 의해서 구해진다. 젖어미인 직접 모세를 낳

은 어머니에 의해 길러진다. 성경의 진의는 생명이 하

늘에 달려있음을 말해준다. 생명의 지속성은 이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자에 의해서 이 지상에서

살아 있게 된다. 목적은 할 할 일을 위해서이다. 장일

선은 모세를 장자 죽이기의 애급 정책에서 유일하게

장자로 물에서 건져진 피의 사람5)이라 하였다.

모세와 드보라의 노래는 동일리듬에 있다. 옷니엘의

아내와의 관련도 우물을 통하여서이다.

1)  )ם 봐보게르 · 이침 일찍 일어나, 출 8: 20, 9: 13).

ר (2  (바야쉐켐 아브라함 바보케르 ·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ם ַאם
일어나, 창 22: 3).

3) 창 22: 3, 출 8: 20, 9: 13,24: 4. 

4) 출 16: 35, 24: 18, 34: 18. 

5) 장일선,『히브리 설화의 문학적 이해』(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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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세와 관련한 사사들의 물

첫 사사 옷니엘 승리는 모세와 관련된 십보라의 남

편 그리고 옷니엘과 관련된 악사는 옷니엘의 남편이다.

이 사이 우물이 있다. 악사의 아내 옷니엘은 아버지에

게 졸라 우물을 얻는다를 하늘을 우러러 굴렀다1)로 한

다.수직성 윗샘과 아랫샘 모두 굴렀다2)이다. 악사

의 아내가 우물 겝비임3)을 얻을 때도 하늘을 향한 수

직적 행동으로 물을 길으라4)라는 명령이 있다. 수직으

로 물을 얻는 이 윗샘과 아랫 샘의 수직 구조는 모세

와 드보라 모두 하나님을 향한 보답이다. 악사 또한 아

버지께서 나를 남방5)으로 보내기 때문에 윗샘과 아랫

샘을 달라6)한다. 남방 하네게브그7)도 둥근 모양의 샘

굴러8)와 같이 보답의 뜻이다. 이 보답은 히브리어

기멜9)에서 찾아지는데 보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는 일이다.

1) ( ,  수 15: 19)/

 (굴로트,  수 15: 19): ①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ת (2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 ת(굴로트)
와 아랫샘 ת(굴로트)를 그에게 주었더라(수 15: 19)  ②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
이 윗샘 ת(굴로트)와 아랫샘 ת(굴로트)를 그에게 주었더라(삿 1: 15)

.(겝비임 · 우물, 렘 14: 3)ים (3

4) 렘 14: 3.

.(하네게브 · 남방)ב (5

6) 수 15: 19; 삿 1: 15.

.(하네게브그 남방)ב (7

.(굴라 · 샘)ה (8

.(기멜 · 약대,  창 24: 19, 20, 32)ג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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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세노래 ⇢ 드보라 노래 ⇢ 옷니엘의 아내

와 관련한 우물, 모두 보답, 곧 은혜 갚기이다. 아브라

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에서도 보답이다. 젖 떼

는 일은 이제까지 젖을 먹이신 그에게 그 갚음을 할

때이다. 곧 성경에서 보답할 키~ 고아 고아1) ⇢ 굴

라2) ⇢ 감3) 보답언어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도 새어서 또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라는데

이 때도 감4)으로 시작한다. 모세와 드보라의 노래를

여호와가 이들에게 승리하게 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찬양5)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다의 노래6)로

하였고 드보라는 드보라 노래7)로 보답한다. 모세와 드

보라의 노래는 유사성8)이 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

호와를 위하여9)로 시작하여 높고. 영화로우심10)의 신

비로운 은혜 갚는 보답11) 언어로 한다.

여호와…여호와 · 여호와…여호와12)에서 모세는 여호

)י ~ה ..ָא (1 ~고오.고아 · 보답할, 출 15: 2).

.(굴라, 수 15: 19; 삿 1: 15)ה (2

.(감, 삿 5: 4, 창 9: 21, 13: 16)ם (3

ם (4 פּו ים ם ~ פּו ם (감 ~ 솨마임 나타푸 아빔 나테푸 마ם ~
임, 삿 5: 4).

5) J. S. Ackerman, 「Propheey and Warfare in Early Israel: A Study 
of the Deborah~Barak Story」 ASOR 220(1975), 5~13.

6) 출 15.

7) 삿 5.

8) 윤용진,『הה의 전쟁 신학』(서울: 그리심, 2000), 118~119.

.(라여호와.라여호와, 출 15: 1)יהה..יהה (9

.(키 고오.가아, 출 15: 2, 21)י ~ה ..ָאה (10

.(기멜)ג (11

הה..הה (12 .(출 15: 3, 6)הה..ה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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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를 두 번 부르는 절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였

다. 도브라도 여호와에게 노래로 헌신하여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리듬이다.

여호와의 의로운,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지드코트…지데코트1)

⇢ 깰찌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 우리 우리의2)

⇢ 싸웠도다…싸웠도다: 날레함…날레함3)

⇢ 시냇물..시냇물: 나하르…나하르4)

⇢ 돕지..도와: 레에즈라트…레아즈라트5)

⇢ 엎드려져서. 엎드려져: 나팔…나팔6)

⇢ 어찌하여.. 어찌하여: 마두아…마두아7)

드보라의 노래의 특징은 같은 싯구를 두 번 되풀이

하는 일이다. 그 내용은 은혜갚음을 주제로 한다. 모세

가 마지막 아담을 소망하는8) 내용과 동일하다. 백성들

이 구름9)에서 물이 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여

호와 영광10)이 비로 구름11) 가돌12)로 사면에 비취며 그

1)  הה.. )קֹות 여호와 지데코트 ·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을..의로우신 일을, 삿 5: 11).

2) ..우리 .. 우리: יי..עּוי..עּוי..עּועּו(우리..우리..우리..우리 · 깰찌어
다 깰찌어다..깰찌어다 깰찌어다, 삿 5: 12).

.(닐레함무..닐레함무 · 싸우되..싸웠도다, 삿 5: 19)מּו..מּו (3

.(나할..나할 · 시냇물.시냇물, 삿 5: 21ל..ל (4

.(레에즈라트..레아즈라트 · 돕지..도와, 삿 5: 23)ת..ת (5

. (나팔..나팔 · 엎드려져서.엎드려져, 삿 5: 27)ל..ל (6

7) . (마두아..마두아 · 어찌하여.. 어찌하여, 삿 5: 28).

8) U. Cassuto, 「The Song of Moses,(Deu 32: 1~43)」 In Biblicak 
and Oriental Studies. Vol 1(Kerusalem, 1973), 41~46.

.(아빔 · 구름, 삿 5: 4)ים  (9

10) 왕상 8: 11.

.(아빔,왕상 18: 45)ים (11

דֹול (12 .(아난 가돌 · 큰 구름, 겔 1: 4)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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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이집트인들

이 하나님 백성 희롱을 참지 못한 모세에게서 그리고

모세가 지닌 이 끓는 가슴을1) 성경은 홀로 모세에게만

해당되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 다음에는 다윋에게서 나

타내었다. 둘 다 끓는 가슴이
돋아2) 메시야의 흔적

이 된다. 우리말로 풀면 다윋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끓는 가슴의

흔적이다. 바로 다윋3)의 문=달렏= 달렏의 문=다렏= 달렏

다렏 두개4)에서 보여준다. 이 문은 끓는 가슴 두 개다.

우리의 가슴에는 두 개의 갈비뼈가 달려 있다. 문짝을

형상화한다. 이 다윋의 끓는 가슴은 바로 하나님의 끓

는 가슴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돋아= =

도다5) 그 사랑이=돋으= = 도드6)며 하나님 사랑에 보

답하는 사역자의 끓는 가슴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돋아= = 돋아7)의 다윋! 다윋 글

자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 = 돋아난 사랑

1) Jeffrey J, Niehaus, God at Sinai(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c1995),132.

2) 돋아 ֹוּת(토다) 본문 תתֹו(토도트 · 감사 찬송하는 자의, 느 
12:31). 

.(다비드)ד (3

4) 참조: 창 30: 14; 민 11: 26; 삼상 16: 13; 삼하 5: 3; 룻 4: 17, 22; 
아 1: 14, 16; 2: 8, 9, 10.

 · (도디 · 사랑) · 연인 · 친구ֹוי (도드 도드 · 사랑하다) · 사랑ד דוד (5
아저씨 · 뜨겁다.

/(도드 · 연인, 삼상 10: 14)ד (6

7) 기본형 돋아 הֹוּת(토다) 본문 תתֹו(토도트 · 감사 찬송하는 자의, 느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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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는 표시가 이 달레트= 달렏

두 개 사이에 있게 되며 만들어진 글자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꽃가운데 서신 하나님의 사자

를 만난다. 이 호렙= = 호렙1)은 하나님의 지붕인

머리 안이다. 시적 표현이다. 꼭 그렇게 생각했다는 의

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에게 가까이 가는 일은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는 삶이

다. 잘못 가던 길을 되돌아 하나님을 만나려는 아주 간

절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려나= ~ = ~
 아수라나

아시려나!2)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가운데의 하나님 사자를 만난

다. 바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모세는 곧

장 그리로 달려갔다. 사람은 누구나 불꽃으로 뛰어 들

수 없다. 이 때 불=에쉬= = 에쉬3)=아서라!

모세가 알아= = 아르에4)보려 곧 머리로 알아

숨 쉬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 이리

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

에서 신을 벗으라5)라 하신다. 신발을 벗으라신다.

1) ( · 마른, HE.H, even to Horeb, χωλεβ, 출 
3:1).

 아수라~나, VQIXS~Q, I will turn aside)ָאה~א (2
now, Πορελθών, cnv 3:3).

3)  )ׁש · · 바에쉬, 불, P.D.NFS, with fire, πυλί, 출 3:2).

.(브에르아, VQICXS, amd see, όφομαί, 출 3:3)ה (4

5)(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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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햇살보쌈7). 햇살보쌈

너 알래?=너 살려 해?= ~ ? 솰~느알레하= 
~ 솰~느알레하1) 살아야하는 방법이 주제가 되는 이 너

알레?2)=알레? 알아 볼레?, 알아가라! 알려고?= -

=  알~라그레하?3) 알라고 그러느냐이다. 발에 신

는 신발을 성경은 네 갈= = 라그레하4)로 한다.

우리의 갈 길을 잘 알아 모시기 위해 신는 신발이 있

다. 아고파 하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는 명령

이다. 이에 현명한 모세는 하나님을 모셔야5) 말씀으로

연단 될 수 있음6)으로 신발을 벗는다.

평소 존경하는 장인7) 곁에서 깨달은 그 친절한 마음

같이 모세는 하나님 보고 싶어8) 호렙산에 간 것이고

곧 바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봐 여기 예라!9) 떨기나

무10)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 나에게 온전히 맡기라는

1)  · י~ ל( ~느알레하). 

ל (2 · י(나알 · 느알레하 · 네 신, NFD.MYS, the shoes, τό ύπόδημ
α. 창 3:6). 

ל (3 · י  .(메알~레갈 · 라그레하)ל

ל (4 · י(레갈 · 라그레하 · 네발, NFD.MYS, thy feet, τών σου, 창 
3:5)·

ה (5 ·모쉐 · 움모세, C. NE, Now Mosws καί μωυσες 출 3:1)ּוה ·

 .(하야 · 생명 · 있어, VQAMZS, ήν, 툴 3:1)ה (6

אן (7  (에트~존 · 양무리, O NFSG, the flock of, τα πρόβατα, 출ת ~
3:1). 

.(로에, VQPA, kept, ποιμαίνων, 출 3:1)ה (8

(바예라아 · 나타나시니라, CW.VNIMZS, And~appeared, ώφθη δה (9
έ, 칭 3:2).

ה (10 (스네흐 · 하스네흐 · 떨기나무, D.NMS, the buch, ό βάτο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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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을 듣는다. 떨기나무는 버팀목=싸멕= 싸멕1)과 눈=

눈2)과 소망사=헤
헤

숨 쉼3)이다. 기호로 표시하면 수치

111로 된 원시림 떨기나무!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무에 햇살이 있다. 모세는 이 햇살을 햇살 보쌈 하였

다. 깊디깊은 원시림 속에서의 햇빛 황금비율을 받아

시를 쓴다. 황금비율의 생명삶이 있는 곧 십자가비율

⍏가 있는 황금 땅에 선 모세 존재다.

십자가비율은 3: 4 비율이다. 17세기 수학자 야곱4)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화 된 이 비율은 인류를 사랑하시

어 피를 흘리며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의 빨 간 가슴이

생명이 살아나는 비율이다.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로

인해 생명이 태어나는 황금 비율이다.

실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진리, 파이비율은 직 사

각형 3 · 4 비율에서이다. 이 비율은 안으로 점점 더

작은 황금 직 사각형을 만들며 황금 대수 나선5)이 된

다. 안으로 향하는 곡선이 형성되다가 한 점 빨간 꽃이

핀 꽃은 예수님 사랑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사랑인 햇

볕과 물과 공기를 얻어 살아가는 생명들의 현주소이다.

식물의 경우 줄기의 잎의 배열이 있는 피보나치 수

ς, 3:2). 

1) (싸멕 · 버팀목 · 수치 60).

.(눈 · 물고기 · 50)נ (2

.(헤 · 숨구멍 · 5)ה (3

4) Jakob Bernoulli.

5) logarithmic spi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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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활비율이다. 부활 비율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찾

아진다. 줄기의 호1)가 어떤 엽저2)의 잎의 밑 부분에서

다음 엽저로 형성되던지 3 · 4의 비율이 된다.

깊은 곳에서 식물이 햇빛이 비침을 받고 살아가는

비율법칙! 줄기 둘레에 분획3)이 새겨지면서 계속 안으

로 접어들어 한 점 꽃이 피는 비율!

이 비율은 숨 쉬는 황금나선구조4)이다. 계속해서 황

1) arc.

2) leaf base.

3) fraction.

4) 내에서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구조 분자는 폭이 
21Ǻ(angstrom, 1억분의 1cm), 나선이 완전히 한 번 회전했을 때의 길이가 
34Ǻ으로, 둘 다 피모나치 수이다. Ǻ분자는 문자 그대로 긴 황금 직 사각형 
더미[Marl Wahl, A Mathematical Mystery Tour,(Tucson: Zephry Press, 
AZ, 1988), 128]를 이룬다. 원자 세계에서는 4가지의 근본적 비대칭(원자핵
의 구조, 핵분열 파편의 분포, 많은 동위 원소의 분포, 방출되는 입자의 분
포)를 이루는데 비 부활[J, Wlodarski, The Golden Ratio and the 
Fibonacci Numbers in the Word of Atoms' Fibonacci Quarterly(1963. 
12), 61.]은 수소 원자의 양이 변하는 상태에서 핵이 연속적인 에너지 단계
로 방사성 에너지를 얻거나 잃을 때, 원자의 전자에서도 피보나치 수(H. E. 
Huntley, 'Fibonacci and the Atom,' Fibonacci Quarterly(1969. 12), 
523~524]가 존재하며 태양 주변의 각 행성의 공전주기를 인접한 행성의 공
전주기와 정수(round numbers)에서도 피보나치 수는 해왕성(Neptume)부
터 시작해서 태양을 향해 안쪽으로 감에 따라 그 비는 1 · 2, 1 · 3, 2 · 5, 
3 · 8, 5 · 13, 8 · 21, 13 · 14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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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 사각형 안으로 점점 더 작은 황금 나선 대수 나

선1) 곡선은 완만한 곡선, 곧, 부드러움, 사랑의 곡선!

생물들의 삶 황금비율이다. 3과 4의 비율 안에서 하나

님의 사랑 햇볕과 물과 공기로 사람은 살아간다. 이 귀

중한 일을 아는 일은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는 삶이

다. 신은 너 알레=느알레하= = 너 알레2) 알고싶

어하는 모세에게 다가오는 음성이었다. 그 방법은 하나

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일이다. 잘 알아라=솰~느알레하=

~ = ~ 잘 알아라=솰~느알레하3)이다. 잘 해 봐

의 권유형이다. 신발은 사역형!

우리 문화에 보쌈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신앙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눈으로, 말씀으로 모

셔= = 모셔4) 보쌈해 사는 삶이다. 신발을 벗는 일

이다. 양 무리5)곁에서 하나님 보고 싶어6) 사는 신발

벗는 삶이다.

신발을 벗는 일은 햇살보쌈의 삶이다. 생물들에 생기

를 불어 넣어 주는 땅을 밟고 부활 리듬으로 사는 일

이다.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찾아

1) logarithmic spiral.

2)  · י( · 느알레하 · 네 신, NFD.MYS, the shoes, τό ύπόδημ
α. 창 3:6). 

ל (3 · י~ ל(솰~느알레하) · ל · י  .(메알~레갈 · 라그레하)ל

ה (4 ·모쉐 · 움모세, C. NE, Now Mosws καί μωυσες 출 3:1)ּוה ·

אן (5  (에트~존 · 양무리, O NFSG, the flock of, τα πρόβατα, 출ת ~
3:1). 

.(로에, VQPA, kept, ποιμαίνων, 출 3:1)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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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일이다. 잎들이 서로 엮이어져 있는 3 · 4의 비율

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비율이다. 이 잎들 서로 꽃

피우는 비율이다.

이제 모세는 꽃 피는 사랑 곁에 서자 봐 예라1)소리

를 들었다. 떨기나무2) 버팀목 수치 60과 눈 히브리어

가 지닌 물고기 뜻과 50 수치는 소망사 숨 쉼 헤의 숨

구멍과 숫자 5와 합하여진 수풀 수치 111의 버팀목 되

는 원시림3)의 떨기나무!

눈을 뜨면 먼저 눈앞에 아른아른

눈을 감으면 먼저 떠오르는

하늘가 그쯤에서 나른나른 내리는

떠 오른 해 덩어리

봄꽃을 입에 물고

봄이 뜨면 먼저 피고

안 봐도 먼저 떠오르는

종종걸음 그 햇살에

아장아장 앞으로 걸어가는

삼삼히

떠 오는 햇살보쌈

봄 잎을 입에 물고

입에 물고

- 이영지 「햇살 보쌈」

1) ( · 나타나시니라, CW.VNIMZS, And~appeared, ώφθη δ
έ, 칭 3:2).

ה (2  ,(스네흐 · 하스네흐 · 떨기나무, D.NMS, the buch, ό βάτοςה ·
창 3:2). 

3) 느릅나무에서 호는 원주의 1 · 2 · 너도밤나무와 개암나무는 1 · 3 · 살
구와 참나무류는 2 · 5 · 배와 포플러는 3 · 8 · 아몬드와 아씨 버드나무는 
5 · 13 에서만 보아도 황금률 햇빛이 비치는 거룩한 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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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비율 3 4의 파이비율은 삶의 방법이 알려 지는

일이다. 맞추어 사는 리듬은 시조작품 리듬 3 4 3 4 ·

3 4 3 4 · 3 5 4 3의 리듬이다.

자유시 「햇살보쌈」을 시조 율에 맞게 다시 재작

하였다.

눈

뜨면

아

른

아

른

감으면 떠오르는

하늘가 그쯤에서 떠 오른 해 덩어리

봄꽃을 입에다 물고

봄이 뜨면 먼저 핀

안 봐도 떠오르는

그 쯤에

종

종

걸

음

앞으로 아장아장 삼삼히 걸어가서

떠 오는 햇살보쌈

입에 무는 봄 잎의

- 이영지「햇살 보쌈」시조작품

시조 비율은 3 4의 리듬에 맞추어질 수 있다. 종장 3

5 4 3에서 재확인 되는 리듬이다.

신학 이론으로 해=삼아서=쉐메쉬= = 삼아서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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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글자 곧 삼아서 이 3글자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양쪽 동일한 치아=쉐= =
쉐
씹어서 잘게 부수는 곧 물,

말씀을 연단함 3글자 해 삼아서=쉐메쉬= = 삼아서
다. 물=마임= = 마임 양쪽의 물 멤과 이 가운데의

하나님의 손 곧 예수님의 손으로 하여 작품 쓸 때도

양쪽에 물을 둔다. 이러한 철저한 물 곧 마음 중심에

이 아름다운 리듬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

게 사는 일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 곧 사람

으로 왔다가 아름다운 삶으로 사는 시조이론의 리듬이

참으로 중요한 삶의 가치를 부여해준다. 님을 해로 삼

아서= 삼아서 사는 삶은 하늘 임= = 1)으로 사
는 삶이다. 본 연구자가 연구하는 우리 무학 시조이론

원리이다. 이러한 시조작품이 3 4의 리듬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3 4 리듬 곧 3과 4를 합하면 7이 된다. 7은 신성수

이다. 황금비율 3 4가 의미하는 궁극성은 하나님의 수

치이다. 3은 히브리어로 셋 솰로쉬2) · 솰로쉬3) · 쉘로

솨4)로 한다. 셋째 · 세 번 · 삼지창 · 삼중의 · 트라이

엥글 · 두령 · 삼 현금 · 방패에서 찾아진다. 셋은 합쳐

지는 우주의 힘을 상징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 .
.לׁשֹו (2
.ׁש (3
.לֹו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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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에 걸친 믿음의 조상은 합하여서 막강한 힘을 발한

다. 삼 겹줄 함메술라쉬1)는 악기 삼현금과 연계된 영

적 강건의 기쁨의미이다. 청종하고 기뻐하며 주로 인하

여 기쁨이 솟아난다. 한국에서도 이 삼 겹줄에 대한 유

명한 속담 힘을 합하라는 유언이 있다.

한국시조의 3은 초·중·종장의 셋의 의미는 그 중에서

도 종장의 첫 자인 3자가 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아

주 중대한 철학성이다. 이병기는 3음절을 3구를 3자

로2) 하였고 서수생은 3구를 3언으로3) 이해하였다. 3은

성경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무엘과 바울, 그리고

성경은 세 광주리, 사흘4)로 표시 3일5)과 4일6)과 사

흘7)과 나흘8) 30년9) 3310)과 300년11)과 40년12) 예들이

1) ( , 전 4: 12). 

2) 이병기,『국문학 개론』(서울: 일지사, 1965), 108~109.

3) 서수생,『한국 시가 연구』(서울: 형성 출판사, 1970), 90.

4) 창 40: 18.

5) 창 22: 4, 31: 22, 34: 25, 40: 20, 42: 17, 18; 출 10: 22, 19: 11, 
15, 16; 레 7: 17, 18,  12: 4, 19: 6, 7; 민 7: 24, 10: 33, 19: 12, 19, 31: 
19, 33: 8; 수 1: 11, 3: 2, 9: 16, 17; 삿 14: 14, 19: 4, 20: 30; 삼상 20: 
5, 21: 5, 30: 1; 삼하 1: 2, 20: 4, 13; 왕상 3: 18, 12: 5, 12; 왕하 20: 5, 
8; 대하 7: 10, 5, 12; 스 6: 15, 8: 15, 32, 10: 8, 9; 느 2: 11; 에 3: 12, 
13, 4: 16, 5: 1, 8: 9, 12, 9: 1, 17, 18; 호 6: 2; 암 4: 4; 욘 1: 17, 3: 3; 
마 16: 21,  17: 23, 20: 19; 눅 9: 22, 13: 32, 18: 33, 24: 7, 46; 행 25: 
1; 계 11: 11.

6) 민 7: 30; 왕하 8: 21;대하 20: 26; 스 8: 33; 슥 7: 1.

7) 창 30: 36, 40: 12, 13, 18, 19; 출 3: 18, 5: 3, 8: 27, 15: 22; 수 2: 
16, 22; 삼상 9: 20, 20: 19, 30: 12, 13; 왕하 2: 17; 대상 12: 39, 21: 12; 
대하 20: 25; 마 12: 40, 15: 32, 26: 61, 27: 40, 63, 64; 막 8: 2, 31, 14: 
58, 15: 29; 눅 2: 46, 21; 요 2: 1, 19; 행 9: 9; 행 10: 40, 27: 19, 28: 
7, 12, 17; 고전 15: 4; 계 11: 9.

8) 삿 11: 40, 19: 5; 요 11: 17, 39; 행 10: 30.

9) 겔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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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과 4는 합하여 7이다. 7은 신성수이며 완전의

수치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

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1) 하였

다. 일곱 집사2)를 비롯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

하는 칠천3)명을 남겨 두는 일, 그리고 수양 일곱과 수

송아지 일곱을 번제4) 드리며 일곱인5)과 일곱 나팔6)과

일곱 천사7) 일곱 대접8) 등 일곱은 203회 반복된다.

3과 4 리듬을 성경은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9) 하셨다. 이 삼 사는 하나

님의 백성들의 불순종 8회나 반복되며 이스라엘 백성

들의 삶을 죄악10)으로 조명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

10) 12: 4; 삼하 5: 5; 대상 3: 4, 29: 27.

11)창 5: 22; 15: 13; 삿 11: 26; 행 7: 6.

12) 출 16: 35; 민 14: 33, 34, 32: 13, 33: 38; 신 1: 3, 2: 7, 8: 2,4, 
29: 5; 수 5: 6; 삿 3: 11, 5: 31, 8: 28, 13: 1; 삼상 4: 18; 삼하 5: 4; 왕상 
2: 11, 11: 42; 왕하 12: 1; 대상 26: 31, 29: 27; 대하 9: 30, 24: 1; 느 9: 
21; 시 95: 10; 겔 29: 11, 겔 29: 12, 29: 13; 암 2: 10, 5: 25; 히 3: 9, 
3: 17.

1) 사 30: 26.

2) 행: 5.

3) 왕상 19: 18; 롬 11: 4.

4) 욥기 42: 8.

5) 요계 8: 8.

6) 요계 8: 6.

7) 요계 8: 6.

8) 요계 16.

9) 민 14: 18.

10) ... ל~ ַא...י ה ל~ הה ① (암 1: 3)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②  (암 1: 6)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③ (암 1: 9)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④  (암: 11)ה ָא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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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 하면서 1회에서 8까

지 매 회마다 코 아마르 여호와 알~쉐로솨 프스에.베

알~아르바아아1)로 하여 다메섹 · 가사 · 두로 · 에돔 ·

암몬 자손 · 모압 · 유다 · 이스라엘 순서로 하였다. 서

너 가지 죄2)를 코이프만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적을 순

서대로 기록한 것3)이라 하였다.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의 8회는 반복의 중다한 죄악4)과 말씀 능력5)관

.. ל~ ַא..י ה ל~ הה )ה ָאר 1: 13)  ⑤

י..ל~ ַאה... ה ל~ הה ⑥   (암 2: 1)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⑦  (암 2: 4)ה ָאר

י..ל~ ַאה... ה ל~ הה ⑧   (암2: 6)ה ָאר
(코 아마르 여호와 알~쉐로솨 프스에.베알~아르바아아)

1) ל~ ַא..י ה ל~ הה .ה ָאר
2) ① 첫째: 다메섹 ק분(다메섹· 수리아의 수도, 암 1: 3) 저희가 철 타작

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암 1: 3)하는 서 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 

② 둘째: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하는
내용이 바로 가사 ה(가사· 블레셋의 도시 , 암 1: 6)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기(암 1: 6) 때문이다. 

③ 셋째: 두로 ר(두로·팔레스틴의 한 장소, 암 1: 9)의 서너 가지 죄는 저
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기 때
문(암 1: 9)이다. 

④ 넷째: 야곱의 아들 중, 형이 차지한 에돔 דֹום(에돔, 암 1: 11)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 없이 품은 
죄(암 1: 11)이다. 

⑤ 다섯 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 ֹוּמן~י(베네~암몬·근친의, 
롯의 아들과 그 자손, 암 1: 13)이 자기지경을 넓히고 있다. 그 죄악은 바로 
길르앗의 아이 밴 여인의 배를 갈랐기때문(암 1: 13)이다. 

⑥ 여섯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 מָאֹוב(모압·롯의 근친상간의 아들(암 
2: 1)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기 때문(암 2: 1)

⑦ 일곱째: 저희가 유다ההּו(유다·처음으로 내려온 지파와 유다, 암 2: 4) 
의 죄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것에 미
혹하였기 때문(암 2: 4)이다.

⑧ 여덟째: 이스라엘 ל(이스라엘·이스라엘, 암 2: 6)이 은을 받고 의인
을 팔며 신 한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기때문(암 2: 6).

3) Y. Kaufmann, Toldedoth Ha~Emunah Ha~Yisraelith. Vol 
6(Jerusalem, 195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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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다. 알1)과 베알2)의 2회 리듬이 되면서 죄 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번제 드려지는 이로 가능함을 암시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과 이에 대응되는 하나

님의 맞불 놓기는 예수님의 탄생3)이다. 이 맞불이란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앞에는 물, 뒤에는 애급 군대에게 하나님은 맞

4)* 죄악 문제는 욥기에서 뚜렷(윤대영,『시가서』(서울: 방이
블 동 · 서 · 남 · 북연구원, 2005), 78)하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요구(욥기 1장)한다. 하나님은 정금같은 신앙을 요구
(2장)한다. 2회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욥은 ..라면
을 17회 반복 한다(3장). 이 17회는 하나님의 신성수이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로 정죄(4장)하고 회개
하라(5장)한다. 욥은 지나친 의의 주장으로 답변하고(6장)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탄식하게 된다(7장). 이번에는 욥의 친구 빌닷이 전통주
의로 정죄(8장)하자 욥은 중보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9장) 욥이 고통 받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10장). 욥의 친구 소발이 교리주의로 정죄하자(11장) 
욥은 극단적 대립상태(12장)를 보이면서 스스로 학대(13장)하며 부활을 기
대(14장)한다. 다시 엘리바스가 조상의 이름으로 정죄(15장)하자 욥은 더욱 
중보자를 갈망(16장)하면서 죽음을 갈망한다(17장). 빌닷은 열 받아(18장) 
정죄하였으나 욥은 부활을 소망한다(19장). 소발이 욥을 두 번 죽이려(20장) 
하자 반박(21장)한다. 

     엘리바스는 다시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정죄(22장)하자 
욥은 이제 성숙한, 그리고 정금 비유로 대답(23장)하며 친구들의 오해를 불
식(24장)한다. 빌닷은 구더기 같은 욥이라고 욥을 정죄(25장)하자 욥은 놀라
운 지식으로 반박(26장) 한다. 욥은 순전을 압축 피력(27장)하고 지혜 송가
(28장)를 부르면서 과거의 축복의 삶(29장)과 현재 고난의 삶(30장)을 호소
하는 동시 끝까지 결백을 주장(31장).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에 더 정
죄하지 못하자 엘리후가 중재에 나서며(32장) 사랑의 부족(33장)과 홰개하
라(34장)는 것이다. 기도 응답 없는 이유(35장)와 연단을 위한 시련(36장)이 
필요함과 창조주 하나님을 상기시킨다(37장).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38
장)를 들며 동물 세계(39장)와 하마 교훈(40장)과 악어 교훈(41장)이 이어지
자 욥은 회개하고 복을 얻게 된다(42장).

5) Garth E. Runion, The Golden Section(Dale Seymour Publications: 
Palo Alto, CA, 1990), 84: 85. 

1) .
ל (2 .
3) Garth E. Runion, The Golden Section(Dale Seymour Publications: 

Palo Alto, CA. 1990), 84~85;『하나님의 수학』,. op. cit, 79~85. (창 
1: 1, 16, 16, 21, 21, 25, 25, 29)는 8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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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놓아 살리셨다. 죄악에 대하여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오니1)로 간절히 간청하며 용서해 달라 하자 하

나님이 들으시고2)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

리라3) 단 한마디 1회의 말씀으로 용서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결단은 하늘 솨마임4)의 글자에서 보여 지

는데 물을 마임5)이라 하시면서 어두에 분쉐하는 글자

쉰을 놓아 1회6)로 죄 씻기 방법을 그의 아들로 암시한

다. 말씀언어의 절대성7)은 물의 초월성이 하나님의

손8)에 의해 하나님의 결단을 드러낸다9), 바로 삼사 대

까지 알~쉬레쉼 베알~리베임10) · 서, 쉐로솨11) · 너, 아

르바아12) · 서넛 · 죄악을 씻어주는 셋13) + 넷14)을 반복

한다. 서넛은 4회뿐15) 죄악 씻기16)이다.

1) 7: 2, 5.

2) 암 7: 3, 6.

3) 암 9: 15.

4) .
 ; J. Weingreen,『구약 성경 히브리어완성: A Practical Grammarם (5

for Classical Hebrew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31.

6)  (에하드·하나, 창 1: 5).
7) R. Wall,『수리언어학: Introduction to the Mathematical Linguistic

s』(서울: 한신 문화사, 1987), 123~167.

8) (요드).

9) 서인석,『성경과 언어 과학』(서울: 성바오로, 1992), 123.

י (10 ל ~ ים .(사대까지, 민 14: 18)ל ~

.(쉐로솨·서)ה (11

.아르바아·너, 암 1: 3, 6, 9, 11, 13, 2: 1, 4, 6)ַאה (12

13) 출 25: 33, 27: 14, 15, 37: 19, 38: 14, 15;.왕상 7: 25; 대하 4: 4

14) 출 22: 1, 25: 12, 26, 34, 27: 4, 16, 37: 3, 20, 38: 5, 19; 민 7: 
7, 8: 왕상 7: 34, 18: 33; 대상 9: 26; 잠 30: 24; 겔 1: 10, 16, 10: 10, 
40: 41, 42, 43: 15; 단 7: 3, 6, 8: 8; 행 12: 4, 21: 9, 27: 29. 

15)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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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과 관련한 가장 특별한 숫자의 증거는 하나님

백성이 애급에 거한 430년1) 종살이 후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하나님 백성 버릇들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2)이었고, 내가 심히 기

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3)이며 세상을 진

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넛4)이며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5)으로 4회 사용하였

다. 삼사, 혹은 서넛, 서너 가지는 절대자의 수치 일곱

이 지닌 하나님의 결단력 죄악을 씻어주실 증거인 아

들로 하여 물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일으켜6) 세우시는

물, 말씀이다.

전 세계의 날자는 7일 주기다. 하나님 메시지 77)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8)명이 있다 했다. 일곱째9) 일곱 양각 나팔10) 일곱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잠 30: 15) ·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잠 30: 18) ·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잠 30: 21) ·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잠 30: 29) 있나니

16) Morris Kline,『수학의 확실성: Mathematics the Loss of Certaint
y , 박세희 옮김(서울: 민음사, 1986), 280.

1) 출 12: 40.

2) 잠 30: 15.

3) 잠 30: 18.

4) 잠 30: 21.

5) 잠 30: 29.

.(이카부·하나로 모이는, 창 1: 9)ו (6

7) William Empson, Seven Types of Ambiguity(London: Chatto and 
Windus, 1947), 1.

8) 왕상 19: 18.

9) 창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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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 일곱 집사 모두 서너의 황금 파이(π)비율이다. 십

자가형 비율은 로서 물 흐르듯이 사는 생물들의 삶 황

금비율 흐름 3과 4이다. 하나님 사랑인 햇볕과 물과 공

기로 사는 부활 율은 온 자연계에나 삼라만상에 존재

하는 부활 리듬이다.

숨 쉬는 표와 십자가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

의 피를 흘린 흔적 황금 율이다. 수학 상의 황금의 수

파이비율이다. 유클리드Euclid, B · C. 300 년경는 한 선분이

동일하지 않은 두 개의 선분으로 나뉘어 진 비율

1.6180339887…을 계산했다. 이 비율은 모든 자연계에

걸쳐 나타Livio 2003: 65난 해바라기 꽃 비율이다. 시계방향

과 반시계 방향이 나선 형태로 얽히면서 꽃의 중심을

향한 비율이다. 한쪽 방향으로 감겨지는 씨앗의 수와

다른 방향으로 감겨지는 씨앗의 수 사이에 특정한 비

율이 55·34, 89·55, 144·89, 233·144이다. 식물학자

Louis는 새로운 잎이 줄기에서 돋아날 때 파이에 의해

결정된 각도에 따라 잎들이 배열이 겹쳐지지 않으면서

공간이 채워진2) 이 황금비율을 알렸다.3) 자연계 황금

비율이다. 윌슨은 행성에서도 이비율이 8: 21이어야 하

10) 6: 4, 6, 8, 사무엘,『구약 외경의 이해』(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2003), 107.

1) 요계 8: 8.

2) Ibid. 66.

3) 1.618 1.618=2.617924(l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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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보나치1) 곧 서로 부

딪치지 아니하는 비밀이라 라 하였다. 태양 주위를 공

전하는 행성들의 공전 주기와 식물 주기와 식물 줄기

의 잎 배열이 같다.

이 황금 비율은 생물 · 무생물의 좌 · 우 대칭 · 아

름다음으로 수학적 정확성을 하나님의 흔적으로 한다.

마를 바흘은 잎들과 꽃들의 숨 쉼을 황금률로 제시2)한

다. 브로다르스키는 사랑의 나선으로 증명하고 훈트리

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한 점 피로 감기면서 하나님

이 피어내는 사랑의 빨간 꽃이며 열매3)라 하였다. 루

니온은 죽었다가 다시 꽃피우는 신의 능력4)이라 했다.

예수님이 12(3·4)5) 제자들에게서 꽃피게 한 이상은 전

우주와의 관계에서, 오묘함 신비함 비율6)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마음은 신발을 벗는 일이다.

사랑을 햇살 보쌈 하는 일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시며 나 여기=에흐예= = 에흐예7) 스스로 계시는

1) 8·13, 13·21.

2) Marl Wahl, A Mathematical Mystery Tour(Tucson:  Zephry 
Press, AZ. 1988), 128.

3) H. E. Huntley, Fibonacci and the Atom(Fibonacci 
Quarterly 12, 1969), 523~524.

4) Garth E. Runion, The Golden Section(Dale Seymour Publications: 
Palo Alto, CA. 1990), 84~85.

5) 하나님의 수학』. op. cit, 79~85.

6) Garth E. Runion, The Golden Section(Dale Seymour Publications: 
Palo Alto, CA. 1990), 84~85;『하나님의 수학』,. op. cit, 79~85.

7) (에흐예 · 나, 출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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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내가 감히 보쌈하여 사는 행복한 삶이다. 우리는

마스크를 쓴다. 이 마스크라는 말이 흔히 말하는 그의

흔적 햇살 마스크1)이다. 그로부터 온 마스크 곧 이 숨

쉼의 행복한 몸으로 사는 일이다.

바라봄과 믿음의 관계는 나 여기 있다2)는 분을 만나

는 내 숨 쉼의 일생! 하여= = 하야 왼쪽가슴 오른

쪽 가슴으로 숨 쉬는 일생, 양쪽 폐로 숨 쉼 그 가운데

예수님 손이 있다. 나 여기 있어3) 두려워 말라는 보호

자 곁에서 그 분 여호와4)를 부르며 사는 삶5)은 그 분

이 나 예 있어=에흐예= = 에흐예6) 예 하시는 그

에게 나=아=알레프= 알렙7)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

=요드= 요드8)로 사역하는 삶!

33살 나이로 우리 대신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9)이

엘로힘 3310)회로 아침에 드리는11) 귀중한 제사로 산다.

1) ( ).

 .(에흐예 · 나, 출 3: 14)ה(2

.(에흐예 · 나)ה (3

(여호와)הה (여호와)시라הה (여호와) 성호: 저는 만군의 하나님הה  (4
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니라(호 2: 5).

 (에흐예)에서 실존 (바)와 하나님의 손 (요드)로 하여 혼동되어ה  (5
쓰인다: S. D. Goitein, 「YHWH the Passionate, The Monothistic 
Meaning and Origin of The Name YHWH」 VT 6(1956): 1~9, 5. 

 .(에흐예 · 나, 출 3: 14)ה(6

7) (알레프 · 하나님의 법을 알고파 배우는 나, 0).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 (요드)הה  (8

.(엘로힘, 창 1: 1~2: 3)ים (9

10) 33 의 성경적 근거: 야곱의 자손들 삼십삼인(창 46: 15) · 다윋이 이
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삼십 삼년 동안(삼하 5: 5) · 다윋이 예루살렘을 삼
십 삼년 치리(왕상 2: 11; 대상 3: 4, 29: 27). 

11) 출 29: 39, 29: 41,30: 7,34: 2, 34: 4; 레 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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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세의 노래와 시의 변별성8). 모세의 노래와 시의 변별성

(1). 신앙영웅 모세의 노래 – 출 15:1~21

우리 죄 대신하신 하나님1) 엘로힘이 그 일을 마치매

332)회로 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눈으로 보여

지는 일은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이다. 우리

의 구원 예쉬엔누3) · 우리 공동체의 구원 예수아티4) ·

구원 예쉬아카5) · 구원 트슈6)와 사역동사 나의 구원

예쉬이7) · 나의 구원 예솨8) · 나의 구원 예솨9) · 나

의구원예슈아10) · 나의구원하예쉬11) · 여호수아12)다.

신앙 영웅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신앙영웅은 모세

이다. 모세는 이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면서

그 생생한 체험을 시로 썼다. 신앙영웅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사역을 담당하였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그

)י (1 , 창 1: 1~2: 3).

2) 33 의 성경적 근거: 야곱의 자손들 삼십삼인(창 46: 15) · 다윋이 이스
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삼십 삼년 동안(삼하 5: 5) · 다윋이 예루살렘을 삼십 
삼년 치리(왕상 2: 11; 대상 3: 4, 29: 27). 

 ,(예쉬엔누 · 구원, 대상 16: 35; 시 65: 5, 68: 20, 79: 9, 85: 4נּו (3
95: 1.

.((예쉬아티 · 구원, 시 28: 8, 88: 1, 89: 26ּוׁשי (4

5) (예쉬아카 · 구원, 삼하 22: 36; 시 51: 14, 69: 13. 

.(테슈아 · 구원, 왕하 13: 17)ּוׁשה (6

,(예쉬이 · 구원, 삼하 22: 3, 47; 시 18: 2, 18: 46, 25: 5, 27: 9י (7

8) 예솨 ע(예솨 · 구원).

.(예솨 · 구원)ע (9

·(예슈아 · 구원, 시 119:155)יּוׁשה (10

.(하예쉬 · 구원, 출 17: 7)ׁש (11

12) הֹו(여호수아 · 구원~Ίησούς)출 24: 13, 15, 3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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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모세의 노래에서 나타난다.

모세는 애급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고한다. 한국말에 고고! 라는 말이 있다. 고고 자 갑

시다 비교적 이 갑시다라는 말은 좋은 곳으로 안내한

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고고1) 기본형과 변형역시

고고2)이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는 것이다. 노래

역시 아시리~모세3)로 되어 있다. 모세가 대상을 향하

여 간절히 알기를 원하여 모세 노래를 지었다. 이 노래

는 하나님 손에 의하였음을 강조한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뜻이 있다.

주는 높고 영화로우심을 아시라4)는 것이다. 우리말

에 아시라와 아시리가 있다. 이 두 차이는 전자는 아시

라는 명령형이며 후자는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내

포된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전할 때 아시라

와 희망의 차이다. 말과 말에 탄 애급군대들을 바다에

던진 주인공이 하나님임임을 찬양한다.

구약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천기로 하

고 있다. 이 관계를 아비와 자식 관계라고 모세는 제시

한다. 모세의 노래는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리

ָא (1 )ָאה 고아).

ָאה (2  (고아 고아 ·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VQAMZS, he hasה
triumphed, εγδόζως δεδοζασται · , 출 15: 1).

 (아쉬르~모쉐 · 모세와 노래하니, VQIMZS~NE, sangיר~ה (3
MOSES, ήσεν~Μωυσες. 츨 1:15).

 아쉬라 · 내가 찬송하리니, VQICXS, I will sing, Αισωμέν, 출)ָאיה (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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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 아비의 하나님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분명

한 차이를 보인다. 이 아비와 자식의 관계 곧 부자관계

는 하나님과 관련한 자식이 있음을 예시한다.

우리말에 야야하고 대상을 부른다. 이 유일한 여호

와의 약자 야1)와 동시에 예수를 위하여라는 리수아2)

와 부자관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구원의미의

예수아3) 앞에 목적격이 붙어 곧 예수를 만들기 위하여

라는 목적성을 제시한다. 누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나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모세가 사역한 내용이라 하고 있다. 신앙영웅 모세의

출 애급 사역은 이 때의 방법으로 자4)로 발음되는, 하

나님이 쓰시기 위한 연장을 만든 것임을 제시한다. 하

나님과 예수님의 구분을 성경은 나의 하나님일 때는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어서 그를 높

이리로다 라는 모세의 찬양 대상에 대한 분명한 차이

를 보인다.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 혼자만

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만도 아닌 관계를 야솨아5)로 하

여 예수아6)로 한다. 철저히 하나님의 옳은 손이 일하

1) ( · 여호와는, NE, the LORD, 출 15:2). 

2) י(리수아 · 구원, P.NFS, salvation, είς σωτηρίαν, 출 15:2).

.(예수아)ה (3

.(제)ה (4

5) (야솨아 · 구원).

 (야솨아 · 구원)의 구원와 승리 · (예슈아 · 구원, 시 119:155)יּוׁשה (6
· 나의 구원의 ע(예솨 · 구원) · ע(예솨 · 구원) · ׁש(예쉬 · 구원) · ׁ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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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 연단되어 눈으로 보이는 분이 예수시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정의를 여호와는 용

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고 하였다. 이 때 히

브리어 여호와 이쉬 밀하마여호와1)로 한다. 이 하나님

과 성육신 하실 분을 밀어내심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과 인간관계를 설정한다. 더욱이 여호와는 이름을 위해

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존재는 인간의 현존, 곧 하나

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관계이다. 한국말 이쉬는

우리 남자들이 걸핏하면 잘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마 밀어낸 밀 하마 곧 ‘밀’ 미래형 하마

는 벌써 라는 뜻으로 하나님 아드님의 현존이 바로 임

박했음을 예시한다. 경북 영주 말에 ‘하마 가니?’라 한

다. 벌써 가니이다. 다름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

상으로 나타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이이는 곧 하나

님께서 밀어내실 분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의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심을

예시로 찬양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실 분임을 예시

한다. 사람으로 오셔서. 이씨 하면서 밀어 내실 분이다.

· 구원, 출 17: 7) ·   (여호수아 · 구원~Ίησούς)까지23:8) · 구원자ה
 ,예슈아 · 구원)יּוׁשה (예솨 · 구원자)로 발견되며 더 나아가 예수아 구원ע
시 119:155).

מֹו (1 דה ה  (여호와 이쉬 밀하마 여호와 쉐모 · NE NMSGדה ּאיׁש
NFS NE NMS.MZS, the LORD is a man of war war the LORD is his 
name, κύριος συντρίβύν κύριος όνομα αύτο, 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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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뿐인데 성경 히브리어는

남자=이쒸= =
이쒸 1)로 표현한다. 남자가 저 잘

났다고 알리는 하나님의 허락 언어이다. 남자의 하나님

닮은 존재의 말이다.

이 남자, 하나님 손으로 연단되는 남자는 하나님 아

닌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기를 싫어하는 속성을 지닌

세상의 하나님 일을 하는 남자들이다. 바로 불의 존재

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불이 ‘에쉬’이다. 다만 차이는

알렙과 쉰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불은 이 사이에

손 표시가 없다.

모세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떨기나무 불꽃가운데의

하나님 사자가 서신 모습을 보았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모습과 동일시 된 광경을 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꽃으로 뛰어 들 수 없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

이라 한다. 에쉬= = 에쉬2)인 불 곧 아서 오지 말라

다.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

신 불, 에쉬, 우리말 아서라 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리기준이 세워진다. 하늘에는 불덩어리 해가 있다.

성경은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용사라 하였는데

이 때 용사가 다름 아닌 이쉬 밀하마이다. 우리나라 말

밀다의 밀, 하마가 합하여진 밀하마이다. 이 용사는 하

)ּאי (1 · 남자, NMS, one, ἓκαστοσ, 창 32:25).

ׁש (2 .(에쉬 · 바에쉬, 불, P.D.NFS, with fire, πυλί, 출 3:2)ׁ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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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지붕아래에서의 말씀이 이루

지기 위한 존재가 예수임을 밀어 내시었음을 노래한다.

철저히 하나님의 옳은 손이 일하시어 연단되어 눈으로

보이는 분이 예수1)임을 모세는 찬양한다.

하나님은 애급 군대를 바닷물 깊숙이 넣었다. 목졸

라2) 내시었다. 비므졸로트3)에서 비므 전치사를 빼면

목 졸랐다이다. 말씀 향기로 맡으시려 말씀 깊숙이에서

하나님의 용사 이쉬 밀 하마로 애급 군대를 밀어붙여

물 깊이에 넣었다. 전적으로 주의 오른손이 일하신 일

야 미느라4) 힘쓰신 하나님은 말씀실행을 하신다. 곧

얼굴의 코, 코5)의 권능이다. 하나님께서 밀어낸 코의

힘은 파도가 나오는6) 모양이다. 이 하나님 힘이 나오

느라 7) 주의 위엄은 파도의 모습이 되었다. 파도 노

저음8)으로 하나님은 앞장서시며 나서 버9)리며 바람으

로 그의 백성을 중심 잡히게 하시었다.

이 구속은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이 낳았으며 하나님

1) 15: 3.

2) צֹו(므졸라 · 깊이,,출 15:4).

 (비므졸로트 · 깊음에, P.NFP, imto the bottom, είς βυθον, 출צֹות (3
15:6).

ין (4 · י(야민 · 야미느하, 주의 오른손, NFS.MYS, Thy light hand, 
θεζία σου. 출 15:6)·

.(코 · 권능, in power, ένίσχύ, 출 15:6)ח (5

.(느온 · 위엄)אֹון (6

7) אֹו(느오느하 · 주의 위엄으로 · , NMS.MYS, thine excellency, τής 
δόζησού, 출 15:7).

.(노즐림 · 파도가, VQPAMP, the floods, τά ύδατα, 출 15:8)ים (8

 .(니쉐프)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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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랐다1). 그러기에 내 할2)일을 내할 일로3) 알아

우리는 살아간다. 구속된 우리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은 높고 높으심 곧 고고하십니다

라고 화답함과 같다. 구속되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이 높으심을 찬양하는 일이다. 고와 고와4) 하면서 고

데=거룩한 곳에서5)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는6)

일은 하나님께 구속된 자가 하는 일이다.

모세는 쓴 물을 달게 만드는 사역7)을 한다.

물위에 사랑 한다 써주면 웃어준다

바람이 사랑대면 간 지름 살랑살랑

햇빛이 비추어 주면 고맙다며 흐른다

물위에 사랑 한다 써주면 웃어준다

돌멩이 그 사이로 물손을 넣느라고

졸졸졸 요리 조리로 바위타고 넘는다

사랑이 앉아보면 드맑고 어여뻐서

소리로 사랑해요 졸졸졸 흘러가며

흰 물결 소리 내느라 찰삭찰삭 앉는다

1)  ( · 구속하신, VQAMYS, thow hast redeemed, όν έλυτώρ
ώσώ, 출 15:13).

.(나할 · 보호)ל (2

3) (내할르타 ·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VPAMYS, thou hast 
guided them, 출 15:13).

ָאה (4  (고아 고아 ·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VQAMZS, he hasה
triumphed, εγδόζως δεδοζασται · , 출 15: 1, 21).

ׁש (5 .(코데쉬 코데쉬)ׁש

ים (6 ׁש  (레하크디소 코데쉬 코다쉼 · 몸을 성결케ׁש(호환상)ֹו
하여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대상 23:13).

7) 출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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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늘 바위 밑에 만나는 물의 얼굴

고요히 나에게로 오느라 꿈길에서

물 볼에 기대느라고 서로서로 안는다

마음이 물에 떠서 우리는 사랑해요

아아주 많이많이 행복해 같이 가요

어깨를 달싹이면서 나란 나란 흐른다

- 이영지 「물 위에 수채화」

모세와 물은 아주 밀접하다. 그렇다면 모세에게만 물

과 밀접할까. 아니다. 늘 물과 함께 살며 마음을 씻는

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 물을 향한 마음이 맑을

때는 아름다운 육각형의 무늬를 찬란히 빛내준다. 여기

에 첨가될 것은 햇빛이 비치는 일이다. 햇빛이 비취는

일은 사람의 마음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빛은

온갖 사물을 변화무쌍하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에게도

그 역할을 해준다. 햇빛이 비취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무늬들은 비단 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 들어

와 비타민 디를 만들어내면서 뼈가 튼튼해진다. 이 물

에 사람이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해주면

물이 좋아라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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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세의 시, 반석과 아버지의 노래 – 신 32: 1~7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라1) 자기의 짝을 보고 늘 내

게 봐2) 하도록 낳으셔3) 새 하늘과 새 땅4)을 알게5)하

신 신명기 32장은 비에 대한 시적 언급을 가는 비와

이슬비와 단비로 시적 상상력을 돋우기 때문에 시조창

작을 할 수 있다.

사뿐히 발걸음을 디디는 가는 비는, 우산도 쓰지 않고 씨알을

콩콩 밟아 슬며시 그리움크기 내어 민 걸 보신다

잊었어, 이슬비를 내릴 걸 그제서야 일제히 소곤소곤 거리는

이슬방울 터트려 말씀덩어리 끝에다가 다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못 키운 채소자란 크기를 재보시며 햇빛이

쨍쨍한 날 소낙비 단비까지도 마냥마냥 보내신

비오는

날이 되면

채소다 나물이다

줄줄이 늘어서서

우산을 쓰지 않고

비로서 이슬비보다 작은 채소, 자란다

이슬비 덧입히샤

단비를 덧입히샤

소낙비 덧입히샤

1) ( · 남자, NMS, male, άρσεν, 창 1:27).

.(내게봐 · 여자, NFS, female, θήλυ, 창 1:27)ה (2

.(나아셔 · 만드셔, VQICXP. Letus made, Ηόιησωμεν, 창 1:26)ה (3

4) καινούς δε ούρανοϋς καί γήν(카이우라노우스 데 카이 겐 ·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earth, 벧 후 3:13).

5) έγνώκατε(에그누카테 · 알게, ye have known, 요 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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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의 덧옷마저

이파리

물을 담으샤

데굴데굴 굴리샤

이파리 그리움이 날마다 커지면서, 산은 늘 이슬비의 잎사귀

한가운데 단비의 그리움비비 데굴데굴 굴리샤

- 이영지 「비 오고야 이 땅에 자라는 반석」

신명기 32장 모세의 시다. 하 정관사를 붙여서 하쉬

르이다. 하시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하시라 하는 일이

다. 바로 시를 권하는 마음가짐이다. 기본형 쉬르1)는

시로 하는 일이다. 모세는 모세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

어가지만 하나님 말씀 시로 한다. 모세는 시로 하늘과

땅에게 명령하는 시로 시작한다. 하늘은 귀를 기울이고

땅은 들을지어다 라 한다. 하늘의 역할은 귀를 기울이

는 것이고 땅은 듣는 일이다. 하늘은 귀를 기울이라의

명령형 하아자누2)는 하자아 청유형이다. 그리고 땅은

지금도 진행형 부티스마3)의 부탁 하마로 한다. 하나님

이 보호막이 되어 주시니 염려 말라 하신다.

성경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

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한다.

)י (1 · 노래).

 (하아지누 · 귀를 기울이라, VHMMYP, give ear, Ηρόσεχε, 신ינּו (2
32:1).

 (브티스마 · 들을지어다, C.VQIMYS, and hear, καί άκούτω, 신ע (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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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대한 우리말이 많다.

　

는 개 ~ 안개보다 조금 굵은 비.

이슬비 ~ 는개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

보슬비 ~ 알갱이가 보슬보슬 끊어지며 내리는 비.

부슬비 ~ 보슬비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

가루비 ~ 가루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

잔 비 ~ 가늘고 잘게 내리는 비.

실 비 ~ 실처럼 가늘게, 길게 금을 그으며 내리는 비.

가랑비 ~ 보슬비와 이슬비.

싸락비 ~ 싸래기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

날 비 ~ 놋날
돗자리를 칠 때 날실로 쓰는 노끈처럼 가늘게 비끼며 내리는 비

발 비 ~ 빗발이 보이도록 굵게 내리는 비

작달비 ~ 굵고 세차게 퍼붓는 비

장대비 ~ 장대처럼 굵은 빗줄기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

주룩 비 ~ 주룩주룩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

달구 비 ~ 땅을 다지는 데 쓰이는 쇳덩이나 나무토막으로 짓누르듯 내리는 비

채찍 비 ~ 굵고 세차게 내리치는 비

여우비 ~ 맑은 날에 잠깐 뿌리는 비지나가는 비 ~ 소나기

소나기 ~ 갑자기 세차게 내리다가 곧 그치는 비

먼지잼 ~ 먼지나 잠재울 정도로 아주 조금 내리는 비

개부심 ~ 장마 홍수 뒤 한동안 멎었다가 다시 내려 진흙 씻어 내는 비

바람비 ~ 바람이 불면서 내리는 비

도둑 비 ~ 예기치 않게 밤에 몰래 살짝 내린 비

누 리 ~ 우박

궂은비 ~ 오래 오래 오는 비

보름치 ~ 음력 보름 무렵에 내리는 비나 .

그믐치 ~ 음력 그믐께에 내리는 비나 눈

찬 비 ~ 차가운 비

밤 비 ~ 밤에 내리는 비

악 수 ~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억 수 ~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웃비 ~ 비가 다 그치지는 않고, 한창 내리다가 잠시 그친 비

해 비 ~ 한쪽에서 해가 비치면서 내리는 비

꿀 비 ~ 농사짓기에 적합하게 내리는 비

단 비 ~ 꼭 필요할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

목 비 ~ 모낼 무렵에 한목 오는 비

못 비 ~ 모를 다 낼만큼 흡족하게 오는 비

약 비 ~ 요긴한 때에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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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비 ~ 복된 비

바람비 ~ 바람이 불면서 내리는 비

모다깃 비 ~ 뭇매를 치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우레 비 ~ 우레가 치면서 내리는 비

이른 비 ~ 철 이르게 내리는 비

늦은 비 ~ 철 늦게 내리는 비

마른 비 ~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되어 버리는 비

봄 비 ~ 봄에 내리는 비

여름비 ~ 여름에 내리는 비

가을비 ~ 가을에 내리는 비

겨울비 ~ 겨울에 내리는 비

큰 비 ~ 홍수를 일으킬 만큼 많이 내리는 비

오란 비 – 장마 비 옛말

건들장마 ~ 초가을에 비가 내리다가 개고, 또 내리다가 개곤하는 장마

일 비 ~ 봄에 일이 많아 비가와도 일을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비

잠 비 – 여름 바쁜 일이 없어 비가 오면 낮잠을 자기 좋다는 비

떡 비 ~ 가을비. 가을걷이 후 떡 해 먹으며 쉴 수 있는 비

술 비 ~ 겨울비. 농한기라 술 마시며 놀기 좋은 때 비

비 꽃 – 시작될 때한 방울 한 방울. 몇 방울 떨어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비다. 신 32: 2절은 나의 교

훈은 비라 하였다. 교훈을 내가 맡아1) 그의 일을 할

때의 비다. 하나님이 맡아놓으시라며 내리시는 비에서

지혜를 얻는다.

비를 만나야 살 수 있어요

비를 주세요

하늘을 향하여 입을 열어요

입을 크게 벌려요

비를 내려 주세요

마음이

목 안이

가슴이

1) ( · 비, P.D.NMS, as the rain, ώς ύτος, 신 32:2).



물의 시학 747

뱃속이

촉촉이 젖어 살아나는

비를 주세요

- 이영지 「비를 주세요」

성경의 비는 이슬비 곧, 는개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부터 시작한다. 탈1)을 쓰고 내리는 이슬비, 그 까

닭2)으로 하여 각기 내 탈을 쓰고 살아가는 자기 나름

의 이미지, 곧 보이는 바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하늘에

서 내리는 이슬이 말씀의 탈을 지니고 내린다. 곡식들

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그 영향으로 각기 나름

의 탈을 쓰게 되는 모양을 갖춘다.

비와 비 사이로 걸어갑니다

비에 젖지않으며

걸어갑니다

비보다 더 가는 비로 걸어갑니다

- 이영지 「비와 비 사이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탈을 잘 쓰고 나면 상처가 아

물어3) 진다. 비뚤비뚤 한 내 모습이 잘 아물었다4)고

좋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가는 비를

사알사알5) 받아 시를 쓴다. 몸에 살짝 키스6)해주는 비

.(탈 · 이슬)ל (1
2) ( · 이슬이요, P.D.NMS, as the dew, ώς δρόσος, 신 32:2).

.(이므라 · 말)ּאה (3

.(이므라티 · 나의 말은, NFS.CXS, my speech, 신 32:2)ּא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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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으며 인생의 어려움 사이로 잘 걸어간다. 가는 비

가 가루처럼 포슬포슬 내린다. 가랑비가 내린다. 언제

젖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젖어버리는 이 가는 비

를 맞으며 늘 같은 모습으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과

좋은 마음이 되어가는 나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늘에서

내리는 가는 비를 맞으며 지혜에 젖어 늘 말씀으로 축

복된 삶을 살아간다.

단비가 내리는 아침이면 채소가 제법 커져서 바구니

에 솎아 내어 아침밥을 맛있게 먹는다. 하나님이 주시

는 단비를 비며1) 먹으며 브리르비빔2)한다. 비비며 비

빔밥을 만들면 나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온 대

지는 촉촉이 젖는 중이다. 그리고 갑자기 세차게 내리

는 비에 채소는 물을 받아 비벼지며 한결 커진다.

단비는 잠깐 동안 내리는 소낙비 단비이다.

그대는 나의 단비에요

어느 날

그 여름날

바로 무덥던 날

날 식혀주는

단비

)י (5 · 가는비).

 (키스이림 · 가는 비요, P. NMP, as the small rain, όμβλος, 신ים (6
32:2). 

.(라비브 · 단비)יב (1

(비르비빔 · 또 단비로, P.NMP, with showers, καί ώσεί νίφεייים (2
τοσ. 신 32:2, 시 65:1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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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를 주시네요

단 몸에

내리는 단비 단비로 닥아온 날

목마른 내 몸이 자라는

휘청거리며 단비를 받는

단비사이에 선 단비의 사람 저에요

단비가 내리는 날은

우산을 쓰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아요

그 뜨거운 소나기 두께로

이파리 가득 물을 담으며

마음이 단비

쑤우욱 쑤우욱 자라요

- 이영지 「단비야」

바로 여름의 한자 하夏가 화려하게 꾸민 사람1) 형상

글자이듯이 소나기가 잠깐 동안 단비로 내리면서 우리

가 먹는 한 여름 채소와 밥을 비비니 비빔밥이 되는

맛있는 밥을 비벼 먹는다. 이 비빔문화가 있는 한국은

반복리듬의 나라이다. 반복 언어의 가장 오래된 근거는

아카드어에서 찾아 진다. 아카드어와 히브리어는 밀접

하지요. 반복 언어의 예는 라카라크(stork) · 살사루

(crieket) · 발바루(jackal) · 판파누(chamber for god) ·

단다누(all~powerful) · 캄캄마타(ring) 등2)이 있다.

1) ,『동방한자뿌리』(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7), 196.

2) 엄원식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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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슬비이다.

이슬비 두께로

이슬의 높이로고

두께를 입히네요

비오는

날이 면

우산을 쓰지 않아요

이슬비보다 작은 새싹의 이슬옷으로

영롱한 물 날개

물방울 날개

이슬비

우산 없이 비를 맞아요

비오는 아침 이슬비가 되어요

머리카락사이사이로 내리는

두께를 늘이고 는개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를

맞아요

사랑의 비

숨소리 들으며 내리는 소리

사각사각 내리는 숨소리 들으며

숨쉬며 내리느라 보슬비 불러가며

살아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 살아있어 사랑의 늪

여기야

- 이영지 「사랑의 늪」

사람의 할 일은 무엇일까. 사랑의 늪에 있기 위해서

다. 왜 밥을 먹는가? 사랑의 늪에서 살기위해서다. 살

았다는 행복감을 맞보기 위해서다. 살았다는 행복감은

모세가 말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다.

사랑의 늪으로 가라1)라는 명령을 받는 우리는 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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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라는 전파하리니의 목적을 수행하는 일은 내가 아

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분 뜻에 의한 것이다. 우

리는 어른들에게서 어디로 가라는 말을 듣고 간다. 그

리고 내가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자에 의해 피동적으로 임무를 다하기 위해 움직여

진다. 전하는 것이다.

그 분의 명령 사랑을 행하기의 무게가 커다랗다. 우

리는 어떤 상을 받을 때 지난날의 고마움을 누구에게

돌린다. 넓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커

다랗게 돌린다.

우리나라 백제 근초고왕 때 나라이름이 구다라2)였

다. 큰 나라임을 상기할 수 있다. 왜 큰 나라일까. 자꾸

만 서로 주위를 돌아돌아 들면 커다란 나라가 된다. 서

로 돌보는 나라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핫가돌3)이다.

뜨겁게 돌아야 한다. 에덴의 네 강 중 두 번째의 강 기

혼은 예루살렘 강줄기가 되는 강으로 물을 내뿜어 터

져 나오는 힛데겔 강4)의 힘은 배에서 솟구쳐 오르는

힘으로 돌아돌아 하나님 말씀 크기가 남쪽에서 북방

1) ( · VQAMZS, is called, ζκλήθη, 창 11:9, (창 
41:43), 부르고(창 41:45, 52; 출 1:18, 35:30; 슥 7:13), 말하다(창 41:51, 
50:11; 시 3:2, 4), 칭하다(신 15:2), 공포하다(출 32:5), 외치다(슥 7:7) 등; 
김영진,『성서히브리어』(서울:올람하타낙, 2001), 88. 

  (에크라 · VQICXS, 내가 전파하리니, I will publish, εκάλεσα, 신א (1
32:3).

2)(KBS 연속극 근초고왕 참조).

.(핫가돌, 창 1:16)ל (3

4) 창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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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브라데까지 가는 강이다.

민족이란 은혜를 갚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눈은 항상 위를 보며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위대

한 국가가 되는 공동체의 은혜 갚기의 덩어리 가득1)한

민족 덩어리가 된다. 뱅글뱅글 돌며 위로만 올라가 드

디어 은혜를 갚는 커다란 구다라2)이다. 옛 백제이름

구드라 그대로다. 커다람, 굳으라 이다. 우리민족은 빙

글빙글 강강 수월레로 돌아들며 하나님 일 하는 큰 민

족이다. 크다이다. 구다라는 크다이다.

나라를 잘 지키면 반석3)이 놓인다. 하나님 주위를

잘 지키면 주로4) 반석에서 꿀을 얻는다. 꿀을 쭈욱5)

빨게 하신다. 그분의 집에는 반석 곧 말씀이 들어 있

다. 이 반석은 U자형이다. 하나님이 먹게6)한 이 반석

은 하나님 말씀은 초월성7)이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

나님을 대신하여 반석을 두 번 친8) 까닭으로 하여 가

나안에 못 들어갔다. 인간인 모세가 두 번 지팡이로 반

석을 치매 나오는 물9))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였기

)דֹו (1 · 큰) AMS, great, μέγα, 창 12:2.

.(게도라 · 큰) 출 32:30, 31ה (2

.(주르 · 반석)צּור (3

.(하주르 · 그반석, D.NMS, He is the Rock, Θεός, 신 32:4)צּור (4

.(쭈르 · 반석 · 견고한 지식, NMS, rock, πετρας, 신 32:4)צּור (5

6) Propp. William Henry, 66. 

7) 시 35: 6.

.(마임 · 물, 출 17: 6)ם (8

9) 물, 민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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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1) 예수님만이 물을 두 번 칠 수 있는데 모세가 이를

범하였으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백성의 이중주가

되는 반석2)이다.

반석은 물이 들어 있는 바위이다. 향기가 나는 머리

의 뜻이며 바로 물고기가 원형이므로 예수 믿는 사람

들의 암호가 있는 곳, 말씀이 나오는3)곳에서 반석 사

용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야곱4)이 반석이

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반석이라 하였다.

누구나 알고 있는 베드로 어원은 다르5)이다. 우리말

에 있는 대대로= 다르6)이다. 베드로와 연결된다. 첫 어

휘에 접두사 베=베가 붙어 베드로= 베다르=던지 혹은

바브=베가 붙던지 모두 베다르= 베다르7)이다. 모두 베

드로이다.

한국말 다리는 길이다. 히브리어 다리=다르= = 다
르8)=다니는 다리=길9)이다. 이쪽과 저쪽을 잇는 다리

아래 물이 있다. 가슴에 있는 머리가 다리길이다. 말씀

1) 20: 13.

2) 김정우. 영원한 반석과 무지몽매한 백성의 이중주, 모세의 노래(신 32: 
1~43)에 대한 수사학적 연구,『신학지남』, 서울: 신학지남사, 2005.

3) 민 20: 10; 신 8: 15, 32: 13; 삿 6: 21; 시 78: 16, 81: 16; 사 10: 
26; 고전 10: 4.

4)  Ίακώβ: ע(야코프, 창 25: 26; 마 1: 2).

.(다르 · 금과 은으로 만든 화반석 · 흰색)ר (5

.(다르 · 대대로, 단 4:3, 34)ר (6

.(베다르)ר (7

8) (데레흐 · 길).

 (드라카이브 · 그 길이, NMP.MZS, his way, αί όδοί αύτσύ, 신יו (9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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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을 때의 길이다. 아무나1) 하나님께 나아오면

바로 다리가 있는 길이다. 이처럼 베드로와 다리와 대

대로라는 말이 연결고리를 가진다. 이러한 신기한 일은

어느 옛 날 우리 조상들의 언어가 지금 살아서 우리에

게 가까이 있는 것이다. 다만 역사학자도 아니면서 그

옛날의 언어의 같은 유사성으로 하여 감사하게도 언어

의 추적을 알아보게 되고 새삼스럽게 베드라라는 이름

이 낯설지 않게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하나님이 꺼내어2)본 하나님 모습을 닮은 모세는 마

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3번을 내린

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다. 우리나라 풍습에

서 전해지는 지금의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라 칭

한다. 자기로= 자카르 기억할 남자이다. 우리말에 있는

자고로= 3)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 남자를 우리는 기

억하고 있고 말로 이 자고로 라는 말을 한다. 남자 자

기가 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일컬으는 말

이다. 자고로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하는 남자 자기이다.

1) ָא( · 진실로)

2) (코내하 · 너를 얻으신, VQAMZS MYS, that hath bought thee, εκ
δέσατό σε 신 32:6).

.(즈코르 · 기억하라, VQMMYS, Remember, μνήσθητε, 신 32:7)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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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내 산의 언약과 하나님 ~ 출 19:1~6, 16~21

시내 산 구름은 말씀입니다

시내 산 빽빽한 구름은 말씀덩어리입니다

모시1)러 오는 저에게

따옴표 한웅쿰 가져가라고

조목조목 구름따옴표 10계명 묶어놓으시고

시내 산을 옹기점 연기같이 구워 소독하시어

시내 고기 두 마리 나란히 내오시고

십계명 두 돌판 나란히 내오시고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보석이라

모시어 사는 저를 보석 싸듯 싸매

독수리 등에 업고

따옴표 당신의 말씀 앵기는

날개 끄나풀2)에 대롱대롱 매달린 저에게

그대 내소우인 것 아시지

그러면 가서 말씀을 전해

황송하게도 나를 모시듯

나의 행하였음을 보아서3)

아시지4) 부탁해5)

단 둘이 아시지

- 이영지 「모세의 고백」(20140608)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항상 맺고 산다. 성경에서 하

1) ( , 출 2: 10).

.(카느페 · 날개, NFDG, wings, πτερύγών, 출 19:4)י (2

.(바아사)א (3

.(아시티 · 나의 행하였음과, VQACXS, I did, πεποίηκα, 출 19:4)יי (4

.(브타게드 · 고하라, C.VHIMYS, and tell, άναγγελείς, 출 19:3)יד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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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시내 산의 언약이 있다. 이 시

내1) 히브리어 글자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두 번

언어의 끝에 놓이고 중간에 놓이어 하나님의 손이 지

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심을

나타낸다. 이 시내2)의 시3)와 내4)는 각각 물고기를 뜻

하여서 물고기 두 마리가 시내 산에 있다. 물고기를 뜻

하는 히브리어 발음 눈5)은 물고기 뜻 자체이니 이해하

기 어렵지 않지만 히브리어 사맥6)이 버팀목 의미인데

초기 원어는 물고기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물고기 두

마리가 시내라는 땅이 갖고 있는 특징의 의미이다. 이

로 하여 신약에서 물고기 두 마리로 수 천 명을 먹이

고도 남은 비유가 하이퍼 성으로 연결된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

들을 인도하셨다. 이 오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급하여 3개월이 지났을 때다. 한 달을 30일 잡고

석 달이면 90여일이 되는데 이 90여일의 의미가 하나

님의 숫자 10에 10배에 가까운 날자, 곧 하나님을 간절

히 사모할 때이다. 불교에서는 흔히 백일기도를 하는데

연구한 바로는 불교 또한 근거가 성경과 깊은 관련이

1) י( · 시나이, NE, Sinai, τού Σινα, 출 19:1).

.(시내)יי (2

3) (시).

4) (내).

.(눈 · 물고기)נ (5

.(사멕)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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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출 애급 후의 3월 모세무리들이 시내 산 광야에 이

르고 산 앞에 장막을 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와 장소가 된다. 시내광야를

하나님은 믿어보라 시며 안내하신다. 단 말씀 다발1)을

들고 가며 나를 믿어보라2) 하신 광야생활은 아주 많이

잘 믿어봐라3) 하신다. 또 못미더워 음 믿어 볼레4) 하

시는 광야 길을 물고기 두 마리로도 잘 지내게 하시었

다. 시내 산 히브리어는 하하르5)이다. 숨 쉼 하하6)표

시 2회 반복이다. 하나님의 손이 두 번 역사를 하는데

이는 바로 사람들을 숨 쉬게 하시기 위해서다. 바로 우

리들이 산을 오르면 심폐기능이 원활해지는 이 숨 쉼

의 중요성이다. 숨을 쉬어야 사는 게 바로 사람이다.

시내 산, 물고기 두 마리 곧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

을 먹이고도 남은, 곧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예표 자, 절대자가 있는 시내 산, 말씀이 두 번이나 있

는 시내 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의 ‘올라’는

히브리어나 우리나랏말 모두 올라 그대로다. 올라이다.

눈으로 보고자 올라, 이 때는 모세가 먼저가 아니라 하

1) ( · 말씀하신, 민 27: 15, 28: 1).

 ,(미드바르 · 광야, 민 13:26, 26:65; 대상 12:8;시 136:16; 말 1:1ר (2
3).

.(하미드바르 · 거친들, 아 3:6)ר (3

4) יּו(움미드바레흐 · 네 입은, 아 4:3).

.(하하르 · 산, D.NMS, the mount, τού όρους, 출 19:2)ר (5

6)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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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러 봐 이거라1) 하시면서 초청하

시고 모세가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야곱족속에게 이르

고 이스라엘자손에게 고하라는 것이다. 이때의 이르고

나 고하라는 말씀 모두 문법이 현재진행형으로 이르

고2)와 고하라3)에서 고하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브타게

드로 부탁한다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경어

를 사용하신다. 나의 행하였음를 아시지4)로 하신다. 사

실 우리나라에 있는 상대방을 높임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에서 찾아진다. 우리나랏말에 모

심 · 모시어 등의 존경어가 바로 모세에서 찾아진다.

모세발음은 성경에서 모심도 있고 모시어도 있다. 모세

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 시키시어 애

급 땅 흑암이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3일 동안 광명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날개에 업어 그 스

스로 내게로 인도하였다. 애급에서 이스라엘백성을 내

가 어떻게 업어=나사= = 나사5) 기본형이 본문에서

바에사= = 바에사6) 봐서 하나님이 보셔서, 구해

1) ( · 칭하시고) CW. VQIMZS, and called, καί έπεκαλέσα
το, 창 12:8, 출 19:3).

 (토마르 · 너는 이르고, VQIMYS, shalt thou say, έρέίς, 출אר (2
19:3).

.(브타게드 · 고하라, C.VHIMYS, and tell, άναγγελείς, 출 19:3)יד (3

.(아시티 · 나의 행하였음과, VQACXS, I did, πεποίηκα, 출 19:4)יי (4

.(나사)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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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다. 우리말에 봐서갈게 라는 말이 있다. 이때의 바

에사= = 바에사1)는 나=
아2)가 두 번인 바 나=하

나님이다. 중간에 연단하는 의미 모양 사3)이 들어가면

서 앞뒤로 두 번 되풀이 되어 하나님 힘 기울이셔 그

의 백성들을 애급에서 업어 내오셨다.

하나님 인도는 히브리어 ‘업어’로 발음된다. 업어는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시는 모습이

다. 연결음으으로 업어와 인도 두 언어에 연결 음 두

번 되풀이다. 이 접두어로 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백성

사랑하심이다.

이 설명을 우리나라말 끄나플로 할 수 있다. 성경의

끄나비=끄나풀=카나페= = 카나페4)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끄나풀로 힘을 딛고 일어서는 말씀=끄나풀이다.

이에 독수리는 나서는데 성경의 독수리가 나서 발음이

다. 독수리가 나서서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방식

이다. 성경찬송가에 독수리 같이 라는 싯구가 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일은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 하시면서 ‘듣고’ 와 ‘지키면’ 성경

언어를 똑같은 솨마아5)과 솨마르6)로 한다. 이때 전자

6) ( · 내가 어떻게 업어, CW.VQICXS, amd how I bare, ανέλ
αβον, 출 19:4).

.(바아사)א (1

2) (아).

3) (사).

.(카느페 · 날개, NFDG, wings, πτερύγών, 출 19:4)י (4

.(듣고)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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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리이고 후자는 언약인데 바로 너희들은 내 소유

가 된다 이다. 이 소유 히브리어는 쓰굴라1)이다. 너희

들에게 쓰거라 주신 거라 하신다. 너희들이 쓸거라 하

신다. 이 때 하나님이 쓸 거라 하시던가 어느 것이라도

소유의 개념이 묻어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내가 잘 보살펴 줄 테이니 은혜 갚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은 제사

장 나라로 해 주시겠다 하신다. 말씀으로 마무리 하시

겠다 하셨다. 글자발음그대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

다2) 하신다. 제 33)일에 시내 산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

한 구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었다. 오늘

날의 이해로는 따음표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요약 할

때 따음표를 쓰거나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인용표 로

한다. 이 원형이 구름이다.

성경에서 다름 아닌 구름인데 하나님 말씀 곧 구름

이 나타났는데 전 세계적인 말씀인용이다. 더구나 번개

는 히브리어나 우리나랏말 그대로 벼락이다. 무지한 어

머니들은 딸들을 향하여 경상북도 영주 발음으로 베라

6) ( ).

 (쓰굴라 · 소유, NFS, a peculial treasure, λaος περιoύσίος, 출ה (1
19:5).

ים (2  (마믈레케트 코하님 · 제사장나라, NFSG NMP, a kingdomת
of priests, βασιλειον ίεράτευμα, 출19:6).

.(하쉬리쉬 · 제3, D.ANOM, third, τή τρίτή, 출 19:1, 16)י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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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년 벼락을 맞을 년며 벼락을 맞아서 죽을 년의

속어는 모두 축복의미의 벼락1)을 맞을 년이다. 딸이

복을 받아라는 의미이다.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받을 말을 늘 하고 있다. 복은 우리가 바라고2) 무릎

꿇어 바라는 일이다. 누구나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이

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복을 받는 말이다. 하나

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찬양3)하는 일도 말씀을 바

르고 사는 일이다. 동사가 강의 형 일때 계속해서 무릎

을 꿇다. 즉 복을 빌다이다.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4)

일에서 온다. 무릅 꿇으며 사는 일이다. 복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5)이다. 오마바 대통령 벼락6)이다.

주제자는 하나님이 늘 일을 하셔서7)이다. 하나님은

이 일 하셔서를 세 번이나 반복하신다. 봐 여기8)라 하

시며 간청하신다. 내가 역사하는 현상을 보라 하신다.

그리고는 바로 보여주시었다.9) 하나님 집안에서 일어

나는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바로 사람이 숨 쉼 문제이

1) ( · 풍족케 하시고, bless, 창 33:11).

.(바라크 ברך 베라카 · 무릎을 꿇다 동사)ברכ (2

3) 창 9: 26, 24: 27.

4) 느 9: 5.

5) 벼락 ק(바락 · 벼락, 슥 9:14)과 ה(벼락카 · 축복이, 슥 8:13) .창 
12: 2.ㅁ

 .(출 19:16; 시 18:15, 77:19)ים  (6

.(하야)ה (7

 (바예히 · CW.VQIMZS, And it came to pass, εγέετο δέ, 출י (8
19:16).

.(비효트 · P.VQNG, in, γένηθέντος, 출 19:16)ת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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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혼자만이 아니라 세

분의 3위 일체가 하시는 일이다. 세분이 같이 우리에게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소리까지 들려주신다. 바라

보는 무리가 떨었다1). 모두가 다 떨었다.2)

모세는 가라3)는 명령 따라 간다. 하나님이 갈래4)라

며 의견을 물으신다. 애급을 떠나가라고5) 하시기에 모

세 일행은 산기슭에 가 닿았다.6) 그들은 산기슭에 부

딪혔다7)라 했다. 산에 올랐다는 의미다. 산에 오르자

연기 아솬8)이 자욱하였다. 하나님은 아셨노9) 3번이나

물으시면서 눈으로 보여 주신 이 연기이다. 소독을 의

미한다. 하나님 말씀이 구름으로 나타나며 연기가 자욱

한 모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소독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강림=연기가 되는데 곧 하나님의 존재

1) ( · 떨다).

(바예헤레드 · 다 떨더라, CW.VQIMZS, so that trembled, καί έπד (2
τοήθη, 출 19:16).

3) 소리지르다(창 41:43), 부르고(창 41:45, 52; 출 1:18, 35:30; 슥 
7:13), 말하다(창 41:51, 50:11; 시 3:2, 4), 칭하다(신 15:2), 공포하다(출 
32:5), 외치다(슥 7:7) 등; 김영진,『성서히브리어』(서울:올람하타낙, 
2001), 88.

.(갈래)י (4

 (리크라테누 · 맞으려고, VQNG.CXP, to ,meet with, 출אנּו (5
19:17)

.(다흐티)י (6

 ,(브타흐티트 · 기슭에, P.AFSG, at the nether part of, ύποית (7
19:17).

.(아솬 · 연기)ן (8

 ,(아솬노 · 그 연기가, NMS.MZS, the smoke thereof, ό χαπνοςנֹו (9
출 19:18)와  연기같이  ן(에쇤 · 연기같이, P.NMSG, as the smoke of, ώ
ς χαπνος, 출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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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세상을 소독하는 분이시다. 하나님말씀=구름으로

보여주시었다. 구름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따옴표

모양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이 봐1) 보셔2) 그의 백성을 인도하셔야하겠으

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시었다. 모세는 하

나님 음성3)에 하나님 집 안인 시내 산으로 올라와 들

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시내 산을 내려가서 백성들에

게 신칙4)하라 하신다. 백성들이 헐어져5), 곧 무너져

내릴까봐 모세 혼자에게만 명령하시었다. 모세와 하나

님과의 단독 만남이다. 언약선포와 이를 수행하여야 하

는 모세와의 만남이다.

오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 물 맛 마시며

에돔 땅 싸 밟으며6)

빨리 빨리이

자 눈 바로 뜨고 중심 잡아요

가짜7)에 놀아날지 말고

1) ָא( · 인도하였음을, CW.VHICXS, and brought, καί προση
γαγόμην, 출 19:4).

.(바아사)א (2

.(브콜 · 음성으로, P.NMS, by a voice, φωνή, 출 19:20)קֹול (3

4) 경고: עּוד(우드 · 경고)를 기본형으로 하는 ד(하에드 · 신칙하라, 
VHMMYS, charge, διαμάρτυρι, 출 19:21).

 (예헤르수 · 백성이סּו (하라스 · 돌파)를 기본형으로 하는 본문ס (5
돌파하고, VQIMZP. they break through, 출 19:21).

.(싸바브)ב (6

 ,(카짜르 · 상하니라, CW. VQAFZS, and was much discouragedר  (7
καί ώλιγοφύκησεν, 민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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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다발의 광야 길로 들어서요

오오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보잘것없는 만나로

오오 살라버1)리시려

아주 살라버리시2)려하시네

오오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제발 제발

잘못한 마음을 파 낼 일3)

확 파낼4) 마음이오니

살려 주세요

오오 우리들 대신 하늘 높이 달려5)

우리들 마음을 파낼6)

사랑마음 녹이시려7)

하늘에 올리어8)가신

그리하여9)

봐 이10) 이

- 이영지 「내 사랑 애물단지」(20140713)

이브가 남편 아담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게 하

1)  ( · 불).

)י (2 · 불, D.NMP,  fiery, τούς δανατούντας, 민 21:6).

.(팔랄 · 기도)ל (3

.(히트팔렐 · 기도하여. VTMMYS, pray,  εύζαι ούν, 민 21:7)ל (4

ס (5 ל ~ תֹו ים ף  (아세 르카 사라프 브심 오토 알~네스 · 불ה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VQIMYS P.MYS NMS C.VQMMYS O.MZS 
P~NMS, Make thee a fiery serpent and set it upon a pole, Ηοίηεσον σ
εαυτώ όφυν καί θες αυτον έπί σημείου, 민 218).

6) J. 와인그린, 김재관역,『수정판 구약성서 히브리어완성』(서울: 기독
교문서선교회, 1999), 124.

ת (7 (느하쉬 느호쉐트 · 놋뱀,NMSG NFS, a serpent of brass, όφׁש
ιν Χαλκούν, 민 21:9).

ת (8 ׁש  (엘~느하쉬 하느호쉐트 · 놋뱀,P.NMSG D.NFS, theל ~
werpent of brass, επι τον~όφιν τόν Χαλκούν, 민 21:9).

.(하야이 · 살다)י (9

.(바하, C.VQAMZS, be lived, καί έζη, als 21:9)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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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둘 다 에덴에서 쫓겨 난 우리의 죄 사함은 그분에

의해서만 살려진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홍해 길로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는 정반대로 모세가 인도하는 광야 길로 가게 하시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은 질

러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된다. 많은 원망이 쏟아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뱀에 물리게 하신다.

이런 일이 겹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성경의 전매특허인 두 번째

방법의 연속, 다름 아닌 첫째 홍해길이 아닌 두 번째의

광야 길로 들어서는 일과 그리고 기도1) 또한 반복리듬

으로 된다.

생각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누2)이다. 비누는 누

구나 늘 씻는 일상사에서 사용한다. 생각하라는 명령은

억누르지 않고 사알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아

비에게 물어야 사알 물어 잘 여쭙고 그러면서 늘 비누

로 손을 씻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

는 존재이다. 더러움을 씻는 영적 일은 비누가 담당한

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다칠까봐 사알사알 말씀하

시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다.

1) 21:7.

.(비누 · 생각하라, VQMMYP, consider, σύνετε, 신 32:7)י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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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세와 놋뱀 ~ 민 21:4~9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물을 통해 씻는 길을 비누

로 열어준다. 물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을 씻는 일은 그

분이 주신 비누로 하는 일이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

곧 신앙영웅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는 것과 이에 응하여 신앙영웅 모세가

기도하는 일의 두 가지 기도이다. 죽음에서 파 낼1)기

도이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부탁하여 퍼뜩 파네2) 달라 명령한다. 이에

모세가 특별3)기도 한다. 첫 번째 ‘기도하여’는 재귀완

료형4)으로 명령형5)이다. 두 번째 모세기도는 ‘특별’6)

이다. 이 때 기도는 현재형이다. 모세 중재자로 하는

의미심장한 기도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

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암시되어 있다. 십자

가에 달리어야 하는 이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죄를 짓자 이 죽을 죄를 위해 대신 예수는 십자가에

1) ( · 기도).

.(히트팔렐 · 기도하여. VTMMYS, pray,  εύζαι ούν, 민 21:7)ל (2

(바이트팔렐 · 기도하매. CW.VIMZS, And praed, καί ηύζατοπρל (3
ος κύρίον, 민 21:7).

4) J. 와인그린, 김재관역,『수정판 구약성서 히브리어완성』(서울: 기독
교문서선교회, 1999), 124.

5)  VTMMYS:『스테판 원어 성경: The Stephen Korean Text of the 
Hebrew Old Testament Published by Institute of Biblical Languages』, 
서울: 원어성서원, 2000. 7.

(바이트팔렐 · 기도하매. CW.VIMZS, And praed, καί ηύζατοπρל  (6
ος κύρίον, 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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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위한 기도 파낼1)은 내 안에 있

는 모든 문제를 깨끗이 끄집어 파낼 일이다. 이 파

낼2)기도는 목적형3)을 2회나 반복된다. 권능의 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에 우

리는 말씀을 몸 안에 넣어 곧 성경을 보고 믿는 일이

다. 마음 안에 들어온 말씀을 입4)으로 나가기까지 해

야 입의 소명을 다하는 일이다. 말씀을 새겨 입 밖으로

나가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다.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뱀에 물려 죽는 사태

가 일어나자 살기위해 모세에게 부탁하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세는 이들을 데리

고 인도한다. 그들을 데리고 나서5)며 모세는 여기 봐

있어6)하면서 하나님 손이 이끄는 데로 중심을 잡아 앞

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모세가 인도하는 무리들이 홍해 얌 ~ 수프7)길 에돔

땅을 둘러 싸 밟으= = 싸바브8)며 빨리 가려하였으

1)  ( · 기도).

.ל (2
.(라메트)ל (3

.(페 · 입)פ (4

.(나싸으 · 진행하여, 민 21:4)ע  (5

 ,(바이쓰우 · 백성이 진행하여, CQ.VQIMZP, And they journeyedעּו (6
καί άπάραντες, 대상 21:4).

7) ם ~סּו(얌~수프 · 홍해, NMSG~NMS, by the way of the sea, έπί 
θάλασαν έρυθράν, 대상  21:4).

8) 기본형 ב(싸바브), 본문 ב(르스보브 · 둘러행하려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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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짜= = 카짜1)들이 되었다. 이 가짜

라는 말은 한국에서 가장 잘 쓰이는 말 가짜= = 
카짜2) 그대로이다. 짝퉁이다. 글러버린3)이들이 되어 아

주 하 글러버린4) 일에 열중하면서 칼날5)앞에 선 꼴이

되었다. 이러자 하나님이 불 뱀을 사용하여 살라 버=
=6)시려 한다. 아주 살라 버= =7)리시려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자 이스라엘백성은 이 급박한 상

황을 해결하여 달라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그들

이 하도 파내= = 파네8)달라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서 시키시는 일 곧 놋 뱀을 하늘높이 단다. 이 ‘파내’

히브리어는 입으로 조르는 모습이다.

그냥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쉬이다. 놋뱀은 느하쉬 하

느쉐트9)이다. 끝 글자에 십자가의 의미인 타브10)만 더

붙어 십자가를 의미가 덧붙은 놋뱀이다. 살라 버리=

P.VQNG, to compass, πριεκύκλωσαν. 21:4).

1)  (카짜르 · 상하니라, CW. VQAFZS, and was much discouraged, 
καί ώλιγοφύκησεν, 민 21:4).

.(카짜 · 싫어하노라, VQAFZS, loatheth, προσώθισεν, 민 21:5)ה  (2

3) 기본형 ל(클로켈 · 명백한), 

4) 본문 ל(하클로켈 · 박한, D.AMS, light, τώ διακένώ, 민 21:5).

 (칼랄 · 저주하다, 제거하다, 멸시, 감한, 창 8:8, 11; 삼하 1:23; 욥ל (5
7:6, 9:25).

6) ( · 불).

.(하사라핌 · 불, D.NMP,  fiery, τούς δανατούντας, 민 21:6)ים (7

.(히트팔렐 · 기도하여. VTMMYS, pray,  εύζαι ούν, 민 21:7)ל (8

חת (9 .(느하쉬 하느쉐트 · 놋뱀)ׁש

.(타브)ת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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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프1)시려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높이 올려 진 놋뱀을 쳐다보면 된다. 십자가 언

어로 나타낸 놓으셔 놓으셨다= = 네흐셋트2) 하시

며 십자가 사건이 되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일을 이

루려 하신다. 아주 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놓으셨다.

하 놓으셨다= = 하느셋트3) 쳐다봐야= = 바하4)
산다 하시었다. 계속 말씀 안에 있어야 산다하셨다.

세상에 살만한 가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더 나아가 특별

한 사이가 되면 사랑을 약속하고 부부가 된다. 그 징표

로 아이가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한나와 엘가

나 부부사이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를 사랑함이라’5)로

한다. 이 때 두 부부사이에는 아직 아기가 없다.

1) ( · 불)을 기본형으로 하는 본문 י(하사라핌 · 불, 
D.NMP,  fiery, τούς δανατούντας, 민 21:6).

ת (2 (느하쉬 느호쉐트 · 놋뱀,NMSG NFS, a serpent of brass, όφׁש
ιν Χαλκούν, 민 21:9).

ת (3 ׁש  (엘~느하쉬 하느호쉐트 · 놋뱀,P.NMSG D.NFS, theל ~
werpent of brass, επι τον~όφιν τόν Χαλκούν, 민 21:9).

.(바하, C.VQAMZS, be lived, καί έζη, 민 21:9)י (4

5) ה ָא~ת( ~한나 아헤브 · 그를 사랑함이라, O~NE VQAMZS, 
he loved Hammah, 삼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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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랑하는 사람

부인 한나가 너무 고민하여 울고불고 밥도 먹지 않

자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향하여 ‘어찌하여 그대

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

니하뇨’1)라고 위로한다.

사랑아 내 사랑아 고민을 말아주오

남편인 내가 내가 열 아들 그 보다도

좋으니 열 아들 보다 그 보다 더 나아요

- 이영지 「슬퍼하지 말아요」

이 위로의 말을 듣자 아내 한나는 일어난다. 말씀을

받은 한나는 꿈2) 꾸며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 위로의

말을 받아 꿈을 꾸는 여인이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

디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는 정말 사랑하

는 사람에게서 받은 꿈이다. 마음이 일어섬이다.

엘가나 위로의 말 한마디 그 하나인

남편의 말을 믿어 꿈으로 익는 여인

세상을 꿈처럼 사는 힘이 나며 일어나

- 이영지 「꿈으로 익는 여인」

우리말 버릇이 있다. ‘하나’를 ‘한나’라 한다. 사랑받는

י  (1 ה  )י תֹוב 토브 레하 마아사라 바님 · 내가 그대에
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NPCXS AMS P.룐 P.ANCFS NMP, I better 
to thee than ten nmp, 삼상 1:8).

.(바타콤 · 일어나서, CWVQIFZS, So~rose up)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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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나가 사랑하는 사람 남편의 말에 일어나 음식을

먹는다. 위로의 말 한 마디로 한나는 하나님에게 나아

가 엎드린다.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여 만일 돌아보시

고1)라는 조건으로 남편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

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2)한다. 그녀의 아들보다는 남편의 아들

로 한다. 한나 말투 또한 정말 사랑받을 만하다. 남편

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일 사역자로 바치겠다는 것

이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교회의 엘리 제사

장은 술 취했느냐고 물을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

다. 그럼에도 사랑받는 여인은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3)이다.

사랑받는 여인의 태도이다. 마음의 고통을 어떤 마주

한 대상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다. 영

1)  ה אֹות ּאם~ )הה 제바오트 임~라아 티르에 · 여호와여 
만일 돌아보시고, NE NE O VQNA VQIMYS, O LORD of hosts if – 
indeed thou wily~look, 삼상 1:11).

2) א~ל ה יו ּומֹוה לא~ יהדל~י ימ ּויו (제라 아나쉼 우ע
느타티브 라여호와 칼~옘매 하야이브 움모라 로~야알레 알~로손 · 남편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NMSG NMP C.VQACXS.MZS P.NE NMSG NMPG 
NMP.MZS C.NMS ABN~VQIMZS P~BNS MZS, a~child man then I will 
give him unto the LORD all the days of his life and~razor no 
there~shall upon – hie head, 삼상 1:11),

הה (3 י י ת~ (바에스포흐 에트~나프쉬 리프내 여호와 · 여
호와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CQ.VQICXS O~NFS.CXS 
P.NMPG NE, but have poured out my soul before the LORD, 삼상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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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도를 맡은 제사장이 물었을 때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한다. 영적 지도자가 비록 이미 노쇠하여 영안이

어두워 졌을지라도 그의 말을 믿고 따른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나

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다. 축

복기도이다.

이때의 한나의 기도는 한국말 살았다1)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다.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

한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이 축복기도를 받은 한나

는 다시는 얼굴에 걱정이 없이 돌아가 음식을 먹는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

로 기적이 일어난다. 남편에게서, 제사장에게 서다. 사

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역

사하신다. 사랑하는 부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 곧 한

나는 돌아가 부부가 동침하고 사무엘을 임신한다. 이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한 지라 하였다. 발음

그대로 봐 이제 그래라2)이다.

번역보다 오히려 원음이 훨씬 우리들 귀에 익숙한

1)   ( · 기도하여, VQAFYS, thoy hast asked, 삼상 1:17) 
· (쉐라테흐 · 너의 구한 것을, NFS.FYS, thy petition, 삼 1:17)s

2)(바이제그레하 · 그를 생각한지라, CW.VQIMZS.FZS, and 
rembered her, 삼상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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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 이제 그래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임신은 임신 이

전에 이미 사랑받는 여인의 얼굴에 걱정이 없어, 슬퍼

하는 얼굴을 하지 않는데 있다. 행복한 사람 얼굴은 평

안하다. 행복하여 얼굴에 그대로 얼굴에 써진다.

한나 이름은 묘한 데가 있다. 바로 성경본문은 아이

를 한나아르1)라 한다. 한나 아이이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는데 이 이름 역시 한국

인들이 잘 쓰는 사모가 붙는다. 무얼 사모하느냐? 엘인

신의 의미가 첨가되어 있는 사모, 곧 하나님을 사모하

는 일을 성경은 내가 그를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기 때

문에2) 주셨다이다.

기도의 결과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된다. 하나님을 위

하여 일할 사람으로 간구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일생을 소비한다. 평생 하

나님 일을 할 사람을 한나는 구하였기에 임신이 되었

다는 뜻에서 사무엘이라 이름지어삼상 1:20졌다.

사랑받는 여인의 특징은 남편도 있고 교회의 목사님

도 있지만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더 나아

가 한나가 아이 젖 뗄 때 까지 오로지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양육에 전념했다. 이때 젖 땔 때까지3)와 젖을

1) ( · 아이를, D.NMS, the child, 삼상 1:25).ㄴ

ההיו (2  (키 메예흐바 쉐일레티브 · 내가 그를 하나님께 구하였기י
때문이, C P.NE VQACXS.MZS. Because of the LORD I have asked him, 
삼 1:20.

ת (3 ה )ד~ ~고메라 오토 · 젖 땔 때까지, O.MZS VQNG.FZ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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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1)발음이 모두 한국말 ‘고마워라’= = 이다.
한국에는 고마리 풀이 있다. 주위의 균들을 정화시키

는 풀이다. 고마리 풀은 마디풀과에 딸린 한해살이 풀!

한국 원산, 중국·일본·러시아 극동부에도 서식한다.

고마리 풀은 메밀 비슷한 열매를 맺는다. 수제비 음

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구황식물로 재배되었던 적도

있으나, 지금은 잡초일 뿐이다. 위키 백과에서의 ‘고마

리’는 비슷한 말로 보답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기멜2)

이 있다. 낙타의미를 지닌 이 기멜은 주인의 은혜에 보

답하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보답하는 의미소意味素 기멜는 모

세노래 ⇢ 드보라 노래 ⇢ 옷니엘의 아내와 관련한 우

물, 모두 이 기멜= 로 시작된다. 보답의 뜻을 지닌 은

혜 갚기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에도 그리

고 사무엘이 젖을 뗄 때에도 이 히브리어다. 젖 뗀 후

P, until she weaned him, 1:23).ㄴ

1) (게마라투 · 젖을 뗀, VQAFZS.MZS, she had weaned him, 삼상 
1:24).

ㅇ.(기멜 · 약대,  창 24: 19, 20, 32)ג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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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젖을 먹이신 그에게 은혜 갚음 할 때이다. 정말로

보답할1) 일 우리나라말 고맙다이다. 고마우리를 비롯

해 고마워라2)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고

봐 이 고마워라3) 하였다.

우리나라 밭고랑이나 시냇가에 이 고마라 풀이 하는

일은 주위를 청정하게 하는 역할이다.

사울은 왕권정치에서의 첫째 왕이다. 재미있는 현상

이 또 일어나는데 우리 나랏말에 세울이라는 말이 있

다.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의 이

드리나이다 발음이 솨울4)이다.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

이라 한 뜻이 하나님께 내가 그를 구하였다5)이다. 사

무엘의 가운데 글자 사무의 무는 바로 말씀 안에 든

의미로 한다. 곧 사울이라는 이름 안에 말씀의미 히브

리어 무가 들어가서 사무엘이 된다.

시의 아이러니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 사울이 있다.

사울은 부탁하다, 요청하다, 드리다로 본문문법 VQPP

로 칼동사 수동분사이다.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

)י ~ה ..ָא  (1 ~고오.고아 · 보답할, 출 15: 2) ⇢ ה(굴라, 수 15: 
19; 삿 1: 15) ⇢ ם(감, 삿 5: 4, 창 9: 21, 13: 16).ㄴ

 (타그무로히 · 보답할꼬, 시 116:12)가 있다. 앞의 (타, 시מּולֹוי  (2
116:2) 접두격 조사를 빼버리면 그마오리이다.

(바이가마르 · 젖을 떼고, 창 21: 8) 앞의 접속전치사 (바 · 그리ל (3
고, 창 21:8)가 덧붙었고 바로 이어오는 (이)는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의미(창 21:8)이다. 접두형 관사를 제하고 나면 보답 ל(고마르 · 보
답, 창 21:8)이다. ㅇ

יהה (4 .(솨울 라여호와 · 여호와께 드리나이다)אּול

5) 기본형은 ַאל이고 본문은 יוּא(쉐일레티브 · 내가 그를 구하였다, 
VQACXS.MZS, I have asked him, 삼상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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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울과 같은 의미가 작용한다. 하나님께 부탁하여

낳아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아이러

니 이름이 사울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어서 낳아져서 서원대로 여

호와를 위하여 전적으로 바쳐진 경우이고 사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져서 세워진다. 이 시적 아이

러니는 더 나아가 지옥 의미까지 스올이다. 세울이니

사울이니 스올이니 하는 발음 차이는 훨씬 후에 모음

발음이 첨가되면서 차이가 날 뿐 본래 원음은 같다. 하

나님께 사랑을 받고 못 받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하

나님을 알고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여 갈라진다.

시가 지니는 은유의 이 이중 의미 모두가 동원된 사랑

받는 비결은 기도가 수반된 일이다. 사울 왕에게는 기

도가 없다. 기도가 없는 지옥이다. 어머니 서원기도가

없다. 한나! 사랑받는 여인은 하나님 향한 시를 짓는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삼상 2:1)

내 뿔이 여호와를 위하여 높아 졌으며(삼상 2:1)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삼상 2:2)

여호와는지식의하나님이시라행동을달아보시느니라(삼상 2:3)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삼상 2:6)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삼상 2:8)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삼상 2:10)

일곱 번을 되풀이하는 여호와의 이름 찬양은 황금률

신성수이다. 사랑받는 여인은 올바른 기도를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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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히며 여호와

앞에 섬겨1)진다. 한나는 남편과 매년 제를 드릴 때마

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의 옷을 입힌다. 사랑의 옷을 입힌다. 사무

엘은 커서 이 사랑 갚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늙었음에

도 여전히 기도2)의 사람이다. 엘~ 여호와와 사무엘의

엘 2회의 리듬이 시적으로 수 놓인다. 하나님은 사무

엘3)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마다하고

그들의 왕국을 만들려한다고 알려준다.

이 쓸쓸한 이미지 가을비 시가 있다.

내 마음 그대에게 알리는 날이에요 주루룩 그리움을 마른 잎

그 위에로 포근히 내려주느라 한 밤 내내 뿌려요

은행잎 하나둘씩 땅위로 노오랄 째 날 떠날 그대들의 바다가

이런거라 노오란 슬픔까지를 미리 알려 내려요

바람에 휰휰 날일 바람의 사람들이 서뿔리 허둥대다 날리고 부

서짐에 내 가슴 빠알간 사랑 이 흐름을 내려요

- 이영지 「내 가슴 빠알간 사랑이 내려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왕권정치가 아닌 인간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자 하나님은

1) 2:18.

2) ה~ל מּול (바이트팔렐 쉐무엘 엘~여호와 · 사무엘이 기도하ל
매,CQ.VTIMZS NE P~NE, And prayed Samuel unto~the LORD, 삼상 
8:6).

3)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
이니라(삼상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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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려 한다 하시며 그들

이 하자는 대로 해 주라신다. 사무엘의 기도는 절대자

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1)이다. 하나님은 사

무엘에게 늘 알려 주셨2)다. 인간왕권정치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3)은 왕이 권세를 누리며 말을 타고 펴셔4)

유세할 것이라 하신다. 이 일을 하나님은 사례5)로 인

간왕국정치 현실은 주종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벼슬 10부장과 50부장으로 향로로 요리로 떡 굽는 이로

들이 말을 달릴 것이며6) 아들들로 1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

이며7) - 이영지 「왕이」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8)이라 한다. 이 때 히브리

어레라카호트9)의호트10)와울레타바호트11)의호트12)와

1) ~ל( ~하암 · 백성에게, unto~the people, 삼상 8:10).

2) 삼상 8:11.

.(엘~하암 · 백성에게, unto~the people, 삼상 8:10)ל~ם (3

.(포랴스 · 말, 삼상 8:11)ׁש (4

.(사레 · 부장, 삼상 8:12)י (5

צּו (6  ,우브파라솨이브 베라주 · 그들이 말을 달릴것이며)ּויו
C.P.NMP.MZS, and to be his horsemen and some shall run, 삼상 8:11).

ים (7 י ים י 로 사레 알라핌 베사레 함미쉼 · 아들로 0부장)לֹו
과 50부장을 삼아, P.MZS NMPG NMP C.NMPG ANCP,him captains 
over thousads and captains over fifties, 삼상 8:12).

(레라카호트 울레타바호트 울레오포트 · 향로만חֹות ּוחֹות ּופֹות (8
드는자와 요리하는자와  떡 굽는자, P.NFP C.P.NFP C.P.VQPAFP. to be 
comfectionaries and to be coold and to be bakers, 삼상 8:13).ㅇ

9) 향로 만드는자, 삼상 8:13.

.(호트)חֹות (10

.(울레타바호트 · 요리하는 자, 삼상 8:13)ּוחֹות (11

.(호트)חֹות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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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레오호트1)의 호트2) 삼중적 리듬을 이룬다. 이 리듬

의 삼중주는 인간왕국의 천태만상의 마음 사태를 알려

준다. 그리고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3)에

서도 베에트~세데오테헴의 베에트~…테헴 베에트~…메

헴 베…헴의 리듬으로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시 리듬으로 한다.

세금을 내야함을 …헴 리듬으로 십일조4) 내야함을

강조한다. 인간들에게 바쳐져야 한다는 베에트~…헴리

듬은 노비문제이다. 평생 메여서 일하는 관계임을 베에

트~…헴 베에트~…헴 베에트~…헴5)으로 한다. 하나님

향하기를 거부하는 사회의 결과는 사랑받는 자의 모습

이 없다. 기도가 없다.

)ּופֹו (1 · 떡 굽는 자, 삼상 8:13).

.(포트)פֹות (2

יים (3 ת~ים  (베에트~세데오테헴 베에트~카레메헴ת~ֹוים
베제테헴 ·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C.O~NMP.NYP C.O NMP.MYP 
C.NMP.MYP, and your filds and your vineyards and your oliveyar, 삼
상 8:14).

ׂשר (4 ים  (베자르에헴 베카르메헴 야으소르 · 또 너희 곡식과ים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로,C.NMP.MYP C.NMP.MYP VQIMZS, And your 
seed and of your vineya be will take the tnnth, 삼상 8:15).ㄴ

מֹוים (5 טֹוים ת~חּוים ת~חֹוים  (베에트~아브데헴ת~ים
베에트~쉬프호테헴 베에트~바후레헴 하토빔 베에트~하모레헴 · 그가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C.O~NMP.MYP  C.O~NMP.MYP  
C.O~NMP.MYP D.AMP C.O~NMP.MYP, And~your menservants 
and~your maid servants  and~your~young men goodlist  and~your 
asses, 삼상 8:16).



제7장 시냇물과 강과 우물과 샘의 회복성780

4. 다윋의 우물4. 다윋의 우물

1). 아가서의 비밀1). 아가서의 비밀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고 한다. 그러나 다윋

이름 그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 하는 아가서가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도디  아 1:13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도디  아 1:14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도디  아 1:16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의 침상은 푸르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도디  아 2:3

수풀 가운데 사과

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입에 달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도디  아 2:8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

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도디  아 2:9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

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도디  아 2:10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

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도디  아 2:16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도디  아 2:17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쉐아하바   아 3:1

찾

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

를
쉐아하바   아 3:2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

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도디  아 4:16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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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도디  아

5:2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

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

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도디  아 5:4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레도디   아

5:5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내가1) 사랑하는 자 위하여
레도디   아 5:6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

하는 자를
도디  아 5:8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

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도디  아 5:10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

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도디  아 5:16

나의 친구이다.

솔로몬과 솔로몬의 여인 슬람미 여인과의 관계는 쉬

랬다와 쉬하르호렛트= = 쉬하르호렛트2): 쉬랬

다이다. 집안에서 푹 쉬랬다. 우리말에 쉬랬다라는 말

이 있다. 쉬하르호렛트= = 쉬하르호렛트3)=거

므스름할지라도이다. 지붕 안에 있는 검은 머리 뜻 쉬

라이다. 가장 안식하기 좋은 여자라는 뜻이다. 결국 슬

람미 여인은 아내의 자리로서 가장 적합한 여자이다.

아가서는 온통 나의 사랑하는 자4)에 대한 시다. 소

유격 나의 그이다. 나의 사랑하는 대상은 남자 단수이

다. 이 사랑하는 자 도디가 사실은 다윋의 이름 그대로

1) דֹו( ).

.(쉬하르호렛트 · 거므스름할지라도, 아 1:5)ת (2

.(쉬하르호렛트 · 거므스름할지라도, 아 1:5)ת (3

4) NMS.C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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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더구나 내가1)는 바로 다윋 자신을 가리킨다. 다

윋에 대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레도디   아 5:5

이다.

아가서는 사랑과 이별을 담고 있다. 아가서가 솔로몬

이 지었다는 조건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내용

이 된다. 그러나 문법으로는 둘 다 여성명사이다. 하나

님의 백성 이야기이다. 이 문법사례는 왕=멜레크=

멜레흐2)와 왕후=말쿠트= 말쿠루3)에서 보인다. 아가

서는 시적 은유 시이다. 시의 겉은 다윋 이름 그대로

아비 다윋과 아들 솔로몬 관계이다. 시의 내포는 하나

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이다. 신부로 표현 된다. 나아

가 하나님과 다윋 사이도 된다.

아가서에는 길거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4)를 못 만

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찾으나 만나지 못5)한 문법6)

이 동사이면서 여성 3인칭 단수이다. 따라서 길거리에

서 사랑하는 자=쇄하아프=  쇄하아프7)라 한다. 사랑

을 못 만난 이유이다. 사랑이 쇄하여 버렸다고 쇄아파

라 한다. 우리말에는 시어졌다. 못 먹게 되었다라는 말

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1) דֹו( · 사랑하는 자).

2) 왕하 16:1

3) 왕하 16:1, 에 1:2.

.(쉐아하바 · 나의 사랑하는 자)ָאה (4

5) 아 3: 2.

6) P.VQAFS.

.(쉐아하바 · 사랑하는 자ָא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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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에 하나님 사랑은 찾아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있다. 아파

하는 사이이다. 사랑=아파흐= =  아파흐1)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아파하는 마음이다. 가슴이

아플 만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일 때 아파하는 마

음이 일어난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안에 있고 그

는 내 안에 있어야만 사랑이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

인 다윋이 지닌 끓는 가슴의 몸짓을 아가서가 솔로몬

이 지었다고 할 때 솔로몬과 아버지의 끓는 사랑이야

기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끓는 사랑시화가

아가서이다.

에돔에게서 다윋에게로 온2) 법궤 이동과3) 기름을

마시게 한4) 다윋은 하나님이 다윋을 승리자5)로 만든

다. 그 이유는 다윋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다.

1) ָא( · 사랑, 신 10:14;아 2: 4, 7, 3: 10; 하나님 사랑에 아파 
ַא( · 그 사랑이, 아 2: 4), 사랑하므로 아파아 הַא(아하바아 · 내가 사

랑하므로, 아 2: 5).

2) 삼하 6: 10~17.

3) J. J. M. Roberts, David and Zion, edited Bernard F. Batto and 
Kahryn L(Indiana: Eisenbrauns, 2004), 13.

.(바이메쇠후 · 기름 부어진, 삼하 5: 3)חּו (4

5) J. J. M. Roberts,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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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으로서의 두 번 째 다윋

다윋은 가슴의 문1)으로 물을 길어 하나님의 사랑하

는 마음을 담았기에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 U

모형이다. 곧 광주리2)에 담아 하나님 단 앞에 놓았다.

광주리 안3)에 하나님 사랑이 우선적으로 담기고 그

런 다음에야 다윋의 마음을 담았다.

성경은 이 때 두 번의 목적형의 다윋의 두 번 사용

되는 다윋의 ㄷ과 ㄷ은 하나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낼 수 있는 모형으로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의미까지 덧붙여진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길

어 올리는, 다윋은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고 끓는 가슴

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메달리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미가 다

윋 글자 자체에 잇다. 두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문은 입과 관련된다. 다윋이 지니는 문의 이

문밖이 바로 학 뱉어4)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

문이다. 입은 히브리어로 페5)하고 발음되기에 말씀을

입으로 뱉아 내야 하는 의무에 있다. 우리들은 왕을 보

고 폐하라고 한다. 이 말은 말씀으로 명령하는 자이다.

1) ( ),

.(뚜드 · 광주리)ד (2

3) 신 26: 4.

 :(페타흐 · 문밖, 창 19ח (하페테하 · 문밖, 창 19: 6) · 문밖의ה (4
11) · 문밖의 ח(미페타흐 · 문밖, 출 12: 23, 민 16: 18).

.(피하 · 입, 민 16: 30)י(페하 · 입) · 입 ה (5



물의 시학 785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반드시

그의 흔적을 남긴다. 더구나 이 다윋과 관련된 말이 돋

아와 돋이다. 해가 돋아, 싹이 돋아 나온다. 성경 발음

은 돋이 이다. 모두 다윋 의미다. 다비드라 하기도 한

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젖꼭지 돋아1)이다. 다윋

의 자손 예수라 한다. 다윋에게서 돋아 다윋의 자손 예

수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2)를 타고 우리에게 나아오

기에 그러하다. 하늘3)의 그 구름 위로 오르신 분이 그

대로 오시는4) 가슴 벅찬 일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든 향로로 향연이 베풀어져서 구름5)타고 오

시는 분이다. 성경은 보라 흰 구름을6)이라하고 있다.

구름7)이 하나님 수레이다. 표시로는 말씀표시인 따옴

표로 흔적이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데 초점이 있

다. 우리의 삶은 박격을 받으나 추격하리로다8)이다. 성

경은 이 때 항상 가슴의미를 지니는 달렛9)을 반복하면

1) (다드 · 젖꼭지) · 돋아 י(다데하 · 도다, 잠 5:19) · 돋아 י
(다데 · 돋아, 겔 23:3).

ר (2 א .(임~아나네 쉐마야 · 하늘 구름, 단 7: 13)ם~י

.(쉐하킴 · 하늘, 잠 8: 28)ים (3

4) 히 12: 1.

,(아난~하크토레트 · 구름같이, 겔 8: 1)ן~ת (5

.(힌네~아아브, 왕상 18: 44)ה~ב (6

.(아빔 · 구름, 시 104: 3)ים (7

גֹוּנ (8 ךּוך  (고드 게두드 예그데누 · 박격을 받으나 ..추격하리로다, 창ך
4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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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답의미를 지니는 기멜1)로 연결 짓는다. 가슴으로

보답하는 일이 바로 다윋에서 흔적이 남겨지는 다윋의

끓는 가슴은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며2) 하나님께 보답3)하였다.

다윋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연속적인 특징 리듬에서 하나님은 다윋에게 항상 하나

님 중심이게 하셨다. 성전 짓기 당부도 미리 감사예물

을 드리는 일 29장이다. 다윋이 왕위에 오른 33년의 세

월은 은혜 갚기 33년이며 이 33년은 창세기에서 이미

엘로힘의 33회째 창세기 1: 1~ 2: 1의 숨겨진 예수님

세상에 사신 나이와 일치한다. 더구나 다윋 왕은 왕으

로서 사울 다음의 둘째 왕이다. 사울 다음에 다윋이 두

9) ( ).

1) (기멜)과 (기멜).

2) 삼하 5: 5.

3)   이러한 역사는 다윋을 위한 기록으로 역대 상 1~3장까지 아담(1장) 
⇢ 유다(2장) ⇢ 다윋(3장)의 족보와 지파 구분의로 남쪽(4장) ⇢ 동쪽(5장) 
⇢ 중앙의 레위(6장) ⇢ 북쪽(7장) ⇢ 베냐민(8장)지파 ⇢귀한 포로(9장)로 
하고 있다. 다윋은 길보아 산에서 첫째 왕 사울의 죽음(10장)후 헤브론에서
의 7년 반 동안(11장)을 시작으로 한다.  

      다윋은 시글랏에서 헤브론 용사들(12장)의 도움 ⇢ 예루살렘으로 
법궤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웃사의 죽음(13장)후 더욱 명성(14장)이 높
아지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입성시킨다(15장) ⇢ 법궤를 옮긴 뒤 감사(16
장) ⇢ 약속과 기도(17장)를 한다. 다윋의 특징은 감사하는데 있다. 초기 승
전(18장) ⇢ 후기 승전(19장) 이 반복리듬의 연속적 승리의미와 함께 랍바
에서 진행된 암몬과의 전쟁(20장)에서도 승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책으로 다윋의 인구조사(21장)를 든다. 
징계 7년 흉년, 혹은 3개월 동안 쫓겨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3일간의 온
역을 선택하라 하심에 온역을 선택함에 따라 온역이 퍼져 그 결과 7만 명 이
상이 죽는 실책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 아닌 성전 건축 준비(22장) ⇢  이를 
위한 직무분담을 레위인(23장) ⇢ 제사장(24장) ⇢ 찬양대(25장) ⇢ 문지기
(26장)로 구분 ⇢ 행정과 군대조직(27장) ⇢성전건축을 위한 당부(28장) ⇢
건축예물(29)을 드린 다윋의 한계성을 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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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1) 왕이다.

1) 상은 하나님의 계획아래 있는 한나의 아기를 달라는 간절한 통
곡의 기도가 실로의 십자가 밑에서 시작(삼상 1장)한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
은 감격의 기도를 드린다(삼상 2장). 이러한 아이 원함과 아이를 얻은 과정
이 반복 리듬이다. 

     실로에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소명(3장)을 받았다. 아벡에서  법궤
는 빼앗겨 지고(4장) 법궤가 있는 블레셋 지방 아스돗에서 전염병 재앙이 일
어난다. 아스돗 신상의 목이 떨어지고 팔이 부러지는 일이 일어나면서(5장) 
하나님은 에그론에서 다시 법궤를 찾게 하셨다(6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
스바에서 회개의 부흥회를 가졌으며(7장)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에 따라(8장) 사무엘은 사울과 만났고(9장) 숩에서 사울에게  하
나님의 명령으로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10장). 사울은 전쟁에 나가 암몬을 
물리치고 궁지에 몰린 길르앗 야벳을 도와주며 승리하여 무대에 올려진다
(11장). 

      이에 따라 길갈에서 사무엘의 고별설교는 자신의 청결을 주로 한 
내용이었으며(12장) 기름부음 받은 사울은 망령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어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13장). 블레셋의 철기문화에서도 용
감히 맞섰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스러움(14장)과는 달리 사울은 아말
렉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2차 테스트에서도 실격 당한다(15장). 이러한 
8~15장까지는 다윋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울의 행적.

      다윋은 베들레헴에서 비밀히 기름부음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
엘에 의해 받았으며(16장)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 멧돌 두개로 물리
친다(17장). 이때의 맷돌 두 개로 반복 리듬이다. 다윋에 대한 사울의 질투
는 기브아에서도 역시 두 번 반복 되었다(18~19장).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들판에서 아버지 사울에게가 아닌 다윋에게 우정을 보인다(20장).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윋은 사울을 피해 놉땅으로 피신(21장). 

      하나님의 다윋 돕기는 아말렉 후손인 도엑이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는 제사장 학살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일어난 가운데에서도 아
히멜렉은 다윋이 충성스럽다고 하였다(22장). 그일라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에세 어려움을 당하자 다윋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구해주고 다
윋의 가족을 의탁했다. 

      다윋이 구해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윋을 밀고해 버리며 배신한
다(23장). 할 수 없이 에브라임의 수풀 속인 엔게디에 숨게 되고 이때 3000
명을 끌과 온 사울이 마침 동굴 속에서 틈을 보인 사이에도 살짝 옷자락만 
베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윋이 된다(24장). 다윋은 600을 데리고 마온 지
역인 갈맬로 사울을 피해 간다. 나발은 다윋이 쫓기는 상황임을 알고 도와주
지 않았으나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은 후 다윋은 나발
의 아내 아비가일을 둘째 부인으로(25장). 

      사울의 끈질긴 추격에도 불구하고 다윋은 사울 부대가 잠든 사이 
그들의 창과 물병을 몰래 들고 와서 다윋은 사울을 전연 헤칠 마음이 없음을 
알리고(26장)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여 블레
셋의  왕으로부터 시글락 땅을 얻는다(27장). 

      다윋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에 떨던 사울은 너무도 답답하
여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이 없자 길보아산 북동쪽인 엔돌에 자신을 변장
하고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묻게 되는데 이때 이미 죽은 사무엘이 평상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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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째 자리는 역시 성경조차 구약과 신약으로 되

는데 있는 둘째 자리의 중요성이다. 사무엘 상 하의 자

리조차 둘로 구성되는 성경의 카리스마 둘 째 자리이

다. 다윋은 문 두개 사이를 잇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가슴을 글자의미로 하고 있다. 다윋은 하나님께서 허락

하시지 않으시어서 다윋 장막만을 가지고 있다. 다윋의

궁 안에 성막 대신에 장막을 짓고 지성소를 삼아 그

안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찬양대와 문지기가 둘러싸고

법궤를 두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윋은 사울 왕 다음의

사람이다.

다윋의 기록은 사무엘 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윋

의 번영기와 11장에서 21장까지는 침체기를 기록하였

다. 1~21장까지는 연대기이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비

연대기이다. 이러한 두 개의 구분 또한 다윋이 지닌 왕

으로서의 두 번째 자리이며 왕의 자리 또한 2장과 5장

에서 각기 두 번이나 왕이 되는 일을 헤브론에서와 예

그대로 나타나 사울의 멸망을 예언해준다. 사울은 충격을 받고 탈진한다
(28장). 한편 블레셋 땅에 있던 다윋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
라엘을 향하여 싸워야 하는 아이러닉한 일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군사들이 행여나 다윋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 오히려 역공할 것을 두
려워 한 나머지 견제한다(29장). 다윋의 장점은 항상 무슨 일 때마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다윋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찾으
리라(삼상 30: 8)  

      다윋은 하길라에서 아말렉이 쳐 들어와 물건을 모두 가져 가고, 성
을 태울 때에도 다윋은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얻은 후 그들을 급습하여 잃었
던 것을 찾아 공평하게 배부해 주는(30장) 반면 사울은 블레셋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 옆의 졸병에게 자신을 죽게(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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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5장으로 기록1)하였다.

1) 죽은 사울(사무엘 상 31장) 다음으로 왕이 되면서 사울을 향한 
조가(사무엘 하 1장)를 시작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2장). 하나님의 도우
심은 공동묘지의 땅 마하나님에서 사울의 사촌인 요압의 동생 아브넬 군장
이 죽고(3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조차 왕의 자리에 올라앉았지만 살해를 
당한다(4장).

      그 후 다윋은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5장) 왕이 축복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윋이 제일 먼저 한 일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후(6장) 감사 기도를 드리는(7장) 일에 있다. 

   다윋의 생애는 싸움의 연속이다. 다윋의 군사적 승리는 블레셋 왕과의 
사사로운 친분 관계로 완전히 블레셋 쪽은 조금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둔다(8장).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던 요나단의 아들 절뚝바리 무비
모셋을 다윋 자신의 상에서 음식도 먹게 하는(9장) 선행.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닌 둘째 자리의 신비를 성경의 
곳곳에 숨겨둔다. 다윋이 한창 암몬과의 전쟁지역인 랍바에서(10장) 우리아
가 한창 다윋을 위해 전쟁 중인 와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
는 일(11장) 다음에 나단선지자의 책망(12장)을 받게 하고 곧 이어서 압논
이 그의 이복 누이동생 다말을 범하는 일을 두번째로 삽입한다. 이러한 상황
은 가정 붕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다말은 결
혼하자고 압논에게 요구하였으나 성경은 다말을 강간한 이후 행동을 돌변하
게 하고 거절함으로써 가정 붕괴가 다윋이 밧세바를 범한 일과 동일하게 일
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년 후 압살롬은 압논을 죽인다(13). 

      그 후 압살롬은 그술로 피하였다가 아버지 다윋의 허락으로  예루
살렘으로 다시 귀한 한다(14장). 그러나 다윋이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
자 계략으로 성 입구에서 성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일을 해결해 주고 인심을 
얻어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15장). 이때부터 오히려 다윋이 오히려 쫒기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 또한 사울을 피해 달아나던 다윋의 상황이 아들 압살
롬을 통해 재연된다. 시므이의 저주(16장)와 이로 인한 내전 역시 두 가지의 
전략이다. 다윋파의 후세와 압살롬파의 아히도벨로 등장하지만 아히도밸은 
자살하게 되고 후세의 전략은 승리하는 두 가지 전략(17) 후에도 둘의 의미
는 계속되어진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그 곳  여인의 도움으로 우물 속으로 숨어 
살아날 때에도 두 사람 · 이 두 사람은 모리아 산상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
(창세기 22장) · 고넬료와 베드로(사도행전 10장) · 예수님과 나사로(요한 
복음 3장) ·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요한 복음 4장) 등 반복.

      다윋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압살롬이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가 걸리
고 요압에 의해 죽은(18장) 다음 . 다윋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한 한다
(19장). 세바의 반란을 겪은 과정에서도 다윋의 둘 째 의미는 지속적, 세바
의 반란으로 겪은 다윋의 섭섭함은 몇  십년 후 남과 북이 갈리는 단서가 된
다(20장). 

      다시 등장한 기브온 사람들의 소원 또한 사울가문의 7명을 보내주
기를 바라 이들 소원을 들어주는 일 역시 하나님께 다윋이 여쭙은 다음 사울
의 딸과 첩 2명을 보내는 둘 구분의 일이 일어난다(21장). 연대기적 서술과 
비연대기적 서술로 된 둘로 나누어진 사무엘 하는 산의 상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에 숨은 의미로서 연대기적 서술 1~21장까지와 이에 대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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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윋이 썼다는 시편에 대한 궁금증

슈태르크는『구약 성경 문서』총서1)를 시편들의 공

통적 성격을 후기 계층의 개인작품2)으로 보았다. 궁켈

의 제자 빌라와 슈멘크는 1인칭 단수 형태가 경건한

공동체를 의인화한 것3)으로 보았다. 모빙겔은 시편을

민족의 원수들 앞에 처한 탄식시로만 볼 수 없다4)했

다. 궁켈은 구약 성경의 연구 초기에 나훔 1장에 관한

소논문을 발표하면서 예언서 1장이 제의적 알파베트시

등이 갖는 시가와 예언시의 예언과 시가 사이의 차이5)

로 보았다. 두움은 시가는 예언자에 의해 시작된 경건

과 도덕성과 후대의 반영으로 보았으며 궁켈이 말하는

시가가 예언에 의존되었다는 설에 서기는 했지만 예언

서는 시가서의 영향아래 있다 했다.

궁켈도 예언서의 알파베트 시가 미가서의 결론 부분

과 이사야 33장에 나타남을 주장하여6) 예언의 많은 사

비연대기적 서술을 사무엘 하 22~24까지  다윋의 노래(22장)와 마지막 
말(23장)과 다윋의 인구 조사(24장)로 하여 역삼각형을 이루면서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모여 별 모양이 되면서 다윋을 상징하는 별 역시 삼각형의 리듬
이다.

1) W. Staerk, Lyrik, Psalmen, Hoheslied und Verwandtes(SAT Ⅲ · 
1), second edition 1920).

2) Individualismus und Sozialismus im Alten Testament'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t Fefenwart, Bd. ⅲ, cols. 493~501(first edition 1912).

3) E. Balla, Das Lch der Psalen(FRLANT 16), Goöttingen, 1912. 

4) S. Mowinckel, The Psams in Isral's worship, Oxford, 1962, vol. 1. 
71ff., 225ff.

5) H. Gunkel, ''Nahum 1' in ZAW 13(1893)., 223~244. 

6) H. Gunkel, Jesaja 33' Eine Pophetische Liturgie', in ZAW 
4201924, 177~208; 'DES Micha Schluss', Zeitschrift für Scmitistik, 
1924. 14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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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제, 어휘가 시편에서 발견되었다 하였다. 그로 하

여 이스라엘의 성경 신학적 소망이 그 이미지로서 채

택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하였다. 궁켈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성경신학적 질서가 되며 특히 제왕시

시편 2편, 110편 그리고 시온의 찬양시 46편 예언에 나

타난 양식인 시편에서 채택하고 있다. 궁켈에 제기된

문제점을 모빙겔은 제의 형성자에 대한 독창적인 배경

을 연구1)하였다.

시편에 대한 역사비평 해석은 이스라엘 종교발달사

에 저작시기와 성격이 아주 상이한 견해들을 제시한다.

가끔 예외도 있지만 다윋 저작설이 부인되고 특히 시

편의 저작되었던 상황과 표제들을 배제한다면 다윋 일

생에 관한 특정 사건에 귀속시키는 표제들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여 진다.

시편 연대는 학자들의 서로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벨하우젠과 그 학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 종

교사의 재구성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문서비평에서 얻어지는 이스라엘 종교제도의 역

사와 발달은 내적이며 개인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어지

게 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운동, 자세, 목

적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경건의 연대와 발달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이스라엘 경건에 관한 예배와 외형적

1) S. Mowinckel,, Psalmenstudien 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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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보다는 정신성과 헌신이라는 보다 내적인 요인으

로 발달되고 진보되어 간다. 시편은 제 2성전의 찬송가

로 초기의 제의적 관행으로부터 생성된 내적이며 영적

인 헌신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개인의 체험으로 기록된

자서전적인 영적 성찰이다.

시편 해석가들은 시편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발달의

시대로 주전 2세기의 미카비 혁명 시대1)로 본다. 올스

하우젠은 이 견해를 하나님의 주석에서 발전시키고2)

있다.

시편은 총 5권3)으로 되어 있다.

1) Maccabcan Revolt: F. Bleek,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Fourth edition  J. Wellhausen(Berlin, 1978), note 1, 504.   

2) J. Olshausen, 1800~1882: 
J. Olshausen, Die Psalmen(Kurzgefasstes exegetisches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Leipazig, 1853; Gedάchlnis Rede aut Justus 
Olshausen in Abhandlungen der Königlichen Akademie der 
Wissenshaften zu Berlin(1883~4), 1~21.

3) 
있는 사람(1편)을 시작으로 하여 메시야 예언과 다윋 왕(2편)과 고난 

중에서도 구원확신(3편)과 고난 중에서도 기쁨(4편) · 아침기도(5편)는 침상
에서 눈물(6편)을 흘린 체험에서 시작되며 의로우신 재판장(7편) 여호와 우
리 주여를 부르짖는 다윋의 믿음(8편)은 곧 감사 · 보좌에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9편)에 대한 경외와 악인의 혀(10편)를 유황불로 다스리시는 
하나님(11편)이심을 믿는 믿음의 다윋.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바다 깊이에서 일곱 번 단련된 순결이기에 악인의 
입술과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극단적인 차이(12편)를 가진다. 고난 중에서 절
규, 언제까지이니까(13편)로 외치는 화자의 절규와 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
님이 없다(14편)하는 극단적인 차이를 가진다.  그러기에 늘 성산에 거할 자
(15편)의 의로운 예배자는 존귀한성도의 기쁨(16편)이다. 이 기쁨은 주 날개 
밑에 있어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17편)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됨(18편)을 체험 · 하나님의 말씀은 밤낮으로 꿀송이 같은 말씀
(19편) · 다만 출정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20편)해
도 개선하게 되고 그 때 정금 면류관을 얻게(21편)되는 진기한 축복 방법을 
제시한다. 

이 놀라운 은혜는 메시야가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며 나를 구원해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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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23편)라고 왕의 입성(24편)인 주 
만 바라보나이다(25편) 고백하면서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26편)라는 주님
의 뜻 이루시기를 기원하기만 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앙망(27)하기
만 하면 된다. 그 이유는 힘과 방패와 선성이신 유일하신 피난처(28편)인 여
호와의 소리가 6회나 반복되면서 천둥과 번개(29편)로 나타나시어 드디어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30편)는 믿음을 주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사
랑하라는 환난 중의 격려는 오직 성도의 일(31편)은 강하고 담대하게 회개
함으로 하여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32편)이다. 이 용서받음 뒤에는 비파
와 수금으로 찬양할찌어다(33편) 소리높일 수 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
밖에 없다(34편). 그러나 불의한 증인과 싸워(35편) 이기는 것은 주의 인자
하심(36편)이 있기 때문이며 여호와를 기뻐하라(37편)라는 말을 들을 수 있
다. 친 친척들로 하여 종일 슬픔(38)이 있어 손바닥 같은 인생(39편)일지라
도 참회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소식이 오며(40편) 더구나 병상에서 친
구의 배신이 있을지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41편) 때문.  

*
사슴 ·  하나님 ·  바라기(42편) ⇢ 절규 ·  하나님 ·  바라기(43편) ⇢ 주

의 이름으로 밟으리라(44편) ⇢ 왕의 축혼가(45편) ⇢ 야곱의 피난처(46편)  
⇢ 왕 중 왕을 찬양하라(47편) ⇢ 아름다운 시온 산(48편) ⇢ 재물경고(49
편) ⇢ 해 돋는데서 · 예배(50편) ⇢ 다 · 새롭게 하소서(51편) ⇢ 도엑의 혀
(52편) ⇢ 어리석은 자(53편) ⇢ 돕는 자(54편) ⇢ 배신자(55편) ⇢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56편) ⇢ 새벽에 마음 · 마음 확증(57편) ⇢ 독사의 자
식(58편) ⇢ 주 만 바라봅니다(59편) ⇢ 에돔 · 모압은 네 목욕탕 · 싸움(60
편) ⇢ 날개아래 · 서원 · 피난처(61편) ⇢ 산성 · 반석 · 구원 ·  피난처(62
편) ⇢ 평생 주 송축(63편) ⇢ 칼 같은 혀(64편) ⇢ 양떼 · 감사(65편) ⇢ 출
애굽 단련(66편) ⇢ 우 · 민 · 열 · 파송(67편) ⇢ 천천 · 만만 · 고아 · 과부
(68편) ⇢ 메시야 · 황소 ·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69편) ⇢ 속히 나를 도
우소서(70편) ⇢ 백수노인 · 항상 소망(71편) ⇢ 항상 · 메시야 · 왕국(72편)
에 대해서이다.

 
 복 · 사모 · 전파 · 악인의 형통(73편) ⇢ 밤낮 · 악어 · 용머리 · 대적(74

편) ⇢ 동 · 서 · 남 · 북 · 뿔 · 재판장(75편) ⇢ 야곱의 하나님 · 경외(76편) 
⇢ 내 맘에 한 노래 있어(77편) ⇢ 역사 1 · 경험 · 토대로 교육(78편) ⇢ 갇
힌 자 · 예루살렘 · 멸망 · 탄식(79편) ⇢ 주의 얼굴 빛 비추소서(80편) ⇢ 네 
입을 넓게 열라(81편) ⇢ 불의한 · 재판장 고발(82편) ⇢ 침묵하지 마소서
(83편) ⇢ 복 · 사모 · 궁정 · 문지기(84편) ⇢ 포로 귀한자의 기도(85편) ⇢ 
다 · 구원하소서(86편) ⇢ 땅 끝까지 · 파송(87편) ⇢ 친구 · 육체적, 신앙적, 
사회적 고통, 절규(88편) ⇢ 언약의 하나님(89편)이시다.

 날아가는 인생(90편) ⇢ 날개 아래 · 사냥꾼 · 피난처(91편) ⇢ 밤마다 
주의 성실 찬양(92편) ⇢ 보좌 · 통치 찬양(93편) ⇢ 세계 심판(94편) ⇢ 오
라, 경배하자(95편) ⇢  온 땅이여 주를 찬양 · 선파(96편) ⇢ 번개 ·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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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윋의 시들2). 다윋의 시들

(1). 복있는사람에게오는너는행복한사람–시 1:1~6

성경은 복 있는 사람과 너는 행복자로다를 구분한다.

복 있는 사람=아시레= = 1)이다. 너는 행복자=

=  2)이다. 하나님 믿어 행복한 자를 하나님은

아시레를 두 번 반복한다. 행복한 사람을 가르키시며

(97 ) ⇢ 온 땅이여 주를 찬양 · 나팔(98편) ⇢ 모세 · 통치자(99편) ⇢ 온 
땅이여 주를 찬양 · 기쁨(편) ⇢ 충성 · 통치자(101편) ⇢ 망국인 · 참새 · 눈
물(102편) ⇢ 다 송축하라 · 위대한 사랑에(103편) ⇢ 다 송축하라 · 위대한 
대 자연에(104편)  ⇢ 역사서 2 · 전 · 사랑(105편) ⇢ 역사서 3 · 후 · 징계
이다.   

*
 동 · 서 남북 · 구속 · 찬양(107편) ⇢ 새벽에 · 목욕탕 · 정함(108편) ⇢ 

오직 기도할 뿐이다(109편) ⇢ 메시야왕 · 청년 · 멜기세덱(110편) ⇢ 수직 
· 할렐루야 · 그 행사 찬양(111편) ⇢ 수평 · 계명을 지키는 자 복(112편) ⇢ 
해 돋는데서 · 이름찬양(113편) ⇢ 출애굽 후 · 자연 찬양(114편) ⇢ 주의 
이름에 영광(115편) ⇢ 성도 죽음 · 감사(116편) ⇢ 축소판 · 우리에게 향하
신(117편) ⇢ 나의 시편, 모퉁이 · 호산나(118편) ⇢ 말씀장(119편) ⇢ 화평
의 노래(120편) ⇢ 내가 산을 향하여(121편) ⇢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
(122편) ⇢ 위로부터 긍휼 호소(123편) ⇢ 사냥꾼의 올무 회상(124편) ⇢ 
성도의 평 · 안(125편) ⇢ 해방의 기쁨(126편) ⇢ 파수꾼 · 지식(127편) ⇢ 
행복한 가정(128편) ⇢ 시온을 미워하는 자 종말(129편) ⇢ 파수꾼 아침
(130편) ⇢ 젖 뗀 아이 · 심령(131편) ⇢ 언약 · 저축(132편) ⇢ 형제 연합
(133편) ⇢ 송축하라, 밤에 봉사자들아(134편) ⇢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
아(135편) ⇢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136편) ⇢ 망국민 · 버드나무 · 
울음(137편) ⇢ 군사적 승리 감사(138편) ⇢ 신묘 막측 · 편재성(139편) ⇢ 
강포한 자 · 혀(140편) ⇢ 내 입에 파수꾼(141편) ⇢ 옥에서 구원하소서
(142편) ⇢ 상한 심령 호소(143편) ⇢ 사람이 무엇이관대(144편) ⇢ 왕이신 
나의 하나님(145편) ⇢ 찬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께(146편) ⇢ 찬양하라, 
치유의 하나님 · 별(147편) ⇢ 찬양하라, 만물들아(148편) ⇢ 찬양하라, 성
도들아(149편) ⇢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150편)1).  

1)  ּאיׁש  아스레 하이쉬 아쉐르 · 복 있는 사람, NMPG D.NMS)ַאי
R, Blessed is the man thatm 시 23:1).

2) יַא(아스레하 · 너는 행복자로다, MYS Happy art yhou, μακάρίος σ
υ, 신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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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레 하신다. 복이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할 때에는

아시레하이다. 어미 하 극존칭이다.

한국에서도 용비어천가에 임금하 아르소서하여 임금

에 대한 극존칭 하가 붙는다. 극존칭은 절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눈앞에 있는 대상

인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어미에 요드가 올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이 대상을 행

복하도록 만드셨다는, 즉 손을 보았다는 의미 차이다.

직접적인 대상과 막연한 대상의 차이인바 복 있는 사

람이라는 객관성과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아주 가까이

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축복의 의미가 강하다.

시편1편의 복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셋으로 구분한다.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하

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기 아주 좋았더라 하시었

기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

람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1)로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 자리를 존중

하여 절대자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곧 하나님이 신

인데 그 신 만큼에 가까운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여 주

시었다. 하나님 형상을 닮지 않은 자를 악인으로 하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은 꾀를 가지는데 이

י (1 ת  )א 할라흐 바아자트 레솨아임 · 악인의 꾀를 쫓지아
니하며, ABN VQAMZS P.NMSS P.NMSG AMP, not walketh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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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에자드= 이다. 눈으로 보이는 향기를 가슴에 넣

는 일이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슴에 넣는 것이 꾀

이다. 우리말 봤다1)발음이다. 향기는 눈에서 보이지 않

는다. 보이는 향기는 향기가 아니다. 향기는 코로 하나

님의 향기가 들어오는 것이다. 악인은 눈으로 보이는

이익을 따라간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함의

이 주제에 대하여 시조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가을 잎 아쉬움을 눈 위에 달고 나면

한 마리 낙엽 잎이 되는 새 나뭇잎 새

그 아래 심겨 내려온 사랑함의 그리움

- 이영지 「가을 잎 새」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다.2)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시어 에덴에서 마

음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에덴동산 길을 다니게 하

였다. 그 길은 바로 서는 일이었다. 그런데 죄인=하타=

= 3)가 있다. 예수님인양 십자가를 지는 일=하

타임= = 4)이 죄인이다. 이 범죄의 사악한

일은 거짓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인양 하는 모습이다.

1) ( · 꾀를, P.NMSG, in the counsel of,  시 1:1).

ד (2 א ּאים ּו(우브데레흐 하타임 로 아마드 ·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C.P.NMSG AMP ABN VQAMZS, in the way sinners not 
standeth, 시 1:1).

3) 죄인=하타=א=범죄, 죄인(창 20:9, 34:9, 40:1, 43:9, 시 1:1)

.(하타임 · 죄인의, AMP, inners, 시 1:1)ּאי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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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위에 더 높은 것이 없다. 실과를 따먹은 죄인들

곧 복수이다. 머리 위 하늘을 무시하고 자기 외에 아무

것도 보이는 게 없다.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다. 이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파아란 하늘 푸름 한 조각 내려앉은

머리로 사랑함을 드러내 차츰 차즘

오로지 하늘 닮기로 줄무늬를 내리기

- 이영지 「하늘 푸름 닮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우브모솨브 레짐 로 야솨브=      1)인

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

게 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 자리를 탐내 그 자리에 오

르고자 할 때가 오만하다. 이 오만=루즈= 2)가 기본

형이다. 의미는 스스로 향기를 내려고 하는 뜻이다. 본

문 오만한 자=레짐= 레짐3)은 스스로 향기를 내려는

오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사람들이다.

따라서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임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향기를 내려는 오만의 자리에 앉는

1)  א ים )ּומֹוב 레짐 로 야솨브 ·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
지아니하며, C.P.NMSG VQAMZP ABN VQAMZP, in the seat of in 
scornful nor sitteth, 시 1:1).

.(루즈 · 오만)לּוץ (2

. (레짐 · 오만한자의, VQAMZP, the scornful, 시 1:1)י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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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달리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한다. .

은유법으로 시조를 창작 할 수 있다.

잎 새의 푸르름을 접어서 보일께요

깃털의 사이사이 넣어서 보일께요

말씀만 하신다면은 금방 날아오르게

- 이영지 「잎 새 닮기」

우리 한국인들은 임이라는 말을 쓴다. 두음법칙에 의

하여 님를 임이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은 오직

의미를 임1)으로 한다. 오직! 한 분 뿐인 나의님이 임

이다. 그리운 사람 그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임이다.

그러기에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에게서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무조

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한다. 부부 그들은 평생

서로 따라하며 닮아간다. 하물며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말을 해서 무엇하랴!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말에 있는 돌아 와의 돌

아이다. 사람이 죽었을 때 존경어로 돌아가시었다라 한

다. 이 돌아가셨다, 돌아왔다, 본 아내에게 돌아왔다라

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토라2) 율법이다. 하나님께 돌

아와야 하는 법이 율법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오는 자는 다름 아닌 성경말씀을 늘 읽으며 그대

)ּא (1 · 오직, 시 1:2).

.(토라 · 법, 출 12:49; 대상 16:39)תֹו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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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자다. 즐거움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여호

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1)

사랑의 마음들을 어쩔 수 없어져서

나앉은 나무위에 마음을 가라앉힐

새파란 사랑음표로 달아보려 합니다

- 이영지 「새파란 사랑음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2) 숨 쉬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다. 보여 지는 그대로의 우리

이다. 향기 나는 나무이다. 두 손 높이 들어 하늘 향해

서는 나무들, 잎사귀들, 살아 있는 나무와 잎 새는 하

늘 두 손을 번쩍들며 하늘방향으로 서며 자란다. 하늘

향기를 낸다. 번제 드려지는 입으로 말씀을 전한다.

1)  ה יֹום צּו ֹותֹוֹוׁש הה )י ּאם 임 토라트 여호와 헤프조 우
브토라토 예흐게 욤맘 바라이라 ·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C Q P.NFSG NE BNS.MZS C.P.NFS.MZS VQIMZS AB 
C.NMS, But is in the law of the LORD his delight and in the law doth 
he meditateday and night, 시 1:2),

2) י ה ר~ ל בֹול א~ הּו תֹו ן יֹו ר ם י ל~ תּול
ץ (베하야 케에쯔 솨툴 알~팔르게 마임 아쉐르 피르오이텐 베이토 베ה
알레후 로~잇볼 베콜 아쉐라 야아세 야즐라이아흐 ·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
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
가 다 형통하리로다시, C.VQAMZS P.NMS VQPP P~NMPG NMP R 
NMS.MZS VQIMZS P.NFS.MZS ABN VQIMZS C.NMS R. VQIMZS 
VHIMZS, And he shall be like a tree planed by the revers of water 
that his fruit bringeth forth im his season his  leaf also not 
shall~wither and whatsoever he doeth shall prosp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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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혜 갚기의 삶은 좋은 물이 되는 일이다.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된 말을 전하는 사람은 어느 단체

에서든지 우두머리가 되게 하신다. 혼자 있는 것이 아

니라 절대자와 함께 있어서이다. 복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집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개인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

든다. 하나님 닮으려는 향기가 복 있는 사람이다.

풀잎들 한모서리 풀잎이 자라 생긴

나무의 무대 위에 올라가 바라보면

그리움 마음에 새길 풀잎맹서 보여요

- 이영지 「마르지 않을 그리움」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 놓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라가 인정하여 비를 세워주기도

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1)이다. 하나님의 손으

로 하나님의 가슴과 눈으로 넣으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 혜택으로 복 있는 사람의 가슴에 절대자가 늘 자리

하여 하나님 향기를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산이 봄일 때 새파란 봄의 옷을 입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며 노오란 깃을 달고 때 분홍의 옷을 입는다.

יי (1  )י~יֹוהה 요데아 여호와 데레크 자디킴 ·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C. VQPA NE  NMSG AMP, For knoweth 
LORD the way of the righteous, 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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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란 들길에서 노오란 깃을 달고 빠알간 꽃 앞에서 빠알간

머풀러를 늘이어 사랑을 받는 새야새야 잘했어

- 이영지 「닮은 너」

파아란 새털로만 너는 늘 날고파서 파아란 눈동자에 입술을 들

어올려 하늘을 보는 버릇이 그대로다 날기로

- 이영지 「하늘을 보는 버릇」

폴포르 앉자마자 고개를 나에게로 머리의 깃털에서 바람이 일

어난다 나무에 새파란 잎이 바람 따라 일어나

- 이영지 「나무에 싹이 돋을거에요」

머리에 리본달자 등에도 슬그머니 오르는 리본달기 가만히 따

라하자 봄빛이 옴폭 들어가 사랑표시 넣는다

- 이영지 「등에다 사랑표시」

풀잎이 꽃 피우지 않으면 난 언제나 나무에 올라 앉아 빠알간

꽃이 된다 부리와 꼬리 빠알간 꽃이 피어 앉는 새

- 이영지 「나무에 앉아 꽃피는 새」

행복한 사람은 노오란 들길에서 노오란 깃을 달고

빠알간 꽃 앞에서 빠알간 머풀러를 늘이어 파아란 새

털로 난다. 파아란 눈동자에 입술을 들어 올려 하늘을

난다. 시인이 난다. 시인이 깃털 바람 시를 쓴다. 시인

의 나무에서 꽃이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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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른 그리움

마음을 풀어가며 어느 메 꽃잎으로

떠 오는 숨소리로 바다 속 겨울고기

하늘 못 둘레 둘레로 꽃빛 눈금 그린다

- 이영지 「꽃빛 눈금」

푸른 양은 청양이다. 희다 못하여 푸르른 꿈을 들고

달리는 청양의 해는 온 나라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게

한다.

별빛이 내려앉아 푸르다 못하여서

흰 푸른 물결위에 당신은 새해의 꿈

박아서 별빛 찬란한 창마다에 박힌다

- 이영지 「창마다 푸른 별」

아시아 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은 싸움을 싫어하고

같이 어울려 나라를 지키는 특수한 민족이다.

열두 척 배위에다 꽃소식 알리려고

가슴을 바다위에 열어서 보이는 날

꽃들의 북소리 열어 나라구한 당신은

- 이영지 「당신이 있는 한」

나라 구한 이는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 동상

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큰 건물 앞에 가면 반드

시 건물 밖에서 건물을 지키는 이 청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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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당신은 늘 말하고 싶어 했죠

푸르다 못해 진한 그리움 몸에 달고

별빛의 아침이어야 한다시며 빛나는

- 이영지 「별빛의 아침」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

해 목숨도 기꺼이 내 놓았던 그 순결함의 상징이 이

청양을 만들어 늘 옆에서 바라보는 일로 증명하였다.

물위에 올라앉은 빛에다 사랑풀기

시작을 알려오면 모두다 흰빛이다

둥둥둥 울려나오며 하늘빛 쌓는다

- 이영지 「물 위에 올라앉은 빛」

다윋은 사울의 갖은 압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시편 18편을 지었다.

밤마다 별을 다는 밤에는 노랫말 하나씩이 내 걸려 새어나게

하느라 밤새도록 발바닥 불이 나도록 다니느라 내 사랑

- 이영지 「발바닥 불이 나도록」

다윋은 하나님이 다윋을 구원하셔주셨음에 감격하여

푸른 노래를 부른다. 시편 18편은 다윋이 사울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한

감격이다. 성경에서 구원은 나를 꺼내놓는 것이다. 어

려움에서, 가난에서, 외로움에서 나를 하나님이 꺼내놓

으신다. 기본형이 나잘1)인바 영원히 향기 나게 하시려

1) ( ·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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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택하심이 구원의 의미다. 본문에서는 히질1)로 되어

있다. 히필동사로 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내 놓여

진 것이다. 분별하여 하나님이 내놓아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숨 쉬게 하심에 향기가 나는 사역 다윋이다.

깜깜한

어둠에서

건져낸 푸른 희망

푸르른 등을 달고 나오라 사랑이여

도시 숲 숨쉬어가게 푸른 가슴 나오라

- 이영지 「푸른 명령」

상대방을 빛으로 꺼내오는 일이 구원이다. 구원을 받

은 사람은 감동한다. 너무 감동하여 마음에 전율이 온

다. 감동은 힘이 난다. 헤 제키고= =  = 2)는
일이다. 해서 제키는 힘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힘을

내 해 제키는 힘이다.

빛에다 노랑빨강 파랑을 둘러준다

금방에 물위에로 빨갛고 노랗다가

현깃증 끌어올려서 새파랗게 살린다

- 이영지 「현깃증」

다윋이 힘을 얻게 된 일은 첫째 하나님이 나의 반석

이시오 둘째 하나님이 나의 요세시요 셋째 하나님이

)י (1 ·구원하신VHAMZS, that delivered, tl 18:1).

.(히즈키·나의 힘이 되신, NMS, CXS, my strenth, 시 18:2)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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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로 하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며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 된다.

힘이 왜 나는 지를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요세

와 나를 건지심에 힘이 난다 하였다. 둘째 나의 반석이

시요의 이 반석=살리= = 1)는 힘이다. 살려=

= 2)내는 반석이다. 살라, 살아라이다. 삶은 내가 사

는 것이 아니요 절대자가 살아라 살라 명령하기 때문

에 산다. 사는 모습까지 명령하는데 둥글게 살아라이

다. 둥글게 사는 모습은 모나지 않음이 눈에 보이도록

사는 일이다. 사랑으로 살아야 삶의 힘이 나는 일이다.

어울려 팔을 들어 팔짓을 해 보아요 그러면 팔 끝에로 오르는

향기 들고 둥글글 돌아보아요 바람 날개 일어요

– 이영지 「같이 들 둥글게 살아요」

둘째 다윋에게 힘나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요세시기

때문이다. 열심히 맞추다= = =  메주다티3)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요세는 나의 유일한 나를 지

켜주는 맞춤형 보루이다.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윋의 가슴에 향기로 들어와 하나님과 마주할 때가 요

새가 된다. 요새 다윋의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1) ( ·반석).

.(셸르이·나의 반석이시오, NMS.CXS, mt buckler, 시 18:3)י (2

 움므주다티·나의 요세시요.C.NFS.CXS, and my fortless. 시)ּוצּוי (3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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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를 낼 수 있는 가슴이다.

하나씩 향기 들고 달리는 마음기차 거기에 이쁜이 꽃가지에 새

싹이 나 여기도 섬에서 피는 그리움을 나눈다

- 이영지 「여기도 섬에서 피는」

셋째로 힘이 나는 이유는 나를 건지시는 자가 하나

님이어서이다. 자신을 팔았다= =  = 팔르티1)는

우리말 그대로 우리말 팔았다이다. 자신을 팔아버린 다

윋 인생철학이다.

사람 숲 사이에서 떠 오는 그리움을 꼬옥꼭 접어들면 밤에야

별로 뜨는 나만의 옹골찬 시간 차를 어서 타셔요

~ 이영지 「차를 어서 타셔요」

이 셋 모두 어미에 요드= 요드가 붙어 처음부터 끝까

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생애를 인도하셨다 이다. 하

나님과 다윋과의 관계는 서로 아주 마주하는 사이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하는 지혜를 가진 자 사역이다.

수 천 개 방방마다 입들이 싹이 난다 싹에는 하나둘씩 입의 말

들어 앉고 나서야 붉은 노을이 나팔 불어 빵빠앙

- 이영지 「빵빠앙」

바위=주르= = 주르2) 기본형에 본문 바위=주리=

1) ּו(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C.VPPA.CXS, and mt 
deliverer, tl 18:3).

.(주르·바위)צּו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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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1)이다. 바위 뜻은 향기를 가진 머리를 하

나님이 주심이다. 우리말 그대로 주리이다. 신앙이 돈

독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리이다. 코로 냄새 맡으니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이다. 하나님 안에 피할 반석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분이 늘 나에게 주리라 하시기에 발 시려 신발 꺼내 신은

날 물길에는 이끼가 파랗다 못해 푸른 그리움 피어나

- 이영지 「푸른 그리움」

나의 어려움을 막는 방패=마간= = 마간2)은 우리말 그

대로 막은이다. 이 기본형에 본문은 나의 방패=마개니= =
마개니3)이다. 우리말 마개이다. 나의 생애의 어려움을 막

아주는 마개 하나님이다.

따라가 보려하고 돌다가 돌아가다 돌멩이 하나로만 남아서 돌

아가다 하나씩 올려놓은 돌길의 기둥으로 보초를 섭니다

- 이영지 「하나씩 올려놓은 돌길」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건 살아가는 보람

이다. 이 사역을 담당하면서 살아 기쁨을 가진다. 막연

한 인생살이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된 신

앙을 가지는 삶은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시어서이다. 뿔

은 몸체 내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다. 뿔은 케낸= 
4)=있으니~케낸5)일이다. 하나님의 보화가 있으니 캐

1) צּו( ·나의 바위시요, NMS.CXS, mt strength, 시 18:3).

.(마간 방패, NMS, buck)ן (2

.(마기니 · 나의 방패시요, NMS.CXS, my bucker, 시 18:3)י (3

.(케렌·뿔)ן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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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일이다. 구원을 케낸 일을 가진 자는 인생의 참 의

미를 캐내는 일 구원이 나에게 온 일이다.

내가 캐낸 삶은 바로 내가 온갖 더러움과 죄악을 버

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다. 되돌아 온 다윋은 시로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이 온전히 기울어있음을 보인다.

제 혼자 갈 수 없어 꽃잎의 생각에 싹부터 나오다가 그리고 꽃

대궁에 얹혀 진 나랑 당신이 똑 같은 길 차차차

- 이영지 「똑같은 길 차차차」

다윋이 쓴 시의 가장 시적인 표현은 바람 날개이다.

바람 날개 알 꺼내=캐내 패= 캐내 패1)는 일이다. 바람

의 힘이 작용한 하나님 영을 캐내는 일이다. 바람이 날

개를 달아 높이 뜬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일은 바람 날개로 하신 바로 영의 힘이다.

다윋에게는 든든한 바람 날개 사역의 힘이 솟았다.

꼭대기 층에서만 파아란 별바다가 앉느라 층층이만 올라가 가

슴 풀어 당신의 바람 날개로 속삭이고 앉는다

- 이영지 「바람 날개가 속삭이고 앉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심을 목적으로 하시고 사람

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면서 드러내시는

흔적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

5) ~ ן( ~베케렌·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S.NFSG NMS.CXS, 
and the horn of mt salvation, 시 18:3).

1) י~ רּו  (알~카느페~루아흐·바람날개로, P NFPG NFS, uponל ~
the wings of the wind, 시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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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한 구름가운데서이다. 이 구름은 히브리어로 아

브1)이며 본문에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보여준 말씀은 우리에게 아부하는 일이다. 빽

빽한 구름은 하나님이 많은 말씀으로 아부하고 계심이

다. 아버지2)께서 우리에게 아부하신다. 기분이 좋다.

왜 그토록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부하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다.

꿈은 늘 하늘에서 뜨길레 불꽃 뭉쳐 뜨길레 하늘에게 하늘가

불꽃덩이 사랑에 고개 돌리는 하늘빛이 빨갛다

- 이영지 「사랑을 아부하시는」

시편 18편의 주된 주제인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

법은 20절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

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다윋에게 고백의 시를

쓰게 하신다. 구원은 할라쯔3)를 기본형으로 하는 본문

예할르제니4)인 바 하나님이 하실려하니라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려 하시는 지붕아래서 향기를 낸다.

사람이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열방의 고

임을 받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윗사람으

로부터 고임을 받고 산다. 열방의 고임5)을 받는 대상

1) ( ·구름).

.(아바이브·빽빽한 구름, NMP.MZS, his thick clouds, 시 18:13)יו (2

.(할라쯔·구원, 벗어나다)ץ (3

 (예할르제니·구원하셨도다, VPIMZS. CXS, he dilivered me, 시י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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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 이어야 한다. 이 지상의

의인이 되어 영원히 추앙받게 되는 존재, 삶이 어려워

도 사람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

신일 때 가능하다. 이 확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

서다.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힘이다.

고개를 하늘로만 올린다 그리움이

거기에 빵빠레를 울린다 아침구름

나룻배 띄어 보내며 나에게도 타라네

- 이영지 「아침구름 나룻배」

절대자 깃드는 일=하이 해봐=  ~ 주해봐 하이1)!

꿈꾸듯 살아가자 너에게 편지 끝에

이렇게 써 두었다 봉봉봉 뚫어놓고

동그란 가슴깊이를 담아두자 일렀다

- 이영지 「동그란 가슴깊이」

강물이 춤을 추자 등대도 껌벅껌벅

춤 춘다 물고기와 강물이 춤을 추자

비릿내 삶의 투명 새 곡명마저 바꾼다

- 이영지 「물고기와 강물」

꿈 빛의 파란빛을 그리도 좋아해요

그것도 다리 밑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리도 좋아하십니까 밤낮으로 알려요

- 이영지 「그리도 좋아하십니까」

5) ֹו( ·열방).

 ,(하이~해봐·여호와가 생존하심, AMS NE, liveth The LORDי~הה (1
시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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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자리는 늘 기쁨으로 이 세상일을 이겨나가게

한다. 다윋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어떤 지적

인 이성의 깨달음이 아니라 감격하여 마음에서 우러나

오는 고백의 춤바람이다. 마음의 울렁거림이 일어나는

바 천하를 주고도 버꿀 수 없는 감동의 시가 탄생한다.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삶이다. 이 하늘바라기는 열린 창

문으로 하늘을 보는 일이다. 눈은 늘 하늘을 향한다.

조그만 지상의 괴롭힘에 연연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

은 아침식탁을 준비하여 하늘의 푸른 마음을 닮는다.

하늘을 향한 꽃밭을 가꾸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꽃밭

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핀다. 꽃밭에선 늘 하늘의 설화

가 들어와 있다. 일찍 일어나 새벽이슬을 맞으며 준비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이다.

해마다 양력 2월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고유의 구정

명절이 있어서 고향을 찾으려 기차표 예매를 하게 된

다. 다행히 예매 표를 손에 쥔 타향살이 인들은 행운아

가 된 기분이다. 고향에 못가는 심정 그야말로 나는 왜

고향에 못 가는가? 라는 향수병에 결린다.

이러한 향수병에 관한 시가 있다. 시편 13편은 처음

부터의 여호와여 어느 때 까지이니까 말처럼 간절하다

못하여 비통하다. 최선을 다하여 상대방을 사랑할 때

답답하여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때 내가 언제까지 이

러해야 하는가 자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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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어느 때 까지이니까 라고 하는 이 증거=아드=

아드1)는 증거2)로 번역된다. 그런데 아드다= 아드타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3)의 큰 글자 증거: 아드4)를 만들어 낸다.

 ┃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

누 여호와 ┃에하드

들으라=사마아= = 솨므아5)의 끝 언어 눈=아= 아

와 가슴=드= 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큰 글자로 되어

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그 분의 아들로 한다. 이

때 눈=아인= 아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눈에 보이

게 하심이다. 다음 하나=에하드= = 에하드6) 오직

한 분 하나 강조다.

이러한 아련한 고향그리움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질

때 고향에 못가는 심정을 성경언어에 근거한 시작詩作이

있다.

דּו (1 )רֹון 하에두트 · 증거궤)의 증거 דּות(하에두트 · 증거) 출 
25: 22, 26: 33, 40: 3, 21; 레 16: 13; 수 4: 16.

 :(하에두트 · 증거: 출 26: 34, 27: 21, 30: 6, 26, 36, 31: 7, 39ת (2
35, 40: 5; 레 24: 3; 민 7: 89.

3)  הה ┃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 

┃에하드, 신 6: 4).

.(아드)עד (4

.ע (5
.(에하드·하나)ד (6



물의 시학 813

요 맘1)때 쯤이 되면 고향이 가고 싶어

보고픔 옷 한 벌로 고향 땅 밟으리다

보고픈 당신가슴을 볼 수 있으 리이까

요 맘때 쯤이되면 고향이 가고 싶어

새싹이 나를 보려 나오려 하려는데

빛으로 당신가슴을 볼 수 있으 리이까

- 이영지 「어느 때 까지이리까」

시인이 다윋의 시를 거울삼아2) 낮에= 나자 빛 가운

데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 지붕 안으로 들어가고 싶

어, 여호와여 어느 때 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

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애절한 절규하는 아드 아나= ~ = 
~ 아드~아나이다. 다윋의 자손 예수 아드~ 아나= ~

=  ~ 아드~아나3)이다.
증거=아드= 아드4)는 홀로 쓰이지 아니하고5) 줄 이

음표로 아나= 아나6) 아들 아냐이다.

1) יֹו( ·날,AB, daily, 시 13:3).

ד (2 ֹור (라므나제아흐 미즈모르 다윋·영장으로 한 다윋의 시,  
P.D.VPPA NMS P.NE, To the chief Musician A Psalm of David, 시 
131).

분י (3 י ת יר I הד~ ָא ה י הה (아드~ 아나 여호ד~ ָאה
와 트스카헨니 나자 아드~ 안나 I 타스티르 에트~파네하 밈멘니 ·여호와여 
어느때 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how long  O LORD wilt thou forget me forever how 
long I the face from me how~long, 시 13:3).

.(아드 · 증거)ד (4

5) George H. Van Kooten,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Leiden: Brill, 2005), 61: 

.(아나·어디로)ָא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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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계세요

어디계세요

맨얼굴을 보여 주세요

안절부절 헤메요

갈팡질팡 헤메요

눈으로 가슴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이영지 「맨 얼굴을 보여 주세요」

종일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 까지 하오며 내 원

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

고 묻는다. 그리고는 아들~아나=아드~아나= ~ 아드~

아나라고 묻는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아드~아나= ~

를 1)로 낭독한다. 이 순간에 마음 평안하게 하여

줄 이 아들=아드= 아드이다. 원수=오 예 알라=

=  오 예 알라2)!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이 원수

이다. 말씀으로 나날을 보내는 나날=요맘= =  요

맘3)때가 원수를 이기는 때다. 근심 가득함으로=바삐=

= 바삐4) 돌아갈 때를 벗어나는 요맘때이다. 아느냐

여호와…아니= …   아느냐 여호와…아니=5)의 말

씀하심 때이다.

하나님이 간절히 아들을 바라 눈으로 보는 때 하나

1) 13.

2)   (오예비 알라이·내 원수가, VQPACXS P.CXS, mine enemyי
over me, 시 13:3).

.(요맘·날,AB, daily, 시 13:3)יֹום (3

י (4  ,(야곤 빌레바비·마음에 근심하기를, NMS P.NMS.CXSגֹון
having sorrow in my heart, 시 13:3).

יי (5 הה …  (아네니 여호와…에나 · 여호와여 응답하시고 …  나의י
눈을,VQMMYS.CXS, and hear me…NFD.CXS, mine eyes, 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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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그의 아들을 안아 주시며 말씀하신 일이다.

이 아느냐 여호와… 아나1)라고 해버렸다= = 
하비타2) 의 하나님 생각을 해버린 때는 이 우리의 삶

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망을 이기는 일이다. 원

수3)가 나를 땅 속에 묻으려 할 때 중심을 잡게 하시고

나대신 원수를 잡아 주시는 일이다. 유혹을 이기는 일

이다. 성경은 이길= = 야길4) 이걸 이기려면=

= 이카르티브5)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마음을

버리는 일이다.

성경은 예수=구원=예수아= 예슈아으로 한다. ‘예수

아’로 구원 안에 들어가 여호와를 위하여=라여호와= 
 =  라여호와6)로 사는 일을 엘로힘 33번창 1:1∼2:37)으

번 세상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닮기다.

창세기 1장 전부와 2장 3절까지에서 일곱날을 보이

시고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 ⇢ 무

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

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로 복음의 물이 말씀이 흐르는 물

1) י הה … )י 여호와…에나 · 여호와여 응답하시고 …  나의 
눈을,VQMMYS.CXS, and hear me…NFD.CXS, mine eyes, 시 13:4).

.(하비타·생각하사, VHMMYS, Consider, 시 13:4)יה (2

.(오예비·VQPA.CXS, mine enemy, 시 13:5)י (3

.(야콜·이기다, 억제하다)ל (4

.(예칼레티브·나를 이기었다, VQACXS, have trusted, 시 13:5)יו (5

.(라여호와)יהה (6

7) 창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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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임이다. 성경의 함께=임= 임1)
이 함께2) 의미다. 임아 혹은 높임말 임 하3)가 있다.

당신과 나 사이 서로 함께 목표를 같이 하는 소망사가

있다. 님아 곧 님하, 임하4) 님이시여이다. 선배 혹은

나이 드신 분은 어르신이다. 백제 근초고왕은 어라하이

다. 어미에 하가 붙은 이 하는 극존칭이다. 성경 엘라

하5)에서 하나님 엘6)과 여호와의 약자 야7)와 소망 사

하8)가 어르신 어라하 하나님이시이다. 하9)가 붙은 백

제 12대왕 딸 이름 부여화 하는『용비어천가』10) 님금

하 아라쇼서이다. “..하” 님하 임아이다. 임하!11)

1) ( ·함께, P. with, 대하 2:13).

.(임·함께, P. with, 대하 20:1)ם (2

3) (임하·당신을, P.MYS, thee, 대하 20:6).

4) (임하·당신을, P.MYS, thee, 대하 20:6).

.(엘라하, 렘 10:11)א (5

.ל (6

7) (야).

8) (하).

.(하)ה (9

10) 보물  제1463호, 명 칭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 분 류 기록유산 · 전
적류 · 목판본 · 왕실본, 수량 · 면적 3권3책,2권2책, 소재지: 계명대 동산도
서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계명
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계명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된 후 정음
(正音)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임과 동시에『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과 함께 조선시대 악장(樂章) 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책으로
써, 세종조의 국어학과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 계명대학교 소장『용비
어천가』는 전10권 중 권8~권10의 3권으로 자체(字體)는 조선초기에 유행
한 조맹부(趙孟頫)의 송설체(松雪體)로 판각, 판심(版心)에는 조선초기 형
식~ 흑구(黑口)에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가 있어 초간본으로 추정, 그러나 
장차(章次)에 몇 군데 오각과 수정한 흔적이 있음 ~ 초판본 책판의 수정을 
거쳐 인출한 것으로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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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솔로몬의 시3). 솔로몬의 시

          

(1). 사랑하는 아가야 – 아가서 1:1~3:5

아가서를 지은 솔로몬 이름은 히브리 원어 쉴로모=

= 쉘로모1)이다. 여성명사법칙이다. 솔로몬의 여

인이 슬람미 여인이라는데 이 여인 역시 히브리 원어

로 술라미트= = 술라미트2)이다. 둘 다 여성문

법이다. 히브리문법상 솔로몬인데 쉴로모= 쉘로마의

끝 언어 하= 하와 술람미트= 술라미트의 끝 언어 트

= 트는 여성문법지칭이다. 모두 여성문법이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이성간의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꽃망울 망울망울 부풀어 그 내음에 눈감아 버릴 밖에 기도로

들이대는 이 길에 꽃길 트이는 구름기둥 보이면

내 신부 입술에는 꽃 방울 떨어지고 혀 밑에 꿀과 젖이 흐르고

향 내음이 신부야 잠근 동산이요 우물이요 봉한 샘

폭풍아 가거라 남풍아 오너라 너울 속 네 눈에는 비둘기 눈이

되어 네 이는, 목욕장 털 깎인 암양 쌍태 낳은 양

네 이술 어여쁘고 네 뺨은 석류 한 쪽 네 유방 백합화야 사랑

이 돋아나와 쌍태의 노루새끼 같아 날 기울며 그리로

신부야 이리와라 내 누이 내 눈으로 한 번 더 구슬꿰미 꿰 올

려 아롱다롱 포도주 향 품보다도 단 꿀 흘러 그러매

11) ( ·당신을, P.MYS, thee, 대하 20:6).

1) (쉴로모·NE·고유명사).

.(술라미트·Age·인종명사)ית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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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지 「눈 감가 버릴 밖에 새벽기도 1」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제목이 붙었다. 문법

상 피동형=시로 하시림= =   쉬르 하시

림1)이다. 복수로 상대방에 대한 존칭 전성명사형이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 이야기

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돋아= = 도뎨하2)
이다. 하나님 향기가 스며나와= = 스며나3) 좋음
= =  토빔4)이다. 이 좋음은 어린 처녀 알라들=

= 알라코드5)에 둘러싸여 하나님 신부를 사랑하

며 아파버리= = 아파버리6)는 일이다.

경상도 지방에 어린이를 알라라 한다. 어린 순수한

이들이 서로 아파함을 성경 히브리어는 사랑하는 관계

를 서로 마음이 아파하는 사이로 한다. 그들이 서로 사

랑하는 관계가 되는 이 순수한 처녀들에게 둘러싸여

내가 왕에게로 인도하여 모시겠니= = 모시겠니7)
묻고 있다. 그 이유는 서로 봐= =8) 가서 말씀을

나르자= =  나르자9) 한다.

יי (1 )יר 하시림·아가라, 아 1:1).

2) י(도데이하·하나님의 사랑이, 아 1:2).

3) י(스마네이하·네 기름이, 아 1:3).

.(토빔·아름답고, 아1:3)תֹוים (4

.(알라모트·처녀들이, 아 1:3)מֹות (5

6) בּו(아흐부하·너를 사랑함이 아 1:3).

.(모시겠니·처녀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아 1:4)י (7

8) (바하· 너를 인하여, 아 1:4).

.(나루자·우리가  달려가리라, 아 1:4)רּו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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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서로들 좋아 우리가

낚일라= =  나길라1) 낄낄= = 낄낄2)대며 서로

낯이 익어= =  나즈키라3) 하나님 마음 닮아 아

버퍼려= = 에하부하4)졌다. 서로 사랑하는 처녀

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충분히 쉬어라= =  쉬호

라5)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님께 아주 세게 잡혔다=

 = 쉐쉬자카테니6)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 말씀=삼으니= = 사무니7) 하나님 백

성들은 무엇이 말씀이 아닌지 말씀인지 포도원=가름이

= = 가르미8) 분명해 졌다.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보답=하기다= =  하기다.9)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산=세게

아파= =  쉐하아하바10)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
에게 납시어= = 나프쉬11) 여기= =  아키12) 우

리 곁에 계시면서 좋아라= = 좋아라13) 하신다. 오

1) י( ·우리가 기뻐하며, 아 1:4).

.(낄, 아 1:4)יל (2

.(나즈키라·우리가 기억하며, 아 1:4)יה (3

4) בּו(아페부하·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아 1:4).

.(쉬호라·비록 검으나, 아 1:5)חֹות (5

.(쉐쉐자파트니·쬐어서, 아 1:6)י (6

.(사무니·삼았음이라, 아 1:6)י (7

.(카르미·나의 포도원은, 아 1:6)י (8

.(하기다·고하라, 아 1:7)יה (9

.(쉐아하바·사랑하는 자야, 아 1:7)ָאה (10

.(낲쉬·내 마음에, 아 1:7)י (11

.(애카·곳과, 아 1:7)יה (12

.(조하르·오정, 아 1:7)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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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에흐예1) 하신다.

아가서는 시적 화자 곧 사역자 이야기이다. 그분이

양들인 애들에= = 에드라 양떼2)에게 둘러싸여 그

들에게 네가= =레흐3) 어여쁜 자야=아주 예뻐=하 예

뻐= = 하 예뻐4)!!! 서로 우리는 닮았다= =
 디마티5)!! 두 뺨=하얗다= =하예이흐,6) 오=아

우= = 나부7) 아름답다!! 땋은 머리털=부드러움=

= 바토림8)!! 남자 목=말씀향기=잡아 내리어=

= 자바레흐9)! 사랑하는 자=돋이= =  도디10)는
품안에 포도송이!!.

사랑하는 너=힘네= =힌네11) 너 내 사랑아=야릇하

도록= = 라으야티12) 좋아 눈빛=엔나이= =
엔나이13) 예뻐= =! 예프14) 어여쁨=나의 사랑하는 자=

돋이= =  도디15)는 아로 세긴 =침상=아로세니=

1) ( ·내가 되랴, 아 1:7).

.(애드레·양떼, 아 1:7)י (2

3) (라흐·남자 너를 위하여, 네가, 아 1:8).

.(하야파·어여쁜 자야, 아 1:8)ה (4

5) יי(디미티흐·닮았다, 아 1:9).

6) (레하야이흐·네 두 뺨, 아 1:10).

.(나우·아름답구나, 아 1:10)אוּו (7

.(바토림·땋은 머리털. 이 1:10)ים (8

9) א(자바레흐·남자, 네 목은, 아 1:10).

.(도디·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 1:13)ֹוי (10

11) (힌나흐· 너, 아 1:15).

.(라으야티·내 사랑아, 아 1:15)י (12

13) י(엔나이흐·네 눈이, 아 1:15).

.(야파·어여쁘고. 이 1:15)ה (14

.(도디·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 1:13)ֹו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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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세누1) 침상에서 하나님 사람 내 사랑=이렸

다= = 라으야티2). 신기하여라3) 백합화로구나=솟

아났다= = 솟아났다4)!! 백합화=솟아나= = 
수사나타5) 나의 사랑하는 자는= = 도디6)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파하는= =  아

파7) 하는 자 내가 사랑하므로= =  아파8) 내가

사랑하므로= =  아파9) 내 사랑에= = 
아파!10) 사랑하는 이 그가 오네 봐= = 봐11) 아주 빨리
달리고= = 달리고12) 매순간마다 매 달리고= = 
메달리고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돋이= =  도디14)이다. 일어

나서=꿈이= =  꿈이15) 나의 어여쁜 자야=예쁘다=

= 예쁘다16) 우리끼리= =  우리끼리17) 가자! 새

)נ (1 ·침상, 아 1:16).

.(아르세누·침상, 아 1:16)נּו (2

.(라이야티·내 사랑은, 아 2:2)י (3

.(솟아나트·백홥화로구나, 아 2:1)ת (4

.(솟아나·백홥화로구나, 아 2:1)ה (5

.(도디·남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 2:3)י (6

.(아하바아·그 사랑이, 아 2: 4)ַאה (7

.(아하바아·내가 사랑하므로, 아 2: 5)ַאה (8

.(아하바아·내가 사랑하므로, 아 2: 5)ַאה (9

.(하아하바아·남자, 내 사랑에, 아 2: 7)ַאה (10

.(봐·그가 오는, 아 2:8)א (11

.(달라그·달리고, 아 2:8)ג (12

.(메달레그·달리고, 아 2:8)ג (13

.(도디·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 2:9)דֹוי (14

.(쿠무·일어나서, 아 2:10)קּוי (15

.(야파티·나의 어여쁜자야, 아 2:10)י (16

.(울리키·함께가자, 아 2:10)ּו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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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재미로= = 자미리르1) 푸른 열매 피게 해=

= 파게해2) 은혜 갚을 꿈이= =  꿈이3) 익는다.

나의 사랑 야릇하게= = 라아야티4) 좋아! 예쁘지=

= 예파티5) 네를 위하여 네= =네게6) 그대 소리
=콜레흐= = 콜레흐7) 부드럽다=무르아히흐=

= 마르아이흐8) 나 봐요= =  나봐9) 나의 사랑하

는 자는=돋이= = 돋이10)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대

에게 속한 나의 사랑하는 자는=돋이= =  돋이11)

닮아= = 다마12)!! 사랑은 흔들거나 타이르거나=

=타아로흐13)가 아니에요 아파하는 것이에요 아파한

것이 나간 쉐아파= =  쉐아하바14)가 아니에요

찾으리라 하고 밖에서= = 15) 찾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싸돌아다니며 싸비비= =  바으소베

바16)며 싸돌아 다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י (1 ·새의 노래할, 아 2:12).

2) י(파개하·푸른열매, 아 2:13).

.(쿰미·꿈이, 아 2:13)קּוי (3

.(라으야티·나의 사랑, 아 2:13)י (4

.(야파티·나의 어여쁜 자야, 아 2:13)י (5

6) (라크· 너를 위하여, 아 2:14).

7) קֹו(콜레흐·네 소리는, 아 2:14).

8) ַא(마르아이흐·네 얼굴은, 아 2:14).

.(나베·아름답구나, 아 2:14)אה (9

·(도디·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 2:16)י (10

.(도디·여성, 나의 사랑하는 자야, 아 2:17)דֹוי (11

.(다마·같아여라, 아 2:17)ה (12

13) (타아로흐·흔들지, 아 3:5).

.(쉐아하바아·사랑하는 자를, 아 3:1)ָאה (14

.(바카쉬·찾으리라하고, 아 3:2)ׁש (15

.(바소브바·돌아다니며, 아 3:2)סֹו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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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알려주신 그대로 초록물결 사랑을 할 만 하냐 날 사랑 할 만

하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당신 음성 내린 날

꽃눈이

꽃나무에

햇살이 담뿍담뿍 네가 널 사랑 하냐

꽃 향이 정말이니 네가 날 사랑하느냐

뿌려대며 내린 날

네가 날

사랑하냐

꽃불로 화안하게

꽃불을 들이대고 꽃 입술 들이 대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눈 감기며 내린 날

- 이영지 「초록물결」 내 마음이 하 아파1) 사랑하는 이여

시로 하시림 아가서는 사랑하는 대상을 님2)으로 한

다. 아가서는 솔로몬= = 쉘로마3)이다. 여성형 술

라미트= = 슐라미트4)와 더불어 둘 다 여성화자
다. 아 좋다5) 올라6)오는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좋다.

1) ַא( ·사랑하는 자가, 아 3:5).

.(임·함께, P. with, 대하 2:13)ם (2

.(쉴로모·NE·고유명사)ה (3

.(술라미트·Age·인종명사)ית (4

.(조오트·이것, this, 아 3:6)ת (5

.(올라·오는, 아 3:6)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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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솟아난 사랑아 사랑아 ~ 아가서 3:6~ 5:2

언어 앞에 하=하를 붙여 하하 믿어봐라= = 
하미드바르1)다. 이 여성 화자법2)의 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싸비비= = 하미드바르3)니 행복하다. 이

로 하여 Θ하나님께서 쉬 쉼4)이 미쁘다= = 밋브노

트5)하신다. Θ하나님은 예수님 일하시는 일곱째 날에 쉬신

다. 쉬며= = 시므하트6) 기쁨을 가지신 Θ하나님이

그에게 왕관을 씌웠더= = 쉐이트라7)이다. 말씀
전하니 예뻐= = 예뻐!8) 말씀 전하는 입술이 불거져

톡 튀어나오9)며 푸른 풀을 잘 먹는다. 눈10)도 예뻐11)다.

하나님이 으음 믿어봐라= =  음믿어봐라이흐

12)시네요양같은나봐13)시네요뺨은하나님신전14)으로

말씀=펴라= = 폐라15) 켜 펴라= = 크폐라16)

큰 구원을 잡아라= = 잡아라17) 큰 구원=잡아라아=

1) ( ·거친들, 아 3:7).

(미타토·연이라, 아 3:7)תֹו (마타·기본형)ה (쉴로모)가 맡아ה (2

.(사비비·옹위하였는데, 아 3:7)יב (3

.(쉬심·60, 아 3:8)ים (4

.(미쁘노트·여자들의, 아 10)נֹות (5

.(싀므아흐트·기쁨, 아 3:11)ת (6

)ה (7 ·, 씌운, 아 3:11).
.(야파하, 아 4:1)ה (8

9) (시프토타이흐·네 입술은, 불쑥나온, 아 4:3)
10) יי(엔아이흐·쌍수, 두 눈).

ה (11 (야파하·어여쁘고도, 아 4:1).
12) יּו(움미드바레흐·네 입은, 아 4:3).

.(나베·어여쁘고, 아 4:3)אה (13

14) (라카아테흐·뺨·신전).

.(폐라·신전, 성당, 아 4:3)ה (15

.(크펠라·한 쪽 같구나, 아 4:3)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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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흐!1) 하나님 푸른 초원 사다= =
2)놓으신 예수님 봐 솟아 님= =  봐 솟아

남!3) 말씀으로 증거 된= = 하아두트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5) 푸 하= = 푸하6) 말씀

쏴 아 푸= = 쇄야푸아흐7) 하시매 세상 근심이 배

나 쉬이= = 베나수8) 잘려= = 잘려9) 아주 잘림

=하 잘림= = 하 잘림10)!

백합화여!

아 좋다11) 올라12)오는 하나님 말씀 향기

하 믿어 봐라봐아13) 쉴로모14) 쉴려면은

그대가 싸비비15)시니 그대 쉬심16) 미쁘다17)

)א (17 ·큰 구원, 강단, 아 4:4).

1) א(쟈바레흐·큰 구원·네 목은, 아 4:4).

2) (솨다이흐·초원,쌍수, 기본형 ד·번역은 네 유방은, 아 4:5).

.(봐솟아님·백합화가운데서, 아 4:5)ׁשים (3

 ,(아드·증거) 출 26: 34, 27: 21, 30: 6, 26ד~ (하에두트·증거)ת (4
36, 31: 7, 39: 35, 40: 5; 레 24: 3; 민 7: 89.

5)   הה ┃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ע

와 ┃에하드, 신 6: 4)의 큰 글자 증거 עד(아드).

6) פּו(푸하·기본형, 진술하다, 말하다).

7) פּו(쉐야푸하흐·말할, 기울고, 아 4:6).

.(베나수·근심있는·갈, 아 4:5)סּו (8

.(쩰랄·기본형, 어두움, 아 4:6)ל (9

.(하젤라림·그림자가, 아 4:6)ים (10

.(조오트·이것, this, 아 3:6)ת (11

.(올라·오는, 아 3:6)ה (12

.(하미드바르·거친들, 아 3:7)ר (13

14) (여성문법): ה(쉴로모)가 맡아 ה(마타·기본형) תֹו(미타토·연이
라, 아 3:7)

.(사비비·옹위하였는데, 아 3:7)י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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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1)를 사모했던2) 기쁨를 씌웠더3)니

예뻐4)진 입술에다 두 눈5) 예뻐6)지고

알리는 입술소리가 쉰나이다7) 그래요

정말로 믿어봐라8) 양 같은 나 봐9) 나 봐.

예쁜 뺨10) 말씀 펴라11) 켜펴라12) 그러느라

입술이 툭 튀어나와13) 사랑 잡아 잡아라14)

사랑을 잡아라아15) 푸른 들 사다16)놓아

그대는 솟아나고17) 태움이18) 두드19)림이

사랑의 여호와시니20) 푸 하21)시며 푸하흐22)

)י (16 ·60, 아 3:8).

.(미쁘노트·여자들의, 아 10)נֹות (17

 (하툰나토·혼인, 예수님 십자가를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 아תֹו (1
3:11).

.(싀므아흐트·기쁨, 아 3:11)ת (2

)ה (3 ·씌운, 아 3:11).
ה (4 (야파하·글자풀이로, 아 4:1).
5) יי(엔아이흐·쌍수, 두 눈).

.(야파하·어여쁘고도, 아 4:1)ה (6

7) י(쉰나이흐·쌍수 즉 윗 이와 아랫이, 아 4:2).

8) יּו(움미드바레흐·네 입은, 아 4:3).

.(나베·어여쁘고, 아 4:3)אה (9
10) (라카아테흐·뺨·신전).

.(폐라·신전, 성당, 아 4:3)ה (11

.(크펠라·한 쪽 같구나, 아 4:3)ה (12

13) (시프토타이흐·네 입술은, 불쑥나온, 아 4:3)
.(자바아르·큰 구원, 강단, 아 4:4)אר (14

15) א(쟈바레흐·큰 구원·네 목은, 아 4:4).

16) (솨다이흐·초원,쌍수, 기본형 ד·번역은 네 유방은, 아 4:5).

.(봐솟아님·백합화가운데서, 아 4:5)ׁשים (17

.(테오매·쌍둥이·쌍태)אֹוי (18

 ,(아드·증거) 출 26: 34, 27: 21, 30: 6, 26ד~ (하에두트·증거)ת (19
36, 31: 7, 39: 35, 40: 5; 레 24: 3; 민 7: 89.

20)   הה ┃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ע

호와 ┃에하드, 신 6: 4)의 큰 글자 증거 עד(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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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을 배나1) 잘라2) 지는 일 아주 잘라3)

향기를 잡아내려4) 엣따5)아 타 보6)라신

향기를 잡아 내리는7) 가슴 돋아8) 돋아라9)

숨 쉬니 기뻐10)지고 기쁘다11) 가득 차게12)

보쌈13)해 싸매14)느라 솟아나15) 사랑 돋아16)

돋아17)나 입술 나타18)나 솟았다19)고 외치며

향기로 살 놈이다20) 은혜를 갚으러 간21)

나올22)이 나올23) 맑은24) 물에 하 닿음25)이니

살라26)네 우리27) 보아28) 보쌈29)해 나의30) 동산

21)  )פ ·기본형, 진술하다, 말하다).

22) פּו(쉐야푸하흐·말할, 기울고, 아 4:6).

.(베나수·근심있는·갈, 아 4:5)סּו (1

.(쩰랄·기본형, 어두움, 아 4:6)ל (2

.(하젤라림·그림자가, 아 4:6)ים (3

4) יּו(미짜베로나이흐·기본형 אר(쨥바아르·목, 아 4:9).

.(이티·처음과 끝의 연계형, 전부, 아 4:8)ּאי (5

.(타보이 ·가자, 아 4:8)בּאֹוי (6

7) יּו(미짜베로나이흐·기본형 אר(쨥바아르·목, 아 4:9).

8)  פּו .(마~예뿌 도다이흐·어찌 네ה~

9)   .(마~ 툐브 도다이흐·참으로 하나님 사랑은 승하나입니다ה~ טבּו
아 1:10).

.(깃브아·산·준령, 기본형)ה (10

.(깃브아트·산, 아 4:6)ת (11

מֹור (12 .(하르 하모르· 몰약 산과, 아 4:6)ר

.(, 아 4:10ם·ם 브삼밈·향 품, 기본형)ים (13

14) י(세만나이흐, 아 4:10).

.(야뿌, 아 4:10)פ (15
16)  (도다이흐·네 사랑이, 아 4:10).
17)  (도다이흐·네 사랑이, 아 4:10).
.(기본형, 나타프·소리내고 아 4:11)ף (18

.(네페트·꿀송이·높은 곳, 아 4:11; 수 17:11)ת (19

20) (살롬타이흐·의복, 아 4:12).

.(간·동산이요, 아 4:12)ן (21

.((나올·잠근·신기다·덮히다, 아 4:12)עּול (22
.(나울·덮은, 아 4:12)עּול (23

.(마으얀·샘이로구나, 아 4:12)ן (24

.(하툼·봉한, 아 4:12)תּו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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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갈라선1) 나를 내가 알아2) 알아 탁3)

그대의 머리털은 사랑의 정금4)으로

촉촉이 빛나5)느라 밤이슬 가득하여6)

내 아들 흠씬7) 젖어서 코트8) 벗고 에고고9)

내 사랑10) 너가11) 살라12) 널 위해 문을 펴다13)

내 아들14) 밖에 서서15) 바깥서16) 싸우누나17)

하 많이 모인 자들에18) 아들 맞아19) 퍼 잡아20)

말씀이 주렁주렁 달리는21) 머리털에

하 맑은22) 뺨23)아래에 입술이 솟아나고24)

26) ( ·기본형, 무기, 병기, 아 4:13).

.(우리·일어나라, 아 4:16)עּוי (27

.(봐·오는, 아 4:16)א (28

.(, 아 4:16ם·ם 브삼밈·향 품, 기본형)ים (29

.(레간니·내 동산에)י (30

.(칼라·나의 신부야, 아 5:1)ה (1

.(아라·기본형, 거두다, 아 5:1)ָאה (2

.(아리티·내가 거둔다, 아 5:1)ָאיי (3

4)마 2:7.

5)신 33:13.

6)아 5:2.

)יי (7 ·방울 방울, 아 5:2).
.(쿠타노티·의복, 아 5L3)י (8
.(에카카·어찌, 아 5:3)יה (9
.(도디, 아 5:4)י (10
.(가메티·일어나서, 아 5:5)י (11
.(쉘라·기본형, 무기, 병기, 아 5:4)ה (12
. (포다·문을 열매, 아 5:5)ה (13

דֹוי (14 (레도디 베도디, 아 5:6)דֹוי
15) ( ·기본형, 찾으리라하고, 아 5:6).
.(바카스티후·내가 그를 찾아도, 아 5:6)יה (16

.(므자티후·만났고, 아 5:6)איה (17
.(하소므림·행순하는 자들이, 아 5:7)ים (18

.(므자우니·나를 만나매, 아 5:7)י (19

.(프자우니·패잡으니·상하게 하였고, 아 5:7)עּוי (20

.(탈르탈림·고불고불하고, 아 5:11)ים (21

22) 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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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는 화반석 기둥1) 말씀을 물이2) 하 달아3)

밖에서4) 찾느라고 고생을 하다가도

나는 늘5) 나의 성전 그곳에 봐 솟아남6)

솟아나 백합화이다 향기흘러 내린다

- 이영지「사랑 향기」

아가서는 다윋의 내 사랑하는 자를 도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가서는 제시한

다. 그 예는 결혼의 사랑이야기는 몸 시학으로 은유되

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7)의 사랑이 돋아8)

나는 합환체9) 이야기다.

하나님의 일을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이로

제시 창세기 1:1~2:3에서 보이는 일곱 날 성도의 구원

유월절=한날=한분=예수 ⇢ 무교절=둘째 날=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 날=부활 ⇢ 오순절=넷째날= 성령 ⇢

나팔절=다섯째 날=재림 ⇢ 속죄절=여섯째날=구속 ⇢

장막절=일곱째 날=영원성을 암시한다.

23) 6:7; 사 61:3.
)ֹוי (24 ·백합화 같고, 아 5:13).

1) 아 5:15.
2) 시 104:15.

3) 아 5:18.
우느바크쉐누·우리)ּוּוּנ ·(바카쉬·기본형, 찾으리라하고, 아 5:6)ׁש (4

가 찾으리라, 아 6:2)

דֹוי (5 .(레도디 베도디, 아 6:3)דֹוי
.(봐 소사님·백합화 가운데서, 아 6:3)ֹוים (6

7) 강성열,『성경으로 보는 결혼 은유』(서울: 성광 문학사, 1998), 210.

.(벤~도드 · 돋아)ן~ך 나(도드 · 돋아)דוך (8

.(두다임.미두다에이 · 합환체..합환체, 창 30: 14)ּוּאים..ּוּד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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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아 사랑아 예뻐한 나 봐 줘요 ~ 아가서

6:4~8:14 시로 하시림이 되는 아가서는 가장 사랑하

는 대상사이를 임= = 1)으로 한다. 아가서의 솔로몬
을 히브리어로 쉴로모= = 2)라 한다. 슬람미

여인을 성경은 술라미트= = 3)라 한다. 둘 다
여성화자이다. 남녀관계가 아니라 여성화자라는 데 문

제가 있다. 이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시자 둘이다.

아가서 6: 4∼8: 14까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

나님과의 관계를 예뻐= = 4) 아 처음부터 끝까지5)

아 사랑아=야릇하= = 6)도록 좋다라 한다. 정

말 즐거움=다르샤= = 7) 내 백성을 예뻐한 나

봐= =  8)줘요 라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사

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부 하신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모습 모두에

게 해당되는 어법이다.

솔로몬과 슬람미 둘이 같은 동격의 하나님을 향한

여인으로 표시되는 시적 어법이다. 잘 싸비비어= =

1) ( ·함께, P. with, 대하 2:13).

.(쉴로모·NE·고유명사)ה (2

.(술라미트·Age·인종명사)ית (3

4)  (야파, 예뻐, 아 6:4).
5) ַא(아트·너의 전부가, 아 6:4).
6) ( ·내 사랑아, 아 6:4).

.(타르쨔·즐거움, 아 6:4)ה (7

.(나봐, 아 6:4)א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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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있다. 암양 하르르= = 2) 나를 놀라

게 하니=하르르부니= 3) 빛이 난다. 구원을 사

모하여 잡아 내린= = 4) 목이며 윤이 짜르르
흐르는 두 뺨 늘 빛이 나5)!

하나님을 사모하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모습! 바

로 내가 맡아= =부6) 놓은 자물쇠, 오직 그분

만이 미쁘게 맡아= =부 7) 열 수

있다. 시녀들아 알라! 모두= = 8) 아하파=

=  !9)
귀중히 여기는 이걸 봐라= = 10) 비둘기=요나다

= =  11) 백합화=봐 솟아남= =  12)
보라! 아침빛 솨아하르= = 13) 동산=깃 났다= =

14) 골짜기 시냇물=아주 내 할= = 15)일 순이
나 하 파랗= 16)게! 돌아오고 돌아오라=쉬이

1) ( ·기본형 ב: 싸바브, 둘러싸고, 아 6:5).

.(하르레림·암양, 아 6:6)ים (2

.(히르히부니·나를 놀래게 하니, 아 6:5)יי (3

4) א(쟈바레흐·큰 구원·네 목은, 아 6:6).

5) (라카테흐·뺨, 아 6:7).

6) 부(르자마테흐·너울·자물쇠, 아 6:7).

7) 부 .(미쁜 레잠마테하· 너울 속의, 아 6:7)ד

.(알라모트·시녀, 아 6:8)מֹות (8

.(아하바아, 사랑, 아 6: 8)ַאה (9

.(바라·귀중히 여기는, 아 6:9)ה (10

.(요나티·비둘기, 아 6:9)יֹוי (11

.(봐 소사님·백합화 가운데서, 아 7:3)ֹוים (12

13)  (솨아르·아침빛, 아아 6:10).
(깃나트·동산, 아 6:11)ת (14

.(나할·골짜기 시냇물, 아 6:11)ל (15

.(하파르하·순이 났는가, 아 6:11)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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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이= =  1) 돌아와! 우리에게 ‘보네’ 하라
= = !2)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내 가슴을 여는 하나님의 군

대=하 마 하나임= = 3) 날 봐라 돌아와 신
을 신는= 봐 너 알림= = 4) 귀한 자의=나

되어 봐= = 5). 너희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가=

마 예뻐= ~ = ~ 6)! 이렇게=이렇게 이흐=

=7) 말 잘 들으며 아멘= = 부8)하는 내 사랑

의 넓적다리 구슬꿰미= 할 임= = !9)
시냇물 졸졸 흐르듯이 내 할 일 기도하는 내 여인

배꼽=사르르= =10) 배꼽에 가득히 부으면=하사

하르 알 ~ 예흐사르= ~ =   ~ 
11) 비트네 허리=비트네 하= =12) 눈으로 머리

로 단 쌓아놓은 아름= = 13)드리 알맞게= =

1)  )י ·돌아오고 돌아오라, 아 7:1).

.(브네하제·우리로 보게하라, 아 7:1)ה (2

(하마하나임·마하나임·하나님의 군대, 아 7:1)· 마하나임은 야곱ים (3
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면서 "두 무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한데서 유래된 말이다.(창
32:1~2) 

.(바느알림·신을 신은, 아 7:2)ים (4

.(나디브· 귀한 자의, 아 7:2)יב (5

.(마~ 야푸·아름다운가, 아 7:2)ה  ~פּו (6

7) (예레카이흐·이렇게, 아 7:2).

.(암만·공교한 장식의, 아 7:2)ָא부ן (8

.(할라림·구술꿰미, 아 7:2)ּאים (9

10) (솨르리흐·중심·배꼽, 아 7:3).

חר (11 .(하사하르 알 ~ 예흐사르· 가득히 부은, 아 7:3)ר ַאל ~

12) (비트네흐·허리, 아 7:3).

.(아람·단·쌓아놓은 것, 아 7:3)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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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합화=봐 솟아 님= =  2)이여!
암사슴=제법이야= = !3) 구원=잡아내려=

= 4) 은혜 갚으려 망대=쾌락하게 하는 구나=믿그

달= = 5) 십자가 봐 타= =  6) 멀
리=달라= = 7) 예쁘다=네가 아름다운지= -

= - 8)!
이것=좋다= = 9) 같다=닮았다= = 10) 내
아들의 키 종려나무=레타마르= = 11) 악기! 유

방=비싸다= =12) 봐 신나서=봐 신아서 나이브=

= 13) 올라=올라라= = 14) 나= =

15) 잘 쉬려고 핀16) 예수님= = 17) 내 사랑 내=

내 돋이= =  18) 나의 사랑하는 자=돋이= =

1) ( ·단 같구나, 아 7:3).

.(봐 소사님·백합화 가운데서, 아 7:3)ֹוים (2

.(제비야·암사슴, 아 7:4)ה (3

4) א(쟈바레흐·큰 구원·네 목은, 아 7:5).

.(믿그달·망대, 아 7:5)ל (5

)נּוים (6 ·쾌락하게 하는 구나, 아 7:7).

.(달라·머리, 아 7:6)ה (7

. (야피트·네가 아름다운 지, 아 7:7)ה-ית (8

.(조오트·이것, this, 아 7:8)ת (9

.(담므타·같고, 아 7:8)ה (10

.(레타마르·종려나무를 위해, 아 7:8)ר (11

12) (베솨타이흐·네 유방은, 아 7:8).

.(베산네신나이브·가지를, 아 7:9)יו (13

(엘레레·올라, 아 7:9)ה (14

.(나·참으로, 아 7:9)א (15

ן (16 .(크에쉬케로트 하게펜·포도송이 같고, 아 7:9)לֹות

.(예쉐님·자는 자의, 아 7:10)ים (17

.(레돋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아 7:11)דֹוי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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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향기가 날로 말씀이 크는2) 포도원 보자=나=

= 3) 움이 돋았는지=펴라= = 4) 예수 구원

의 길 두다=합환체=두다임= = 5) 임이 돋아
י= 6) 나타내니7) 우리 문 앞에 8) 피

었다.

예수님9) 돋이= 10) 그대=내 모자=아 모자=

== 11) 그대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업신여김=

부서지지= = 12) 않았을 거야. 내 마음이 아 아

파= =  13) 내가 너를 이끌어=나하카= =

14) 하나님말씀=포도주=맛있어= = 15) 나
는 네게 마시웠겠고=아시겠고= 포도주를 실컷= =

 16) 트여보겠니= = 17)! 부탁= =

1) דֹו( , 나의 사랑하는 자야, 아 7:12)

.(라크라밈·는 위하여전치사, 포도원으로, 아 7:13)ים (2

.(니아·보자, 아 7:13)ה (3

.(파르하·움이 돋았는지, 아 7:13)ה (4

 (두다임·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두다, 성경은 합환체로 번역, 아ּאים (5
7:14).

6)  (도다이·나의 사랑을, 아 7:13).
. (나타내누·우리가 나타내니, 토하고로 번역, 아 7:14)נּו (7

.(프타헤누·우리의 문 앞에는, 아 7:14)נּו (8

.(예쉐님·자는 자의, 아 7:10)ים (9

.(도디, 아 7:14)ֹוי (10
11) (에모자아하·기본형 א(모자·맞추어:신 19:7·입었다:에 5:8·알

다·살피다·베푸다 남에게 맞추어 사는 일로 은혜를 입고 사는, 아 8:1).

.(야부주·업신여김, 아 8:1)בּוזּו (12

.(하아하바아·사랑하는 자, 아 8:4)ַאה (13

14) (애느하카·내가 너를 이끌어, 아 8:2).

.(마아시스·단 포도주·하나님의 말씀, 아 8:2)יס (15

16) ַא(아쉬케카·나는 네게 마시웠겠고, 아 8:2).

.(트하브게니·열어젖혀, 아 8:3)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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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노라 흔들지 마라=마 타이르= ~

마 רּו=~ ~ 2)노라 흔들리지 않게 움마 태우노라

=~ ~ = ~  !3) 이제 닿았다= = 
4) 좋다=  = 5) 올라= = 6) 하 믿어봐라=

= 7) 의지하고 믿으라했다= = 8)
사랑하는 이 돋아= = 9) 닿았다= = 10) 이걸로=

= 부!11) 너는나를삼았니= =  12) 사랑=아파=

=  13)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살라버린 내 마음이 하

아아파아= ה= (14ַא 봐 아하파아= ה= ַא
15)
이제 부활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벤 나봐= =

 16) 어머 세울것이요=니 벤네= = 17) 나의 유

1) ( ·내가 부탁한다, 아 8:4).

ר (2 ~ (마 ~ 테오루·흔들지말며, 아 8:4).
.(움마~ 테오루·흔들지말며, 아 8:4)ּוה ~רּו (3

.(다하트·닿았다, 아 8:4)ת (4

.(조오트·이것, this, 아 8:5)ת (5

.(올라·올라오는·아 8:5)ה (6

.(하미드바르·거친들, 아 8:5)ר (7

.(미트라페케트·의지하고, 아 8:5)ת (8

.(도다·그 사랑하는 자, 아 8:5)ּה (9
.(다하트·밑, 아 8:5)ת (10

.부(사마·거기에 아 8:5)ה (11

.(시멘니·너는 나를 품고, 아 8:6)יי (12

·(아하바아·사랑은, 아 8: 6)ַאה (13

ה (14 .(하아아하바아·사랑이, 아 8: 7)ַא
ה (15 .(바아하바, 사랑이, 아 8:7)ַא
.(벤나봐·그의 보기에, 아 8:10)ייו (16
.(니벤네·우리는 세울것이요, 아 8:9)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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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비싸다이= = 1) 하나님 말씀 사모해 너 살

놈= = 2) 과일 펴리= = 3) 말씀 골라낼

줄 아는 나의 포도원 가름= = 4) 삼으니= =

5) 하나님 사랑이 네게6) 돋이= י= 7) 귀 기울이
니 마크쉬빔= =  8) 나로 듣게 하 스미니
= =   9) 우린 닮아= = 10) 내사랑

돋이= (11דֹוי= 내 앞에= = 12) 있구나.
장시의 아가서 6: 3∼8: 12의 시가 탄생한다.

아 예뻐13) 처음부터 마음이14) 야릇해져15)

다르샤16)

내 백성을 예뻐한 나 봐17)줘요

잘 싸여18) 쌍태 하르르19) 하르르르20) 예뻐라

1) ( ·나의 유방은, 아 8:10).

.(리쉴로모·NE, 하나님 말씀 사모하려, 아 8:11)ה (2

.(피르요·실과, 아 8:12)י (3

.(카르미·나의 포도원은, 아 8:12)י (4

.(사무니·삼았음이라, 아 8:12)י (5

6) (라흐·너를 위하여, 아 8:12).

7)  (도디·사랑, 아 8:13).
.(마크쉬빔·귀를 기울이니, 아 8:13)יים (8

.(하스미이니·나로 듣게 하려므나, 아 8:13)ייי (9

.(다마·같아여라, 아 8:14)ה (10

.(도디·나의 사랑, 아 8:14)דֹוי (11
.(레파네·내 앞에 있구나, 아 8:12)י (12

ה (13 (야파, 아 6:4).
14) ַא(아트·너의 전부가, 아 6:4).

15) ( ·내 사랑아, 아 6:4).

.(타르쨔·즐거움, 아 6:4)ה (16

.(나봐, 아 6:4)אה (17
.(: 싸바브, 둘러싸고, 아 6:5ב 하세배·기본형)י (18

.(하르레림·암양, 아 6:6)ים (19

.(히르히부니·나를 놀래게 하니, 아 6:5)י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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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목은1)

흘러내려 두 뺨은 방긋 웃고2)

맡아 논3) 자물쇠야 마음이 달아올라4)

내 사랑5) 아파 아하파6) 나다7) 봐라 솟아남8)

아침빛 솨아르9) 뵈네10) 깃 난11) 내해12) 파릇해13)

내게 와

쉬이쉬이14) 돌아와 쉬이쉬이15)

우리가 보네 하자16) 사랑아 마 하나 임17)

네게로 알리는18)내가 되어보19)게 마~예쁘20)

이렇게21)

아멘22)하는

내 신부 구슬꿰미23)

1)  ( ·큰 구원·네 목은, 아 6:6).

2) (라카테흐·뺨, 아 6:7).

3) 부(르자마테흐·너울·자물쇠, 아 6:7).

4) 부 .(미쁜 레잠마테하· 너울 속의, 아 6:7)ד

.(알라모트·시녀, 아 6:8)מֹות (5

.(아하바아, 아 6: 8)ַאה (6

.(요나티·비둘기, 아 6:9)יֹוי (7

.(봐 소사님·백합화 가운데서, 아 7:3)ֹוים (8

9)  (솨아르, 아 6:10).
.(베이베·푸른초목, 아 6:11)ּאי (10

(깃나트·동산, 아 6:11)ת (11

.(나할·골짜기 시냇물, 아 6:11)ל (12

.(하파르하·순이 났는가, 아 6:11)ה (13

י (14 י (수비수비, 아 7:1).
י (15 .(수비수비, 아 7:1)י

.(브네하제·우리로 보게하라, 아 7:1)ה (16

(하마하나임·마하나임·하나님의 군대, 아 7:1)· 마하나임은 야곱ים (17
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면서 "두 무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한데서 유래된 말이다.(창32장
1~2) 

.(바느알림·신을 신은, 아 7:2)ים (18

.(나디브· 귀한 자의, 아 7:2)יב (19

.(마~ 야푸·아름다운가, 아 7:2)ה  ~פּו (20

21) (예레카이흐·이렇게, 아 7:2).

.(암만·공교한 장식의, 아 7:2)ָא부ן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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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은 사르르르1) 사아르2) 비트네3)에

알맞4)게 아람5)드리로 솟아나6)는 사랑아7)

자아알

잡아내려8)

믿고 갈9) 사랑이다

내 눈에10) 넘치는 머리11) 예쁘디 예쁘다12)

좋아라13) 닿게 되어서14) 종려나무 닮으려15)

비싸다16)

내 사랑아 신나서17) 산에 올라18)

나19) 크게 쉬려고 핀20) 예수님21) 돋이22) 돋이23)

단 말씀 크는24) 포도원 날아25) 펴라26) 사랑아

)ּאי (23 ·구술꿰미, 아 7:2).

1) (솨르리흐·중심·배꼽, 아 7:3).

חר (2 .(하사하르 알 ~ 예흐사르· 가득히 부은, 아 7:3)ר ַאל ~

3) (비트네흐·허리, 아 7:3).

.(아르마트·단 같구나, 아 7:3)ת (4

.(아람·단·쌓아놓은 것, 아 7:3)ם (5

.(봐 소사님·백합화 가운데서, 아 7:3)ֹוים (6

.(제비야·암사슴, 아 7:4)ה (7

8) א(쟈바레흐·큰 구원·네 목은, 아 7:5).

.(믿그달·망대, 아 7:5)ל (9

.(봐타안누김·쾌락하게 하는 구나, 아 7:7)נּוים (10

.(달라·머리, 아 7:6)ה (11

. (야피트·네가 아름다운 지, 아 7:7)יית (12

.(조오트·이것, this, 아 7:8)ת (13

.(담므타·같고, 아 7:8)ה (14

.(레타마르·종려나무를 위해, 아 7:8)ר (15

16) (베솨타이흐·네 유방은, 아 7:8).

.(베산네신나이브·가지를, 아 7:9)יו (17

(엘레레·올라, 아 7:9)ה (18

.(나·참으로, 아 7:9)א (19

ן (20 .(크에쉬케로트 하게펜·포도송이 같고, 아 7:9)לֹות

.(예쉐님·자는 자의, 아 7:10)ים (21

.(레돋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아 7:11)דֹוי (22

23) דֹו(도디, 아 7:12)
.(라크라밈·는 위하여전치사, 포도원으로, 아 7:13)ים (24

.(니레에·보자, 아 7:13)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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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임1)

나타내2)서 카다3)다 피어나는4)

예수님5) 돋이6) 그대 내 모자7) 내 아들아

정말로 넌 부서지지8) 않는 거야 사랑아

마음이

하아하파9) 나랑랑10) 맛있어라11)

포도주 실컷12) 트여보겠니13) 노아처럼 사랑아

부~탁14) 타이르니15) 움마 ~ 타이르니16)

닿았다17) 좋다18) 올라19) 정말로 믿어봐라20)

정말로 믿으라했다21) 돋아22) 닿아23) 십자가

26) ( ·움이 돋았는지· 깨졌는지, 아 7:13).

 (두다임·예수를 통한 구권의 길을 두다, 성경은 합환체로 번역, 아ּאים (1
7:14).

. (나타내누·우리가 나타내니, 토하고로 번역, 아 7:14)נּו (2

.(메카딤·귀한 실과가, 아 7:14)ים (3

.(프타헤누·우리의 문 앞에는, 아 7:14)נּו (4

.(예솨님·묵은것이로 번역, 아 7:14)ים (5

)ֹוי (6 , 아 7:14).
7) (에모자아하·기본형 א(모자·맞추어:신 19:7·입었다:에 5:8·알

다·살피다·베푸다 즉 남에게 맞추어 사는 일로 은혜를 입고 사는 뜻, 아 
8:1).

.(야부주·업신여김자가, 아 8:1)בּוזּו (8

ה (9 .(하아하바아·사랑하는 자, 아 8:4)ַא
10) (애느하카·내가 너를 이끌어, 아 8:2).

.(마아시스·단 포도주·하나님의 말씀, 아 8:2)יס (11

12) ַא(아쉬케카·나는 네게 마시웠갰고, 아 8:2).

.(트하브게니·열어졎혀, 아 8:3)י (13
14) (히스바으티·내가 부탁한다, 아 8:4).

רּו (15 .(마 ~ 테오루·흔들지말며, 아 8:4)ה ~
רּו (16 .(움마~ 테오루·흔들지말며, 아 8:4)ּוה ~
.(다하트·닿았다, 아 8:4)ת (17

.(조오트·이것, this, 아 8:5)ת (18

.(올라·올라오는·아 8:5)ה (19

.(하미드바르·거친들, 아 8:5)ר (20

.(미트라페케트·의지하고, 아 8:5)ת (21

.(도다·그 사랑하는 자, 아 8:5)ּ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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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십자가를 심었니1) 아하파아2)

까맣다3) 백성들이 나 보다 널 사랑나니

내 아들 십자가에서 아아파아4) 아파아5)

벤 나 봐6)

네가 벤네7) 비싸다8) 실로 살 놈9)

펴리라10) 말씀 가름11) 삼으니12) 살 놈이야13)

네게는14) 가슴이 돋아15) 기우리며16) 스미니17)

정말로 닮아18) 돋아19)서 네 앞에20)와 있구나

내 사랑 나를 닮아 하 예버 정말 예뻐

너를 봐 내 몸이 둥둥 하늘로만 뜨누나

- 이영지 「아 예뻐」

23) ( ·밑, 아 8:5).

.(시멘니·너는 나를 품고, 아 8:6)יי (1

·(아하바아·사랑은, 아 8: 6)ַאה (2

.부(카마베트·죽음같이, 아 8:6)ת (3

4)  .(하아아하바아·사랑이, 아 8: 7)ַא
.(바아하바, 아 8:7)ַאה (5

.(벤나봐·그의 보기에, 아 8:10)ייו (6
.(니벤네·우리는 세울것이요, 아 8:9)ה (7

.(브사다이·나의 유방은, 아 8:10)י (8

.(리쉴로모·NE, 하나님 말씀 사모하려, 아 8:11)ה (9

.(피르요·실과, 아 8:12)י (10

.(카르미·나의 포도원은, 아 8:12)י (11

.(사무니·삼았음이라, 아 8:12)י (12

.(쉴로모·하나님 말씀 사모, 아 8:12)ה (13

14) (라흐·너를 위하여, 아 8:12).

י (15 (도디, 아 8:13).
.(마크쉬빔·귀를 기울이니, 아 8:13)יים (16

.(하스미이니·나로 듣게 하려므나, 아 8:13)ייי (17

.(다마·같아여라, 아 8:14)ה (18

.(도디·나의 사랑, 아 8:14)דֹוי (19
.(레파네·내 앞에 있구나, 아 8:12)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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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내 마음에 돋아나는 일은 그 분이 주신 맛

있는 포도주를 실컷 먹어보는 일이다. 즐겁게 사는 일

이다. 우리가 아는 인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드님만이 번

제로 드려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로 기억을 한다. 그

러나 시편 104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시적인 특징의 옷

을 입으시며 그의 아들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다 보이시려 하시고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성경은 시적으로 묘사한다.

하나님 아드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돌아가

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못지않게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모습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하나씩 보

여주는 모습은 동시에 하나씩 벗어 보이시는 모습이다.

옷을 입으셨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신체의 은밀

한 부분을 가리기 위하여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본 모습보다는 옷을 입으심으로 하여 자신을

백성들 눈높이에 맞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다= =라바세타1) 그분이

광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 입으셨나이다 옷

을 입으셨다 참 아름다운 한국말 그대로가 저 머나먼

나라의 성경 원어에서 드러난다.

1) ( ·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104:1) 주께서 입으시며 ·(라바셨다·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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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님 아버지

한글 그대로 입으셨다= =라바세타
.1) 왜 입으

셨을까. 원어에서 보이는 바 목적형 라멧= 라멧 바로 to

부정사가 어두에 와서 그 분의 목적이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셨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와 광

대하심을 입으셨다 하심은 그 분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이다

어떤 옷인가. 존귀=후드= = 호드2) 숨쉴 수 있는

가슴을 달고 권위=하다르= = 하다르3)를 나타내신

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숨 쉴 수 있게 해 주시는 본

인임을 알린다. 우리말 히읗 발음인 호드와 하다르는

여호와 이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옳은 손이 하시

는 숨 쉼의 이미지이다. 하나님의 흔적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아주 광대=커다랗다= =
커다랗다4). 하나님이 번제를 입으셨다= =라바스
타.5) 아주 커다랗다= =커다랗다6)! 번제의미 오메

가로 끝난 이 타브= 타브는 우리말 끝말 ‘다’다.

히브리어 타브= 타브는 우리말 ’다‘이다. 하나님도 아

들 못지않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숨 쉬게 하기 위하여,

1) ( ·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104:1).

!.(호드·존귀, NMS, honer, 시 104:1)הֹו (2

.(하다르·권위, NMS, NMS,majesty, 시 104:1)ר (3

4) (카다르타·광대, VQAMYS, thou art –great, 시 104:1).

5) (라바셨다·입으셨나이다).

6) (카다르타·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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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의미 타브= 타브를 입으셨다 커다랗1)가돌= =

2)= = 커다랗다3)! 크더라=백제 근초고왕 때 나

라이름 구다라4)가 지금도 남아 있다. 큰 나라=게도라=

게돌라= = 게돌라5)이다.
빛으로 옷을 입다: 연쇄언어로 이어지는 옷을 입으심

을 이번에는 빛을 입으심으로 하신다. 빛을 입으시며

절대자이신 분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하시려 빛으로

입으셨다.

빛을 입으심=옳다= = 오타6)! 하나님의 알몸 상

태를 빛으로 덮으신다. 우리 눈에 보이시는 빛 그게 바

로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다. 글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뜻 글자 타브 곧 우리말 ‘다’=히브리어 타브=옳다의 빛

으로 온 힘을 다하여 눈으로 보여주신 빛=삶아= =

삶아7)내신다.

삶아 입으신 옷에서 아주 커다란 빛이 나온다. 뜨거

운 열로 삶아 내신 아주 광대한 너무나 큰 빛으로 삶

아 내신 불에 삶아 번제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하

나님이 옷을 입으심을 나타내신다. 삶아진 다음에 보이

)לֹו (1 ·커다랗다, 대상 17:21; 욥: 5:9).

.(가돌·크다, 출 32:10, 11 등)דֹול (2

.(게도라·큰, 출 32:30, 31)ה (3

4)(KBS 연속극 근초고왕 참조).

.(게도라 · 큰, 출 32:30, 31)ה (5

.(오타·빛을 입으심, VQPA, who coverest thyself with, 시 104:2)ה (6

 (카사르마·옷을 입음같이, P.D.NFS, asה (살마·옷) 기본형에ה (7
with a g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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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번제방법이다. 반복리듬, 빛으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심=나타= = =  노태1) 내신빛으로 하늘을 휘

장 치신다.

하나님의 물 사용이 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신다. 누각=알리야= = 알리야2) 하나님 자신

임을 알리는 이 끝 언어 야가 여호와 약자이다. 하나

님이 알리= = 알리3)는 말이 우리말 ‘알리’는 과 같

다.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말을 하면 자기

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알리는 일에 동참한다. 하나님

은 합성어 까지 만드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알

리오타이브= =  알리오타이브4) 물위에 높이 앉

으셨다. 말씀의미인 물 위에 앉으신 도구는 들보이다.

앉으셔서 명령 들보=가라= = 카라5)를 얹으시며=

하마 가라= = 함에 가라6)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이 급하셨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숨 쉬게 하기 위해 빨리 움직여 들보에 · 물 위

에 · 말씀위에 ·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

이 되는 되어 같은 목적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숨

쉬게 하시기 위해 말씀 들고 빨리 하나님이 움직인다.

1) נֹו( ·치시며, VQPA, who stretched out,  시 104:2).

.(알리이야·누각, 다락방, 시 104:2)ה (2

.(일라이·지극히 높으심)י (3

 (알리요타이브·자기 누각의, NFP.MZS, his chambers, 시יֹויו (4
104:3).

.(카라·들보)ה (5

.(하므카레·D.VPPA, Who layeth the beams of, 시 104:3)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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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중다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빨리 움직인다. 물이 이동수단이다. 말씀이 이동

수단이다. 하나님의 이동수단이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 구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따음표

를 사용하고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인용표로 한다. 이

러한 글자의 원형은 다름 아닌 구름이다. 시내 산에서

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구름이 되는 흔적을 보이셨

다. 따옴표 “ ”나 따옴말 ‘ ’가 오늘날도 그대로 전 세

계적으로 오늘날도 말씀 인용으로 쓰인다.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아주 빠른 모습으로 바로 앞

의 물에 들보를 얹으신다. 하므카레1)와 같이 빨리 움

직이는 이유는 분명해 진 상대방을 숨 쉬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두 번 리듬으로 짝을 이루는 바람 날개로 다

니신다. 하므하레흐2)이다. 하마 하레 벌써 하래 아주

빨리 하래 말씀전달을 하신다. 물로 숨 쉬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 행동 하나님의 앉으

신 자기누각이다

자기 누각3)으로 바람 날개4)의 영 바람으로 자기 사

1) ( ·D.VPPA, Who layeth the beams of, 시 104:3).

2) (하므하레흐·D.VPPA, Who walketh, 시 104:3).

 (알리요타이브·자기 누각의, NFP.MZS, his chambers, 시יֹויו (3
104:3).

4) י~רּו~ל(알~크나페~루아흐 · 바람날개의, P~NFPG~NFS, 
upon~the wings of~the wind, 시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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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삼으시며 잘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 사

자로 그리고는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불꽃

으로 자기 사역자사자1)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2)를 삼

으신 이 둘 모두 물을 통한 하나님의 일 곧 문법 복수

로 표시한다. 그러기에 여럿이서 하나님일 사역을 같이

한다.

명령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

자,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실 때 하나님도 같이

말씀에 임하신다. 하나님이나 목사나, 지도자나 예수님

이나 같이 번제 드려 하나님도 함께 행동하시는 타브

원어가 보여주는 이 증거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뜻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들이 되는 일이

다. 왜 한국에는 유독 우리라는 말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어우러져 생명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 모두 그리고 하나님도 물론

우리와 같이 이 기초위에 서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시려고 나타나시고 빛을 입으시고 존귀와 권위와

광대함을 보이신다. 물의 날개로 들보에 앉으셔서 움직

이신다. 하나님 자신부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보이

)ָאי (1 ·자기 사자를, NMP.MZS,his amgels, 시 104:4).

 .(므솨르타이브·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VPPAMO.MZSיו (2
       his ministers, 시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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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 하시는 이 우주적 희생의 기초를 두신다.

이 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알=
알
을 눈으로 보이

어 주신 이 일은 영원함을 드러내시는 일=올람 바에드

= ~ =~  타브올람 바에드1) 진실이다.

하나님 빼고 예수님만 달랑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드님과 한 몸이 되어 움직이신다.

하나님과 아드님은 한 몸이다. 그러기에 그에게서 하나

님의 아드님이 탄생하시었다. 그대로 꼭 빼닮아 나셔

세상의 만물을 입으신다. 다 보이어 주시는 일이다. 예

수님,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식에게 뿐만 아니

라 스스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을 눈으로 보여주

는 일이다. 누가 아버지를 닮겠는가. 그대로 똑 빼 닮

겠는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물은 사물이다. 물이 산들

위에 섰다. 시에서의 의인법이다. 하나님 사역자들인

물이 산들 위에 섰다. 이 때 산 둘 위에와 물이 섰더니

를 히브리어는 물이 산들 위에를 ~ 타브알~하림2)과

물이 섰더니 ~ = ~ 야아드므두~마임3) 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 이동, 말씀 이동은 하나

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다.

1) ~ עֹו( ~바에드, C.NMS~NMS, 랙~ ever, 시 104:5).

.(알~ 산 위에, 하림·P.NMP, above~untain, 시 104:6)ל ~ים (2

 (야아드므두~마임·물이 섰더니, NMP VQIMZP, stood theדּו~ם (3
water, 시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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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드리다와 드림이라는 말을 쓴다. 글을 쓰고

끝마무리에 드림이나 올림이라고도 쓴다. 두 손을 받들

어 상대방을 향하여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올립니다

이다. 글로서, 물건을 드릴 때나 제사를 드릴 때도 드

림과 올림 그리고 꿇어 엎드림이라는 말을 쓴다. 드림

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정겨움, 더 높은 분에게 올

림이다. 한국말에 올라탄다는 말이 있다. 자기 누각에

올라타시어= =   ~  야아무두 마임 올리요

타이브1) 땅을 풍족하게 하신다. 자기누각에 올라= =

2) 올랐다= = 올레트의 성경기록은 하나님은 본

보기가 되시려 기초로 물 위에 앉으시어 물에 불을 켜

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우레 수레를 타

시고 바람 날개를 입고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시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 주시었다.

하나님이 높은 산 위에 물을 올라간 것을 견책하심을

시작으로 하여 우레조차도 주의 견책3)이라며 물에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나무랐다= =라아무트4).

이 말씀 리듬5)이 12회이다. 오묘한 성경진리는 시편

104편을 1~12로 한다. 모두 하나님의 옳은 손 안에서

)יֹוי (1 ·자기누각의, his chambers, 시 104: 3).

.(올라 · 너는 올라가서, 신 3:27; 시 18:10)ה (2

3) (가아라트하·주의 견책, NFS.MYS, thy rebuke, 시 104:7).

4) (라아므하·주의 우레, NMS.MYS, of thy thunder, 시 104:7).
5) (가아라트하·주의 견책, NFS.MYS, thy rebuke, 시 104:7)
  (라아므하·주의 우레, NMS.MYS, of thy thunder, 시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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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되는 일임을 옳은 손=요드= 요드 역활이다. 그 영원

성을 영웡성 의미 엔=
엔
언어로 한다.

104편의 12번 반복되는 제일 처음은 우레 소리가 물

을 패 준= = 준1)이다. 하나님 재촉에 물이 빨리 아

래로 도망 펑퍼짐하게 둘러 퍼지며 순= =
순2)하게

엎드린다. 물이 오르고 내리는 일은 원어 상으로 하나

님의 옳은 손이 사역한다. 첫 글자에 놓여 하나님의 손

이 물을 올리3)고 내리4)며 세 번째 리듬5)을 이룬다.

여전히 하나님의 옳은 손이 첫 글자에 오면서 물이 넘

치지 못하게 막음6)을 실증으로 한다. 물이 다시 돌아

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7) 물의 4번째 리듬이 있다.

하나님의 옳은 손으로 숨 쉬며 영원히 바로 서는 모

습 물 흐름8)은 오직 예수뿐이다. 시편 104편이 예수님

과 하나님과의 긴밀성임을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썩는

일로 한다. 다섯 번 째의 물이 흐르게 되는 진리는 우

리에게 마시우9)게 하신 일이다. 이유는 물이 내 안에

)זּו (1 ).

.(순)סּון (2

.(예일루 · 오르고, VQIMZP, They go up, 시 104:8)לּו (3

.(예르두 내려갔나이다,VQIMZP, They go down, 시 104:8)דּו (4
(예일루· 오르고, VQIMZP, They go up, 시 104:8)ל : (5
.(예르두 내려갔나이다,VQIMZP, They go down, 시 104:8)דּו  

 ,(야아보룬·물이 넘치지, VQIMZP, that they may 0pass overרּון (6
시 104:9).

.(야수분·다시 돌아와, VQIMZP, that they turn~agin, 시 104:9)בּון (7

.(예할쿤·흐르게 하사,VQIMZP, which run, 시 104:10)כּון (8

.(야스후·마시우시니, VHIMZP, They give drink to, 시 104:11)קּ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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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 있어1)야만 살 수 있어서이다. 이 안은 물이 우

리2) 몸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일곱째 리듬3)으로 한다.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다. 그 중에 사자를 성경은

예로 드는데 사자가 먹을 것을 이리저리 구하다가도

해가 지면 일을 멈추고 어설픈4) 모습으로 물러가 자리

에 눕5)는다. 히브리어에서는 아사프6)라 하고 있다. 고

달픈 인생을 어설픈 모습이라 하였다. 진리가 영원함을

일곱 번째 리듬7)으로 한다.

이러한 일을 망각할까봐 성경은 여덟 번째8)로 주의

하신 일을 마셔야9) 한다 했다. 이 일을 주의 부요10)라

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물이 늘 흐르게11) 하사

모든 생물이 살아가게 하시는 아홉 번째12)리듬으로 한

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바라13)시는 일로 우리들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옳은 손으로 거두어14) 들이며 살 수

)ר (1 해갈하며,VQIMZP, quench, 시 104:11).
2) ( ·안).

3) 여섯째: קּו(야스쿠·마시우시니, VHIMZP, They give drink to, 시 104:11)
.(이스브루 해갈하며,VQIMZP, quench, 시 104:11)רּו   

 ,(예아세푼 물러가서,VNIMZP, they gather thenselves toghterָאפּון (4
시 104:22).

 .(이르바준·눕고,,VQIMZP, lay them down, 시 104:22)צּון (5

.(아사프·모이다·물러가다)ַאף (6
7) 일곱째: פּוןָא(예아세푼·물러가서,VNIMZP, they gather thenselves toghter, 시 

(이르바준·눕고,,VQIMZP, lay them down, 시 104:22)צּון /(104:22

8) 여덟째: י(마아세하·주의 하신 일이, NMP.MYS, thy works, 시 104:24)
    (키느야네하·주의 부요가, NMS.MYS, thy riches, 시 104:24).

9) י(마아세하·주의 하신 일이, NMP.MYS, thy works, 시 104:24).

10) (키느야네하·주의 부요가, NMS.MYS, thy riches, 시 104:24).

(예할쿤·흐르게 하사,VQIMZP, which run, 시 104:10)כּון (11
12) 아홉째:רּון(예사베룬·바라니이다,VPIMZP, wait, 시 104:27).

.(예사베룬·바라니이다,VPIMZP, wait, 시 104:27)רּון (13



물의 시학 851

있는 은혜 예수뿐1)으로 열한 번째 리듬2)으로 나타낸

다. 하나님이 사람 목숨을 거두는 일을 성경은 하나님

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일로 한다. 울음을 운3)다 하였

다. 왔던 곳을 되돌아가는 이 열한 번째 리듬은 유독 3

회 똑 같은 어두와 어미로 동일하게 하며 하나님이 얼

굴을 숨기시면 사람이 죽고 보여주시면 생물이 산다.

이 열한 번째의 리듬은 사람의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

을 강조하는 열한 번째 리듬4)이다. 운다는 말을 성경

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으앙 하며 운 일을 이 보레

운5)일이라 한다. 이 때 하나님이 얼굴을 나타내시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흔적 곧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게 한 열 두 번째 리듬으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보고 이 보레6)하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 할

일은 노동이다. 이 노동을 한국인들의 말 속에 회자하

는 팔아7)로 한다. 가족을 위해 무엇을 팔아 사는 모습

)טּו (14 ·저희가 취하여, VQIMZP, they gather, 시 104:28).

.(예스뿐·저희가 만족하다가,VQIMZP, they filled, 시 104:28)עּון (1
2) 열 번째: טּון (이르거둔·저희가 취하여, VQIMZP, they gather, 시 104:28)

(예스뿐·저희가 만족하다가,VQIMZP, they filled, 시 104:28).

.(이그바운·저희가 죽어, VQIMZP, they die, 시 104:29)עּון (3

4) 번째: לּון(이바헤룬·저희가 떨고, VNIMZP, they are troubled, 
시 104:29)

.(이그바운·저희가 죽어, VQIMZP, they die, 시 104:29)עּון   
.(예수분·돌아가나이다,VQIMZP, return, 시 104:29)בּון   

.(이바레운·창조하사,VQIMZP, they are created, 시 104:30)אּון (5

6) 열두번째: אּו(이바레운·창조하사,VQIMZP, they are created, 시 104:30).

7) 기본형 ל(포알 · 노동) 본문 לֹו(레파올로 · 노동하며, P.NMS.MZS, 
unto his work, 시 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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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이하게 성경은 이 글자 형성을 입으로 한다.

죽어라고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일이 노동이다. 하나님

전하기의 노동 메시지는 모레라는 발음으로 지속된다.

오늘 내일이 아닌 모래까지 오래오래 도록 말씀전하기

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일이 바로 입으로

하는 노동이다. 하나님을 팔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

신 하나님, 아들을 팔아 사랑하는 백성을 사신 하나님

이 아들만 달랑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이 아니다. 목

적격 조사 레=1)를 어두에 붙여진 하나님을 믿는 자에
게 영생을 주시려 몸 희생을 본보기 오래 영원히 올

림2) 하신다. 나도 그러니 너도 그래라 하신다.

다윋 자손 예수3)의 계보 다윋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셨나이까?4)에서 다윋 우물은 아담 우물 ⇢ 노아 우물

⇢ 아브라함 우물 ⇢ 모세 우물 ⇢ 다윋 우물 ⇢ 예

수5) 우물 ⇢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이어진다.

1) ( ).

2) עֹו(올람· 영원히).

3) 마 1: 1.

4) ①(다윋의 시, 영장으로 아얠렛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
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시 22: 11) 

②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어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시 43: 2)

③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
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 하는 뜻이라(마 27: 46)

④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
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
는 뜻이라(막 15: 34)..

5)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요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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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수님의 우물5. 예수님의 우물

예수님의 우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

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

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1)의 생명수를 가진

우물이다.

4복음서2)는 예수 구주 · 그리스도를 말한다.

1) 4:14.

2) 1).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마태복음 1장). 
동방박사 방문과 바로를 피해 애급으로 도피(2장) 한 후 에덴 동편에서 예수
님과 요한의 이야기(3장)는 뚜렷한 구분을 가진다. 예수님은 시험(1~11절)
을 거친 후 갈릴리 1차 여행에서 치유(4장)를 하신다. 팔복 · 소금언약 · 살
인, 간음, 헛맹세 하지말라(5장) ⇢ 구제 · 재물 · 기도 · 금식 · 먼저 그의 나
라를 위해 · 백합화를 보라(6장) ⇢ 구하라 · 찾으라 · 두드리라 · 남을 비판
하지 말라 · 좁은 길로 · 좋은 나무와  · 아름다운 열매 · 행하라(7장) ⇢ 백
부장 · 시몬의 장모 ·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자 치유(8장) ⇢ 혈루병 · 소경 
· 벙어리 · 중풍병자 치유 · 추수 · 마태제자삼음 · 금식 · 새 포도주(9장) ⇢ 
12제자 파송 · 지팡이 · 파송 · 오순절 · 영접 · 자기 십자가 · 검 ·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시는 · 양 · 발(10장) ⇢ 두 사람 · 수고 했네 · 엘리야 · 고라
신아 · 소돔 · 어린이들(11장) ⇢ 안식일 · 진설병 · 이사야 · 귀신 · 가족 · 
요나(12장) ⇢ 그물 · 고향 · 겨자씨 · 누룩 · 씨 · 가라지 · 진주 · 보화(13
장) ⇢ 오병이어 · 요한의 죽음 · 바다 위로(14장) ⇢ 장로 · 가나안 여자 · 
음식 4000 칠병 이어(15장) ⇢ 표적을 좋아하는 · 신앙고백 · 자기 부인 · 
수난 1(16장) ⇢ 고기 · 변화산 · 간질병 치료 · 수난 2(17장) ⇢ 어린이 · 징
계 · 용서 · 77번 용서 · 99마리 양(18장) ⇢ 결혼한 · 부자청년 · 어린이들
(19장) ⇢ 주의 나라 · 소경 · 포도원 · 수난 3(20장) ⇢ 무화과 · 농부 · 두 
아들 · 예루살렘 입성(21장) ⇢ 칠 형제 · 두 계명 · 다윋의 주 · 혼인 잔치 
· 하나님의 것 · 세금(22장) ⇢ 7가지 화 · 아벨의 피 · 암닭(23장) ⇢ 재림징
조(24장) ⇢ 달란트 · 열 처녀 · 염소 · 재림의 때(25장) ⇢ 옥합 · 베드로가 
부인함 · 만찬 · 예수님 체포됨 · 유다배신(26장) ⇢ 십자가(27장) ⇢ 대지상
명령 · 부활(28장)

2). 마가복음: 예수님과 요한 · 제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 새벽 미
명에 예수께서 · 병자 치유(마태복음 1장) ⇢ 중풍 병자 · 다윋이 진설병을 
먹고 · 안식일에 예수께서 · 마태 · 바리세인의 금식 ·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에(2장) ⇢ 열 두 제사 · 예수님께서 바다로 · 귀신의 왕을 힘입어 · 영적 가
족(3장) ⇢ 등불 · 바다에서 주무시는 · 겨자 · 씨(4장) ⇢ 거라사 · 혈루증 
· 귀신들린 · 야이로 · 달리다굼(5장) ⇢ 오병이어 · 요한의 목 · 바다위로 걸
으신 · 고향 · 12제자 파송(6장) ⇢ 장로들 · 수로보니게 여자 · 에바다 ·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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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표적을 좋아하는 · 신앙고백 · 자기부인 · 수난 예고 1 · 소경 
· 4000명 먹이심(8장) ⇢ 연자멧돌 · 어린이를 좋아하는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 간질병 · 수난예고 2 · 엘리야(9장) ⇢ 부모를 
떠나 결혼한 · 부자청년 · 어린아이 · 소경거지 바디매오 ·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 수난 3(10장) ⇢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 예루살렘 입성 · 기도 · 권
세(11장) ⇢ 칠형제 ·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에 · 두 계명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 다윋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 · 연보궤 ·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 가
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12장) ⇢ 재림 · 깨어 ·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13장) ⇢ 옥합 · 베드로의 부인 · 만찬 · 체포 · 유월절(14장) ⇢ 십자가(15
장) ⇢ 부활 승천(16장)

3). 누가복음: 탄생예고 · 엘리사 · 마리아(누가복음 1장) ⇢ 목자 · 탄생 
· 12살 · 할례 · 유월절(2장) ⇢ 예수님과 요한 · 족보 · 손에 키를 들고 · 도
끼(3장) ⇢ 시험 · 갈릴리 1차 사역 · 병 치유 · 장모의 열병 · 엘리야 · 선지
자가 고향에서(4장) ⇢ 5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 · 문둥병, 
중풍 병자 · 마태 · 금식 · 새 포도주(5장) ⇢ 평지설교 · 12제자 ·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 좋은 나무 · 아름다운 열매(6장) ⇢ 백부장 ·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 · 나인성 · 옥합 향유(7장) ⇢ 바다에서 주무시고 · 씨 비유 
· 혈루증 · 거라사 귀신 · 야이로(8장) ⇢ 오병이어 · 신앙고백 · 자기십자가 
· 변화산 · 간질 병자 · 수난 예고 1, 2 · 열두 제자 파송(9장) ⇢ 칠십인의 
제자 · 선한 사마리아인 · 마리아 · 마르다 · 고라신아 · 소돔(10장) ⇢ 밤중
에 벗이 찾아와 · 구하라 · 찾으라 · 두드리라 · 6번 화 · 아벨의 피 · 등불을 
켜서 · 바알세블 · 요나의 표적(11장) ⇢ 까마귀 · 백합화 · 머리털까지도 · 
청지기 · 어리석은 부자 · 시대를 분별하라(12장) ⇢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 여우에게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 내어 · 겨자씨 한 알 · 슬피 울며 이
를 갊이(13장) ⇢ 혼인 · 잔치를 배설 · 제자도 ·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
일에도 · 밭을 사(14장) · 잃은 양 · 동전 비유 · 탕자비유(15장) ⇢ 한 부자
가 있어 · 나사로 · 청지기 · 셈하라(16장) ⇢ 10명의 문둥병자 · 연자 맷돌 
· 재림 ·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17장) ⇢ 불의의 재판 · 큰 부자 · 소경 · 아
이(18장) ⇢ 삭개오 ·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 그 종을 불러 열므나를 주며
(19장) ⇢ 칠 형제 · 농부에게 주고 타국에 · 다윋이 그리스도를 주라 · 예수
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 가이사에게 세
를 바치는 것이(20장) ⇢ 재림 · 대 환란 도래 ·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21
장) ⇢ 가롯유다 · 베드로의 부인 · 만찬 · 예수님의 체포 · 유월절(22장) ⇢ 
십자가 · 두 강도 · 아버지 손에 부탁(23장) ⇢ 엠마오 · 예수님의 부활 · 승
천(24장) 

4). 요한 복음
   요한과 예수님(1장) ⇢ 가나 혼인잔치(2장) ⇢ 예수님과 나사로(3장) 

⇢ 선한 사마리아 여인(4장) ⇢ 베데스다 연못 · 하나님과 동등 · 증거(5장) 
⇢ 오병이어(6장) ⇢ 초막절 · 생수의 강 · 할례 · 교육(7장) ⇢ 빛 · 진리 · 
간음한 여자 · 아브라함의 후손(8장) ⇢ 소경장(9장) ⇢ 양 · 선한목자 · 수
전절에 배척당하심(10장) ⇢ 나사로 · 예수님의 눈물 · 산헤드린 모의(11장) 
⇢ 밀알 · 향유 ·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12장) ⇢ 세족 · 베드로 부인 예고 
· 사랑(13장) ⇢ 예수님의 고별 설교(14장) ⇢ 포도나무 비유(15장) ⇢ 보혜
사 약속(16장) ⇢ 예수님의 중보기도(17장) ⇢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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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예수님: 그 사랑의 깊이제4절 예수님: 그 사랑의 깊이

1. 예수님 자리 연보1. 예수님 자리 연보

성경은 애초부터 수리, 숫자를 좋아한다. 성경은 처

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로 한다. 우리나라 번역에

서 성경 창세기 첫장의 한 날을 첫째날로 번역하였으

나 원문 하나=에하드=~ =~ 에하드이다. 이 에하드

는 예수 자리수이다. 여호와의 아드님 모두 이 하나 에

하드=~ =~ =1+8+4=13로 상징된다. 히브리어 숫자

값 13이다. 여호와=히브리 숫자 26= = 5 + 6 +

5 + 10=26이다. 26의 반 13이다. 성경은 신명기 6장 4

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

직 하나인 여호와시니”1)에서 여호와 = 5 + 6

+ 5 + 10=26의 의 반 아들 하나 수치 13 에하드를 큰

클다 달렛과 들으라 아의 아 아인으로 아드2) 증거3)이

다. 예수의 평생 사업은 사랑인데 이 히브리어 아하브=

사랑4)=13이다. 우리말 아파이다.

(18 ) ⇢ 십자가(19장) ⇢ 부활(20장)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회(21장)

1)  הה ┃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ע
┃에하드, 신 6: 4).

.(아드 · 증거)ד~ (하에두트 · 증거)ת (2

 :(하에두트 · 증거, 출 26: 34, 27: 21, 30: 6, 26, 36, 31: 7, 39ת (3
35, 40: 5; 레 24: 3; 민 7: 89.

 ,움마~나으마트 아하바 · 사랑아 어찌 그리 화창한지)ּוה ~ ַאה (4
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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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1+5+2+5=13=13이다. 미국 성조기는 별로

구조 셋으로 짜여 져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13숫자

이다. 예수의 족보는 족보 41회째1)자리이다. 바로 세

번째 13자리이다. 예수님 자리는 족보 14대 ∼ 다시 14

대 ∼ 다시 14대의 그리스도 자리 그리스도 14
마 1:172)

대 전 자리 13대이다.

[*신약기록의예수님족보(아브라함⇢다윋까지14대)

①믿음조상Αβραἁμ:  (아브라함, 창 17: 5; 출3: 6, 마 1: 2)

②아브라함아들, 웃음, 이삭 Ισαάκ: (이쯔하크, 창 17: 19, 마 1: 2)

③이삭아들, 발꿈치, 반석, 야곱 Ίακώβ:  (야코프, 창 25: 26; 마1: 2)

④야곱아들, 실존소망, 유다 Ίούδας:  (예후다, 창 29: 35 ; 마1: 2)
⑤유다아들, 떠오름, 베레스φάρες: (페레쯔, 창 38: 29; 마1: 3)
⑥르우벤아들, 뜰, 마당, 헤스론Έσρώμ: (헤쯔론, 창 46: 9; 마1: 3)

⑦헤스론아들, 높음, 람 Άράμ: (람, 대상2: 9; 마1: 4)

⑧람아들, 자원백성, 아미나답Άμινδἁβ:  (아미나답, 대상2:10, 마 1: 4)
⑨아미나다브아들, 배운, 나손 Ναασσών: 다. (나흐손, 민 1: 7; 마1: 4)

⑩나손아들, 옷입음, 살몬Σαλμών: (쌀몬, 룻 4: 20; 마1: 4)
⑪살몬아들, 기둥, 보아스Βόες: (보아즈, 룻 4: 21; 마1: 5)
⑫보아즈아들, 섬기는것, 오벳Ώβήδ:  (오베드, 룻 4: 17; 마1: 5)

⑬오베드아들, 다윋의아버지,이새 Ίεσσαί: (이솨이, 룻 4: 17, 마 1: 5)
⑭이새아들, 끓는가슴, 다스리다, 다윋Δαυίδ: (다비드, 룻 4: 20; 마1: 6

~ 아브라함에서다윋까지14대(마1: 2~1: 6)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에서 다시 14대로 한다.

1) .. ( · ..을 위하여, 창 1: 1~2: 3)는 41회의 반복리듬에서이다. 
예수님의 족보는 41회째(마 1: 16)이다.

2)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יוסף=יֹו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
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마 1:16).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
터 다윋까지 열 네 대요 다윋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
벨론으로  이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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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기록의예수님족보(솔로몬⇢여고냐까지14대)]

①다윋아들, 평화로운, 솔로몬Σολομώνα: (쉐로모, 삼하5: 14,마 1: 6)
② 솔로몬아들, 백성 넓힘, 르호보암 Ροβοάμ: (레하브암, 왕상 11: 23; 마
1: 7)

③르호보암아들아들, 실존을소망하는양육아비야 Αβίά: (아비 야,

삼상, 8: 2; 마1: 7)

④아비야아들아들, 치료, 아사Άσάω:  (아싸, 마 1: 8)
⑤아사아들, 판결자, 여호사밧Ίωσαψάτ:  (예호솨파트,삼하8: 16; 마1: 8)

⑥여호사밧아들, 여호와가높임, 요람Ίωράμ:  (예호람,왕하8: 16, 마1: 8)

⑦요람아들,   위엄, 웃시야Όζίαν:  (우지야, 대상6: 24, 마 1: 8)
⑧웃시아아들, 여호와는완전하심, 요담 Ίωαθάμ:  (요탐, 삿 9: 5, 마 1: 9)

⑨요담아들, 기업, 아하스Άχάζ881:  (아하즈,, 왕하15: 38, 마 1: 9)

⑩ 아하스아들, 여호와로 강해짐, 주의 강하심, 히스기야 Έζεκίαν: (히즈키

야, 왕하16: 20, 마 1: 9)

⑪히스기야아들, 망각, 므낫세Μανασσῆς: (메나쉐, 창 48: 1, 마 1: 10)
⑫므낫세아들, 확고한, 아몬Άμών: (아몬, 왕상22: 26, 대상4: 14,

마 1:10)

⑬아몬의아들, 여호와께서기초를두심, 요시아 Ίωςίας:  (요시야,
왕상13: 2, 마 1: 11)

⑭여호와께서세우심, 여고냐 Ίεχονίαν : (예콘야, 마1: 11)
~ 솔로몬에서여고냐까지(마1: 6~1: 11)

* 다시 세 번째 14대로 이어진다. 이 때 13대는 예수

님 자리이다.

[*신약기록의예수님족보(스알디엘⇢그리스도까지14대)]

①여고냐아들, 주께간구, 스알디엘Σαλαθιήλ:   (쉐알티엘, 대상 3:
17; 학1: 1; 마1: 12)

② 스알디엘아들, 혼합되어 황폐해짐, 스룹바벨 Ζοροβαβέλ: (제루바벨,

학 1: 1; 슥 4: 6; 마1: 12)

③스룹바벨아들, 영광스럽게양육함, 아비훗Άβιούδ10: ּו (아히후드,
대상8: 3, 마 1: 13)

④ 아비훗아들, 일어남의 하나님, 일어섬의 전능자, 엘리야김 Έλιακί            

μ: (엘야킴, 왕하18: 18, 마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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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엘리야김아들, 도움, 아소르Άζώρ: (아주르, 겔 11: 1, 마 1: 13)
⑥아소르아들, 의로움, 사독Σαδώκ: (짜도크, 삼하 8: 17; 대상 6: 8;

마1: 14)

⑦사독아들, 실존을소망하여일어섬, 아킴Άκίμ:  (요킴, 왕하 23:34;

렘 37: 1; 단1: 1; 대상4: 22; 예수아아들: 12: 10 · 사독아들, 마1: 14)

⑧아킴아들, 위엄전능자, 엘리옷Έλιούδ: ~ (엘리훗, 민23: 18;마1: 14)
⑨ 엘리훗아들, 하나님은 돕는 자, 엘르아살 Έλεάζαρ: (엘아자르,
출6: 23; 레위10: 6; 마1: 15)

⑩ 엘르아살아들, 선물, 맛단 Ματθάν: (마탄, 왕하 11: 18; 대하 23: 17;

마1: 15)

⑪ 맛단아들, 발꿈치, 야곱 Ίακώβ: (야아코브, 창 25: 26, 36; 대상 3: 24;
마1: 15)

⑫야곱아들, 더하고더하다, 요셉= = Ίωσήψφ: (야싸프, 창30: 24; 욥

42: 10; 마1: 16)

⑬요셉= = 아들, 여호와께서구원하심, 예수 Ίησῡς:  다. (예호슈아,
출17: 9; 출33: 11; 슥 3: 1; 마1: 16)

⑭그리스도 ! Χριστοῡ, 창 31: 13; 삼상 15: 1; 왕상 19: 16; 레 4: 3; 왕상 2:
10; 단 9: 25; 마1: 17)(마 : 12~1: 17)

~ 바벨론이거에서그리스도까지(제사장사독스알디알에서그리스도까지)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 족보는 신약 시대

까지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까지 42대가 된다. 예수님 자

리는 41대이다.

창세기 1장의 빛이 예수님임을 엘로힘 33번1)으로 한

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사신 33살의 증명 33회2)가 있

다.

1) 1:1~2:3.

2) 창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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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님의 나이 33세 · 엘로힘 33회째2. 예수님의 나이 33세 · 엘로힘 33회째

[* 창세기(1:1~2:3)에서의 엘로힘 33회)]

(1)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1)

(2) 하나님의 (엘로힘, 창 1: 2)

(3)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3)

(4) 하나님의 (엘로힘, 창 1: 4)

(5)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4)

(6)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5)

(7)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6)

(8)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7)

(9)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8)

(10)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9)

(11)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10)

(12) 하나님의 (엘로힘, 창 1: 10)

(13)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11)

(14) 하나님의 (엘로힘, 창 1: 12)

(15)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14)

(16)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16)

(17)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17)

(18) 하나님의 (엘로힘, 창 1: 18)

(19)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0)

(20)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0)

(21)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1)

(22) 하나님의 (엘로힘, 창 1: 21)

(23)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2)

(24)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4)

(25)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5)

(26) 하나님의 (엘로힘, 창 1: 25)

(27)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6)

(28)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7)

(29) 하나님의 (엘로힘, 창 1: 27)

(30)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8)

(31) 하나님이 (엘로힘, 창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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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나님의 (엘로힘, 창 1: 31)

(33) 하나님이 (엘로힘, 창 2: 2)

성경은 엘로힘을 33회로 한다. 성경은 예수님이 희생

됨 상징을 아가리1) 781회 · 아갈2) 9회 · 오겔3)42회 ·

오글라4) 19회 · 아킬라5) 1회 등 총 843회6)로 예수님

죽음을 입으로 너희가 먹을찌니라7)등 먹이시며8) · 저

희에게 먹이며9) 등 제물로 들여지는 문제를 언급한다.

예수님은 33세로 이 세상을 마감하시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은 성경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

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10)와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

리셨나이까11)와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

1) ָא( · 먹이) 창 3:11, 18, 22, 14:24, 27:10, 31:38, 40, 37:20, 
23, 40:19, 47:22; 출 10:5. 

 .단 3:8, 4: 30, 33, 6:24, 25, 7:5,  7:7, 19 (아칼 · 먹어버리다)ַאל (2

 (오켈 · 양식 · 식물 · 먹이)ל   
3) 창 14:11, 41:35, 36, 48, 42:7, 10,    43:2, 4, 20. 

 ,창 1:20, 30, 6:21, 9:3; 출 16:15; 레위, 11:39 (오클라 · 연료)ָאה (4
25:; 렘 12:9; 겔 15:4, 6, 21:32, 37, 23:37, 29:5, 34:5, 8, 10, 35:12, 
39:4. 

·(아킬라 · 식물 · 음식 · 고기, 왕상 19:8)יה (5

6) George V. Wigram,『구약 성구사전: The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 김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90~97.

7) 신 14: 20)·

.(하아카레탐 · 먹이시며, 시 80: 5)ם (8

(바야아키레후 · 먹이며, 시 81: 16).ㅁיה (9

10) 막 1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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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3.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나이까1)로 한다. 프레데릭2)은 ηλι ηλι λεμα σαβαχθ

ανι3)와 Ελωι ελω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4)와

=    엘리 엘리 라마 아즈브타니5) 제시

11) 27:46.

1)  ה י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י
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 22:1).

2) Frederick E. Greenspahn, An introduction to Aramaic(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tlanta, Georia, 2003), 8: Although the first three 
words in these passages are virtually identical, the difference in the 
last word of the quote demonstrates that the Gospels are reporting a 
Hebrew tradition, since there is no Hebrew word which might be 
represented by the Gospels of Matthew and Mark with the Psalm 
verse from which were taken:

    
    ηλι ηλ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Matthew 27:46)
    Ελωι ελω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Mark 15:34)
י     ה י (Psalm 22:1[2])י
     Although the first three words in these passages are virtually 

identicalm * the difference in the last word of the quote demonstrates 
that the Gospels are not reporting a Hebrew tradition, since there is 
no Hebrew word which might be represented by σαβαχθανι. Such a 
word does, however, exist in Aramaic where שבק means “abandon” 
just like the Hebrew עזב indeed, the ancient Aramic 
translation(translation) of Psalm 22 uses שבק to translate עזב in this 
passage. 

The striking similarity between the first three words in both Gospel

accounts and their Hebrew equivalent demonstrater how close Hebrew

and Aramic really are. Even the structure of the final verb is

essentially the same, once one accounts for their different roots( )

instead of( ); that is to say that in each text the verv's root

consonants are separated by the vowel a and followed by ta(the second

persondperson masculine suffix) and then ni(for the first person

singular direct object)

3) Matthew 27:46.

4) Mark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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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다. 아자브1) 예수님 십자가사건의 극형을 알린다.

ni 곧 오는 이 가는 이의 한국어와 같은 히브리어의 인

칭접미어 이2)는 예수의 구약적 예언과 신약의 그대

로 이루어 진 ‘이’ 예수지칭 ‘이’다.

Hλι ηλ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아즈브타니· 나의 하나님 나

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3)의 번역은 Θε

έ μου θεέ μου, ίνατί με έγκατέλιπές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

리셨나이까4)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다. 또 Ελωι ε

λω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5)를 번

역하면 Ο θεός μου ό θεός μου, είς τί έγκατέλιπές 

με(오 데오스 무 오 데오스 무, 에이스 티 에파텔리페

스 메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셨나이가6)이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

까7)이다. 구약에서 이미 다윋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 한 원어와 같다. 이로 하여

5)     Psalm 22:1[2].

)עז (1 ).

,(이)ּאי (2

3) 마 27:46.

4) 마 27:46.

5) 막 15:34,

6) 막 15:34.

י (7 ה י ., 시 22:1[2]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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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윋과 예수님의 긴밀성 예시는 다윋이 절대적인 은혜

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은혜를 받은 결정적인 의미전

달 다윋의 자손 예수1)를 나타낸다.

구약의 발음과 신약의 발음의 차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2) ·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3)와 Hλι ηλι λεμα σαβα

χθανι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4)와 헬라어 Θεέ μ

ου θεέ μου, ίνατί με έγκατέλιπες데 무 데 무 이나티 메 엘

카델리페스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

리셨나이까5) Ελωι ελω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셨나이까)6)의 발음 헬라어7)와 히브리어8)의 결정적 차

1) (다윋의 시, 영장으로 아얠렛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
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시 22: 1) 

  ②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어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시 43: 2)

  ③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 46)

  ④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
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막 15:33)이다. 

2)  ה י .י
3) 시 22:1.

4) 마 27:46.

5) 마 27:46.

6) 막 15:34.

7) Ο θεός μου ό θεός μου, είς τί έγκατέλιπές με(오 데오스 무 오 데오
스 무, 에이스 티 에파텔리페스 메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
를 버리셨나이가, 막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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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히브리어 아자브타니1)와 헬라어 사박다니2)에서 찾

아진다. 헬라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똑 같

이 등재되어 있다. 모두 버리셨나이까라는 과거형을 쓴

다. 즉 이미 버려졌다는 것이다. 히브리어는 버려졌다

는 의미와 배반 의미까지 덧붙여진다.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셨나이까이다. 이러한 인

성의 말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기 보다는

원망과 체념의 허탈감과 울음 섞인 인간육성이다.

우리말에 자빠졌다, 자빠트리니, 자빠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3)가 이에

해당한다. 아자브타니4)는 우리말 자빠지게 하여버

리셨다이다. 문법 내가 너를 버렸다, 배반했다5)이다.

기본형 아자브6)인데 다양한 변형에서도 여전히 변함

없는 뜻은 버려졌다 뜻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분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상

에 단 일7) 사랑희생이다.

8)  ה י )י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
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 22:1).

,(아자브타니 · 버리셨나이까, 시 22:1)י (1

2) σαβαχθανι(사박다니 · 버리셨나이까, 마 27:46).

י (3 ה י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י
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 22:1).

.(아자브타니)י (4

5) VQAMYS.CXS · 스트롱번호 완료형.

.(아~자브)ב (6

7) ①. 과거완료: 그쳤음(호 4:10), 그치지(룻 2:20), 끊이지(창 24:27), 끼
치는도다(시 49:10), 나오셨도다(렘 25:38) 남겨둔(삿 2:21), 남겼으며(창 
50:8), 떠나는 자는(렘 7:13), 떠나시고(대하 32:31), 떠나지(겔 20:8), 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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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 9:19), 떠났나이다(시 38:10), 모반하여(대하 24:25), 배반하였느니
라(대하 13:11), 배반하였아오니(스 9:10), 버려(대하 12:5), 버려두고(창 
39:13), 버렸으니(시 27:10), 버렸으므로(대하 12:5), 버렸음이라(대하 
21:10, 24:24), 버리고(출 2:20: 신 29:25; 삼상 12:10; 왕상 9:9; 왕상 
11:33, 19:10; 왕하 22:17; 대하 7:19, 22; 34:25삿 10:10, 13; 렘 1:16, 
5:7, 19, 16:11, 19:4, 22:9), 버리며(신 31:16, 17; 사 1:4; 렘 12:7), 버리
셨다(겔 8:12), 버려(렘 16:11), 벼려둔(겔 24:21), 버렸으나(사 54:7), 버리
니(대하 12:1오), 버리셨은즉(시 71:11), 버리시며(사 49:14),버리지(스 9:9; 
느 9:17, 19; 시 22:1, 119:87; 사 42:16), 버리지도(느 9:31), 버림이요(욥 
20:19), 버린(사 2:13), 버린고로(대하 24:20), 버린바(사 17:9), 떠나면(창 
24:22), 잊음으로(신 28:20), 떠나지(수 22:3), 마지(겔 23:8), 패하여(대하 
11:14), 폐하지(사 58:2), 사라졌음이니이다(시 40:12).

②. 부정법: 내어버리며(렘 14:5), 떠나며(룻 1:16), 떠나지(창 44:22), 떠
날(왕하 8:6), 떠남으로(렘 2:17), 떠났음이라(대하 28:6), 버려두지(출 
23:5), 버렸고(왕상 18:18), 버리고(수 24:16; 렘 9:13), 버림(렘 2:19).

③. 명령법: 남겨두라(렘 49:11), 떠나(렘 48:28), 버리고(잠 9:6l 렘 
61:9), 버리라(시 37:8).

④. 미완료~미래: 그치자(느 5:10), 놓고(수 8:17), 두었더라(출 9:21), 떠
나(창 2:24), 떠나(룻 2:11), 떠나겠고(렘 17:11), 떠나겠으며(렘 18:14), 떠
나가리니(렘 9:2), 떠나지(민 10:31; 왕상 8:57), 떠나지(시 27:9, 94:14; 잠 
3:3, 4:2), 떠나지 아니하며(왕하 2:2, 4, 6, 4:30), 도망하였음이라(왕하 
7:7), 버려두고(창 39:15, 39:18), 버려(삿 10:6), 버려두고(삼하 15:16), 버
려두라(레 19:10, 23:22), 버려두사(느 9:28)버려두어(욥 39:14), 버렸나이
다(삼상30:13), 버렸아오나(욘 2:8), 버렸음으로(삼하 5:21; 대상 14:12), 버
리고(창 39:12; 삿 2:12, 13; 삼상 8:8, 31:7; 왕상 12:8, 13, 19:20; 왕하 
17: 16, 21:22; 대상 10:7; 대하 10:8, 13; 대하 24:18; 사 58:7), 버리며(시 
89:30), 버리셨느니라(대하 24:20, 29:6), 버리시나이까(애 5:20); 버리시리
라(대하 15:2); 버리지(신 31:6; 수 1:3; 왕상 6:13; 대상 28:20; 느 10:39; 
욥 20:13; 시 16:10, 71:18, 119:8; 잠 27:10; 사 41:17), 저버리지(신 
14:27), 페한 자를(욥 6:14), 잊고(욥 9:27), 위임하고(창 39:6).

⑤. 능동 분사: 떠나(잠 2:13), 배반하는(단 11:30), 배반하는 자는(잠 
15:10), 버리며(잠 2:17; 사 65:11), 버리는 자는(잠 10:17, 28:13; 렘 
17:13), 버린(시 119:53; 슥 11:17), 버린 자는(잠 28:4), 버린 자도(사 
1:28), 자기를 배반하는(스 8:22).

⑥.수동분사: 내어버린(사 10:14; 사 10:14), 놓인 자(왕상 14:10), 놓은
자나(왕하 9:8), 놓인 자도(왕하 14:26; 왕사 14:26), 놓인 자를(왕상 
14:10), 무력함과(신 32:36), 버리우며(습 2:4), 버리운 자라(사 6424)버린
바 된(사 17:9), 버림을 당하리리(사 17:2), 버림을 당하여(렘 4:29), 버림을 
입어(사 54:6), 버림을 입으며(사 60:15)

⑦ 과거완료 니프알 과거완료: 버린바 되었느냐(느 13:11).
⑧ 프알 미래미완료: 떠나서(레 26:43), 버림을 당하겠느냐(욥 18:4), 버

리며(사 7:16).
⑨ 니프알 분사: 버림을 당하거나(시 17:25), 버림이 되어(사 27:10), 버

리지(사 62:12), 버린(겔 36:4).
⑩ 푸알(과거완료): 적막하여(사 32:14), 버린 것이 되지(렘 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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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4.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이

말을 나는 누구를 위하여의 위하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어법이다. 성경에서 언어 말미에 라메드1)를 어두

에 놓아 확인시킨다.

[* 창세기(1:1~2:3)에서의 .. (..라멧) 41회]

(1) ⇢빛을위하여 (라오르, 창 1: 5)

(2) ⇢어둠을위하여위하여 (벨라호세크,1:5)

(3) ⇢물을위하여 (라마임, 창 1:6)

(4) ⇢궁창을위하여 (라라키아, 창 1:7)

(5) ⇢궁창을위하여 (라라키아, 창 1:7)

(6) ⇢궁창을위하여 (라라키아, 창 1:8)

(7) ⇢뭍을위하여 (라야바솨, 창 1:10)

(8) ⇢그리고일어서기위하여 (울라미케베, 창 1:10)

(9) ⇢ 각기종류를위하여 (레미노, 창 1:11)

(10) ⇢ 각기종류를위하여, 하나님의나옴을위해  , 창 1:12)
(11) ⇢ 각기종류를위하여 (레미네후, 창 1:12)

(12)⇢나누기위하여 (레합브딜, 창 1:14)

(13) ⇢목표를위해  (레오토트, 창 1:14)
(14) ⇢모이기위하여 (울모아딤, 창 1:14)

(15) ⇢일자를위하여 (울레얌임, 창 1:14)

(16) ⇢광명을위하여 (레메오로트, 창 1:15)

(17) ⇢비취기위하여 (레하이르, 창 1:15)

(18) ⇢목표로하시기위하여 (레멤메쉘레트, 창 1:16)

(19) ⇢주관을목표로하시기위하여 (레멤메쉘레트, 창 1:16)

(20) ⇢비취게하시기위하여 (레하이르, 창 1:17)

(21) ⇢그리고주관하시려고 (벨레므쉘, 창 1:18)

(22) ⇢그리고나뉘게하시려고 (울레합브딜, 창 1:18)

(23) ⇢그종류를위하여 (레미네헴, 창 1:21)

(24) ⇢그종류를위하여 (레미네후, 창 1:21)

(25) ⇢말씀하시려고 (레오모르, 창 1:22)

1) .. ( , 창 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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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종류를위하여, 그녀의분깃을위하여 (레미나, 창 1:24)

(27) ⇢그종류를위하여, 그녀의분깃을위하여 (레미나, 창 1:24)

(28) ⇢그종류를위하여, 그녀의분깃을위하여 (레미나, 창 1:25)

(29) ⇢그종류를위하여, 그녀의분깃을위하여 (레미나, 창 1:25)

(30) ⇢하나님의분깃을위하여 (레미네후, 창 1:25)

(31) ⇢그들을위하여 (라헴, 창 1:28)

(32) ⇢너희들을위하여 (라켐, 창 1:29)

(33) ⇢너희들을위하여 (라켐, 창 1:29)

(34) ⇢식물을위하여, 먹이를위하여 (레아클라, 창 1:29)

(35) ⇢또모든 것을위하여 (울레칼, 창 1:30)

(36) ⇢또모든 것을위하여 (울레칼, 창 1:30)

(37) ⇢모든 것을위하여 (울레칼, 창 1:30)

(38) ⇢먹이를위하여 (레아클라, 창 1:30)

(39) ⇢그일을위하여 (멜라크토, 창 2: 2)

(40) ⇢하나님의일을위하여 (멜라크토, 창 2: 3)

(41) ⇢만듦의완성, 목표를행하기위하여 (라아솨오트, 창 2:3)

예수님의 족보 상징 자리 41회는 예수님의 뚜렷한

목적인 빛을 … 라멧 위하여1)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완

성을 위하여2) 언어로 끝을 맺는다. 이만하면 성경이

얼마만큼 예수를 들어내는 목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빛을 주기 위해

서다. 이 라메드3)는 총 41회4) 예수님 자리 족보이다.

이 41회 라메드5)는 14대와 14대 다음의 13대에서 예수

님의 계보 416)대째로 예수님 자리이다. 신구약이 이어

지는 지속되는 이 14의의 중요성은 정월 십사일은 여

)אֹו (1 · 빛을 위하여, 창 1: 5).

.(라아소트 · 완성을 위하여, 창 2: 3)ֹוׂשת (2

.(라메드)ל.. (3

4) 창 1: 1~2: 3.

.(라메드)ל.. (5

6) 마 1: 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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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의 유월절1)이며 완전수 7의 2배수인 14대와 14대

와 14대로서 두 번째의 크리스토스 자리이다. 알리는

바와 같이 예수스도 두 사람이고 크리스토스도 두 사

람 의미가 있다.

성경은 …위하여라는 41회로 예수님의 족보와 일치

시킨다. 그리고 이 ..위하여만으로도 부족하여 내가라는

의미를 지니는 알렙2)를 사용하되 증명이 더 부족 할

가봐 이를 보충하는 장치를 하였다.

다음은 알레프의 예이다.

[* 창세기(1:1~2:3)에서의 …(알레프..) 22회]

(1) ⇢창조하시니라 (바라, 창 1: 1)

(2) ⇢보시기에 (바이라창 1:4)

(3) ⇢칭하시고 (바이크라창 1:5)

(4) ⇢칭하시니라 (카라, 창 1:5)

(5) ⇢칭하시니라 (바이크라창 1:8)

(6) ⇢이라칭하시고 (바이크라창 1:8)

(7) ⇢라칭하시니라 (카라, 창 1:10)

(8) ⇢내라 (타드세아창 1:11)

(9) ⇢ 풀과 (데쉐아창: 1: 11)

(10) ⇢ 내니 (바토제아창 1:12)

(11) ⇢ 보시기에 (바야르아창 1:12)

(13) ⇢보시기에 (바야르아창 1:12)

(14) ⇢보시기에 (바야르아창 1:18)

(15) ⇢보시기에 (바이브라창 1:21)

(16) ⇢충만하라 (말레창 1:22)

(17) ⇢내라 (바토제아창 1:24)

1) 23: 5; 민 28: 16.

2) (알렙, 창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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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창조하시되 (바이브라창 1:27)

(19) ⇢창조하시되 (바라, 창 1: 27)

(20) ⇢창조하시고 (바라, 창 1: 27)

(21) ⇢충만하라 (말레창 1:28)

(22) ⇢보시니 (바야르아창 1:31

알레프
는 배우고 익히는 영어 A=a이다. 생물이 살아

있음을 현재진형 알레프= 알레프 현재 진행형 지금도 그

역사 하심의 하나님을 알린다.

성경은 장장마다 여호와 7000회=말씀의 잔1) 안에

70002)명이 있다. 여호와3) 총 7000회로 여호와가 6632

회4)와 야와 아도나이5) 회수 113회 총 6745회, 생명 있

게 하신 나 에흐예,6)와 여호와7) 약자 야8)와 합 총

7000회다.  여호와 야호! 산에 올라 메아리친다. 성경

은 7000번이나  여호와 예흐바 · 여호와이다.

1) ( · 치아),

2) Ibid.

3) 이협갑 편저,『기독교 조직 신학』(서울: 기독교문사, 1995), 78. 

4) George V. Wigram,『구약 성구 사전: The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 김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1854~1896.

 : Wilelm Rudolph, Hosea, Kommentar  zun Altenה + י (5
Testament(Gύtersloher: Verlargshaus Gerd Nohn, 1966), 54: 호세아는 
 (에흐예)를 사용하였다. 이 학설은, 김이곤, ”고난신학ה (여호와) 대신הה
맥락에서 본 여호와 신명 이해,“『구약 성경의 고난신학』,『한국신학논
집』 11(천안: 한국신학 연구소, 1989), 55~83 참조.  

.(에흐예 · 나는 생명이 있게 하는자)ה  (6

7) 김정철은『호세아서의 창조 신앙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 학위 논문(오산: 한신 대학교, 2003)에서 45회를 발표
하고 있고 출 3: 14(3회), 4: 12; 신 32: 39; 삼하 7: 14; 욥 6: 2; 사 3: 7; 
렘 11: 4, 24: 7, 30: 22, 32: 38; 겔 11: 20, 14: 11, 36: 28, 37: 23; 슥 
8: 8로 총 61회로 조사되었다.

.(여호와)י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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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예수님5. 청년 예수님

1). 청년 예수님에 대한 영화이야기1). 청년 예수님에 대한 영화이야기

영화제작자들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물 위

로 걸으시는 장면1)을 보낸다. 왕권 문제2)와 관련한 예

수님이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3)를 실행한 십자

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나사렛 예수

(1977)영화에서 보여준다. 사복음서 주제인 치유와 축

복과 가르침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체포사건까

지 가지만 예수님 얼굴은 평온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1988년 열린 시티 오브 엔젤스 영화는 거룩함을 좇

아서이다. 몬트리올 예수1978와 사도1977 모두 예수 사명

을 다룬다. 몬트리올 예수의 주인공 대니엘은 예수 역

을 담당하느라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십자가가 넘어져

서 실제 주인공이 죽는 일화를 남겼다. 사도영화는 구

원을 받은 자의 소명 이야기로 공동 목회자에게 과거

고백과 가난한이에게 먹을 것을 몰래 나누는 모습이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는 주제이건 소재이건 관계없이

오늘날도 계속된다. 이 열광의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서

1) 1: 1; 마 14: 25, 29; 막 6: 48, 49; 요 6: 19. 

2) 삼상 8: 10~19.

3) 마 6: 10; 눅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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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일이 영화 제작거리이기 때문

이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과학적으로 물은 생명

과 관련한 일차적인 연관성에서 찾아진다. 수정란 때

99% · 갖 태어났을 때 90% · 완전히 성장하면 70% ·

죽을 때는 물이 약 50%이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일과 에스겔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1)은 영원한 감동이다.

예수님의 매력은 지상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

고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 일을 하신데 있다. 네게 명하

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

켜 행하라2)가 이루어진 일이다. 청년 예수님은 십자가

에 달리시었다. 이때의 절규는 다윋이 여호와를 향하

여 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말과

같다. 어찌하여3)의 외침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

나이까의 예수님 사랑 실천 영화 쿼바디스에서 볼 수

있다. 노벨 문학 수상 작품 이 영화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화 한 영화이다. 쿼바디스는

1) 37: 3, 7.

2) 신 26: 16.

3)(다윋의 시, 영장으로 아얠렛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
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시 22: 1).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
님이시어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
여 슬프게 다니나이까(시 43: 2).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 46). 제 구시에 예수께
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막 1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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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00 달러의 제작비

가 투자와 성원아래 제작되었다. 예르지 카발레로비치

감독 출연 막달레나 미엘 카르즈 · 라팔 쿠박키 · 보구

슬라프 린다 · 안드레이 토멕키 · 미샬 바요르로 출연

작품으로 이루어진 영화이다. 비니키우스는 로마시대

소아시아현재 터키에서의 전쟁에서 승리 후 로마 장교 삼

촌 페트로니우스의 집에 도착한다. 그 곳에서 비니키우

스는 소국 공주 리기아에게 한 눈에 반해 삼촌에게 도

움을 청한다. 페트로니우스는 조카를 돕는다는 생각으

로 풀라우치우스의 집을 방문할 것을 제안한다. 비니키

우스와 리기아는 만나면서 막대기로 모래에 물고기를

그려 기독교인임을 알려준다. 며칠 뒤 리기아는 근위병

에 이끌려 황제의 궁에 오게 된다. 네로의 옛 첩이었던

악트가 황제가 여는 연회에 리기아를 단장시켜 내 보

냈다. 이때 술에 취한 비니키우스가 그녀에게 닥아오자

그녀의 믿음직한 노예 우르수스가 구해준다. 비니키우

스는 연회장에 남겨지고 이런 와중에 로마황제의 불

사건을 황제 네로는 크리스천인들에게 그 죄로 돌린다.

대대적인 크리스천 도살이 사건 현장에서 리기와와 비

니키우스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지만 결국 목숨은 구

해지면서 시칠리아로 떠난다. 베드로는 쿼바디스 도미

네를 외치며 로마로 순교의 발걸음을 옮긴다. 왕중왕

영화는 권력아래 억압당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예수



제7장 시냇물과 강과 우물과 샘의 회복성 873

님의 탄생과 생애 · 죽음을 다룬다.

영화 쿼바디스에서 리기아가 그려 보인 것은 물고기

다. 물고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물고기 두 마

리로 수 천 명4000~5000을 먹이고도 남은 사랑 나눔 실

천1)이다. 왜 세 마리나 또 다른 수의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 두 마리인가.

잌크튜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다. 물고기는 눈=영속자의 아들 여호수아의 의미와도

연관2)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ÏΧθΥΣ로 Ϊησού=예수=χρι

στού=크리스토= θεός=에오스=ϒυίός=위오스=Σ의 약

자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머

리글자가 된다. 인간 물고기를 낚는 청년 예수는 하나

님 사랑의 실천을 한 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

가에 달리셨다3). 벤허영화는 갈증을 심히 겪는 벤허에

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그가 물을 건넨다. 사마리아

여인4)에게도 예수님은 물과 말씀과 연결시킨다. 사막

을 통과할 때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었다.

1) 14: 19, 15: 36; 막 8: 6; 눅 9: 16, 24: 30; 요 6: 11. 

2) 대상 7: 27.

3) 막 15: 25, 27; 갈 2: 20; 요일 5: 6, 8. 

4) 요 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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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믿는 사람들의 징표2). 믿는 사람들의 징표

예수님은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나게1)하시었다. 샘

의 근원으로 인도2)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게3) 하신다. 이러한 일들의 사랑

의 실천4)은 영화장면들의 다반사이다.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성경 철학이다5).이 물고

기는 수로 왕 능 에서도!

성경은 중요한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눈과 물과 물

동이와 잔을 등장시킨다. 모세는 일곱 처녀들의 물동이

에 물을 길어주면서 십보라와 만난다. 야곱은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물 길으러 온 라헬을 만난다. 라헬은 암

양의미로 에브랏이 지닌 열매와 결실과 실과6)를 뜻한

다. 둘째 딸 라헬은 고대 상형문자와 관련된 라피스 라

줄리Lapis Lazuli 목걸이와 관련한 왕비7) 이미지다. 궁켈은

라헬과 베들레헴과의 연관성8)으로 라헬의 임신한 곳

1) 48: 21.

2) 사 49: 10.

3) 계 7: 16.

4) 손원영, Ibid.

5) 민대훈, Ibid.

6) 창 2: 14, 3: 2; 시 1: 3, 21: 10, 127: 3, 128: 3; 잠 18: 20, 사 11: 
1, 14: 29; 렘 51: 63; 호 10: 1.

7) Ada, Feyerick, Genesis: World of Myths and Patriarchs(New 
York: New York University, 1996), 200.

8) Herman Gunkel,  Water for a Thirsty Land: Israelite Literature 
and Religion, edited b K. C. Hanson,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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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랏1)과 관련하여 출산 의미를 지닌다 하였다.

유브라데 강2)은 과실과 열매의 개념인 이스라엘의

분깃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집안인 벧 엘이 베들레헴이

떡집으로 하늘로부터 온 떡집이어서 말씀과 관련된다.

입술의미이기도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

계는 입이며 그 입으로 말씀을 전한다. 물동이는 여성

이미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예수는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물 한 동이를 가지

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3) 하신다. 제

자 중 둘을 보낸 두 명의 의미까지 더하는 이 물동이

는 예수님의 잔으로까지 이어진다. 시내 산 언약 건은

언약을 주제로 시작으로 한4) 라헬 종족만이 참여했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출애굽 사건 직후

12족속으로 넓혀졌다.

물두멍 키요르5)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사

용되었다.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두멍의 물로

씻기를 지속하는 침례의 방법으로 죽기를 면6)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담는 물두멍 열을 만들어 좌

1) 35: 16.

2) 창 2: 14.

3) 막 14: 13; 눅 22: 7. 

4) R. Smend, 「Yahueh War and Tribal confederation」 Reflections 
upon Israel's Eariest History, tr. by M. G. Rogers(Nashiville: New 
York, 1970), 110~113.

5) (키요르 · 물두멍, a laver of λουτήρα, 출 30: 18).

6) 출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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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다섯과 우편에 다섯1)을 두었으며 물두멍을 회막

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았다2). 물두멍은

거룩한 의미와 긴밀3)하다.

이 물두멍에 물이 담기는 일은 바다와 땅의 관계이

다. 물이 담기는 일은 물그릇과 깊은 우물 속과 바다

속 더 나아가 심연의 물동이다

. 4)

바다 깊이에 먹을 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심

해의 물을 사서 먹는 해양 심층수 이것은 히브리 우주

관과 같다. 수직성 거대한 깊이에 하나님의 거대한 빛

이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물로 죄를 속량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영적 물을 마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일이다. 물동이에 담기는 일이다.

1) 4: 6.

2) 출 40: 30.

3) 출 40: 11.

4) 한국일보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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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이는 잔이다. 물을 먹는 잔에 물이 있다. 좋은 물1)

은 예수님 잔 안에 담기는 일이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펑펑 쏟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일이다. 이 사랑의 우

물 깊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먹이어 건져 올린다.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 만남에 우물이 등장한다. 예

수께서 곤하여 우물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

쯤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온다. 6시는

예수님 의미인 여섯째 날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

마리아2)는 야경과 파수 그리고 망대와 지키는 의미여

서 하늘바라기의 수직성이다. 그리고 눈과 관련된 일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와 예수님을 만난

다. 이 여인을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는 다섯 남편이 있

었다 하신다. 신학적 조명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

세~ 다윋 왕이다. 여인은 다섯 번이나 결혼하였다고 예

수님이 말씀하였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 이

1) dying well( 죽음); Christopher Paul, Vogt, Patience, 
Compassion, Hope and the Christian Art of Dying Well, Degree 
Date(Ann Arbor: U · M · I, 2002), 154~156.

2) (쉬무르 · 보초서다, 야경, 파수) · ר(솨마르 · 망대, 지키다, 야경, 
파수, 불침번: 왕상 13: 32, 16: 24, 28, 29, 32, 18: 2, 20: 1, 10, 17, 34, 
43, 21: 1, 18, 22: 10, 37, 38, 51; 왕하 1: 2, 3, 2: 25, 3: 1, 6, 5: 3, 6: 
19, 20, 24, 25, 7: 1, 18, 10: 1, 12, 17, 10: 35, 36, 13: 1, 6, 9, 13: 10, 
13, 14: 14, 16, 23, 15: 8, 13, 14, 17, 23, 25, 27, 17: 1, 5, 6, 24, 26, 
28, 29, 18: 9, 10, 34, 21: 13, 23: 13, 19; 대하 18: 2, 9, 22: 9, 25: 13, 
24, 28: 8, 9, 15; 스 4: 10, 17, 4: 2; 사 8: 4, 9: 9, 10: 9, 10, 11, 36: 
19; 렘 23: 13, 31: 5, 41: 5; 겔 16: 46, 51, 53, 55, 23: 4, 33; 호 7: 1, 
8: 5, 6, 10: 5, 7, 13: 16; 암 3: 9, 12, 4: 1, 6: 1, 8: 14; 옵 1: 19; 미 1: 
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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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 시간은

제 6시쯤1)이다. 이 역시 다섯 째2) 개념을 지낸 의미로

다섯의 의미인 구약시대를 거친 즉 구약 다음 신약의

여섯시의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은 6째 날의 주인공

이다. 야곱의 우물3) 곁 6시쯤 정오 때라 성경은 말하

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이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죽지 않는 물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 아드님의 일4)이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 자신이 생명수라 하시었다. 곧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도5) 생명수인 먹을 수 있는

물을 전하려 동네로 갔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은 소식

으로 바뀐다. 그녀는 하늘 위에 있는 물 즉 하늘의 우

물을 깃는 기쁨을 가지며 생명수를 얻는 기쁨의 여인

이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 해

가 가장 중앙에 있을 때이다.

다음은 이상 시인의 「운동」시이다.

1층우에있는2층우에있는3층우에있는옥상정원에올라서남쪽을바

라보아도아무것도없고북쪽을보아도아무것도없고해서옥상정원밑에

1) 4: 6.

2) 창 1: 23, 30: 17; 민 29: 26; 수 19: 24; 삿 19: 8; 삼하 3: 4; 대상 
2: 14, 3: 3, 8: 2, 12: 10, 24: 9, 24: 14, 25: 12, 22, 26: 3, 4, 27: 8; 계 
6: 9, 9: 1, 16: 10, 21: 20.

3) 요 4: 6.

4) 프락시스(praxis)의 다.제2의 스텝(the second step) 손원영,『기독교 
교육의 재 개념화』(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2), 247.

5) 요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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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3층밑에있는2층밑에있는1층을내려간즉동쪽에서솟아오른태양

이서쪽에떨어지고동쪽에서솟아올라하늘한복판에와있기때문에시계

를꺼내본즉서기는했으나시간은맞는것이지만시계는나보담은젊지않

으나하는것보담은나는시계보다늙지아니하였다고아무리해도믿어지

는것은필시그럴것임에틀림없는고로나는시계를내동댕이쳐버리고말

았다

~ 이상 「운동」

태양이 하늘 한 복판에 와 있을 때는 정오이다. 시적

화자는 솟아 오른 태양을 숨도 쉬지 않고 찾아낸다. 띄

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시는 3층까지 숨 가쁘게

올라간다. 마치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였음과 같은 긴

밀성이다.

다음은 태양이 하늘 중간에 있는 이상 시의 예이다.

동쪽에서솟아오른 태양이 서쪽에떨어지고

동쪽에서솟아올라 서쪽에떨어지고

동쪽에서솟아올라 서쪽에떨어지고

동쪽에서솟아올라 하늘한복판에있기때문에

고로나는 시계를내동댕이쳐버리고말았다

~ 이상의소설「날개」에서

이상의 시적화자 나는 숨가쁘게다. 1층우에있는2층우

에있는3층우에있는옥상정원에올라서 하늘 한복판에 있

는 해1)를 보는 하늘바라기의 문학을 탄생시킨다.

이상은 정오 때 하늘을 쳐다보며 좋아라하였다. 이

때는 정오 때이다. 우리말 ‘좋아라’는 히브리어에도

1) ,『이상 시 연구』(서울: 양문각, 1997),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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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라1)가 있다. 좋아라2) 오정 때는 하늘 해가 수

직으로 땅에 내려 올 12시이다.

이상 소설「날개」정오에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았

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

는 정오 때이다. 빛을 바라 하늘을 바라3)는 여인은 낮

열두 시 ‘좋아라’ 할 일이 생긴다. 노아는 하늘바라기로

하나님 눈 안에 노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는 은

혜 입어 12년 동안 좋아라 하며 배를 만들었다. 하나님

이 만들어 하늘에 다셨다4).

이들 모두 바라본 것은 빛이다. 이 바라보는 눈은

샘5)과 동일어이다. 복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말씀을

담은 눈은 그 말씀을 뱃속에 넣어 두었다가 입으로

전한다. 물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6) 사람의 마음을

전달한다. 구약과 신약의 그 물이 연계된다. 예수님이

6월 절을 두 번 지나고 하나님의 제자가 유월절 준비

를 어디서 할까요? 물었을 때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에게 물으라 하셨다. 물 한 동이는 최후 만찬 때

사용할 물 한 동이다. 예수님의 메시야 때 그 선포식7)

1) ( · 창, 창 6: 16).

.(조하르 · 오정, 아 1:7)ר (2

3) 이영지,다.순응리듬과 저항리듬,『시조 창작 리듬 론』, 275. 

4) 시 11: 7, 17: 15, 80: 3, 84: 11; 말 4: 2. 

.(아인 · 눈 · 샘)ן (5

6) Masaru Emoto, 151~152,.

7) 민대훈,다.유월절 식사와 최후의 만찬,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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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쓰일 물이다.

쓰일 물 한 동이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연결 고리이

다. 물 한 동이는 하나님의 피 흘림이 되는 회막과 단

사이에 놓이어 제단1)에서 정결하게 씻는데 사용2)되었

다. 예수님은 몸속에 있는 물 쏟으시고 죽으셔서3) 우

리 죄를 정결케 하시었다.

물 잔에 관한 일은 영원이 죽지 않을 물을 마시는

일이다. 물로 된 사람이 물의 일을 하는 때이다. 사람

이 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물로 구성되면서 이 물의 일

을 해야 한다. 말씀을 몸 밖으로 내 보내는 일이다. 물

을 쏟아버리는 일이다. 물 쏟으며 행복이 0.0001초 사

이가 되도록 물 잔의 물을 쏟는 일이다. 완전히 물과

피를 없앤 한계상황임에도 하나님이 극복4)하게 하신

초월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골 골짜

기의 죽은 마를 뼈들을 살리시었듯이 예수님은 돌아가

신지 3일 만에 부활하시5)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싹을 내는 일은 정말 옳다.6) 하

나님의 이 사랑 실천 현장은 알파와 오메가7)이다.

1) 30: 28.

2) 출 40: 30; 대하 4: 6. 

3) G Frazer J,다.The  On the of the orgin of death .FT 3(Londin 
1919), 45~47.

4) Heinrich Ott, 金光植역『神學解題』(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2003), 
239.

5) Mircea Eliade, Occultism Witchcraft, and Eultural 
fashions(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6), 32~36. 

.(오트 · 표징, 출 31: 17)אֹ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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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일6. 주일

    

1). 주의 날1). 주의 날

(1). 주일과 일요일

171)은 주님과 관련된 날이다. 승리의 수이다. 그러기

에 수치(latter value)로도 합 (헤 · 5) + (바 · 6) +

(헤 · 5) + (예 · 10)= 262)과 숫자(alphabet value)의

합 (헤 · 5) + (바 · 6) + (헤 · 5) + (예 · 10)=17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이며 부활 후 3일 만에

3번째로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었

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인 정월 십사일3)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즉 17일에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죽음과 지옥

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4)하시었다.

주일의 정체는 부활의 날5)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

구뇨?(τίς έστιν ό νωκών τόν κόσμόν εί μη ό πιστεύ

ων ότι Ίησύς έστιν ό ύίος τού θεού 요일 5: 5)에서

7) ( · 알파와 오메가): HAL: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Netherlands, E. J. Brill, 1990), 97.

1)엄원식, 구약 성경의 수비학에 대한 탐구, 49. 

2) Ibid.

3) 유월절 · 레위기 23: 5; 민 28: 16.

4) 골 2: 15.

5) 플 쥬이트, 옥한음 옮김『주일의 참뜻』(서울: 개혁주의 실행협회, 
199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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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라어 단어수가 17개이다. 저희가 어린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

로 저희도 이기실터이요1). 그리고 로마서 8: 35에는 인

간이 당면하는 17가지 시험이 있다.2)

유월절 정월 14일 후 3일째 부활하신 날이 되는 주

일은 주의 날3)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와서 찬양

하는 주의 날은 주의 만찬4)과 연관5)된다. 하나님의 백

성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날6)이다. 주님의 의로

운 해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7) 주일이다.

주후 4세기 기독교 용어가 시작된 이래8) 저스틴은

150년 황제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변증서 제 1권9)에서

기독교 예배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다. 기독교 신자의

예배를 소위 일요일이라 하였다. 이 명칭은 주일첫날이

라는 명칭을 억제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주일은 하나님

1) ούτοι μετά τού αρνίον πολεμσουσιν καί τό άρνιον νικήσει αύτύς ό
τι κυριοσ κυρίων έστίν και βασιλευς βασιλεων 17: 14.

2) Don Kistler, The Arithmetic of God, 서희웅 역(서울: 서왕문화사, 
1985), 103~6.

3)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
성을 들으니(계 1: 10).

4) LORD's Supper.

5) 장성영,『그리스도교 예배의 원리』(서울: 홍익제, 1995), 114.

6) 안식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행 20: 7.

7) 말 4: 2.

8) Rordorf, op. cit, 280ff. 빛 떠오르는 태양, 이른 아침 등의 상징적 표
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F. J. Dolger의 Sol Salutis, 1925.

9) Justin, 6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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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날이다. 평강과 평안의 길이 보장되

는 날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

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을 비

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1). 서로 만

나면서 편안하십니까? 혹은 안녕하십니까? 혹은 잘 지

나셨습니까? 아침 잡수셨습니까? 등의 식사문제를 이

야기한다. 미국인들은 만나면서 굿모닝, 굿 아프터 눈,

굿 이브닝 한다. 이러한 예들은 서로 상대방의 평안을

묻는 일이 되며 덕담이 된다. 이로 하여 말이 씨가 된

다. 평안은 잘 쉰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다. 평안 하뇨 하신 날

이다. 곧 솔로몬의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평화로움,

빚 진자2)의 날이다. 안전과 정다움과 평안3)의 삶은 하

나님이어야 안전하고 완성하고 평안하게 보상4)하게 하

신다.

하나님은 생명 즉 호흡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날마

다 찬송하게 하신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의

날들이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 있게 되는 날이다.

1) 1: 78.

2) 삼하 5: 14, 12: 24; 왕상 1: 30. 

3) (솰롬 · 평안, 창 15: 15; 사 9: 6. 

 .(솰람 · 평안, 출 22: 1; 수 10: 1; 욥 22: 21; 욘 2: 9)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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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강의 날과 빛의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세상은 그 믿는 백성

들에게 항상 빛의 날이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들

로 하여금 살아있을 동안의 생명을 향유하게 하신다.

생명을 누리는 빛의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는 지혜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충만

할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밤 의

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밤이 아닌 날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햇빛 비치는 날이다.

성경에는 밤과는 다른 단수 날1)이 있다. 성경은 단

수 복수 쌍수가 있는데 성경의 단수 날은 내가 마음대

로 할 수 없는 날이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2)

많은 날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날이다. 우리는 절대

절명의 순간 오라 발음하는데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

에서 빛을 바라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믿음이 충만

할 때에 내게 오는 그의 얼굴빛에 감사하며 즐거운 소

리를 내는 백성은 그렇지 하 암3)하여 빛이 난다. 하나

님이 내게 오샤4)의 말씀은 하나님이 달아 둔 하늘의

햇살이 따뜻이 비친다.

)יֹו (1 · 날).

.(오)ֹו (2

.(하암 · 백성, 시 89: 15)ם (3

.(내게바 · 남으로, 슥 14:4)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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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일

하나님께서 제8일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

의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신다. 할례의 언급이 성경에

있다. “할례 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1) 말 따라 오늘

날도 할례의 일은 행해진다. 이 8일은 부강하고 든든한

의미를 지닌다.

9 ⅹ 9+7=88

98 ⅹ 9+6=888

987 ⅹ 9+5=8888

9876 ⅹ 9+4=88888

98765 ⅹ 9+3=888888

987654 ⅹ 9+2=8888888

9876543 ⅹ 9+1=88888888

98765432 ⅹ 9+0=888888888

예수님의 재림의미인 이 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풍부가 있다. 현재와 미래가 있는 날2)이다.

심판의 날이기도 한 이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

리는 날이다.

1) 2: 21.

2) 눅 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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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천국소망학설

제1절 평화 샬롬제1절 평화 샬롬

천국이야기는 음식 먹는 이야기로 전해진다. 서로 둘

러앉아서 긴 숟가락을 가지고 마주앉은 사람의 입에

음식을 떠 넣어 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화목하면서도

먹기의 소기의 목정도 달성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서로 공존하는 평화1)의 공간이다.

천국은 예루살렘과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으로

속죄소와 관련된다. 신앙인 삶의 목적이 되는 곳2)이다.

12사도들이 천국 시민권3)을 얻는 곳이다. 구원을 얻

는4) 곳이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내 것과 네 것이

없이 서로 나누어 주는 천국이 있다. 따뜻한 말 한 마

디가 있는 천국은 사랑의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있다.

)לֹו (1 · 평화).

2) 알리스터 E. 맥그래스, 윤철호 · 김정형 옮김,『천국의 소망』(서울: 크
리스천헤럴드, 2005). 

3) 빌 3: 19~21

4) Andrew T. Licoln, Paradise Now and Nor yet: Studies in the Role 
of the Heavenly dimension in the Paul's thought with Special 
Reference to his Eschatolog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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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눈물의 진주로 얻어진 천국 1. 눈물의 진주로 얻어진 천국

문학작품『진주』가 있다. ‘진주’를 잃어버리는 일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환상 중에 에덴에서 사랑하는 이

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그리스도의 신부 진주가 있는

이야기이다. 이 때 등장하는 모세는 흠 없는 모습이다.

먼발치에서 도성을 바라며 느보산에 오른 모세이다.

천국은 12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푸른빛을 발하면서

믿음 상징의 벽옥모양으로 된 첫째 층이 처음 전개된

다. 둘째 소망을 상징하는 청옥 · 셋째 흠 없고 청아함

이 있다. 예수상징 선포와 기적을 상징하는 옥수 감람

석 · 넷째 표면이 짙은 녹색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취옥

· 다섯째 마노 · 여섯째 홍옥의 보석으로 꾸며 영적 의

미를 전개한다. 비록 도성에 들어가기 전 꿈에서 깨어

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지치고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중세 초기 14세기 말의 모습을 묵시록 융

단으로 전개되는 천상1)이다. 일곱 개의 성채와 요새로

에덴 낙원의 초원 묘사2)로 되어 있다.

1)  (로마제국의 첫째 황제 사를마뉴(742~814) 통치하의 기독
교 교회의 역사 기간. 성화 상 제작, 사를 마뉴의 궁정 예배, 교회 건축물 설
계의 모자이크와 벽화, 성경사본제작에 삽화삽입, 현존하는 계시록 사본들 
중 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사본들에서 천상의 도성이 톱
날모양의 높이 솟은 성벽, 수도원 승단의 예루살렘은 공동체의 신앙인 마음
의 재산(행 4: 32) 공유에 둔다. 이 속세 포기를 성경적 회복으로 보아 클루
니 수도회의 베르나르(1100~1150)가 예루살렘묘사(천상의 도성과 중세의 
영성시대).

2) 게라르데스카(1212~69): 지아코도 다 베로나의『천상의 예루살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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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낙원 복원의 꿈2. 지상낙원 복원의 꿈

『천로역정』1)은 성경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슬픔과

고통2)을 승화하게 하는 신약 성경의 영성3)을 표현한

다. 천국가기는 즐거움으로만 포장되지는 않는다. 천국

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하여 순교자가 된 이들이

많다. 순교4)가 부활의 관점으로 피력된다.

12세기 피터 롬바르드의『명제집』은 새롭게 살아남

을 나타낸다. 12세기『암갈색의 암소의 책』은 최후 심

판의 불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회복시킨다. 지상 낙원

소재의 밀턴의『실락원』,『복낙원』은 예수의 죽음이

회복된다. 학설: ①.엘리아데의 낙원 에덴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메소포타미아5)지역에 흐르는 강,

디크리스 강과 기손 강은 바다 속에 잠겨 버린 전설의

섬 아틀란티스와 같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1260), 코게샬의 랄프기록으로 추정되는『에셋스의 트루킬이 본 
환상』(1206),『기사 톤델의환상』은 아일랜드 한기사의 영혼이 천사의 안
내로 지옥을 지나 낙원에 이르는 여정.

1)『천로역정』(1678~1684).

2) 존 번연(1626~88). Batson, E. Beatrice, John Bunyan, Allegory 
and Imagination, London(Croom Helm, 1984).

3) Paula R. Backschider, A Study of the Prose Works of Bunyan, 
Swit(영국의 풍자작가), and Defoe(영국 로빈슨 크로스의 저자)(Newyork: 
Zone Books), 239~97. 

4) Caroline Walker. Bynum, Personal Survival and Resurrection of 
the Body: A Scholastic Discussion in its Medieval and Modern 
contexts: In Fragmentation and Redemtion: Essays on Gender and the 
Himan Body in Medieual Religion(New York: Zone Books, 1991), 
239~97.

5) 현재 이라크 · 알렉산더가 죽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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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강이 나일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가리킨다 하였다.

기독교 교부들과 후대의 고전적인 작가들 중 에덴이

몽골이나 인도, 에티오피아 위치, 에덴이 페르시아 만

에 위치, 80년 이후 고대 수메르지역이라는 점에서 페

르시아 만 상단으로부터 약 200km 북쪽지역 ②. 우리스

자린스의 성경시대 이후 페르시아만의 수면이 바다 속

에 잠겼다. 비손 강을 외디리니아 및 와디는 강물이 전

혀 흐리지 않는 마른 강 바닥으로 오늘날 사우디 바틴,

성경 기흔 강을 이란의 땅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페르시아 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가푼 강과

같다. ③. 고대 페르시아어 파리데이paradeida에서 온 낙원

이름은 수풀로 둘러싸인 동산 혹은 왕의 뜰이다. 창세

기 2장에 여러 번 사용한 에덴을 평탄한 뜻을 가진 수

메르어 에디누edinu에서 파생하였다. 헬라어 번역70인 역

에서 동산은 히브리어로 낙원이다. 에덴은 즐거움과 환

희의 곳, ④. 호세아는 천국 묘사 포도나무 무화과 들짐

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1) 사는 곳, ⑤. 요엘은 이스라

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소2) 포도주와 젖이 성전

에 흘러나오는 샘으로 이스라엘의 미래3) 평화와 풍요

의 장소4)라 했다.

1) 2: 18.

2) 욜 3: 18.

3) 미 4: 4.

4) 2세기의 외경『바울의 묵시록』은 각기 다른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또 은보다 일곱 배나 더 밝은 열매와 포도나무는 수 만개의 가지가 뻗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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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 정의1). 사랑 정의

(1). 다윋 이름과 같은 사랑의 의미

솔로몬이 아가서를 지었다. 아가라는 의미는 글자그

대로 아가이다. 철없는 아가이다. 아이러니하게 아가라

는 사전적 의미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솔

로몬이 지었다는 아가서가 왜 다윋과 관련될까! 우리말

에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말이 있다. 당신이 나를 왜

도대체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안타까움의 시선은 다윋

과 관련되고 이 사랑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경에 ‘도대체’라는 유사 발음이 다윋과 관련된다.

① 네 사랑=도데하= = =아 1: 2
② 네 사랑은=도데하= = =아 4: 10
③나의사랑하는자는=도디= =  =아 1: 13, 14, 2: 3, 8, 16

④ 나의 사랑하는 자가=도디= =  =아 4: 16, 5: 4

⑤ 나의 사랑하는 자야=도디= =  =아 1: 16, 2: 9, 10, 17

⑥ 나의 사랑하는 자요=도디= =  =아 5: 17

⑦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도딤= =  =아 5: 1
⑧ 나의 사랑하는 자의=도디=  =  =아 5: 2)

⑨ 나의 사랑하는 자야=도디=  =  =아 8: 14)

⑩ 나의 사랑하는 자를, 합환체=도디=  =  =아 5: 8, 7: 13

⑪ 나의 사랑하는 자는=베도디=  =  =아 6: 3
⑫ 나의 사랑하는 자야=도디=  =  =아 7: 11, 8: 14

⑬ 너의 사랑하는 자가=도데헤= = =아 5: 9, 9, 6: 1

⑭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미도드= = =아 5: 9, 9

⑮ 그 사랑하는 자를= 도다아= =  =아 8: 5

포도송이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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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명은 히브리

어 ‘물’ ‘마 임’의 ‘마’를 철자의 맨 첫 자로 놓아 그로부

터 온 물1)이라 했다.

사랑스럽구나=마함딤= = =아 5: 16

히브리어의 많은 글자어휘들이 이 물을 처음 접두어

로 사용하는데 특히 사랑스럽구나2) 어휘에서는 물 언

어가 3회나 반복된다.

(3). 사랑의 목적

사람은 사랑을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사랑은 성경언

어에서 가슴과 가슴끼리 마주하는 상형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레도디= =  
- 아 6: 3, 아 7: 10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레도디= =  
- 아 5: 5, 6, 7: 9, 13

서로 마주해 사랑이 돋아난 ‘돋이’다. 네 돋이!3) 오!4)

돋아난 젖꼭지 두 개의 가슴이 마주 돋아5)난다.

1) ( · 물).

.(마함딤 · 사랑스럽구나, 아 5: 16)י (2

.(레도디)דֹוי (3

.(오)ֹו (4

5) דֹו(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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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슴 안에서 숨 쉬어야 진정한 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무게는 ‘아프다’1)이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가슴 안에서 숨 쉼

이다. 사랑하지 않음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 쉐아

파2)이다. 아파3)가 사랑이다. 아파 앞에 쉐4)는 사랑을

분쇄해버린 사랑하는 사람 찾지 못한다. 사랑은 머리와

눈 안에, 하나님이 들어 내 사랑아5) 하며 머리와 눈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6)

전부의 사랑주리라 ~   에덴 에트~도다이 라크7)

전체를 바쳐 아홉을 얻는 사랑은 십일조 의미이다. 사랑

은 아파8)하는 일이다. 아파9) 엎드리어 엎어지는 일이다.

1) 사랑이 ַא(아하바아, 아 2: 4, 3: 10)
사랑은 הַא(아하바아, 아 8: 6) 
사랑하므로 הַא(아하바아, 아 2: 5)
내 사랑아 הַא(아하바아, 아 7: 6)
내 사랑하는 자가 הַא(하아아하바아, 아 2: 7)
사랑은 הַא(하아아하바아, 아 8: 7) 
내 사랑이 הַא(하아하바아, 아 2: 7)

(쉐아아하바아, 아 1: 7)ָאה (쉐아아하바아): 사랑하는 자야ָאה (2
사랑하는 자를 הָא(쉐아아하바아, 아 3: 1, 2, 3, 4).

,ָאה (3

4) (쉐).

5) 내 사랑아 י(라야티, 아 1: 9, 15, 2: 2, 13)
내 사랑 י(라야아티, 아 4: 1)
내 사랑아 י(라야아티, 아 6: 4)
나의 사랑 י(라야티, 아 4: 7, 5: 2)

6)사랑하는 자야 הָא(쉐아아하바아 · 사랑하는 자야, 아 1: 7) 
사랑하는 자를 הָא(쉐아아하바아 · 사랑하는 자를, 아 3: 1, 2, 3, 4)
내 사랑아י(라야티 · 내 사랑아,, 아 1: 9, 15, 2: 2, 13) 
내 사랑 י(라야아티 · 내 사랑, 아 4: 1) 
내 사랑아 י(레아티 · 내 사랑아, 아 6: 4) 
나의 사랑 י(라야티 · 나의 사랑, 아 4: 7, 5: 2) 

7)  י ת~ .(에텐 에트~도다이 라크, 아 7: 13)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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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랑2). 사랑

(1). 사랑은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는 마음이 아픈 관계이다. 아

파1) 마음이 녹아버릴 것 같은 아픈 사이는 모든 허물

을 가리우2)는 마음이 있다. 꽃으로 말하면 이 사랑3)은

백합화이다. 네 사랑이 돋아4) 향기가 향 품보다 승하

다. 아픈 사랑이 돋아5) 질투 강하다.6) 사랑은 마음이

극도로 아파오는 사랑7)이다. 아카페8)이다. 율법의 완

성이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우상을 섬김에

극도로 질투하는 사랑이다. 이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단 아카페 사랑9)이다. 아 아카페 사랑10) 오래 아카페

사랑11)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12)이다.

8) ’ ַא( · 그 사랑이, 아 2: 4, 3: 10) · הַא(아하바아 · 사랑은, 
아 8: 6) · הַא(아하바아 · 사랑함으로, 아 2: 5).

9) ַאפ(아프 · 참음, 창 19: 1) · םַא(아파임 · 엎드리어, δροω, 창 19: 1).

1) 사랑은 הַא(아하바아 · 사랑은, 잠 10: 12; 아 2:5).

2) 잠 10: 12.

.(라야티 · 사랑은, 아 2: 2)י (3

4) י(도다이 · 네 사랑은, 아 4: 10).

.(아하바아 · 사랑은, 아 2:5, 8: 6)ַאה (5

6) 아 8: 6.

. (하 아하바아 · 사랑은, 아 8: 7)ַאה (7

8) ή άγάπη(헤 아가페, 롬 13: 10).

9) ή δέ άγάπη(헤 데 아가페, 고전 8: 1).

10) Ή άγάπη(헤 아가페, 고전 13: 4).

11) ή άγάπη(헤 아가페, 고전 13: 4).

12) ή άγάπη(헤 아가페, 고전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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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랑이

이 역설성의 온전한 아카페 사랑1)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카페 사랑2)이다. 사랑하는 자들

아 우리가 사랑하자3)며 아파케 사랑4)은 아카페 멘5)을

화목제로 한다. 사랑은 오래6)도록 이 지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동인이다. 네 사랑이 돋아7) 포도주보다 나

으며 네 사랑이 돋아8) 나를 따라가게 하기에 즐겁고

기쁘다. 이 사랑이 아파9) 짙어지면 온통 사랑으로 장

식하는 삶이다. 네 사랑이 돋아10) 사랑아가펜11)이 되며

목숨을 버리도록 나를 사랑12)하신 사랑 13)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14)로 제일의 사랑 아가

페15)다. 아가펜16)은전적인사랑17)넘쳐우리를대신하여

죽은 아카페18)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19)이다.

1) Ή άγάπη( 아가페, 고전 13: 8).

2) ὅτι άγάπη(오티 아가페, 벧전 4: 8).

3) Άγαπητοι,άγαπωμεν(아가페토이, 아가푸멘, 요일 4: 7 4: 8).

4) ή άγάπη(헤 아가페, 요일 4: 7).

5) ή άγαπήκαμεν(헤 아가페카멘, 요일 4: 10).

6) (오헤브 · 사랑, 잠 17: 17).

7) י(도데하 · 네 사랑, 아 1: 2).

8) י(도데하 · 네 사랑, 아 1: 4).

.(아하바아 · 사랑, 아 3: 10)ַאה (9

10) י(도데하 · 네 사랑, 아 4: 10).

11) άγάπην(아가펜, 요 15: 13).

12) ήγάπησας(헤가페사스, 요 17: 26).

13) ή άγάπη(헤 아가페, 요 17: 26).

14) ή άγάπη(헤 아가페, 롬 5: 5).

15) άγάπην(아가펜, 고전 13: 1, 2, 3).

16) ή άγάπη(아가펜,  고전 16: 24).

17) τήν άγάπην(텐 아가펜, 고후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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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을

이 사랑1)은 말씀을 온전히 지킨 예수님 사랑2)으로

남을 도우는 아카페 사랑3)이다. 하나님과의 아카페 사

랑4)이다. 서로 사랑하여 아카페 멘5)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이 아카페6) 사랑은 우리 안

에 두려움이 없는 사랑7)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

을 아프8)도록 받아서이다. 우리를 향해 아프도록 사

랑9)해주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은 데서이다. 이 사

랑10)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한다. 밤새도록 사랑을 센11)

자는 사랑12)의 사람으로 변하여 그 사랑13)을 세며 살아

간다. 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

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에 오 아파 아파 아파아 옴싹할 수 없이 아프다며 나

날14)로 산다.

18) ή γάρ άγάπη( 가르 아가펜, 고후 5: 14).

19) άγάπη(아가페, 엡 6: 23) .

1) τῄ άγάπη(테 아가페, 살전 3: 12).

2) ή άγάπη(헤 아가페, 요일 2: 5).

3) ή άγάπη(아가페, 요일 2: 15).

4) άγάπη(아가페, 요일 4: 8).

5) άγάπώμενη(아가푸멘, 요일 4: 12).

6) άγάπη(아가페, 요일, 4: 12).

7) άγάπη(아가페, 요일, 4: 18).

8) הּו(아후바아 · 사랑, 신 21: 15).

.(하아후바아 · 그 사랑, 신 21: 16)הּוה (9

.(예디드 · 사랑, 신 33: 12)יד (10

.(헨 · 사랑, 느 13: 26)ן (11

.(헨 · 사랑, 시 109: 5)ן (12

.(헨 · 사랑, 잠 5: 19)ן (13

י (14 ב ּוי יה יה (아니 오바이 오하바이 에에하브 움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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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백을 성경은 아파1)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

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다는

뜻이다. 발음은 아파 오 아파 아파2)라 한다. 한국어와

히브리어 일치는 한국인이 복을 받는 이유가 된다. 예

아파요3)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한다. 오히려 저를

향해 아파4)라 하시는 이 사랑으로 아파요5) 한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며 아 갚은6) 삶을 사는

일은 사랑을 갚는7) 일이다. 사랑 아가펜8)이 되는 일이

다. 대대로 이어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갚았던9) 아가

펜10)이 되었던 일은 사랑 아가펜11)이 갚은12)일이다. 서

로 아가 품13)이 된 일이다. 이처럼 주 예수 안에서 서

로 사랑아가펜14)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아가펫션15)을

몸에 두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아가펜16)이 된다.

임메자운니, 잠 8: 17).

1) (에에하브 · 사랑).

ב (2 יה .(오바이 오하바이 에에하브, 잠 8: 17)יה

.(예아하아브 · 사랑, 잠 16: 13)ב (3

.(아하바아 · 사랑, 잠 17: 9)ַאה  (4

.(감 ~ 아하바아 · 사랑, 잠 9: 1)ם ~ ַאה (5

6) άγάπών(아가푼, 요 14: 21).

7)  άγάπών(아가푼, 요 14: 21).

8) άγαπην(아가펜, 롬 5: 8).

9) άγάπητοί(아가페토이, 롬 11: 28).

10) άγάπην(아가펜, 고전 14: 1).

11) άγάπην(아가펜, 고후 2: 8).

12) άγάπών(아가푼, 고후 12: 15).

13) άγάπμαί(아가푸마이, 고후 12: 15).

14)  άγάπην(아가펜, 엡 1: 15).

15) άγάπησεν(아가페센, 엡 2: 4의 그 큰 사랑 άγάπην( 2: 4).

16) άγάπην(아가펜, 엡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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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랑으로

우리 사랑아가패1)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산다.

사람의 생애는 받은 사랑을 갚는 존재가 사람이란

존재이다. 사람이란 바로 사랑을 들고 사는 존재이고

그 사랑을 받은 분에게 가능한 한 돌려주어야 하는 소

명의 사람이다.

사랑2)모임의 사랑아가펜3)들은 한 마음으로 늘 예수

님의 사랑4)을 듣는다. 성령 안에서의 사랑5)을 듣는 일

은 사랑에 사랑6)을 더하는 일이다. 사랑의 온전한 띠

로 매고 예수님 사랑7)을 받는 사랑8)은 우리가 하나님

으로부터 사랑9)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

리가 사랑10)을 갚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11)

하시는 사랑을12)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사랑13)안에 거

하는 일이다. 사랑14)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한 사랑

을 주시려 배아프셨다.15) 사랑하여 아프다했16)다.

1) άγαπητα( , 엡 5: 1).

2) άγαπητός(아가페토스, 엡 6: 21).

3) άγάπην(아가펜, 빌 2: 2).

4) άγάπην(아가펜, 골 1: 4).

5) άγάπην(아가펜, 골 1: 8).

6) άγάπην(아가펜, 골 3: 14).

7) άγαπητός(아가페토스, 골 4: 7).

8) άγάπην(아가펜, 벧후 1: 7).

9) άγάπην(아가펜, 요일 3: 1).

10) άγάπην(아가펜, 요일 3: 16).

11) εΧει(엑세이, 요일 4: 16).

12) άγάπην(아가펜, 요일 4: 16) .

13) άγάπη(아가페, 요일 4: 16).

14) άγάπη(아가페, 요일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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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랑함으로

이 사랑1)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랑2)사람

만으로 사랑3)의 종노릇 하며 사랑4)을 나누는 일이다.

믿는 사람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서로 사랑이 돋

았5)다. 서로 사랑 봐6)하며 형제 사랑의 아가페 멘7)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 결과는 사망에서 옮

겨지는 일이다.

사랑이 가득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

어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후19장 부활20장하시어 “네가 나

를 사랑하느냐21장를 3회나 반복하시었다. 하나님은 하

나님의 백성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짐하신다.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마음 아픈 상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하여8)

애급에서 출애굽 시키시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항상 지키는 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하나

님 여호와를 사랑하여9) 사는 일이다.

15) ַא( · 사랑, 렘 31: 3).

16) י(아하브티헤, 렘 31: 3).

1) άγάπη(아가페, 고전 16: 14).

2) άγάπη(아가페, 갈 5: 6).

3) δια τής άγάπης(디아 테스 아가페스, 갈 5: 13).

4) έπί τῄ άγάπη(에피 데 아가페, 몬 1: 7).

.(도딤 · 사랑, 잠 7: 18)ים (5

.(바아하빔 · 사랑, 잠 7: 18)ים (6

7) ὅτι άγα πώωμεν(오티 아가푸멘, 요일 3: 14).

.(바아오하베투 · 사랑하여, 호 11: 1)תּו (8

9) ָא(베아하베타 · 사랑, 신 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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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는 달리 사람의 사랑표현은 야곱의

딸 디나이야기를 할 수 있다. 디나를 사랑하여1)라는

말과 또 야곱이 요셉= = 요셉을 사랑하여2)와 요

나단이 다윋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3)로도 쓰이어

졌다. 이 때 디나에게와 요나단에게는 베 아파라는 발

음이고 야곱이 요셉= = 요셉을 사랑하는 일은 아

파로 발음된다. 그만큼 물리적인 아픔과 야곱이 요셉=

= 요셉을 사랑한 마음의 아픔차이이다. 우리의

사랑4)도 일상의 이러한 사랑의 차이를 가진다.

다음은 요한의 사랑장이다.

* 사랑장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사랑을 전제로 예수님과 요한1장 · 가나안 혼인 잔

치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 다시 거듭나는 의미
2장
와 예수님과 나

사로 두 사람의 의미를 거듭나는 문제
3장
로 한다. 사마리아 여인의

물을 통한 거듭남의 문제
4장
를 베데스다 연못

5장
의 물로 한다. 오병

이어
6장
와 초막절이 뜻하는 생명과 할례와 교육을 통하여

7장
빚진

자의 후손
8장
은 소경이 눈을 뜨게

9장
해야 하는 임무로 선한목자

10장

를 든다.

나사로의 눈물
11장
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12장
하여 세족식

13장

을 행하심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어 씻어진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
14장
로 헤어짐 기간이 있을지라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15장
한다 하시면서 보혜사 약속

16장
, 중보기도

17장
를 하시는 따

뜻한 사랑 실천 후 기드론 골짜기에서 빌라도의 분명하지 않는 행

1) ( · 사랑하여, 창 34: 3),

.(아하브 · 사랑하여, 창 37: 3)ָאב (2

.(베아하바아토 · 사랑하여, 삼상 18: 3)ַאת (3

4) φιλαδελφίπια(필라델피아, 롬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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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속에서 체포
18장
되신다.

십자가 후
19장
부활

20장
하시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를 3회나

반복하시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짐

하신다.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마음이 아픈

상태를 말한다.

사랑 어원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1)에서이다. 하나

님은 사래2)를 ‘살아=사라’ 현재형으로 한다. 여호와는

숨 쉬게 하여3) 하나님 축복과 은총4)으로 사랑을 나누

며 살게 하셨다.

1) ( , 창 17:15).

.(사래, 창 17:15)י (2

.(하야)ה (3

4) 일곱 교회와 축복(요한 계시록 1장) ⇢일곱 교회인 에
베소(에베소 행, 18: 19, 21, 24, 19: 1, 17, 26, 28, 34, 35, 20: 16, 17, 
21: 29; 고전 16: 8; 엡 1: 1; 딤전 1: 3;딤후 1: 18; 4: 12; 계 1: 11, 2: 1) 
· 서머나(계 1: 11, 2: 8) · 버가모(계 1: 11, 2: 12) · 두아디라(행 16: 14; 
계 1: 11, 2: 18, 24) · 사데(계 1: 11) · 빌라델비아(계 1: 11, 3: 7) · 라오
디게아(골 2: 1, 4: 13, 15, 16; 계 1: 11, 3: 14) ⇢ 보좌에 계신 하나님(4
장) ⇢ 인봉한 책과 어린양(5장) ⇢ 여섯인 재앙(6장) ⇢ 인 맞은 144,000(7
장) ⇢ 나팔재앙(1~4째, 8장) ⇢ 나팔 재앙(5~6째, 9장) ⇢ 작은 책(10장) 
⇢ 순교한 두 증인(11장) ⇢ 여자와 용의 환상(12장) ⇢ 666과 두 짐승의 환
상(13장) ⇢ 144,000의 성도와 마지막 추수(14장) ⇢ 대접재앙 준비(15장) 
⇢ 일곱 대접재앙(16장) ⇢ 음녀들의 처소(17장) ⇢ 큰 바빌로니아의 멸망
(18장) ⇢ 혼인 잔치와 재림(19장) ⇢ 천년 왕국(20장) ⇢ 새 하늘과 새 땅
(21장) ⇢ 천국 생활(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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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루살렘

예루살렘1)은 로마 황제가 통곡의 벽만 남기고 전부

파괴2) 된 후 천상의 예루살렘3)이 된다. 성전 정육면

체4) 문은 12 지파의 회복5) 상징이다. 12지파6) 지팡이

가 되는 하나님 일7) 하는 말씀의 지혜로 다스려야 할

지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성

전이 없다8). 12사도들이 천국 시민권9)을 들고 살아가

는 곳이다. 생명나무10)를 붙들고 사는 예루살렘 성 언

덕 꼭대기에 12개 성문이 있다.

1) 8: 11~12 · BC 586 년에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하
여 파괴된 천상의 도성으로 그 초점이 바뀌게 된다. 권혁승, Ibid. 

2) Braden, Gorden Glaudian and Influence: the Realm of Venus. Aletusa 
12(1979)., 203~32. 

3) 계 21: 1~5. 

4) 계 21: 16~ 에스겔의 포로 귀한 후 환상에서의 성전 암시~ 겔 43: 
16, 48: 20. 

5) 계 21: 12~14. 

6) 민 17: 22, 18: 2. 

7) (마타 · 지팽이 · 지파, 민 17: 22, 18: 2).

8) 계 21: 22.

9) 빌 3:19~21.

10) 계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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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아스포라 학설제2절 디아스포라 학설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을 담당하는 오늘날의 만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사는 자체가

성전이다. 하늘사람1)들은 포로의 삶을 살지라도 구원

을 소망2)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디아스 포라 삶

이다. 디아스 포라 삶에는 사랑이 수반되는데 요나단이

다윋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던3) 사랑에 비유된다. 꿈

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되 절망에 빠진 사람

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마치 초기「묵시록융

단」4)과 · 게라르데스카1212~69는 일곱 개의 성체와 초

원5) 선물이 주어진 것처럼 흩어져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이 우선이다.

솔로몬의 아가서6) 시가 가능7)하다.

1) 3:20; 히 13:14.

2) Licoln, Andrew T, Paradis Now and Mor yet: Studies in the Role 
of the Hwavenly Dimension in Paul's Thought with Special Referenc to 
His Eschatology(UK: Cambrifge University Press, 1981).

 :(베아하바아토 ·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삼상 18ַאתֹו (3
3).
4) 카톨릭시대 로마제국 첫째 황제 사를마뉴(748~814) 통치하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 기간에 제작한 성화상, 현존하는 계시록 사본들 중 9세기에 만
들어진 것으로 추정, 속세포기를 성경적 회복으로 보아 클루니 수도회의 베
르나르(1100~1150)다 새 예루살렘 묘사한 것. 

5)지아코드 다 베로나의 「천상의 예루살렘에 관하여」(1260), 코게살의 
랄프기록으로 추정되는 「에섹스의 트루킬이 본 환상」(1206), 아일렌의 한 
기사의 영혼이 천사의 안내로 지옥을 지나 낙원에 이르는 여정을 담은 「기
사 톤델의 환상」. 

6)  יים .(쉬르 하쉬림 레스렘모 · 솔로몬의 아가)יר

.(쉬르 · 노래)י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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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망울

망울망울 부풀어 그 내음

눈감아 버릴 밖에

기도에

꽃길 트이는 구름기둥 보이면

네 신부

입술은 꽃 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 꿀과 젖이 흐르고 향, 향 높아

신부야

잠근 동산이요 우물이요 봉한 샘

폭풍아 가거라 남풍아 오너라 너울 속

네 눈의 비둘기, 네 이는,

목욕장 털 깎인 암양 쌍태 낳은 양 같아

네 이술 어여쁘고 너울 속 네 뺨은

석류 한 쪽, 네 두 유방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의 노루새끼 같아 날 기울며 그리로

네사랑

신부야

이리와라 나의 누이 내 눈으로

한 번 더

구슬의 꿰미로 꿰어 올린

아롱다롱 포도주

향 품보다 승해 단꿀 흐르네 그러매

- 이영지 「눈감아 버릴 밖에」 새벽기도 · 11)

아가서의 시는 달콤한 시로 사역자와 예수님의 일을

시로 한다. 흩어져, 나그네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

나님의 일을 하는 시다.

1) , 「눈 감아 버릴 밖에」~새벽기도  · 1『창조문학』(서울: 창조
문학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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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마포와 노래1. 세마포와 노래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는 히브리어 쉐쉬에서 찾

아진다. 그만큼 하나님 일을 하느라 아주 육적으로 쇠

약해진 성가대들은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너무 사

모하여 아주 쇠약해 진 몸으로 절규노래로1) 그리고 시

로2) 부르는 하나님 찬양은 하얀색의 영적 순결이 널리

오른쪽으로 퍼져나간다. 하나님 음성전하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의 천에서 하나

님 음성이 들려온다.

바로 하나님이 서셔서3)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덤에서 쉬시며 삼일4)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는 때 솟아5)난 하나님 역사이다. 여섯6)째

날 희게 표백7)된 하나님의 아드님은 하나님의 기뻐하

심8)과 즐거워하심이 얼마나 기쁜 부활의 열매를 가져

왔는지 부시럭거리는9) 모습이 된 예수심10)이다. 기뻐하

)י (1 , 출 15: 1).

.(쉬르, 출 15: 1)יר (2

.(쉐쉬 · 여섯)ׁש (3

ׁש (4 .(쉐쉬 쉐스 · 가는 베, 겔 16: 13)ׁשי

 수스 · 즐거이, 시)ׁשּוׂש 소스 · 즐거이, 시 119:162)  · 즐거이ׂשׂש (5
119:162).

6) 여섯 ׁש(쉐쉬 · 여섯); 창 7: 6; 출 20: 9, 25: 32; 민 1: 46; 수 6: 3; 
욥 5: 19; 겔 16: 4. 

.(솨솨 · 표백, 겔 39: 2א (7

8) 기뻐하시던..여호와가 기뻐하시리라 ה הה..יׂש (사스 여호와..요시ׂש
스 여호와, 신 28: 63) .

.(시시 · 즐거워 하며, 애 4: 21)י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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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다1) 직집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예수님

의 베옷을 벗기시고 백합화의 향기로 입히신다. 상처가

나면 날수록 더 깊은 향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긷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하여 대대의 기

쁨2)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예수3)님 예수아4) 그리고 예수 나의 구원 예수님5)이

되셔서 구원6)을 주시려 돌아가신 지 3흘 만에 부활하

시어 쉬 오실 예수님! 즐거워 함7)이 온 누리에 퍼진다.

고마움에 얼굴에는 행복한 모습이 늘 보이고 이 행

복바이러스는 퍼지며 주위를 밝게 한다. 늘 웃는 얼굴

이 되어 있다. 행복이 가득한 얼굴은 행복바이러스를

뿜어낸다. 그리하여 보느 이로 하여금 웃음이 있게 한

다. 웃음이 있는 삶을 건강한 삶이다.

)י (10 · 기뻐하며, 사 35: 1).

(베사손 · 기쁨, 사 12: 3)ׂשן ;(타시스 · 기뻐하리로다, 시 35: 9)יׂש (1
.(베사손.기쁨, 에 8: 17)ׂשן ;(베사손, 에 8: 16 · 기쁨)ׂשן (1

ׂשן (베사손 · 기쁨, 사 60: 15) ·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띤 기쁨ׂשן (2
(베사손 · 기쁨, 사 35: 10).

.(야솨 · 구원자)ע (3

.(예슈아 · 구원)ה (4

יה (5 (예슈아티 · 나의 구י (리 리수아 · 나의 구원) · 나의 구원이י
원이, 시 62:1) · 구원 ע(예솨 · 구원); 출 15: 12; 욥 13: 16. 

(베예쉬이 · 나י (예쉬이 · 나의 구원의, 삼하 22: 3) · 나의 구원י (6
의 구원의, 시 27: 1) · 구원 ה(테슈아 · 구원); י(테수아티 · 나의 구
원이, 시 38: 22).

7)   י부(하마쉬아흐 예슈아으) טוב(토브)는 기쁨, 의로움(잠 11: 23) 
· 도덕적 선함(창 2: 9, 17) · 은혜(시 21: 3; 잠 24: 25) · 찬양(창 9: 26, 
24: 27)가 포함된다. 예수님은 다양하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의 흔적을 십
자 모형을 드러냄으로서 하여 미래에 그가 십자가에 달릴 예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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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년설2. 천년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천년이나 된다는

학설은 수리적으로 천년이다. 이 세월은 이 세상에 사

는 동안을 말한다. 천년설은 우리의 사는 온 날이다.

이 천년의 날은 바다1)에서의 나날2)이며 커다란 삶의

바다3) 그 위에 삶이다. 바로 여호와의 날4) 위에 사는

삶이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지

는 하루의 삶이 천년의 삶이다. 밤과는 다른 나날이다.

그러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다.

)י (1 · 바다, 창 1: 10; 신 33: 19; 욥 6: 3; 시 8: 9, 24: 2, 65: 
7, 69: 35, 78: 27; 사 17: 12; 렘 15: 8; 겔 27: 4, 25, 26, 28: 2, 8; 단 
11: 45; 욘 2: 4) · ים(미얌임 · 바다에서부터, 겔 27: 29, 27: 32, 34) ·  
(하얌임 · 그 바다들, 느 9: 6)ים

 :(야암임 · 나날, 왕상 2: 38; 신 4: 26, 5: 33, 11: 9, 17: 20, 30ים (2
18, 32: 47; 수 11: 18, 22: 3, 24: 7; 시 23: 6, 77: 6, 139: 16; 143: 5; 
사 39: 6; 렘 19: 6, 31: 31, 33: 14, 51: 47, 52; 암 4: 2, 9: 13.

 (얌 · 바다, 출 15: 10; 신 3: 17(2), 4: 49; 수 3: 16, 12: 3; 왕상ם (3
18: 43; 왕하 14: 25; 시 66: 6, 74: 13, 80: 12, 106: 7, 139: 9; 사 5: 30, 
16: 8, 23: 2, 23: 4, 50: 2, 51: 10, 60: 5; 렘 48: 32(2); 겔 27: 3; 미 7: 
19) ·  

 욤~여호와 · 여호와의 날, 사  13: 9; 욜 2: 1, 11; 암)יֹום~הה :(욤)יֹום (4
5: 20; 습 1: 14) ·  ה~יֹום(욤~짜라 · 환난의 날, 사 37: 3, 습 1: 15) · ד
~יֹום(욤~에하드 · 한 날, 슥 14: 7) · יֹום(하욤 · 그 날, 창 1: 16; 습 1: 15) 
 ,창 1: 5, 8, 13, 19, 23)יֹום · (로 욤 · 낮도 아니요, 욤~슥 14: : 7)א~יֹום ·
31; 신 32: 35; 욥 3: 5; 시 74: 16; 사 2: 12,  22: 5, 34: 8, 58: 5; 렘 20: 
14, 46: 21; 겔 30: 3, 39: 13; 욜 1: 15, 2: 2; 미 7: 4; 습 1: 7, 16, 2: 2; 
말 2: 2, 3: 23) · יֹומֹו(욤모 · 하나님의 날, 삼상 26: 10) · יֹום(바욤 · 날 안, 
창 31: 40; 슥 13: 2) · יֹום(바욤 · 날 안, 창 2: 2; 슥 14: 8; 시 136: 8; 사 
11: 10, 11; 슥 12: 6, 13: 1, 4, 14: 6, 9, 13, 20, 21) · יֹום(하욤 · 그 날, 
창 1: 16; 아 2: 17, 4: 6; 애 2: 16; 미 3: 6; 겔 39: 8; 말 3: 19(2)) · םיֹו
(욤맘 · 낮, 출 13: 21, 22, 40: 38; 민 10: 34, 14: 14; 신 1: 33; 느 9: 12; 
5: 14; 시 22: 3, 42: 9, 78: 14, 91: 5, 121: 6; 사 4: 5, 6, 21: 8, 60: 11; 
겔 12: 3, 4, 7) · יֹום(베욤 · 그리고 날, 창 8: 22) · יֹום(라욤 · 날을 위해, 
겔 30: 2; 말 3: 17) · יֹום(레욤 · 날을 위해, 암 6: 3; 슥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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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오직 그분을 오!1)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날은 밤

이 아닌 햇빛이 비치는 날이다.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

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주어진다. 첫째 날과 다섯 째

날까지 번제를 드리는2) 삶이다. 그러다가 여섯째 날에

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

로 사는 날이다.

첫째 날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하여 둘째 날 되

면서 사람이 변하여 져 하나님의 배를 120년 동안 준

비하다가 셋째3) 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듯 서

로 힘을 모아 넷째4)날 완전히 나를 없애고 죽어지내

는 겸양의 경지에서 오로지 하나님 일만을 위해 사는

다윋은 예수님의 조상되는 하나님의 일 사역자로 말씀

위에서만 다섯째 날을 살았다. 이러한 뒤에야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몸이 되는 여섯째 날 참 예수를 만

나면서 그분이 겪는 수난에 참여하며 일곱째 날 기쁨

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부활의

1) ( ).

부ם (2 .(알~페네 하마임 · 번제를 드리는ל~י

3) 창 1: 13, 2: 14, 32: 19; 출 28: 19, 39: 12; 민 29: 20; 수 19: 10; 
삼하 3: 3; 왕하 1: 13; 대상 2: 13, 3: 2, 15, 8: 1, 39; 대상 12: 9, 23: 19, 
24: 8, 13, 18, 23, 25: 10, 20, 30, 26: 2, 4, 11, 27: 5; 욥 42: 14; 겔 10: 
14; 단 2: 39, 5: 7, 16, 29; 슥 6: 3; 마 22: 26; 막 12: 21; 눅 20: 30; 고
전 12: 28; 고후 12: 2; 계 4: 7, 6: 5, 8: 10, 11: 14, 14: 9, 16: 4, 21: 19.

4) 창 1: 19, 2: 14; 출 28: 20, 39: 13; 민 29: 23; 수 19: 17; 삼하 3: 
4; 대상 2: 14, 3: 2, 15; 8: 2, 12: 10, 23: 19, 24: 8, 13, 18, 23, 25: 11, 
21, 31, 26: 2, 4, 11, 27: 7; 겔 10: 14; 단 2: 40, 3: 25, 7: 7, 7: 19, 23, 
11: 2; 슥 6: 3; 계 4: 7, 6: 7, 8: 12, 16: 8, 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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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만난다. 이러한 기적의 삶은 사도로서 흩어져

서 디아스포라의 일을 해야 한다.

사도의 날로 신앙인은 바다 같은 이 지상에서 살아

간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축복하시고1) 따라 비

를 내리시는2) 그분의 성령 따라 우리는 열매 맺으며

이 지상에서 살아간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비3)의 양

따라 우리는 우리 몫의 삶을 살아간다.

비야 말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계심4)이며 매우매

우5)주시는 많은 축복 따라 각자 맡은 일을 한다. 이

디아스 포라 사상은 이 세상의 바다6)의 나날들7)에서

사흘8)과 나흘9) 총 칠일동안10)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한

없이11) 그리고 항상12) 더 나아가 영원히13) 하나님 일하

심과 그를 따라 우리의 할 일을 한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14) 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

1) 28: 12.

2) 겔 34: 26.

3) 슥 10: 1.

4) (게쇰 · 비, 창7: 12).

ד (5 .(메우다 메우다 · 아주 많이, 창 7: 19)ד

.(얌밈 · 바다)ימים (6

.(얌임 · 나날들)ימים (7

8) 출 3: 18, 5: 3, 8: 23. 

9) 출 10: 22, 19: 15. 

10) 출 13: 6, 7, 22: 29, 34: 18. 

11) 신 4: 40.

12) 신 5: 29, 6: 24.

13) 신 18: 5.

14) 신 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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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심히 읽고 익히는 행복한 삶이 우리의 앞에 있다.

하나님 사랑의 해가1) 비치어 모든 하나님의 생물이 살

아있는 동안 그분의 손이 보호해준2) 우리는 잘 살아간

다. 우리는 죄를 반복하다가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때 70년 포로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산다.

* 에스라 서와 느헤미아 서

1차 귀환 준비에스라 1장로 시작하여 1차 귀환자명단2장을 발

표하고 곧 이어 성전건축3장이 시작되는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세상에서의 건축 방해와 중

단4장이 있다. 성경에서의 성전을 다시 건축함5장으로써 완공과

유월절6장을 지낸다. 또한 2차 귀환7장과 더불어 2차 귀환자 명단

8장이 제시된다.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중보기도9장와 개혁운동10

장3)이 있다.

아울러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리듬은 느헤미야서이다. 곧

3차 귀환준비느헤미야 1장와 더불어 무너진 성벽시찰2장이 있게

되고 곧 이어 성벽건축3장이 시작되지만 에스라서와 같은 리듬으

로서 재건방해4장가 있게 된다. 70년 동안 타성에 젖었던 이스라

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지만5장 성벽 완공6장을 하고 1차 귀환자들

의 인구조사7장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율법낭독8장후 당연히 회

1) 15: 17, 19: 23, 28: 11, 29: 7, 32: 31, 47: 18; 출 10: 14, 16: 
21, 17: 12, 21: 22, 23, 22: 26; 레 25: 51, 52; 삿 5: 31, 19: 8, 9; 삿 19: 
11, 14; 삼상 11: 9; 삼하 2: 24, 11: 1; 왕상 20: 22, 26, 22: 36; 왕하 3: 
22, 13: 20; 대상 20: 1; 대하 18: 34; 느 7: 3; 욥 7: 20, 10: 5, 32: 7; 시 
72: 5, 104: 22, 121: 6, 140: 9; 잠 4: 10, 9: 11; 전 12: 1; 사 13: 10, 24: 
23,  60: 19, 20, 63: 4; 렘 28: 3, 11; 겔 14: 21; 단 6: 14; 욜 2: 31; 욘 
4: 8; 미 3: 6; 나 3: 17; 말 4: 2; 마 13: 6, 24: 29; 막 4: 6, 13: 24; 눅 
1: 78, 23: 44; 행 2: 20; 엡 4: 26; 약 1: 11; 계 1: 16, 6: 12, 16: 8.

2) 출 8: 24; 레 25: 27; 민 5: 28; 대하 22: 7; 욥 9: 7, 17: 5, 36: 11; 
시 19: 4, 23: 4; 35: 26;  40: 14, 74: 16, 77: 5, 78: 33; 잠 3: 2, 9: 12, 
13: 20, 24; 잠 22: 3, 26: 6, 27: 12; 전 11: 7, 8; 렘 9: 8, 31: 35, 38: 
4; 겔 32: 7; 단 6: 22; 마 5: 45, 9: 20; 막 5: 25, 16: 18, 눅 4: 19,  8: 
43; 행 9: 13, 16; 행 13: 11, 17: 3; 고전 3: 15; 갈 4: 10; 딤후 4: 14; 계 
2: 11, 12: 1.

3) 윤대명,  “느헤미야,”『3차 구약역사서』(서울: 바이블동 · 서 · 남 · 북
연구원, 200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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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찬양이 따르게 된다9장. 이로써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10장로

더불어 재정착11장장)과 성벽봉헌식12장과 개혁운동13장1)이 일어

난다.

하나님의 보호동안 잘 살아가는 비결은 솔로몬이 천

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었다.

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

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

의 아비 다윋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여짜오되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윋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2)

지혜의 날에 축복이 있다. 하나님 허락하심의 햇빛

비치는 지혜이서이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신3) 때는 언약4)의 때이다. 천대까지 말씀을 기억5) 하

는 때이다. 이 기억6)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안아7)

품어 주신다는 행복감의 때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8)

함으로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잠언의 말씀으로 다스림

을 받는 잠언의 때이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일이다.

1) Ibid, 61. 

2) 1: 7~11.

3) 출 20: 6, 34: 7; 신 5: 10. 

4) 신 7: 9.

5) 대상 16: 15.

6) 시 105: 8.

7) 역대 하 1: 10~11.

8) 잠언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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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을 잠언에서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

이 지혜임을 전 장을 통하여 제시1)한다. 하나님 믿는

천년의 때는 말씀위에 뜨는 기간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천년2)의 삶은 물 위에 걷는 기적이다. 예루살렘 성전

의 생명수3)를 먹는 때이다. 사람의 유기물 주파수 소

리 42옥타브4)는 그리스도 족보이다. 감사와 사랑으로5)

하나님 믿어 항상6) 은혜가 비치는 때이다.

1) 하나님 의미인 여호와의 경외(1장)를 시작으로 하여 보배의 지
혜를 찾는 일이 곧 여호와 경외(2)장이고 그리하면 진주보다 귀중한 장수와 
평강을 누리리라(3장). 얻으리라, 참 좋은 지혜를 얻으리라(4장)는 것이다. 
아내로 즐거워하라(5장) ⇢ 6, 7가지 음란은 곧 좀더 자자(6장) ⇢ 어리석은 
소년은 애급 이불을 덮는다(7장) ⇢ 청년의 잠언으로 진주지혜는 여호와 경
외로 곧 정직을 내린다(8장) ⇢ 여호와 경외는 도적질을 버리고 그에게로 돌
아가는 것(9장) ⇢ 언어 태도로서 사랑 입술로 부지런히 여호와 경외하면 장
수하리라(10장) ⇢ 입술의 중요성은 계속되는데 이웃관계에서도 악인의 입
과 의인의 입이 구분(11장) ⇢ 언어 영향으로서의 진실의 입 · 거짓 혀의 구
분(12장) ⇢ 듣는 자세에서  부지런하면 어진여인이 되고 지아비의 면류관
(13장) ⇢ 사회영향으로 이웃을 업신여기면 죄다(14장) ⇢ 인격적 언어로서 
겸손한 입술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15장).

인생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16장)다 ⇢  화목은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
의 떡 한 조각(17장) ⇢ 화목 · 덕목으로 가난한 친구 · 아내 선물(18장) ⇢ 
화목 · 온유로서 노인 섬기기와 여호와 경외(19)장이다. 

왕의 재판(20장) ⇢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은 가난한 왕과 다투는 여인, 
연락은 죄(21장) ⇢ 바른 선택 지혜는 여호와 경외 가르치기(22장) ⇢ 독수
리 날개로서 술 탐심을 때리면 구속자가 경종한다(23장) ⇢ 강력한 무기지
혜는 일곱 번 지혜(24장)이다. 인간관계는 얼음 · 충성으로 히스기야처럼 누
설 말라(25장) ⇢ 미련한 자 경계(26장) ⇢ 철 · 친구의 절구 자랑말라(27
장) ⇢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자기마음을 믿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28
장) ⇢ 왕의 통치는 곧 목이 곧은 자 징계(29장) ⇢ 아굴의 잠언으로서 아비
조롱 · 짐승(30장 ⇢ 르무엘의 잠언은 현숙한 여인의 여호와 경외(31장)를 
든다.

י (2  ,(엘레프 얌임 · 천년, 시 90: 4; 전 6: 6; 벧후 3: 8; 계 20: 3, 4, 5, 6ף
20: 7. 

3) 겔 47: 1~6.

4) 1989년 미국의 지 ‘21st Century’에 워렌 J. 하먼.

.(콜~하얌임 · 항상)ל~ים (하얌임 · 한없이, 신 4: 40) · 항상ים (5

6) 신 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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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세상을 사는 날1) 끝날2)까지 우리의 마음은

한 없이 넓어진다. 항상3)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

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위

에 있게 하심같이 항상 가슴4)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

하며 불이 항상5) 꺼지지 않게 하고 항상6) 등잔불로

항상7) 주님의 눈 안에서 항상8) 또 항상9) 하나님과

같이 산다. 천년설 주장자 저스틴Justin · 이레니우스

Ireneus · 텔투리아누스Tertulianus · 박형룡 · 합동측 교단들

의 종말론의 배경은 페르샤가 집권 하기 전 바벨로니

야가 접수하여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

나님 거하는 성전이 무너짐에 메시야가 와야 한다는

긴장감에서 이 천년설을 시작10)하였다. 종말론은 미래

를 향해 나아가는 것11)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날12)

로 인식한다. 회복을 위한 변증학 신학자들13)은 희망신

학14)을 제시한다. 그러기에 계시15)에 충실 한다.

1) 4: 10.

2) 신 4: 30; 렘 49: 39; 단 12: 13.

.(탐미드 · 항상, 출 28: 30)י (3

.달레드 · 가슴 · 문)ד (4

.(탐미드 · 항상, 레 6: 12)יד (5

.(탐미드 · 항상, 레 6: 12)יד (6

.(탐미드 · 항상, 민 9: 16)יד (7

.(탐미드 · 항상, 레위 6: 12; 신 11: 12)יד (8

9) 항상 יד(탐미드 · 항상, 레위 6: 12).

10) 사 58: 1~12, 59: 1~20.

11) Moltman, 137ff.

12) K. Barth.

13) K. Baeth, E. Brunner, P. Tillich, R. Bultman.

14) J. Molt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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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천년설

몰트만의 말대로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은 약속 신

앙1)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려 한

다 이에 비하여 전 천년설2)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

실 날이 가까웠다는 학설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위대

하고 뛰어나며 영광스러운 단 1회적 사건이 될 것이지

만,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

건들과 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이들은 변형될 것이며 그들은 강림

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이

라는 것이다.2) 현재의 전 천년설(세대주의적 전 천년

설)은 종말의 순서를 공중 재림 ⇢ 성도의 부활, 휴거

⇢ 공중에서는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 지상에서는

7대 대 환난 ⇢ 지상 재림 ⇢ 천년왕국 ⇢ 악인의 부

활, 최후심판 ⇢ 영원한신 천지라는 관점이다. 인류의

역사를 7세대 즉 ① 무죄 시대3) ② 양심 시대4) ③ 인

간 통치 시대5) ④ 구속 시대6) ⑤ 법률 시대7) ⑥ 은혜

15) W. Pannenberg.

1) Luter, Calvin.

2) ,『조직신학』하(크리스챤 다이제스트), 983~984 참조.  

3) 창 1: 28~3: 6.

4) 창 4: 1~8: 4.

5) 창 8: 15~11: 9.

6) 창 11: 10~출 18: 27.

7) 출 18: 28~행 1: 26.



물의 시학 915

시대1) ⑦ 왕국 시대2)로 구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2번 재림하시는데 첫 번째는 환난

전에 한다는 학설이다. 천년설은 종말론의 신학이며 시

작은 이상 훼손3)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스라엘 인들

의 비참한 현실은 팔레스틴에 남은 자들의 호소 ⇢ 성

전 폐허 ⇢ 회복 희망의 순서 비전이다. 지상에서의 예

루살렘4)은 로마 황제 티투스가 서쪽 통곡의 벽을 제외

한 전부를 파괴5) 무너졌다. 이에 따르는 좌절을 겪으

면서도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기대를 현실과는 다

른 주전 2~3세기의 묵시 문학이 제시된다. 천상의 예루

살렘 환상으로 전이6)된다. 이러한 뚜렷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예루살렘으로 상징하게 된 것은 주후 70

년 9만 명이 죽은 후 디아스 포라 삶으로 전이된다. 로

마에 의해 박해를 당한 때이다.

현재 터키인 소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7)

와 정육면체8)의 성전암시9)를 받는다. 에스겔의 포로

귀한 후의 환상 이다. 12 지파의 회복성10)이기도 하다.

1) 2: 1~계 19: 21.

2) 계 20: 1.

3) 사 63: 7~63: 11.

4) 왕상 8:11~12.

5)Braden, Gorden Glaudian and Influence: The Realm of Venus, 
Alethusa 12, 1979, 203~32. 

6) 요계 2: 1~5.

7) 계 22: 2.

8) 계 21: 16.

9) 겔 43: 16, 4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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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다만 만인 제사장이

성전1)이라는 천국의 개념으로 묘사된다. 천국에서의

12사도들의 중요성을 바울은 천국 시민권2)으로 압축

⇢ 하늘 사람3)이다.

앞으로 구원을 소망4)함과 동시에 속세를 포기한다.

속세포기와 회복을 등가성으로 하는 학자들은 베르나

르5)는 예루살렘을『천상의 도성과 중세의 영성 시대』

에서 묘사한다. 피사의 게라르데스카6)는 일곱 개의 성

채와 요새로 초원을 묘사하였고 자아코도 다 베로나는

1264년『천상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묘사하였으며 코

게샬은 1206년 랄프기록으로 추정되는『에섹스의 트루

킬이 본 환상』에서 묘사한다. 종말론적 세 가지 천년

설의 전 천년 · 후 천년 · 무 천년 설7)은 현 시대 다

음에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설이다.

사실 천년 왕국 창시자는 파파아스 전 천년 헬라 볼

리 교회 감독8)이다. 천년 왕국은 묵시 문학9)에서 유래

10) 21: 12~14.

1) 계 21: 22.

2) 빌 3: 19~21.

3) 빌 3: 20; 히 13: 14.

4) Licoln, Andrew T, Paradise Now and Nor Yet: Studies in the 
Role of the Heavenly Dimension in Paul,s Thought with Special 
Reference to His Eschatolog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5) 1100~1150.

6) 1212~69.

7) Ott, von Heinrich., 신학해제: Die Antwort des Glauben
s , 김광식 역(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2003), 432,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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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사야서에서 대표적인 미래에 대한 확인이 되

고 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인데 이는 예수님의 나이

33세의 2회 리듬이다. 이 암시성은 두 돌 판 상징, 첫

째 돌판 1 ~ 35장 · 둘째 돌판 36 – 66장1)에서이다.

메시야의 구원 선포 예언은 하나님의 통치 기간을 의

미한다. 전 천년설 학설의 순서는 대 환난 ⇢ 재림(성

도의 부활, 영접) ⇢ 천년왕국 ⇢ 세계종말 ⇢ 영원 신

천지가 온다는 개념이다. 주장자는 Justin, Ireneus,

Tertulianus, Hippoclytus, 박형룡, 합동측 교단이다.

천년설2)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일로 한다. 강림은 가시적으로 인격적이며 영광스럽

8) 150.

9) 에스라서, 바룩서.

1) * 첫째 돌판: 죄와 사랑(1장) ⇢ 메시야 통치(2장) ⇢ 질서 무너짐(3장) 
⇢ 남은 자 회복(4장) ⇢ 포도원 노래(5장) ⇢ 소망(6장) ⇢ 임마누엘 표적(7
장) ⇢ 마할살랄하스바스(8장) ⇢ 메시야 탄생예고(9장) ⇢ 앗수르의 교만
(10장) ⇢  메시야 왕국(11장) ⇢ 감사노래(12장) ⇢  심판: 바벨론(13장), 
앗수르(14장) ⇢ 모압애가, 심판(15장) ⇢ 심판(16장) ⇢   사마리아(17장) 
· 구스(18) · 애급(19장) ~ 바벨론(20장) · 애돔(21장), 살렘(22장), 두로(23
장), 우주적(24장) ⇢ 새 왕국 찬양(25장 ⇢ 새 왕국에서(26장⇢ 새 왕국에
서 백성들(27장 ⇢ 화: 에브라임에 임할(28장 · 아리엘에 임할(29장 ⇢ 친 
애급 정책(30장 ⇢ 애급을 의지하지 말라(31장 ⇢ 메시야 왕 출현(32장 ⇢ 
화: 앗수르에 임할(33장, 열방에 임할(34장 ⇢ 메시야 왕국(35장

    * 둘째 돌판: 산헤립 침입(36장 · 죽음(37장 ⇢ 히스기야 죽음(38장 · 
실수(39장 ⇢ 위로말씀(40장 ⇢ 고레스 왕(41장 ⇢ 나의 종(42장 ⇢ 너는 
내 것이라(43장 ⇢ 유일신(44장, 45장 ⇢ 뱌벨론 심판: 종교교(46장 · 정치
(47장 ⇢ 풀무불 사랑(48장 ⇢  종의 임무(49장 ⇢ 종의 순종 · 학자의 혀, 
수염(50장 ⇢ 아브라함부부 위로(51장 ⇢ 좋은 구원 선포(52장 ⇢ 고난장
(53장 ⇢ 장막터 · 회복약속(54장 ⇢ 초대 · 나와 너의 생각(55장 ⇢ 만민 
기도(56장 ⇢ 우상: 음욕(57장 ⇢ 안식일 · 물댄 동산 · 금식기도(58장 ⇢ 
이스라엘의 죄(59장 ⇢ 빛을 발하라(60장  ⇢ 구원소식: 가난한자 · 상한 자 
· 포로 된 자(61장 ⇢ 신혼의 기쁨(62장 ⇢ 삼위일체 하나님(63장 ⇢토기장
이 간구(64장 ⇢ 기쁨 · 목표: 새 하늘과 새 땅(65장.

2) 벌콥, 『조직신학』 下(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98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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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족의 복음화 · 이스라엘의 회개 · 배교와 대 환난

· 불법의 사람 출연 · 교회를 위한 어두운 시험의 때를

통과하여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설이다. 죽은 성도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된 세

상 위에 펼쳐질 것이란다. 부활에 이어 마지막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학설이다. 전

천년설은 종말의 순서를 공중 재림으로 하며 성도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공중에서는 7년 어린 양 혼인잔치

· 지상에서는 7년 대 환난이 일어난단다. 지상 재림 천

년 왕국은 악인이 다시 일어나는 때에 대 심판이 있으

며 영원한 신천지가 될 것이라는 이 학설은 인류의 역

사를 7시대로 구분하고 마지막 시기가 천년 왕국이라

주장한다. ①. 무죄시대1) ②. 양심시대2) ③. 인간 통치시

대3) ④. 구속시대4) ⑤. 법률시대5) ⑥. 은혜시대6) ⑦. 왕

국시대7)로 하여 천년 왕국 통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재림하시는데 첫 번째는 환난 전에 비밀히 공중

재림하시며 두 번째는 7년 환난 후 공개적으로 지상

재림한다는 관점이다. 신자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로 대

1) 1: 28~3: 6.

2) 창 4: 1~8: 14.

3) 창 8: 15~11: 9.

4) 창 11: 10~출 18: 27.

5) 출 18: 28~ 행 1: 26.

6) 행 2: 1~계 19: 21.

7) 계 20: 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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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난 전에 있으며 환난 성도의 부활은 대 환난 이후란

다.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유대인의 신정국가 회복 설

은 받아들이지 않아 재림 때라는 연기학설1)이다. 전

천년설 부활시기2)는 1차는 심판 주의로 공중 재림으로

성도가 부활하여 하늘에 들림을 받고 2차는 7년간의

대 환난이 끝났을 때 7년간의 사이에 죽은 성도가 부

활, 3차는 천년왕국 기간에 죽은 성도들이 천년 왕국

후에 부활이 있게 된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창 1:1~ 2:3 일곱날 성도 구

원 위하여 그의 백성에게 유월절한날 · 한분 · 예수가 날 위하

여 ⇢ 무교절둘째날 · 믿음 ⇢ 초실절세째날 · 부활 ⇢ 오순절네

째날 · 성령 ⇢ 나팔절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이다. 복음의 물이 말씀이 흐르는

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후 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온

다고 하는 학설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사시기 전에 천

년 동안 기독교의 황금시대가 있어서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믿게 된다는 학설이다.

과학의 발달과 물질문명의 진보시대에도 천하의 권

세를 가지신 주께서 실패 않으실 것3)의 학설4)이다.

1) 달바이(Darby) · 켈리(Kelly) · 스코필드(Scofield) · 달라스
신학교 · 이상근 등이다.

2) 김준삼,『교의신학』3권. 325.

3) 마 28: 18~20.

4) 주장자는 어거스틴(augutinus) · 뵈테넬(Boettner) · 다브네(Dab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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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 천년설2). 후 천년설

후 천년설에 대한 반론으로는 주의 재림 전에 교회

가 번영되어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학설이다. 이유는

종말에 대한 성격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배교와 환

난과 박해의 시대로 믿음이 마냥 식어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이 심한 박해와 탄압을 받는 다는 학설

이다.

후 천년설은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

로 섬기고 점차적으로 기독교화 할 것이라는 학설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반적으로 “천년기”라고 불리는 의

와 평화의 긴 시대의 끝 무렵에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학설이다.

후 천년설의 원리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대 부활, 대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의 인도된다는 학설이다.

그만큼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이 심판의 날에 대한 인

간의 양심은 현실을 바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양심이

있게 한다는 강점이 있는 학설이다.

(Strong) · 호드게(A. Hodge) 등의 현대 주의자들이다.



물의 시학 921

3). 무 천년설3). 무 천년설

천년설이 없다는 학설이다. 재림 전까지로 보는 학설

이다. 아브람카이버 · 루이스 벌콥 · 칼빈 · 렌스키 ·

석원태고려파 등이다. 곧 어거스틴이『신의 도성』을

통해 천년 왕국이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실현된 천년 왕국의 지금이 복음 시대라는 학설이다.

어거스틴 · 핫지 · 뵈트너 · 헹게스틴버그 · 휫티의 천

년기가 세계의 종말 전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

았다는 학설이다.

은혜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새 땅에서 하나님과 그의

구속된 백성이 함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생

의 삶을 이루시게 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다. 칼빈은

“천년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을 천년동안으로

제한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천이란 수는 교회의 영원한

복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는

동안에 당하는 각종 고난에만 적용된다 하였다. 천년설

은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한 학설이다. 이 학설은 바로

사울의 의미나 히브리어의 제일 첫글자가 주는 우리들

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과 관련되어서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기간이라

는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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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년 왕국설4). 천년 왕국설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은 유대교의 묵시 문학1)에서

유래한다. 초기의 현세적 종말론과 후기의 피안적 종말

론 사이에 있던 대립을 해소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중

재적인 성격을 모빙겔2)은 안협안3)이라 하였으며 부버

게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주님께 속한 피조물에 대한 구원과 자유문제를 위해

‘이 땅에서 충실하라’는 개념으로 니그4)는 파악하였다.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갈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천년

이란 관념이 등장한 것이라는 학설이다. 몬넬5)은 ‘천년

은 우연한 것 이상의 것’이라고 하였고 요한은 복음을

신령 화하고 이를 역사화하기 위해 이 천년설이 필요

하다6) 하였다.

천년기설은 유스틴7)과 파피아스8)와 이레네우스9)와

터틀리안10)과 및 락탄스11)에서도 나타나고 성경의 기록

1) , 바룩서.

2) S. Mowimckel.

3) 安協案.

4) W. Nigg.

5) P. S. Monear.

6) 132 · 176ff.

7) Justin.

8) Papias.

9) Irenäus.

10) Tertullian.

11) Lanktan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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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계시록 20: 1~6에서 언급되어진다.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

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1)

는 말씀에 근거하게 된다. 헬라어로는 키리아 에테2)로

영어 킬레에즘3) 라틴어 밀레4)와 아누스5)의 합성어 밀

레니옴6)이다. 헬라어 바실레이아7) 영어로 킹돔 왕의

영토8)이다. 그러기에 천년설은 교회의 황금시대인 세

계 복음화에 바탕을 둔다.

종말론을 푸는 열쇠는 “야훼는 왕이시다”에 있다. 히

브리어로 왕9)이 물 위에 머리를 두어 말씀으로 다스린

다. 히브리어 마솰10)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부드럽게

잘 다스리는 왕의 시대를 말한다. 바다11)같은 이 세상

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간을 말한다.

이 천년 기설은 희망이미지로서 아우구스틴은 천년

왕국이 성령과 관련됨을 지적하였고, 유토피아에 대한

1) 20: 6.

2) κίλια ἒτη.

3) chiliasm.

4) mille.

5) annus.

6) millennium.

7) ϐασιλεία.

8) domain of King.

9) (마라크 · 왕, 다스리다.

10) (마솰 · 다스리다).

.(얌밈 · 바다, 얌임 · 나날)ימי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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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로서 새로운 영원한 복음의 시대로 하였다. 부버1)

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는데 영적 부분이다. 바울은

초기교회의 사상처럼 고립된 것이 아닌 것을 들고 있

다. 이 세상의 삶이 항상 대립되는 두 양상 사이에서

이를 이겨야 하는 원리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학설이

다. 그러기에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천년동안

복되고 즐거운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에 근거를

두는 학설이다. 사실, 천년왕국주의는 전 천년 왕국설,

후 천년 왕국설, 무 천년설 등 학설에 따라 몇 종류가

있지만, 모두를 꿰뚫는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다시 나타나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다림이다. 요한계시

록에 의하면 예수가 재림하여 이 지상에 그의 왕국을

건설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천 년간을 지

배하게 된다는 학설이다.

이때에 왕국의 주민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한

기독교 성인과 순교자이다. 선택된 이들은 지상낙원을

이루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유토피

아를 이루려는 현실운동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천년설은 구속사적 조명으로 보면 이

세상의 살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기겠다는 신념이 작용된 신앙자세에서 발원 된 것으

로 보인다.

1) M. B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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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아스포라 학설3. 디아스포라 학설

1) 디아스포라의 12 물길과 도착지 1) 디아스포라의 12 물길과 도착지 

12 물길은 디아스포라1) 학설과 관련된다. 아브라함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브라테스강과 디그리스 강

사이의 하란에 머물다가 그 곳을 떠나 벧엘2)에 머무르

는 즐거움의 의미가 수반된다. 바로 유브라테스가 즐거

움 의미이다. 이 길은 아브라함으로 하여 첫길이 열리

었고 드디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하는 예수님과

관련된다. 예수님은 벧엘에서 태어나시고3) 열두제자를

흩으셨다. 열둘의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 12,000명을 택

하시고 각 지파 1000만명중에서 1,2000명을 택하는4)

일이다. 그분은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

자가로 이산의 본형을 보이신 그분 주검5)은 부활을 전

제로 한 재생 약속. 주검6)이다.

1) δισπορᾷ, 1: 1.

2) 창 12: 8.

3) 마 2: 1.

4) 민 31: 5.

5)  J. G. Frazer, Filklore in the old Testament, 3 V(Londin, 1919), 
45~47. Theodor, H. Gaster, Milth, Legend and  Custom in the Old 
Testament(New York, 1969), 354~7, 339~40.  Mircea, Eliade, From 
Primitivws to zen: Athematic source book of the History of 
Religions(New York: 1967), 139~44.

6) Gentral A냠샻, Siherian and North American mithologic: See 
some seemples in Mircea Eliade, Zalomoxis, Zalomoxis the uanishing 
God, Trans Willard R. Trasik(Chicago, 1972),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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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관리하는 하나님1)은 물 곧 말씀으로 하2)하고

숨 쉬도록 물길이 되어주시었다. 이 물길은 12 물길이

다.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이동시키시었

다. 사면인 사방으로 세 번이나 강화되면서 12 물길이

되는 이 길에는 말씀이 산포된다. 그 좋은 예는 루우벤

시냇가에서 야엘이 큰 결심으로 12 물길의 젖무덤을

열어3)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졌으며

12사사들이 시냇가에서 큰 결심4)을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물건들을 한 묶음 할 때의 12개로 묶

어 놓으며, 세계적으로는 1년 12달이 있다. 한국에는

유일하게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나누는데 12초 간

격으로 계절이 넘어간다. 하여 이것이 시조의 원리가

된 3장 12구이다. 시조 12구는 초장 중장 종장 마디가

12초씩 간격을 가지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 간다. 방에

칸막이로 두는 병풍조차 12폭으로 하고 여인네의 아름

다움을 나타내는 12 치마폭이 있다. 성경에는 12제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자 한 사람

을 더 보태어 굳이 12제자로 완성시킨다.

1) 1: , 7, 10, 7: 17.

2) (헤 · 숨 쉼, 숨구멍).

3) 삿 4: 19.

4) 삿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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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물길

12의 이치는 세 사람씩 한모임이 되어 힘을 다하여

4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 포라 사상을

말한다. 동 · 서 · 남 · 북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

는 수이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히스기

야 터널1)이 있다. 이 터널은 1838년 미국 성경 지리

학자 로비슨이 2500년 동안 퇴적된 바닥의 진흙층 터

널을 기다시피하여 통과하여 발굴한 후 30년 뒤 1867

년경 워렌Charles Warren이 기흔 샘에서 히스기야 터널로

지나가는 도중에 천장에 뚫려 있는 갱도를 발견하였다.

이 수직 갱도는 지하의 수면에서 15m의 높이였으며,

그 위로는 경사면의 터널로 이어지다가 계단식 터널을

거쳐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수직 갱도는 암반에

나타난 수직 균열을 따라 깎아 만든 것이며, 많은 학자

들은 이 수직 갱도가 다윋이 여부스 성읍이던 예루살

렘을 정복 할 때 사용된 수구라고 한다. 그 이름을 워

렌의 수직 갱도 또는 여부스의 수직 갱도2)라 한다. 지

하의 수면에서 15m였으며 그 위로는 경사면의 터널로

이어진다. 다윋의 부하 요압이 몰래 성안으로 들어간

수구3)이다.

1) , 이종운 옮김,『시간의식』(서울: 한길사, 1996), 82.

2) Dan P. Cole, Dan Bahat and Hershel Shanks, Jerusalem 
Archaeology Society, 198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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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스기야 터널

1978년 쉴로1)는 위렌의 갱도가 다윋 이전에 여부스

족속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학설의 증거를 찾을 수 없

다고 했고 히스기야 시대 이전부터 있던 것이 확실하

다 하였다. 바로 분열 왕국 시대에 건설2)된 것이라 했

다. 그 전에는 천연적으로 형성된 터널을 손질하여 사

용하였을 것3)이라는 것이다. 지질학자 길4)은 이 터널

지역이 원래 4만여 전부터 단순한 물이 흐르는 기존의

바위틈새를 따라 구불구불 팠으므로 당연히 양쪽에서

만난다는 학설을 세운다. 히스기야터널은 실로암 터널

이라고도 불리우며 암석지대를 파서 만든 수로로 S자

형이다. 1880년 여름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실로암 못에

서 놀다가 발견한 굴로 6m 정도 들어가 입구의 벽의

글씨를 발견하였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영국의 콘

더5)와 세이스6)와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비문을 해독하

기 시작하면서 6줄로 된 실로암 비문의 3m쯤에서 상대

편의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과 서로 안고, 도끼를 부딪

3) 5: 6~8; 대상 11: 4~6.

1) Yigal Shiloh.

2) A. Maze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New York: 
Doubleday, 1990), 480f.

3) 한상인,『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고고학』(서울: 한상인, 2005), 
149~151. 

4) Dan Gill.

5) C. R. Conder.

6) A. H. Say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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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는 기록을 발견한다. 1200규빗535m을 흘러 물이 나

옴에 감동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히스기야 터널은 직선

거리 315m를 535m의 S자형 모양으로 판 것은 자연의

샘물의 근원을 따라 S자 형이다. 1890년 히스기야 터널

이 비문이 도굴되고 콘라드시크
Conard Schick

에 의해 비문

의 모형을 완성하였다. 비문을은 이스탄불 제국 박물관

으로 운송되어 보관되어 있다.

사실 기흔샘의 위치는 해발 634m이며 이 물이 예루

살렘 성안으로 흘러 생겨난 실로암의 높이는 해발 634

이다. 즉 2m의 고저 차인 535m의 지하 터널을 통해서

기흔샘에서 발원한 물이 완만하게 흘러가면서 히스기

야 터널1)이 된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한 유일한 수원

지인 기흔 샘으로부터 실로암 못까지 총 길이 535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이다.

당시 앗시리아의 포위에 대항한 최대 방위사업이 터

널의 기울기는 0.006%로 기흔샘은 해발 636m이고 실

로암 못은 해발 634m로 양쪽에서 편차가 30cm 밖에

되지 않는다. S자형의 곡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물 벽으

로 보호된 예루살렘 성의 신비이기도 하다. 물로 둘러

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위에 뜬 별의 형상이다. 실

로암 터널은 곧 S자형으로 된 12 물길의 산포이다. 왜

1) 제 10권(서울: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기독교
문사, 1992) 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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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6~8시간 주기로 약 40분 동안 분출되는 하루

평균 용수량은 2,500명이 살 수 있는 양1)이다. 예수님

은 소경을 고치는 일을 실로암 못의 사역2)으로 한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히스기야 터널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

는 자에 의해 일어난 인간이 만든 기적의 통로이다. 성

밖과 성 안의 긴밀한 수로는 기적의 현장이다. 이처럼

오늘날도 이 기적의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각자 사람들이 겪는 기적은 누구나

겪는다. 기적 같은 삶 이 삶 속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

는 날들의 교통대란 속에서, 그리고 기인 여행에서, 그

리고 환경오염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 자체가 기적이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북서쪽에 기브온에 큰 못이 있

다. 이 못가에서 다윋의 장군 요압과 이스보셋3)의 장

군 아브넬 사이 접전이 벌어졌다. 1956~57년 J. 프리처

드를 단장으로 한 미국팀에 의해 지름 11m와 길이

25m의 원형이 발견, 암반을 파서 만든 경사진 터널이

있다. 79 계단을 밟고, 지하 터널을 내려가 지하 25m의

위치에 맑은 샘물이 괸 지점에 도달한다.

1) ,『이스라엘』(서울: 장신 선교, 1997), 175: 오늘날에는 
12mwjd도 퇴적되어진 지층으로 오염되어 식수사용 불가능. 

2)(요 9: 1~12).

3) 사울왕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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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브온

예루살렘의 수구와 같은 기능으로 기브온 성 안에

지하 물을 긷는다.

* 연못과 수로

기브온 연못은 기원전 11세기에 이미 사용되었을 것1)이다. 수

로는 지하수직갱구와 터널을 통해 확보하는 것과 지하 수직 갱구

와 터널을 통해 도시가 세워진 언덕의 기초까지 파 내려가 수원에

이른 형태 · 수직 갱구와 터널로 내려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

록 성 밖 안의 수원지하의 물을 지하 저장소와 연결 해 놓은 형태

· 터널과 수로를 통해 물을 모아 놓은 저수지까지 가는 기흔샘을

통한2) 히스기야 수로는 지혜의 수로이다. 다윋은 수로를 통해 예

루살렘을 정복3)했고 신약시대에는 성전 제사는 37개 정도의 물탱

크들과 저수시설 확충 · 곧 820~85m에 위치한 예루살렘 남쪽 샘

물에서 물 끌어 오는 수로 건축, 솔로몬의 못에서부터 약 85km

거리에서도 하부수로 · 돌을 깎아 만든 파이프 연결로 만든 상부

수로 · 솔로몬의 못 남쪽 연결 비야르(Biyar)수로와 아루브

(Arrub) 수로로 물을 끌어왔다.

엘~집el~Jib이 기브온4)이라는 학설5)은 기브온이라고

새겨진 손잡이를 발견하는데서이다. 하나는 물 저장소

까지 터널로 내려가고 다른 하나는 연못 같은 물 저장

소6)이다.

1) 2: 13; 렘 41: 12.

2) Ibid, 288f.

3) 삼하 5: 8.

4) E. Robinson(1833년 미국 지리학자 성경학자).

5) J. B. Pritchard, 1956~1962년.

6) Michael D. Coogan, 10 Gteat Finds, Bar 21~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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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로겔과 무깃도

엔로겔은 기드온 골짜기가 옛 예루살렘 성, 즉 옛 다

윋 성의 끝부분인 실로암 못 밑에서 치즈 골짜기를 합

치고 계속 100m를 내려가다가 서쪽으로 들어오는 힌놈

의 골짜기를 마져 합하여 사해로 향해 계속 간다. 기드

론 골짜기가 힌놈의 골짜기를 합한 지점에서 약간 남

쪽에 샘이 있는 엔로겔이다. 다윋이 아들 압살롬을 피

하여 요단강 쪽으로 도망했을 때에 다윋왕의 두 탐정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엔로겔 가에 머물며 성내로부

터의 소식1)을 기다렸다.

기브온 터널시설이 도시내부의 입구에서 지하 경사

면을 따라 내려가 물 저장소의 물을 긷도록 되어 있는

지하수로를 통해 샘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고

안되면서 터널 입구의 근저에 연못은 직경 11.1m · 깊

이 24.6m로 석회암을 파서 만들고 연못의 수면에 해당

했을 중간까지는 나선형 계단 · 그 아래로 바닥까지는

수직 계단으로 파져 있게 하였다면 엔로겔은 유다와

베냐민 경계 지역에 위치한 샘이다(수 15: 7, 18: 16).

엔로겔은 세탁하는 샘이다. 기흔샘으로부터 약 650m

남쪽에 위치하였다. 아람 말로 Blr Ayyub 야곱의 우물

인데 예루살렘식수원이지만 웃시아 때의 지진으로 말

미암아 붕괴되었을 것2)으로 본다.

1)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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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깃도의 수구는 샘과 가까이 접해 있는 청동기 시

대에 항상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터널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무깃도 도시 언덕의 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동

굴이 있고 수면이 떨어짐에 따라 때때로 깊게 넓게 드

러났다.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벽돌로 깐 것 역시 발

견되었으며 물 길러 가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전쟁 시에는 전혀 보호할 수 없으므로 12세

기경 샘에서부터 땅 밑으로 파서 성안까지 파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성 안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하여 수

직으로 파내려가는 작업은 수로이행이 된 이 수로는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루살렘은 수자원의 안전

한 확보를 위해 3,000년 전부터 수자원의 가까운 곳에

대규모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강 같은 상시적인 수자원1)과 비나 이슬 · 샘들의 비상

시적인 수자원2), 그리고 인공수자원3) 등이 있다. 인공

적이 급수 실도 므깃도 · 하솔 · 게셀 · 이슬로암 · 브

엘세바 · 예루살렘 · 기브온4)에 있다. 자연환경에 따라

적응하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환

경을 개척하였다. 하나님의 경외신앙의 깊이가 있다.

2) 1: 1; 슥 14: 5; 느 2: 13.

1) 출 7: 19, 24사 8: 7.

2) 창 27: 25; 레  26: 5; 신 8: 7.

3) 왕하 20: 20; 사 22: 9.

4) Yigal Shiloh, 「Underground Water Systems in the Land of Israel 
in the Iron Age」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ed. by A. 
Kempinski Reich(Jerusalem: Israel Exploration, 1992), 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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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다2). 바다

이스라엘 바다는 팔레스타인의 물이 요단강과 세 호

수와 시내 혹은 산골짜기의 급류로 구성되어 있다,1)

고대 근동 지역을 둘러싼 이 바다들은 이스라엘을 중

심으로 근동지역 북쪽에는 흑해2)와 카스피 바다3)가

있다. 서쪽은 지중해, 남쪽에는 홍해, 동쪽에는 페르사

먄이 위치하고 있다. 권혁승은 고대근동 지역은 지중해

와 홍해, 흑해와 카스피와 그리고 페르시아 만 등 다섯

개의 바다인 큰 수역들에 의해 울타리 모양으로 에워

싸여 있다4) 하였다. 4면의 바다와 4계절이 만들어 내

는5) 한국처럼 바다로 둘러싸여 하나님의 보호 의미를

‘￨’로 표시하고 바다를 ‘U’로 표시한다면 그에 의한 ‘￨’
로 하여 ‘￨U￨’이다. 이스라엘은 바다로 하여 물을 떠나
서는 의미를 열 수 없고 예루살렘 또한 동쪽 기드론6)

골짜기와 힌놈7)골짜기 사이의 티로피온 골짜기8)로 둘

러싸여 있는 잇발9)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1) Hesse. Lyman. Hurlbut, “The Waters of Palestine,” A Bible 
Atlas(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1910), 14. 

2) the black Sea.

3) the Caspian.

4) ,『성경 지리』(서울: 서울 신학 대학교, 2002), 22. 

5) 이영지, “문예미학,”『시조 문예 미학』(서울: 영예 문학, 2001), 
18~19.

.(기드론)רו (6

.(힌놈)ם (7

8) Tyropoen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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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사랑의띠

제1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제1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 민족 · 열방 · 만

민 · 국민 · 만국 · 열국 ·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암밈

= = 암밈으로 한다. 암밈= = 암밈=결합하
다=어두워지다=캄캄해지다=소경의 뜻이다. 암밈은 눈=

과 물=마임= 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눈은 쌍수이다.
물은 말씀의미이다. 말씀과 소경의 복합어이다. 결국

백성=민족=열방=만민=국민=만국=열국 =소경=암밈=

= 암밈=결합하다=어두워지다=캄캄해지다=소경이미

지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과 관련되

는 데는 문학적 양식 시1) 은유 소경의 구원2)자다.

9) ( , 쉰).

1)  ①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
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
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창 30: 31)

  ② 그날에 하나님이 수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
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중의 검은자들
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
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창 30: 35~36)  

  ③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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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족1. 민족

물에 마음을 비추어 모양을 형상화1)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민족=암밈= = 
암밈
에 보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고임=  =

 은 보답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족=움밈= = 
움밈에서 하나님의 손은 민족=암밈= = 암밈과 열

방=암밈= = 암밈에게 얹으셨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아들 낳고 민족=암밈= = 암밈2)에게 경계

를 둔다. 만민=암밈= = 암밈3)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하암밈= = 하암밈4)의 역사가 있게 하신

천하 만민=하암밈= = 하암밈5)의 하나님이다.

불순종하는 민족=하암밈= = 하암밈6)은 하나도

살리지 않는다. 그의 민족들=하암밈= = 하암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가지 앞에서 ..실
한 양이 새끼 밸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배씨글 배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
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창 
30: 38~43). 

 ,(예쉬엔누 · 구원)대상 16: 35; 시 65: 5, 68: 20, 79: 9, 85: 4נ (2
95: 1.

1) 에모토 마사루 · 양억관 옮김,『물은 답을 알고 있다』(서울: 나무심는 
사람, 2003).

.(암밈 · 민족, 신 32: 8)ים (2

.(암밈 · 만민, 창 27: 29)ים (3

.(하암밈 · 민족, 신 7: 19)ים (4

.(하암밈 · 만민, 신 2: 25)ים (5

.(하암밈 · 민족, 신 7: 16)י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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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1)에게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2)신다. 자기 민족=

하암밈= = 하암밈3)에게 가리어진 면박과 열방

의 그 덮인 휘장을 걷으시고 자기 민족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하암밈= = 하암밈4) 중에 흩어

목석 우상을 섬기게 하심도 하나님이시다. 만민=하암밈

= = 하암밈5)이 미혹되고 모든 민족=하암밈=

= 하암밈6)이 놀림과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민족=암밈= = 암밈7)이 소경이 되

어 민족=암밈= = 암밈8)이 심판을 받아 민족=암

밈= = 하암밈9)들이 불타게 하시고 민족=암밈=

= 암밈10)들이 민족=암밈= = 11)에게 노략

당하고 다른 민족=암밈= = 12)에게 훼방 받도록
하시고 훼방 민족=암밈= = 암밈13)도 패망시키신

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암밈= = 암밈14)만이 복

을 받게 복종케 하시려 하신다.

)י (1 · 민족들, 신 20: 16).

2) 신 13: 7.

.(하암밈 · 민족, 사 25: 7)ים (3

.(하암밈 · 만민, 신 28: 64)ים (4

.(하암밈 · 만민, 신 4: 19)ים (5

.(하암밈 · 민족, 신 28: 37; 왕상 9: 7; 대하 7: 20)ים (6

.(암밈 · 민족, 신 17: 16)ים (7

.(하암밈 · 민족, 미 4: 3)ים (8

.(암밈 · 민족, 합 2: 13)ים (9

.(하암밈 · 민족, 사 8: 9)ים (10

.(하암밈 · 민족, 합 2: 8)ים (11

.(암밈 · 민족, 시 89: 50)ים (12

.(암밈 · 민족, 사 8: 9)ים (13

 .(암밈 · 민족, 삼하 22: 48; 시 18: 47י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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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민2. 만민

민족=암밈= = 암밈1)들을 시켜 기호로 민족=

암밈= = 암밈2)들을 등록 후 수 세셨다. 민족=암

밈= = 암밈3)으로 주를 찬송케 · 민족=암밈=

= 암밈4)이 여호와를 섬기게 · 민족=암밈= =

암밈5)을 복종케 하시었다.

만민=암밈= = 암밈6)의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

시고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종케 하신다. 하나님

은 만민=암밈= = 암밈7)과 만민=암밈= = 
암밈8)이 서로 송구하여 낯빛이 하예지게 하신다. 만민=

암밈= = 암밈9)의 송아지까지 꾸짖으신다. 만민=

암밈= = 암밈10)을 판단하시어 만민=암밈= =

암밈11)이떨게하신다. 만민=암밈= = 암밈12)을
징벌하시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13)의

)י (1 · 민족, 사 49: 22).

.(암밈 · 민족, 시 87: 6)ים (2

.(암밈 · 민족, 시 67: 3, 5)ים (3

.(암밈 · 민족, 시 102: 22)ים (4

.(암밈, 시 18: 47)ים (5

.(암밈 · 만민, 시 7: 18; 사 51: 5)ים (6

.(암밈 · 만민, 겔 36: 15)ים (암밈 · 만민, 사 63: 6)을 · 만민ים (7

.(암밈 · 만민, 호 10: 10, 욜 2:6)ים (8

.(암밈 · 만민, 시 68: 30)ים (9

.(암밈 · 만민, 시 96: 10)ים (10

.(암밈, 시 99: 1)ים (11

.(암밈 · 만민, 욥 36: 31)ים (12

.(암밈 · 만민, 시 68: 30)י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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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로 서게 하시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민=암밈=

= 암밈1)의 빛으로 세워 구원이 나서 열방2)의 통

치자가 되게 하시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만민3)중에서 주께 감사와 찬송하게 하신다. 만민=암밈

= = 암밈4)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신다. 여호

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게 하신 행사를 만

민=바암밈= = 바암밈5)중에 알게 하시어 하나

님의 백성인 우리를 유업으로 하시어 만민=바암밈=

= 바암밈6)중에서 구별하시었다.
만민=하암밈= = 하암밈7)중에 하나님의 기업

을 이을 백성을 택하신다. 하나님의 성민은 만민8) 중

에서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이한 행

적을 만민=하암밈= = 하암밈9)중에 알게 하시

고 만민10)들이 듣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민=하암밈= = 하암밈11)
중에 끊어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י (1 · 만민, 사 51: 4).

.(암밈 · 만민, 시 105: 20)ים (2

.(암밈 · 만민, 시 57: 9)ים (3

.(암밈 · 만민, 시 66: 8)ים (4

.(바암밈 · 만민, 대상 16: 8)ים (5

.(바암밈, 레 20: 24)ים (6

.(하암밈 · 만민, 신 7: 6, 10:15)ים (7

.(하암밈 · 만민, 신 14: 2)ים (8

.(하암밈 · 만민, 시 96: 3)ים (9

.(하암밈 · 만민, 시 49: 1)ים (10

.(하암밈 · 만민밈, 겔 25: 7)י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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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하암밈= = 하암밈1)을 모으는 패역을 저

지르며 사악하여져서이다. 만민2) 문이 깨어져야 만민=

하암밈= = 하암밈3)중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

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성경은 만민

의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하시어 하나님은 국민

=하암밈= = 하암밈4)에 대하여는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두 번째 부인인 둘째 자리

에스더서5)에서 에스더를 통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י (1 · 만민, 합 2: 5).

.(하암밈 · 만민, 겔 25: 7)ים (2

,(하암밈 · 만민, 겔 39: 27)ים (3

.(하암밈 · 국민, 슥 12: 6)ים (4

5) * 에스더서 
아말렉 민족과 유다민족 사이의 골 깊은 대적 관계는 에스더 서에서 와스

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오기를 거절함으로써 페위 되고(에스더 서 1장) 다
음으로 왕비가 된다(2장). 에스더의 본명은 이름은 하닷사이며 왕후의 위에 
오를 때 에스더라고 고쳤다. 아비하일의 딸로서 어렸을 때 조실 부모하고 4
촌 오빠인 모르드개의 양육을 받아오던 중 왕후 와스디가 폐출 당한 뒤 전국
에서 모여온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 중에 내시 헤개의 추천으 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되어 왕후가 된다(에 1: 19, 2: 7~9, 16~18). 이러한 둘 째의 
중요성은 하만의 유다인 말살 음모(3장)로 이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
움을 청(4장)한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의 허락을 얻은 에스더의 
잔치를 연다(5장). 에스더의 지략으로 모르드개가 높아진(6장) 후 다시 두 
번째의 잔치(7장)가 베풀어지면서 에스더는 왕에게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에
스더 7: 3)라고 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하나만의 목숨을 위하여 사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하여 사는 민족이 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다인의 승리(8)는 결국 부림절을 제정(9장)하게 되었다. 총리 하
만이 자기에게 경의를 포하지 않는 모르드개에게 분노하여 전 유대 민족을 
죽 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모르드개가 이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편지하니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여 그 일을 뒤엎고 전날 왕을 암살하려던 자를 알려 주
어 화를 면케한 공로가 있는 모르드개로 총리를 삼고 유 대인을 칙명을 취소
하는 동시에 유대인에게 자유권 을 주고 적대 행동을 하려던 자를 다 죽였다
(에 3: 5,6, 4: 1, 7: ~8: ). 이 뜻을 기리는 것으로 부림절이 책정되었다.  모
르드개의 명성 곧 유대인의 명성이 높아진다(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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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하암밈= = 하암밈1)에게 선포하며 에스더

의 잔치를 두 번 반복한다. 하나님을 믿는 만민=하암밈

= = 하암밈2)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부림절과 우리나라의 3 · 1

운동3)에서 하나님 권위가 찾아진다. 3.1 운동 또한 서

)י (1 · 민족, 에 9: 2).

.(하암밈 · 만민, 시 99: 2)ים (2

3) 
부림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세속적 절기로 이른 봄 2월 말에서 3월 초 

중에 지켜지는 조국애를 다짐하는 날이다. 이날에는 ‘하만의 귀’라고 불리는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 먹으면서 하만을 조롱하기도 한다. 부림절이 
세속적인 절기였기에 탈무드에 부림절에는 모두가 취하여서 모르드개에게 
축복과 하만에게 저주를 서로 혼동해도 무방하다는 기록까지 등장한다. 

친척, 친지들과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집집마다 웃음
꽃을 피우며 어린이들에게 이 날은 1 년 중 가장 기쁜 날로 이스라엘의 모든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가장 행렬, 연극, 춤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예쁜 공주의상, 카우보이 차림, 옛 로마 호민관의 관복, 색색의 가면 등을 알
맞게 차려 입은 어린 아이들이 온 거리를 누비며 퍼레이드를 벌일 때면 이 
축제는 절정에 이른다.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가면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는데 이때 유대민족
을 몰살시키려다 도리어 자신이 죽임을 당했던 하만이라는 이름이 낭독될 
때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해온 도구들을 이용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발을 구르면서 야유를 보낸다. 

에스더서(9: 22)의 부림절은 슬픔이 기쁨으로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뀐 날
로 모르드개는 이 날을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명절로 정하였다. 부림절이 되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마련하여 
보내며, 두 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풍습을 지킨다. 수 만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 생존은 전적
으로 이스라엘이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달려있다. 

유대인은 천문학적 숫자의 구제금을 마련하여 동료 유대인들을 돕고 랍비
들은 부림절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바치는 "구제(쩨다카)"를 출애굽기 30장 
12절의 성전세(Temple Tax)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부림절이 들어
있는 아달월 첫 주가 되면 첫 번째 맞는 샤밧(안식일)에 이 달이 반 세겔에 
해당하는 성전세를 내는 달인 것을 광고한다. 

부림절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 
후 바벨론은 페르시아(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소수의 민족이었지만 하나
님의 선민이라는 자긍심과 아울러 하나님 은혜 아래 그의 뜻을 따르고자 노
력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가 끝나고 1차로 예
루살렘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제 2차 예루살렘 귀환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
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르)왕 당시는  ‘아달월’ 곧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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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태화관의 33인을 비롯1) 3월 8일 오후 1시에 이만집

목사와 김태련 조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

세를 부르려다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자 다급해진 이만

집 목사가 “오늘 우리의 독립을 선언한다. 독립성취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고 선언한 뒤 대한독립만세2)를

외쳤다. 3.1운동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다. 하나님은 모

르드개와 에스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민족을 구원

했다.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있게 하시었다.

내 꺼가 아닌 더구나 나라를 자기 것으로 하는 엄청

난 그 당시의 현실 앞에서 일어난 한국인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서운 사람이 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들은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러 본다. 바로 성경에서 욥의 이름 욥이 바로 내가 눈

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의 뜻을 가슴에 품었다.

욥 욥은 하나님에게 손을 높이 든다.

1) 이만집 목사, 서문교회 정재순 목사, 남산교회 김태련 조사
(현재 전도사를 이름), 계성학교 김영서, 백남채, 최경학, 최상원, 권희윤, 이
영식(학생신분 영광학원 설립자 항일 운동으로 두 차례 투옥 옥고를 치름), 
신명학교 이재인, 이선애, 임봉선 등이 앞장섰다. 

2) “동포들아, 우리는 오늘부터 독립이다. 다 함께 뭉쳐라. 총 진군으로 
독립을 성취하자”고 외치니 교인, 학생, 시민이 뭉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2만 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였다. 그 이후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구하리
라,”는 구국 신앙을 가졌던 개신교 인사 가운데 이만집 목사는 징역 3년, 김
태련 김영서 각 2년 6월, 백남채 최상원 정재순 김무생 징역 2년 박제원 이
태학 권희윤 각 1년 6월, 이재인 임봉선 각 1년을 선고 받았다. 두 차례에 
걸친 만세 운동의 결과 계성학교는 일년 동안 휴교를 했고, 대구고보에서는 
4학년 신현욱, 백기만, 2학년 허윤실, 1학년 김수천을 비롯해 전교생 200명
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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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판단한다고 하면서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감옥에 넣으면서 법대로 하려

는데 성경은 그토록 아무 잘못이 없는 욥이 어려운 일

을 당하자 친구들이 비웃고 예리후가 의인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한다. 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너가

네가 아주 처음 태어날 때 어디서 있었느냐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이다. 이 창조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능

력만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겸

손히 그의 답변을 기다리며 그의 뜻을 따라 그대로 하

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는 사람들의 구분이 있다.

사람들의 아주 많은 민족=고임=  은 남을 잘 고임으

로 봉사하는데 이 고임단체가 바로 민족1)이고 열방이

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민족2)

이고 열방이다. 남을 잘 고이는 민족=고임은 쌍수이다.

이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1) גֹו( · 그 민족, 출 34: 24).

.(하고임 · 여러민족, 출 48: 19)גֹו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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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방 · 민족3. 열방 · 민족

열방1)이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여 주를 알지 못하여 열방2)이 주를 부르지 아

니할 때는 한 포도나무를 애급에서 가져다가 고임무리

열방3)4) 모든 민족5)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이다. 여러 민족들6) 앞에서 민족7)을

다른 민족8)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시기도 하고 택하신

백성은 열방9)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

열방10)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들이 있다. 열방11)들이 주의 앞에 경배하게 하실 열방12)

의 주재이시자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열

방13)중에 흩으시고 열방14)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신다.

모두 열방15)을 들어 주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1) גֹו( · 열방, 시 79: 1). 

.(고임 · 열방, 시 79: 1)ּגגֹום (2

.(하고임 · 열방, 시 82: 8)גֹום ,고임 · 열방, 출 34: 24; 시 80: 8)גֹום (3

.(하고임 · 열방, 시 82: 8)גֹום (4

.(하고임 · 민족, 신 26: 19)גֹום (5

.(하고임 · 민족, 신 12: 29)גֹום (6

.(하고임 · 민족, 신 7: 1)גֹום (7

.(하고임 · 민족, 신 7: 17, 22)גֹום (8

.(고임 · 열방, 시 48: 43)גֹום (9

.(바고임 · 열방, 시 18: 49)גֹום (10

.(바고임 · 열방, 시 22: 27)גֹום (11

.(바고임 · 열방, 시 22: 28)גֹום (12

.(우바고임 · 열방, 시 44: 11)ּוגֹום (13

.(바고임 · 열방, 시 44: 14)גֹום (14

.(고임 · 열방, 시 82: 8)גֹו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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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하나님을 경외하면 열방1) 중에서 만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열방2)이 다 그를 섬기게 하신다. 열

방3)이 그를 복되다 한다. 백제 왕족 이름이 고이 족이

다. 히브리어 민족=고이= 고이=보답이다. 하나님이 쫓

아낼 민족들은4) 길흉을 말하거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

나 그 민족의5) 신을 섬기는 자다. 민족들6)이 축복을

받았던 여호와의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들을

섬기었기에 다른 민족에게7) 노략을 당한다. 하나님 섬

긴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8)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 한

다. 열방 중에서9) 주께 감사로 멸하신 열방보다10)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민족과 열방과 만민을 아우르는 민족=열방=만민=움

밈= 움밈11)을 하나님이 이들을 그의 성산으로 인도

하셔서 내 집은 만민의12) 기도하는 집이라시며 민족

들13)을 새롭게 그들을 고이게14) 하신다.

1) גֹו( · 열방, 시 46: 10).

.(고임 · 열방, 시 72: 11)גֹום (2

.(바고임 · 열방, 시 72: 17)גֹום (3

.(고임, 신 18: 14)גֹום (4

.(고임, 왕하 17: 34)גֹום (5

.(하고임, 신 9: 5)גֹום (6

.(고임, 겔 25: 7)גֹום (7

.(하고임, 신 28: 12)גֹום (8

.(바고임, 삼하 22: 50)גֹום (9

.(하고임, 왕하 21: 9)גֹום (10

.(움밈)ים (11

.(로칼~레움밈, 시 56: 7)ל~ים (12

.(울레움밈, 시 41: 1)ּוים (13

14) 시 4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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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족 · 열방 · 만민4. 민족 · 열방 · 만민

그는 그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려 성경에서 백성

을 1630회 민족을 153회 열방을 196회 만민을 75회 국

민을 37회 민국을 38회 열국을 140회 총 2269회나 사

용하시면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나타낸다.

성경에서의 여호와의 이름 7000번에 비하면 여호와

이름과의 비례 곧 세 번에 한 번 1 : 3 비울이다. 그만

큼 많은 대다수의 대상이 하나님 가슴 안에 있다. 하나

님은 그의 많은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사랑하시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복을 내리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로만 구분하신다.

백성=민족=열방=만민=국민=만국=열국=암= = 으
로 단수이다. 첫 불완전성1)인 사람을 성경은 너희들

3892명과 저희들 1816명까지 합해져 7913명이이 되게

7000여명 넘게 남겨 두시었다. 하나님에게 속해 물의

명명적 사슬로2) 유기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물을 몸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지닌다. 사람 몸 안의 유

일한 물은 말이다. 시적표현이다.

1) Eger Krentz, The Historical Method(Phildelphia: Fortress Press, 
1975), 19~23.

2) Jung. C. G, Religin: Religin, The psyche is no exception to the as 
for as our psychic organism permits,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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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나의 사랑하는 자제2절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알맞은 말을 뱉어놓을 수 있

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1)”했다. 사람=암= = 
암2)은 사람이 암3)을 지닌 존재이지만 사람=암= = 
암4)은 암= = 암5)이다. 절대자의 뜻이 나타나기 위하

여 암6)이 존재한다. 암이 든 사람은 숨쉬기를 바라

항암7)제를 맞는다. 항암8) 치료로 모세를 통한 놋뱀사

건으로 항암9) 효과여부를 알게 하시었다. 항암10)제를

맞아야 하는 이들은 모세와 출 애급한 백성들로 모세

를 떠나서는 항암11)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방신을

좇다가는 이제껏 치료하던 항암12) 효과가 없어졌다. 요

단강을 건너야 항암13)이 되며 할례를 받아야 항암14)이

된다. 항암15)은 여리고 성을 돌며 힘껏 외치고16) 있다.

1) 55: 1.

2) (암 · 백성, 신 1: 28, 9: 2).

.(암 · 백성, 신 2: 21)ם (3

.(암 · 백성, 욥 34: 20)ם (4

.(암 · 백성, 사 33: 19; 겔 22: 29)ם (5

.(암 · 백성, 사43: 21)ם (6

.(하암 · 백성, 출 1: 20)ם (7

.(하암 · 백성, 출 11: 8)ם (8

.(하암 · 백성, 출 18: 13)ם (9

.(하암 · 백성, 출 20: 21)ם (10

.(하암 · 백성, 출 24: 2)ם (11

.(하암 · 백성, 신 27: 25, 신 31: 16)ם (12

.(하암 · 백성, 수 4: 10)ם (13

.(하암 · 백성, 수 5: 5)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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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성 한 사람1. 백성 한 사람

돌이키고1) 물을 먹으려 무릎을 꿇지 않아야 백성=하

암= 하암2)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하암= 하암3)
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장막으로 보내져 백성=하

암= 하암4)이 된 사람이다. 사울을 좇다가 항암5) 치료

를 놓쳤어도 늦게라도 사울을 떠나 항암6)이 되기에 집

으로 돌아가 항암7)을 치료하는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켜 점점 더 나아8)지며 낙오되지 않고9) 본연의 업무

에 들어10)간다.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백성11)은 병의 중

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진노로 불에 타12)버린

다. 깨닫지 못해13) 죽음으로 바꾸어14)져 잃어버린 양15)

이 된다. 패역한 백성16)은 규례를 잘모르는 백성17)이다.

15) ( · 백성, 수 6: 5).

16) 수 20.

1) 수 8: 20.

.(하암 · 백성, 삿 7: 6)ם (2

.(암미 · 백성, 사 52: 6)י (3

.(하암 · 백성, 삼상 13: 2)ם (4

.(하암 · 백성, 삿 13: 7)ם (5

.(하암 · 백성, 삿 13: 11)ם (6

.(하암 · 백성, 대상 16: 43)ם (7

.(하암 · 백성, 대하 23: 6)ם (8

.(하암 · 백성, 대하 27: 2)ם (9

.(하암 · 백성, 시 33: 12)ם (10

.(하암 · 백성, 시 89: 15)ם (11

.(하암 · 백성, 사 9: 19)ם (12

.(암미 · 백성, 사 1: 3)י (13

.(암미 · 백성, 렘 2: 1)י (14

15) 렘 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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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과 국민을 단수로2. 민족과 국민을 단수로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1)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모든 백성2)과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모든 백성3)은

길 잃는 백성4)이다.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

며5) 무죄 자를 죽이려 뇌물을 먹는 백성6)과 율법을

실행치 아니하는 모든 백성7)이 그러하다.

사람의 사는 목적은 말하면 남을 고이기 위해8) 섬기

기 위해 존재한다. 그 정도에 따라 큰 민족9)이 된다.

이 큰 민족이 고이10) 히브리어 발음이다. 큰 민족은 잘

고이11)는 민족이다. 유리하는 아람 사람에서 강하고 번

성한 큰 민족12)이다.

온 국민 몸에 있는 암13) 균이 내려가면 나팔을 분다.

아래쪽14)으로 온 국민15)이 온 국민16)을 상대로 마음의

16) ( · 백성, 렘 5: 23).

(암미 · 백성, 렘 8: 7, 사 1: 3)י (17

.(콜~하암 · 모든 백성, 신 27: 15)ל~ם (1

.(콜~하암 · 모든 백성, 신 27: 16)ל~ם (2

.(콜~하암 · 모든 백성, 신 27: 17)ל~ם (3

.(콜~하암 · 모든 백성, 신 27: 18)ל~ם (4

.(콜~하암 · 모든 백성, 신 27: 19)ל~ם (5

.(콜~하암 · 모든 백성, 신 27: 25)ל~ם (6

.(콜~하암 · 모든 백성, 신 27: 26)ל~ם (7

.(레고이 · 민족, 창 12: 2)גֹוי (8

.(레고이 · 민족, 창 21: 13)גֹוי (9

.(고이 · 민족, 신 4: 34)גֹוי (10

.(레고이 · 민족, 창 46: 3)גֹוי (11

.(레고이 · 민족, 신 26: 5)גֹוי (12

.(암~ 하아레쯔 · 온국민, 왕하 11: 18; 대하 23: 13)ם~ָא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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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1)을 열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

이 열린다.

복과 저주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 차이이다. 결국

암2)을 잘 이기고 견디는 지혜3)는 물같이 흐르는 삶에

서이다. 복과 화가 갈라진다.

너희4)는 늘 성경 말씀에 붙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러

한 너희들은 지혜자이다. 쉴로모5)이다. 쉴 놈이다. 우

리가 익히 아는 솔로몬이라 번역된 쉴로모이다. 하나님

말씀 사모자이다. 아울러 솔로몬이 사랑하였던 이는 술

람미트6)이다. 왜냐하면 사실 같은 언어이다. 술람미트

는 말씀대로 이루어 진 뜻이다.

14) ָא~ם( ~ 하아레쯔 · 온 국민, 왕하 11: 19).

.(암~ 하아레쯔 · 온 국민, 왕하 11: 20)ם~ָאץ (15

.(암~ 하아레쯔 · 온 국민, 왕하 16: 15, 23: 30, 35)ם~ָאץ (16

1) 시 121: 1).

.(암 · 온 국민)ם (2

 ,(캄밈 · 지혜 시 22: 15, 창 3: 6, 41: 8, 33, 39; 출 7: 1, 28: 3ים (3
31: 6, 35: 10, 25, 36: 1, 2, 4; 신 1: 13, 15, 4: 6, 16: 19, 32: 6; 삿 5: 
29; 삼하 13: 3, 14: 20, 20: 16; 왕상 5: 21; 대상 22: 15; 대하 2: 6, 11, 
12, 13; 에 1: 3, 6: 13; 욥  6: 13, 9: 14, 17: 10, 34: 2,  34: 34, 37: 24; 
시 49: 11, 107: 43; 잠 1: 5, 6, 3: 7, 35, 9: 8, 9, 10: 1, 8, 14, 11: 29, 
30, 12: 15, 18, 13: 1, 14, 20, 14: 3, 16, 24, 15: 2, 7, 12, 20, 31, 16: 
14, 21, 23, 17: 28, 18: 15, 20: 26, 21: 11, 20, 22, 22: 17, 23: 24, 14: 
5, 23, 25: 12, 26: 5, 12, 16, 28: 11, 29: 8, 9, 11, 30: 24; 전 2: 14, 16, 
19, 4: 13, 6: 9, 7: 4, 5, 7, 19, 8: 1, 5, 17, 9: 1, 11, 15, 17, 10: 2, 12, 
12: 9, 11; 사 3: 3, 5: 21, 19: 12, 29: 14, 31: 2, 40: 20, 44: 25; 렘 4: 
22, 8: 8, 9: 11, 16, 22, 10: 7, 9, 18: 18; 렘 50: 35, 51: 57; 겔 27: 8, 
9, 28: 3; 호 13: 13, 14: 10.

 ,(라켐 · 너희, 신 4: 13, 14: 7ם (라켐 · 너희, 출 12: 6) · 너희ם (4
8) · 너희 ם(라켐 · 너희, 신 4: 23).

.(쉴로모 · NE · 명사)ה (5

.(술라미트 · Age · 인종여성명사)ית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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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난 역대 하 서이다. 지혜는 솔

로몬에 비유되는데 역대 하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솔로몬의 지혜는 일천번제의 지혜역대 하 1장에서 온다.

복을 받은 솔로몬의 삶은 건축 준비역대 하 2장 ⇢ 성전건

축
3장
⇢ 성전비품

4장
4장 ⇢ 법궤입성

5장
⇢ 봉헌식과 감사

기도6장 ⇢ 장, 낙성식7장에 있다. 이로써 다윋의 삶과 동

일한, 그러나 단지 실제 성전건축만이 다를 뿐이다. 다

윋과 마찬가지로 번성8장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스바여

왕의 방문 시 그의 궁 내부를 다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의 저주로 솔로몬의 죽음이 뒤 따르게 된다9장.

이로써 왕국 분열과 더불어 북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10장은 강성11장하지만 시삭 왕이 침입12장한다. 아비야

왕13장 아사왕의 통치14장 ⇢ 종교개혁15장이 있었지만 하

나냐는 아사왕을 책망16한다. 이번엔 여호사밧 왕의 개

혁운동17장과 아합의 죽음18장 ⇢ 예후 선지자의 죽음19장

⇢ 여호사밧왕의 기도20장가 있다. 여호람 왕21장 ⇢ 아하

시아왕22장 ⇢ 아달랴 왕23장 ⇢ 요아스 왕24장 ⇢ 아마샤

왕25장 ⇢ 웃시야왕26장 ⇢ 요담 왕27장 ⇢ 아하스 왕28장로

왕대이다.

제 2성전 중건은 히스기야 왕29장의 유월절30장 준수와

히시기야 왕의 종교개혁31장후 죽음32장과 그의 아들 므

낫세 왕의 악정과 아몬왕
33장
⇢ 그리고 요시야 왕은

율법 책을 발견한다. 이 귀중한 자료로 종교개혁3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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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35장는 반복 리듬이 되며 동시

에 유월절 준수는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준수와 더불

어 반복리듬이 되어 있다. 다시 악정은 지속되어 여호

아하스 · 여호야김 · 여호야 긴 · 시드기야 왕으로 왕

대를 이으면서
36장1)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

로 끌려가면서 남 유다는 멸망한다.

하나님 백성일 때는 ‘저희들’이 아닌 ‘너희들’이다.

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2)

②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3)

③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4)

④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5)

하나님 단체를 대표하는 단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

은 온전한 한 사람을 지칭한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

이다. 하나로 뭉친 나팔 불기로 언약궤를 들고 일곱째

날까지 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뜻 사랑을

씨 뿌리기6)하는 일곱 깊이7)는 말씀이 들어 있는 샘을

1) ,  “역대 하,”『3차 구약역사서 Ⅱ』(서울: 바이블 동 · 서 · 남 
· 북 연구원, 2004), 59.

2)시 31: 24.

3)시 32: 11.

4)시 66: 16.

5)시 69: 32.

6) 천국비유의 일곱 비밀 씨뿌리기(마 13: 18~23) · 좋은 땅(마 13: 
24~26) · 가라지(마 27: 30) · 겨자씨(마 13: 31~32) · 누룩(마 13: 33) · 
보화(13: 44~46) · 누룩(마 13: 47~48).

7)  李 英芝,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이상 시 시제2호의 일곱리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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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일이다.

햇빛을 잘 익혀온 꽃잎이 물에 뜬다

물 안은 잘 익혀진 꽃잎이 되어간다

한 모금 물을 먹고 난 나는 지금 꽃이다

잘 익은 꽃잎이다 머리에 꽃을 꼽고

꽃으로 걸어간다 꽃잎이 물에 뜬다

한 모금 물을 얻고 난 나는 지금 꽃이다

- 이영지 「고맙습니다」

남자와 여자 곧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자기야와 네

게 봐의 존재 남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다.1) 자

기의 짝을 보고 늘 내게 봐2) 하도록 하나님이 낳으

셨3)다. 새 하늘과 새 땅4)을 알게5)하셔요. 성경은 자기

라= = 6)라 한 한국의 우리 자기야이다. 한국인들

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야로 부른다.

구약을 보는 관점들은 다양할 수 있다. 물과 관련한

알레고리적 3~6세기의 성경의 해석은 당시 초대교회가

당면한 다양한 반대 세력에 대한 구약 변호의 기독교

적 알레고리 해석에서이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 메시

, 2005.

1) (자가르 · 남자, NMS, male, άρσεν, 창 1:27).

.(내게봐 · 여자, NFS, female, θήλυ, 창 1:27)ה (2

.(나아셔 · 만드셔, VQICXP. Letus made, Ηόιησωμεν, 창 1:26)ה (3

4) καινούς δε ούρανοϋς καί γήν(카이우라노우스 데 카이 겐 ·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earth, 벧 후 3:13).

5) έγνώκατε(에그누카테 · 알게, ye have known, 요 일 2:13).

.(자카르 · 남자 · 기억, 창 1: 27, 32: 13)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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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1)에 관한 해석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단일한 저작2)

설과 기독론적 해석3)과 수리에 대한 길이 열려4) 그리

스도와 십자가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종들에서 보인 숫

자로 본다. 아브라함에 속한 318명에게 할례를 베풀었

다는 10과 8에 주목하고 10은 1이며 8은 H이므로 이

둘이 합하여 예수를 의미한다 등의 이론접근이 있다.

더구나 히브리어 마지막 (타브) 글자는 십자가의 뜻

으로 예수님과 관련한다. 그리스도를 에덴동산과 관

련5)하고 신앙 고백 기능6)의 단서로도 잡힌다.

1)Chistian 146. Frend, Sit 26, Rowan Creer, Christian 146. Frend, 
Sit 26(1973), 144. 

2) Church Father」 212.

3) Dockery, Biblical Interpretation, 157.

4) Bam 8: 1~5, trans. James A. Klist, Ancient Christian Writers, no. 
6(Westminster, MD: Newman, 1948), 9: 8~9. 

5) Hanson, Biblical Exegesis.

6) R. P. C. Hanson,「Biblical Exegesis」 427. Irenaeus, Against 
Heresies, 39~4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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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물의연구사

제1절  물에 대한 언어적 관점제1절  물에 대한 언어적 관점

이러한 경향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학자

필로에서 클레멘트와 오리겐을 경유해1) 퍼져나갔다.

클레멘트2)는 필로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도입3)하여 성

경의 이중적 해석자로 문자적 이면에 숨겨진 영혼과

육체의 중요성을 지식의 지고한 원천4)으로 보았다. 여

리고성 라합이 내려놓은 붉은 줄을 주님의 피와 연결

시켜 알레고리적 구약의 그리스도를 찾는 작업도 진행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구약의 철학이 헬라 철학보다

우선이라는 철학의 원천 관점5)이다. 저스틴 마터6)에

의해 획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함이 구약의

목적7)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사로8) 에스겔에

1) BC 20~AD 54.

2) Clement of Alexandria: 150~215.

3) Hanson, Biblical Exegesis」 436.

4) William Klein Craig Bloomberg, Robert Hubbad, Introduction, 34. 

5) John Regerson, Christopher Rowland, and Bamabas Lindars, 
Study, 28~29.

6) Justin Maty; 약 100~165.

7) Dialogue, 126. G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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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인자로1) 다니엘에게는 인자 같은 이2)로 이사야

에게는 하나님의 아들3)과 고난 받는 자, 야곱, 이스라

엘4)과 지팡이, 모퉁이 돌, 하나님의 아들5) 등등 이 다

윋에 의해 경배 받으실 그리스도요 하나님6)의 아들이

며 그리스도요 돌로7)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지혜8)자로,

모세에게는 요셉과 유다 그리고 별9)로 스가랴에게는

동편으로10) 예시된다 하였다.

반~영지주의11)적 신학자 이레나우스12)는 구원계획이

동일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이

들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해하면서 구

약은 역사의 여러 단계에서 예수님과 연계된 오랜 시

간 동안 지속된 역사의 기록이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

는 역사학적 해석의 첫 걸음을 열어 놓았다.13) 언약에

8) 9: 6.

1) 겔 40: 4.

2) 단 7: 13).

3) 사 9: 6.

4) 사 42: 43, 52: 53.

5) 사 8: 14, 28: 16, 11: 1.

6) 시 2.

7) 시 118: 22; 사 8: 14, 28: 16, 50: 7; 단 2: 34.

8) 잠 8: 22이하.

9) 창 49장; 민 24: 17.

10) 슥 6: 22.

11) anti~gnostic; 영지주의란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될 수 없다는 학설: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은 인정해야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 부정. 

12) Irenaeus: 약 130~200: Irenaeus, An Unmasking and Refunation 
of thatwhich is wrongly called Knowledge. 

13)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  할 것
인가: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김진섭 · 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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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약으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윋과 예수님

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로고스

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BC 3세기경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과 문학의 연

결로 이해되는바 그리스에서 호머와 헤시오드의 작품

이 신학과 연계1)된다. 이집트의 할렉산드리아의 유대

학자 필로2)가 70인 역을 플라톤과 금욕주의 학파와 일

치성으로 보려하여 하여 알렉슨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3)을 경유해 기독교교회까지 퍼져 나갔다. 플라

톤류의 한정성을 벗어나는 역사적 시각의 중요성은 오

히려 문자적 의미와 아울러 역사성을 강조한다. 오리겐

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된 성경의 신비함4)을 3중

적 관점으로 한다. ① 단순한 사람은 성경의 육체(문

자)에 의해 · ② 다소 진보된 사람은 성경의 혼에 의해

· ③ 완전한 사람은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담은 영적인

율법에 의해 교훈 받고 훈육되어진다는 관점이다. 오리

겐은 인간은 몸 · 혼 · 영혼으로 이루어 졌기에 성경의

3중적 해석은 당연하다5)며 문자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강조6)는 물과 관련7)

· 류호준 역(서울: 이레서원, 2005), 130.
1) Hesiod: Bernard Ramm, Protestant Biblical Interpetation, 25.

2) BC 20~AD 54.

3) Origen: 185~254.

4) Origen, First Principles, Preface, 8.

5) Origen, First Principles, 4. 2. 4.



제10장 물의 연구사958

된 이 학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우물로

모으라 함은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

님을 강조한 뜻이다. 2세기 교부들은 역사적 의미에 충

실하여 모형론과 해석을 강조1)하였다. 울콤의 모형론

적 해석2)은 사람과 사건 그리고 사물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계시의 역사적 구조물에서 찾았다.

디오도레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사건의 문자적 의미

와 영적 의미를 모두 분별3)한다. 데오도레4) 알레고리

해석에 반대하여 오리겐이 성경역사의 실체를 빼앗아

가버렸다고 주장하였다. 문자적 의미에 촛점을 맞추어

본문의 원래적이고도 역사적 의미는 가장 개연성 있는

정황을 재구성5)하였다. 블렉맨은 모형론적 해석을 사

용 하여 저스틴이나 이레나우스 등의 학설을 참조하여

역사적 상관관계에서 본문을 본다.

크리소스톰6)은 알레고리 해석을 경계했다. 저자 의

도에 촛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의 언어 그 자

6) M. F. Wiles, Origen」 468. Joseph Lienhard, 「Origen」 45.

7) 민 21: 16~18.

1)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  할 것인
가: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김진섭 · 류효영 
· 류호준 역(서울: 이레서원, 2005), 122. 

2) K. J. Woollcombe, Essays on Typology, 40.

3) Breck, Power, 74~75.

4) Theodore: 350~428.

5) Theodore: 350~428: Enid Mellor, 「Old Testament」 191 · 
Maurise Wiles, 「Theoder of Mopsuestia」 497. 

6) Chrysostom: 34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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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크리소스롬은 문예

적 문맥에 비추어 이해하려 문자적 의미를 추구하되

저자의 목적과 언어적 문맥이 제시하는 은유적 혹은

비유적 표현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였다. 성경 전

체의 중심적 구원의 메시지로 보는 관점은 신약문맥을

구약의 미래 성취라는 관점으로 이해, 구약에서 그리스

도는 예언에 있다는 것이다. 약속과 예시는 역사적 사

건들로 이루어진 예언인 모형이다.

교회 안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이후

에도 알레고리적 해석과 모형론적 해석은 계속적으로

힐러리1)와 밀란의 대주교 암브로스2)로 이어진다. 어거

스틴으로부터 중세기까지 성경적 해석의 주도였던 주

요해석학적 원리는 성경의 4중적 의미를 중요시하는데

있다. 3중적 의미를 암브로스에 의해 영향 받은 어거스

틴은 종말론의 의미를 덧붙여 4중적 해석을 가지게 하

였다. 어거스틴3)은 신학의 기초를 형성하면서4) 해석학

과 설교학의 지침서를 통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

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리5)를 제공한다. 구약의 신적

권위를 변호하면서6)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은

1) Hilary of Poitiers.

2) Ambrose; BC 339~297.

3) Augustine; 354~430.

4) Baker, David L., 구속사적 성경해석학: Two Testaments, 
One bible』,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9), 47.   

5) Lrroy Nixon, John Calvi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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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여섯에 해당하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절정을

이룬다는 관점이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헌신된 그룹으로 마지

막 시대인 교회의 시대는 심판의 날까지 지속될 것1)이

다. 구약 속의 신약이 감추어져 있으며 신약에서 구약

이 드러나 있다.2)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상의 가나

안으로 인도하듯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천상의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것3)이다. 어거스틴의 문자 비

유는 믿음 · 소망 ·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

랑으로 본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일이다. 에덴동산은 교회 · 네 강은 4복음서

· 과일나무들은 성도 · 열매는 성도의 업적 · 지성소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자신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유의지의 개인적 결단을 상징4)한다. 어거스틴은 노

아 방주를 이 세상 속에서 순례하는 하나님의 도시 ·

나무배를 통한 구원되어진 교회 상징 · 나무 배위에 하

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떠

계심을 제시한다. 방주 양 옆에 난 문은 십자가에 달리

신 분의 양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 생겨난 상처 · 문

6) James Preus, From Shadow, 10 

1) Rodney Petersen, Continuity」 23.

2) Rogers and McKim, Authority, 33(PL 34. 623)에서 인용된 
Augustine임. 

3) Augustine, Homilies of John, Second Homily, 2.

4) Augustine, City of God, 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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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위한 통로 · 방주 건축에

관해 언급되는 모든 다른 세부사항들은 교회에서 발견

되는 모든 실체들을 상징한다며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역사로 구약을 이해1)하였다. 존 토마스 아퀴나

스2)는 4중적 의미를 주장3)하였다.

문자적 의미는 성경 저자의 의도라는 관점으로 정의

를 내리고 인간과 하나님 모두라는 사실을 역설한다.

문자적~역사적 해석은 아퀴나스와 어거스틴 모두 성경

저자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다. 4중적 해석은 소위 객관

적 사실들을 넘어서서 본문이 지닌 메시지들을 찾는데

있다. 기록이 지닌 성경의 문자는 그야말로 중요한 단

서가 된다. 때문에 구약과 신약 그 자체가 기록 문자로

서 그리고 히브이어가 지닌 성경진리는 수치까지 가지

고 있으면서 한 점 일획이라도 없으면 의미가 전연 다

르게 나타난다.

구약에서 그리스도 찾기가 가능하다. 그 방법으로 알

레고리적 해석이 있게 된다. 구약성경이 지닌 그리스도

의 자리는 아예 창세기 첫장부터 찾을 수 있다.

1) Bonner, Augustine」 City of God, 553.

2)(Thamas Aquinas; 약 1225~1274)는 Summa Theologica.

3) Aquinas, Summs, 1. 1. 10. Hebert, Authority, 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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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물에 대한 문학적 관점제2절  물에 대한 문학적 관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기간은 이 세상일이다. 이 세상에서 유월절한날 · 한분 · 예

수 ⇢ 무교절둘째날 · 십자가사건 ⇢ 초실절셋째날 · 부활 ⇢

오순절넷째날 · 성령 ⇢ 나팔절다섯째날 · 재림 ⇢ 속죄절여섯

째날 · 구속 ⇢ 장막절일곱째날 · 영원이다. 복음의 물이 말씀

이 흐르는 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구약 성경과 문학성과의 유기성 관계는 B · C 3세기

경 그리이스의 람1)의 호머와 헤시오드의 작품연구를

시작한2) 이래 문학성과 관련된 연구의 가능성을 열기

시작3)하였다. 이후 로트4)는『히브리인들의 성시』5)에

서 히브리 시의 시행 구성상 평행법과 대응성을 가지

는6) 예를 들었다. 헤르더7) 또한『히브리 시의 정신』

에서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보아 역사적 사실을 실제에

대한 인간의 체험을 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구약의

문학성 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궁켈8)은 로트와 헤르

1) Bernard Ramm.

2) Bernard Ramm,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0), 25. 

3) Ibid, 131.

4) Robert Lowth, 1753.

5) De Saera Poesi Hebraeorum.

6) 24: 1~3.

7) H. J. Herder, 1744~1803.

8) Hermann Gunkel, 186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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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의 영향을 받았다. 그 후 문학성과 관련된 문자에 대

한 수용 가능성이 열려1)졌다. 궁켈 자신은 진리의 대

부분이 성경적 시문학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본다. 이러

한 관심으로 시편과 창세기와 묵시록을 통해 히브리인

들의 문학성과 감수성이 파악2) 되었다. 궁켈은 구약

이 지닌 삶의 경건성을 옹호하면서 이론은 단지 침전

물에 불과하다는 관점에 있다. 성경의 서사시와 시편과

창세기와 묵시록에서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직관적 관

점인 문학의 감수성을 파악하면서 양식비평사의 창시

자3)가 되었다. 궁켈이 관심을 기울였던 구약 성경의

문서 양식의 관심은 베크리히4)에 의해 1933년에 완

성5)되었다.

물에 대한 첫 연구는 1895년에 궁켈이『창조와 혼

1) Ibid, 131.

2) 사전(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초판(H. 
Gunkel, Ausgewählte Psalmen, göttingen, 1904.)과 개정된 제2판(H. 
Gunkel, art, 'Psalmen' in Die Religion in Geschichle and gegenwart, 
Bd, IV, 1913, cols, 1927~1939; revised for the second edition in 
1927), 영어로 출판(The Psalms, Facet Books biblical series 19, 
Philadelphia, 1967.), 시편전체 주석(H. Gunkel, Die Psalmen(HKATＸ
IV), Göttingen, 1926, fifth ecdition 1968).

3) 궁켈은 감사 시(찬양 시)와 탄식 시를  단체와 개인의 시로 분류하고  
제왕 시는 시온의 시와 ה 대관식시인 찬양 시로,  제1인칭 단수의 탄식과 
감사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시로 보았다(H. Gunkel, 
Ausgewählte Psalmen, göttingen, 1904; H. Gunkel, art, 'Psalmen' in 
Die Religion in Geschichle and gegenwart, Bd, IV, 1913, cols, 
1927~1939; revised for the second edition in 1927; The Psalms, 
Facet Books biblical series 19, Philadelphia, 1967; H. Gunkel, Die 
Psalmen(HKATＸIV), Göttingen, 1926, fifth ecdition 1968).

4) J. Begrich.

5) H.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Göttingen,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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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서 깊음 테홈1) 히브리어의 배경을 바벨론의 창

조 신화와 관련하면서2) 시원과 종말이 일치한다는 학

설을 제시3)하였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조명된 궁켈의

"원시와 종시에 나타난 창조와 혼돈"4) 논문은 이스라

엘 종말론 구성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서 유래된 것

이라는 관점이다. 이 관계로 하여 대부분의 논문 특히

물과 관련하여서는 바벨론 문화와의 관계성으로 연구

하기 시작하였다. 라파엘 파타이5)는 ‘그 물’ 하마임6)을

고대 팔레스타인에 맞추는 비이면서도 물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를 히브리어 텍스트로 연

구 하나님의 사랑이 물로 들어 나는7) 관점에 있다. 필

립 레이몬드8) 역시 광야에서의 물의 용례를 신화적인

물과 야훼의 산에서 흐르는 물로 구별하여 연구9)하였

다. 촤일즈10)와 폰 라드11)는 우주의 시원12)으로서의 물

)חֹו (1 , 창 1: 2).

2) H. Gunkel, Schö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5). 41~61.

3) Hermann. Gunkel, Genesis(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1), 9. 242.

4) Sch p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 1895.

5) Raphael Patai,  1936.

.부(하마임)ם (6

7) Raphael Patai, “The 'Control of Rain' in Ancient Palestine: A 
Study in Combative Religion,” HUCA 14, 1936), 251~286. 

8) Philippe Raymond, 1958.

9) Philippe Raymond, “L'eau, sa vie, et sa signification dans 
l'Ancien Testament,” 6 SVT 6, edited G. W. Anderson, P. A. H. Do 
Boers, Miller Burrows, Henri Cazelles, E. Hammershaimb, and Martin 
Noth(Leiden: Bril, 1958), 215.

10) Brevard S. Childs, Myth and Reality in th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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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였다. 카이젤1)은 물을 우가릿트와 이집트와

관련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관련한 물을 하나님의 빛으

로 이해2)하였다. 하벨3)은 바알과 야훼 사이의 충돌에

대한 배경연구4)로 물과 폭풍과의 관련성 연구하여 바

알경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들었다.

에아킨5)은 물의 역사적 연구로 야훼와 바알 사이의 관

계에 관한 연구6)이다. 브론넬7) 역시 바알경배사상에

맞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연구8)이다. 프레드릭

린스톰9)은 나일강에 대한 이스라엘 인들의 거부반응을

나일강 범람의 물 망網에서 벗어나 유일신을 찾는 길10)

이라 하였다.

Testament(London: SCM, 1960, 31.

11) Gerhard. von Rad, Genesis, Marks, J. H Trans. 
OTL(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76.

12) 1: 2.

1) Otto. Kaiser, 1962.

2) Kaiser, Otto, Die Mythische Bedeotong des Meeres in ägypten, 
Ugarit und Israel,(Berlin: Waltee de Gruyter & Co, 1962), 18~23.

3) Norman C. Habel, 1964.

4) Norman C. Habei, Yahweh Versus Baal: A Conflict of Religious 
Cultures(New York: Bookman Associates, 1964). 13~14.

5) Frank E. Eakin, Jr, 1964.

6) Frank E. Eakin, Jr,  The Relationship of Yahwism and  Ballism 
During the Pre~Exilic Period.,(Duke University, 1964), 181.

7) Leah Bronner, 1968.

8) Leah. Bronner, The Stories of Elijah and Elisha as Polemics 
Against Baal Worship,  POS, edited by A. van Selms(Leiden: E. J. Bril, 
1968).

9) Predrik Lindstom, 1983.

10) Predrik Lindstom, God and the Origin of Evil: A contextual 
Analysis of Alleged monistic Evidence of the Old Testament, CBOTS 
21(Lund: CWK Gleerup,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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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화와의 관련성에 따른 배경연구와는 달리

노스럽 프라이1)는 성경의 독특한 언어를 묵시이미지와

악마이미지와 유추적 이미지로 나눈다. 그 안에 신계 ·

인간계 · 동물계 · 식물계 · 물질계 각기에 물을 소속

시키었다. 목사이면서 신학자이었던 노스럽 프라이는

하나님의 이론2)에서이 세계를 묵시적 · 악마적 · 유추

적 이미지 구분하였다. 비평의 해부3)에서 물을 물질계

로 소속시켰고 성경을 거시적인 U 구조로 조망4)하였

다. 프라이는 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

지만 자연신화를 통해 순환형식에 집중하였다.

① 새벽, 봄, 출생 단계~영웅의 출생, 부활과 재생, 창조, 암흑,

겨울, 죽음의 세력의 패배

② 정오, 여름, 결혼 또는 승리의 단계~ 인간의 신격화, 거룩한

혼인, 낙원, 목가

③ 석양, 가을, 죽음의 단계~ 가을, 신의 사랑, 영웅의 급작스런

죽음, 비극과 엘레지의 원형

④ 어둠, 겨울, 해체의 단계~대홍수와 대 혼돈, 패배

프라이의 신화비평방법은 이러한 계절의 순환에 따

르는 동그라미 원 O 모양을 지향하였다. 특히 1일 주

기로서 새벽~ 정오~ 석양~ 밤, 그리고 1년 주기로서

1) Northrop Frye.

2)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151~158.

3) Anatomy of Criticism(1973) Ibid.

4) Northrop Frye, 성경과 문학』, 김영철 옮김(서울: 숭실대학교, 
2000),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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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과 사람의 생애 주기로서

탄생~ 결혼~ 이별~ 죽음의 순환원리를 내세운다. 때문

에 하나님의 연구방법은 다원론이되 신념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원을 찾는다. 그리고 역사비평 · 윤리비평 ·

수사비평 · 원형비평의 특징을 찾고 양식이론으로서 비

극 · 희극 · 주제적 양식이론과 윤리비평의 상징 이론

으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이다.

축자적 양상과 모티브의 상징과 기호의 이미지를 들

어서 원형 상징으로서 묵시 · 악마 · 유비적 이미지에

근접한다. 프라이는 동일성을 찾는 연구에 집중하면서

도 물만을 연구1)하지는 않았다. 은유와 상징을 가진

이러한 기준을 프라이는 성경이 가지는 언어의 상징

성2)으로 보았다. 크리스토퍼는 은유적인 문자의 시대

에 있는 성저언어문자는 은유를 지녔다3)고 하였다. 프

라이는 상형문자의 단계에 따른 언어 사용에 대하여

그 특징이 은유적인 관점4)이라는 것이다. 프라이는 은

유의미를 ‘좋아하고 싫어함’의 둘로 구분5)하였다. 이훈

1)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162.  

2)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71~72.

3) Christopher Ocker, Signification and allegory」 Biblical Poetics 
Before Humanism and Reforma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4) Northrop Frye,『성경과 문학』, 김영철 옮김(서울: 숭실대학교, 
2000), 28~41. 

5) Northrop Frye,『문학의 원형: The Educated  Imagination , 
Bloomington &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4, 이상우 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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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성경에서의 비유는 필요하며 하늘의 뜻을 가진

지상의 이야기 때문이라1) 하였다.

물만을 연구한 학자 존 데이는 구약 성경과 우가릿

텍스트와 비교하면서 물을 폭풍우로만 한정하고 그 물

을 하나님이 다스린다2)는 관점이다. 다음해 카로라 크

루스는 물을 조절하는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3) · 그 다

음해 프로프는 물과 관련한 수사적 관점에서 연구4)하

였다. 웬함은 창세기 1~15장을 언급하면서 하늘과 땅의

U리듬을 연구5)하였으나 물과 연관하여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토시오6)는 물과 바알을 연관시키었다. 그 관계

는 곧 바다~얌7)이 드라곤이며 얌 · 나하르8)로 바알과

적수관계에 있으며, 바알9)은 창조자가 아니라는 견해

: 명지 대학교, 2002), 8~9.

1) 이훈구,『비유연구와 해설』(서울: 연합, 1992), 17.

2) Carola Kloos, 1986; John.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15.

3)Carola Kloos, Yehwa's Combat with the Sea: A Canaanite 
Tradition in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Amsterdam: G. A. van 
Oorschot; Leiden: E. J. Brill, 1986), 

4) William Henry Propp, 1987; William Henry. Propp, Water in the 
Wilderness: a Biblical Motif and its  Mythological Background, 
Harvard Semitic Monographs 40(Atlanta, Georgia: Scholars, 1987), 
9~109.

5) Gorden J. Wenham, 1987; Gorden J. Wenham, Genesis 
1~15(Waco: Word Books, 1987), xxi, 46.

6) David Toshio, 1989.

7) sea~yam.

8) the that dragon=sea dragon.

9) 프레드는 바알이 있는 곳인 시온 산 ‘mount saphon’(마운트 사폰)으로 
북쪽에 있는 산1)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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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의 변천에서 그 순서를 찾을 수

있 다 .

ayabba~a~ab~ba=>ayabba>(a)yabba>(a)amba>Yamm

>yām1)의 차례는 언어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증거언어

가 된다. 물과 바알과의 관계 연구와는 달리 엠메트2)

는 물의 씻음 문제연구로 나아만 장군과 관련하여 요

단강에서의 몸이 깨끗이 씻어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물로 몸을 씻은 그 후의 행적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역

점3)을 두었다. 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1992년 이훈구는 성경에서

의 비유는 필요성을 하늘의 뜻을 가진 지상의 하나님

이야기 때문4)이라 하였다. 문학과 신학과 그 연계 가

능성을 엄원식은 그와 관련한 신성이미지를 문학성으

로 조명하고 아카드어와 신화와 노아 홍수 모두를 신

성수와 관련하여 연구5)하였다. 손원영은 하나님의 사

랑 실천의 교육과정 방법을 데오 프락시스 접근을 제

1) David Toshio. Tsumura,  The Earth and the Waters in Genesis 1 
and 2: A Linguistic Investigation, JSOTSS 83(JSOT Press, 1989), 
57~63.

2) Woods, Fred Emmett, 1991.

3) Woods, Fred Emmett, Water and storm Polemics Against Baalism 
in the Deuteronomic History(Michigan: A Bell & Howell Company 
1991), 147~148.

4) ,『비유연구와 해설』(서울: 연합, 1992), 17.

5) 엄원식, “구약 성경의 수비 학에 대한 탐구,”『福音과 實踐』(대전: 침
례 신학 대학교, 1998), 35.



제10장 물의 연구사970

안, 하나님사랑 실천의 중요성1)을 제시한다. 신 · 구약

의 연결 고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의 순수한 물은 레2)가 물의 조화성과 하

나님이 가지는 포용력의 시각3)에 주목하였다. 다비드4)

는 히브리 성경에서의 침례5)에 대한 구약 관점으로 씻

음 의식과 순결의식대별로 크리스천에 대한 구약 씻음

의 의미를 제2성전에서 찾음으로 하여 구약에서도 물

이 살아 있음을 증명6)하였다. 장영규7)도 구약에서 씻

음 문제를 몸 씻음과 관련한 특징을 세례의 기원으로

연구8)하였다. 물을 하나님의 사랑 관점으로 본 에모

토9)는 물은 살아 있기에 물을 향하여 사랑의 말을 함

으로써 물이 아름다운 형체로 화답10)한다 하였다. 하이

킨11)은 순수한 샘의 근원이 신앙에서 얻어 진다12) 하였

1) ,『프락시스와 기독교 교육과정』(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1), 305~308.

2) Quach, Binh Rhe, 2002.

3) Quach, Binh Rhe, The Formative and Transformative Power of 
Symbol: Water in the Gospel of John and the Laozi(Ann Arbor: U · M 
· I, 2002), 94. 

4) L. Jonathan David, 2003.

5) washing in water.

6) Jonathan David. Lawrence, Washing in Water: Trjectories of 
Ritual Bathing in Hebrew Bible and Second Temple Literature,(Ann 
Arbor: U · M · I, 2004), 54~ 164.

7) Jang, Young Gye,  2003.

8) Jang. Young Gye, The water Rite and Conversion: Significance of 
the Naaman Story in a 2 King 5: 1~27 for Christian Baptism(Ann 
Arbor: U · M · I, 2002), 47. 

9) Masaru Emoto,  2003.

10) Masaru Emoto,『물은 답을 알고 있다  1: Mizu wa Kotae wo 
Shitteiru 1 , 양억관 옮김(서울: 나무 심는 사람, 2003),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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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렐1)은 하갈의 물을 애급으로 가는 물2), 와트는

많은 양의 물은 축복과 관련으로 연구3)하였다. 최근의

연구동향은 성경에서의 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들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의 의미로 이영지는「물(  · 마임)의 초월성과 현실성

과 회복성에 관한 연구」로 학위4)를 받았으며 더 연구

하여『물에 대한 신학과 문학의 비교 연구』5)로 물이

생명의 말씀임을 증명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자료수집

중 발견된 우리나랏말과 히브리어의 발음의 동일성을

전자도서로 내용을 수정 출간6)하였다. 이에 더 『물의

신학과 문학』7)을 발간하고 다시 『물의 신학과 물의

시학』8)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 책은『물의 신학과 문

학』의 바코드를 재사용함으로써 교보문고를 비롯한

11) Michael A. G. Haykin, 2004.

12) Michael A. G. Haykin, At the Pure Fountain of thy Word(British 
Library: Paternoster Press, 2004), 1~2.

1) Rulon Miller, 2005.

2) Nina. Rulon Miller, Hagar a Strange land: a Feminist Literary 
reading of Genesis 12~21(Medison: Drew University, 2005), 117.

3) N. Wyatt, Water, water everywhere..」 The Mythic Mind: 
Essays on Comology and Religion in Ugaritic and Old Testament 
Literature(London: Equinox, 2005), 222.

4) 이영지, 「물(  · 마임)의 초월성과 현실성과 회복성에 관한 연구 ~ 
사랑의U리듬을 중심으로」서울기독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서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출판사, 2008).  

5)『물에 대한 신학과 문학의 비교연구 ~사랑의U리듬을 중심으로』(서
울: 영예문학, 2008),

6) 이영지, 한국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서울: 문학방송, 
2012). 

7)『물의 신학과 문학』(서울: 창조문학사, 2013).

8)『물의 신학과 물의 시학』(서울: 창조문학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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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 등재중복이 되는 이후 6년이 지나 2023년에

『물의 시학』1)으로 수정 보완된다. 보완된 내용은

한 마디로 물 두 개라는 의미를 전하면서 쌍수의 역할

물 사역이 물아 일어서라! 일어서라! 두 발로 걸어라

이다. 물의 말씀사역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 글

자 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음을 알린다.

1) 『물의 시학』(서울: 창조문학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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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U리듬

제1절 U 리듬제1절 U 리듬

물의 동적 이동은 U 리듬이다. 바일레이1)는 노아이

야기2)의 U구조3)로 언급하였다. 홍문표는 요나이야기

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는 U 의미로 연

구4)하였다. 민대훈은 하나님의 익명성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타자성과 초월성이 지니는

흔적의 특성을 보여주는 성경의 현현에 대하여 물 항

아리에 대한 중요성5)을 들고 있다. 성경의 U리듬은 하

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간절한

기다림이다. 그 의미는 변화로 다시 돌아옴이다. 하나

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에 품어

초월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게 하신

1) Lloyd R. Bailey, 1989.

2) 6: 10~9: 19.

3) Lloyd R. Bailey, Noah: The Person and the Story in History and 
Tradition(Columbia: University South Carolina Press, 1989), 154.

4)홍문표,『신학적 구원과 시적 구원』(서울: 창조 문학사, 2006), 217. 

5)민대훈,『바르트와 레비나스가 본 형상 금령 해석』(서울: B & A, 
2007), 178. “유월절 식사의 최후의 만찬,”『敎授論文集』,第8輯,(서울: 서
울 기독 대학교, 200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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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낙망하지 않도록 형제애로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까이에 살게 하시면서, 빛인

그를 따라가도록 하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을 바라보도록 하신다. 이 리듬은 돌아오는 리듬을

만든다.

성경은 물이 쌍수가 되는 기본 법칙을 세운다. 성경

에서 물은 때로 복수와 그리고 단수를 나타내기도 하

지만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벗어나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물을 통한 초월성을, 그리고 복수

로 뭉쳐진 온갖 것들을 다 그에게로 돌아오는 문학적

은유법으로 한다. 이러한 회복성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

랑인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죄에서 반드시 다시 돌

아오게 하시려는 표시 U리듬으로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향기를 지니게 하신다. 곧 하

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사랑 실천을 하게 하

시었다. 이때에도 성경이 얼마만큼 다시 돌아옴 자리

두 번째 자리에 맞추는지는 제2 십일조와 절기에서 가

장 표면적으로 드러내신다. 소제에 대하여 두 번째 거

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로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하신

다. 그 방법은 단을 가져 온 날부터 세어서 칠 안식일

의 수효를 채운1) 후 제 칠일 안식일까지 합 오십일을

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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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1) 드리게 하였다. 소제는

에바 십분지 이로 만든 떡 두개를 가져다가 흔들게 하

고 요제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여

호와께 드리는 것2)이다. 이 떡과 함께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일곱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드

린다. 이들은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3) 삼는다. 속죄제 또한 일 년 된 수양 둘을 화

목제 희생으로4) 드린다.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

께 그 두 어린 양을 요제5)로 삼는다.

하나님의 두 번의 일을 즐기시는 것은 황금률에서

특별하다. 생명체가 살게 하시는 신비한 황금률 3 · 4

의 리듬은 아주 후미진 골짜기에서도 생물들이 하늘의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나 꽃이 피는 황금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죄악의 문제에서도 서너 가지 죄악을 서, 너라는 리

듬으로 표시한다. 그 죄를 사랑으로 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이 인간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의 향기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

금 사랑 실천을 하게 하시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향기

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랑 실천이다. 방법은 마음

1) 23:16.

2) 레 23:17.

3) 레 23:18.

4) 레위기 23:19.

5) 레위기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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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성의 리듬을 통한, 사랑 실천이다.

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실천방법은 바다와 같은 인

간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신호로 ‘…을 위하

여’ 곧 히브리어 ‘… 라메드’를 사용하신다. 윗물과 아랫

물을 구분하시고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요나의 배 두개를 통하

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임을

흔적으로 남기시었다. 더 나아가 한 사람만이 아닌 이

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영원하

도록 사랑하시는 내용은 물의 복수라 해도 그 물 전체

로 강 이미지와 구분하셨다.

신앙의 공동체는 그들이 혈연이 아닌 믿음의 공동

형제애로 한다. 형제애와, 하나님 향기와 천국 소망하

는 지혜의 삶을 가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려 심지어

는 바다의 물길과, 빛의 광선 또한 둘로 구분되는 우주

의 신비로 하시었다. 하늘 깊은 샘과 바다 저 깊은 속

의 샘이 눈과 샘의 동일 언어 리듬으로 하나님은 눈=

目=아인= 아인으로 보여주기를 즐기셔서 하나님을 바

라는 소망을 야= = 야 곧 하나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다. 물 이동 리듬을

통하여서인데 시냇물과 강들과 샘과 우물과 어울려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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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미지를 나타낸다. 구약의 족보 아담과 노아와 아

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다윋까지 물은 차츰 하나님을

향한 끓는 가슴으로 전환되면서 다윋의 자손 예수 그

리스도로 까지 가는 생명수다.

성경은 하나님과 잡신을 구분한다. 가짜라는 의미로

마스크1) 언어가 동원된다. 우상2)이 아닌 하나님은 창

세기 1장에서 물의 1차적 의미를 떠나서 그를 향하여

움직이는 물에 대한 언어미의 아름다움과 오묘하고 신

비한 문맥에서 들어나는 하나님의 현현을 33회째의 하

나님과 “… 라메드를 통해 41회째의 자리로 한다.

성경에서의 반복리듬 차례는 한글 기준 순서이다. 우

리말에도 두 번의 반복리듬이 아주 잘 나타난다. 바람

이 살살 분다.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무서워서 벌벌

떤다. 서리서리 굽이굽이 첩첩산중 둥둥 낄낄 오동통

살살 설설 날이날마다 칭칭 콩콩 설레설레 맹맹 쫌쫌

칠칠맞게 사랑사랑 맴맴 골골마다 층층 칼칼 찔찔 쫄

쫄 출출 일일이 곰곰 생각하다 순순이 비비 솔솔 잘잘

줄줄 운운 촐촐 차차 하하 호호

1) ( · 우상,  9: 13; 신 9: 12, 13, 27: 15; 왕상 14: 9 등).

2) 신 28: 65; 대상 14: 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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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경원문에서의 반복 리듬제2절 성경원문에서의 반복 리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말의 훈민정음의 한글 자모가

지닌 기역과 니은의 자모법칙 ㄱ기역에서 ㄱ이 두 번

반복 ㄴ니은에서는 ㄴ이 두 번 반복 ㄷ디귿에서 ㄷ이

두 번 반복되는 발음 리듬이 성경의 언어법칙 리듬을

타는 버릇이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이 2회 리듬을 강조

하여 그 분의 아드님이신 자리를 강조한다. 바로 부활

의 자리와 우리들의 변화의 자리를 거듭나라는 메시지

로 전해진다.

* 가바 가바= =  가봐가봐
: 가바 가바: 재매있게도 우리말의 가 봐 가 봐로 읽

을 수 있다. 정녕 죽어봐 가 봐 가 봐= =  
가봐가봐1)의 2회 리듬은 은혜를 갚는 마음이 두 번 반복

되어 은혜를 꼭 갚는 리듬이다. 가 봐 가 봐라 한다.

* 가로되가로되=   =  가라에티가라아트
:가로되 가로되=  2)는 부르짖으라로 번역

되어 있다. 부르짖는 일은 가로되 가로되로 가서 하나

님의 말씀을 부르짖으라이다. 성경에서 간절히 부르짖

으면 하나님이 들어 주시는 일이 전개된다. 무엇이든지

1)  )ע 가바 · 정녕 죽어봐)

ת (2 .(가라드 가라드)ת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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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가득하여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입을 열어 부

르짖으면 반드시 꿈이 일어난다.

* 고아 고아= =  고아고아
: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고아 고아= =

 고아고아1) 기본형은 변형2)으로서도 같은 고고로

발음 된다. 자 갑시다!이다.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에 대한 찬양의미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 갑시다.

* 지극히 거룩하게= =  코데쉬코데쉬3)

: 지극히 거룩하게= =   기본형에 변

형4) 거룩하게 여김으로=베코데쉬 하코데쉼=

=  베코데쉬 하코다쉼5)와 거룩의 3회 반복 몸을

성결케 하여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레하크디소 코

데쉬 코다쉼= =   레
하크디소 코데쉬 코다쉼6)이 있다. 한국언어 곳의 사투리는

고데이다. 동시에 거룩한 장소 신성한 곳이다.

* 가리아 가리아= =  가리아 가리아7)

ָא (1 )ָאה 고아).

ָאה (2  (고아 고아 ·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VQAMZS, he hasה
triumphed, εγδόζως δεδοζασται, 출 15: 1. 22).

ׁש (3 .(코데쉬 코데쉬)ׁש

ָאה (4  (고아 고아 ·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VQAMZS, he hasה
triumphed, εγδόζως δεδοζασται, 출 15: 1. 22).

ים (5 .(베코데쉬 하코데쉼 · 거룩하게 여김으로, 민 18: 10)ׁש

ים (6 ׁש  (레하크디소 코데쉬 코다쉼 · 몸을 성결케 하여 지극히ׁש
거룩한 자가 되어, 대상 23:13).

יא (7 ,(가리아 가리아 · 부름을 받은 자, 민 26:9)י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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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아 가리아= =  가리아 가리아 반

복 리듬은 바늘구멍을 지나듯이 잘 정제된 대상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  가리아 가리아다.

잘 준비된 곳으로 가리아 가리아! 발걸음은 함부로 사

용하는 것이 아니다.

* 나시어 나시어= =  1)
: 큰 인물 나시어 나시어= =  나시아 나

시아 영원히 자신이 겸양해 진 다음에야 되는 족장 어른

=나시어 나시어= =  나시아 나시아다. 우말

에 나서지말라라는 말이 있다. 좋은 전통 집안에서 잘

행하는 일상의 날들은 좋은 인물을 만들어 낸다. 인간

의 하나님의 버릇을 닮 영험의 날들을 보낼 수 있다.

* 나아라 나아라= =  나아르 나아라2)

: 처녀라는 뜻이다. 아주 좋은 일은 처녀가 있어 나

아라 나아라= =  나아르 나아라. 이 처녀는

남자의 집에 시집가 아기=낳아라 낳아라= =

 낳아르 낳아라! 대 잇는다. 처녀는 만병통치약 개념

이다. 심청전의 심청은 아버지를 살리려 물로 뛰어 들

어 아버지의 눈이 뜨여진다.

* 나하르 나하르= =  하나하르 나흐르3)

י (1 )יא 나아시아 ·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민 3: 32, 7:30).

ה (2 .(나아르 나아라 · 처녀, 신 22: 25, 27)ר

ת (3 ר ~  (하나아라아르 느하르 ~ 페라트 · 유프라테 하수, 신ר
11: 24).



물의 시학 981

: 강을 나하르라 한다. 이 강 나하르 나하르=

=  나하르 네하르
유프라데 강을 나하르라 하고 이

나하르가 두 번 겹친다. 영원히 숨 쉬게 해 주시는 머

리=나하르 내하르= =  나하르 내하르는 하나

님이 지배하시어 영원히 숨 쉬게 해주는 머리라 뜻이

다.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물의 흐름 강이

있다.

* 나할 나할= =  나할 나할1)

: 시냇물=나할 나할=  나할 나할이다. 나할이 나의

기업=시냇물 뜻이다. 나 할 나 할=  나할 나할 시냇

물이 을 찾아 종종걸음을 치며 재잘재잘 종알거리면서

잘도 흘러간다. 열심히 일을 한 목사들에게 48성읍이

주어2)진다. 목사님들의 바쁜 모습이다. 기업은 내 할

일이 있다. 시냇물처럼 졸졸거리면서 내 할 일을 한다.

* 나타난 나타난= =  나탄 나탄3)

: 주님이 나에게 나타난 나타난= =  나탄 나

탄4) 주님 때문에 나는 구제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넉넉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하여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아낌없이 주시는5) 하나님으로 하여 나는 행복하

다. 주님은 나에게 늘 나타나 일을 행하신다.

1)  לּו )א 이나할루 나할라 · 기업, 민 18: 23, 24).

2) 민 21장.

ן (3 .(나탄 나탄 ·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신 15:10)ן

ן (4 .(나아톤 티텐 · 구제, 신 15:10)תֹון

.(티텐, 신 15:9)ן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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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페쉬 베네페쉬 아인 베아인 쉔 베쉔 요드 베요

드 레겔 베레겔=         
네페쉬 베네페쉬 아인 베아인 쉔 베쉔 요드 베요드 레겔 베레겔1)=생명

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 같은 말이 이렇게 길게 나타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무려 5회나 반복한다. 나쁨을 없애라신다.

* 다발 다발= =  다바르 다바르2)

: 말씀의 다바르 다바르= =  다바르 다바

르= 디바레티 디바레트3) 말씀다발이다.

* 달라 달라= =  달라 달라4)

: 물을 충분히=달라 달라= =  달라 달라

미디언 제사장의 일곱 딸 들이 물을 달라 달라=

=  달라 달라 하자 그 양떼에게 물을 충분히 먹

이었다. 물을 =  달라 달라 할 때마다 모

세는 그가 애급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준다. 드디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반석을 탕탕

두 번 치면서 물이 나오라 하여 모세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고도 정작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1)  ל ד ד ן ן ן ן ׁש )ׁש 베네페쉬 아인 베아인 쉔 
베쉔 요드 베요드 레겔베 레겔 ·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신 12:21).

ר (2 .(다바르 다바르)ר

3)  .(디바레티 디바레트 · 말하고 말하여도, 렘 3:5)י

ה (4 .(달라 달라 · 충분히, 출 2:19)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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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 넓어= =  라바 라바1)

: 라합은 마당발이었다. 마음이 넓어 넓어=

=  라바 라바 라합의 역할은 그녀에게 오는 사람에

게 복음을 전했다. 마당발 별명을 가진 라합은 하나님

의 사자들을 숨겨 복을 얻는다. 라합은 마음이 넓어 넓

어= =  라바 라바2) 하나님 일을 하여 구원

을 받았다. 한국 여인들의 치마폭이 열 두 폭으로 넓어

넓어= =  라바 라바 자식, 남편을 잘 돌본

다. 마음이 넓어 넓어= =  라바 라바3)말갛

다. 깨끗하다.

* 라아마쓰 라아마쓰= =  라아마쓰 라

아마쓰4)

: 벌벌 기는 모습=라아마쓰 라아마쓰= = 
라아마쓰 라아마쓰. 말씀 담아서=라아마쓰 라아마쓰=

=  라아마쓰 라아마쓰 벌벌 기어간다.5) 말씀 담

아서 담아서6) 산다.

* 메우다 메우다= =  메우다 메우다7)

1) ( · 우르부 · 번성하여, VQMMYP, καί πληθυνέσθε, 시 51: 
3).

ה (2 .(라바 라바 · 크게 더하리니, 창 3: 16)ה

ה (3 .(라바 라바 · 말갛게, 시 51: 3)ה

ׂש (4 ,(라아마쓰 라아마쓰 · 벌벌 기는, 창 8: 17)ׂש

ׂש (5  :우베콜~ 하레메쓰 하로메쓰 · 모든 기는 것, 창 7)ּול~ׂש
12, 8: 17),

ץ (6 .(하소레쯔 하소레쯔 · 기고 기는, 창 7: 21ץ

ט (7 .(메아트 메아트 · 점점, 신 7:20)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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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어 메우다 메우다= =  메우다 메우

다
하나님 백성이 그의 뜰을 = =  메우다

메우다 사람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긴다.

* 많이 많이=메우다 메우다= =  메우다

메우다1)

: 많이 많이=메우다 메우다= =  메우다

메우다2) 광장 안을 가득 매우다 메우다. 하나님 사랑하

는 백성들이 교회를 가득 가득 가득=매우다 매우다=

=  메우다 메우다!

* 마임 레마임= =  마임 레마임3)

: 마임이 물이다. 물과 물 사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하나님의 아드님 손이 있다. 마임 레마임= = 
 마임 레마임 온 천지가 물과 물로 마임 레마임=

=  마임 레마임 가득. 감탄하여 물이 넘치는=

하마임…하마임= … = 부… 부하마임 하마임4)

말씀이 많고 많은=하 마임…하 마임= = 부..
부하마임 하마임 말씀이 물 위에 떠다닌다. 이 세상에 말

씀이 떠다닌다.

* 멜레크 멜레크= = 멜레크 멜레크5)

1)  )ד 메우다 · 많이 많이).

ד (2 .(메우다 메우다 · 많이 많이)ד

ם (3 ם .(벤 마임 라마임 · 물과 물로, 창 1:6)ין

.부(하마임..하마임 · 물 물, 창 7:18)ם..부ם (4

5)  (멜레크 멜레크) 기본형의 변형 분 분(하멜레크 베하멜레
크 · 왕을 이어, 에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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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은 늘 말라고 말라고= = 멜레크 멜레

크
명령한다. 왕이 뭐라고 뭐라고= = 멜레

크 멜레크1) 명령한다.

* 미스마레테카 우미쉐메레트= = 
 미스마레테카 우미쉐메레트2)

: 일 하는, 직장을 다니는, 어디에 종사하는 일에 스

며들고 스며들어=미스마레테카 우미쉐메레트=

=  미스마레테카 우미쉐메레트 평생 일 하며

살아간다.

* 마아세르 민~하마아수르=  ~  마아세르 민~

하마아수르3)

: 십일조의 십일조=나의 일을 마시고 마셔서= 
~  마아세르 민~하마아수르신명기 26장에서 총 10회! “내

하나님”을 1회 사용하여 십일조 개념이 모두라는 뜻을

알린다. 십일조는 하나님에게 온 생명과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신다.

* 모두 모두=마구마구=마콤 마콤= =  마

콤 마콤4)

: 마카 마카경상도 사투리에서 모두라는 뜻=일어나라 일어나라

= =  =소녀야 일어나라=달리다 꿈=

1)  ( 멜레크 · 왕이 왕을 삼고, 왕하 24:18).

2) ּו (미스마레테카 우미쉐메레트 · 모든 직무, 민 18: 3).

ר (3 ן~  :(마아세르 민~하마아수르 · 십일조의 십일조, 민 18ר
26).

קום (4  · (마콤 마콤 · 일어나라 일어나라, 민 32: 2)קו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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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앞에 마가 붙어=마콤 마콤= = 
1)! 마콤 마콤= =   마콤의 ‘마’는
말씀의 뜻이니까 마 꿈은 말씀아 일어나라 말씀아 일

어나라! 말씀은 한 마디로 줄여=마 꿈 마 꿈=

=  마콤 마콤
!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 모재 모자 모자= =   모재
모자 모자2)

: 모재 모자, 모자쓰고 생명 얻고 얻고 얻고 우리말

그대로 모재 모자 모자= =   
모자 모자 모자. 모자 히브리어는 은혜를 받는 일 모자, 생

명을 얻는 일이다. 아 모자아  아 모자 아하3) 모재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4) 쓰고 벼슬하는

일은 국민을 살피는 일이다. 나 보다는 남에게 맞춰 사

는 은혜를 입어 모자를 쓰는 일 모자= 모자5)이다. 우
리나라 사람들은 방 안에서도 갓을 쓰고 감투를 썼고

하인들도 초립을 썼다. 아이들이나 아녀자들까지도 모

자를 썼다.

* 묻다 묻다= = 묻다 묻다 묻다6)

קו (1 )קום 마콤 · 일어나라 일어나라, 민 32: 2) · 

ים (2 א א  ,(하임 모재 모자 모자 ·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אי
VQPMZS. CXS VQAMZS VQAMZS, 잠 8: 36: א(모자 · 맞추어, 신 19:7 
맞추어(신 19:7) · 입었다(에 5:8).

3) (에모자아하 · 내가 너를 만알 때에, 아 8:1).

א (4 א (모א :(모재 모자 모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 얻고 얻고אי
자 · 맞추어, 신 19:7 맞추어(신 19:7) · 입었다(에 5:8).

5) 아 8:1.

 · (무트 무트 · 죽다)מּות מּות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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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랏말에 묻다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그대

로 묻다 묻다= =
묻다 묻다 묻다

이다. 말씀

이 끝나는 우리의 삶은 늘 말씀 속에 사는 일인데 이

말씀이 끝나면 죽는다. 되묻다 테무툰=  묻다 데

무튼1) 진짜 죽는 일이다.

* 바라셨다 바라= = …  베레오쉬

트…바라2)

: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바라. 하나님이 바라셨다…

바라= = …   산다. 하나님은 우리
에게 늘 바라셨다. 바라셨다 바라= … = 
…  베레오쉬트!. 그분이 봐라= … 창조하셨고 …

창조하셨다=브라암 히바레암= … 브라암 히바레

암3)이다.

* 봐 살 봐 살 =  봐 살 봐 살4)

: 봐 살 봐 살= =  봐 살 봐 살 알려 주

시는 분!

* 벤… 우∼벤=  … 벤…우벤5)
: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번식하게 그 씨를 베게 된

다.. 벤 일의 현재형을 벤으로 발음한다. 모든 살아있는

תּו (1 )מֹות 테무툰 · 결코 너희는 죽지, 창 3:4).

.(바라. 바라, 창 1:1)ברא ..ברא (2

3) 창 5:1.

ל (4 לּו (바솰 바솰) 기본형인ל  (테바쉘루 바쉘루 · 삶을 것은לּו
삶고, 출 16:23).

.(벤.우벤 · 나와 너 사이, 창 1: 18)ין…ּוין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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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새끼를 배고 알을 배고 하여서

대대로 이어진다.  … 벤…우벤 아들에서 아들로 이
어지는 벤 우벤=  … 벤…우벤1) 대대로 이어지는=

 … 벤…우벤2) 뗄레야 뗄 수 없는 언약3) 벤… 우∼

벤=  … 벤…우벤4) 사랑이 들어 있다.

* 봐누 베네= =  봐누 베네5)

: 생명을 쌓는 아이 봐누 베네= =  봐누 베

네 사람이 뱃속에서 만들어진다.

* 아침마다 일어나=바보케르 바보케르=

=  바보케르 바보케르6)

: 아침마다 일어나=바보케르 바보케르= =

 봐 보께로 봐 보께로 눈으로 보니 땅에 먹을 것이

있어서 주워서 먹고 연명하였다. 이처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먹을 것을 얻어서 하루를 견딘다. 경상도에 우

리말 사투리 보께로 즉 와 보니까가 있다. 보께로=

바보케로 봐보케르7) 앞에 접두어미가 더 붙어 =

 봐 보께로 봐 보께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  י.ּוי.( .우베네하 · 아들사이와 나, 청 17: 2),

.(베니 우베네하 우벤 · 나와 너의 너희들의, 창 17: 2)יי ּוי ּוין (2

 :(베니 우베니켐 우벤 ·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 창 17יי ּויים ּוין (3
10).

ין · (벤 벤, 창 1: 18)ין..ין ,(벤 벤, 창 1: 18)ין ..ין (4  :(벤 벤, 창 17ין
ין · (2 ין (벤)의 독립적 특성(창 1: 18)이 반ין (벤 벤 벤, 창 1: 18)에서ין
복(창 17: 2)와 3회(창 17: 10).

י (5 .(봐누 베네 · 생을 쌓는, 아이를 만듦 · 인생, 창 11: 5)נּו

ר (6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출 16:21)ר

.(보케르·살피시면, 에스라 4:15)בק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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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와 보니 가득한 음식 곧 만나가 들에 가득하여

이걸 먹고 40년을 살았다. 아론은 아침마다 봐 보께로

와 보께= =  봐 보께로 봐 보께로1) 하나

님이 계셔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봐 보께로 와 보께=  봐 보

께로 봐 보께로2) 하나님 사역자들이 아침마다 봐 보께로

와 보께=  봐 보께로 봐 보께로3) 문을 열어야 하는

일이 앞에 놓여 있다. 아침마다 봐 보께로 와 보께= 
 봐 보께로 봐 보께로4) 아침마다 봐 보께로 와 보께=

 봐 보께로 봐 보께로5) 그분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마음이 쓸쓸한 자를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신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

침마다 봐 보께로 와 보께=  봐 보께로 봐 보께로6)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드려야 할

일이 있었다. 아침마다 봐 보께로 와 보께=  봐
보께로 봐 보께로7)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육

분지 일과 기름 삼분지 일을 섞을 일 아침마다 봐 보

께로 와 보께=  봐 보께로 봐 보께로8) 내가 옳게

1)  )ר 바보케르 · 아침마다, 출 30:7).

ר (2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출 36:3)ר

ר (3 .(벨라보케르 라보케르 · 아침마다, 대상 9:27)ר

ר (4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사 28:19)ר

ר (5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사 50:4)ר

ר (6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겔 46:13)ר

ר (7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겔 46:14)ר

ר (8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겔 46:15)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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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방법을 알았다. 스바냐 선지자가 아침마다 봐 보

께로 와 보께=  봐 보께로 봐 보께로1) 그분께서 하

실 일을 보이신다.

* =  봐 살 봐 살2)

: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남편은 너는 내 중의

살이라며 =  봐 살 봐 살이라 했다.

* =  베끼노라 베끼노라3)

: 수금과 수금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악기로 베

끼노라 베끼노라= =  베끼노라 베끼노라4)!

악기에서 울려 퍼진다.

* 베코파르타… 바코페르= … = ..
베코파르타… 바코페르5)

: 그대의 말과 그대의 몸짓을 바르고 발랐더니=베코

파르타… 바코페르= … = ..베코파르

타… 바코페르6) 내 몸의 나쁜 생각들이 빠져나가 버렸다.

죄를 덮는 역청을 바르고 발랐더니=베코파르타… 바코

페르= … = ..베코파르타…바코페르7) 물에

서 건지는 일은 속죄의미다.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시

1)  )ר 바보케르 · 아침마다, 습 3:5).

ר (2  (미브사리 우바사르 · 살י ּור (바싸르 바싸르) 기본형은ר
중의 살이라, 창 2: 23) · 

ר (3 .(베키노르 베키노르 · 수금과 수금으로)ר

ר (4 .(베키노르 베키노르 · 수금과 수금으로)ר

...(베코파르타..바코페르 · 역청을.. 칠하라, 창 6: 14)ר (5

...(베코파르타..바코페르 · 역청을.. 칠하라, 창 6: 14)ר (6

.(코퍼레트 · 속죄소)ת (바코페르 · 역청)는 속죄소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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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다.

* 세 보아 또 세 보아=  세 보

아 베 세 보아1)

보다; 약속은 늘 당신께서 맹세하고 또 맹서한 약속

을 잊지 않도록2)=세 보아 또 세 보아= =

 세 보아 베 세 보아3) 우리에게 큰일을 하게 하신

다. 약속을 세 보아 또 세 보아= = 
세 보아 베 세 보아 하나님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나님

은 세 보아 또 세 보 아= =  세 보

아 베 세 보아4) 그의 백성들이 일하시도록 하시며 일곱째

날에 휴식하시고 온 만민이 그를 찬송하게 하시었다.

* 사나 사나= =  사나 사나5)

: 흔히 내가 왜 사나 사나= =  사나 사나

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 삼아 삼아= =  솨마르 솨마르6)

: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아 삼아= =  
솨마르 솨마르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렀소라고 남편은 하

1)  )ה 베쉬브아, 슥 4:11).

2) י (하세베아흐 하세비아흐, 출 13:19).

ה (3 .(쉬브아 베쉬브아, 슥 4:11)ה

ע (4 ה (쉐바 쉐바, 창 7: 2, 3)에서 변형ע  (쉬봐 쉬봐 · 일곱ה
일곱).

ם (5 ה (쉐나임 쉐나임)과ם  .(솨나 솨나 · 매년) 반복리듬이 있다ה
이 솨나 기본형은 변형 הם ּו(쉐나임 우바솨나 · 매년에, 신 14: 22, 
15:12) · 

ר (6 רּון (솨마르 솨마르) 기본형은 변형 삼가지키다ר  (솨모르מֹור
티스므룬, 신 4: 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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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을 지붕 삼아 삼아= =  솨마르 솨마르 잘

살아왔다라고 말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지 않

게 잘 지켜 보호받으며 살았다는 뜻이다. 복 받는 사람

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삶 말씀을 거울 삼아 삼아=

=  솨마르 솨마르
잘 지냈다.

* 하솨마아임 우 쉐메 하솨마아임=   
하솨마아임 우 쉐메 하솨마아임1)

하늘 언어가 반복리듬을 타는=쉐메 하솨마임=

=   하솨마아임 우 쉐메 하솨마아임이 성경에 있다.

하늘의 하늘보다 높으며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하

솨마아임 우 쉐메 하솨마아임=   하솨마아임
우 쉐메 하솨마아임2)은 하나님 때문에 하늘 위에서 물이 내

려오고 하늘아래에서 물이 올라간다. 하늘을 세 번이나

사용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로=쉐메 하솨마임=

=   하솨마아임 우 쉐메 하솨마아임3)

* 샘=선생님=셈 에트~ 셈= ~ =  ~  
셈 에트~ 셈4)

: 선생님을 우리들은 셈이라 한다. 샘=선생님=셈 에

1)  ם ּוי ( 우 쉐메 하솨마아임 · 하늘과 모든 하늘
의 하늘과,  D.NMD NMDG D.NMD,신 10: 14).

ם (2 ם ּוי (하솨마아임 우 쉐메 하솨마아임 · 하늘과 모든 하늘
의 하늘과,  D.NMD NMDG D.NMD,신 10: 14).

ם (3  :(쉐메 하솨마아임, NMDG D.NMD, 하늘의 하늘로, 시 148י
4).

ם (4 ת~ מֹות  (쉠 에트~ 쉠 · 새이름, 민 32: 38) 기본형은 변형ם ת~
 .(베쉐모트~ 에트 쉐모 · 새이름을, 민 32: 38)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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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셈= ~ =  ~  셈 에트~ 셈1) 우리말에 있

는 선생님이 샘이라니! 그런데 뜻은 하나님께 절대 복

종한 백성들은 가축 가진 땅을 얻는다는 뜻이다. 글자

풀이로는 나를 잘 단련하면 말씀이 생긴다. 선생님 이

미지는 내가 본받을 만한 대상이다.

* 7의 2회=쉐비이 쉐바=   쉐비이 쉐바2)

: 7은 행운 숫자이다. 이 칠 7을 두 번 반복= 세 봐

베 세 봐 아싸한다. 성경 본문은=하시비 베시비 아싸르

= ~ 하시비 베시비 아싸르! 17 세겔을 주

고 밭을 사서 우리들의 잘못을 그 분이 사하여주신다

며 하시비 베시비 아싸르= ~ 하시비 베

시비 아싸르! 17세겔 주고 사서 세고 또 세어 보라3)이다.

* 쉬워 쉬워= =  수브 수브4)

: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쉬워 쉬워= = 
쉬워 쉬워 쉬이 쉬이 돌아와요! 경상도 사투리에 시붜라

는 말이 있다. 표준어 쉽다나 쉽게에서 이 ㅂ발음이 남

아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 쉬워 쉬워=

=  쉬워 쉬워.

* 셈 셈= =  셈셈5)
1)  ת~ )ם 에트~ 쉠 · 새이름, 민 32: 38) 기본형은 변형  מֹות ת~

 .(베쉐모트~ 에트 쉐모 · 새이름을, 민 32: 38)ת

ע (2 ה~ר (쉐비이 쉐바 · 7 7, 창 8: 2)은 변형יי (하쉐비יי
이 베쉬브아~아싸르 · 17 · 17).

3) 창 7: 2, 3,

בּו (4  (야수브·홰개, VQIMZS, heּוׁשב (베수비 베수부) ·  쉽게, 수이י
turn, 시 7: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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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을 하고 또 하며=셈 셈= =  셈 셈 해 보

아요. 선생님 셈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셈한다. 얼

마나 나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 사모 사모해= =  사모 사모해1)

: 사모 사모해= =  사모 사모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일을 우리나라사람들은 사모한다 한

다. 사모 사모해= =  사모 사모해라고 말

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사모 사모하는 마음이다. 사모 사

모하면 엔돌핀이 나오니 좋은 일이다.

* 참으로 참으로=솨마르 솨마르= =  
솨마르 솨마르2)

:참으로 참으로=솨마르 솨마르= =  솨
마르 솨마르3) 사랑하다 보니 복이 절로 들어와요. 우리들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참으로=솨마르 솨마르

= =  솨마르 솨마르 감사하오.

* 살라 살라버= =  살라 살라버4)

: 살라 살라버= =  살라 살라버리는 순간

5)  ם (쉠 쉠 · 이름, 신 14:23)은 변형ם  (쉠 쉠모, 신מֹו
14:23).

1) 기본형 ה ה (사마 시마)로 하는ח (사마 시므하 · 기쁨을 이ח
기지 못하니라).

2) 기본형 ר רּון  (솨마르 솨마르 · 참으로 참으로, 신 11: 22)는ר
.(솨모르 티쉬므룬 ·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신 11: 22) 변형을 가진다ר

3) 기본형 ר רּון  (솨마르 솨마르 · 참으로 참으로, 신 11: 22)는ר
.(솨모르 티쉬므룬 ·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신 11: 22) 변형을 가진다ר

ף (4 .(사아라프 사아라프 · 사르다 사르다, 왕하 15:9)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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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졌다.

* 쇼크 쇼크= =  쇼칼 쇼칼1)

: 쇼크 쇼크= =  쇼칼 쇼칼.

* 솨마임솨마임솨마임= =   
솨마임 솨마임 솨마임2)

: 솨마임솨마임솨마임= =   
솨마임 솨마임 솨마임 하늘삼아 사는 그대! 임 찾으면 걱정

거리나 병이 다 없어진다.

* 솰르하나 술르하= =  솰르하나 술

르하3)

: 솰르하나 술르하= =  솰르하나 술

르하 지혜로운 자는 상을 보내어 음식을 차린다.

* 아파도 아파도= =   아바드 아바드4)

: 아파도아파도= =   아파도 아파도! 참자

* 죽으면 죽으리라=아바드티 아바드티=

=   아바드티 아바드티5)

: 죽으면 죽으리라=아바드티 아바드티!=

=   아바드티 아바드티 에스더의 유다민족을 위해

1)  )ל 소캘 · 정녕히)은 변형 ל  ,(소콜 이소켈 · 정녕히קֹול
욥 6:2).

ם (2 ם ם (솨마임 솨마임 솨마임, 신 10: 14) 3회 리듬은 변형ם
  :(하솨마임 우스메 하솨마임 ·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신 10ם ּוי
14).

ה (3 .(솰르하나 술르하 · 상을 보내어 잠 9:2~3)ּה

ַאדּון 기본형을 가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한다 (아바드 아바드)ָאד ָאד (4
 .(아베드 테아브둔 · 마땅히 파멸, 신 12: 1)ׯַאד

.(아바드티 아바드티 · 죽으면 죽으리라)ָאי ָא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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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죽으리라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모르드게 권유

로 왕께 나아가기 전 금식하며 사흘을 기도한 후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아바드

티 아바드티!= =   아바드티 아바드티

!

* 아비 아비= =   아비 아비1)

: 아비라는 말이 한국어에 있다. 나의 아비 아비

=   아비 아비 아비와 히브리어와 아카드어2) 모

두 같다. ‘아비가’도 있다.3)

아마 아마= =  ..  아마르…아마르4)

하나님은 속삭이듯 아마 아마= =  …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속삭이듯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

여 아마르…아마르= … =  …  아마르…아마르 믿

고파5) 하신다.

* 복 있는 사람은=아시라 하이시 에스 아세르=

=     아시라 하이시 에스 아세

르6)

: 성경은 시적 기법이다. 복 있는 사람은=아시라 하

아시 에시 아세르= =  
1) י ָאָא( 아비여, 왕하 13:14).

2) 엄원식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68  

3) 위의 책 102: abika: your of father.

 ,아마르…아마르 · 속삭이듯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민 26: 1)ָאר..ָאר (4
27: 6, 31: 25).

.(미스파하하 · 가족, 민 26: 5~6)ה (5

ר (6 ּאיׁש .(아쉐레 하이쉬 아쉐르 · 복 있는 사람은,시 1:1)ַא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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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라 하이시 에스 아세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아시라신다.

* 하나님 하나님=엘로힘 엘로힘= = 
 엘로힘 엘로힘1)

: 하나님 하나님=엘로힘 엘로힘= = 
 엘로힘 엘로힘 !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서 힘이 솟

는다. 우리나랏말에 알래? 묻는 말 그대로 알래? 힘!

신의 힘!

* 봐 아담 하 아담= =    봐 아담 하

아담2)

: 봐 아담 하 아담= =    봐 아담 하

아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이 합하여 만든 사람 봐 아

담하고 아주 하 아담! 아담이 아담하다.

* 하 에 하다 하 에 하다= =  하
에 하다 하 에 하다3)

: 하 에 하다 하 에 하다= =  하 에

하다 하 에 하다 한분그.

* 아멘 아멘= =   아멘 아멘4)

: 아멘 아멘= =   아멘 아멘 어쩔수 없지요

י (1 )ים 엘로힘)을 기본형으로 하는 신의 신  ים י  הּוא
 (엘로헤켐 후아 엘로헤 엘로힘 · your God is God of gods · όθεόςים
ύμίν ούτος Tών θεών θεός, 신 10: 17).

ָאם (2 .(바아담 하아담 · 사람 사람, 창 9: 3)ָאם

.(하에하드 하에하드 · 하나에는.. 하나에는, 민 28: 28)ד..ד (3

.(아멘아멘, 민 5: 22; 느 8: 6; 시 41: 13, 14, 72: 19; 89: 52)ָאן ָאן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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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싫어도 어쩔 수 없지요 뭐, 절대 순종. 복 아멘 아

멘= =   아멘 아멘
!

* 아 나니 아 나니= =   아 나니 아 나니

니1)

: 아 나니 아 나니= =   아 나니 아 나니

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 나니

아 나니= =  
아 나니 아 나니니

* 올라 올라= =  올라 올라 2)

: 우리는 아주 아주 흔하게 올라 올라= = 
 올라 올라3) 두 손으로 번제를 드리나이다.

* 아싸리 아싸리= =  아싸리 아싸리4)

: 아싸리 아싸리= =  아싸리 아싸리 다 드

리자! 십일조를 잘 드렸더니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 약 올 약 올= =  약 올 약 올5)

: 약 올 약 올= =  약 올 약 올 약 올르시

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 아시라…아시라= … = .. 아시라…아시라6)
1) י ָאָא( 아노히 · 나는 나, 사 43: 11).

ה (2 .(올라 올라 · 번제를 드렸더니, 민 13:30 )ה

ה (3 .(올라 올라 · 번제, 창 8: 20)ה

ר (4 ר (아싸르 아싸르 · 십일조, 신 14: 22) · 십일조ר (아세르 테ר
아세르 · 십일조, 신 14: 22) · יי .(아시리 아시리 · 십일조, 창 8: 6)יי

ל (5 .(야콜 야콜 · 능히 이기리라, 민 13:30)ל

아스레 아스레 · 복되도)ַאי ..ַאי (에쇠르 에쇠르) 기본형은ר ..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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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도다 복되도다 아시라…아시라= … = 
.. 아시라…아시라 잘 됨을 아시라… 아시라!

* 벌거숭이와 어려야=에르야= = 에르야 에르

야1): 갖 태어나거나 아직 철이 덜 든 나이가 적은 사

람이다. 아주 어린아이 곧 얼라라이다. 벌거숭이=에르

야= = 에르야다. 벌거숭이다. 경상도 지방에서 애

기를 얼라라 한다. 어린이=올렐= =  올렐2) 올렐=

=  올렐 올렐 · 얼라 · 어린애다. 알=알나=얼라

=어린이!

* 엣따 엣따= =  엣따 엣따3)

: 엣따 엣따= =  엣따 엣따 하나님이 너에게

모두 엣따 엣따= =  엣따 엣따 주시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 성읍이 우상을 섬기면 마땅히

하나님이 용기를 내셔서 너희를 멸절시킨다.

* 오 예…오예= … = … 오헤브…오헤브4)

: 오 예…오예= … = … 오헤브…오헤브5) 정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복되도다, 왕상 10: 8; 대하 9: 7).

1) (에르야 · 벌거숭이, 겔 16:7, 16:22).

.(올렐 · 어린애, 렘 2:11, 6:11; 애 1:5)עֹול (2

ת (3 ת (에트 에트, 신 13: 16) 기본형을 가진ת (오타 베에트 · 전ּה
체, 신 13: 16).

ת (4 ת (에트 에트, 신 13: 16) 기본형을 가진ת (오타 베에트 · 전ּה
체, 신 13: 16).

 (오헤브 · 좋아하는 자는 좋아하나니, Whose loveth…loveth, 잠ב (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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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 욕하= =  욕하 욕하1)

: 욕하 욕하= =  욕하 욕하
책망하시네요!

* 욤 욤= = 욤 욤2) 날은 날에게

: 욤 욤= = 욤 욤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

을 잘 지내가라고 지키시며 쳐다보라는 말씀 계셔요!

* 잡아 잡아= =  자바 자바3)

: 우리들은 날을 잡아, 고기를 잡아 등등의 잡아라는

말을 아주 잘 쓴다. 잡아 잡아= =  자바 자바

살아 있는 것들을 잡는 일! 잡아 잡아 제사지낸다. 이

와 달리 예물은 골라봐= = 고르반4)이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고르는 자유와 생명을 잡아 드리는 제사

는 구별된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의 제사는 물리치셨다.

* 자기로 자기로=자카르 자카르= =  자카
르 자카르5)

: 자기로 자기로=자카르 자카르= =  자카
르 자카르 내 남편을 삼았다. 남자가 히브리어로 자기로이

1)  )ח 욕하) 기본형 변형에는 הֹו ייו(욕키아흐 혹카흐 · 책망
함이뇨, 욥, 6:25).

יֹום 기본형 변형으로 (욤 욤)יֹום יֹום (2  욤 레욤 · 날은 날에게, 시)יֹום
19:2).

ה (3 י ,(자바 자바 · 제사를 드리는, 2076)ה  (이즈베후 지브헤חּו
· 제사를 드리는, 신 33:19) · 제사를 드리고 ה (리즈보아흐 제바 · 제
사를 드리고, 삿 16:23) · 제사를 드리고 ה (조베아흐 자바 · 제사를 드
리고, 삼상 2:13 · 제사를 드리는 ה (조브힘 자바 · 제사를 드리는, 대ים
하 7:4) ח . .(조베임 자바 · 희생을 드리니라, 왕상 8:62)ים

.(고르반 · 예물, 민 7:37)ן (4

ר (5 .(자카르 자카르 · 잘 기억, 신 7:18)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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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히브리어와 우리말과는 가깝다. 잘 기억하는 사람

이 남자다. 남자는 큰일을 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 말씀과 명령을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 씨 자라=자라 자라= =  자라 자라1)

: 씨 자라=자라 자라= =  자라 자라
씨가

맺어진다. 씨 자라=자라 자라= =  자라 자라

열매 맺다. 무려 4회 조레아으 자라아와 조레아으 자라

아= 조레아으 자라아와 조레아으 자라아2) 4회

반복으로 씨 맺는 일3)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씨가

열매 맺도록 하시는 일이다.

* 파냄 파냄= =  파님 파님4)

: 파냄 파냄= =  파님 파님 숨어 있는

것 파냄!

* 하히트팔렐…바이트팔렐= … = …
히히트팔렐…바이트팔렐5)

: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데리고 가자

모두 원망한다. 그러자 불 뱀에 물려죽는 일이 일어나

1)  )ע 쩨라 · 씨 맺는, 창 1: 11)는 ע(쩨라 · 씨)와 맺는 י(마
쯔리아 · 맺는) 언어 연결로 되어 있다. ע . (쩨라 쩨라, 창 1: 29)ע

ית (2  ,조트 · 이것)זֹות 리듬의 (조트 오트~하베리트, 창 9: 17)זֹות אֹות~
창 12: 12).

ע (3  ע : ( 자라아 : 조레아으 자라아 · 씨 맺는: 씨가진, 
VQPA NMS : VQPA NMS, bearing ssed : yielding seed, σπείρον σπόριμ
ον  : σπέρματος σπορίμου, 창 1: 29).

ים (4 . (파님 파님 · 반드시 앞에서, 민 14:5)ים

 (히트팔렐 · 기도하여. VTMMYS, pray,  εύζαιל ,(팔랄 · 기도ל (5
ούν, 민 21:7): 바이트팔렐 ל(바이트팔렐 · 기도하매. CW.VIMZS, And 
praed, καί ηύζατοπρος κύρίον, 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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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그들이 기도하여 달라 하자 모세가 기도하여

기도하며 하히트팔렐… 바이트팔렐= … =

… 히히트팔렐…바이트팔렐 기도의미는 파낼 일1) 재

귀완료형 명령형이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현재형이

다. 기도가 계속되는 현재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

도이다. 기도로 하시고자 하는 채찍= 라메드가 말하는 바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채찍= 라메드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씨앗이 입=페= 페 입에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펴다 펴다= =  파다 파다2)

: 펴다 펴다= =  파다 파다 마음껏 상상

의 날개를 펴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꿈의 날

개를 펴다 펴다= =  파다 파다 꿈을 펴다

펴다 두 번의 반복리듬이다.

* 타브하타브하= =  타브하 타브하3)

: 지혜로운 자는 짐승을 잡아 잡아= = 
타브하 타브하4) 없앤다. 마음의 짐승을 잡아 잡아 내는

일은 마음이 순결해 지는 일이다.

* 탐 탐= =  탐 탐5) 더럽힘= = 

1) ( · 기도, ל(히트팔렐 · 기도하여. VTMMYS, pray,  εύζαι 
ούν, 민 21:7): 바이트팔렐 ל(바이트팔렐 · 기도하매. CW.VIMZS, And 
praed, καί ηύζατοπρος κύρίον, 민 21:7).

ח (2 ח (파타흐 파타흐 · 펴고 펼지니라) 기본형은 변형ח (파토
하으 티프타흐 · 너는 반드시 펼지니라, 신 15:11).

ּה (3 .(타브하 티브하 · 짐승을 잡으며, 잠 9:2)ה

ּה (4 .(타브하 티브하 · 짐승을 잡으며, 잠 9:2)ה

א (5 .(탐마 탐마 · 부정한 자가 부정할 것이며, 민 19: 19)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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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탐1)

: 정말 그대 것이 탐 탐= =  탐 탐
탐

나 탐나가 견딜 수가 없어 훔쳤지 부정한 자2)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만지면 아니 된다. 탐 나 탐 나=

=  탐 탐3) 하지 마셔요!

* 하야 하야= =  하야 하야4)

: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성경은 숨 쉼의 문제로 한

다. 성경은 하여 하여= =  하야 하야로 한다.

하여 삶과 죽음 문제는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 죽지만

죽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으로 성경은 기록하며 잔다고

하였다. 잔다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

* 하마 하마= =  하마 하마5)

: 하마 하마= =  하마 하마 벌써 하마

다 하셨어요!!

* 라하캄 브예흐캄= =    
라하캄 브예흐캄6)

: 지혜는 그 분 안에서 말씀= =   
 라하캄 브예흐캄으로 서는 일이다.

1) ( · 더럽히지, 신 21:23).

.(하타메아)א (2

א (3 .(탐마 탐마 · 부정한 자가 부정할 것이며, 민 19: 19)א

ה (4 .(하야 하야 · 그들이 있을 때에, 창 4: 8)ה

רא (5 ר (하마르 하마르) 기본형은 변형ר (베하타헴메라 바ה
헴마르 · 역청을.. 칠하고, 출 1:3).

ה (6 םה  (라하캄 브예흐캄 · 지혜로워지려하면 지혜로워질 것이요 잠ם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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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후아= = 후아 후아1)

: =
후아 후아

마땅히 그렇게 하시죠!

그는 하나님을 지칭한다. 마땅히 의미는 헬라어로 에크

에이네2)이다.

* 힘모을 힘모을= =  힘모을 힘모을3)

: 힘모을 힘모을= =  힘모을 힘모을 힘 모

을 일이 생긴다. 할례를 받으면 힘 모을 일이 생긴다.

)הּוא הּו (1 후아 · 마땅히).

2) έκείνη(에크에이네).

ל (3 .(힘몰 임몰 · 할례를 받으라, 창 17: 13)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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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한국인이복을받는
이유는따로있다

제 1 절 이유제 1 절 이유

1. 고조선 대동강 변에서 나온 히브리어1. 고조선 대동강 변에서 나온 히브리어

고조선을 단군 왕검이 세웠다1)하면서 단군조선과 중

국 한나라에 의해 멸망된 위만조선2)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

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신화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써, 그 연대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서북부에 청동기문화가 발전하는 과정과 고조선사회의

발전과정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BC 2333년.

2) 衛滿朝鮮, BC 1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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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의 무대인 대동강 변 와당에서 발견된 히브리

어가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와당에는 하나님나라 회복이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써j 회복된다는 내용이 기록되

어 있다. 바로 광주박물관에 있는 와당에는 단결, 협력

하다의 뜻을 지닌 우리나랏말 같이 발음과 흡사한 카

솨르1) 히브리어 역시 보관되어 있다.

이에 그 자료로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을 제

시한다.

)קש  (1 · 협력하다, 7194, 7195: George V. Wigram,『구약 성구
사전: The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 김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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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당의 글자 협력 = 카사르1) · 협력을 우리나랏

말 발음 ‘같이’다. 매는=카사르= = 카사르2)이다. 고
조선 기왓장의 = 홮스 기록은 찾았어=왔어=홮스=

= 왔어3)다. 찾았어=왔어=홮스= = 홮스4) 왔
어 가까이 왔어! 다스린다=마샬= = 마샬5) 판독 노

래 마샬6)은 말씀을 부르는 노래7)이다. 고대 히브리어

전문가 김상운 박사는 우리가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였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던

대동강 변 기왓장에 적힌 히브리 글자는 우리나라가 B.

C. 1천년 경에 사용했다는 야곱의 12지파만이다. 애급

벽돌 기술이다. 문정창8)은 동이족 황색인종9)이 동방

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간 역사라 했다.

1) ( · 매는, 잠 3:3).

.(카사르 · 매는, 잠 3:3)ר (2

.(홮스 · 찾았어, 시 64:7; 잠 2:4)חש (3

.(홮스 · 찾았어, 시 64:7; 잠 2:4)חש (4

.(마샬 · 통치, 단 11:39)ל=משל (5

 .(마샬, 민 23: 7, 18,  24: 3, 15, 20, 21, 23; 사 14: 4ל (6

.(마샤 · 노래, 대상 15: 22)א (7

8) 문정창(文定昌),『한국 ․ 슈메르 ․ 이스라엘의 역사』(서울: 한뿌리, 
2008) 역사학자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호는 백당(柏堂). 

9) 제주도 사람발자국(천연기념물 464호) 화석의 비밀(KBS. 2012. 4. 19
일 역사스페셜 22시 방영)에서 현생인류(우리의 조상)가 후기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입중. 구석기시대 호모엘렉투스(450만년~290만년전)가 아닌  
후석기시대인(250만년전~2만년전)들은 약 35만년전부터 제주도에 살았음: 
사람발자국화석(9인) · 지질학적으로 증명 ·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발견됨으로써 제주도와 동일성 · 메머드 발자국(코끼리 비
슷)발견으로 당시 제주도와 일본과 현재 한반도가 빙하기 시대(2만여전)로 
하여 이동했음을 제주도의 천지연(생수궤에서 돌날 · 좀돌날 등 동굴유적)에
서 발견 · 지층조사로 후기구석기시대 유물 고증.  25.000년전의 후기구석
기시대인들 곧 호모사피엔스로 한반도 원시인류가 우리 조상이었음을 증명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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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브리어와 우리나라말의 닮은 꼴2. 히브리어와 우리나라말의 닮은 꼴

1977년 중국은 대문구문화大汶口文化를 발굴하였다. 출

토품이 B.C. 5,785년 전의 것으로 측정되면서 출토지가

소호금천씨인 소호국인의 것이라 밝혀졌다. 이 나라는

남만주 ~ 요동반도 지방에 자리했던 소호국이다. 동시

대 수메르로 건너간 황색인종이라는 학설이다. 백두산

에서 일제치하 고정록 선생이 발견한 단군지석에서는

1911년경 일본인들이 백두산에서 벌목하다가 뜻을 알

수 없는 글의 지석誌石이 당시 의주 천주교당에 와 있었

던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에 의해 히브리 문자로 밝혀

진 뒤 단군지석으로 판독되어 약 3천 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판정되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 졌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의 한계성이 있다. 그러함에

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 흔적은 우리나랏말과 히브

리어의 발음상의 공통점 발견. 본 연구자는 예수바위주

민의 왕머리 마을~ 즉 왕유1) 답사, 예수바위 · 도마 바

위를 연구2), 예수바위3)는 경북 영주에 있다.

1) 곧 왕머리라는 왕유동(王留洞: 왕이 머무른 마을)은 고려 31
대 공민왕이 중국으로부터 처들어　온 홍건적의 난리(1361년)를 피하기 위
해 안동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 머물렀다 해서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2) 이영지, 우리말과 히브리어의 상관성,『말씀과 문학』(서울:창조 문학
사, 2010).

3)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 2리 왕머리 마을;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있
는 이 예수바위는 평은역과 한일시맨트 있는 곳까지 가서 철로를 건너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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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http: www.blog.naver.com. guiyeum. 30048663357(정수일 .한겨

레 2005.1.3).

www.ohmynews.com. news~web. at~pg.aspx?.(김환대의 사진

(woon 5400). 08. 01. 01. 20:7)

경북 영주 유우식1)이 처음 발견한 바위에는 히브리

어가 새겨져 있음을 본 연구자는 확인하였다. 우수한

석공 도마에 의해 도마바위가 기록되었다는 학설이다.

옆의 큰 길로 가지 말고 차로의 좁은 길로 들어 가다가 금광리와 왕유길 
중 왕유길로 접어들어 흰 색 지붕의 창고건물 지나 마을회관 앞부분에서 우
측으로 접어들면 수직으로 선 예수바위가 보인다.

1) 당시 관악고등학교교사.



물의 시학 1011

2).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로 접근2).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로 접근

성경에서 도마는 히브리어 흠없는=완전=톰밈=톰맘=

= 탐밈1)과 태밈밈=완전=탬밈밈= =  태밈

밈2) 등으로 찾아졌다. 모두 완전과 흠없음이다. 본 연

구자가 직접 답사한 글씨 또한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읽어가야만 이해되는 히브리어 표기법과 동일하게 기

록되었다. 옛 한글 또한 오른 편에서 왼 쪽으로 쓰여졌

었다. 바위 위의 표기법은 첫 글자 히브리어 십자가=타

브= 타브로 시작된다. 이 첫 글자를 글자로 보지 않을

경우 울타리, 집=헤드= 헤드로 읽을 우려가 있다. 그러

나 글자 안에 들어있는 새의 부리와 기와집 끝 모양처

럼 된 그림을 넣어 같이 십자가=타브= 타브를 참작할

때만 십자가=타브= 타브로 판독하게 된다.

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첫 글자 십자가, 완전함=십자

가=타브= 타브와 바로 옆 글자 물=말씀=맴= 맴으로 이어

지는 히브리어의의 완전=톰= 톰이 된다. 석공의 예술

성이 십자가=타브= 타브 안에 새가 있고 그 안에다 새

의 눈을 넣은 다음 왼쪽 끝 부분을 새의 머리 부분과

부리부분의 일부를 접목시켜 타브자를 만들고 있다. 더

)י (1 · 흠 없는 · 완전케, 민, 28: 9; 시 119: 80; 잠 11: 5; 암 5: 
11.

 ,(템밈밈, 레 9: 2; 민 28: 11, 19, 31, 29: 2, 8, 17, 20, 23, 29ים (2
32, 36; 겔 43: 25, 45: 23, 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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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다리부분이 첨가된 절묘한 완전함=십자가=타브=

자 만들기는 다음 글자인 물=말씀=맴=
맴
의 밑에 새의

부리부분을 살짝 붙이면서 톰= 톰, 즉 도마 글씨로 예

술화하였다.

성경에서 완전=무흠=톰밈= = 톰밈1)은 톰=

다음 글자, 즉 여호와의 손=요드= 요드을 예술적으로 두

손이 마주한 모습으로 하였다. 끝 글자 물=말씀=맴= 맴

이 지닌 글자는 바로, 바위 뒷면에 가보면 바위 형태

즉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과 연관된다. 곧 예수님의 모

습이 바위 자체 모습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무흠2)하

시면서 완전한 분, 자체와 예수님의 만찬 때에 예수님

의 품에 안긴 요한의 모습이 중복되어 각인됐다. 글자

또한 끝 글자인 네모 물=말씀=맴= 맴안에는 말씀이 들

어 있는 의미로 도마가 앉아 있는 모습3)을 증언한다.

바위 뒷면과 연관한다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완전무흠4)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따

라서 바위는 예수님을 위한 초점으로 맞추어진다.

도마바위는 한글미음= 이 세 개나 있다. 곧 히브리

어 표기 이다. 그 안에 새의 목과 부리와 눈, 그

리고 가운데 점과 손을 맞잡은 형태, 즉 손을 모은 모

)י (1 · 완전 · 무흠).

2) 사전은 이 기본형을 ם(타맘)이라 하였으며 동사이고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타동사로나 자동사로 완성하다,  완수하다의 뜻이라 하였다.

3) 조국현 · 도마박물관장.

.(톰밈)י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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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그리고 마지막에서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암

각 되어 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무흠
無欠
흠이 없는

히브리어 반복, 완전, 흠 없는=완전=템밈밈= = 
템밈밈1) 표시가 되어 있다. 흠 없는=완전=템밈밈=

=  템밈밈2)은 무흠의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시한

다. 흠 없는=완전=템밈밈= =  템밈밈3)예수님
뜻이다.

이 마을에서는 “도마바위”로 전해오고 또 예수 마을

이라고도 한다. 도마는 신약시대4)의 석공이다. 이에 문

1)  9: 2; 민 28: 11, 19, 31, 29: 2, 8, 17, 20, 23, 29, 32, 36; 겔 
43: 25, 45: 23, 46: 4.

2) 레 9: 2; 겔 43: 25, 45: 20, 46: 4.

3) י(테밈밈, 레 9: 2; 민 28: 11, 19, 31, 29: 2, 8, 17, 20, 23, 29, 
32, 36; 겔 43: 25, 45: 23, 46: 4.

4) 도마행전에서 예수의 제자 도마가 인도 선교한 행적이 드러난다. 실재 
인도의 마라바루 지방에는 도마 그리스도교도라고 불리 우는 사람들이 교회
를 형성하고 독특한 예배의식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음으로써 예수의 
열두 사도 중의 한 사람인 도마에 의하여 전도를 받고 세워진 교회가 증명되
고 있다. 예수님의 "도마야 너는 두려워 말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가 항상 너와 같이 하리라"임에도 망설이던 도마는 예수님이 왕궁건설을 위
해 온 아바네스에게 당시 우수한 목수와 석공 실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하
여 팔려서 인도로 갔고 그로 하여 인도의 도마교회 설립의 유래가 되고 있다
한다.

고고학자들은 당시의 왕은 군다포러스였고 1세기에 인도의 북서 지역을 
다스렸다고 말한다.  동전에는 헬라식 철자로 힌도포레스 왕이 새겨져 있다. 
도마와 아시리아 교회는 AD 64년에 동쪽의 끝인 당(唐)나라의 수도 시안을 
거쳐 한반도를 통해 AD 70년에 일본까지 갔다. 시안에 있는 아람어가 쓰여
진 The Nestorian Monument 탑은 벌써 638년에 세워졌으며 중국과 일본
에 유적이 남은 경교(景敎)가 그 흔적이다. 

325년에 니케아종교회의 신조에 사인했던 주교들 중에 페르시아의 대주
교 요한이 있었는데 인도와 페르시아에 있는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사인한 
서명은 인도 교회와 페르시아 교회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연결 고리가 사도 도마였음을 암시한다. 도마바위는 1987년 8월 
어느날 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2리 왕유동 분처
바위에서 머리 부분이 떨어져나간 암각상을 발견, 토마야소화왕글자 새겨 
분처바위에 있다고 하여 분처상(혹은 토마의 분처상, 토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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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점과 문인의 오랜 경험79년 등단에서 바위 앞면

글자를 토마1)로 읽을 수 있음으로써 오히려 예수와의

연관성을 확증하게 한다. 히브리식 토마2)는 카메쯔 모

음발음3)이 있어서 보통 때는 아 발음이지만 히브리어

첫 글자로 쓰일 때는 오로 발음하므로 톰이 된다. 따라

서 당연히 표기로는 아= 알레프이지만 읽기는 토마4)이

다. 그런데 위 그림에서 보면 두 손을 모은 형태 즉 양

손을 합한 모습이 아= 알레프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도마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5)이다.

www.hani.co.kr · arti · culture · culture_general ·

391.html

더구나 히브리식어로 적힌 도마 바위 끝 발음은 숨

구멍, 소망사=숨구멍=헤= 헤나 지붕=헤트= 헤트이기 때

)מא (1 ).

.(토마)מ (2

3) 카메츠 · 모음발음.

.(토마 · 도마)מ (4

5) 조국형 · 도마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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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후자 지붕 헤트= 헤트로 본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도마 모습이다. 목이 잘렸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없

는 이 분처상分處像은 가슴 부분에다 두 손을 나란히 얹

었다. 실크 옷 명주옷을 입고, 발가락이 나란하다.

http: · · blog.naver.com · guiyeum · 30048663357

도마 바위벽면에 새겨진 야소화왕1) 예수 꽃 왕은 예

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양문화권의 존칭이다. 예수의 야

소란 한역 지칭은 중국 명대 중기에 서방 카톨릭이 중

국에 유입되며 쓴 글자이다.

소화왕인도자2)와 명전행3)기록은 예수 꽃 왕 인도자

라는 뜻이다. 야소는 중국식 문서체의 예수님이고 명전

행4)은 예수님의 이름 전체의 이동이다. 야소라는 한역

1) ~.

2) 耶蘇花王引導者.

3) 名全行.

4) 名全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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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81년에 중국 시안에 건립된 대진경교유행중국비에

예수를 미시가1), 즉 메시아 구세주로 칭한다. 야소는

중국 명대 중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400년께 고구려 광

개토왕이 경북 영주와 순흥, 안동 등 소백산 내부 지역

을 일시 통치하였던 사실 때문에 경북 영주시 단산면

에서는 광개토왕에 관한 자료가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가운데 고구려 '광개토대왕비'가

있다. 쯔반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의 문구 중 ‘백장신라

구시송민유래조공이외이신면년내도래파백장??신라’라

는 문장 중 두 글자가 안보임으로써 한일간역사논쟁이

100년간 이어진다. 400년에 쓰여진 광개토대왕비 글자

체는 영주시의 부석의 의상대사, 평은면의 도마상, 단

산, 순흥의 광개토왕 비의 글자체가 같다. 건립 연대는

400년대 고구려 시대로 소급2)된다. 일본의 100년간

역사왜곡을 김진명 작가3)가 소멸된 글자 중 동녘동 東

‘백장신라구시송민유래조공이외이신면년내도래파백

장동東?신라’를 찾아내 역사왜곡을 종결, 백제가 신라

를 침공함으로써 광개토대왕이 수군을 이끌고 가서 승

리한다4) ‘백장신라구시송민유래조공이외이신면년내

1) .

2) 비가 많은 쯔반지역이 있는 광개토대왕비는 오히려 비에 씻기어 내려
가면서 발견된다. 너무 오래 되어 발견당시시의 글자가 잘 안보이게 되자 탁
본 생활인 초본토가 말똥으로 이끼를 태우는 과정에서 두 글자 소멸 ‘백장신
라구시송민유래조공이외이신면년내도래파백장??신라’ 문구이다.

3)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우리는 무얼 해야 할까│김진명 작가(유투
브: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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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파백장동?신라’의 한일 역사논쟁1)은 끝이 난다.

한국한반도 남부가 일본이 지배하던 나라2)라는 주장

을 바로 잡혀3)진다. 영주시의 부석의 의상대사, 평은면

의 도마상, 단산, 순흥의 광개토왕비의 글자는 이 서체

를 써서 당시에 새겨진 것이라고 가정한 연대는 고구

려 시대로 더 소급된다.

사도 도마의 석화상과 관련, 고대 가야문화에서 발견

되는 기독교 전래는 숭실대에 보관된 석상, 신라의 향

가인 처용가에서의 히브리인 모습이다. 처용 얼굴 부적

이 왜 히브리인의 얼굴인가의 답을 알려준다. 고려 시

대 처용의 구비 문학은 역신을 내쫓는 축사신4)이 히브

리인 얼굴이다.

4) 탐구적 기질로 하여 일본동경대 광개토대왕연구학자를 찾아 
바로 잡기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바로잡힌다.

1) 중국의 왕이젠치잉 역사학자가 탁본생활자의 딸이 다락에 방치하여두
었던 탁본을 발견하였되었음에도 숨겨왔다. 

2) 탁본을 팔아 먹고 사는 초본토가 비에 씻겨 발견된 광개토대왕비가 이
끼가 너무 끼여 글자가 안보이자 말똥을 발라 이끼 태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글자 두 개가 소멸된다. 이로 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이 이어지자 김진명은 일
본동경대학교 동양사학자를 찾아 이진희가 주장하는 일본인이 석회를 발라 
탁본마다 다른 글자라는 주장을 바로 잡는다. 사실 중국 왕지엔칭이 소본토
가 소똥을 발라 이끼를 태우기전에 탁본해 놓은 글자를 소토본 딸이 다락방
에 방치해 둔 탁복을 발견했음에도 숨겨왔다. 김진명은 일본에 가서 백제가 
동쪽으로 신라를 쳐들어가자 광개토대왕이 수군을 데리고 가서 이를 패했다
는 주장을 한다. 다락에 방치된 15년 -20년 지나면서 역사왜곡 100년이 바
로잡혀진다. 

3) 김진명이 동녘동 東자를 찾아 일본동경대학교에 찾아가서 바로 밝힌
다. 제일인역사학자 이진희는 일본인들이 이 글자에 석회를 발라 탁본마다 
다르게 보인다고 주장하였었다. 사실 중국 광개토대왕 연구가 왕지엔칭연구
가가 주본토의 딸이 다락방에 숨겨놓은 탁본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
고 있어 50년간 한일역사논쟁이 있었다.

4) 逐邪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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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주옷을 입은 앞면과 뒷면의 의미 일치3. 명주옷을 입은 앞면과 뒷면의 의미 일치

고려시대 궁중의 나례1)와 결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처용희 · 처용무2)로까지 발전한다. 처용의 그림은 숭

실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얼굴은 서양인으로 당

시 서양 기독교 문화가 주입된 가장 뚜렷한 증거이다.

처용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인물임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대진경교유행중국비에는 예수를 미시가3) 메시아로

칭한다. 명전행4)기록에는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고분

서벽에 고구려인 전행5)이란 같은 글자가 등장한다.

http:··blog.naver.com·guiyeum·30048663357

1) ~ 잡귀를 쫓기 위한 의식).

2) 處容戱 處容舞).

3) 81년에 중국 시안에 건립: 彌施訶.

4) 名全行.

5) 全行: 400년경 고구려 광개토왕이 영주와 순흥, 안동 등 소백산 내부 
지역을 일시 통치하였던 사실의 기록이 광개토 태왕의 글씨로 발견된 바
(KBS · 역사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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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에 꽃 모양이 있다. 섬세하고 우아한 명주 실크

옷을 입은 예수님 모습1)이다. 전행은 순흥면 읍내리

고분 서벽에 고구려인 전행2)이 등장한다. 석상 앞면에

서는 두루마기를 입은 그 아래로 발가락이 가지런히

놓이었다.

og.naver.com · panem · 70019744460 · 이준원)

1908년 중국 둔황의 고대 동방기독교 즉 경교3) 인물

상4) 수세와 비슷하다. 옆구리와 하부에는 무궁화5) 꽃

무늬. 분처상의 고리형 목걸이 문양이다. 겉옷은 경교

화상의 목걸이 · 겉옷 문양이다.

1) 인문대학원 마인어 과정 수료, 대한민국 현대미술전 도예 특
선(2010), 춘천도예 대표.

2) 全行.

3) 景敎.

4) 당나라 말 제작, 일부 학자는 그리스도상이라고 주장.

5) 무궁화는 사전에서 샤론이라고 부른다. 일본 꽃 박람회 때에 대한민국
의 꽃 샤론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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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추의 가능영역제2절 유추의 가능영역

1. 유추1. 유추

1).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어와의 비교 1).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어와의 비교 

(1). 연관유추가능성

영주시 평은면의 히브리어로 새겨진 토마 바위다.

www.ohmynews.com · news~web.. · at~pg.aspx?.

(김환대의 사진(woon 5400) · 08. 01. 01. 20:7)

신라 이전 가야 수로왕릉입구에 두 마리 물고기1)가

입을 마주한 문양은 가야왕 때 인도에서 온 황후 허황

옥의 사실과 같다. 13세기 우리나라 외국과 교류 활

발,2) 대동강 변 출토 기왓장 히브리어 기록 · 수로왕

능 물고기 문양과 밀접!

1) http: · · blog.naver.com · walkeveryday · 134839166

2) KBS , 역사 탐방참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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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문화의 정서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한글 연원은 신라시대 즉 1500

년 전 이미 계림로 14호분 황금보검이 아프카니스탄에

서 발견되듯이 신라가 전 세계와 소통한 하나의 거점

발견1)에서다. 세종의 셋째 딸 묘에서 변음과 지방사투

리까지 두루 사용되었다. 동아백과사전에는 우리나라

사람 골격 구조와 골상이 고대 유대인의 골상과 동일

하고 황인종2)이다.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3)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

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4)”

라는 기록이 있다. 생활습관은 부녀자들이 모두 물동이

를 이고 물 깃는 습관 · 맷돌질 · 도리깨 · 농사까지

같다. 유월절 절기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화를

면했던 습관들은 우리나라의 팥죽을 쑤어 문설주에 바

르는 생활양식이다. 유대인 풍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브엘세바 지역의 베두인족 유목 · 천막 · 아브라

함이 암양 7마리로 산 브엘세바는 고대 유대민족의 전

통과 풍습 · 결혼 서약 식 후, 신부의 부모가 사는 천

막 근처에 임시로 초당 짓고 3일 동안 신방을 꾸민다.

우리도 3일후 신행을 간다.

1) 14호분 황금보검의 비밀(KBS 2010. 02.06 역사스페셜 방
영).s

2) 창 9:25.

3) 민 13:32~33.

4) 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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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어라하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녀 때는 빨간 댕기를 하고 결

혼할 때에는 빨간 치마에 빨간 끝동과 옷고름이 달린

저고리 · 얼굴에 빨갛게 연지곤지까지 찍는다.

한영사전은 무궁화의 별명을 Rose of Sharon, 사론

의 장미라 하였다. 찬송가 89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

론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은 무궁화를 무구케라

고 읽고 있고 학술명은 Hibiseus Syriacus 즉 시리아

에서 온 꽃이라 한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인사법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 안녕

히 가십시오 · 평안한가? · 평안히 가라 · 밤새 안녕

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요 · 잘 가세요 생활습관이다.

경상도 영주지방에서는 별고 없으십니까라고 하면서

안부를 묻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남아 있는 언어에

서 유추되어 진다. 선배 혹은 나이 드신 분을 어르신이

라 한다. 백제 근초고왕은 어라하이다. 어미에 하가

붙은 이 하는 극존칭이다. 성경에서는 엘라하1)에서 하

나님 엘2)과 여호와의 약자 야3)와 소망 사 하4)가 어르

신 어라하이다. 하5)가 붙은 백제 12대왕의 딸 이름 부

1) ( , 렘 10:11).

.ל (2

3) (야).

4) (하).

.(하)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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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화 이 하는『용비어천가』1) 님금하 “..하” 님하 임아

이다. 임하!2) ..하”는 믿음의 조상3) 아브라함은 아브

람4) 하=5)가 아브라함이다. 집 안에서 어른 노릇, 아

람6)에서 유리하던 곳7)떠나 하나님의 땅에 물 건너온

민족이다. 입으리 발음으로 된 히브리인이다. 입으리=

이쁘리= = 이브리8) 물 건너 왔다는 속설을 지닌

이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민족은 하나님을 늘 옷 입고

다니는 민족이다. 물 건너 저편에서 온이라는 뜻과 함

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 옷 입으셨다. 광채

와 권위와 존귀를 옷=입으셨다= =입으셨다9)다.

1) 제1463호, 명 칭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 분 류 기록유산 · 전
적류 · 목판본 · 왕실본, 수량 · 면적 3권3책,2권2책, 소재지: 계명대 동산도
서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계명
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계명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된 후 정음
(正音)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임과 동시에『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과 함께 조선시대 악장(樂章) 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책으로
써, 세종조의 국어학과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 계명대학교 소장『용비
어천가』는 전10권 중 권8~권10의 3권으로 자체(字體)는 조선초기에 유행
한 조맹부(趙孟頫)의 송설체(松雪體)로 판각, 판심(版心)에는 조선초기 형
식~ 흑구(黑口)에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가 있어 초간본으로 추정, 그러나 
장차(章次)에 몇 군데 오각과 수정한 흔적이 있음 ~ 초판본 책판의 수정을 
거쳐 인출한 것으로 유추. 

2) (임하·당신을, P.MYS, thee, 대하 20:6).

3)  ַא(아브라함).

.(아브람)ַאם (4

5) (하).

6)창 24: 4.

7) 창 24: 4)유리하는 히브리어 אדב(오베드) · 길을 잃다)는 길을 잃어 멸
망할 뜻을 지니며 아바드는 분사형(욥 29: 13창 4: 2)이다. 곧 야곱의 외가
도 포함되는 속이다. 야곱이 애급으로 내려갈 때의 비참한 상황(KJV) · 유리
하는 야곱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학대 받음(LXX)으로 본다. 야곱이 애급으로 
데리고 간 70여명의 소수(창 46: 27; 신 10: 22)도 이에 해당.  

.(이브리 · 히브리, 욘 1:9 등)י (8

9) (라바셨다 · 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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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비 · 아빠 · 이모 · 엄마

광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1) 입으셨다2) 존

귀=호드= = 호드3) 존귀인 숨쉬기를 바라는 가슴과

권위=하다르= = 하다르4) 권위의 옷 곧 숨 쉬는 가

슴을 가지심으로 옷 입으셨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숨 쉴 수 있게 해 주시려 호도 하시는 행위를 드러내

신다. 바로 본인임을 드러내시려 옷 입으셨다. 그 분이

우리를 입히다, 입히시니 입혀= = 히파5) 입히시니

= =  입히니6) 집안에 들이시려고 그 분의 마음으

로 입히시니, 입으리=히브리다.

우리나랏말에 입으리라는 미래형이 있다. 히브리어

입으리= = 입으리7) 이브리 · 히브리민족이 어디

서 왔느냐? 물 건너 왔다는 속설을 지닌 이 히브리민

족이 바로 입으리의 발음을 지닌다. 하나님의 뜻을 눈

으로 머리에 넣기에 늘 입고 다니는 옷이다. 히브리민

족은 하나님을 늘 옷 입고 다니는 민족이다. 물 건너

104:1) 입으시며 (라바셨다·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104:1).

1)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시 104:1.

2) (라바셨다·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104:1).

.(호드·존귀, NMS, honer, 시 104:1)הֹו (3

.(하다르·권위, NMS, NMS,majesty, 시 104:1)ר (4

.(히파 · 입혔더라, VPAMZS, 대하 3:9 등)ה (5

.(릅비시니 · 입히시니, 욥 10:11)יי (6

.(이브리 · 히브리, 욘 1:9 등)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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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편에서 온 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

여 주시려 옷 입으셨다. 광채와 권위와 존귀를 옷 입으

셨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빠 이모 엄마

이다. 이 말들이 모두 히브리어서 그대로 있다. 아비나

우리들이 아비라 하는 발음이 같다. 우리나라에서 아비

아빠, 심지어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 “아빠”라 한다.

어른들은 다른 이에게 자기 아들딸을 이름하여 애비

· 애미라 소개하기도 한다. 히브리어 아비1)가 있다. 예

수도 하나님을 아바2)라 하였다. 아바3)는 성경에서 656

회 사용되며 아비가 60회4) 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의 언니나 동생을 이모라 하는

데 성경 이모5) 이마6)는 어머니로 번역되어 있다. 이러

한 발음상에서 유사성 혹은 일치성은 히브리어가 우리

나라 말과 연관이 깊은 유추이다.

우리나라나 옛 이스라엘에서는 다 같이 사람이 죽으

면 베옷을 입고 곡을 한다. 산소마다 돌 제단이 있다.

1) ָא( · 내 부친은, 왕상 12:11).

2) 막 14:36.

3) ַא(아브).

4) 창 17:4, 5, 27:27, 41, 35:18, 37:4, 10, 33, 35, 42:35, 43:2, 28, 
44:19, 20, 22, 25, 27, 31, 48:9, 17, 19, 49:28, 50:15; 출 2:18, 20, 
22:17; 민 11:12, 12:14, 30:4, 5, 16; 신 22:16; 삿 11:39, 14:10, 19:3, 4, 
5, 6, 8, 9; 삼상 10:2, 12, 14:27, 삼하 10:2; 왕상 13:12,  4:19; 대상 
22:10, 26:10, 28:6; 대하 4:16; 욥 38:28, 42:15; 시 103:13; 잠 3:12; 사 
22:21, 38:19; 렘 22:15, 31:29; 겔 5:10, 18:2.

 .(이모 · 어머니, 창 24:67; 신 14: 21 등)ּאמֹו (5

.(이마 · 어머니, 창 24:28; 신 21:13)ּא부ּ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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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낼 때 장작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 올려놓아 불을 지르며 제사 지냈다. 무덤 양

식 · 돌담을 쌓은 일은 아직도 이스라엘 북부나 중부

일부에서는 돌담으로 지은 집이다.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로 돌 제단을 쌓는다. 우리나라 또한 돌을 쌓

은 집에서 살았으며 제사를 지낼 때 단을 쌓았다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 제사를 드릴 때는 잔을 세 번 돌린 후 제

상에 올려놓는다.

유대인의 장례방식은 상주들이 베옷을 입고 베로 건

을 만들어 쓴 뒤 향 피우며 대나무를 짚고 곡1) 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 수를 셀 때에 여자들에 대한 수

의 기록이 빠진다. 가장 이스라엘 전통이 남아 있는 베

두인이나 우리나라 사람 또한 남녀유별과 남존여비사

상이 유별나다. 베두나에서는 아이를 못 낳거나 딸만

낳으면 이혼조건이었던 옛 풍습이 있었다. 이곳 처녀들

또한 예전의 조선시대 처녀들처럼 머리를 길게 땋는다.

결혼하면 머리를 틀어 위에 올린다. 이 풍습 또한 같

다. 여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는 모습과 외출 시에

얼굴을 가리는 풍습은 고대 우리나라에서 귀한 아낙네

들의 풍속이었다. 이스라엘 인들도 농경 법으로 쟁기 ·

도리깨 등을 사용하고 불집게 · 숟가락 · 놋그릇을 사

용2)하였다.

1) 37:34; 역상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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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사법과 생활과 사상

매운 음식과 부추 그리고 아주 깊고 맑은 물에만 사

는 이스라엘 잉어=향어 등을 즐겨 먹었다.

유월절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3500년이란 전통

을 가진 이스라엘의 명절이다. 우리들은 오천년의 역사

를 가진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동지에 팥죽

을 쑤어 먹는다. 풍습으로는 각 방의 문설주를 비롯하

여 장독과 헛간 등에 뿌렸다. 팥은 색이 붉어 양색=陽

色이므로 음귀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동짓

날 팥죽은 히브리인들의 유월절 행사의 일부이다. 우리

들은 고사 지낼 때 고사떡을 붉은 팥 설기로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얀 세마포를 입으며 가장 귀하

게 여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백의민족이다. 하얀1) 옷

세마포2)입는다. 예수님은 세마포를 입으시고 우리 죄

를 싹싹3) 씻어4) 내신5)다. 늘 가는베6)를 입으시고 하

나님께서 기뻐하시는7) 일을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으

로 하여 시시8)덕거리며 기뻐함에 타9)며 예수심10)으로

2) 25:14.

1)  수메르 사람들은 우루의 신전을 에바바르(하얗다, 깨끗하다, 등)라 불
렀다.  태양과 밝음과 사회 정의, 인간의 마음이 깨끗함을 하얀 색깔로 표현
하였다. 우루 신은 셈어의 샤마쉬, 히브리어 쉐메쉬이다.

.(수스 · 즐거이, 시 119:162)ׁשּו  (2

.(솨솨)א (3

4) 창 7: 6; 출 20: 9, 25: 32; 민 1: 46; 수 6: 3; 욥 5: 19; 겔 16: 4 등. 

5) 겔 39: 2.

ׁש (6 .(쉐쉬 쉐스· 가는 베, 겔 16: 13)ׁשי

הה (7 הה..יׂש .(사스 여호와..여사수, 신 28: 63)ׂ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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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1)고 또 기뻐서2) 어쩔 줄 모른다. 나의 죄를 대

신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 대신 살아난

기쁨이 이 세마포가 지닌 기쁨의미이다. 곧 흰 베옷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면 이 베

옷을 입었다.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돌아가셨다라고 한

다. 우리의 고어도 여섯3)인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쉬사4) 우리도 여섯째 날에 하던 일을 멈추고 쉰다. 십

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었다.

우리들은 흰옷을 좋아하고 조상이 죽으면 굵은 배옷

을 입는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5)같다. 우리나라는 백

의민족白衣民族이다. 유대인 또한 흰 옷을 즐겨 입는다.

유월절에 남자들은 모두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심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제사를 올린다. 흰 두루마기는

외출을 하거나 제사에 참여하는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흰옷과 같다. 흰 옷은 예복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복 흰 세마포 모시옷6)을

입었다. 우리나라도 두루마기를 입고 예절을 갖춘다.

8) י( , 애 4: 21).

.(타시스 · 기뻐하리로다, 시 35: 9)יׂש (9

10) 기뻐하며 ים(예수심, 사 35: 1).

.(야시스, 사 62: 5)יׂש (1

.(베사스, 사 66: 14)ׂש (2

3) ja~sws: 진태하, Op>cit. 279. 

.(쉬솨)ה (4

5) 에 4:1; 사 22:12;렘 6:26; 겔 27:31,

6) 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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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자 쓰기를 좋아했다. 이상하게

여긴 중국인은 이미 4천 여 년 전에 중국의 회남자에

“동방에 군자의 나라가 있으니 목덕이 어질어 군자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띠를 띠

고 칼을 찼으며”1)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방

안에서까지 갓을 쓰고 감투를 썼고 하인들도 초립을

썼다. 아이들이나 아녀자들까지도 모자를 썼다. KBS에

서 황금나라의 비밀, 신라 황남대총 연구자2)들은 한민

족의 기원이 신라의 고도 경주시내의 대릉원에서 출토

된 유물의 기원3)과 무관하지 않다.

신라의 금관은 기원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유라시

아 샤먼들과 동일 · 알타이 공화국의 우코크 평원에서

발견된 무덤이 신라초기 돌연 출연한 무덤양식인 적석

목곽분4)과 동일하다 했다. 당시 출토된 유물의 대다수

가 당시 지중해와 흑해연안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함

을 실물과 비교, 제시했다. 이스라엘 앞 바다에 있는

사이프러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신라 황남대총에

서 발굴된 다. 세계에서의 우리나랏말 붐은 우연한 일

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세 개의 절기5)가 있

1) , 東方有君子之國 東方木德仁故 有君子之國也 其人冠 劍…… 淮
南子 形訓.

2) 2009. 4. KBS.

3) 1973. 7. 6.

4) 積石木槨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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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애급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1)이 있다.

이 때 먹는 팟죽은 우리들의 팥죽 끓어 이것을 집 안

에 곳곳이 뿌리고 액땜용으로 사용과 같다. 첫 열매를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칠칠절2) ·

하나님과 동행한 광야생활을 추억하며 메시야를 기다

리는 초막절3)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음력

을 사용한다. 그들의 달력은 우리보다 한 달을 앞서가

기 때문에 그들의 7월 15일은 우리의 음력 8월 15일이

된다. 니산월, 즉 정월 보름에 그들이 애급을 탈출하여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즉 50일째 되는 날에

둘째 절기인 칠칠절, 즉 오순절=7×7+1=50을 지켰다.

일곱 번째 맞는 달 보름달을 기념하여 티쉬리월 15

일에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 감사절을 지켰다. 유대인

들의 초막절은 7월=Tishri월 15일이다.

유대인의 절기는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된다. 유대력으

로 7월 15일인 성경의 초막절은 음력 8월 15일에 지켜

지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항상 같은 시기, 같은 날짜다.

5) 16:16.

1) 출 12:11, 21, 27, 43, 48, 34:25; 레 23:5; 민 9:2, 4, 5, 6, 10, 12, 
13, 14,  28:16, 33:3; 신 16:1, 2, 5; 수 5:10, 11; 왕하 23:21,  23:22, 23; 
대하 30:1, 2, 5, 15, 17, 18, 35:1, 6, 7, 8, 9, 11, 13, 16, 17, 18, 19; 스 
6:19, 20; 겔 45:21; 마 26:2, 17, 18, 19; 막 14:1, 12, 14, 16; 눅 2:41, 
22:1, 7, 8, 11, 13,15, 16; 요 2:13, 23; 요 6:4, 11:55, 12:1, 13:1, 18:28, 
39, 19:14; 행 12:4; 고전 5:7; 히 11:28.

2) 출 34:22; 민 28:26; 신 16:10, 16; 대하 8:13.

3) 레 23:34; 신 16:13, 16, 31:10; 대하 8:13; 스 3:4; 슥 14:16, 18, 
19; 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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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력 8월 15일의 차례와 성경의 7월 15일2. 음력 8월 15일의 차례와 성경의 7월 15일

이러한 근거로 하여 가장 친근한 우리들의 말이 저

멀리 히브리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인정하게

한다. 그 이유는 유대력이 우리나라의 음력 보다 한 달

이 늦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성경의 초막절은

항상 그 날짜의 때가 일치한다. 두 곳 유대력에서나 우

리나라 달력에서 윤년이 든 해에만 한 달의 차이 난다.

남 왕국 유다에서는 7월 15일을 초막절로 지켜1)왔

다. 왕국의 분열 이후 여로보암 왕 때부터 북왕국 이스

라엘에서는 이 7월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꿔서 지켰

다왕상 12:32. 우리나라의 추석인 8월 15일은 북 왕국의

날짜와 일치한다. 추석의 때는 남 왕국의 7월 15일의

때와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음력을 사용한

다. 그런데 그들의 달력은 우리보다 한 달을 앞서가기

때문에 그들의 7월 15일은 우리 음력 8월 15일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음력 8월 15일을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뿐이다. "이

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

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일 동안 지킬 것이라"레 23:34

하였다. 일본에도 음력 8월 15일이 명절이었으나 양력

으로 바꾸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구약의 초막절은 두

1) 16:29; 민 19:1, 왕상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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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 모두 의미뿐만 아니라 때와 날짜가 서로 같다. 달

력상의 날짜는 다르지만 절기상의 날짜는 항상 동일 ·

달밤을 즐기는 저녁 행사 · 명절에 고향을 찾으며 조상

을 기억하는 풍습 ·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제

를 드린다.

우리나라에는 비빔밥문화가 있다.1) 음식자료 여럿을

넣어 주위를 돌려가면서 충분히 싸 비비2)면 음식이 한

결 맛이 있기 때문이다. 주위를 여러 번 돌려 밥을 비

벼먹은 비빔밥은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에서 제사 지낸

다음 먹는 비빔밥이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고 이스라엘

의 초막절과 같다. 단지 그들의 일력으로는 7월 15일이

지만 날자 수만 다를 뿐 시기가 같다.3) 우리나라의 음

력월은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점에다 두고 이

때부터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기 시작하는 달이다.

로마력인 양력은 우리나라의 음력보다 한 달이 빠르고

유대력은 같은 음력이지만 음력보다 한 달이 더 느리

게 오기에 음력과 같다.4)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1) ,「성경과 추석」(2),  월간『기독교교육』(서울: 대한기독교교
육협회, 2003), 6월호.

.(싸비비, 시 44:14; 레 9:18; 욥 22:10)י (2

3)  우리나라의 음력월은 청나라 초기에 독일의 예수 교단의 선교사이며 
천문학자인 아담 샤알(Adam Schall 1591~1666)이 제정했다는 연구가 있
다. 

4) 음력 정월 초하루로 맞추어 그 달을 자월(子月)로 사용하는 음력월을 
중국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기원전 2200년경 하 왕조는 인(寅)월을 정월로 
· 은 왕조는 축(丑)월을 정월로 · 주 왕조는 자(子)월을 정월로 · 진시황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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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물은 곡식이 아니라 열매, 즉 추수해 드린 올리브와

무화과 그리고 포도열매이다. 우리나라도 갖가지 열매

를 갖추어 제사를 지낸다. 성묘를 하고 조상 숭배 신앙

을 가지며 모든 감사를 먼저 조상께 드린다. 우리나라

문화는 한가위 문화이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인데 가장 달이 둥근 때는 아니다. 실제 8월 15에

는 햇곡식 수확전이다.

예배에는 아침과 저녁 예배1)가 있다. 절기 행사에는

저녁 행사가 있다. 달이 동산에서 떠오르는 시각의 초

막절 행사는 일곱 가지로 뻗은 촛불로 성전을 밝히고

그 촛불 밑에서 함께 횃불 춤을 추는 춤 놀이 · 이스라

엘 여인들의 뜰에서는 15계단을 내려가면서 계단마다

시편 노래 한 곡씩을 부르며 함께 내려가는 춤 놀이를

한다. 행사사 20:29는 7일 동안이나 밤을 즐겼다. 우리나

라 사람들은 달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즐긴다. 추석의

달맞이 · 횃불놀이와 민족의 대 이동은 유대인들이 세

계 속에 흩어지며 디아스포라들이 매년 조상과 고향을

찾는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흰 옷을 입고 출 애급의 역사 재현을 축제로

밤을 세운다. 추석2) 자료3)에 본 민족 대이동 때다.

(亥)월을 정월로 고쳐 썼다. 한(漢)나라는 동지가 지난 두 번째 달인 인월
(寅月)을 정월로 고쳐서 약 2200년 동안 사용한다. 

1) 우리나라는 오늘날도 철저히 화목제사 · 감사제사 · 성일준수 · 성전존
중 · 십자가 ·  저녁기도회 · 심야기도회 · 새벽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2) 이인식,「성경과 추석」(2),  월간『기독교교육』(서울: 대한기독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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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말과 히브리어는 닮았다1. 우리말과 히브리어는 닮았다

~ 2021년 현재 11월 30 현재

왜 우리나라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의 동일성이 드러

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 밝히기의 관심1)은 처음은 단

순하게 시작한 히브리어 읽기에서였다. 본 연구자가 문

학 언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진

현재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발음상의 닮은꼴은 부지

기수라는 사실에 놀랐다. 이 엄연한 사실은 히브리인을

성경에서 멀리서 물 건너왔다는 학설과 관련 그 연관

, 2003), 6월호 · 우리나라의 현재의 음력 달력은 조선조 효종 4년
(165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음력이다.

3) 음력월은 중국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에 당시 예수의 교단의 선교사
였던 아담 샤알(Adam Schall, von Bell 1591~1666),독일인 천문학자, 신
학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 세자를 개종시켜 예수
를 믿게 했던 사람이다. 아담 샤알이 중국에 있을 당시 청나라에서는 대진경
교유행중국비(大秦景敎流行中國碑)라는 거대한 비석이 1000년 동안이나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이 되었다(1625년).

기독교가 당시 당 태종 9년 서기 635년에 당시 중국의 수도인 장안에 정
식 외교를 통해 들어왔고 들어 온지 100년이 되기 전에 퍼져  전국 13개도
와 130개 교구와 358개 주에 모두 교회를 짓고, 대덕(주교)을 파송하는 당
나라의 대표적 국교가 된 때의 장관은 아담 샤알이다. 당시 음력 달력을 개
편하여 24절기를 제정할 때 바로 경교비문에 나타난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절기(유대력)는 우리의 음력을 중심한 우리나라의 추석과 유대인의 초막절
과 날짜가 일치한다. 

1) 당나라 말기 희종 왕 때(875년) 희생된 경교도기독교)가 약 3만 명임
으로 중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긴밀성이 
된다.  유대인의 절기문화인 초막절이 경교와 그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일
찍이 전해지면서 우리의 추석이 되었다고 이인식 목사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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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타당성으로 보면서 더욱이 발음 모음이 후기에

붙은 역사적 사실에서 더욱 확신이 선다.

우리나라는 단기 43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누가

주장1)하였던지 또는 왜 그러한가를 따지기 전에 엄연

하게 히브리성경에서 발견되는 많은 언어들의 발음이

우리나랏말과 히브리어가 그 공통점이 많다. 곧 우리가

늘 상 쓰는 우리말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언어

라는 확신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직도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남을 존경하는 말들 자체가 우리나라언어

의 더욱 큰 자랑인데 바로 성경에 발견되는 사실이다.

한국 · 슈메르 · 이스라엘의 역사의 긴밀성은 우리가

그 원조가 되는 슈메르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사적으

로 한 연구들에서 이 발음문제가 아닌 사실로 입증하

려 하였지만 본 연구자는 그 보다는 발음의 닮은꼴로

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언어들까지

도 히브리어서 찾아볼 수 있다.

발견되고 또 발견되는 우리나랏말과 히브리어의 닮

은꼴 발견의 설레임과 흥분에 찬 기대는 우리말 사투

리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경우 그 수는 엄청나게 더 불

어날 것이다.

1) ,『한국 ․ 슈메르 ․ 이스라엘의 역사』(서울: 한뿌리, 2008) · 문
정창(文定昌, 일본식 이름: 文山定昌, 1899년 ~ 1980년)은 일제 강점기의 
관료이며, 대한민국의 역사학자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호는 백당(柏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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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닮음 찾기2. 닮음 찾기

~ 이 장에서의 차례는 한글 기준 가나다 순서이다.

* 가!와 히브리어
(이하 히브리어라는 말 생략)

가= = 가1)!
나가= = 나가2)::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가라고 말

할 명령어 가!는 똑같이 가= 가 가! · 취하여이다. 우

리나랏말 나가~ 명령어 나가= 나가이다.

* 가나인과 가나안이=가나니= … = 캐나니3):
…이 · 그이 가나족속 히위족속 등을 개나니 브리시 히

위4) 가나안 사람을 = 캐나니 캐나니5)라 한다.

이이 저이 그이의 이와 =  아모리이6) 히브리
이의 이: 가는 ‘이’ 오는 이의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은 사람을 ‘이’라 한다. 가나아니7)의 ‘이’와 ‘니’는 그

족속을 의미한다.

* 영접하다와 가담=가담= = 가담8): 어디에 가담

하는 일은 함께 하는 일이다. 가담= = 가담 가담

저희가 영접하다이다.

1) ( ! · 취하여 · VQMMYS~너는 가!:창 2:22, 5:24, 20:3, 24:4, 7, 
40, 27:36, 45, 31:1; 출 4ㅣ6; 레 4:6, 12:4, 14:6; 호 1:2 등.

.(라가)ח (2

.(캐나니 · 가나안 사람이, 슥 14:21)י (3

י (4 י .(캐나니 브리스 히위, 신 20:17)י

.(캐나니 · 가나안 사람이, 슥 14:21)י (5

.(에모리이 · 아모리인, 민 21:32; 시 136:19)י (6

.(가나아니 · 가나안인, 민 21:3)י (7

.(가담‧저희가 영접,VPACZP,they met, 느, 13:2)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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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와 가라= = 가라1)와 갈래= = 갈래2):
명령어 가라= = 가라 · 소리지르다이다. 하나

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라! 또 가리아 가리아=

가리아3)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 하신다.

* 가로대와 가로티=  =  가로티4): 우리말 가로
대라는 말을 히브리어 가로티=  =  가로티 가라
트=  = 가라트5)와 비교할 수 있다. 우리말이나 히
브리어 …이라하고, 부르짖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라하고 부르짖다이다.

* 가랑이와 개라이브= = 가래이브6):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 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개라이브= = 가래이브가 가랑이에

가깝다. 모두 사람의 다리를 말한다.

* 가봐와 가봐= = 가봐7): 상대방에게 가 봐라는

말은 히브리어 가봐= = 가봐이다. 하나님이 가 봐라
하신 때는 죽은 상태가 되는 의미다. 오는 게 아니라

1) ( ·소리지르다: 창 41:43), 부르고(창 41:45, 52; 출 1:18, 
35:30; 슥 7:13), 말하다(창 41:51, 50:11; 시 3:2, 4), 칭하다(신 15:2), 공
포하다(출 32:5), 외치다(슥 7:7) 등

.(갈래)י (2

יא (3 .(가리아 가리아 · 부름을 받은 자, 민 26:9)יא

.(가로티 · 이라하고, 슥 11:7 등)אי (4

.(카라트 · 부르짖다, 렘 3:4)ת (5

.(개라이브 · 다리, 출 29:17브)יו (6

.(가봐 · 죽은 상태, 민 17:12)ע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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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가봐= = 가봐1) 하실 때는 대기 상태, 잠을

자는 상태이다. 성경은 죽은 상태를 잠을 잔다한다.

* 속죄소와 가보랬다=카포레트= = 카포레트2):

속죄소=가 보랬다=카포레트= = 카포레트이다. 속

죄소가 보랬다=카포레트= = 카포레트
의 그 속죄

소=하카포레트= = 카포레트3)이다. 꼭 가 봐야

할 곳= 그 속죄소이다. 그 결과 그의 백성은 정결4) 해

진다. 우리나라에는 카페트라는 외래어가 있다. 이 카

페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랐기 때문이다. 이 속죄소는

씻고 덮어지고5) 모두 역청6)을 안팎에 칠하였음7)으로

속죄8)하여지게 된다. 죄를 뉘우치면 배 갚아9) 주신 그

분과 나의 계약 관계10)이다.

* 가름이와 카르미= = 가르미11): 우리나랏말 가
름이는 바로 머리의 가름마를 떠 올린다. 카르미=

1) ( · 대기하다, 창 1:9).

 .(카포레트 · 속죄소, 출 25: 17, 22, 37: 6)ת (2

3) 그 속죄소 ת(하카포레트 · 그 속죄소. 출 25: 18, 19, 20, 20, 21, 
22, 26: 34, 30: 6, 31: 7, 35: 8, 12, 37: 7, 8, 9, 39: 35, 40: 20; 레 16: 
2, 13, 14, 15; 민 7: 89; 대상 28: 11.

4) 레 4: 26, 31; 5: 13.

5)  .(에트~하테바 베카파레타, 창 6: 14)ת~ה

6) 역청 ר(바코페르 · 역청, 창 6: 14).

7) 창 6: 14).

,(레카페르 · 속죄하시려고, 민 31: 50)ר (8

.(바케파르 · 덮다, 창 6: 14)ר (9

10) Silvia Lington, The term ברית in the Old Testament Part Ⅳ OTE, 
118~143(창 12: 2, 17: 7; 출 6: 7; 삼상 1: 2, 삼하 7: 9, 11, 13, 16, 23: 
1~7; 시 89, 132장). 

.(카르미 · 나의 포도원, 아 1:6, 8:12)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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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미는 나의 포도원 즉 내게 분할된 나의 가름이

다. 멀리 뛸 수 있는 힘을 물로 주시는, 곧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포도원이다.

* 가 알아 가마와 가 아르 가만= =  가 아

르 가만1):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 알아 가마라 말 할 때

가 있다. 히브리어 가 아르 가만= =  가 아르

가만은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내는 의미다. 그 영광 색은 자줏빛이다.

* 가짜와 가짜= = 가짜2): 정말 거짓말 같이 우
리나랏말 가짜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짜= = 
가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되는데 인간 냄새가

솔솔 나는 종말, 끝의 의미이다.

* 가질과 가잘= =  가잘3): 우리말의 가질은 가질
것의 미래형이다. 억지로 빼앗다=가잘= = 가잘 · 강

제로 취하다와 비교된다. 가진다는 것은 남의 것을 강

제로 가진다이다. 남의 것이라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

* 감에와 십자가를 향해 가메= = 가메4): 우리

말에 감에라는 말이 있다. 성경은 가는 의미를 일어나

1) ַא( · 자줏빛, 아 7:6).

.(카짜 · 싫어하노라, VQAFZS, loatheth, προσώθισεν, 민 21:5)ה (2

.(가잘 · 억지로 빼앗다 · 강제로 취하다, 창 21:25; 레위 6:4 등)ל (3

.(가메티 · 일어나서, 아 5:5)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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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 감에 가메= = 가메다.

* 간과 간= = 간1): 간은 ‘가서 있는’의 현재형. 간=

= 간은 하나님 동산에 은혜 갚으러 간다.

* 갈과 갈= = 갈2) : 우리말에 갈: 간다 미래형. 갈

일의 갈은 우물=갈= = 갈에서 우물=갈은 땅 속에서

물이 퐁퐁 솟아 은혜를 갚으려 갈 일이다.

* 갈라와 갈라= = 갈라3):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

지는 갈라= = 갈라는 사로잡아가고 있을 때의 갈라
= = 갈라이다. 나의 신부=칼라= = 칼라4)이다.
나의 신부는 나의 내 동산에서 세상과 갈라지는 일이

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 갈림과 이곳과 저곳 갈라짐=갈림= = 갈림5):
이곳과 저곳 갈림= = 갈림 길이 있다.

* 갓과 가브= = 가브6): 가에 즉 둘레 가브= = 가
브이다. 은혜를 갚는 둘레, 범위다.

* 갚아라와 가바르= = 가바르7): 갚아라라는 말이

있다. 가봐르= = 가바르를 기본형으로 하는 이기었

1) ( · 동산이요, 아 4:12).

 .(갈 · 우물, 아 4:12)ל (2

.(갈라 · 사로잡아가고, 왕하 25:11)ה (3

.(칼라 · 나의 신부야, 아 5:1)ה (4

.(갈림 · 물결, wave, 슥 10:11)ים (5

.(가브 · 둘레, 겔 1:18)ב (6

.(가바르)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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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니=가브루= = 가브루1). 은혜 갚는 일을 갚아

라 한다. 은혜를 갚는 일은 이기는 일이다.

* 감과 가다=감= = 감2): 가다의 전성명사형=감! 가

다=감= = 은 은혜를 갚으러 말씀 속에 빠져 감이다.

* 값과 갑스= = 갑스3): 값이다. 이 값어치는 은
금을 지시하는=갑스= = 갑스이다.
* 같이와 협력=카사르= = 카사르4): 고조선 시대

의 대동강 변 기왓장에서 협력=카사르= = 카사르가
발견되었다. 협력=카사루= = 카사르5) ‘같이’이다.
* 같은과 가탄= = 가탄6): 우리말에 ‘같은’=가탄=

= 가탄 같다! 균형이 맞다=젊은이다. 한창 젊을 때

모두는 푸른 꿈을 가지는 나이이다. 푸른 꿈을 가진 다

윋이 골리앗을 이기러 나갈 때는 청년 말째이다. 가탄=

= 가탄7) 가장 젊은 청년 요셉이 요셉 형들을 만날

때에도 가탄= = 가탄8)으로 한다. 반면 불레셋 사람

이 업신여겨 말할 때는 아주 어리다는 표현으로 아기

가 갖 낳아졌을 때의 낳아=나아르= = 나아르9)이다.

)ר (1 , · 이기었아오니 · 시 65:4;).

.(감 · 이미, 말 2:1)ם (2

.(케셒 · 은금,   값, 창 13:2; 대상 21:22)ף (3

.(카사르 · 협력)קשר (4

.(카사르 · 협력, 잠 3:3)קשר (5

.(가탄 · 작은 · 젊은, 대상 12:15)ן (6

.(하가탄 · 말째, D.AMS, · the youngest, 삼상 17:14)ן (7

.(하가탄 · 말째, D.AMS, · youngest, 창 44:26)ן (8

.(나아르 · 젊고, a youth, 삼상 17:42)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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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골르다와 골= = 골1), 골랐다= = 골
랐다2) : 골이라는 말이 있다. 구속 의미로 구속하다=골=

= 골의 기본형 골르다= = 골랐다가 있다. 구
속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 골르다이며 그 분에 의해 골

라진 것은 은혜를 갚는 기회를 얻어 은혜 갚는 일이다.

* 고 高와 고= = 고3): 한자어 높을 고高=고=

=  고발음은 히브리어 높다=고= = 고이다.
* 고대로와 고대르= = 고대르4): 그대로의 사투리

고대로, 수보하는자=고대르= = 고대르.
* 고마우리와 고마르= = 고마르5): 고맙다 고마우

리=고마르= = 고마르. 보답할꼬=고마움=고므림=

= 고므림=갚는 것6)과 보답할꼬=타그므로히=

=  타그므로히7). 앞의 타8) 접두격 조사를 빼

면 그마오리이다. 아브라함의 이삭이 젖을 떼고=바이가

마르= = 바이가마르9)의 앞 접속전치사 바10)가

덧붙었고 바로 이어오는 이 11)는 하나님이 지금도 진

)ַא (1 · 구속).

2) ָא(골르타 · 구속하신, VQAMYS, thow hast redeemed, όν έλυτώρ
ώσώ, 출 15:13).

.(고아 · 높고, 출 15:1)ָאה (3

.(고대르 ·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사 58:12)ר (4

.(고말·갚다, 보응하다)ל (5

.(고므림 · 갚는 것을, VQPAMP, how..reward, 대하 20:11)ים (6

 · (타그무로히 · 보답할꼬, 시 116:12)מּולֹוי (7

8) (타, 시 116:2).

.(바이가마르 · 젖을 떼고, 창 21: 8)ל (9

10) (바 · 그리고, 창 21:8).

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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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계시는 의미1)다. 접두형 관사를 제하고 나면

보답 고마르= = 고마르2)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의 티그메루3)에서 접두사 티= 4)를 제하면

그메루이다. 은혜 갚겠다이다. 고맙다는 은혜 갚겠다.

* 곰국과 고임= =  고임5): 고임을 받는다라는 말

이 있다. 또 우리들은 곰국을 즐겨먹는다. 오랫동안 고

기뼈다귀를 달여 먹는 곰국의 곰은 고임의 준말이다.

푹 고은 것 즉 정성을 다하여 낸 국물이다. 고임= =

 고임은 이방인 뜻으로 쌍수이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

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어른을

섬기는 이 고임 · 괴임 · 사랑 받는다이다. 민족=고임=

=  고임6)이다. 야곱 자손이 여러 민족을 섬긴다=하

고임= =  하고임7) 정관사 하= 8) 빼면 고임이다.

* 곡식과 고지르= = 고지르9): 곡식=고지르=

= 고지르이다.
* 골과 골= = 골10): 운동장에서 골을 넣는다는 말

도 있고 골로 간다는 말도 있다. 맡기라=골= = 골로
1) 21:8).

2) (고마르 · 보답, 창 21:8).

.(티그메루 · 보답하느냐, 신 32:6)לּו (3

4) (티).

.(고임 · 열방, 시 79: 1)גֹום (5

.(하고임 · 그 민족, 출 34: 24)גֹום · (고임 · 민족)גֹום (6

.(하고임 · 민족을, 출 48: 19)גֹום (7

8) (하).

.(고지르 · 곡식, 신 24:19)יר (9

.(골 · 맡기라, 잠 16:3)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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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되었고 원어는 굴리다의 굴릴=갈랄= = 갈랄1)
은혜 갚는 일 쪽으로 굴리다이다.

* 골라와 골라= =  골라2) 골랐다= = 골
랐다3) : 물건 혹은 사람을 골라= =  골라의 사로잡
힘=골랐다= = 골랐다다. 골라 잡아라는 하나님의
명으로 사로잡힘=골라잡아= =   골라 잡아4)

이다. 은혜를 갚으려 사로잡혀 코로 숨 쉬니 향기가 난

다. 골라놓디와 고라롯트=골라롯트= =  골라롯

트5)가 제비이다. 한국 제비 강남 갔다가 봄에 돌아와

봄소식을 골라놓다.

* 곳과 곧=고데스= = 고데스6): 곳은 곧=고데스=

= 고데스 지성소=성소=거룩=경상도 지방 사투리 =

곳=고데!

* 커다랗다와 커다라트= = 커다랗다7): 참으로

커다랗다=커다라트= = 커다랗다 기본형 가돌=

= 가돌8)과 변형 크더라= = 크더라9)다. 옛 백

1) ( , 잠 16:3).

 (골라 · 사로잡힌 · 사로잡힘, 왕하 왕하 24:15, 16; 대상 5:22; 겔ֹוה (2
1:1; 슥 14:2 등). 

 (갈루트 · 사로잡다 · 감금)לּות (3

ה (4 .(골라자바 · 하나님의 명으로 사로잡힘)ֹוה

. .(고랄 · 제비, 대상 24:7)גֹול (고라로트 · 제비, 대상 24:31)גֹולֹות (5

.(고데쉬 · 지성소 · 성소 · 거룩, 출 2:3; 민 18:3; 민 28:7등 등)ׁש (6

.(그도로트 · 커다랗다, 대상 17:21; 욥: 5:9)לֹות (7

.(가돌 · 크다, 출 32:10, 11 등)דֹול (8

.(게돌 · 크더라, 출 32:30, 31)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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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당시 나라 이름이 구다라=크더라= = 크더라이
다. 큰 나라의 이 커다랗다는 위를 향하여 올라가면서

보답하는 뜻이다. 광명=핫가돌= = 핫가돌1)에서
정관사 하를 빼면 가돌로 빛이 점점 더 커지는 큰

광명의 뜻이다.

* 갯불과 겟불= = 겟불2): 속언 갯불도 없다가

있다. 주어지는 배당이 아무것도 없다이다. 겟불= =

겟불3)은 우리말 갯불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다.

* 거짓말과 카자브= = 카자브4): 거짓말 히브리어

카자브= = 카자브 한국 사투리 거짓말=거짓발이다.

* 계심과 계쇰= = 계쇰5): 존댓말 계심은 계쇰=

= 계쇰에서 찾을 수 있다. 비인데 하나님 계심이다.

매우 매우6) 많은 양의 비가 하늘에서 내린7) 지역8) 표

현을 우리는 하나님이 노했다로 표현한다. 하늘에는 하

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리는 비가 있다.

1) ( · 큰, 창 1:16).

.(겟불 · 변방, 경계선, 영토, 민 20: 16, 17, 23; 창 10: 19)בּול (2

.(겟불 · 변방, 경계선, 영토, 민 20: 16, 17, 23; 창 10: 19)בּול (3

.(카자브 · 거짓말, lies, 잠 14: 5)ב (4

.(게쇰 · 비, 창7: 12)ם (5

ד (6 .(메우다 메우다 · 아주 많이, 창 7: 19)ד

7) 즐겁게 안식할 날,『한영성경전서』(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57
장

8) 수 16:3, 21:21; 왕상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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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과 구멍=굼맞= =  굼맛1): 구멍=굼맞=

=  굼맛
이 있다.

* 구부린다와 구프= = 구프2)린다: 구부린다와 굽

이굽이 구불구불은 닫다=구프= = 구프린다에서 은

혜 갚는 일과 입을 동격으로 잇는다.

* 굴러굴러와 바퀴=갈르갈르= = 갈르갈르3): 바퀴
굴러굴러 간다. 오직 은혜 갚기 위해 바귀가 갈르갈르=

= 갈르갈르가 굴러굴러간다. 바퀴=갈르갈르= =

갈르갈르4) 굴릴라와 굴릴라= =  굴릴라5): 머리
를 굴릴 변경=굴릴라= =  굴릴라다. 숨 쉬려고

머리를 굴리는 일 역시 둥글둥글 생각하는 의미다.

* 꿈과 꿈= = 꿈6): 꿈 일어나라=꿈= = 꿈.

* 꿈이와 꿈이= =  꿈이7): 일어나=꿈이= =

 꿈이8) · 일어나라9). 말씀에 잘 산 사람은 꿈이=꿈이

= =  꿈이이 일어난 사람이다.

* 기쁘네와 미쁘네= = 미쁘네10): 정말 기쁘네! 미
1) גּו( · 구멍, 전 10:8).

.(구프 · 닫다, 느 7:3)גּוף (2

.(갈르갈르 · 바퀴, 전 12:6)ל (3

.(갈랄 · 굴리다, 창 29:3; 수 5:9 등)ל (4

.(글릴라 · 변경, 수 13:2; 겔 47:8)יה (5

.(쿰 · 일어나라, 출 32: 1; 수 7: 10; 삿 7: 15; 사 58:12)קּום (6

.(아쿠마 · 내가 일어나서)ָאקּוה 와(쿠미 · 일어나서, 아 2:10)קּוי (7

.(쿰 · 일어나라, 출 32: 1; 수 7: 10; 삿 7: 15; 사 58:12)קּום (8

.(쿰 · 일어나라, 출 32: 1; 수 7: 10; 삿 7: 15; 사 58:12)קּום (9

,(미쁘네 · 자손 중에는, P.NMSG, of the son of, 스8:1)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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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네! 히브리어 미쁘네= = 미쁘네 자손 중에 말씀

안에 들어간 삶이 미쁘네= = 미쁘네! 말씀을 사모

하여 말씀이 안에 들어오니! 미쁘네= = 미쁘네.
* 귀 기울이심 마크쉬빔= =  마크쉬빔1):

그대가 귀 기울이심=마크쉬빔= =  마크쉬빔

말씀으로 점철 된 삶이다.

* 그루터기와 은혜 갚으려는 머리=가르그로터=

= 가르그로터2): 은혜 갚으려는 머리=가르그로터=

= 가르그로터 삶은 바로 나무 한 그루터기의 삶

=은혜 갚으려는 목=게르케로티이= = 게르케
로티이3) 게르게로= 게르게르.

* 그늘과 그늘=그림자=제렐= = 4): 그늘=향기

내음=그림자=제렐= = . 향기 내음.
* 그릇과 담는 그릇=구랏= = 구랏5): 무엇을 담는

그릇=구랏= = 구랏이다. 은혜 갚는 삶의 그릇!

* 끝과 끝=긋트= = 긋트6) 끝=가제= = 가
제7): 끝이 갓으로도 쓰인다. 끝=가제= = 가제. 끝=

)יי (1 · 귀를 기울이니, 아 8:13).

.(가르그로트, 잠 3:22)רֹות (2

3) י(게르게로테이타 · 목, 잠 1:1, 3:2, 22).

.(제렐 · 그늘 · 그림자, 욥 40:22, 아 2:17, 렘 6:1)ל (4

 (굴라 · 그릇, 수 15:19; 삿ה (굴랏트 · 그릇, 전 12:6) 기본형은ת (5
1:15 등).

.(게조트 · 끝이다, 출 39:16, 17)צֹות (6

.(게즈 · 끝, 신 15:1, 시 119:96)ץ ,(가제 · 끝에, 신 14:28)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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긋트= = 긋트 끝에 향기가 남아 있다.

* 기뻐와 산=기쁘다=깃브아트= = 깃브아트1) 기
뻐=깃브아으= = 깃브아으2): 정말 기쁘다= = 
깃브아트 기뻐= = 깃브아으! 백성이 하나님의 향기

를 들고 머리로 숨을 쉬니 머릿속이 말씀으로 가득 차

기쁘다=산 준령=기쁘다= = 깃브아트· 산 준령이니
기쁨이 극도에 달해 있다.

* 깃나다와 동산=깃나트= = 깃나트3): 깃나다! 백성

이 은혜를 갚는 동산= 깃나트= = 깃나트.
* 길르다와 머리카락을 길르다=길르아드= = 

길르아드4): 머리카락을 기르다의 길르아드= = 길르
아드. 머리카락을 기르는 일은 은혜 갚는 일이 눈으로

가슴으로 보여지는 일이다.

* 낄낄거리다와 낄= = 낄낄5): 우리 특유의 즐거

워 낄낄대다= = 낄낄. 기뻐하리이다=아낄라= =

  아낄라6) 정말로 아끼는 일 곧 내 마음 속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 기뻐 낄낄 거린다.

1) ( · 산, 아 4:6).

 .(깃브아 · 산 · 준령, 기본형)ה (2

.(깃나트 · 동산, 아 6:11)ת (3

.(하길르아드 · 길르앗, 아 6:5)ד (4

 :(낄 · 기뻐하다, 욜 1יל (낄 · 즐거워 하소서, 시 32:11, 51:10)와יל (5
23; 습 3:17).

.(아낄라 · 기뻐하리이다, VQICXS, I will rejoice, 시 9:15)ָאי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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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와 나= = 나1): 우리말에 나라는 말이 도대
체 어디에서 왔을까? 참으로 나=

나2)는 내가 영원하

다이다. 참으로= 나다. 나=아노니= =  아노히3) 내

가 영원한 곳으로 어디로=가는=안= = 안4)과 하나님

의 아드님이 굳건히 지키는 일=키= = 키5)의 복합어.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다. 영원한 나=참으로 나=

= 나6). 시적 아이러니의 법칙으로 곧 인간인 나는 날

것, 설구워 진7) 의미다.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영

원한 참 나이다. 아름답구나=나우= = 나우8) 바로
나우=아름다운 나우=아름다운 이 자존감으로 살아간다.

* 발로 차고 때리다와 나가=라카= = 나가9): 보

기 싫은 대상에게 나가! 명령. 제거=나가= = 나가10)
는 발로 차고 때리다이다.

* 제거와 나가= = 나가11): 화나는 대상에게 나가아
= = 나가! 나가아= =  차고 때리고=나가흐= =

나가12) 나가= 나가! 나가흐= 나가.

1) ( · 참으로, 아 7:9).

.(나 · 참으로, 아 7:9)א (2

.(아노히 · 나, 욘 1:9)ָאכי (3

4) ָא(안 · 어디로, 삼상 10:14; 욥 8:2).

.(키 · 그렇기 때문에, 창 1:4, 2:3; 출 3:2 등)כי (5

.(나 · 참으로, 아 7:9)א (6

7) 출 12:9).

.(나우 · 아름답구나, 아 1:10)אוּו (8

.(라카 · 제거, 취하여, 슥 11:7, 10, 13 등)ה (9

.(나가 · 기본형, 치다 · 때리다, 아 5:7)ה (10

.(나가아 · 차다 · 만지다, 학 2:12; 민 19:11 등)ע (11

.(나가흐 · 찌르다, 출 21:28; 왕상 22:11 등)ח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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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와 나감= = 나감1): 바깥으로 나감= = 
나감 영원하게 그분께서 꿰뚫어주시는 변하지 않는일.

* 전하다와 나아가드= = 나아가드2): 앞으로 나가다

와 나아가다= = 나아가드3)=전하다=그대로. 십자가의

예수님 뺨=라카테흐= =라카테흐4)보고 나아가다.

* 객과 나그네=나가르= = 나가르5): 라게르= =

라게르6)와 나그리= = 나그리7)=이방인=네가르=

= 네가르8). 나그네는 은혜 갚으려는 마음으로 있는 사

람이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 나

가라한다. 이방인이 되라는 거다. 그런데 문법상 앞 단

어 영원하다의 뜻인 나= 나의 라= 라를 빼면 가라이다.

나그네=게르= = 게르9) 나그네다. 구르= = 구르 나

그네이다. 임시로 머무는 나그네10)는 하나님 뜻 전하는

무리이다. 그동안의 은혜를 갚으려 다니는 자이다.

한국에 있는 계림의 경우도 나그네=게르= = 게르11)

1) ( · 보수, NMS, vengence, έκδικήσεως. 신 32:25).

.(나아가드 · 알게하다 · 전하다, 신 5:5)ד (2

.(내게드 · 향하여, 단 6:10)ד .(네게드 · 나가다, 민 25:4)ד (3

4) (라카테흐 · 뺨, 아 6:7).

.(네가르 · 이방인, 삼하 22:45, 46)ר (5

.(라게르 · 객, 신 24:21)ר (6

.(나그리 · 이방인, 신 14:21, 15:3; 왕상 8:43)י (7

.(네가르 · 이방인, 삼하 22:45, 46)ר (8

.(게르 · 나그네, 출 23:12; 말 3:5)ר (9

10) 창 12:10, 21:3, 32:4, 35:27; 출 6:4; 삿 17:7, 19:6; 시 105: 23, 
120:5; 사 11:4, 54:15 등.

 (마고르 · 나그네, 창גֹור (베하게르 · 나그네, 출 23:12), 나그네ר (11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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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앞의 나= 나를 빼면 나그네=계림= = 게림1)
이다. 신라시대 경주 이름 계림이다. 백성의 이동경로

경력이다. 나그네=베하게르2)도 앞의 베= 이음전치사
와 숨 쉬는 뜻의 헤= 접두사를 빼면 ‘게르 나그네 발

음 원어다. 객=미게라=  =미게라3)=미=를 빼면

게라이다. 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존재다. 나그

네 생활 130년이라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다.

* 접근하다와 나가서=나가스= = 나가스4): 나가스=

= 나가스 나가서 자신을 낮추고 나간다.

* 귀한과 나데다=나디브= = 나디브5): 나디브=

= 나디브는 귀한 자다. 유별나게 나데는 이는 하나

님의 뜻을 가슴에 두어 귀한 자다.

* 내려가다와=내리다= = 내리다6): 내리다=

= 내리다는 바벨탑 쌓으려는 무리들이 모의하는 헛된

꿈을 흩어지게 성삼위일체께서 같이 하늘에서 내리다.

* 잃다와 나빠=나파흐= = 나파흐7): 잃다=나빠=쇠

약하여 기절하다. 나빠= = 나파흐 지는 일은 입만

)י (1 · 나그네, 출 22:21, 23:9).

.(베하게르, 출 23:12)ר (2

3) (미게라 · 객, 신 24:14).

.(나가스 · 접근하다, 신25:1 등)ׁש (4

.(나디브 · 귀한, 아 6:12 · 귀한 자의, 아 7:2)יב (5

 (내리다 · 우리가 내려가서, καί καταβάντες, let us go dawn, 창ה (6
11:7).

.(나파흐 · 잃다, 쇠약하여 기절, 렘 15:9)ח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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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이다.

* 나타내누와 나타내누= = 나타내누1): 나타내누=

= 나타내누 나타나는는 일은 토하고의 뜻이다. 십자

가!이다.

* 나비야와 나비야= = 나비아2):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선지자=나비야= = 나비아.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 나폴나폴 나비아.

*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와 시키마= =  나
시키마3): 나 시키마= =  나 시키마 일찍 일어나

시키마= =  나 시키마! 일찍 일어나 마음을 가

다듬고 말씀 상고의 새벽기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예

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 신기다와 나올=나올= = 나올4): 나올 시어가

실린 서정주 시 집신 싯귀에서 찾아진다. 히브리어 신

기는 일=나올= = 나올. 영원히 눈으로 보이는 일,

그대가 내 마음에 오는 일이다.

* 아름다음과 나음= = 나엠5): 이것보다 저것이

나음이다. 아름다음=나음= = 나엠 이것이 저것보다

나음= = 나았다6) 나았다=눈으로 보인 말씀이 가

)נ (1 · 우리가 나타내니, 토하고, 아 7:14).

.(나비아 · 선지자, 신 13:4, 6; 겔 2:5)יא (2

,(나쉬키마 ·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가서, 아 7:13)יה (3

.((나올 · 잠근 · 신기다 · 덮히다, 아 4:12)עּול (4

.(나엠 · 아름다운, 아 7:6)ם (5

,(나았다 · 나음 · 아름다운, 아 7:7)ת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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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름다운 십자가다.

* 현악기와 나팔= = 네∼벨1): 나팔=네∼벨= =

네∼벨2)이다. 말씀 소리=현악기=나팔= = 네∼벨3)
이다. 쓰러지다 · 무너지다 · 엎드러지다이다. 말씀의

입에 쓰러진다. 나팔= = 니펠4) 말씀이 눈으로 보

여 진다. 말씀사역 속에 풍덩 빠진다.

* 기업과 나할라= = 나할라5): 나할은 유업, 기

업=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다. 내할 = 나할·일은 졸

졸 흐르는 시냇물이다. 말씀 안에서 일하는 모습 기업=

나할라= = 나할라이다. 말씀 곧 예수 안에서 일

할래! 시냇물 역할이다. 졸졸 흐르며 졸랑졸랑 앞 물을

따라가며 부지런을 떤다. 유업과 기업을 잘 이어가는

일=하 나할= = 나할6)일이다. 아주 많은 일로 졸

졸 흐르며 산천을 적신다. 소소한 일에 열심 하면 큰

일을 한다.

* 달려가리라와 나르자= =  나르자7): 나르자=

=  나루자 한다. 나르자 우리가 달려가리라 우

리 달려가자! 나르자= =  나루자!

1) ( ~벨 · 비파 · 현악기, 삼상 10:5).

.(네~벨 · 비파 · 현악기, 삼상 10:5)ל (2

(나아팔 · 쓰러지다 · 무너지다 · 엎드러지다, 창 4:6; 레 11:38; 삼ל (3
상 26:12; 대하 29:9; 사 3:8; 겔 6:4).

.(니팔 · 단순수동)ל (4

.(나할라 · 기업, 시 136:21)ה (5

.(나할 · 골짜기 시냇물, 아 6:11)ל (6

.(나루자 · 우리가 달려가리라, 아 1:4)רּו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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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와 나싸으= = 나싸으1) : 나서= = 나싸으
가자 앞으로 진행하여= = 나싸으 앞만 보고 달려가

자. 우리의 길을 간다2)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중심을

잡는 눈이 되자! 나서= = 나싸으 앞으로 나서 진행

하여 나가자!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면 눈으로 보인다.

* 생명을 가진자와 네페쉬 하야= =  네페
쉬 하야3): 내페쉬 하야= =  네페쉬 하야 말씀의

입술로 살아간다. 평안하였음=바이나파쉬= = 바
이나파쉬4) 앞의 이 바미래문법어 빼면 또 혼=바이나파쉬

= = 바이나파쉬5) 이음전치사 빼면 내빼서다. 하나

님이 결재하시어서 나쁜 구렁텅이에서 내빼다. 생명을

얻는다.

* 토하다와 나뻐=나바으= = 나바으6): 나뻐=나바

으= = 나바으 수치와 악 의미다. = 나바으 나빠

토한다.

* 말씀 전해야 할 입과 나빠흐= = 나빠흐7): 나빠

= 나빠흐 지는 일은 은 말씀 전하기의 입을 다물어

1) ( · 진행하여, 민 21:4),

2) J. 와인그린, 김재관역,『수정판 구약성서 히브리어완성』(서울: 기독
교문서선교회, 1999), 149.

ה (3 .(네페쉬 하야 · 생명, 창 1: 30)ׁש

.(바이나파쉬 · 평안하였음, 출 31:17)ׁש (4

.(네빼스 · 혼, 욥 6:11)ׁש (5

(느발라 · 악, 시ה (나바으 · 토하다, 시 59:7;잠 15:28, 18:4)와ע (6
체, 레 5:2) לּות(나블루트·수치, 악, 호, 2:10).

.(나빠흐 · 잃다, 끊다, 렘 15:9; 말 1:13)ח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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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일이다. 나빠 나빠흐= = 나빠흐 · 잃다 · 끊

다 · 나빠.

* 낫아와 나사아= = 나사아1): 사하셨다=낫아=나

사아= = 나사아. 감기가 들었다가 ‘나았다’ 낫아=

= 나사아 나삿다=나사타= = 나사타2) 하나님이 사

하셔서 낫았다.

* 호흡과 생명=나서마= = 니쉬마3): 나서마=

= 니쉬마 숨 쉬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서마

하시어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말씀

을 전해야 하는 입.

* 족장과 나시어= = 나시어4): 나시어= = 
나시어 마을을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리도록 하시었

다. 나시어= = 나시어5) 방백=내심= = 내심6)
구별된=나실인=나지르= = 나지르7).
* 초장과 목장이 아름다운과 나아= = 나아8) 이

것보다 저것이 나아. 초원 전원을 가지는 삶이다.

* 근접과 나아가서= = 나아가서9): 나아가서= = 
1) ( · 사하셨다) 기본형은 변형 ת(나사타 · 사하셨나이다, 시 

32:5).

.(나사타 · 사하셨나이다, 시 32:5)ת (2

.(니쉬마 · 호흡·생명, 욥 4:9)ה (3

.(나시아 · 족장, 민 3: 32, 7:30)יא (4

.(나시아 · 방백, 우두머리, 창 17“20)יא (5

.(내심 · 방백, 창 17:20)ים (6

.(나지르 · 구별된, 민 6:1)יר (7

 ;(나~아~ · 아름답다 · 초장 · 목장 · 집, 사 93:5; 시 23:2; 애 2:2ָאה (8
욥 1:19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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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리라! ‘나아가서’ = 나아가서..
* 노래와 나아봐= = 나아봐1): 나아봐= = 나아

봐! 아프지 말고, 아픈 사람을 향하여 ‘나아 봐’ 신령한

노래=나아바아= = 나아봐이다.
* 젊고와 나아르= = 나아르2): 다윋이 골리앗과 싸

우겠다가 나섰을 때 블레셋 사람이 업신여겨 바라볼

때 나아르= = 나아르를 사용한다. 아주 어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과 저

것과 비교할 때 좀 더 나아 보인다고 한다.

* 처녀와 나아라= = 나아라3): 나아라 하니 심

봉사 눈이 보게 되었다. 처녀다. 처녀=나아라= = 
나아라4)다. 처녀가 개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정관

사 하= 하를 붙여 = 하나아라5)다. 처녀=나아르

그 처녀=하나아르. 처녀 심청이 인당수 물에 들어가자

아버지 심 봉사 눈이 나아졌다. 청년들이여가 나아르

나아라= =  나아르 나아라6)이다. 청년들이

여= =  나아르 나아라.

* 깨끗한 자와 나아봐라= = 나아바르7): 나아봐라=

9) ( · 나아가서, 신 20: 2).

.(나아바아 · 노래, 대상 25: 1, 2, 3)א (1

.(나아르 · 젊고, a youth, 삼상 17:42)ר (2

.(나아라 · 처녀, 신 22:15, 16)ה (3

4) (하)가 붙어 ה  ,(하나르 하나라 · 처녀의, 신 22:15, 16, 22:20ר
21).

ה (5 .(하나르 하나라 · 처녀의, 신 22:15, 16, 22:20, 21)ר

ה (6 .(나아르 나아라 · 청년, 아이, 창 14:24)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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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바르! 우리나라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하여 병

이 ‘나아봐라’ 한다. 이젠 그만 병이 나아봐라 깨끗해져

봐라=깨끗한 자=나아봐라= = 나아바르.
* 마땅하니와 나 봐= =  나 바1): 나 봐= = 
나 바

영원한 정말 아름다운 나 바= =  2) 아름
다운 눈 가진 나 봐= =  나 바3) 고운=나 봐=

=  나 바4)야! 말씀을 가진 나 봐 마땅하니=아름다우

니=아름답구나=나 봐= =  나 바5) 너의 고움=나

봐= =  나 봐6).

* 주께서 일으키시니와 나서버렸다=나솨프트= =

나솨프트7): 나서버렸다! 주께서 일으키시메 내가 나쉐

프= = 나쉐트8) 기본형의 나쉐프트= =나솨프

트9) 영원히 입으로 앞장서시는 하나님은 바람으로 하

신다. 바람은 루아흐이며 본문 부르하아= = 
브르하아10) 주의 바람을 곧 불러, 하나님이 불른 바람이다.

7) ( · 깨끗한 자, 시 18:27).

.(나바 · 마땅하니 · 아름다우니, 아 1:5)אה (1

.(나베 · 아름답구나, 아 2:14)אה (2

.(나베 · 어여쁘고, 아 4:3)אה (3

.(나바 · 너의 고움이, 아 6:4)אה (4

.(나베 · 어여쁘고, 아 4:3)אה (5

.(나바 · 너의 고움이, 아 6:4)אה (6

7) (나솨프타 · 주께서 일으키시메, VQAMYS, Thow didst blow 
with. απεστείλας. 출 15:10).

.(나쉐프)פ (8

9) (나솨프타 · 주께서 일으키시메, VQAMYS, Thow didst blow 
with. απεστείλας. 출 15:10).

10) רּו(브루하하 · 주의 바람을, P. NFS.MYS. thy wind, τό πνέμα σό
ύ, 출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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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아, 낳았다와 나히타= = 나히타낳았다1)와

낳아=나하= 나하2): 부모님이 낳아 주신 나이다. 낳아=

나하= 나하 낳아 기본형의 낳았다=나히타= = 나
히타3) 낳았다. 인도하여 내어 놓았다. 낳아 놓았다.

* 나서겠다와 나서겠=나사크= =나서크4) 나서겠

디= = : 내가 나사게티= = 나서겠디 너
의 어려움을 위해 내가 왕을 세웠다. 말씀으로 둘러싸

인 일을 위해 나서겠다.

* 파도위엄과 나오느라=느오느하= = 느오느

하5): 나오느라=느오느하= = 느오느하 파도=위엄이

다. 물결이 요동친다. 영원한 나 주의 위엄=느오느하=

= 느오느하 파도가 노 저어 오는6) 일은 하나님의

무기 말씀의 파도야!

* 기이한 일과 나 원 별 일이다=니빌라오트=

= 니빌라오트7): 나 원 별 일=니빌라오트= =

니빌라오트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 원 별일=니빌라오트

1)  ( · 주께서 인도하시고, VQAMYS, Thou~hast led forth, ώ
δήγησας, 출 15:13).

.(나하 · 인도, 선구자)ה (2

3) י(나히타 · 주께서 인도하시고, VQAMYS, Thou~hast led forth, ώ
δήγησας, 출 15:13).

4) (나사크 · 나서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י(나사케티 · 세웠다, 
VQACXS, have~set, 시 2:6).

(느오느하 · 위엄 · 주אֹו(느온 · 위엄) 기본형으로 하는 느오느하 אֹון (5
의권능으로, NMS.MYS, thine excellency, τής δόζησού, 출 15:7).

6) 나잘 ל(나잘)을 기본형으로 하는 노즐림 ים(노즐림 · 파도가, 
VQPAMP, the floods, τά ύδατα, 출 15:8).

.(니빌라오트 · 기이한 일을, 시 98:1)אֹו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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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빌라오트. 기이한 일=니빌라오트=

= 니빌라오트. 기본형 별나=폴라= =  별 나
=한국

어=별 나!

* 나의 방패시오와 막으니=마기니= = 마기니1): 막

으니=막은=마근= = 마근2)이가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요! 막는 이 안의 삶이다.

* 나타났다의 나타난= =나탄3): 백제 근초고왕

어릴 때 별명이 나투2010년 연말 KBS 2TV 근초고왕 어라하 [왕]이

다. 나타= =나타흐 하나님이 나타내 보나트푸= = 
4)이신, 주의 권능으로 구제하신=나타난나톤 티텐= =

 5) 힘! 우리나랏말 ‘나타났다’는 말이 있다. 근초고

왕 어릴 때 별명 나투2010년 연말에 방송된 KBS 2TV 드라마는.

하나님이 주시어서 태어난 나타= =나탄 기본형 주

셨도다=나탄= = 나탄6)이다. 세상에 나타난 것은 하

나님께서 주시어 나타= =나탄난 것이다. 예언=나트

푸= = 나트푸7).

* 너를 이끌어와 나하카=에느하카= =에느하카

1) ( · 나의 방패시요, NMS.CXS, my bucker, 시 18:3).

.(마간, 방패, NMS, buck)ן (2

3) (나타 · 나타난 것, 욥 10:10).

.(나트푸 · 예언하다, 아 5:5)פּו (4

ן (5 .(나아톤 티텐 · 구제, 신 15:10)תֹון

6) ①. 나탄 · 주셨도다; 시 115: 16; 전 3: 11; 왕상 8: 56; 신 8: 10; 스 
1: 2; 수 6: 16; 대하 32: 29; 시 78: 24, 147: 13, 61: 5, 21: 2, 4; 렘 32: 
22) 등등

.(나트푸 · 예언하다, 아 5:5)פּ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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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카=나하카1): 나하카는 나랑의 사투리! 아나하카

=에느하카
내가 너를 이끌어= =에느하카

아나하카의 아= 아 묵음으로 나하카이다. 나란 존재는

영원한 말씀으로 숨 쉬는 일을 도와주는 존재다. 예수

님 ‘나하카 나랑, 너를 이끌어= =에느하카
나하

카2) 내가 너를 이끌어.

* 기쁨과 낚일라=나길라= =  나길라3): 마음에

기뻐하며=낚일라= =  나길라! 서로가 서로에게 엮

여지는 일은 기쁜 일=낚일라= =  나길라! 말씀으

로 서로낚일라= =  나길라! 낚일라.

* 납시어와 내 마음에 납시어= = 낲쉬4) : 옛날

에 임금님이 오실 때 납시= = 낲쉬었다. 납시=

= 낲쉬 어기분이 좋다. 이유는 그 분이 나 대신 돌아

가시는 일이어서이다. 곧 말씀이 있으셔서이다. 이 임

금은 나를 위해 일 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나랏말 고어

에 ‘납시어’ 존칭어 내 마음에=납시= = 낲쉬어.

* 낯이 익어와 낯이 익어=나즈키라= =  나즈
키라5): 서로 낯이 익어 나즈키라= =  나즈키라

낯이 익어가며 같이 하나님 은혜 소망하게 되었다. 영

원한 말씀으로 사는 날이 있어 소망이 있다. 우리나랏

1) ( · 내가 너를 이끌어, 아 8:2).

2) (애느하카 · 내가 너를 이끌어, 아 8:2).

3) י(나길라 · 우리가 기뻐하며, 아 1:4).

.(낲쉬 · 내 마음에, 아 1:7)י (4

.(나즈키라 · 낯이 익어 · 우리가 기억하며, 아 1:4)י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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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낯이 익어’라는 말이 있다. 낯이 익어=나즈키라=

=  나즈키라
우리가 기억하며이다. 하나님의 은

혜를 소망하는 의미이다.

* 내가 간 이와 내 동산에 레간니= = 레간니1):

내가 간 이=레간니= = 레간니
하나님 동산은 하나

님의 백성들이 은혜 갚는 곳이다. 내 간 이=레간니=

= 레간니 레간니=내 동산=레간니= = 레간니 ‘나’

는 하나님 ‘내 간 이’ 하나님의 동산이 있다 ‘나’는 하나

님만의 호칭이다.

* 내게도와 내게드= = 내게드2): 은혜 갚는 가슴이

내게도=내게드= = 내게드이다. 우리나랏말에는 ‘나가

다’ 즉 앞을 ‘향하여’=내게드= = 내게드라는 말이 있

다. 나가다와 나아가다=나아가다= = 나아가드3) · 알

게하다 · 전하다=내게드= = 내게드4) 하나님 기운 십
자가의 뺨=라카테흐= =라카테흐5) 뺨.

* 내게도와 배필=내게도= = 내게도6): 내게도 배

필이 있다. 배필=내게도= = 내게도이다. 배필은 말

씀으로 은혜 갚는 가슴. 은혜 평생 갚는 대상이 내게도

= = 내게도7) 있다. ‘배필’은 짝이다. 내게도= =

1) ( · 내 동산에, 아 5:1).

.(내게드 · 앞에서, 시 138:1)ד (2

.(나아가드 · 알게하다 · 전하다, 신 5:5)ד (3

.(내게드 · 향하여, 단 6:10)ד (4

5) (라카테흐 · 뺨, 아 6:7).

.(내게도 · 배필, 창 2: 18)דֹ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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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도 은혜를 갚을 대상이 있다.

* 내게와와 여자=내게 와= = 내게 와1): 내게

와= = 내게 와 · 여자야! 내게 와= = 내게
와 햇빛이 따뜻이 비치는 남쪽을 봐, 내게 와= = 
내게 와2) 내게 봐 · 사랑하는 여인은 상대방을 말하게

하는 귀중한 존재 내게 와=내게 와= = 내게 와3)

* 내셨다와 태초에=내시었다=레시어트= = 
레시어트4):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태

초에=내시었다=레시어트= =  레시어트. 하나님

은 늘 바라셨다=베레쉬트= =  베레시어트5) 우

리들의 잘못을 대신 해 줄 분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려

주시었다. 존칭어가 창세기 첫 장 부터 하나님이 처음

부터 태초에=내시었다=레시어트= =  레시어트6)
한다. 어른이 무엇을 희망하시는 표현 ‘바라셨다’다. 하

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셨다=베레쉬트= =

 베레시어트 태초에!

* 내다버려와 버리다=내다부니= = 레다푸니7):

우리가 늘 잘 내다버리=레다푸니= = 레다푸니는

7) ( · 목전에서, 시 23:5).

.(내게바 · 여자, 창 5:2)ה (1

.(운내게바 · 그리고 여자, 창 1:27)ּוה (2

.(운내게바 · 그리고 여자, 창 1:27)ּוה (3

.(레시어트 · 태초에, 창 1:1)אית (4

.(베레쉬트 · 태초에, 창 1:1)אית (5

.(레시어트 · 태초에, 창 1:1)אית (6

.(라다프)ף (레다푸니 · 버리니, 시 119:86, 161). 기본형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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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입술과 가슴과 머리다. 내다버려=내다부니=

= 레다푸니
버리니 기본형 라다프= = 라다프

.

* 헌신과 내다봐=내다봐= = 네다바1): 앞을 즐

거이=내다봐= 그러면 즐거워! 말씀 들고 즐거
이 헌신 하니 마음이 배 나 되어 즐거워 헌신=베히테

나데브= 2) 즐겁다. 헌신=앞을 내다 봐= =

네다바3) 즐거이 하는 마음이다.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을 섬기면 내가 높아진다. 헌신

으로 나데 보는4) 즐거운 일 앞을 내다 봐. 네다 봐=

= 5) · 즐거이 드림= 배나나데보 · 즐

거이 헌신한다. 앞에 붙는 베히테 문법상 붙은 과거

형 테 테, 히, 테 ·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네다바 삿

5:2 나데 봐! 헌신은 앞을 내다보는 일이다. 정성을 다하

여 상대방을 섬기는 일이다. 나덴다, 왜 그렇게 나데느

냐? 유난을 떤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함=함미테나대

봄= = 함미테나대봄6). 엠 · 복수의미과 앞부

분의 함미테= =함미테를 빼면 ‘즐거이 헌신’ 나데

보= = 나데보는 일이다.

1) ( · 즐거이 드림, 출 35:29).

.(베히테나데브 · 즐거이 헌신, 삿 5:2)ב (2

3) 앞에 붙는 (베히테)는 모두 문법상 붙은 과거형 (테), (히), (베 
· 하나님 안)일 뿐 즐거이 ב(나데하, 삿 5:2)만 남게 되어 내다봐이다.

엠 · 복수의)ם ,(함미테나데빔 ·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 삿 5:9)ים (4
미)과 앞부분의 (함미테)를 빼면 즐거이 헌신 (나데비 · 즐거이 헌신).

.(네다봐 · 즐거이 드림, 출 35:29)ה (5

.(함미테나데빔 ·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 삿 5:9)י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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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자와 모자=맞추어=내모자아하= =
에모자아하1): 내모자아하= =에모자아하 머리가 아

주 중요해 모자를 쓴 내모자아하! 맞추=모자= = 
모자2) 쓰고 너를 살피고 베풀꺼야! 나 보다는 남에게 맞

춰 사는 은혜를 입고 사는3)일이 내 모자=에모자아하=

내모자아하= =에모자아하4). 기본형 모자= =

모자5)=모자이티=  =  모자이트6) 아모자아흐

아 모자= =에모자아하7) · 내가 너를 만날 때에

그에 맞추어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 각기 종류대로와 내미네=레미네= =  레미
네8): 내미네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그의 세계

를 각기 종류대로 내미네=레미네= =  레미네 그
의 창조물을 내미는 각기 종류대로 =내미네=레미네=

=  레미네!
* 내 앞에와 내 앞에=레파네= = 레파네9): 그대

가 오 그대가 내 앞에=레파네= = 레파네 말씀으로

내 앞에 있다. 내 앞에=레파네= = 레파네.

1) ( · 모자, 아 8:1).

2) (모자 · 맞추어, 신 19:7 맞추어(신 19:7) · 입었다(에 5:8).

3) 아 8:1.

4) (에모자아하 · 모자, 아 8:1).

.(모자 · 입었다, 에 5:8)א (5

.(모자이티 · 내가 입엇고, VQACXS, I have found, 에 5:8)מצתי (6

7) (아모자아흐 · 내가 너를 만날 때에, VQICXS,MYS, when I 
should find thee, 아 8:1).

.(레미네 · 각기 종류대로, 창 1:12)יה (8

.(레파네 · 내 앞에 있구나, 아 8:12)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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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와와 여자=내게 와=느케바= = 느케바1):
남자들은 그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내게 와 사랑하

는 여자여 내게 와= = 느케바 한다. 여자=내게 와

= = 느케바 내게 와= = 느케바2) 내게 와 ·

내게 오라! 햇빛이 따뜻이 비치는 쪽으로 내게 와! 하

나님 내게로 와! 내게 와!

* 네게와 네게=레그= =레그3): 네게=레그= =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 네게 먹이신 것=봐야 이길레=

바야아킬레카= =봐야아킬레카4) 이기게 먹여 주
시었다. 봐야 이길레=바야아킬레카= =봐야아
킬레카 하시며 먹여주셨다. 네게=레그= =네게5) 바야아
킬레카= = 모두 네게라는 말이 붙어 있다.
* 한강 욱리하와 너울 너울=나하르 나하르=

=  6): 너울 너울 흘러가는 물길, 백제시대 한강

이름은 욱리하=우리나라= =  우니하르7) 우나하르=

우리나라 나하르는 강의 뜻이다. 우리나라= 오늘도 잘

흘러가는 욱리하= =  더불어 오랫동안 숨을 쉬

는 우리! 백제시대 한강 이름은 ‘욱리하’이다. 나하

1) ( · 암컷, 여자, 창 1:27, 6:17, 7:3, 9, 16 등).

.(내게바 · 남으로, 슥 14:4)ה (2

3) (레그 · 네게, 슥 9:12; 아 7:14, 8:12).

4) (바야아킬레카 · 네게 먹이신 것, 신 8: 3).

5) (레그 · 네게, 슥 9:12; 아 7:14, 8:12).

ר (6 .(나하르 나하르 · 강 강, 신 11: 24)ר

ר ּור 이다. 물이 모이고 모이다의 히브리어는(우나하르 · 욱리하)ּור (7
(나하르 우나하르 · 강 그리고 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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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나하르 · 강 강은 욱리하=우리나라=우나하르= 우

나하르
=  우니하르욱리하1)이다. 우리나라 이름 유추이다.

물이 모이고 모이는 우리나라 말씀이 모이고 모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 내마누라와 내미누= = 2): 내미누= =

네미누 내미는 분깃 종류 말씀 내미는 일.

* 로브 love=라브= = 라브하흐3): 우리가 아주 좋

아하는 사랑한다는 말 love 서로 마음이 전해지는 사이

로브 love=라브= = 라브하흐이다.

* 놓아와 노아= = 노하4): 노아= = 5)는 휴

식과 위로는 말씀 안에서 일어난다. 노와와 관련 놓아

둔다. 홍수 때의 = 노아=휴식=노아= = 노아 아
람 10대 족장이다. 위로 · 안위 · 휴식 의미이다.

* 높아와 높아=노파= = 높아6): 높아=높아=노파=

= 높아 늘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를 소망하면 높아

진다. 말씀을 지붕 안에 가두어 두면 나빠= = 나
빠7)진다. 전자는 숨 쉼=헤 헤 숨 쉴 수 있어 높아 지낟.

1) ּו( · 욱리하).

.(레미누 · 분깃, 창 1:10)ינּו (2

3) ב(라브 · 마음, 왕상 8:23).

.(노하 · 두고. 왕상 10:26)ה (4

5) (노아흐 · 노아).

.(노파 · 높은 곳, 수 11:2, 12:23; 왕상 4:11; 사 30:28)ה (6

.(나빠흐 · 잃다, 끊다, 렘 15:9)ח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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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헤트= 헤트 지붕으로 덮어 지붕 안에 갇히면 말씀

이 가두어진다. 전자는 입을 늘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높아지고, 후자 말씀을 가두면 나빠진다.

* 높았다와 높았다= = 높았다1): 높았다= = 높
았다
. 십자가에 높이 달렸다 높았다= = 높았다2) 높았

다.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 올리

시고 이 입술을 꿀 송이라고 한다.

* 놋과 놋쇠= =  3): 놋쇠는 조상들이 밥을

담아 먹던 그릇을 만드는 놋쇠= =  놋쇠 나하쉬

= = 나하쉬4). 끝자 십자가 의미 타브= 타브5)만 더

붙여 놋쇠 한다. 불 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게 되면

치유 받는다. 나하쉬= = 나하쉬6) · 놋쉬 놋쇠.

* 놀라와 놀라= =  노라7): 놀라= =  노라는

말씀이 내게 있어 마음이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놀라=

 노라 하나님이 두렵게 함으로써 놀라게 된다.

* 내게도와 내게도= = 내게드8): 내게도= = 내게

1) ( · 꿀송이 · 높은 곳, 아 4:11; 수 17:11).

.(네페트 · 꿀송이 · 높은 곳, 아 4:11; 수 17:11)ת (2

.(놋쉬트 · 놋, 출 30:18, 31:4, 35:5; 왕하 25:13)חֹות (3

.(나하쉬 · 뱀)ׁש (4

5) 최명애,『알기 쉬운 성경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서울: 쿰란출판
사, 2005), 147. 

.(놋쉬트 · 놋, 출 30:18, 31:4, 35:5; 왕하 25:13)חֹות (6

.(노라 · 두렵게, 습 2:11)נֹוא (7

.(내게드 · from me, 아 6:5)ד (8



제12장 한국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1068

드 사랑이 넘쳐나 내게도= = 내게드1) 사랑으로 오는

은혜가 있네! 말씀으로 차 있어 늘 은혜네.

* 내미나와 내미나= =  내미나2): 내미나=

=  내미나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내미나=

=  내미나 은혜로운 말씀 언제나 숨 쉬게 = 
내미나!
* 내자와 내자=  내자3): 우리말은 찬 신비롭다.

우리말 내자가 그리고 =  내자가 향기다. 향기를

끌어내자! 잘 쓰자! 향기다. 하나님에게 있는 향기를 나

에게 오도록 내자=  내자!

* 너울과 덮은=너울=나울= = 나울4): 성당 미사

때 쓰는 너울= = 나울 쓰고 미사 드린다. 바다너

울 = 나울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바다 파도.

* 넓어와 라합= = 라합 넓은=라바= = 라
바5): 랍비와 라합= = 라바 라합= = 라합 넓어

= = 라바 오지랖 넓어= = 라바 하나님의 사람

들 구해 주고 구원 받은 라합 생각 잘 한 넓다=라하바

트= = 라하바트6).

1) ( · 향하여, 아 6:5).

.(레미나 · 그 종류대로, 창 1:24, 25)יּה (2

.(내재 · 끌어내다, 아 7:12)א (3

.(나울 · 덮은, 아 4:12)עּול (4

.(라바 · 우르부 · 번성하여, VQMMYP, καί πληθυνέσθε, 시 51: 3)ה (5

.(라하바트 · 광활하고, 대상 4:40)ת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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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야와 넓어야=르바야= = 1): 마음이 넓어

야=르바야= = 르바야 마음이 넓어넓어=르바야=

= 르바야의 야2) 여호와=  여호와약자. 야! 야! 늘
우리의 축복 하나님 부르기 르바야= = 르바야 넘
치나이다. 아주 넓으신 분 큰 분 여호와!

* 누누이와 누누이=루히= =  루히3): 누누이=루

히= =  루히! ‘누누히’가 그의 바람=루히= = 
루히 · 그의 바람.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는 누누히

말했거니와!.

* 누워와 누아흐= = 누아흐4): 누아흐= = 누아흐

누워 안식한다. 따뜻한 방에 누워의 누아흐는 그의 지

붕 안에 드는 안식이다. ‘눕다’ 기본형의 ‘누워’=안식=누

아흐= = 누아흐5)이다.

* 누이시와 그가 나를 누이시니=야르비제니=

=  야르비제니6): 그가 나를 누이시니=야르비제니=

=  야르비제니 눕히다 · 쉬게 누이시니=야르비제

니= =  야르비제니의 미래형 야 하나님 자를

빼면 ‘르비제니’로 한국어 누이시니 언어에 근접한다.

우리나랏말 ‘…시니’는 존칭발음. 그대가 나를 누이시니

1) ( · 넘치나이다, 시 23:5).

.(야)ה (2

.(루히 · 그의 바람, 욥 6:4, 21:4; 사 26:9, 38:16 등)רּוי (3

4) נּו(누아흐 · 안식, 욥 3:26).

5) נּו(누아흐 · 안식, 욥 3:26).

.(야르비제니 · 그가 나를 누이시니, 시 23:2)ינ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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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르비제니= 야르비제니 난 편안하다. 누이시니 누

비시니 말씀이 누비시니!

* 눈과 눈= = 눈1):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사람과

생물들의 눈! 히브리어 눈= = 눈 모두 반복리듬 ㄴ

과 히브리어 눈=
눈

눈과 눈=
눈
은 물고기다. 물고기 표

시로 믿는 사람들은 소통한다.

* 주무시고와=누은= = 누은2): 주무시고 가시라는

롯의 천사를 향한 간절한 바램 누은= = 누은 주무

시고이다. 우리말 누은이다. 온 밤을 휴식!

* 니나누와 니나누=난네누= = 난네누3):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누 즐거워하다=니나누=난네누= = 
난네누 니나누의 니는 너이고 나는= = 아니 아니 · 나

이다. 알고 있니의 준말 아니다. 우리=누= = 누4) 우리

이다. 너와 나와 우리의 한 마당은 예수님이 머리 안에

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우리다 예레낸누!5) 여럿이서

즐거이 노래하며=배래낸누= = 배래낸누6) 노래하면

서=비렌나= = 배래낸나7)!
노래할지어다=예레넨누= = 예레넨누8) 즐거이 노

)נּו (1 · 눈, 여호수아의 아버지, 왕상 16:34).

.(룬 · 주무시고, χαί καταλύσατε, 창 19:2)לּון (2

 누, 창)..נּו 는 우리(누)נּו (란네누 · 즐거워 하다, 시 33:1, 47:2)의נּו (3
43:2, 3, 4, 7, 8, 21, 22; 시 46:7 등).

.(누 · 우리)נּו (4

.,(예레넨누 ·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시 98:8)נּו (5

.(베레넨누 · 즐거이 노래하며, 시 98:4)נּו (6

.(비렌나 · 노래하면서, 시 100:2)ה (7



물의 시학 1071

래하며=베레넨누= = 베레넨누1) · 노래하면서=비렌

나= = 비렌나2) 노래하면서!

* 니 뱃네아기와 니 뱃네= =  =  니 뱃

네3): = 니 뱃네 몸속이나 마음속에 니 뱃네!

* 뉘우치다와 뉘우침=노함= = 노함4): 히브리어

뉘우침=노함= = 노함 뉘우침이다.

* 님과 함께=임= = 임5): 임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 = 임 임= = 임은 함께 의미다. 임아!의

높임말 임하= =임하6)=님이시여! 용비어천가 125

장에 임하가 붙어 있는 소망사 “…하”다.

* 님금하7)와 하나님=엘로하= = 엘로하8)의 하:

님금하=하나님=엘로하= = 엘로하! 아내=마누라 =

마눌하! 마는 하늘에서 내려준 말씀 뜻이고 눌은 우리

라는 뜻이며 하는 최대 존칭 마누라는 평안히 쉴 곳!

* 다 묻다와 형상대로=다 묻다=다무트= = 다

)נ (8 ·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시 98:8),.

.(베레넨누 · 즐거이 노래하며, 시 98:4)נּו (1

.(비렌나 · 노래하면서, 시 100:2)ה (2

.(니벤네 · 우리는 세울 것이요, 아 8:9)ה (3

.(노함 · 뉘우침, 호 13:14)ם (4

.(임·함께, P. with, 대하 2:13)ם (5

6) (임하·당신을, P.MYS, thee, 대하 20:6).

7) 許雄註解,『龍飛御天歌』(서울: 정음사, 1979), 125장 처음. 님금하...

8) לֹו(엘로하, 시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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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트1): 담= = 담2)은, 피를 말하는데 형상=다 묻다=

= 데무트
닮았다=형상대로=다 묻다=다무트= =

데무트3)는 형상대로! 모두 가슴에 말씀을 넣은 일!

* 다아고, 달래서와 고기=다아그= = 다아그4) : 다아

고=다아그= = 다아그는 고기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달

라할 때 가슴으로 은혜를 갚는 다아그는 고기다. 하나

님 믿는 백성들을 고기로 표시, 은혜를 갚는 일 곧 가

슴으로 간절히 간구=다라쉬= = 다라쉬5).

* 재능과 다앟다=십자가에 다앟다=다아트= = 
다아트6): 다앟다=다아트= = 다아트7) 가슴이 눈에 보

이도록 십자가 닿았다.

* 담았다와 눈물=담아=다아마= = 다므아8) 눈

물=베디므아타= = 베디므아트9): 가슴에 담았다

무엇에 담았다. 눈물=담아=다아마= = 다므아=다
마트= = 다마트 마음에 담아 있어 눈물이 난다.

)מּו (1 ·형상대로) מּות(비두멌다·형상대로, in the lijeness, 
P,NFSG, κατ είκοηα, 창 5:1).

.(담 · 피, 겔 19:10)ם (2

 ,(데무트 · F, 모양 · 형상, 창 1:26מּות (담므타 · 같고, 아 7:8)와ה (3
5:1, 시 58:4, 겔 1:5, 단 10:16).

.(다아그 · 고기, 시 8:9)ג (4

 · (다라쉬 · 간구, 대하 20:3)ׁש (5

.(다트 · 재능, 알기, 창 2:9)ת (6

.(다트 · 재능, 알기, 창 2:9)ת (7

.(디므아 · 눈물, 애 2:2)ה (8

.(베디므아타 · 눈물, 애 2:2)ּת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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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아와 모두=다아= = 다아1): 다아= = 다아 서
로 살이 닿아, 모두!

* 따뜻과 다윋= = 다비드2): 우리나랏말에 따뜻하

다라는 말이 있다. 따뜻하다는 사랑하다이다. 도드=다

윋= = 다윋!3) 달렛=
달렛
달렛과 달렛=

달렛
이 두 번

따뜻한 가슴과 가슴이 합친 다윋=닿았다!4)이다. 두 사

람이 결혼하는 과정은 따뜻한 마음이 가슴이 합한다.

다윋 이름은 사랑하다 뜻이 있다. 도드= = = 도
드5) 사랑하는 가슴 돋이!6) 사랑 가슴이 돋으=도드=

= = 도드면 젖가슴이 볼록.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

랑이 도드= = = 도드면 온 세상이 밝아!
* 달라와 빈천한 사람은 늘 달라= = 달라7): 무

엇을 달라= = 달라 사람은 빈천한 사람이다.

* 들어감과 맞보아= = 마보아8): 들어가는=맞보

아= = 마보아 들어간다.

* 피와 담= = 담9): 마음 혹은 몸속에 무엇이 들어서

있는 묵중한 느낌 피=담= = 담
담은 마음 상처로 피가

1) ( · 서로, 단 4:30).

.(도드)(ד)דוד (2

.(다비드)ד (3

4) 참조: 창 30: 14; 민 11: 26; 삼상 16: 13; 삼하 5: 3; 룻 4: 17, 22; 
아 1: 14, 16; 2: 8, 9, 10.

.(도드)(ד)דוד (5

.(도디 · 사랑 · 연인, 친구, 아저씨, 뜨겁다)ֹוי (6

.(달라 · 빈천한, 왕하 25:12)ה (7

.(맙보아 · 들어가는, 왕하 16:18; 렘 26:10)בֹוא (8

 · (담 · 담, 피, 피흘림, 겔 19:10)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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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 된 한이다. 슬픔이 있다. 담1)이 들었다.

* 생각과 담아= = 담아2): 마음에 담아는 생각

담아= = 담아이다.

* 같아와 닮아= = 닮아3): 우리는 서로 닮아=

= 닮아 그러기에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 십자가에 달
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 달리고와 달라그= = 달라그4): 달리고=달라그=

= 달라그는 은혜 갚으려고 달려 있는 가슴이다. 마

음이=매달리고=매달레그= = 메달레그5)이다.

* 감사와 기도=토다= = 토다6): 시의 찬양 감사

의 기도=토다= = 토다는 십자가 가슴 소망한다.

* 그 사랑하는 자와 돋아=도다= = 도다7): 가슴

에 젖이 두 개 돋아=그 사랑하는 자=돋아=도다= =

돋아 사랑을 드러낸다. 나의 사랑하는 자=도데흐=

=도데흐8) 네 사랑이=도다이흐= =도다이흐9) 키스하려

네입술불쑥나와=시프토타이흐= =쉬프토타이흐10) 돋

1) ( · 피, 출 12:7; 신 19:6, 13, 21:7).

.(담아 · 생각 · think, 에 4:13)ה (2

.(담마 · 같아여라, 아 8:14)ה (3

.(달라그 · 달리고, 아 2:8)ג (4

.(메달레그 · 달리고, 아 2:8)ג (5

 (토다 · 감사의 기도 · 사은 · 찬양, 레 7:12, 13, 15; 22:29; 수ה (6
7:19; 대하 29:31, 33:16; 스 10:11 등) · 

.(돋아 · 그 사랑하는 자, 아 8:5)ּה (7

8) (도데흐 ·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 5:9, 6:1, 1).

9) (도다이흐 · 네 사랑이, 네 사랑은, 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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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왔네! 사랑이돋아나면십자가에달리는게된다.

* 모임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돋임=도딤= = 
도딤1):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돋임=도딤= = 
도딤, 사랑하는 가슴 가진 사람들의 모임!

* 나의 사랑과 돋이=도디 =  도디2): 사랑 돋이=

=  도디이다.

* 데서와 9=됐어=테솨아= = 테솨아3): 되었을 때

다 되었어 수 9=됐어=테솨아= = 테솨아는 10 곧

완전에 다다르기 바로 전 됐어이다. 수 9=아홉은 글자

10에 왔다이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다다랐다. 하

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림을 보는 일이다.

* 더럽다와 더럽다=다바= = 다바4): 더럽다=다바=

= 다바 불결한 물건이다. 하나님 은혜로 숨을 쉬지

않는 일은 더럽다.

* 다니다와=데리고=데레흐= =데레흐5): 다니다=

데리고=데레흐= =데레흐. 몸이 당신의 가슴으로 다

니는 일 그 분이 인도하시어 데리고 다니다.

10) ( · 네 입술은, 불쑥나온, 아 4:11) .

.(도딤 ·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 5:1)דֹוי (1

.(도디 · 나의 사랑, 돋이, 아 5:2, 8:13, 14)דֹוי (2

.(테사아 · 구, 왕하 25:8)ע (3

.(다바 · 불결한 물건, 사 30:22)ה (4

5) (데레흐 · 다니다 · 길  · 인도하시고, 왕상 8:36; 잠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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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비와 르비빔= =  르비빔1): 그 분의 은

혜 내 몸을 비비며 내리는 비! 단비=르비빔= =

 르비빔=그 분의 머리가 내 안에 들도록 물이 내리는
단비이다. 비빔이라는 발음을 보여 주는 이 단비=르비

빔= =  르비빔2)은 하나님의 은총을 비비고

비비면 단비가 되나보다.

* 달라 달라와 물을 충분히 달라=달라 달라=

=  달라 달라3): 자꾸만 그분의 가슴에 매달리면

사랑이 내린다. 물을 충분히 달라=달라 달라=

=  달라 달라 가슴 물, 말씀을 갖고 싶은 소망! 머

리=달라 달라= =  달라 달라4). 달라! 그대

가슴을 나에게 주오, 곧 사랑을 주오!

* 달리고와 달라그= = 달라그5): 사랑하는 사람에

게 달리고=달라그= = 달라그 달리고 생의 삶을 뛰어

넘어6) 살아가는 방법을 가진다.

* 달려와 그분=나무에 달리니라=달려=탈라= = 
탈라7): 그분=나무에 달리니라=달려=탈라= = 탈라!
십자가 달려!

)יי (1 · 단비, 신 32:2; 시 64:10; 렘 3:3, 14:22; 미 5:7).

(비르비빔 · 또 단비로, P.NMP, with showers, καί ώσεί νίφεייים (2
τοσ. 신 32:2, 시 65:11l).

ה (3 .(달라 달라 · 물을 충분히, 출 2:19)ה

.(달라 · 머리, 아 7:6)ה (4

.(달라그 · 달리고, 아 2:8)ז (5

6) 습 1:9; 삼하 22:30, 18:29 등.

.(달라 · 나무에 달리니라, 창 40:19, 22, 에 9:14)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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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와 금과 은으로 만든 화반석=다르= = 다
르1): 화반석=다르= = 다르에 베= 2)가 붙어 반석=베

드로= = 베다르다: 베드로를 예수님은 반석이라 하

셨다. 배드로3)는 하나님 집 안의 귀중한 반속이다.

* 딛으려와 딛으로=티드로흐= =티드로흐4): 하

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발로 딛으로=티드로흐

= =티드로흐 딛게 허락하여 여호수아는 요단당을

딛으며건넜다.

* 다발과 말씀=다발= = 다바르5): 귀에 아주 익숙
한 말씀=다발= = 다바르! 말씀 전하는 여선지자 이

름이 드보라= =  6)다. 말씀다발 드보라=

=  는 바락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

* 내가 너를 비교하였구나와 닮았다=담미티흐=

=  담미티흐7): 가슴을 잘 간직하는 모습이 닮았다

=담미티흐= =  담미티흐.

* 찬송하는 자와 돋았다=토도트= =  토도트8):

1) ( · 금 은으로 만든 화반석 · 흰색).ר(다르 · 대대로, 단 4:3, 34).

2) 가 붙던지 가 붙던지 모두 접두사 역할을 한다.

.(베다르)ר (3

4) (딛으로흐 · 밟는, VQIFZS, shall tread, 수 1:3).

.(다바르 · 말씀)ר (5

 .(삿 4: 4, 5, 6, 9, 10, 14,  5: 1, 7, 12, 15)בֹוה (6

7) יי(담미티흐 · 내가 너를 비교하였구나 , 아 1:9) · 

8) 기본형 돋아 תדה(토다) 본문 תתֹו(토도트 · 감사 찬송하는 자의, 느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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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으로 감사하는 이들 모두 찬송하는 자=돋았다=

토도트= =  토도트
. 싹이 나올 때 즐거움으로 감

사함으로 돋았다=찬송하는 자=돋았다=토도트= = 
토도트.

*돋아와 젖꼭지=돋아=도드= = 도드1): 해가 돋아=

= =젖꼭지=돋아=도드= = 도드=싹이 돋아=젖꼭지=

돋아=도드= = 도드.
* 되어와 되어=되리라=티흐예= = 티흐예2): 무

엇이 되어=되리라=티흐예= = 티흐예 십자가를 준

비하는 그 분의 일이다.

* 됬으이와 이제 아홉 번째=이제 됐으이=테시이=

=  테시이3): 이제 아홉 번째=이제 됐으이=테시이=

=  테시이. 아홉 번째=이제 됐으이=테시이=

=  테시이 아홉 번째.

* 데려다와 네가 낳을 것이며=데리디=테르디= =

테리디4): 하나님 가슴을 이 세상에 데려다=네가 낳

을 것이며=데리디=테르디= = 테리디 자식을 낳는

일! 자식 낳는 비법!

* 돌아와 법=돌아=토라= =  토라5): 돌아=법=

돌아=토라= =  토라. 사람이 죽었을 때 존경어 돌

1) ( · 돋아, 젖꼭지).

.(티흐예 · 되리라, 대상 11:2)ה (2

.(테쉬이 · 아홉번째, 대상 12:12:13)יי (3

.(데르디 · 네가 낳을 것이며, 창 3:16)י (4

.(토라 · 법, 출 12:49; 대상 16:39)תֹו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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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시었다가 있다. 법=돌아=토라= =  토라는 하

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다. 본 아내에게 돌아왔다.

* 두다 임과 합환체=두다 임= =  두다

임1): 사랑의 묘약 합한체=두다 임= =  두다

임
. 가슴에 두다 임! 의역 서로 가슴을 맞부딪히어 사역

하는 일이다. 집안의 아내와의 일심동체임을 말한다.

* 두려워와 두려워= =  티라2) : 십자가에 달릴

일이 두려워= =  티라하는 마음을 보인 분 예수!
* 드셉니다와 바르셨으니=디솨네타= =라디솨네

타3): 그 분은 가슴이 무너지도록 사랑을 바르셨으니 드

셉니다. 땅에 풀이 잘 자라도록 하시었다. 바르셨으니=

디솨네타= =라디솨네타!

* 마와 말씀사모= = 마4): 우리들은 만나면 마..,

하며 마..를 붙인다. 복 받는 이유가 있다. 말씀사모=

= 마 마를 제일 처음 놓아서이다. 말씀사모= = 마의
마=맴= 마 물 말씀5)으로 늘 언어에 제일 먼저 놓이는 문

법으로 한다. 말씀으로부터=움마= =  움마6)도 단어

앞에 놓이어 말씀사모= = 마로 한다.
)דּוּאי (1 합환채, NMP, mandrakes of, εανδραγορών, 창 30:14).

.(티르이 · 두려워, 욜 2:20)יּאי (티라 · 두려워, 겔 2:6)이다. 또יא (2

3) (디솨네타 · 바르셨으니, 시 23:5).

.(마); HAL, 522ה (4

 מה · 무엇(수 15: 18) מה · 무엇을(창 37: 15) מה · (마, 창 32: 27)מה (5
무엇을(왕상 3: 5, 대하 1: 7) 등 מה 무엇이 357회 · מה 무엇을  138회.

6) 어찌 הּו(움마, 욥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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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와 접촉할 곳=안식처=마누라=마노아흐=

= 마노아흐1)=마누하= =  마누하2): 남의 마누

라가 아니라 우리마누라=마노아흐= = 마누하=접촉
할 곳=안식처=평안=마누라= =  마누하안식 얻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히 쉴 수 있는 집 안이다.

* …마라와 쓴=마라=마르= = 마르3): 그렇게 ..하지

마라=쓴=마라=마르= = 마르 내가 한 말은 하지 마라
이다. 듣지 않으면 쓴=마라=마르= = 마르는 악의 마

라=쓴=마라=마르= = 마르이며 쓴 물=메 하마림=

= 부 마메 하마림르4).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 못 만졌을 때 메! 라고 급히 소리친다.

* 마름과 높은데서=용마름=마름=마롬= = 마
롬5): 옛날 짚으로 지붕을 잇고 그 위에 올리는 용마름

이 있었다. 용마름=마름= = 마롬은 높은데서다.
* 매사로와 정직=공평=메사로=메사르= =  메사

르6): 메사르= =  메사르 하시는 일이다.

* 마시게와 마시게= = 마시게7): 마시게=

1)  )נ · 접촉할 곳 · 평안한 곳 · 안식처, 창 8:9; 룻 3:1; 사 
28:12).

 · (므누하 · 쉴 곳 · 평안한 곳, 창 49:15; 민 10:33 등)נּוה (2

.(마르 · 쓴, 사 5: 20)ר (3

부ים (4 .(메 하마림 · 쓴 물, 민 5: 18)י

.(마롬 · 높은데서, 시 148:2)רֹום (5

 (메사림 · 마땅하니라, 아יים  · (메사르 · 정직 · 공평, 아 1:4)יר (6
1:4).

.(마시게 · 마시게, 창 40:1)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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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게. 마시게 후~= ~마시게 후~1) 마시

킴= = 마시킴2) 마시우게 하신다.
* 마셔와 일함=마셔=마아세= = 마아세3): 일함=마

셔=마아세= = 마아세 그분의마음을읽는다. 말씀을
눈으로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 열심히 일하는

일물마심=마셔=마아세= = 마아세마셔!
* 마 예쁘게 돋아 있네와 네 사랑이 예삐 돋아=마

예뿌 도다이흐= ~ =  ~ 마∼예쁘 도다이

흐4): 마 예뿌 도다이흐= ~ =  ~ 마∼
예쁘 도다이흐 돋아=참으로 네 사랑은 승하구나=마~토부

도다이흐= ~ =  ~ 마∼토브 도다이

흐5) 마 이게 누구인가=미 ~ 좋다= ~ =  ~ 
미∼조에트6) 이게 누구인가 마 예뻐7) 움마 나왔다8) 아름

다워=요프야피타= = 토요프야피타9) 아름다워요!

* 마음과 마음=메임= = 메임10): 마음=맴마음의 사

)ה (1 · 술 맡은 자 마시게, 창 40:13).

.(마시킴 · 술 맡은 자, 창 40:2, 9, 20, 21, 23, 41:9)ים (2

 ,(마아세하  · 너의 행사를י(마아세 · 일함)를 기본형으로 하는 ה (3
NMP.MYS, thy works, 잠 3:16).

4)  פּו .(마~예뿌 도다이흐 · 어찌 네 사랑이 그리, 아 1:10)ה~

5)   (마~좋게 도다이흐 · 참으로 네 사랑은 승하구나, 아ה~ טבּו
1:10).

ת (6 .(미~조트 · 이게 누구인가, 아 6:10)ה ~

.(마~ 야푸 · 아름다운가, 아 7:2)ה  ~פּו (7

 ,움마~나으마트 아하바 · 사랑아 어찌 그리 화창한지)ּוה ~ ַאה (8
아 7:7).

9) י(요프야피다 · 왕은 아름다와, 시 45:2).

.(메임 · 마음, 아 5:4)י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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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리=메임= = 메임 눈으로 보는 메임이다. 마음이

말씀에 메여 마음=메임= = 메임
이다.

* 맞 재 봐와 기둥으로=맞 재 봐=마재봐= = 
마재봐1): 얼굴을 맞 재봐, 서로 실력을 맞 재 봐=기둥으

로=맞 재 봐=마재봐= = 마재봐 기둥이다. 기둥으
로 올린 힘겨루기의 맞재봐.

* 마카다임모두 다 임과 마카 다 임=메카딤= = 
메카딤 경상도 사투리; 모두 다 임2): 귀한 실과 마카 다 임=메

카딤= = 메가딤 말씀 은혜 눈으로 나타난 과일!

* 마 타이르와 마 타이르니=깰지어다=마 테오르=

~ =  ~ 마∼테오르3)=: 마 타이르니=깰지

어다=마 테오르= ~ =  ~ 마∼테오르! 말

씀 사모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 막가와 살육=막카=마카= = 마카4): 우리말에
막가파라는 말이 있다. 막가는 일 막가파 일! 폭력배=

살육=막카=마카= = 마카 막가며 살육한다.

* 막대와 지팡이니이다=막대= = 마테5): 지팡이=

지팡이니=막대= = 마테 막대 막대기 하나님의 지

혜를 들고 있는 지팡이다.

*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쉬프테하= =쉬프테

1) ( · 기둥으로, NFS, for a pillar, 창 28:22).

.(메카딤 · 귀한 실과가, 아 7:14)ים (2

רּו (3 .(마 ~ 테오루 · 타이르노니 깰지어다, 아 8:4)ה ~

.(막카 · 살륙, 삼상 4:10)ה (4

5) (마태·NMS·지팡이니이다, ραβδος, 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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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주의 지팡이=쉬프테하= =쉬프테하 지팡이.

주의 지팡이=쉬프테하= =쉬프테하
말씀 지팡이!

* 막 파와 재앙=막패=막 파=마그파= = 마그
파2): 땅을 재앙=막패=막 파=마그파= = 마그파 막

파는 일은 재앙을 불러 오는 일이다. 아! 재앙=막패=막

파=마그파= = 마그파 재앙이 온다.

* 많아와 수를 셀 수=많아= = 마나3):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마음대로 가질 자유를 주자 하나님은 아

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아= = 마나지게 하시었다.
* ‘말을’과 춤=말을=마홀= = 마흘4): 마음에 있

는 말을=마홀= = 마흘 해 보세요! 마음의 춤=말

을=마홀= = 마흘 말로 춤을 춰 봐요!

* 맛나와 맛나=믄노아흐= = 믄노아흐5): 음식이

맛나=믄노아흐= = 믄누하는 것은 맛나=믄노아흐=

= 믄노아흐6)고 느끼는데 있다. 쉴 곳에서 쉬는 마

음의 안식처에서 먹는 음식은 마음의 휴식이 있을 때

맛나다. 마음에 얻는 포만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

히 사는 휴식마음이다.

1) (미쉬프테하·주의지팡이, 23:4). 앞에 는 말씀으로 왔다는 

의미다.

2) (막파 · 재앙, 슥 14:15).

.(많아 · 수를 셀 수, number, έζαρίδυμήσαι 창 13: 16)ד (3

.(마홀·춤, NMS, dancing, 시 30:12)חֹול (4

5) נֹו(만노아흐 · 쉴곳 · 안식처, 창 8:9; 룻 3:1).

.(믄누호트 · 쉴만한, 시 23:2)חֹות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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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과 샘이로구나=맑은=마으얀= = 마느얀1):

말씀이 있는 맑은 샘물이다. 보는 눈에 늘 맑은 샘물이

흐른다. 이 샘 맑은=샘이로구나=맑은=마으얀= = 
마느얀 샘에서는 마음이 맑은 눈을 가진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샘이 있다. 눈이 맑은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른다.

* 맛있음과 단 포도주=맛있음=마에시스= = 
마에시스2): 우리말과 히브리어 똑 같다. 단 포도주=맛있

음=마에시스= = 마에시스 그 맛이 착 붙어서 맛
있음!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서 맛있게 먹는 맛있음!

* 맛좋다와 무교병=맛좋다=맛조타=마조타=

마조타3): 정말로 말씀 때문에 절제하며 먹는 무교병=

맛좋다=맛조타=마조타= 마조타 맛조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 무교병=맛좋다=맛조타=마조타=

마조타 맛조타. 하나님 계명이 맛좋다.

* 맞아와 통치=마샬= = 마샬4): 고조선 시대의

유물인 대동강 변 기왓장에 통치=마샬= = 마샬로

기록되어 있다. 통치로 번역되어 있다. 누구를 맞는다

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통치한다는 것 그들과 더불어

맞아 같이 함께 가는 뜻!

1) ( · 샘이로구나, 아 4:12).

.(마에시스=맛있음 · 단 포도주 · 하나님의 말씀, 아 8:2)יס (2

.(마조트; 무교병을, 왕하 23:9)צֹות (3

 .(마샬, 민 23: 7, 18,  24: 3, 15, 20, 21, 23; 사 14: 4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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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닥드린다의 맞닥과 측량=트맞닫드=마다드= =

마다드1)려: 맞닫드=마다드= = 마다드 측량한다.

원근 잴신 21:2 측량2)은 맞닫드= = 의 마= =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맞닫드= = 마다드의
다드= = 다드는 가슴과 가슴을 맞 닥 드리는 일이다.

가슴과 가슴을 마주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 곧 측량이며 재는 일이다.

* 맛보아와 지경=맛보아=마보아= = 마보아3):
지경=맛보아=마보아= = 마보아 느낀다.

* 맞불과 홍수=맞불= = 마불4): 홍수=맞불=

= 마불을 놓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하

지 않도록 하신다. 홍수=맞불= = 마불 놓으셨다.
* 맞아와 만남=마자= = 마자5)와 하나님이 경고

=맞 싸= = 마싸6): 하나님이 대상을 맞아=마자=

= 와 맞 싸 부치며 맞 싸= = 마싸 맞싸 경

고7)하매 영향이 미치며=봐 이 모자우후=바이무자우후

= = 바이므자우후8).

1) ( · 측량, 민 35:5).

2) 겔 40:20, 24, 41:3 등등).

.(마보아 · 지경, 대상 4:39)בֹוא (3

 (맙불 · 홍수): George V. Wigram,『구약 성구사전: Theבּול (4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 김
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845.

.(마자 · 만남, 신 22:23)א (5

 ,(맛싸 · 하나님이 경고. 사 13:1, 14:28, 15:1, 17:1, 19:1 21:1א (6
21:13, 22:1, 23:1, 30:6; 말 1:1등. 

.(메자테누난 · 하나님께서 온 경고, 민 20:14)ָאנּ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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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우와 맞았다우=므자티후=  =  
므자티후1): 내가그대를맞았다우=므자티후=  므자티후

!

* 맞으리아으와 맞으리아으=마즈리아으= = 
마즈리아흐2): 맞으리아으=마즈리아으= = 마즈리아흐!

찬기파랑가
讚耆婆郞歌

의 아으 자ㅿㅅ가지 노파 서리 몯누

올 花判여3)이다. 기파랑을 그리워함은 기파랑의 드높

은 화랑정신에서이다. 누구를 맞는다는 것은 그리움이

자라야 맞을 수 있다. 맞으리아으=마즈리아으= =
마즈리아흐 맞으리아으는 향기 나는 일을 맞으니=므자

우니= = 므자우니4) 오히려 마지하는 즉 그리워

하는 측에서 향기 난다.

* 맛있다와 잔치=맛있다=미쉬테= = 미쉬테5):

우리 식탁6)에 앉아 향연을 베풀며 말하기를 잔치=맛있

다=미쉬테= = 미쉬테 맛있다 한다. 우리들이 늘

보는 빵집을 바리케트라 한다. 바로 향연으로 먹을거리

가 풍부한 빵집이다.

* 맞 재고와 아주 많이=하 맞재고= = 부하 마재

고7): 아주 많이 하 맞재고= = 부하 마재고!

)ה (8 · 미치메, 대상 10:3).

.(므자티후 · 만났고, 아 5:6)איהּו (1

2) י(마즈리아으 · 씨, 창 1:11).

3) 梁柱東,『古歌연구』(訂補版)(서울: 박문서관, 1960), 318.

.(므자우니 · 나를 만나매, 아 5:7)י (4

 (미쉬테 · 잔치. banquet,단 5:10)ה (5

.(미쉬테 · 식탁 · 향연 πότον, 창 19:3)ה (6

.부(하맞재그 · 섞은, 아 7:3)ג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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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다와 요새=맞추다=므주드= = 므주드1):
그대와 요새=맞추다=므주드= = 므주드 나를 요새

=맞추다=므주드= = . 나를 지켜주는 보루이시

기에 하나님 말씀 향기 안에 든 가슴으로 힘을 요새=

맞추다=므주드= = 므주드 맞추다.

* 맞춤과 바른=맞춤=맺추임=매쑤힘= = 메쑤

임2): 우리 맞춤=바른=맺추임=메쑤임= = 메쑤임

맞춤을 바르게 해요! 말씀이 빛나도록 마셔=마솨=

= 마솨3) 보아요!
* 맡아와 지파=맡아=마타= = 마타4): 지파=맡아

=마타= = 마타=지파5)별로 일을 분담한다. 교훈을

내가 지파=일을 맡아= = 마타 일 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비다. 하나님이 맡아놓으라며 내리시는 비를 맞

아 일을 맡아 내는 일은 선물지파=맡아=마타= = 
마타 하는 것이다.

* 맡아 놔와 맡아 놔=마타나= = 마타나6): 물건

을 맡아 놔= = 마타나 재물=맡아놓다=마타노트=

= 마타노트7)가 모두 선물이다. 재물을 물건을 맡

)צּו (1 ·요세)가 있으며 본문은 יצּוּו(움므주다티·나의 요세시
요.C.NFS.CXS, and my fortless. 시 18:3).

.(맺추임 · 바른, 출 29:2)ים (2

.(마아쏴 · 바른, 출 29:2)ח (3

 .(마테 · 지파, 민 13:8, 9, 11, 12, 13, 14, 34:14, 15ה (4

.(마테 · 지파, 민 20:11)ה (5

.(마타나아 · 선물, 민 18:6, 7)ה (6

.(마타노트 · 맡아놓다, 재물, 창 25:6; 시 68:19)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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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놔= = 마타노트이다. 그래서 선물이나 재물은

다시 찾게 된다는 의미이다. 모두 청지기 개념으로 하

나님이 명령한 것을 잘 하라이다. 재물=맡아놓다=

= 마타노트 선물이다. 청지기개념이다.

* 맡아 모으다와 맡아 모으다=마테임모드= =

마테임모트1): 태를 낳은 양을 맡아 모으다=마테임

모드= = 마테임모트 맡아 놓는 일이 자물

쇠2)이니 자물쇠로 모든 물건이 말씀으로 잘 막아져 있

으니 보장된다 뜻!

* 메꾸라와 메꾸라=메코라= = 메코라3): 이 일

을 맡으라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 샘을 메꾸라=메코라=

= 라메코라 한다. 샘은 더러움을 메꾸는 일이다.

여성명사로 되어 있으니 향기는 여성이미지다. 메코르=

= 메코르4): 메코르= = 메코라는 샘을 말

씀으로 채우라이다. 하나님의 교훈 받는 일 생명의 샘!

* 매우와 100=매우=매아= = 메아5): 매우=100=

= 메아 좋은 일이 나의 삶에 매우 매우=메오드 메

오드= =  메오드 메오드6) 많아 가득 매웠다

)ּאימֹו (1 · 태를 낳은 양, 아 6:6).

..부(르자마테흐 · 너울 · 자물쇠, 아 6:7) לצמתך (2

 ,(메코라 · 샘, her fountain) ·  W. L. Reed,  「fountain」 IDBּה (3
ed.(1962)

.(메코르 · 샘, 잠 13: 14, 14: 27, 16: 22)קֹור (4

.(매아 · 백, 창 26:12; 삿 8:10; 대상 12:38; 신 34:7)ָאה (5

ד (6 .(메우다 메우다 · 매우, 창 7: 19, 30:43)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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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오트 메오트1). 100의 2회 반복은 매우 많다.

* 맴매와 우리의 물=맴매누= =  멤메누2): 우

리의 물=맴매누= =  멤메누! 글자에 물이 두 번

쓰이고 사이에 하나님의 아드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손이 두 번씩이나 있다. 우리말에 아가보고 무얼 먹을

때 맘 마 먹자하고 잘 못 먹을 때 맴매∼ 한다. 우리라

는 말은 히브리어 우리=누= = 누이다.

* 맺다와 맺다=맺투=메투= = 메투3): 삶 마감하

는 일은 열매=맺다=맺투= = 메투라 한다.

* 맺아와 맞으리아흐= = 마즈리아흐4): 열매 맞

으리아=맞으리아흐= = 마즈리아흐! 보이는 일은

씨가 자라=제라= = 제라5) 된 일인데 바로 하나님

으로부터 온 말씀6)을 받아 잘 자라 열매 맺아=맞으리

아=맞으리아흐= = 마즈리아흐 놓은 일이다.

* 먹을과 먹을=마아칼= = 마아칼7): 명절에는
음식을 먹을=마아칼= = 마아칼 일이 많아 먹기

를=메카콜= = 메카콜8) 중단하지 않는다. 먹는

)אֹו (1 ָאה ּאיׁש .(  · (브임모 아르바 메오트 이쉬מ ַאהאֹות ·
사백명을 거느리고, C.P.MZS NFP NMS, and with him four hundred men, 
καίμετ αύτύ τετρακόσιοι ἅνδρες, 창 33:1).

.(멤메누 · 우리의 물, 애 5:4)יינּו (2

.(메투 · 죽으니라, 대상 10:6, 7)תּו (3

4) י(마즈리아 · 맺는, 창 1:12).

.(제라 · 씨, 자라, 창 1:12)ע (5

6) (마 ·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창 1:12).

.(마갈 · 먹을, 창 2:9; 시 74:14)ל (7

.(메크아콜 · 먹기에, 시 102:4)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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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물, 말씀 먹기를 중단하지 않는 일이다.

* 맛이아으와 기름부음 받음=메시아으=마쉬아으=

= 마쉬아으1): 예수님을 메시아라 한다. 기독교인은

메시아으=마시아으= = 마쉬아으 메시야를 구세주

로 삼는다. 잘 메시아으=마시아으= = 마쉬아으
뫼

시오 잘 모셔! 기름부은 받은 자 예수님 지칭한다.

* 몰아와 위엄=몰아=모라= =  모라2): 그에게

힘을 위엄=몰아=모라= =  모라 몰아준 일 위엄!

* 모아다와 회의=모아드=모에드= =  모에드3):

우리들은 사람들을 회의=모아드=모에드= =  모에

드 모아다 회의를 한다. 회의를 하는 일은 가슴을 모이

는 일이다. 기본형이 야아드= = 야아드4) 하나님의
손이 보여주는 가슴이다. 회의란 서로 마음에 품고 있

는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다. 앞 접미사 맴= 의 그로

부터라는 의미와 절대자가 눈으로 보이게 한 결과이다.

* 모았도다와 정한절기=모아돋다=모아도트= =

 모아도트5): 4절기 모아다= =  모아다6) 4계절

정한절기=모아돋다=모아도트= =  모아도트. 말

씀 바라보이도록 모아 두었다.

1)  ( · 기름부음 받은, 시 2;2).

.(몰아 · 위엄, τά θαυμάσία, 신 34. 12)מֹוא (2

.(모에드 · 회의, 출 29:4, 30, 30:26, 31:7)מֹוד (3

.(야아드 · 모이다, 스트롱 넘버 3259)ד (4

.(모아도트 · 정한 절기, 대하 8:13)מֹודֹות (5

모에드 · 절)מֹוד 이 있고(모아드 · 정한 것, 정한 시간, 사 14:31)מֹוד (6
기, 계절, 모임, 창 1:14, 17:21; 민 15: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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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와 내일=모레=모하르= = 모하르1): 내일=

모레= = 모하르 모레는 내일 다음날이 이튿날=모래

다= = 모하라트 모래다2). 모레는 말씀 안에 머리
를 쳐 박는 일!

* 모시겠니와 나를 인도하라=모시겠니=모시케니=

= 모시케니 모시겠니3): 물로 연단되어 하나님을 영
원한 힘이 되게 네가 인도하라=모시겠니=모시케니=

= 모시케니? 우리말에 네가 모시겠니?가 있다. 인

도하라=모시겠니=모시케니= = 모시케니 모시겠

니는 물이 연단되어 영원한 힘이 되게 하시는!

* 모시임과 구원=모시임= =  모시임4) 모시

어와 구원자=모시아으= =  모시아으5): 어른을 잘

모셔아 구원자가 된다. 이 구원=모시임= = 
모시임 모시임6)은 구원자가 되는 분=네 구원자=모시어

=모시이에흐= =  모시이에흐7) 우리나라는 어른

을 잘 모시는 나라이다. 어른을 잘 메셔야 한다. 훌륭

한 구원자=구원=모시임= =  모시임 모심8) ·

구원자=모시아으= =  모시아으9) · 구원자=모시어

1) ( · 내일, 출 32:5).

.(모라트 · 이튿날, 출 32:6)ת (2

.(모시겠니 · 너는 나를 인도하라,아 1:4)י (3

.(모시임 · 구원자들을, 느 9:27)מֹוים (4

5) ימֹו(모시아으 · 구원자, 삿 3:9, 15; 왕하 13:5).

.(모시임 · 구원자들을, 느 9:27)מֹוים (6

7) ימֹו(모시이에카 · 네 구원자, 사 60: 16).

.(모시임 · 구원자들을, 느 9:27)מֹוי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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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이에흐= =  모시이에흐.1)

* 모시겠니?와 모시겠니=모스케니= = 모스케니
모시겠니?2): 네모로 만들어진 한 공간이 미쉬칸 성막

이다. 모신 곳=모신 칸=미쉬칸= = 미쉬칸 모신

곳3)이다. 모신 곳=모신 칸=미쉬칸= = 미쉬칸
미

쉬= =미쉬 미쉬와 칸= = 칸 칸 곧 말씀을 모아둠

이다. 곳은 사투리로 고데이기도 하다. 거룩한 곳이 곳

=고데쉬= 고데쉬4)이다. 성소이다. 히브리어 고데=

= 고데쉬 고데=곳이다.

* 모아둠과 모임들=모아둠=모아딤= =  모

아딤5): 말씀을 모임들=모아둠=모아딤= =  모

아딤 모아둠으로써 가슴이 가득 차!

* 모자와 맞추어=모자= = 모자 모자6): 은혜 입

는 일=맞추어=모자= = 모자7)를 쓰는 일이다. 은혜

입는 일=맞추어=모자= = 모자8)는 하나님의 향기

를 발견하여 머리에 왕관 쓰는 일이다. 은혜 입는 일=

맞추어=모자= = 모자9) 쓰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

9)  מֹו( · 구원자, 삿 3:9, 15; 왕하 13:5).

1) ימֹו(모시이에흐 · 네 구원자, 사 60: 16).

.(미쉬칸 · 성막, 스 7:15)ן (2

.(미쉬칸 · 성막, 스 7:15)ן (3

.(코데쉬 · 성소, 거룩한 곳, 출 29:21; 대하 26:18)ׁש (4

.(모아딤 · 모임들, 창 1:14)מֹוים (5

.(모자 · 맞추어, 신 19:7)א (6

ן (모자) 기본형은א (7 .(헨 모자티 · 은혜를 입었고, 에 5:8)אי

.(모자아 · 모자, 발견, 대상, 4:40)א (8

9) 대상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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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옛날부터 머리에 갓을 썼다. 은혜 입는 일=

맞추어=모자= = 모자1)는 알다, 살피다, 베푸다이

다. 남에게 맞추어 사는 일이 은혜 입는 일=맞추어=모

자= = 모자 모자 쓰는 일이다. 은혜 입었고 헨 모

자티=  =   헨 모자티
헨 모자티2)이다. 하나

님의 향기를 발견하여 사는, 왕관을 쓰는 일이다.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의 은혜 입는 일=맞추어=모자= =

모자3)이다.
* 모자 에헴과 노정 따라=모자에헴= =  
모자 에헴 모자 에헴4): 우리들이 모자를 쓰면 노정을 따

라=모자에헴= =   모자 모자 에헴 한다. 늘

물 곁 말씀 곁에서 에헴= =  에헴 에헴5)하며 발

행하여=나서= = 나서 나서6)면 길이 환히 뚫린다.

진행의 의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물 곁에서 물

을 마시고 노정을 따라=레마셔 에헴= =  
레마셔에헴 마셔 에헴7) 하면서 걸었다. 머물렀다가 나서=

= 나서 나서8)며 발행하여=봐 있우=바이수= =

바이수9) 하나님께로 갔다. 그리고 나서 걷는다.10)

1) ( · 맞추어, 신 19:7).

ן (2 .(헨 모자티 · 은혜를 입었고, 에 5:8)אי

.(모자 · 맞추어, 신 19:7; 대상 17:25)א (3

.(모짜에헴, 민 33: 2)מֹוים (4

. (레마세에헴 · 노정을 따라, 민 33: 2)ים (5

.(바이스우 · 발행하여, 민 33, 3, 6~48)עּו (나싸)는 바 있어ע (6

.(레마세에헴 · 노정을 따라, 민 33: 2)ים (7

.(바이스우 · 발행하여, 민 33, 3, 6~48)עּו (나싸)는 바 있어ע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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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와 십일조=마셔라=마아쉐르= = 마아
쉐르
마셔라1): 십일조=마셔라=마아쉐르= = 마아쉐

르 마셔라=십일조이다. 다 바치고도 사는 일이다. 하나

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기적이다. 전부 뜻이다.

* 몰아 사와 일감=기업=몰아 사=모라사= = 
모라사 마셔라 몰아 사2): 일감=기업=몰아 사=모라솨=

=  모라사 몰아사는 일 기업이다.

* 목졸랐다와 깊이=목졸랐다=므졸라트= = 
므졸라트3): 우리나라에 졸라댄다라든지 목졸랐다라는 말

이 있다. 그런데 애급군대를 바닷물 깊숙히 넣은 이 깊

숙히가 깊이=목졸랐다=므졸라트= =  므졸라트이
다. 깊음에=비므졸로트= =  비므졸로트 비므조
로트4). 앞의 접두전치사 비를 빼면 므졸로트이다. 바다

깊이 말씀 향기를 맡으러 들어가는 일이다.

* 못써와 버리다=모아쓰= = 모아쓰,5): 그 분은

우리를 버리다=모오쓰= = 모아쓰 못써 하시면서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녹여버리다=못써= = 못써!6)는

)ע (9 · 발행하여, 민 33, 3, 6~48).

10) 민수기 33장 6절 부터~ 48까지 계속된다.

.(마아세르 · 십일조, 말 3:10)ר (1

.(모라솨 · 기업. NFS, the inheritance of, 신 33:4)מֹוה (2

.(므졸라트 · 깊이,,출 15:4)צֹות (3

 (비므졸로트 · 깊음에, P.NFP, imto the bottom, είς βυθον, 출צֹות (4
15:6).

.(마아스 · 버리다. VQIMZS, will cast away, 욥 8:20)ַאס (5

 ,(못써 · 녹여버리다, 젖다, 소멸하다. 수 14:8; 시 6:6, 39:11ה (6
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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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하나님이 녹여 버리시는 일이다.

* 몰아와 공포=몰아=모라= =  모라
몰아1): 태

풍이 공포=몰아=모라= =  모라 몰아 몰아치자 마

음이 콩알만 해 졌다.

* 몰랐댄다와 본토=몰레데트= =  몰레데트2):

우르땅 사람들은 하나님=본토=몰레데트= = 
몰레데트 몰랐댄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본토=몰레데트

= =  몰레데트 몰레데트 곧 하나님 몰랐던 곳.

* 문과 달렸다=델레트= = 달레트3): 문이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달렸다=문=델레트= = 달레트!.
* 묽어와 무기력=무가= = 무가 무가4): 무기력=무

가= = 묽게 하는 일은 부드럽게 하는 일이다. 말

씀으로 은혜 갚는 일이다. 무기력=무가= = 무가5)의

무기력하다 · 실신하다 기본형 부드럽게 하시다=모그

게나= = 모그게나 모그게나6)가 묽게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손을 탁 쳐서 묽고 부드럽게 하신다. 묽

고 부드럽게 사는 일 은혜 갚는 일을 계속하는 일이다.

* 묻자오니와 묻자오니 · 만나서 묻기를 하고=묻자

1) מֹו( · 공포, 욜 2:23).

.(몰레데트 · 본토, 창 11:28, 12:1)מֹות (2

.(델라테이하 · 네 문을, 사 26:20)י(델레트 · 문, 전 12:4), ת (3

4) מּו(무가 ·무기력하다 · 실신하다)를 기본형으로하는 ה(트모그게나 
· 부드럽게 하시고, 시 65:11).

5) מּו(무가 ·무기력하다 · 실신하다)를 기본형으로하는 ה(트모그게나 
· 부드럽게 하시고, 시 65:11).

.(트모그게나 · 부드럽게 하시고, 시 65:11)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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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므자우니= =  무자우니1): =  무

자우니
묻자오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나요

=   무자우니 묻자오니?

* 묻다와 무트= = 무트2): 땅에 묻다 무트= =

무트
는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어

가고 있는 중이어서 살려 주실 분이 필요하다. 우리나

랏말에 땅 속에 묻다라는 말이 있다. 성경에 무드셀에

라가 있다. 어원이 죽다이다. 셀라는 모두 세나간다이

다. 죽어야 산다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 9는

목표를 바짝 눈앞에서 바라보며 소망하는 뜻이고, 중간

에 60 곧 아주 피골이 상접한 상태까지 간 969세이다.

영원한 삶을 위해 몸부림 친 날이다. 구약에서 죽음문

제는 죽어가고 있는 현재형이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라 하셨다. 죽기를 각오하고 같이 힘을 합할

때 살아남는다. 악을 위해서는 이 말이 사용되지 않는

다. 악은 힘을 합할 수 없다. 분리의 뜻3)이다.

* 뭉글게와 둥그러서=뭉글게=무케= = 무케4): 뭉글게=

무케= = 무케!

1) אּו( · 만나서 묻기를 하고, 아 3:3).

 ;무트, 창 21: 16;; 출 14: 12; ; 수 2: 12; 룻 1: 17; 삼상 15: 35)מּות (2
삼하 3: 29, 6: 23, 삼하 20: 왕하 15: 5; 대하 26: 21; 욥 7: 15; 시 73: 4, 
116: 15; 전 7: 1, 8: 8 등등. 

3) 이영지,『오감도의 구조와 상징에 관한 연구』 명지 대학교 대학원 박
사 학위 논문(서울, 명지 대학교, 1985), 분리구조.

.(하무케 · 둥글어서, 아 7:2)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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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럽다와 도피=미끄럽다=미크라트= = 1)
미크라트

: 잘 피하는 사람은미끄럽다=도피=미크라트=

= 미크라트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

* 미리보네와 앞에서=미리보네=미리프네= = 
미리프네2): 말씀을 먼저 알리려 꽃이 미리보네=미리프네

= = 미리프네! 한국 목련이 봄을 알려 주려 미리

피네=미리보네=미리프네= = 미리프네! 앞에서 말

씀을 위한 입이 미리 알려준다.

* 미쁘다와 미쁘다=미브타= = 미프타3): 하나

님 말씀에 든 지혜에 의지할 수 있어서 정말 미쁘다=

= 미프타! 기쁘다의 좀 더 고상한 말 미쁘다이다.

히브리어 미쁘다= = 미프타!는 신용 · 의지할 주

신용이 있는 하나님 말씀 지혜로 의지할 때 미쁘다.

* 미쁘다와 너울 속의=미빠아드= = 미빠아드4):

너울 속에 든 여인들을 보고 마음이 미빠아드= =

미프타. 여자들아=베노트= = 베노트!5) 너울 속

=미바아드 레지마테흐= =부 미바아
드 레자마테흐=6)도 여자의 너울이 마음이 기뻐지는 의미다.

1) ( · 도피, 민 35:25, 26, 27).

.(미리프네 · 앞에서, 대상 16:33)י (2

.(미쁘타흐 · 신용 · 의지할 주, 시 65:6)ח (3

4) 부  · (미쁘노트נֹות.  · (미쁜 레잠마테하 · 너울 속의, 아 6:7)ד
여자들의, 아 10).

.(베노트 · 여자들아, 아 3:11)נֹות (5

6) 부 .(밋뻐 레잠마테하 · 너울 속의, 아 6:7)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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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와 시=재미=미즈모르=재매로= = 미즈
모르1): 재미와 미즈모르와의 관련은 시 의미인 미즈모르

= = 미즈모르 앞의 미를 빼면 즈모르 우리말 재

미로 이다. 매우 재미있게 읊어지는 것이 시이다.

* 믿거들랑과 망대=믿거들랑=미그달= = 미그
달2): 망대=믿거들랑=미그달= = 미프타 망대를 들

어라! 망대=믿거들랑= = 미그달이 망대의미이다.

* 믿나와 예물=믿나=민느하= = 민느하3): 예물=

나를 믿나= = 민느하! 예물 바치는=예물=믿나=민

느하= = 민느하4) 예물!

* 믿어봐라와 광야=믿어보라=미드바르= = 미
드바르5): 광야=믿어보라=미드바르= = 미드바르! 이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광야=믿어보라=미드

바르= = 미드바르 믿어봐라! 아주 잘 믿어봐라6)!

음 믿어 볼레!7)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광야=믿어보라=

미드바르= = 미드바르 믿어봐라! 거친들=잘 믿어

봐라=하믿어봐라=미드바르= = 미드바르!8) 네

)מֹו (1 · 시, 시 23:1) מֹור(미쯔모르)는 앞의 (미)가 말씀 의
미로서 언어 접두어이기에 이를 빼면  즈모로 즉 우리말 재미로 부르는 노래
가 시이다. 

.(믿그달 · 망대, 아 7:5)ל (2

.(민나 · 예물, 대상 16:29)ה (3

.(민나 · 예물, 대상 16:29)ה (4

 (미드바르 · 광야, 민 13:26, 26:65; 대상 12:8; 시 136:16; 말ר (5
1:1, 3).

.(하미드바르 · 거친들, 아 3:6)ר (6

7) יּו(움미드바레흐 · 네 입은, 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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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음 믿어 보레흐=움미드바레= =  움미

드바르1)로 말씀전하는 입을 믿어봐라!

* 믿으라켔다와 의지하고=믿으라켔다=미트라페케트=

= 미드라케트2): 정말 의지하고 믿으라켔다=

미트라페케트= = 미드라케트! 믿으라 했다.
* 믿어보랐데이아와 주의 말씀을=믿어보랐데이=미드

브로테이하= = 미드브로테이하3): 주의 말씀

믿어보랐데이=미드브로테이하= = 미드브로
테이하는 말로 춤추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춤추기=말=마흘=

= 마흘4)이다. 의미는 춤이다. 말씀을 믿어보랐데이

=미드브로테이하= = 미드브로테이하는 춤추

는 일이다. 말로 춤추는 일이 곧 말씀 믿으면 마음에

춤이 절로 일어난다.

* 밀매 올라와 밀매 올라와=물이 오르는 것 밀메 올

라=밀마을라= =밀마을라5): 그대가 밀매 올

라와= =밀마을라 밀매 올라 온 물6)이 불어

서 십 오 규빗이 올라 밀매 올라와=밀마을라=

8) ( · 거친들, 아 3:6).

1) יּו(움미드바레흐 · 네 입은, 아 4:3).

.(미트라페케트 · 의지하고, 아 8:5)ת (2

3) י(미드브로테이하 · 주의 말씀을, P.NFP.MYS, thy words, άπό 
τών λόγων αύτου, 신 33:3).

.(마홀·춤, NMS, dancing, 시 30:12)חֹול (4

5) (밀메올라 · 물이 오르는 것, 창 7: 20).

6) 창 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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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마을라 밀매 올라1) 하나님 손으로 밀매 올라와

=밀마을라= =밀마을라
바다2) 옆 높은 산이

다 덮이며 물이 불어서 십 오 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다 덮이도록 밀매 올라와=밀마을라= =밀

마을라
밀매 올라!

기본형 높이=말= = 말3)이다. 높이다. 때문에 밀

마을라= =밀마을라 밀매 올라의 미= =미는
접두사이다. 때문에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물=말

씀으로 밀매 올라와= =밀마을라 밀매 물이

말씀이 올라온다. 높이=말= = 마알 올라 오름 의

미와 =밀메 밀매로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내신다.

물은 번제 드려지기 위해4) 존재한다. 밀매 올라와=

=밀마밀메마을라하 hither, the higher part로 from above

문법 P.P.AB.H(전지차. 전치사. 부사. 방향전치사는 하나님이 물을 밀

매 올라 물이 올라오는 사역을 담당한다.

* 밀어 가보다와 수레=마르케보트= = 마
르케보트5): 수레=마르케보트= = 마르케보트 밀

어가보다!

* 밑 보았다와 안, 속=밑봐았다=미바아드= = 
미바아드6): 안, 속=밑 봤다= = 미바아드 밑 보았다.

1) ( · 오르매, 창 7: 20).

2) 창 7: 19~20.

3) 윗부분 · 높이 (마알).

4) 창 7: 20.

.(마르케보트 · 수레, 아 6:12)בֹות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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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다와 그를 의지=밋쁘다=밋쁘타=미브타= =

미브타1): 대상을 의지=밋쁘다=밋쁘타=미브타= =

미브타 믿다 의지하다.

* 밎져라와 애굽=환난=밎져라=미쯔라= = 미
쯔라2): 환난=밎져라=미쯔라= = 미쯔라 환난이 많

은 곳=애굽=미쯔라임= 미쯔라임 출 9:4이다.

* 밑 보이다와 속=밑 보았다=미봐아드= = 미
봐아드3): 속=밑 보았다=미봐아드= = 미봐아드 밑

마음이 보이는 일은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일이다.

* 밑 봐 놓았다와 여자들=밑 봐놓다=미브노트=

= 미브노트4): 십자가를 지고 있는 마음으로 여자들

=밑 봐놓다= = 미브노트 밑 봐 놓았다. =

미봐아드 밑봐 놓다는 여자들 의미이다.
* 밑 닿았다와 바닥=밑 닿았다=미타하트= = 

미타하트5): = 미타하트 밑에다 놓아라! 바닥=밑

닿았다= = 미타하트 밑 닿는 바닥이다

* 밑져봐,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밑져봐야=미쯔베

아흐= =미쯔베아흐6): 소망=밑져봐야=미쯔베아흐=

6) ( · 속, 아 6:7).

.(믿타, 의지하던, 욥 18:14)ה (1

 ,(미쯔라임 · 애급ים ,(미찌라 · 환난에서, P,NFS 잠 12:13)ה (2
Egypt, τών Αίγυπτίών, NE, 출 9:4).

.(미바아드 · 속, 아 6:7)ד (3

.(미쁘노트 · 여자들의, 아 3:10)נֹות (4

.(미타하트 · 밑에다 · 바닥, 창 1:7, 4:25, 22:13; 레위 14:42)ת (5

6) (미쯔바아흐 · 하나님 안에 있기 소망, 출 29:18, 20, 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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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쯔베아흐 본전인 일은 하나님에게 나아가 단

앞에 엎드리는 일이다. 손해 볼 일 없다. 밑져봐라! 또

한 밑져봐야 본전이다. 밑져봐야=미쯔베아흐= =
미쯔베아흐 밑져 봐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는 뜻

이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단 앞에 엎드리는 일은 손

해 볼 일이 없다.

* 밑 써 봤다와 재판=밑 써 봤다=미쓰파트= =

미쓰파트1): 밑져봤다=미쓰파트는 재판 의미다. 말씀으

로 알려주는=밑 써 봤다=미쓰파트= = ! 동쪽=

밑져라=미쯔라흐= = 미쯔라흐2) 동쪽.

* 밑에 닿았다와 아래=밑 닿았다=밑타트= = 
미타하트3): 아래=밑 닿았다=밑타트= = 미타하트 끝

=밑에 닿았다= = 타하트4) 우리발음 그대로 타하트

=닿았다이다. 이 밑 mit5)은 십자가를 지는 일6)이다.

밑 닿았다=밑타트= = 미타하트7)= 밑 닿았다=끝=

밑에 닿았다= = 타하트 닿았다8) 가장 깊은 곳=닿

35:15 ).

1) (미쓰파트 · 재판, 신 25:1).

.(미쯔라흐 · 동쪽, 말 1:11)ח (2

.(밑타트 · 아래, 창 35:8 등)ת (3

 :(타흐티트 · 가장 깊은 곳, 신 32ּתית · (다트 · 끝, 민 3:41, 45)ת (4
 (타흐티이흐 · 깊은ּיה · (베타흐요트 · 깊은 곳, 시 63: 9)ּיות · (22
곳, 시 86: 13), ת(다하트 · 밑에, 신 25:19).

5) 진태하, op.cit. 305.

6) 닿았다 ת(다하트 · 닿았다, 아 8:4).

.(미타트 · 아래, 창 35:8 등)ת (7

.(다트 · 끝, 민 3:41, 45)ת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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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타흐티트= = 타흐티트1)의 닿았도다는 십

자가의미 글자 타브= 가 세 번이나 반복 된다. 가장

깊은 곳=타흐티트= = 타흐티트다. 배 닿았다도

다=베타흐티요드= = 베타흐티요트2)는 배 닿

았다. 가장 깊은 곳 닿는=베타흐티요드= = 
 베타흐티요트 배닿았도다! 깊은 곳=타흐티이흐=

= 타흐티요3) 깊은 곳=끝=닿았다=타하트= = 타

하트4)다. 끝=닿았다=타하트= = 타하트 끝=下=밑5).

* 바로와 찬송을 부르러 가자=바로=바루= = 
바루6): 바로의 사투리 찬송=바로=바루= = 바루=

찬송을 부르러 가자!

* 밝아와 입술을 조심하여 열자 바로=파카= = 
파카 파카7): 눈 밝아 보이게 입술을 조심하여 열자 바로

=파카= = 파카8)이다. 뵈는 게9) 밝디 밝아10) 좋다.

히브리어 = 파카 밝아 기본형에 본문 보게하=

포게하 보게하는 여호와께서 눈을 여시며 뜻으로 입술

)ּתי (1 · 가장 깊은 곳, 신 32: 22).

.(베타흐요트 · 깊은 곳, 시 63: 9)ּיות (2

.(타흐티이흐 · 깊은 곳, 시 86: 13)ּיה (3

.(다하트 · 밑에, 신 25:19; 아 8:4)ת (4

5) 진태하, op.cit. 305.

6) רּו(바루 · 찬송을 부를 지어다, Blessed, δύλογηένοσ. 신 33:20).

.(파카 · 열다)ח (7

8) (보케아흐 · 여호와께서 눈을 여시며, 시 146:8).

.(베니프케후 · 밝아, 창 3:5)חּו (9

10) ה(바티파카흐나 · 이에  밝아, 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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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심하라신다. 보니 밝아 후=베니프케후= 카베니

프케후
밖이 밝아=

카바티파카흐나
바티파카흐나=이

에 밝으니=모두 입술을 열어 말을 잘하는!

* 봐와 그가 오는 구나 봐=봐= = 봐1): 그가 오는
구나 봐=봐= = 봐 봐 그가 오는 구나! 맑고 깨끗한
머리 귀중한 그가 오는구나 봐라= = 봐라2) 나의
소중한 이를 봐 이 안에 넣음=나를 쾌락하게 하는구나

=봐타아누김= =  봐타아누김3). 기분이 좋아

쾌락하다. 우리말 봐= = 봐 봐는 눈에 보이는 실체

를 확인하라 명령이다. 봐= = 봐4) 봐 · 그가 오는

구나! 접미사로서의 와= = 봐=여호와=  여호와가 숨

쉬게 해 주시는 이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이

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

이게 된 그 분이다. 우리나랏말 봐, 그대로이다.

* 바꾸니와 그리하면 이루리라=바꾸니=베꼬누=

= 베꼬니5): 그리하면 이루리라=바꾸니=베꼬누= =

베꼬니 바꾸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중심 잡아 주

시리라! 잠언 16장 3절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리하면 이루리라=바꾸니=베꼬누= = 베꼬누그리하

1) ( · 그가 오는 구나, 아 2:8, 4:16, 5:1).

.(바라 · 귀중히 여기는, 아 6:9)ה (2

.(봐타안누김 · 쾌락하게 하는 구나, 아 7:7)נּוים (3

.(봐 · 그가 오는 구나, 아 2:8, 4:16, 5:1)א (4

 (베꼬누 · 그리하면 이루리라, CVNIMZP, and shall beנּו (5
established, 잠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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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골 엘~여호와 마셔

바꾸니=그리하면 이루리라=바꾸니=베꼬누= = 베
꼬누.

* 바보와 하나님과 원수 맺는 마음=바보=브에바

=  브에바1):하나님과 원수 맺는 마음=바보=브에바

=  브에바다. 원수 맺는 마음=바보= =  
 원수를 맺는 일은 나를 가두는 일이다.

* 와 보께로와 아침마다=바보케르 바보케르=

=  바보케르2): 아침마다=바보케르 바보케르

= =  바보케르 향이 있음으로 그대를
위해 향을 살랐다. 아침마다 별나게 보께로 라보께로=

벨라보케르 라보케르=  벨라바보케르 라바보케르3)

그대 향이 있어 문을 열어요. 그대가 하시는 일을 본

나는 주의 일을 하죠. 바보 온달은 백제를 지키었죠!

* 봐라와 창조=봐라= = 바라4) 내 안에 든 머리

를 창조=봐라= = 바라 그분이 이 세상을! 그 분이
정말 바라셨다 봐아라=보레= = 보레5) 와 볼레! 넓

은 바다= = 바타6) 바라=봐라= 바라보라 바라보

라 그 꿈을 키워라! 우리나라에 무엇을 바라 혹은 봐라

1) י( · 원수, 창 3:15).

ר (2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출 16:21)ר

ר (3 . (벨라보케르 라보케르 · 아침마다, 대상 9:27)ר

.(바라 · 창조 1:1)א (4

.(보레아, 보라, 암 4:13)א (5

.(바다 · 바라, 욥 6:20)ח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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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이 있다. 전자는 희망사항이고 후자는 앞에 펼

쳐진 상황의 명령 봐라이다. 이 의미가 한꺼번에 겹쳐

지는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

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만든 세계를 바라봐라=봐아

라=보레= = 보레하시었다. 창세기 제일 처음 하나

님이 바라셨다 바라= =   베레시트

바라1)이다.

우리귀에 익숙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바람= =

브라암2)이다. 그들이 창조되던=하 바람=하 바람=

= 하바람3)이 있다. 스스로 살찌게 하노니=레

하브리아켐= =  레하브리아켐4) 창조하

며=우리 앞에 놓으셨다=우보레아= =  우보레아5)

우리 앞에 놓으셨다. 보라=보레아= = 보라6)이다.
우리말은 보라와 봐라와 바다가 고어에서는 바다이다.

바다= = 바다이다.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기에 바다 멀리창조=봐라= = 
바라7) 내 안에 든 머리를 창조=봐라= = 바라바라
보았다.

1)  )אית 바라 · 창조 1:1).

.(브라암 · 창조하셨고, 창 5:2; 수 17:18)אם (2

.(하바라암 · 그들이 창조되던, 창 5:2)אם (3

.(레하브리아켐 · 스스로 살찌게 하노니, 삼상 2:29ים (4

.우보레아 · 창조하며, 사 45:7; 겔 21:19)ּובֹוא (5

.(보레아, 보라, 암 4:13)א (6

.(바라 · 창조 1:1)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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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던이와 바라던이=피르아토니= =  피

르아노니1): 늘 피르아토니= =  피르아노니
는! 제사

장 브니야 계열에 속하는 비라돈 사람을 말한다. 우리

말에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무엇 하던 이

라 한다.

* 바르게와 정직하게 여기는=바로=바르= = 바르2):
바로=바르= = 바르게 앉아라! 그러면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바라고=바라르= =바라그3)나 바르게 살

다의 바르게나 바르고 모두 축복과 찬송과 복 의미가

들어 있다.

* 봐 아파와 봐 아파= =  바아하바4): 우리나
랏말 어파하지 말아요의 이 아파가 바로 성경에서 봐

아파= =  바아하바지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

나님으로 한다. 봐 아파= =  바아하바5):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봐 아파= =  바아하바
한다. 사랑은 서로 아파하는 사이이다. 우리나라 사람

들은 서로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봐 아파라고

한다. 봐 아파= =  바아하바와 같다. 봐= 글자

두 번 숨 쉼의 헤= 두 번 숨 쉼 글자 2번이다. 성경

1) תֹו( ·비라톤사람, 대상 27:14).

.(바르 · 정직하게, 귀중히 여기는, 아 6:9)ר (2

 ,(봐이바르게후·그가 축복하여יהּו. ;(바라그 · 축복, 창 14: 14)כ (3
καί ηύλογησεν, 창 14:19), רּוּו(우바루흐 · 찬송할지어다, καί εύλογητοσ, 
창 14:20). 

.(바아하바, 아 8:7)ַאה (4

.(바아하바 ·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아 8:7)ַא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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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난히 이 두 번의미를 강조한다.

* 봐 얘 아 사라와 바예아스루하= =  바
예아스루하1): 우리말에 봐 얘 아서라가 있다. 히브리어 바

예아스루하= =  바예아스루하가 있다. 복된 자

의 뜻이다. 하나님의 아드님 손으로 전해주는 소식이

복된 자에 대해서이다.

* 봐 놓았다와 바노트= = 바노트2): 바노트=

= 바예아스루하 딸을 봐 놓았다.

* 봐 솟아 님과 봐 솟아 님= =  3): 예수
님 백합화 가운데서 와 솟아 님= =   예수
님이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님이 해 준다.

우리는 님이라는 말을 아주 잘 쓴다. 이 님은 바로 큰

역할을 나에게 해 주시는 분이다. 그로 하여 평생 님을

그리워하며 산다.

* 밖과 바같=페타흐= = 페타흐4): 바같=페타흐=

= 페타흐은 밖이 되고 이 밖은 문밖을 말한다. 글자

풀이로 보면 입이 끝났다이다. 말하는 일이 끝난 것이

다. 입과 관련된 것이 문 이미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같=페타흐= = 페타흐 바깥이라 쓰고 문밖=미테

타흐= = 미페타흐 우리말 문밖이다. 문밖=미페타

1)  )ַאר · 복된자라하고, 아 6:9).

.(바노트 · 딸, 대상 4:27)נֹות (2

.(봐솟아님 · 백합화가운데서, 아 4:5)ׁשים (3

,(페타흐 · 문밖, 창 19: 11)ח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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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 미페타흐1)이다. 말씀을 하페테하= =

하페테하2) 문밖에다 내 놓아라! 그래야 말씀이 제

대로 움직인다.

* 봐 너 알림과 신을 신는=봐 너 알림=바느알림=

= 바느알림3): 신을 신는=봐 너 알림=바느알림=

= 바느알림 봐 너 알림! 신 신는 네게 알림!

* 바라고와 축복에 축복=바라고 바라는=바라흐 바루

흐= =  바라흐 바루흐4): 축복에 축복=바라

고 바라는= =  바라흐 바루흐=축복을 몸에

바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송을 늘 입에 바르고=즐

거이 노래= = 바라흐 바루흐5) 하다보면 하나님에

의해 살아진다. 즐거이 노래 부르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삶이 행복해진다. 우리말에 ...을 바라고 바라는

이라는 말이 있다. 동시에 축복하는 일은 좋은 일을 몸

에 바르고=바리쿠= = 바루쿠6) 사는 일이다. 하나

님 집안만 생각하는 일은 복을 바르는 일이다. 하나님

에 의해 복이 발라지는 일이다.

* 바리바리의 바리와 바리= = 바리7)발라 아주

1) ( · 문밖, 출 12: 23, 민 16: 18).

. (하페테하 · 문밖, 창 19: 6)ה (2

.(바느알림 · 신을 신은, 아 7:2)ים (3

4) (바라그 · 축복하다, 복을 빌다, 수 24:10; 신 7:14; 시 66:8).

5) רּו(바루하 ·찬송하리로다, VQPP, Blessed be, 시 66:20)).

.(바르구 · 송츅하다 · 복을 빌다, P.D.NMS, O bless, 시 66:8)כּו (6

.(바리 · 살진, 창 41:20)י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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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 발랐다=하브라오트= = 하브라오트
하 발랐다 아주 많이 발랐다1): 바리 바리= =

= 바리 실어서 아주 많이 발랐다= = 하
브라오트 하 발랐다 아주 많이 발랐다. 하나님 집안에서

오직 머리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살다 보니 바리 바리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 왔다. 새로 결혼하는

색시가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간다. 히브리어 기본형

바리 바리= = = 바리와 변형 아주 많이 발

랐다=하브라오트= = 하브라오트에서 처음의

하= 는 우리말에 하 많아서의 하이다. 하나님을 찬송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리바리 하 많이 복을 주신다.

* 바라셨다와 =  베레시트2): 그분은

=  베레시트. =  베레시트 바라셨다에서

처음의 바가 접두사를 빼면 레시트=내시었다가 된

다. 내 놓으신 것이다. 기본형이 레시어트= = 
레시어트 내시었다3)이다. 창세기 제일 첫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바라셨다=베레시트= =

 베레시트 바라셨기에 내 놓으신 것이다. 한국 언어

존칭어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것은 신비하게도 성

경에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일을 처음으로 이 세상을

내시었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다.

)אֹו (1 · 살진, 창 41:20),

.(베레쉬트 · 태초에, 창 1:1)אית (2

.(레시어트 · 태초에, 창 1:1)אית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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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싹 말라와 바사르= = 바사르1): 우리말에는
바싹 말라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바사르= = 바
사르가 있다.

* 벼락과 복=바락= = 바라카2): 복=벼락=바락=

베라카= = 바라카는 동사 강의형 일 때는 계속

해서 무릎을 꿇다. 즉 복을 빌다이다. 복은 하나님을

찬양3) 하는 일로 찬양받기 위해 무릎 꿇음이다. 복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4)이다. 벼락5) 부자라는

말이 있다. 축복이 우박=벼락임=베라킴=  = 베라
킴!6) 무지한 어머니들은 딸들을 향하여 경상북도 영주

발음으로 베라먹을 년이라 야단친다. 사실은 딸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복은 베라

카=바락= = 바라카7): 복=벼락=바락=베라카=

= 카로 무릎을 꿇다 동사 바라크= 바라크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 찬양8) 동

사가 강의형일때 계속해서 무릎을 꿇다. 즉 복을 빌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바라쿠=

1) ( , 창 2: 23; 대상 11:1).

에서 유래하였는데 하나(바라크)ברך  베라카 · 무릎을 꿇다 동사)ברכה (2
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 찬양하다(창 9: 26, 24: 27).

3) 느 9: 5.

4) 창 12: 2.

.(벼락카 · 축복이, 슥 8:13)ה (바락 · 벼락, 슥 9:14)과ק (5

.(바락, 시 18:14)ק (베라킴)이나 우박ים (6

에서 유래하였는데 하나(바라크)ברך  베라카 · 무릎을 꿇다 동사)ברכה (7
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 찬양하다(창 9: 26, 24: 27).

8) 느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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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쿠1)=무릎 꿇음. 복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

어지는 것2)이다. 인간 행복은 하나님 그로 말미암는다.

하늘에서 천둥치는 벼락=  벼락임 벼락=바

락= 바라크3)이다. 축복이=벼락=브라카= = 4)
이다. 벼락임=우브라킴= =  우브라킴5)이다. 벼

락부자라는 말이 한국에 있다. 벼락이나 우박 모두 벼

락= = 바락6) 발음이다.

* 밖에서와 바카쉬트예후= = 바카쉬트예

후7): 밖에서=바카쉬= = 바카쉬8)는 찾을 사람을 찾

지 못한다. 밖에서=바카쉬= = 바카쉬9)에서는 사랑

이 없다. 다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일뿐이다. 우

리나랏말에 밖에서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밖에서=바

카쉬= = 바카쉬 찾으리라 하고, 구하고자 하여 밖

에서=바카쉬= = 바카쉬에서 내가 그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 했다. 사랑은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마

음 안에 있다. 집안으로 들어가야 안에 사랑이 있다.

* 받다와 믿다=바타흐= = 바타흐10): 하나님 집안

)כ (1 · 송축할지어다, 느 9: 5).

2) 창 12: 2.

.(바락 · 벼락, 슥 9:14)ק (3

.(벼락카 · 축복이, 슥 8:13)ה (4

 .우브라킴 · 출 19:16; 시 18:15, 77:19)ּוים (5

.(바락, 시 18:14)ק (6

.(바카스티후 · 내가 그를 찾아도, 아 5:6)יהּו (7

.(바카쉬 · 찾으리라 하고, 구하고자 하여, 대상 4:39; 아 3:2)ׁש (8

.(바카스티후 · 내가 그를 찾아도, 아 5:6)יהּו (9

.(바타흐 · 믿다, 삿 26:36)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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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 지혜를 믿다=바타흐= = 바타흐 받다. 우리

말에 받다라는 말이 있다.

* 밭과 여인=딸=밭= = 바트1): 여인이나 딸이나 모
두 밭 여인=딸=밭= = 바트2)이다. 밭3)이에요! 우리말
에는 곡식을 심어 먹을 수 있는 땅을 밭이라고 한다.

또 여인을 밭= = 바트4)이라 한다. 물론 여인, 딸 의

미도 같이 있다. 히브리어여인=딸=밭= = 바트은 안식
=쉬브= = 쉬브5)와 연결된다. 쉽다의 쉬브나 혹은

여인에게서 남성은 쉬어가는 행위를 쉽이라 한다. 우리

말에 쉬어라는 말이 있다. 안식 · 쉴 수 있는 의미가

여자이다. 그리고 밭은 딸의 의미이다. 히브리어 밭

= 바트 밭이고 딸이 동일 의미6)로 전개된다. 집=바이

트= = 바이트7)가 있다. 여자와 쉬는 일과 연계된다.

남성들이 여성을 집안에 들여서 사는 결혼은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과 평화와 앞으

로의 일하기 위한 축척 장소이다.

* 배로 내는과 잉태=배로 내는=브헤로네흐= =
1) : 30:21; 출 2:7; 레 18:11, 22:12; 신 25: 1, 18; 대상 2:49. 

 (밭 · 안식, 시 51:2, 창 30:21; 출 2:7; 레ת  · (밭 · 딸, 왕하 18:2)ת (2
18:11, 22:12; 신 25: 1, 18; 대상 2:49. ת(밭 · 딸, 말 2:11).

 .(바트, 창 7: 1, 12: 1, 14, 14: 14ת (3

4) 창 30:21; 출 2:7; 레 18:11, 22:12; 신 25: 1, 18; 대상 2:49. 

.(솨바 · 휴식, 시 51:2)ע (5

6) 딸 · 밭, 말 2:11.

 .(바트, 창 7: 1, 12: 1, 14, 14: 14)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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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하로네흐1): 여인들은 아이를 잉태=배로 내는=브헤로

네흐= =브하로네흐
배로 내느라 고생한다. 새 생

명이 태어날 때는 머리부터 나오며 머리가 숨쉬기를

바라 한 생명이 나온다. 여인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배

로 내는 어려운 일을 한다. 잉태=배로 내는=브헤로네흐

= =브하로네흐 잉태이다. 의미는 새 생명이 태어

날 때는 머리부터 나온다. 아내의 배에서 나오며 머리

가 숨쉬기를 바라는 아이 낳기 작업을 어머니는 한다.

* 뱉아놓다와 낳았으니=벹아놓다=바테레드= = 
바테레드2) : 여인의 자궁에서 아기를 낳았으니=벹아놓

다=바테레드= = 바테레드 뱉아놓다. 아기를 뱉아

놓다=낳았으니=벹아놓다=바테레드= = 바테레드.

우리말에 뱉아놓다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낳았으니=

벹아놓다=바테레드= = 바테레드는 낳았으니로 번

역되어 있다. 낳았으며=바티흐예나= = 바티흐예

나3)가 있다. 여인은 늘 무엇을 뱉아놓는다. 아이를 뱉

아 놓는다. 이상시 9호에서는 매끈매끈한 입으로 뱉아

놓는다 하였다.

매일같이열풍이불드니드듸여내허리에큼직한손이와닷는다. 황롤

1) ( · 잉태, 창 3:16).

2) (바테레드 · 낳았으니, 대상 4:6).

.(바티흐예나 · 낳았으며, 대상 7:26)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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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문골작이로내땀내가슴여드자마자쏘아라. 쏘으리로다. 나는내

소화기관에묵직한총신을늣기고내담으론입에맥근맥근한총구를늣긴

다.그러드니나는총쏘으듯키눈을감이며한방총탄대신에참나의입으로

무엇을내여배앗헛드냐.

~ 「시제 9호」

* 뱉아놓다와 뱉아놓다=바테레드= = 바테레드1)

: 여인의 자궁에서 아기를 뱉아놓다=바테레드= =

바테레드
뱉아놓다. 매끈한 입으로 아기를 베 놓다=베

노트= = 브노트2): 여인은 아기를 베 놓다=베노트

= = 브노트 배 놓다.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연결은

여인은 남편의 집에 영원히 들어 아이를 배 놓다. 우리

말에 아이를 베 놓다라는 말이 있다. 임신과 관련된다.

히브리어 = 브노트 베 노트는 여자들아 · 집 안

에 영원히 있기로 성경은 번역한다.

* 배 아래쪽과 배 아래쪽=베아르제누= = 
베아르제누3): 배 아래쪽=우리 땅에=베아르제누= =

 베아르제누! 우리말에 배 아래쪽이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베아르제누= =  베아르제누는 우리

땅에라고 번역된다.

* 배 아프다와 배 아프다=베아하바아토= =
베아하바아토4):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다=베아하

1) ( · 낳았으니, 대상 4:6).

. (베노트 · 여자들아, 아 1:5, 3:11, 2:6, 8:4)נֹות (2

.(베아르제누 · 우리 땅에, 아 2:12)ַאנּ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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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타= = 베아하바아토! 성경은 요나단이 다윋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배 아프다 배 아프

다=베아하바아토= = 베아하바아토! 히브리어
= 베아하브타 베아프타는 사랑하여의 뜻이다. 발음

은 우리나랏말 배 아프다와 같다. 메 아베드= =

 베아하브타1)도 사랑하심을 인하여라는 뜻이다. 모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의 아파=아하브하= =
아하브하2)에서 비롯된다.

* 뱉아내누와 우리의 문=페타헤누= = 페타

헤누3): 우리의 문=페타헤누= = 페타헤누=뱉아내

누! 우리말에 뱉아내누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우리

의 문=페타헤누= = 페타헤누는 우리의 문으로

번역되었다.

* 타 베게니와 어머니의 팔을 아가에게 타 베게니=

= 타 베게니4): 어머니가 어머니의 팔을 아가에

게 타 베게니= = 타 베게니 아가가 잘 잔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어머니의 팔을 아가에게 타 베게

니= = 타 베게니! 오른손으로 너를 어머니의

팔을 아가에게 타 베게니= = 타 베게니이다.

성경은 나를 안았었으리라로 번역!

4)  ( · 사랑하여, 창 22: 2; ; 레위 19: 18; 신 6: 5, 11: 1). 

.(메아하베드 · 사랑하심을 인하여, 신 7: 8)ָאת (1

2) (아파 · 너를 사랑하시고, 신 7: 13).

.(페타헤누 · 우리의 문, 아 7:14)ינּו (3

.(타베게니 · 나를 안았었으리라, 아 8:3)י (4



물의 시학 1117

* 벤네와 벤네= = 벤네1): 아이를 벤네= = 벤네
벴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아들들을 벴네! 하나님의

집 안에서 혜택을 받은 자 사랑 벤네! 우리말에 벤네라

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벤네= = 벤네는 하나님의

집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혜택을 받은의 뜻이다.

* 버리셔와 버리셔=폐례쉬= = 폐례쉬2): 이 걸 버

리셔=폐례쉬= = 폐례쉬 폐례쉬 버리셔! 입으로 머

리에 든 것을 버리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버리셔라고 말을 한다. 히브리어 버리셔=폐

례쉬= = 폐례쉬 폐레쉬는 똥 · 거름 · 인분의 뜻이

다. 주인이 버린 똥이다.

* 벗었더니와 벗었드니=파솨트티= = 파솨트

티3): 몸에 있는 무엇을 벗었더니 마음이 가볍다.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베앝았더니 마음이 가벼워져간다. 히

브리어 벗었드니=파솨트티= = 파솨트티 버섰으

니라다. 벗었다=파쇠트= = 파쇠트4) 파쇠트는 입으

로 다 벗었다이다. 다 말해버리는 것이다. 벗었다이다.

* 망할레와 중병=망할레=마할라= = 마할라 마

1) ( · 아들들이, 아 1:5).

 ;(폐레쉬 · 똥 · 거름 · 인분, 출 29:14; 레위 4:11, 8:17; 민 19:5ׁש (2
말 2: 3).

(파쇠트 · 벗기다가, 대ת (파솨트티 · 내가 벗었더니, 아 5:3)와י (3
상 10:8).

.(파쇠트 · 벗기다가, 대상 10:8)ת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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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1)와 중병=타할루= = 타할루2): 하나님이

중병이 들게 할 때 너 망할레=마할라= = 마할라
망할래? 생명 다할레=타할루= = 타할루 다 할

레? 물으신다. 이 병이 히브리어로 중병 중병=망할레=

마할라= = 마하랄라이다. 생명 다할레= =

타할루 다 할레도 중병이다. 망 할레는 하나님으로부

터 오는 말씀이 몸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일, 곧 말

씀대로 이루어짐이다. 하나님 뜻이 있어야 중병도 든

다. 다 할레 역시 십자가지는 마음이 드는 때이다. 병

이 들면 마음이 겸손해 지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으

로 이 세상을 떠날 대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

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날 대는 십자

가를 지는 마음이 된다. 슬픔의미다.

* 뻬어나와 빼어나=베나= =  베나3): 우리나라
경치는 베나=빼어나다. 아름다움은 속에서 베어나와야

한다. 우리말에 빼어나다라는 말이 있다. 아름다우니=

빼어나=베나= =  베나 뻬어나다.

* 베고 가 빔과 베개를 베고 가 빔=베코케빔=

=  베코케빔4): 베개를 베고 가 빔=베코케빔=

1) ( ·중병, 대하 21:15).

.(타할루·중병, 대하 21:19)לּוא (2

.(베나와, 아름다우니, 아 1:5)א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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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코케빔 베개를 베고 가 빔! 하늘의 별이 아

름다웁다. 참으로 시적인 문구다. 잠자는 도구 베개 베

고 가 빔이 별들이다. 별들 안이다. 아마 별들은 밤에

배개 배고 가 빔의 밤을 보내므로 아름다운지 모른다.

베개를 베고 가 빔=베코케빔= =  베코케빔이
별들이다.

* 배개다와 의복=너가 배고 잘 베개다= = 베개

다1): 우리말에 너가 배고 잘 베개다라는 말이 있다. 히

브리어 의복= 너가 배고 잘 베개다= = = = 
베개다는 의복이다. 의복은 은혜 갚는 가슴을 말한다. 은

혜를 갚으려 입고 다니는 게 옷이다.

*베 짤렘과 베짤렘= = 베짤렘2):베짤렘= =

베짤렘 배 짤 렴 내 형상대로 베짤렘= = 베짤

렘 배 짤려면 향기가 포올폴 나야 돼! 우리말에 베짤려

는가하고 의사를 물을 때에 베 짤렘?하고 물을 수 있

다. 히브리어 베짤렘= = 베짤렘 곧 형상대로이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 형상대로 태어났다. 하나

님의 형상대로 되어 나왔다. 형상=베잘레모= =

베잘레모3)가 형상이다.

)כֹוי (4 · 별들, 시 8:3).

.(베개드 · 의복, 신 24:7; 슥 14:14)ד (1

.(베젤렘 · 곧 형상대로, 창 1:27)ם (2

.(베잘레모 · 자기 형상, 창 1:27)מֹ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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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께로와 보니까=보께로= = 보께로1): 내가 보

니까=보께로= = 보께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일이 있다. 이에 감탄하며

그 분 집 안에 들어가는 일이다. 바로 일찍 일어나 일

을 하는 일이다. 우리말에는 보께로 곧 보니까의 사투

리가 있다. 히브리어 보니까=보께로= = 보께로는
아침과 경작하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경작해 놓으신 하늘의 태양은 떠오르며 빛나고 맑은

공기 그리고 지저기는 새 소리로 일을 시작할 마음이

솟는 힘찬 때이다. 모두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가서 일

하는 일은 하나님 따라 그대로 내가 하는 일이다.

*보네하자와 서로 보네 하제=하제와 서로 보네 하제

=하제=브네하제= = 브네하제2): 우린 서로 서로

보네 하제=하제와 서로 보네 하제=하제=브네하제=

= 브네하제 약속은 그 분 일을 하는 우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말에 보네하제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서로 보네 하제=하제와 서로 보네 하제=하제=브

네하제= = 는 우리로 보게 하라이다. 눈으로

서로 보는 일은 서로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하

는 일이다.

*보쌈과 향기=보쌈= = 보쌈3), 향품=보쌈임=브쌈

1) ( · 아침 · 경작하는 일, 전 11:6; 사 17:11, 50:4; 겔 12:8).

.(브네하제 · 우리로 보게하라, 아 7:1)ה (2

ם (3 .(보쌈, 아 4:16)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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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브쌈밈1): 향기=보쌈= = 보쌈 보쌈 해

온 안에 향이 가득 들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이

낮게 엎드리면 물이 가득 드는데 말씀이 가득 드는 일

이다. 우리들은 보쌈이란 말을 많이 한다. 히브리어 향

품이 = 보쌈 보쌈이다. 보쌈 속에는 말씀이, 물이
가득 들어 있다.

*보아와 보아= = 보아2): 보아= = 보아 모두

보아라는 말은 가까이 이르러 본다이다.

* 봐와 봐=봐흐= =바흐3): 우리나라사람들은 친한

상대를 향해 이 봐=봐흐= =바흐 한다. 이 이 봐가

바로 주님의 의미로 번역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의 말은 복을 받는 언어이다. 주를 늘 부르니까!

* 보이네와 보이네=브에네= =  브에네4): 보이
네=뵈네=브에네= =  브에네 하나님이 좋아 하시

는 일이 보이네= = =  브에네 보이네! 정말
아들=뵈네= = 뵈네5)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네! 하나

님이 만드신 내 눈6)안에 가득 들어오네! 우리말에 보

)י (1 · 향 품, 아 4:16).

.(보아 · 보시기에 · 왕하 24:9, 19)בֹוא (2

3) (봐, P. MYS, 주를, on thee, 시 637).

.(브에네, 뵈네 · 보시기에 · 왕하 24:9, 19)יי (4

.(베네 · 아들은, 자손, 대상 2:1, 3, 30, 32, 33)י (5

.(에 · 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눈)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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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 혹은 뵈네가 있다. 히브리어 보이네=브에네=

=  브에네는 뵈네 · 보시기에 뜻이다. 말이나 뜻이 같

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고 나쁨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

다. 아들=뵈네= = 뵈네 뵈네1)이다. 자손의 뜻이기도

하다.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그 결과를 낳는 일이다.

눈 언어 에= 에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눈!

* 뵈오려 모이다와 회막=뵈오려 모이다=베오할 모에

드= =  베오할 모에드2): 이제 뵈오려

모이다3) 회막 안으로, 히브리어 뵈오려 모이다=베오할

모에드= =  베오할 모에드4)는 우리나랏

1) ( · 아들은, 자손, 대상 2:1, 3, 30, 32, 33).

 ,(베오할 모에드)출 27: 21, 28: 43, 29: 4, 10, 11, 30, 32ל מֹוד (2
42, 43, 44, 30: 16, 18, 20, 26, 36, 31: 7, 33: 7, 8, 9, 10, 11, 38: 8, 30, 
39: 32, 39: 40, 40: 2, 6, 7, 12, 22, 24, 26, 29, 30, 32, 34, 35; 레 1: 1, 
3, 5, 3: 2, 8, 13, 4: 4, 5, 4: 7, 14, 16, 18, 6: 16, 26, 30, 8: 3, 4, 31, 
33, 35, 9: 5, 23, 10: 7, 9, 12: 6, 14: 11, 23,  15: 14, 29, 16: 7, 16, 17, 
20, 23, 33, 17: 4, 5, 6, 9, 19: 21, 24: 3; 민 1: 1,  2: 2, 17, 3: 7, 8, 25, 
38, 4: 3, 4, 15, 23, 25, 28, 30, 31, 33, 35, 37, 39, 41, 43, 47, 6: 10, 
13, 18, 7: 5, 89, 8: 9, 15, 19, 22, 24, 26, 10: 3, 11: 16, 26, 12: 4, 14: 
10, 16: 18, 19, 42, 43, 50, 17: 4, 18: 4, 6, 21, 22, 23, 31,  19: 4, 20: 
6, 25: 6, 27: 2, 31: 54; 신 31: 14; 수 18: 1, 51; 삼상 2: 22; 삼하 7: 6; 
왕상 8: 4; 대상 6: 32, 9: 21, 23: 32; 대하 1: 3, 6, 13, 5: 5

 ,(베오할 모에드, 출 27: 21, 28: 43, 29: 4, 10, 11, 30, 32ל מֹוד (3
42, 43, 44, 30: 16, 18, 20, 26, 36, 31: 7, 33: 7, 8, 9, 10, 11, 38: 8, 30, 
39: 32, 39: 40, 40: 2, 6, 7, 12, 22, 24, 26, 29, 30, 32, 34, 35; 레 1: 1, 
3, 5, 3: 2, 8, 13, 4: 4, 5, 4: 7, 14, 16, 18, 6: 16, 26, 30, 8: 3, 4, 31, 
33, 35, 9: 5, 23, 10: 7, 9, 12: 6, 14: 11, 23,  15: 14, 29, 16: 7, 16, 17, 
20, 23, 33, 17: 4, 5, 6, 9, 19: 21, 24: 3; 민 1: 1,  2: 2, 17, 3: 7, 8, 25, 
38, 4: 3, 4, 15, 23, 25, 28, 30, 31, 33, 35, 37, 39, 41, 43, 47, 6: 10, 
13, 18, 7: 5, 89, 8: 9, 15, 19, 22, 24, 26, 10: 3, 11: 16, 26, 12: 4, 14: 
10, 16: 18, 19, 42, 43, 50, 17: 4, 18: 4, 6, 21, 22, 23, 31,  19: 4, 20: 
6, 25: 6, 27: 2, 31: 54; 신 31: 14; 수 18: 1, 51; 삼상 2: 22; 삼하 7: 6; 
왕상 8: 4; 대상 6: 32, 9: 21, 23: 32; 대하 1: 3, 6, 13, 5: 5

 ,(베오할 모에드)출 27: 21, 28: 43, 29: 4, 10, 11, 30, 32ל מֹוד (4
42, 43, 44, 30: 16, 18, 20, 26, 36, 31: 7, 33: 7, 8, 9, 10, 11, 3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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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뵈오려 모이다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모아

말씀을 전하는 회막이다.

* 보이네와 뵈이네=브에네= =  브에네1): 푸른

초목이 뵈이네! 우리말에 보이네 혹은 뵈네가 있다. 히

브리어 뵈이네=브에네= =  브에네는 보시기에이

다.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고 나쁨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 아들=뵈네= = 뵈네 뵈네이다.

* 뵈오시임과 그 분이 하시림=베호시임= = 
 베호시임2): 그 분이 구원하시리=베호시임 보이심=

=   베호시임! 내가 그 분 뵈오시임에 내 구원
문제가 이루어지나이다. 우리말에는 뵈오시임이라는 존

칭어가 있다. 히브리어 그 분이 구원하시리=베호시임=

=   베호시임은 그들을 구원하리니로 번역되

었다. 숨쉬기를 원하는데 그 분에 의하여 눈으로 보여

지게 되었다라는 글자 의미가 있다.

* 베푸다의 베푸와 베피= = 베피3): 여호와를 항

39: 32, 39: 40, 40: 2, 6, 7, 12, 22, 24, 26, 29, 30, 32, 34, 35; 1: 1, 
3, 5, 3: 2, 8, 13, 4: 4, 5, 4: 7, 14, 16, 18, 6: 16, 26, 30, 8: 3, 4, 31, 
33, 35, 9: 5, 23, 10: 7, 9, 12: 6, 14: 11, 23,  15: 14, 29, 16: 7, 16, 17, 
20, 23, 33, 17: 4, 5, 6, 9, 19: 21, 24: 3; 민 1: 1,  2: 2, 17, 3: 7, 8, 25, 
38, 4: 3, 4, 15, 23, 25, 28, 30, 31, 33, 35, 37, 39, 41, 43, 47, 6: 10, 
13, 18, 7: 5, 89, 8: 9, 15, 19, 22, 24, 26, 10: 3, 11: 16, 26, 12: 4, 14: 
10, 16: 18, 19, 42, 43, 50, 17: 4, 18: 4, 6, 21, 22, 23, 31,  19: 4, 20: 
6, 25: 6, 27: 2, 31: 54; 신 31: 14; 수 18: 1, 51; 삼상 2: 22; 삼하 7: 6; 
왕상 8: 4; 대상 6: 32, 9: 21, 23: 32; 대하 1: 3, 6, 13, 5: 5

1) ּא(베이베 · 푸른초목, 아 6:11).

.(베호시임 · 그들을 구원하리니, 슥 9:16)הֹוי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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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송축하기를 내 입에 베피= = 베피는 일은 입에

버릇처럼 하는 일상이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

게 베푸시는 베피= = 베피 입에서다. 늘 찬송하면서

사는 생활이다.

* 빼았았다와 빼앗았다=베사투= = 베사투1): 침범

하는 일을 히브리어 뺏았았=베사투= = 베사투라 한

다. 입도 뻥긋 못하게 빼앗았다=베사투= = 베사투.

* 베 짤래와 우리의 형상=베짤려니= = 베

짤려니2): 삼베로 형상=베짤려니= = 베짤려니?=

형상=짤렘=젤렘= = 짤렘3)으로 한다. 우리나라 사

람들은 옷을 만들기 위해 삼베를 짰다. 성경은 우리의

형상=베짤려니= = 베짤려니 발음으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고로 번역한다. 기본형 짤렘4) · 형상.

* 벤과 인생=벤= = 벤5): 뱃속에서 배냇짓을 하는

아이를 밴= = 벤 여인. 베누 베누 =  베누

베누!6) 아이를 베누 베네. 아이를 만들다이다. 성경은 인

생으로 번역되었다. 영원히 살게 만드는 일이 아이다.

3) ( · 내 입에, 시 34: 1).

 (바이페스투 · 침범하였는지라, 대상תּו (보사트) 기본형을 가진ת (1
14:9).

 (베잘레메누 · 우리의 형상을 따라, in our image, κατ είκόνναנּו (2
ήμετέραν,  창 1:26).

.(젤렘 · 형상, 창 1:26)ם (3

.(젤렘 · 형상, 창 1:26)ם (4

.(베네 · 자손의, 출 35:1, 4; 민 13:24)י (5

י (6 .(베누 베네 · 인생, 창 11: 5)נּ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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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에 방금 태어나 아이가 하는 짓을 배냇짓이라

한다. 히브리어 = 벤1)은 아들의미이다. 인생= = 
브네2)는 자손과 인생으로 번역!

* 벴나봐와 그의 보시기에=벴나봐=벤나봐= = 
 벤나봐3): 그의 보기에=벴나봐= =  벤나봐! 우리
말에 벴나봐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그의 보기에=벴

나봐=벤나봐= =  벤나봐 그의 보시기에로 번역!

안에 들도록 하여 주신이다.

* 뱃살과 뱃살=베살= = 베살4):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 뱃살= = 베살이다. 우리말 뱃살이 있다.

* 보와 보= = 보5): 그의 보 안에 안긴 삶은 행복

하다. 보는 손을 쫘악 편 상태의 보= = 보이다. 음식

덮을 때의 보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서로 내기를 할

때 가위 바위 보한다. 히브리어 보= = 보 보는 그의

안에 뜻이다. 그의 안에 들기를 바라는 일이다.

* 보라고와 보라고=보라크= =보라크6): 송축할지

어다 나를 보라고=보라크= =보라크! 우리말 보라

고이다.

* 보쌈과 보쌈= = 보쌈7) 하보쌈=하보셈= =

1) ( · 아들, 민 13:9, 10).

.(베네 · 자손의, 출 35:1, 4; 민 13:24)י (2

.(벤나봐 · 그의 보기에, 아 8:10)ייו (3

.(벳사르, 고기, 출 29:14)ר (4

.(보 · 그의 안에, 창 3:3, 4:7, 37:10)בֹו (5

6) (보라크 · 송축할지로다, 대상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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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보쌈1) 향품=보쌈임=베솨마임= 베솨마임2): 향

품을 보쌈= = 보삼3)하자. 히브리어 하보쌈=하보셈

= = 하보셈 · 향품=보쌈임=베솨마임= 베솨마임

향품.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향기의 관계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집 아래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

을 보쌈해가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결혼제도가 있었

다. 향기를 가져간다.

* 보아, 봤다와 보아= = 보아4). 와서=봤지=봐티=

 =  바티5): 보아= = 보아 와서=봤지=봐티=

 =  바티 봤지 그가 왔다.6) 우리나랏말에 보아와 봤
다라는 말이 있다. 보아= = 보아 봤지=봐티=  =

 바티 와서 보았지이다. 그가 와야 보는 일이 일어난
다. 봐=보아= = 보아= he came7)이다.

* 부끄리고의 부끄와 부스= = 부스8): 우리말에 부
끄리고의 아름다운 시적 언어가 있다. 히브리어 부끄리

고=부스= = 부스이다.

7) ( · 향 품, 아 6: 2).

.(하보셈 · 향 품, 아 6: 2)ם (1

.(베삼밈 · 향 품이요, 아 4:14)ים (2

ם · (베삼밈 · 향 품, 아 8: 14)ים · (하보셈 · 향 품, 아 6: 2)ם (3
(하보셈 · 향기로운, 아 6: 2) · ים(베삼밈 · 향기로움, 아 8: 14) · ים
(베삼밈 · 향 품이요, 아 4:14).

.(보아 · 보다 · 와서, 왕상 10:7, 7:16)בֹוא (4

.(봐티 · 와서, 왕상 10:7)אי (5

6) 김영진,『성서히브리어』(서울:올람하타낙, 2001), 88., 

7) 김영진, 『성서히브리어』(서울:올람하타낙, 2001), 88., 

 ,(부스·부끄리고, VQASZP, They were confounded, 욥 19:19)ׁ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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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게와 뽀케아으= =뽀케아으1): 장작을 도끼로

갈라지게 뽀게2)고 뽀게=뽀케아으= =뽀케아으 우리
나랏말에 뽀게라는 말이 있다. 장작을 도끼로 갈라 나

누다의 뜻으로 된 히브리어 뽀게=뽀게아으= =뽀
케아으!

* 봐야라와 보시니=바야라= = 바야라3): 보시니=

바야라= = 바야라 · 보시니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보이라라고 말을 한다. 히브리어 보시니=바야라= =

바야라는 보시니이다.

* 부드러움과 땋은 머리=부드러움=바토림= =

바토림4) : 처녀의 아름다운 땋은 머릿결=부드러움=바

토림= = 바토림 부드러운 느낌이 팍팍 일어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 머릿결이 부드럽다. 우

리말 부드러운은 히브리어 부드러움=바토림= =

바토림 부드러운 머릿결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서 머

리가 물이 많구나의 글자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으면 부드럽다.

1) ( · divides 창 7: 11; 출 14: 6; 전 10: 9;  시 78: 15; 사 
35: 6).

2) 통나무로 된 조각, 일명 장작을 도끼로 갈라지게 한다.

(바이라 · 보시니, 창 1:31)ר (3

.(바토림 · 땋은 머리털로. 이 1:10)י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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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와 푸르= = 푸르1) 부림= = 푸림2):

우리말에 부르다가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 =

푸르
부르짖어 부림=푸림= = 푸림3)절이 되었

다. 에스더는 현명하게 자기의 남편 왕에게 잘 부르짖

어 유대인이 승리하는 부림절을 모르드게로 하여금 만

들게 했다.

* 부수어와 부숴=부스= = 부스4): 부숴= =

부스 깨뜨려 버려랴! 우리말에 부수다라는 말이 있다. 부

숴= = 부스5) 밟다, 밟아 버리다, 깨트려=세게 깨트

려=쇠부루= = 쇠부루 부숴6)버리다.

* 부탁과 부탁=히스바으티= = 히스바으티7)
히8):부탁=히스바으티= = 히스바으티 확실히 부탁9)

)פּוו (1 · 에 9:26, 32).

.(부림절 · 에 9:26, 32)ים (2

.(부림절 · 에 9:26, 32)ים (3

 (쉬브루 · 깨트려, 왕하רּו .가 있다(부쓰 · 밟다, 밟아 버리다)בּוס (4
25:13, 시 44:5, 60:12, 108:13; 잠 27:7; 사 14:19, 25, 63:6, 18; 렘 
12:10; 겔 16:6, 22; 슥 10:5.

5) 시 44:5, 60:12, 108:13; 잠 27:7; 사 14:19, 25, 63:6, 18; 렘 12:10; 
겔 16:6, 22; 슥 10:5.

.(쉬브루 · 깨트려, 왕하 25:13)רּו (6

 (쉬브루 · 깨트려, 왕하רּו .가 있다(부쓰 · 밟다, 밟아 버리다)בּוס (7
25:13, 시 44:5, 60:12, 108:13; 잠 27:7; 사 14:19, 25, 63:6, 18; 렘 
12:10; 겔 16:6, 22; 슥 10:5.

.(히스바으티 · 내가 부탁한다, 아 8:4)י (8

.(히스바으티 · 내가 부탁한다, 아 8:4)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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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히브리어부탁=히스바으티= = 히스바으티 확실
히 부탁 내가 부탁!

* 불쑥 튀 나와와 네 입술=시프토타이흐= =
시프토타이흐1): 입이 불쑥 튀나와 말씀 전하느라 입술

은 불쑥 튀나와! 우리나랏말에 입이 불쑥 튀나와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네 입술=시프토타이흐= =
시프토타이흐 네 입술은 말씀 전하느라 입술은 불쑥

튀 나와이다.

* 불 살라버리고의 살라버..와 살라버=사르프= =

사르프2): 불 살라버=사르프= = 사르프 살라버리는

마음! 우리나랏말에 불 살라버린다는 말이 있다. 히브

리어 불살라 버리고=살라버=사르프= = 사르프 불살

라버리고=사아라프 바이세로프= = 세로프3) 불살

라 버리고= =  사라프4) 베사리푸=또

사르고= =베사리푸5) · 불살라버리다=베사라프

타= =베사르파6)가 있다. 모두 말씀대로 이루어

지는 십자가의 이야기이다. 청춘 바로 불살라버리다 인

생이다.

1) ( · 네 입술은 · 불쑥나온, 아 4:3) · 

2) (사르프 · 불사르고, 출 29:14; 왕상 13:2; 왕하 25:9).

.(사르푸 · 무리가 사르고, 수 6:24)פּו (3

ף (4 .(사아라프 바이세로프 · 불 살라버리고. 왕하 25:9)ף

5) (베사르푸 · 사르고, 겔 16:41).

6) (베사라프타 · 불살라버리다 ,신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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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와 베여호와=   =  베여호와1): 우리나라 부

여에 얽힌 이야기로 백제 12대 왕의 딸 이름은 부여화

이다. 이 부여화는 히브리어 부여화에서 찾아진다. 올

브라이트는 고유명사에 와우= 를 고대형의 아담 아내

이름 하와2)라 했고 레이젤은 하야= 하야3)라 했다.

연결 음 부 부여와가 된다. 우리나라에 부여라는 곳이

있다. 12대 왕의 딸 이름은 부여화이다. 히브리어 베여

호와=   =  베야웨4) · 여호와 안 여호와 안이다.

올브라이트는 고유명사에 와우= 를 고대형의 아담 아

내 이름 하와= 하와5)라 했고 레이젤(Dr. M. Reisel)

도 하야= = 하야 하야 기본 하와= 하와 하와6)라

했다

* 비누와 생각하라=비누= = 비누7) · 생각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생각하라=비누= = 비누이다. 비누
1) ה( · 여호와 안).

 Albright,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aeology and · (하와)חוה (2
Philology, p.374; M. Noth, Exodu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44. 

 · Dr. M. Reisel, The Mysterious Name of Y :הוה (하야) 기본형ה (3
H · W · .H(Assen: Royal van Goreun Ltd, 1957), 12.

.(베야웨 · 여호와 안)הה (4

5)Albright,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aeology and Philology, 
p.374; M. Noth, Exodu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44. 

6) Dr. M. Reisel, The Mysterious Name of Y H ･ W ･ .H (Assen:  
Royal van Goreun Ltd, 1957), 12.

.(비누 · 생각하라, VQMMYP, consider, σύνετε, 신 32:7)ינּו (7



물의 시학 1131

는 누구나 늘 씻는 일상사에서 사용한다. 생각하라는

명령은 억누르지 않고 사알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집안

에서 아비에게 사알 사알 물어 잘 여쭙고 그러면서 늘

비누로 손을 씻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사랑

하시는 존재이다. 더러움을 씻는 영적 일은 비누가 담

당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다칠까봐 사알사알 말

씀하시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물을 통해 씻는 길을 비누로 열어준다. 우리들의 삶

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씻는 일이다. 물을 가까이 하면

서 마음을 씻는 일은 그분이 주신 비누로 하는 일이다.

비누를 사알사알 묻히어 생각해요

비누가 생각하라 뜻에요 억누르지

말아요 비누=
비누

· 생각하라

방울 방울방울 날아요

집안의 어른에게 물어요 서두르지

말아요 비누로만 누비어 들어봐요

잘 여쭤 문대어 봐요 부드러운 속삭임

물에만 녹아나요 물이 말씀에요

먼저는 물어보고 그리고 문질러요

사알살 마음이 녹는 부드러운 느낌요

날마다 입느라고 하얀 옷 내 옷 위에

낀 때가 날로 익어 저리로 저리 끼고

그래서 나의 빨랫감 비누에게 다가 가

손으로 옴팍옴팍 빠르게 비벼비벼

그리움 뛰다뛰다 싹싹싹 비벼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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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 올라앉으며 달콤 내음 파악팍

풍기는 그리움의 내음을 반겨주며

날이며 날마다로 달콤한 부드러움

그리운 단 비누 내음 기분 좋다 으으음

- 이영지 「비누 내음」

* 비빔과 단비=라비브= = 라비브1): 단비=라비

브= = 라비브가 비비며 내려요! 단비=비르비빔=

=  비르비빔2) 안= 비 3회, 하나님의 손= 이

2회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안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아

들의 상징 손이 강조된다. 그러기에 비가 내리면 모든

식물이 잘 자라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내

리면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글자를 보면

비! 세차게 잠깐 단비이다가 내리는 소낙비도 된다. 발

음 또한 비비나 비빔으로 마음껏 비벼 맞을 수 있는

반복리듬3)이다. 온갖 나물을 같이 비벼먹는다 비빔밤

문화이다.

우리나라에는 단비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는 단비=라비브= = 라비브4) · 단비를 기본형

으로 하는 단비=비르비빔= =  비르비빔=비르
)י (1 · 단비).

(비르비빔 · 또 단비로, P.NMP, with showers, καί ώσεί νίφεייים (2
τοσ. 신 32:2, 시 65:11l).

3) 아카드어와 히브리어는 밀접하다. 반복 리듬 언어 예는 라카라크
(stork) · 살사루(crieket) · 발바루(jackal) · 판파누(chamber for god) · 단
다누(all~powerful) · 캄캄마타(ring) 등.

.(라비브 · 단비)י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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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 비르비빔1) · 또 단비로이다. 기본형이나 본문 모

두 비비와 비빔 발음이다. 나물을 넣고 비벼먹는 느낌

을 일으킨다. 비빔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는 한국이

다. 갑자기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채소는 물을 받

아 비벼지며 잘 자라게 된다. 이 비를 성경은 단비라

하였다. 사실 채소가 오랫동안 소낙비를 맞으면 물러

터져서 먹지 못한다. 그러나 잠깐 동안 내리는 소낙비

여름에 채소가 잘 자라는 단비이다.

발음 또한 비비나 비빔으로 마음껏 비벼 맞을 수 있

는 반복리듬이다. 반복 언어의 가장 오래된 근거는 아

카드어에서 찾아 진다. 아카드어와 히브리어는 밀접하

다. 반복언어의 예는 라카라크(stork) · 살사루(crieket)

· 발바루(jackal) · 판파누(chamber for god) · 단다누

(all~powerful) · 캄캄마타(ring) 등2)이 있다.

* 비슷하다와 비슷하다=비스나타= = 비스나타3):

비슷하다! 우리말에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비슷하다=비스나타= = 비스나타· 년, 해 한해의 년

을 말한다. 해살이는 하나님 안에서 부서지며 사는 나

날을 말한다.

)ייי (1 · 또 단비로, P.NMP, with showers, καί ώσεί νίφε
τοσ. 신 32:2, 시 65:11l).

2) 엄원식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69:.  

.(비스나트 · 년, 해, 슥 1:1)ת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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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와 나의 유방=베솨타이흐= =베솨타이

흐1) 나의 유방은=비싸다= = 비사다이2) 비싸다: 유

방은 비싸다=베솨타이흐=솨타이흐 ‘네 유방은’!

* 빚어 낼려면과 닮음=브잘르메누= = 브잘
르메누3): 우리는 어떤 모양을 만들면서 빚어 낼려면이라

고 한다. 형상을 만드는 일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셋이서 그들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그들의 형상

을 빚어내어 놓는다. 히브리어 닮음=브잘르메누=

= 브잘르메누· 우리의 닮음 브잘르메누 · 우리의 형

상을 따라이다. 성삼위 세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내려 면이라 하고 있다.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 일체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다

름 아닌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형상이

며, 사람을 만들 때 성삼위가 빚어 낼 모=브잘메모=

= 브잘메모4)한다. 빚어낼렘= 브잘렘 빚어낼렘

이다. 아름다운 모양과 동시에 향기가 있는 사람을 만

들려면 영어로 in the image of이다. 닮음=브잘르메누=

= 브잘르메누 우리성부정사성령의 형상을 따라, 닮

1) ( · 네 유방은, 아 7:8).

2) (브사다이 · 나의 유방은, 아 8:10).

.(브잘르메누 ·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닮음. 창 1:25)נּו (3

 :(브잘레모 · P.NMS.MZS, in his own image, 창 1:27)מֹ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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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다.

* 비트네와 비트네=비트네흐= =비트네흐1): 말

씀 듣느라 허리 비트네=비트네흐= =비트네흐2)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지혜자의 모습이다.

* 사나와 사나=솨나= = 솨나3): 왜 사나=솨나=

= 솨나 사나 삶을 사는 나이를 먹어4)간다. 자녀를

낳는 일을 창세기 5장은 전부 나이 사나=솨나= = 
솨나로 한다. 우리나랏말에 “왜 사나”란 말과 그 사람은

몇 년을 사나라는 말이 있다. 사나=솨나= = 솨나
솨나에서 찾아진다. 사나=솨나= = 솨나를 한 번만

사용되면 연세이고 사람의 산 연륜은 솨님= = 솨
님 솨님으로 부서지며 산 삶을 말한다.

* 비빔과 소낙비=르비빔= =  르비빔5): 소낙

비가 비비며 내리는 비 비 비빔 소낙비=르비빔=

=  르비빔 소낙비이다. 우리말에 비빔이라는 말이

있다. 소낙비가 히브리어 소낙비=르비빔= = 

1) ( · 허리, 아 7:3).

2) (비트네흐 · 허리, 아 7:3).

3)   ,(솨나 솨나 · 해, 신 14: 22, 15:12; 에 9:21, 27, 창 5:3, 5, 8ה
9, 10, 11, 12, 13, 14, 15 등).

.(솨님 · 햇수)ים (4

,(르비빔 · 소낙비, 시 72:6)יי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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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비빔이다. 그분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소낙비

의 뜻이다. 소낙비는 비비며 내려오네요!

* 비켜와 비켜=비크아= = 비크아1): 비켜=비크

아= = 비크아 비켜 앉아 바벨탑의 사건을 모의

한 너희들 나처럼 되려고 몰래 비켜 앉아 바벨탑을 쌓

는데! 우리말에 비켜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비켜=비

크아= = 비크아 비켜이다. 무슨 일을 나쁘게 도

모할 때 몰래 비켜 앉아, 일을 꾸미는 일, 바벨탑의 사

건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몰래 비켜 앉아 뭉치었다.

* 사르르와 중심=배꼽=솨르리흐= =솨르리흐2):

배가 사르르 아프다. 중심=배꼽=솨르리흐= =솨
르리흐이다.

* 사모와 사모와 80=기름짐=사모님=쉐모님= =

 쇠모님3):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부인을 존경하는

의미로 사모님이라 한다. 80=기름짐=사모님=쉐모님=

=  쇠모님. 들으라=사모 아 으=솨모아으= =

 솨모아으4)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들으라 너희는 들

으라! 말씀이 마르고 닳도록 사모! 80=기름짐=사모님=

쉐모님= =  쉐모님 사모님 남편 덕에 기름진

1) ( · 평, 창 11:2).

2) (솨르리흐 · 중심 · 배꼽, 아 7:3)

.(쉐모님 · 팔십, 기름진, 창 5: 26)מֹוים (3

4) מֹו(솨모아으 · 들으라,  VQNA, deligently עּו(쉬므우 · 너희는 들
으라, VQMMYP, hear, 욥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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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

* 사모했던과 기쁨=사모했던=싀므아흐트= = 
싀므아흐트1): 그대를 사모했던=싀므아흐트= = 싀
므아흐트 사모했던 내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어 기쁨=사모했던=싀므아흐트= = 싀므아흐

트이다.

* 싸멘과 싸멘=쉐멘= = 쉐멘2): 말씀만으로 싸멘=

쉐멘= = 쉐멘 삶은 기름진 삶이다. 우리말 싸멘, 싸

멘=쉐멘= = 쉐멘!
* 쏴 바와 영예=쏴 바=솨 바= = 솨바!3): 영예로
움을 하나님 영광을 쏴 바르고 사는 삶은 그 분의 아

들! 우리들은 쏴 바라는 말을 한다. 히브리어 영예=쏴

바=솨 바= = 솨바 영예 이미지이다. 영예는 하나

님이 그의 영광을 쏴 바라고 말씀하신다. 뜻은 하나님

이 그의 아들을 희생물로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뜻이다.

* 싸비비와 주위를 여러 번 둘러=사비브= = 사
비브4): 우리말에 싸비비어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주

위를 여러번 둘러=사비브= = 사비브 · 회전 · 옹

위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두르시어 우리는 살아

간다. 주위를 여러 번 둘러=사비브= = 사비브는
1) ( · 기쁨, 아 3:11).

.(쉐멘 · 기름진, 시 23:5)ן (2

.(솨바 · 영예, 대상 16:35)ח (3

 · (싸비비יב ,(싸비비 · 주위를 여러번 돌려, 레 9:18; 욥 22:10)יב (4
사면에 있는, 슥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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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여러 번 돌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돌아다니

시며 옹위=사비브= = 사비브1) 사비브 · 옹위 우

리를 옹호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나라사람들은 비빔밥 문화권속에서 비빈다는 말

을 잘 한다.음식자료 여럿을 충분히 싸 비비면 음식이

한결 맛이 있다. 히브리어 주위를 여러번 둘러=옹위=사

비브= = 사비브 주위를 여러 번 돌려!

* 사아르 사아르와 물이 넘치지 않도록=하사하르

알~예흐사르= ~ =  ~ 하사아르 알∼

예흐사르2): 우리말에 사알 사알 물이 넘치치 않도록 가득

붓는다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물이 넘치지 않도록=하

사하르 알~예흐사르= ~ =  ~ 하
사아르 알∼예흐사르 · 가득 부은 물 높이! 하사하르 알 ~ 예

흐사르 · 가득히 부은.

* 사알과 문=솨아르= = 사아르3): 문 닫을 땐 사
알 닫으세요! 우리말에 문을 닫을 때 사알 닫으라가 있

다. 이 언어는 사아르 사알짝이라는 시어로도 탄생된

다. 히브리어 문=솨아르= = 사아르 문이다.
* 쏴아암과 향기=쏴아암=사아암= = 사아암4): 향기

)י (1 · 옹위, 아 3:7).

חר (2 .(하사하르 알 ~ 예흐사르 · 가득히 부은, 아 7:3)ר ַאל ~

.(사아르 · 문, 신 22:24, 24:14)ר (3

.(쌈 · 향, 출 37:29)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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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쏴암몰려온다. 향기로 쌈을 싸면 말씀이 향기=쏴아

암=사아암= = 사아암 들어온다. 우리나라 시인들은 시
를 지을 때에 향기가 싸아암 난다라고 시를 짓기도 한

다. 히브리어 향기=싸아암=사아암= = 사아암 · 향.

* 쏴아와 아침 햇빛 향기=솨하르= = 솨하르1): 아
침 햇빛 향기 쏴아 아침 햇빛 향기=솨하르= = 솨
하르 아침빛 몰려온다. 우리말에 아침빛이나 햇빛이나

향기가 바람이 쏴아몰려온다라는 말을 한다. 아침 햇빛

향기=솨하르= = 솨하르 · 아침빛!

* 싸잡아와 함께 가져가다=싸잡아=쉬자브= = 쉬

자브2): 우리말에 싸잡아 함게 가져간다는 말이 있다. 히

브리어 함께 가져가다=싸잡아=쉬자브= = 쉬자브 인

도하다 · 건져내다! 그 분이 싸잡아 가져가는 일은 구

원하기 위하여 · 인도하기 위하여 가져간다는 말이다.

* 삯과 삯=솨카르= = 솨카르 · 3): 삯 우리말에는

삯이라는 말이 있다. 일을 해주고 받는 댓가 · 삯=솨카

르= = 솨카르 삯이다. 우리민족=색족강상원이다.

* 씹과 씹=쉬비이= =  쉬비이4): 일곱째 씹=씨

비이= =  쉬비이 · 일곱째날에 안식하시니라의

안식=솨바트= = 솨바트 쏴바트 안식에서 찾는다.

1) ( · 아침빛, 아 6:10).

..(쉬자브·건져내다, 인도하다, 단 3:28)ב (2

.(스카르 · 삯, 신 24:16)ר (3

(하쉬비 · 일곱째, D.ANOMS, seventh, τיי :(쉬비이 · 일곱째)יי (4
ήν εβδόμην , 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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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쉬비이= =  쉬비이일곱째다.

* 시메와 주의 이름=쉬메하= =쉬메하1): 주의 이

름이=쉬메하= =쉬메하! · 주의 이름이다.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님의 자연이 주의 이름이=쉬메하= =
쉬메하
다. 주일날 예수님은 일하시고 그 분은 쉬매!

* 잡았다와 잡았다=솨하트= = 솨하트2): 잘게 부

수어 하나님 지붕아래 넣는 지혜를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 잡았다. 우리말에 무엇을 싹둑

자른다는 말이 있다. 성경 원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잡았다=솨하트= = 솨하트 연단하여 지붕아

래 넣는 지혜이다.

* 산에서 신나와 나뭇가지=베산네신나이브= =

베산네신나이브3): 산에서 사는 나무 가지는 산에서

신나 온 산을 두른다. 우리나라의 산에서 신나는 것은

나무 가지이다. 나뭇가지=베산네신나이브= = 
베산네신나이브 · 가지를!

* 살 놈과 평화=살놈=솰롬= = 솰롬4): 평화를
위해 살 놈 살놈=살롬= = 솰롬! 우리말 살 놈.

평화=살놈=살롬= = 솰롬 살롬 · 평화 살롬이다.

* 살라와 무기=쉘라= = 쉘라5): 오래 살라하시매

1) ( · 주의 이름이 · 시 8:1, 9).

2) (솨하트 · 잡으려, 창 22:10).

.(베산네신나이브 · 가지를, 아 7:9)יו (3

.(살롬 · 평화, 시 147:14; 사 52:7)לֹום (4

.(쉘라 · 기본형, 무기, 병기, 아 4:13)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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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아래로 들어와 당신에게서 나는 것을 살려가요!

우리말에 오래 살라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무기=쉘

라= = 쉘라 기본형, 무기, 병기를 가지는=네게서

나는 것은=쉘라이흐= =쉘라이흐1)는 쌍수, 네게

서 나는 것이 있다.

* 살아 주와 살아 주=사르주= = 솨르주2): 제발
살아 주! 나를 위해 살아 주!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사

래로 하시지 않고 직접 살아 하시매 값진 값으로 사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상을 향하여 살아 주라 애원한다. 히브리어 살아주

살아 주=사르주= = 솨르주 사르주 · 번성하여이

다. 하나님이 살으레의 준말 사래= = 사레 3) 라고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살아

번성=살아=사라= = 사라 살아4) 사라 · 번성하라

하시었다. 의미 그대로 살아 뜻이다. 번성개념이다.

* 살과 문=솨르= = 솨르5): 門은 늘 사르르 열어
야죠! 우리나랏말에 문은 사르르 열어라 라는 말이 있

다. 그리고 門 살이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문=솨르=

= 솨르 문!
* 살놈이다와 향기의 네 의복=살롬타이흐= =

1) ( · 쌍수, 네게서 나는 것은, 아 4:13). 

.(사르주 · 번성하여, 창 1:21)צ (2

.(사래, 창 7:15)י (3

.(사라 · 번성, 창 7:15)ה (4

.(솨르 · 문, 출 38:15)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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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롬타이흐1): 살 놈은 다 입어! 그래야 말씀이 나타

나요! 의복으로 가려져 살 놈이다. 속어 살놈이다라는

말이 있다. 향기로 살 놈이다 향기의 네 의복=살롬타이

흐= =살롬타이흐 · 네 의복이다.

* 살아 주와 살아 주=솨르주= = 솨르주2): 하나
님이 사랑하는 이는 번성한다. 살아 주=솨르주= =

솨르주 솨르주 살아주며 번성한다.

* 살아서와 살아서=소레쉬= = 소레쉬3): 뿌리가

살아서=소레쉬= = 소레쉬 · 뿌리가 살아서 꽃이 피

고 열매가 맺고.

* 살라과 반석=살라=셀르아= = 셀르아4): 살

라!5) 모나지 말고 둥글게 살라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

라. 살라! 히브리어 반석=살라=셀르아= = 셀르아 ·

나의 반석이시오이다. 둥글게 사는 모습이 눈에 보인

다. 너무 모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야하

는 삶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

* 살라버렸다와 살라버렸=사라프= = 사라프6): 다

살라버렸=사라프= = 사라프7)다. 사르프8) 살라버리

1) ( · 네 의복, 아 4:12).

 ,(솨르주 · 번성,VQACZP, brought forth abundantky, έζήγαγενצ (2
창 1:22).

.(소레쉬 · 뿌리, 욥 18:16)ש (3

.(셸르이·나의 반석이시오, NMS.CXS, mt buckler, 시 18:3)י (4

 ,(셸르이·나의 반석이시오י (셀라으·반석) 기본형에 본문ע (5
NMS.CXS, mt buckler, 시 18:3).

.(사라프)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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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다. 향이 퍼질꺼야! 우리나랏 말에 무엇을 태워

바릴 때 살라버렸다 한다. 이 같은 뜻의 히브리어 사라

프 사라프 기본형에 성경본문 하였더라=봐이 사라푸

로= ~ = ~ 봐이∼ 사라푸로1)는 하였더라로 번

역되었다. 살라버린다의 분향=스레파드= = 사라
푸로2)이다. 분향이다.

* 싸매와 즐거워하며=싸매=사메아흐= =사메아

흐3) · 즐거워하며와 즐거워하며=싸매=사메아흐= =
사메아흐4) · 싸매고 즐거워하며!

* 살았다와 살았다=솨레트= = 솨레트5): 우리는
깨끗한 삶으로 살았다=솨레트= = 솨레트 살았다.

섬기며 예 살았다.6) 그가 나를 살리는 삶이기에. 그리

고 살았다7)로 발음되는 털의 의미도 있다. 살아 있는

잎이나 모든 것들은 그 털이 살아 보봉보송하고 이쁘

다. 사람이 어느곳에 살았다와 누구와 더불어 살았다

혹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한다.

)פּו~ (7 ~로, 하였더라, P.MZS CW.VQIMZP, for him~and 
they made, 역대하 16:14).

.(스레파·분향, NFS, a~burning, 역대하, 16:14)ד (8

 (바이스푸~로, 하였더라, P.MZS CW.VQIMZP, forפּוּו~לֹו (1
him~and they made, 역대하 16:14).

.(스레파 · 분향, NFS, a~burning, 역대하, 16:14)ד (2

3) (사메아흐 · 즐거워하며, 대하 23:13).

.(사메흐 · 즐거워하며, 대하 23:13)ח (4

.(솨레트 · 성직자 · 봉사, 대하 4:14)ת (5

.(예솨레투 · 봉사하는데, 민 4:12, 14)תּו (6

.(살았다 · 털이, 욥 4:15)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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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다=솨레트= = 솨레트1)=성직자=봉사이다. 남

을 잘 섬기는 일은 살게 되는 일이다. 바로 성직자의

삶이다. 봉사하는 봉사하는=예사렸다=예솨레투= =

예솨레투2) · 봉사하는 데가 있다. 우리의 삶은 예사

로 남을 봉사하는 삶이다. 봉사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일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은 나를 살리는 일이다.

* 삼아야와 삼아=사마= = 부솨마3): 하나님 나라를
든든한 기둥 삼아=사마= = 부솨마 섬기며 고향삼아!
우리나랏말에 짚신 삼아, 아들 삼아 등의 ....삼아가 있

다. 히브리어 삼아 삼아=사마= = 부솨마=거기삼아!

그리고 듣다 삼아=사마= = 부솨마=듣다! 본향의 의미

와 듣다의 의미가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 관심이다.*

삼아서와 해=쉐메쉬= = 쉐메쉬4): 그대를 해 해=쉐

메쉬= = 쉐메쉬 쉐메쉬, 우리나랏말에 아들 삼아서

산다는 말이 있다. 해=쉐메쉬= = 쉐메쉬=해이다.

* 삼았더니와 삼았더니=사마트니= = 사마트
니5): 그대를 마음의 위로로 삼았더니=사마트니= =

사마트니 나로 이르게 하였구나! 내가 살았다.

* 삶아와 삶아=살마= = 살마6) 옷을 입힘=삶

1) ( · 성직자 · 봉사, 대하 4:14).

.(예솨레투 · 봉사하는데, 민 4:12, 14)תּו (2

.(사마아 · 듣다, 신 13: 9)ע 부(사마 · 거기, 신:4:14; 아 8:5)와ה (3

.(쉐메쉬 · 해, 시 148:3; 말 1:11 등)ש (4

,(사마트니 · 나로 이르게 하였구나, 아 6:12)י (5

.(삶아, 신 29:4)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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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살몬= = 살몬1): 빨래를 삶아 깨끗이 하였

죠. 보아스 아버지 이름이 살몬이다. 옷을 입힘=삶은=

= 살몬 살몬 · 옷을 입힘이 삶아! 삶아= =

살마 삶아 그 분이 주시는 옷을 늘 잘 삶았다 함2)

을 고백한다. 잘 삶아=살마= = 살마3) 옷을 입힘

=삶은=살몬= = 살몬 삶은 옷이 잘 삶아=

= 살마 쌂아 지면 예루살렘 본래 이름 살렘4)으로 시

를 쓰는 여유의 평화와 행복한 마음이 되어요. 그 분이

주신 옷을 잘 입고 흐르며 사는 삶이죠 하나님 사랑

받아 사는 삶이죠.

* 삼월과 3월=시완= =  시완5) 월: 3월은 꽃이 피

고 새가 운다. 히브리나라의 3월은 우리의 5~6월이다.

우리들은 3월이라는 말을 쓴다. 히브리어 3월=시완=

=  시완이다.
* 삼으니와 삼으니=사무니= = 사무니6): 그대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니 말씀으로 늘 있게 된다. 히브리

어 삼으니= = 사무니 · 삼았음이=물 · 말씀으로 연

단하심이다.* 샀다와 샀다=솨타= = 솨타7): 잘 샀

)מֹו (1 · 옷을 입힘).

 (살모타켐·옷이, NFP.MYP, τα ίματια ύμών, your clothes, 신ים (2
29:4).

.(쌀마)ה (3

.(살렘)ם (4

.(시완 · 3월, 에 8:9)ין (5

.(사무니 · 삼았음이라, 아 1:6, 아 8:12)י (6

.(사타 · 기본형, 마시다, 아 5:1)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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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솨타= = 솨타 샀다! 우리말에 샀다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샀다=솨타= = 솨타
샀다 · 기본형

은 마시다이다. 사는 일은 마시는 일이다.

* 썩을과 멸망=썩을=솨콜= = 솨콜1): 멸망=썩을

=솨콜= = 솨콜 썩을 놈! 우리나라 속어로 썩을 놈
이라는 말이 있다. 멸망=썩을=솨콜= = 솨콜 썩을 ·

멸망이다.

* 새기어 놓다와 마음에 새기어 놓다=스카아루로트

= =  솨콜스카아루로트2): 마음에 새기어 놓다

=마음에 새기어 놓다=스카아루로트= =  
솨콜스카아루로트! 우리말에 새기어 놓다라는 말이 있다. 히

브리어 마음에 새기어 놓다=스카아루로트= =

 솨콜스카아루로트=무늬이다.

* 새벽과 여명=새벽=쉐프= = 쉐프3): 여명=새벽=쉐

프= = 쉐프 새벽 일찍 일어나 마음을 다 털어 놓다.

우리나랏말 새벽은 히브리어 내쉐프=네쉐프=여명이

다. 내쉐프=네쉐프에서 네= 네는 접두어다. 이를 제

하면 쉐프이다. 새벽이다.

* 세게 쬐어서=자빠뜨리니=쉐자파트니= = 
쉐자파트니4): 세게 자빠뜨리니=쉐쉐자파트니= = 

1) ( · 썩을 · 멸망, 신 32:25).

.(스카아루로트 · 무늬, 레위 14:37)רּות (2

(네쉐프)에서 (네)는 접두어의 성격ף (네쉐프 · 여명, 시 119:147)ף (3
이므로 이를 제하면 쉐프.

.(쉐쉐자파트니 · 쬐어서, 아 1:5)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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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자파트니 자빠뜨리니 입 열었다. 우리말에 세게 자

빠 뜨리니라는 말이 있다.

* 세다와 햇수=세다=쉐테임= = 쉐테임1): 하나

둘 세다 나이가 들어갔다. 숫자 세더라! 히브리어 햇수

=세다=쉐테임= = 쉐테임
· 햇수이다.

* 세 봤다와 흰머리=세봤다=쉐봐트= =  쉐바
트2): 우리말에 머리가 쉐 버렸다. 혹은 흰머리를 세어

봤다 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흰머리=세봐트= =

 쉐테임의 기본형은 흰머리=  쉐봐트이다.
* 셋이와 셋=쉐스= = 쉐스3): 기쁨은 단 둘이가 아
니라 셋이4) 누리는 일이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도 셋이5)라 했고 즐거이도 솟아서6)이고 여섯=쉐스=

= 쉐스 쉐스 쉐셋= = 쉐샛 쉐셋으로 발음 곧

이 두 번 모이어 기쁨의미다. 우리들은 우리 셋이라는

말 사용한다. 히브리어 기뻐 뛰다=쉐스= = 쉐스이다.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쉐스= = 7) · 세마포, 즐

거이=소스= = 소쉬 6=쉐쉣= = 쉐샛8) · 기쁨=

)י (1 · 햇수, 왕하 21:1).

 (쉐바트 · 흰머리로, NFSG, the glay hairs of, το γήρας, 창ית (2
44:31).

3) 창 7: 6, 11, 15, 8: 13.

.(쉐스, 창 7: 6, 11, 15, 8: 13ש (4

.(쉐스 · 세마포, 출 39:29)ש (5

.(수스 · 즐거이, 시 119:162)ּוׂשש ,(소스, 시 119:162)ׂשֹוׂש (6

.(쉐스 · 세마포, 출 39:29)ש (7

.(쉐쉣 · 6, 출 31:17)ת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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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이=수스= = 수쉬 · 즐거이=기쁨이다.

* 소와 소르= = 소르1): 소르= = 소르 소로 농사
를 짓는다. 농사지을 때에 필요한 동물 소가 있다. 소

르 · 소이다.

* 소리와 소리=코리= =
코리2): 소리=코리=

= 코리 소리=고래고래=코르= = 콜 고래고래

소리3) 지른다. 문법상 ㄱ과 ㅅ은 넒나듦이다. 하나님이

음성=베콜= = 베콜4)을 하나님 집안으로 통하 하

신다. 우리나랏말에 소리라는 말과 고래고래소리를 지

른다 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소리=코리= = 코

리 소리의 기본형 콜= = 콜 · 소리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내용일 때도 베콜로 한다. 브= 브는

접두사역할임으로 뻬면 콜이다.

* 소문과 들음=소문=쉐무아= =  쉐무아5) 소

문임= = 하소므임6): 들음=소문=쉐무아=

=  쉐무아이다. 우리말 소문. 히브리어 소문=쉐무아

= =  쉐무아 쉐무아 소문! 히브리어 소문임=

= 하소므임7) 아주 크게 난 소문=하소문임 ·

1) ( · 소, NMS, the ox, 욥 24:3; 잠 14:4).

.(코리 · 소리,시 119:149)קֹולי (2

.(콜 · 소리, 출 24:3)קֹול (3

.(브콜 · 음성으로, P.NMS, by a voice, φωνή, 출 19:20)קֹול (4

.(쉐무아, 소문, 왕상 10:7)מּוה (5

.(하소문임 · 들음이로다, 왕상 10:8)ים (6

.(하소문임 · 들음이로다, 왕상 10:8)י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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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퍼진 소문이다.

* 솟아와 솟아=소솨= = 소솨1): 기쁨이 솟아= =

소솨 솟아 백합화=솟았는=소솬= = 소솬2) 백합꽃이

솟아났다=소솨니트= =  소솨니트3) 솟아나=

=  소솨나4) 솟아나 솟아남=소솨님= =  소솨
님5) 백합화 피었다. 우리말에 솟아가 있다. 히브리어

기쁨=솟아=소스= = 소스 솟아 · 기쁨6)이다. 백합화=

수산= = 수산7)도 있다. 솟아났다=소솨나트= =

 소솨나트 · 백합화=솟아나=소솨나= =  소솨나
솟아나 · 백합화 같구나8)도 있다. 백합화 같고=솟아남

= =  소솨님도 있다. 모두 온 몸을 다 희생하여
주신 분에 의해 솟아나는 기쁨이며 백합화표시다.여섯=

쉐스= = 9) 부호가 오른쪽에 붙을 때는 여섯 의미

인 쉐스= = 쉐스이다.
* 솔로몬과 쉴로모= = 쉴로모10): 왜 원문 쉴로
모= = 쉴로모를 우리는 솔로몬= 쉴로모이라

할까요. 쉴로모= = 쉴로모는 하나님 말씀

1) ( ·기쁨, VQAMZS, he rejeced, ηύφρανθη, 신 30:9).

.(수산 · 백합화, 아 2:1)ן (2

.(소솨나트 · 백합화로구나, 아 2:1)ֹות (3

.(소솨나 · 백합화같구나, 아 2:2)ֹוה (4

.(소솨님 · 백합화 같고, 아 5:13)ֹוים (5

.(소스·기쁨, VQAMZS, he rejeced, ηύφρανθη, 신 30:9)ׂש (6

.(수산 · 백합화, 아 2:1)ן (7

.(소솨나 · 백합화같구나, 아 2:2)ֹוה (8

.(쉐스 · 여섯, 대하 1:3; 아 5: 12)ש (9

.(쉴로모 · NE · 명사 · 하나님 말씀 사모, 아 8:12)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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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 =  솔로몬이 사랑하였던 여인=술람=술

람미트= = 술람미트1)다. 이 둘은 모두 여성명

사. 술람미트 술람미트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뜻이

다. 왜 히브리어 있는 싈로모= 쉴로모쉴로모 · 하나

님 말씀 사모가 우리나라에서는 솔로몬이라는 말로 통

용될까. 아마 영어에서 쉴로모 솔로몬으로 번역 된

데에서 비롯된다. 히브리어는 쉴로모 쉴로모 명사이

다. 쉴로모 쉴로모=하나님 말씀 사모! 솔로몬이 사

랑하였던 술람미트= 술라미트 인종여성명사이다. 그

래서 솔로몬과 슬라미트는 같은 언어이다. 술라미트

슬라미트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뜻이다.

* 실어와 시르= = 시르2): 가마에 실어 시집보냈

죠. 우리말에 무엇을 실어라는 말이다. 히브리어 시르=

= 시르 · 감아 둘러싸서 가져가는 것이다.

* 수랏상과 밥상=수르한= = 수르한3): 임금님이
수랏상을 드시고. 우리나라의 옛 임금님이 잡수시는 밥

상을 수랏상이라 하였다. 히브리어 밥상=수르한= =

수르한 술 한상이다.
* 쉬이 쉬이와 =      

 수비 수비 수비 수비4): 쉬이 쉬이 쉬이 쉬이 돌아오세요!

)י (1 · Age · 인종여성명사).

.(시르 · 가마. 왕하 25:14)יר (2

.(수르한 · 밥상, 시 23:5; 단 11:27)ן (3

ּוי (4 ּוי ּוי  (수비 수비 수비 수비 ·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וי
돌아오라, 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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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이 쉬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수비가 쉽게라는 의미는 훈민정음에서 밝혀진다. 한글

을 모두 쉽게 익혀를 수비로 한다.

* 쉰나 이흐와 쌍수=쉰나 이흐= = 쉰나이흐1); 우

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이 먹을 수 없게 되었나 표시 쉰

나=쉰나이흐 쉰나이흐!로 표현한다. 히브리어 쉰나 이

흐= = 쉰나이흐 쌍수의미다. 쉰나이미지에 해당하는

먹을 수 없는이다.

* 쉬랬다와 쉬랬다=거스스름할지라도=쉐무쉬하르호

렛트= = 쉐무쉬하르호렛트2): 집안에서 푹 쉬랬

다. 우리말에 쉬랬다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쉬랬다=

쉬하르호렛트= = 쉐무쉬하르호렛트 · 거므스름

할지라도! 글자풀이로 지붕 안에 있는 검은 머리 뜻으

로 쉬라이다. 곧 가장 안식하기 좋은 여자라는 뜻으로

하고 있다. 결국 슬람미 여인은 아내의 자리로서 가장

적합한 여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슬람미 여인과 관

련한 솔로몬과의 관련에서 둘 다 모두 여성명사이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 주인공 솔로몬은 솔로몬=쉴로모=

= 쉴로모3) 여인=술람미=술라미트= = 
술라미트4)로 발음한다. 모두 여성명사형이다. 원문에 의거

1)  ( , 쌍수 즉 윗 이와 아랫이, 아 4:2).

.(쉬하르호렛트 · 거므스름할지라도, 아 1:5)ת (2

.(쉴로모·NE·고유명사)ה (3

.(술라미트·Age·인종명사)ית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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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때 여성 둘 즉 쉴로모와 쉴로미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의 의미이다.

* 씌웠더와 씌었더라=씌잇터라= = 씌잇터
라1): 행복이 씌었더라=씌잇터라= = 씌잇터라!
우리말에 눈꺼풀에 씌었더라는 말이 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히브리어 씌었더라

=씌잇터라= = 씌잇터라 · 씌운은 눈으로 보이

는 지혜에 감동한 모습이다.

* 슬기와 슬기=솨케아흐= =솨케아흐2): 우리나랏

말에는 슬기라는 말이 있다. 슬기=솨케아흐= =솨
케아흐 · 슬기이다. 분골쇄신 중심 잡다.

* 시로와 시로=시르= = 시르3): 시로= = 시로
마음을 쏟아낸다. 시로=시르= = 시르 시로 찬송하

라! 우리나라 시인들은 시로 마음을 쏟아낸다. 시로=시

르= = 시르 쉬르 · 찬송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은 떡

을 시루에 쪘다. 찬송하라=시루= = 시루4) · 찬송

하라이다.

* 시로 하시림과 시르 하시림= =  
시르 하시림5): 하나님은 시로 하시림 아가의 마음으로!

우리나랏말에는 하다의 존칭어 하시다! 시적 언어로 시

1) ( · 씌운, 아 3:11).

2) (사케아흐 · 슬기, wise 잠 14:35).

.(쉬르 · 찬송, 시 98:1; 아 1:1)יר (3

.(쉬루 · 찬송하라, 시 98:1)ירּו (4

יים (5 .(시르 하시림 · 아가, 아 1:1)י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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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시림이라는 조어가 있을 수 있다. 히브리어 시로

하시림= =   시르 하시림
시르 하시림

이 아가서의 아가이다. 그분에 대한 마음을 말한다.

* 웃을 때 모습 씨익과 씨익=스호크= = 스호
크1): 하나님이 욥의 입술에 씩 씨익=스호크= =

스호크 · 웃음이 나오게 하시었다.

* 쉬메와 쉬메= =쉬메2): 하나님이 쉬메 쉬메=

=쉬메 · 주의 이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쉬

메 마음이 느긋하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 우리말에는

시메 산골의 시메가 있다. 너는 나를 마음에 심었니=시

멘니= =  시멘니 심었니3) · 너는 나를 품고 심었

니?

* 실컷과 실컷=아쉬케카= =아시케카 실컷나는 마시웠

겠고 아 8:24): 나는 네게 물이 되어 실컷실컷= =
아사캐커 마시웠겠고 아 8:2마시웠겠고! 우리나랏말에 실컷이라

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실컷= =스키하 마시웠겠고 ·

나는 네게 실컷 마시웠갰고이다. 아= 아는 ‘내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한다. 다른 지칭은 허용되지 않는

다. 실컷먹었다 표현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표현

으로 마시다=실컷=쉐카르= = 쉐;카르5)로 한다.
)חֹו (1 ·웃음, with laughing,NMS, 욥 8:21)

2) (쉬메 · 주의 이름, 시 8:1,9).

.(시멘니 · 너는 나를 품고, 아 8:6)יי (3

4) ַא(아쉬케카 · 나는 네게 마시웠겠고, 아 8:2).

.(쉐카르, · 마시다, 창 9:21)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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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심과 60=쉬심= = 쉬심1): 60=쉬심= =

 쉬심
쉬심! 예수님이 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쉬신다.

우리나랏말에 쉬심이라는 말이 있다. 어른을 향한 존대

어이다. 히브리어 쉬심60=쉬심= = 쉬심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이 60이면 쉰다. 곧 한 생애가 한 번

간 세월이다. 우리나라 나이의 쉰은 50세를 말한다. 그

리고 60은 예순이다. 이 예순은 예수님의 이름과 같다.

따라서 예수님이 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쉬신다는 의

미가 부여되어 있다.

* 쉬어와 쉬브아= = 쉬브아2): 우리들은 휴일

에 쉬어라고 권한다. 히브리어 쉬브아가 있다. 안식의

날로 7일째인 주일이다. 일곱 일곱=쉬브아 쉬브아=

=  쉬브아3)2회 리듬의 경우 일곱 의미

외에도 실컷 먹이는 의미가 있다. 우리들은 휴일에 쉬

어라고 권한다. 실컷 먹이는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속

어 씹=휴식의미이다.

* 씻김과 씻김=씨김= = 씨김4): 히브리어나 한

국어 발음과 의미가 똑 같은 씻김= = 씨김! 우리

나라에 민속 씻김이 있다. 히브리어 씻김= = 씨김

씻김 · 씻김이 있다. 기본형 씨그= = 씨그 씨그다.

)י (1 · 60, 민 3:50; 왕하 25:19; 대상 16:38; 대하 3:3).

.(쉬브아 · 일곱, 창 7:1, 4)ה (2

ה (3 .(쉬브아 쉬브아 · 일곱, 창 7:2, 3)ה

.(씨그)יג (씻김 · 씻김, 시 119:119)이 있다. 기본형은י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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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지와 씻지=라하쯔= = 라하쯔1) 씻지2): 물로
씻지=라하쯔= = 라하쯔 씻지 아니하면 성물도 먹지
못한다. 우리말에 씻지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물로

씻지 이레하쯔 이레하쯔 이레하쯔 · 씻지= 라하쯔가
있다. 몸을 물로 씻지

라하쯔3) 라하쯔 · 씻지 아니하

면 성물도 먹지 못한다. 세어봐와 7년=세어봐=쉐바=

= 쉐바4): 매 칠년 마다 세어봐! 우리말에 무엇을 상

대방에게 세봐라 말한다. 히브리어 7년=쉐바 솨나=

=  쉐바 솨나5) · 매 7년= ~ 쉐바∼ 솨님

쉐바~ 솨님6) 매 7년!

* 수비녀겨와 돌아갔더라=수비=수부= = 수브7): 한
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이유는 수비녀겨 의

누구나 익힐 수 있는데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

는 일도 아주 수비=수부= = 수브 쉬운 아주 쉬운 =

하시브8)하 쉬운 일이다. 우리나랏말에 쉽다 · 수이라

는 말이 있다. 한글 창제 반포 문에 나오는

1) ( · 씻지, 레 22: 6).

 (라하쯔ץ (이레하쯔 · 씻지, 레 17: 16)가 있다. 몸을 물로 씻지ץ (2
· 씻지, 레 22: 6).

.(라하쯔 · 씻지, 레 22: 6)ץ (3

ה (4  ~(쉐바ע~ים (쉐바 솨나 · 7년, 신 15:1)을 기본형으로 하는ע
솨님 · 매 7년, 신 15:1).

ה (5 .(쉐바 솨나 · 7년, 신 15:1)ע

.(쉐바~ 솨님 · 매 7년, 신 15:1)ע~ים (6

.(수부 · 돌아갔더라, 창 18:33)ב (7

(바요쉐브 · 회복하였더라, 왕ב ,(하쉬브 · 회복한, 왕하 14:28)יב (8
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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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다. 히브리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수부 = 수브 수부라 한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있

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기만 하는

일은 아주 쉬운 쉬분 일이다. 이 뜻을 성경은 회복=하

쉬워=하쉬브= = 하쉬브1) · 회복한, 봐요 쉬워

회복=하 쉬워=하쉬브= = 하쉬브2) · 회복하였더

라 이라 하고 있다. 언어 앞의 하= 하 · 접두 정관사

나 봐요= 바요 · 전치사와 접두어 모두 수부에 덧붙

여져 있을 뿐 본 기본형은 쉬어=수비= = 수비.
* 숨과 숨= = 숨3) 할찌어다=시무= = 시무4):

숨= = 숨 숨 쉬어야 사람은 살아간다. 숨을 쉬는 일

은 내가 할 일을 할찌어다=시무= = 시무 시무 하

는 일이다. 우리들은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한다. 그리

고 숨 쉬는 일이다. 히브리어 숨= =  숨숨 · 가지다

· 소유하다 · 기뻐하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본문 할찌어

다=시무= = 시무 · 할찌어다가 있다. 숨을 쉬는

일은 자신을 연단하여 물, 말을 하는 일이다. 내가 말

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심는 일이다.

* 세세와 세마포=쉐쉐= = 쉐쉐5): 세세세.. 아침바

람 찬바람에.. 기뻐 뛰며 세마포=쉐쉐= = 쉐쉐! 예수
)י (1 · 회복한, 왕하 14:28).

.(바요쉐브 · 회복하였더라, 왕하 13:25)ב (2

.(숨 · 숨 · 가지다 · 소유하다 · 기버하다 · 7761)ם (3

.(시무 · 할찌어다, VQMMYP, make, 시 66:2)ימּו (4

.(쉐스 · 세마포, 출 39:29)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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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세마포를 입으시며 쉐세 하시었다. 우리나라 노래

에 세세세... 아침바람 찬바람에....의 민요가 있다. 히브

리어 쉐쉐= = 쉐쉐. 즐거이=소스= = = 소스1), 솟
았다=쉐솨트= = 쉐솨트2) · 6, 즐거이=수스= =

수스3) 등이 기쁨 의미이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쉐스= = 쉐스4)이다.
* 시들어 버린다와 곡식이 시들시들=시드폰= =

시드폰: 곡식이 시들 시들어 버린5) 날의 농부 마음!

우리말에는 시들어 버린다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곡

식이 시들시들=시드폰= = 시드폰 · 곡식 ‘시들’.

* 시메와 이름=시메하= =시메하6): 당신께서 이

름=시메하= =시드폰 시메=높임말=이름 혹은 대상

에 대한 존칭 시메하= =시드폰 시메하의 하= 하

·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 한국의 용비어천가 125장 님

금의미로 하7)가 있다. 임금님이여의 최대 존칭호격 백

제왕 어라하! 우리나라 남편들은 아내를 마누라라 한

다. 마눌 하 존칭어! 쉬메하= =쉬메하 하나님에 대

한 최대 존칭어다. 고어 시메산이 하나님이 있는 산이

)ׂשֹו  (1 , 시 119:162).

.(쉐쉣 · 6, 출 31:17)ת (2

.(수스 · 즐거이, 시 119:162)ש  (3

.(쉐스 · 세마포, 출 39:29)ש (4

.(쉬드폰 · 곡식이 시들, 왕상 8:37)פֹון (5

6) (쉬메하 · 이름, 시 8:1, 9).

7) 허웅 『龍飛御天歌』(서울: 정음사, 1973),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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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이다. 시골이라는 뜻이 있다. 고향이라는 의미

이다.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사랑하는 사람

이 있는 곳이다.

* 씹하다와 그 시녀=쉬프하타= = 쉬프하타1):

그 시녀=쉬프하타= = 쉬프하타
시녀=휴식하다.

* 아와 정녕=아흐= = 2): 우리말에는 감탄 할 때

아 한다. 이 말이 정녕 내가 지키리이다=아흐= = 아

흐이다. 이 아의 감탄 의미는 내가 지키리이다 의미다.

우리나라 찬기파랑에 아흐 잣가지노파=잣가지 높아

싯구가 있다.

* 아가라와 여물지 못한=아가라= = 아가라3):
아직 미숙한 아가이다. 히브리어 여물지 못한=아가라=

= 아가라다.
* 아가리와 먹다=아칼= =  아칼4): 아가리 속어!

아가리=먹다=아칼= =  아칼 모두 먹이와 관련되면

서 총 843회5)나 사용되었다. 먹은 것도=아가르타=

1) ( ·그 시녀, NFS.FZS, her maid, τήν παιδίκην αυτής,  
창 30:9).

2) ַא(아흐 · 정녕, 시 23:6.

 (아가라 · 여물지 못한, 잉태치 못한, AFS, στείρα, barren, 창ה (3
11:30.

ה · (오켈 · 양식 · 식물 )ל · 먹어버리다 · (아칼 · 먹다 781회)ַאל (4
 :아갈 · 음식을 먹는 일 , 민 11: 21; 신 4)ָאל · (오클라 · 연료  · 고기)ָא
.(아킬라 · 먹이, 왕상 19:8יה · (29

5) George V. Wigram,『구약 성구사전: The Koreans Hebrew and 
Chaldee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 김만풍 역(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93). 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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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가리다 · 무엇을 먹은 입이다.

* 아 녜와 말하여=아녜= = 아녜2): 우리는 대답할
때 아 녜 한다. 이 말 그대로 히브리어 말하여=아녜=

= 아녜 아 녜 대답하여, 말하여의 뜻이다.
* 아~나 대답=아나= = 아나3): 대답=아나= = 

아나4)는 응답의 의미다. 아 나 바로 나다. 우리 민요에
아 나 농부야 말 들어라가 있다.

* 아나니와 응답하다=아나니= = 아나니5): 아나니
눈으로 보아 아나니! 우리나랏글 문어체 아나니가 있

다. 응답하다=아나니= = 아나니 · 응답하다이다.

* 아담과 사람=아담= =  아담6):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아담= =  아담한 사람! 우리말 아담하다가 있

다. 히브리어 사람=아담= =  아담 · 최초 사람이다.

* 아따와 주께서 말씀하시니=아따= =  아따7): 주

께서 말씀하시니=아따= =  아따 받아라 처음과 끝

모두 전부=이티= =  이티 · 전부8) 받아라! 우리나랏

말에 상대방을 향하여 물건을 전해주려 할 때 아따=

=  아따 아따 받아라 한다. 히브리어 아따= = 
1)  ( · 먹은 것도, VQAMYS, 잠 23: 9).

.(아네 · 말하여, VIPAMS, 단 4:16)ה (2

.(아~나 · 대답, 욥 2:4, 6:1)ה (3

.(아나 · 기본형, 응답, 아 5:6)ה (4

.(아나니 · 응답하다, 아 5:6)י (5

.(아담 · 사람, 창 4:25, 5:2, 3, 5; 대상 1:1; 사 22:6)ָאם (6

.(아따 · 주께서 말씀하시니, 시 119:151)ַאה (7

.(이티 · 처음과 끝의 연계형, 전부, 아 4:8)ּאי (8



제12장 한국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1160

아따 · 주께서 말씀하시니이다. 에트=  에트는 상대방
을 향하여 전부 준다는 뜻이다. 말씀을 전하려고 처음

부터 끝까지 있는 이 권능 전부=이티= =  이티 · 전

부 · 처음과 끝, 전부 받아라 하신다.

* 사다와 밭=사다= = 사다1): 밭을 사다= =

. 네 유방은=솨다이흐= =사다이흐2) 놓으신 이

넓은 세상! 밭=사다= = 사다는 밭이다. 네 유방은=

솨다이흐= =사다 전능자= = 사다이3)다.

* 사람과 사룸4): 사람언어는 원래 슈메르어로 아카

드어5)서 보인다. 아카드인들은 수메르인들로부터 음

절~부호 뿐만 아니라 단어~부호표의문자도 사람으로 인수

받았다.

아카드어 šarrum사람이 있다. 사람왕 šarrum사람 king

이다. 아카드어 단어~부호로 LUGAL혹은 LUGAL~um이나

음절에 따라서 ša~ar~ru~um, šar~ru~um, šar~rum사람으

로 기록 되어 있다.

1) ( · 밭, 신 24:19; 렘:32:8; 슥 10:1).

2) (솨다이흐 · 네 유방은, 아 4:5,7:9)와 ה(하사데 · 유방, 아 7:`4) 
.(솨다이 · 전능자, 욥: 6:4, 14)י

.(솨다이 · 전능자, 욥: 6:4, 14)י (3

4) 엄원식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39: 

5) 엄원식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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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과 증거=아드=
아드

: 증거=아드=
아드
가

만들어 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에하드  여호와 엘로헤

이누  여호와 이스라엘 쉐마아1)에서 들으라=쉐마아

= = 쉐마아의 눈=아인= 과 에하드의 달레트= 를

한데 모아 아드님의 아드= 이다. 증거라 번역되었다.

글자풀이는 눈으로 보여준 가슴이다. 아들이라 하였

다2)의 증거3)는 말 이음표 -아드=- 4)이다. 우리말

아들이다. 증거이다.

* 아들과 아드= = 아드5): 아들 아드= = 아드 아
드는 하늘과 땅 까지 내려오는 증거 비다. 이러한 성경

의 시적 표현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비는

증인이다. 아들이란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아 가슴

에 넣어 믿는 증인,6) 무리,7) 무리들8)이다. 우리나랏말

아들=아드= = 아드 아드 · 증거이다. ~아드= = 아

1)  הה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ע
┃에하드, 신 6: 4).

.(아드 · 증거)ד~ (하에두트 · 증거)ת (2

 :(하에두트 · 증거, 출 26: 34, 27: 21, 30: 6, 26, 36, 31: 7, 39ת (3
35, 40: 5; 레 24: 3; 민 7: 89.

.(아드 · 증거)ד~ (4

,(아드 · 증거)ד (5

6) 출 23: 1; 레 5: 1; 민 5: 13, 35: 30 이하 생략.

7) 출 3: 1; 신 20: 9; 수 6: 26; 삿 4: 7, 5: 21 이하 생략

8) 대하 13: 4, 15: 2; 욥 16: 10; 잠 5: 14; 겔 30: 1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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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아드는 하늘과 땅 까지 내려오는 비 · 연결선이기도

하다. 아들은 증인 하에다 · 그 증인이다. 아들

은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아 가슴에 넣어 믿는=증인

=아드= = 아드1) 무리=아드= = 아드 아드= = 아
드
아드2) 무리들 아드= = 아드 아드3)이다.
* 아빠야와 즐겨하다=아빠야= =  아빠야4): 즐겨

하다=아빠야= =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아빠라 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다. 물론 히브리어 근거하면 즐겨

하다=아빠야= =  아빠야 아빠야다. 즉 절대적한 분

에 대한 경외이다. 히브리어 아바아바 · 즐겨하다 ·

원하다 · 기뻐하다이다. 하나님께 즐겨하여 나아감.

이에 대한 발견은 히브리어 얌을 위하여=라얌= 라

얌 라얌 · 얌을 위하여이다. 하나님이 바다 곧 얌을 주

관하시는데 학자 다비드 토시오5)는 얌 얌 · yam을

아카드어와 관련하였다. 그들은 바다를 ayabba6)라고

1) 23: 1; 레 5: 1; 민 5: 13, 35: 30 이하 생략.

2) 출 3: 1; 신 20: 9; 수 6: 26; 삿 4: 7, 5: 21 이하 생략

3) 대하 13: 4, 15: 2; 욥 16: 10; 잠 5: 14; 겔 30: 10 이하 생략.

4) ָא(아빠야)이다. 즉 절대적한 분에 대한 경외이다. 히브리어 הָא(아
바 · 즐겨하다 · 원하다 · 기뻐하다, 신 1:25).

5) David Toshio.

6) David Toshio. Tsumura, 57:  In Amarna Akkadian, the sea is 
always referred to in forms of ayabba(EA 74~20, 9: 47, 105: 13, 114: 
19, 151~42, 288: 33, 340: 6), never spelt as ta~am~tu(except in 
Adapa text [356: 50 & 51] which is written in a standard Akkadian), 
I owe this information to DR. R. S. Hess. See also CAD, A · 1(1964), 
221(also in Mari & SB literary text), W.F. Albright & W. L. Moran, 
「Rib~Adda of Byblos and the Affairs of Tyre(EA 89)」 JCS 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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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곧 아빠라 한다 하였다.

a~ab~ba=>ayabba>(a)yabba>(a)amba>Yamm>yām

의 우가리트어 변화에서 얌= 얌 얌은 바다 신으로 불

리 우며 얌얌 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sea~yam으

로 바다 물 고기 드라곤1)으로도 쓰이었다. 얌 · 나하

르=the that dragon=sea dragon으로 강의 신이다. 스미

스Mark S. Smith에 의한 바알의 왕권 쟁취문제2)는 결국

얌과 바알은 극렬하게 싸웠다는 기록에서 찾아진다. 기

원전 24세기경 아카드 시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 토판은 Mari A 1968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두란

드3)가 말한 아카드 시대의 토판4)에서 찾아진다. 아빠

167; cf JA Knudtzin, Die Ei~Amarna~Tafeln:  mit Einleitung und 
Erläuterungen. Ⅱ(Aalen:  Otto Zeller, 1915), 1528 on Tâmtu. It might 
be postulated that the Sumerian loan word ayabba(<=a~ab~ba) in 
West Semitic experienced the following Phonological change:  a~

~ba=>ayabba>a(yabba>(a)yabba>(a)yamba>yamm~>yᾱm. For EA 89, 
see now W. L. Moran, Les Lettes dἘl~Amama:  Correspondance 
diplomatique pharaon (LAPO 13:  Paris:  Cerf, 1987), 277~8. 

1) David Toshio. Tsumura, 54:  In Ugaritic, Ym is often 
"personified" and refers to  q divine enity, the sea~god Yam. 
However, the term is used as a common noun without any divine 
personification even in mythological contexts, as in the cases of Ym( 
· · thm) in q. 23 [52]:  30, an expression "fish from the sea" dg bym 
(1. 23[52]:  62~63) and a divine epithet rpt atrt ym "Lady" Atirat of 
the sea(1. 4[51]:  1: 13~14[14: ~15], 21[22], Ⅲ: 25, 28~29, 34; 1: 
6:  1: 44, 45, 47, 53 [49]: 1: 16, 17, 19, 25]). cf. Albrights Yahweh 
and the Gods of Canaan (London:  Athlone Press, 1968), 166 · Hower, 
cf. The Phrase aṯrt ṣrm (Aṯirat of the Tyrians" (UT 19. 428).

2) Mark S. Smith, The Ugaritic Baal Cycle. volume 1:  Introduction 
with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KTU 1.1~1.2 (Leiden:  E. J. 
Brill, 1994), 361.

3) J.~M. Durand.

4) J.~M. Durand,「Le Mythologeme du combat entre le didu de 
lorage et la mer en Mesopotamie」Mari 7 (1993), 41~6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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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은 아카드어에서 찾을 수 있다.

* 아래 봐와 하체=아래봐=에르봐= = 에르봐 하

체1): 히브리어 하체=아래봐=에르봐= = 에르봐 하

체다. 우리말에 아랫도리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하체

=아래 봤다=에르바트=
에레바트2) · 하체다. 머리로부

터 끝까지 다 봤다는 의미다. 그만큼 아랫도리는 중요

하다 뜻이다.

* 아버지와 내 종=아버지=아브디= = 아브디3):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있다. 히브리어 아버지=아브디=

아브디 · 내 종 섬기는 자이다. 현대개념으로 보

면 아버지다. 풍자적 표현으로 자녀의 종이 되고 있다.

내 종=아버지=아브디= 아브디아버지는 늘 집안

에 가슴을 둔 사람이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종이 아버지 뜻이다.

* 아버님과 너희 조상=아버님=아비헴= =  
아비헴4): 너희 조상=아버님=아비헴= =  아비헴
아버님은 조상개념이다. 아범은 아카드에서 발견된다.

아버님이란 말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말이다. 너희 조상

=아버님=아비헴= =  아비헴 · 너희 조상이다.

우리말에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아범이라고 하는데

1) ( · 하체, 창 9:22).

.(에레바트 · 하체, 창 9:22, 23)ת (2

3) (아브디 · 내 종, 대상 17:4).

.(아비헴 · 너희 조상, 대상 24:19)י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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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드에서 발견1)된다.

* 아 보다와 봉사=아 보다= =  아보다2): 아
보다 애 보다 아기 보다. 봉사=아 보다= =  아
보다 · 봉사 · 노역이다. 우리나라 경상도 말에 아 보다

라는 말이 있다. 곧 애 보다 즉 아기 보다이다.

* 아셔라와 옳음=아세르= =  아쉐르3): 옳음=아세

르= =  아쉐르는 옳음의 강조를 알린다. 우리나라

높임말 아셔라이다. 히브리어 옳음=아세르= =  아

쉐르 · 옳다이다.

* 아시다와 행하사=아시다=아시타= = 아시타4):

그 분은 아시다 아들의 희생을 아시다. 우리나라의 존

경어에 아시다가 있다. 행하사=아시다=아시타= =
아시타!

* 아시데와 열한 번째=아시데=아스테= = 아시
테5): 아시데! 이미 아시데! 우리말에 아시데 아시데 라

는 존칭어가 있다. 히브리어 11번째=아시데=아스테=

= 아시테 · 열한번 째가 있다. 열 번째=아솨르=

= 6) 아솨르 · 열번째 다음에 열한 번째 아들 요셉.

* 아시듯과 내가 되게=아시듯=아쉬트= =  아쉬

1) 편, abum(father)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
판부, 1997), 68.

2) בֹו(아보다 · 봉사 · 노역, 창 29:27; 출 5:9 등).

.(아쉐르 · 옳다, 잠 3:18)ָאר (3

4) י(아시타 · 행하사, 대상 17:20).

.(아스테 · 열한 번째, 대상 12:14)י (5

.(아솨르 · 열번째, 대상 12:14)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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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1): 아시듯! 우리말에 아시듯이라는 존칭어가 있다. 히

브리어 내가 되게 하고=아시듯=아쉬트= =  아쉬트

· 내가 되게 하고가 있다.

* 아우에게와 형제에게=아우에게=아히이카= =
 아히이카2): 형제에게=아우에게=아히이카= =  아히

이카 아우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매제= = 
아후타3)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생을 아우라 한다. 히브

리어의 형제 · 아우 · 형 · 동생 아아흐=아~흐= 아~

흐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우라고 발음할 때 입을 크게

벌려 아~우한다. 히브리어 형제에게=아우에게=아히이카

= =  아히이카 아우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매

제= = 아후타가 있다.

* 아즘마와 힘이 되어=아줌마= = 아즘마4): 힘

이 되어=아줌마= = 아즘마 아줌마 힘내세요! 눈

으로 향기의 물을 내는 당신이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여성을 향하여 아즘마라고 부른

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뜻을 지닌 힘이 되어=아줌마

= = 아즘마는 힘이 되는 의미를 지닌다. 음식을

만드는 여자강상원다.

* 아프다 사랑=아프다= = 아프다5) 사랑=아파

)ָאי (1 · 내가 되게 하고, 창 3:15).

2) יָא(아히이카 · 아우에게, 형제에게, 신 15:2, 7, 9).

.(아호트 · 아우다, 매제, 대상 4:3)חֹות (3

.(아즘마 · 힘이 되어, NFS, 사 49:29, 47:9; 나 3:9ה (4

 .아하브 · 사랑, 창 37: 3, 4; 신 4: 37, 11: 1)ָא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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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1): 아빠와 나 사이는 서로 아파하는

사이다. 아프다! 아프다= = 아프다
아파타, 사랑

아파 정말 아파= =  아파 아파 · 사랑 내가 숨

쉬고 싶어 내 백성을 사랑해 아팠다! 사랑=아프다=

= 아프다
· 아팠다 하나님은 사랑하여=배 아프다=

= 베아프타 · 사랑하여2) 늘 매번마다 아프다=

매 아프다= =  매 아페다3) · 사랑하심을 인하

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니 매우 아

프다. 정말 아파 아파 · 너를 사랑하시어 아파하

시었다. 나 아노니= =  아노히4) · 나를 지켜가는

힘은 내 아들 때문이라신다. 아 나 아~나5) · 나

내가 숨 쉬는 집안에 들어 사랑=아파= =  아파 ·

사랑은 아하 아파 내 아들이 죽어야 하니, 아프지 않

는6) 사랑이 아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부인이 자기 남편을 향

해 아빠, 아이들도 아빠라 부른다. 이 아빠가 바로 아

팠다.! 우리나랏 말에 몸이 아팠다라는 말이다. 사랑하

여=배 아프다= = 베 아프타7) 사랑이다. 기본형

1) ַא( · 사랑, 신 10:14;아 2: 4, 7, 3: 10; 아 2:4).

2) ָא(베아프타 · 사랑하여, 창 22: 2; ; 레위 19: 18; 신 6: 5, 11: 1. 

.(메아페트 · 사랑하심을 인하여, 신 7: 8)ָאת (3

,(아노히 · 나)ָאי (4

. (아~나 · 나)ָאה (5

.((쉐아하바아 · 사랑하는 자를, 아 3:1, 3)ָאה (6

.(아파타, 사랑, 렘 2:2)ַא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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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아하브1) · 사랑 곧 내가 숨 쉬는 공간이다.

사랑=아파= =  아파2) 아파 · 사랑이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아프다= = 아프다3) 아프타 · 아팠다이다. 우리

나랏말에는 배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하여=배 아프

다= = 베아프타4) 베아프타 · 사랑하여는 우리

나랏말 배 아팠다와 같다. 늘 매번마다 아프다=매 아프

다= =  매 아베다5) 메 아페트 · 사랑하심을 인

하여와 사랑=아파= =  아파6) 아파 · 너를 사랑

하시고가 있다. 구약에서 일인칭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은 스스로 나=나 아노니= =  아노히 아노히 · 나라

한다. 나=아나= 아~나 아~나 · 나라 하신다. 사랑=아

파= =  아파7) 아하바아 소리지르 사랑이다. 사

랑=아파=아하브= =  아하브8) · 사랑이다.

이 사랑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아나= = 아나9)

로 영원한 나임을 드러내시면서 나란 하나님은 숨쉬기

1) ָא( · 사랑)창 37: 3, 4; 신 4: 37, 11: 1.. 

.(아파 · 사랑, 신 10:14;아 2: 4, 7, 3: 10; 아 2:4)ַאה (2

3) ָא(아프타 · 아팠다. 창 22: 2; 신 11: 1. 

4) ָא(베아프타 · 사랑하여 창 22: 2; ; 레위 19: 18; 신 6: 5, 11: 1).

.(메아페트 · 사랑하심을 인하여, 신 7: 8)ָאת (5

6) (아파 · 너를 사랑하시고, 신 7: 13).

.(아하바아 · 사랑은, 아 8:6)ַאה (7

.(아하브 · 사랑)ַאב (8

.(아나아 · 나)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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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아나= = 아 나1) · 나로

하신다. 여호와의 글자에서 바로 그 숨 쉬기를 원하는

일이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여호와=   여호와다.
* 아비와 아비=아브= = 아브2): 아버지의 아비=아

브= = 아브
는 성경 전체에서 656회이며 아비=

아비

만도 60회3) 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숙한 말은

아버지 · 아비이다.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아

들을 대상에게 알릴 때에 아비라 한다. 부모가 아들을

부를 때 아비야= =  아비야4)라 부른다. 한국의 고

어에서도 같다.5)

* 아비도와 섬기며=이브두= = 이브두6): 섬기며
=이브두= =  잘 있느냐 아카드어에 아비7)도

있다.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아비도 잘 있느냐 한다. 섬

기며=이브두= =  · 섬기다. 아카드에서 아비

(father of)8)가 있다.

1) ( · 나).

2) ַא(아브 · 아비).

3) 창 17:4, 5, 19:36, 27:27, 41, 35:18, 37:4, 10, 33, 35, 42:35, 43:2, 
28, 44:19, 20, 22, 25, 27, 31, 48:9, 17, 19, 49:28, 50:15; 출 2:18, 20, 
22:17; 민 11:12, 12:14, 30:4, 5, 16; 신 22:16; 삿 11:39, 14:10, 19:3, 4, 
5, 6, 8, 9; 삼상 10:2, 12, 14:27, 삼하 10:2; 왕상 13:12,  4:19; 대상 
22:10, 26:10, 28:6; 대하 4:16; 욥 38:28, 42:15; 시 103:13; 잠 3:12; 사 
22:21, 38:19; 렘 22:15, 31:29; 겔 5:10, 18:2.

4) יָא(아비야 · 아비야, 민 30:17; 신 22:21).

5) 진태하, op.cit., 389.

.(이브두 · 섬기며, 시 100:1)דּו (6

7) father of: 엄원식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68.  

8) 엄원식 편, 「아카드어 문법」(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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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다와 멸망=아바드= =  아바드1): 멸망=아바

드= =  아바드
몸이 아바드= =  아바드

! 우리나

랏말에 몸이 아팠다라는 말이 있다. 몸이 아바드= =

 아바드 · 멸망을 기본형으로 하는 아팠도다 아팠도다

= =   아바드티 아바드티2) 아바드티

아바드티 · 죽으면 죽으리라!

* 아람과 단=쌓아놓은=아람= = 아람3): 단=쌓아

놓은=아람= = 아람 아람 눈으로 머리로 아람드리

말씀으로 아름드리 드렸더니 알맞다.4) 우리말에 한 아

람이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단 · 쌓아놓은=아람=

= 아람이다.

* 아래와 땅=아래=아르아= = 아르아5): 땅=내 아

래=아르아= = 아르아아래 내 머리 아래=아르아=

= 아르아 아래 땅이 있지! 밑=바닥=아르이트=  =

 아래이다6).

* 아래 봐와 하체=아래 봐= = 에르바7): 우리
말에 아래 봐와 하체=아래 봤다=아래 봐= = 에
르바가 있다. 히브리어 = 에르바 에르바 하체이고

1) ָא( · 멸망. 에 4:16).

.(아바드티 아바드티 · 죽으면 죽으리라, 에 4:16)ָאי ָאי (2

.(아람 · 단 · 쌓아놓은 것, 아 7:3)ם (3

.(아르마트 · 단 같구나, 아 7:3)ת (4

.(아라 · 아래  · 땅, 스 5:11; 렘 10:11)ע (5

.(아르이트 · 바닥 · 밑, 단 6:24)ַאעית (6

.(에르바 · 하체, 창 9:22)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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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이다.

* 아래 봐와 하체=아래 봐= = 에레봐1): 하체=

아래 봐= = 에레봐 아래 봐 하체 글짜뜻은 눈과

머리 모두 숨 쉬라!

* 아래쪽과 땅=아래쪽= = 에레쯔2): 땅=아래쪽=

에레쯔= = 에레쯔 아래쪽에는 땅이 있다. 우리나랏

말에 아래와 아래쪽이라는 말이 있다. 땅=아래쪽=에레

쯔= = 에레쯔 아래쪽 땅이 있다. 우리말과 정말 같

은 히브리어 땅=아래아=아르아= = 아르아 아래3)
땅이 있다.

* 아시리와 十십=열=십=아시리= =  아시리4):
그 분이 十십=열=십=아시리= =  아시리! 눈에 넣

어 보호해주시리! 우리나랏말에 아시리 미래형 존칭어

가 있다. 히브리어 十=열=십=아시리= =  아시리
아시리 · 십 · 열 번째는 눈에 넣어 보호해주신다는

뜻이다. 이십=에스림= = 에스림5) 에스림=

= 에스림이십은 아시리의 복수다.
* 아아싸와 행하신=아아싸= = 아아싸6): 다 같이

1) ( · 하체, 레위 18:17, 18).

.(에레쯔 · 땅, 창 1:2 등)ץ (2

.(아래아 · 땅, NFS.D, 단 4:19)א (3

.(아시리 · 십 · 열 번째, 신 23:3; 왕하 25:1; 대상 12:12)יי (4

.(에스림 · 이십,  출 38:26; 민 3:47)ים (5

 (아아싸 · 여호와께서ה · (아아싸 · 행하신, 신 3: 21)ה (아아싸)ה (6
행하시고, 애 2: 17) · ה(아아싸 · 행하시는, 단 9: 14) · הה ~ ַא(아세~
아타아 ·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삿 10: 15) · ה(아아싸 · 이적들을 행하
신, 수 24: 17) · ה  :(에트 엘르아아싸 · 행하시는 하나님, 대상 2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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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보자 행하신=아아싸= = 아아싸! 하나님이 만

드서셔 아아싸이다! 행하신다! 그가 행하신 일을 받는

즐거움. 에헤디야, 어얼싸 좋다, 얼시구 좋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며! 우리들은 다 같이 잘 해보자는 뜻으

로 서로 손 벽을 마주치면서 아아싸 한다. 행하신=아아

싸= = 아아싸 아아싸는 하나님이 만드셨다와 행하

신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가 행하신 능동적 결과

에 이에 수동적으로 받는 즐거움의 의미가 더 덧붙여

진다. 행하신=아아싸= = 아아싸1) 행하신=아아싸=

= 아아싸 아아싸 ·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아아싸 · 행하시는=우리에게 행하시려니 아세~아타

아=  ~ =  ~ 아세~아타아2) 이적을 행하신=

아아세= = 아아세3) 아아싸 · 이적들을 행하신=에

트 엘르아아싸= ~ =  ~ 에트 엘르아아싸4)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나랏말의 에헤디야, 어얼

싸 좋다, 얼시구 좋다 등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는 아아싸이다.

* 아싸리와 십일조=아쉐르= = 아쉐르5): 십일조=

아쉐르= = 아쉐르 십일조를 내자 그게 지혜다. 우

39).

1) ( · 행하신, 신 3: 21).

.(아세~아타아 ·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삿 10: 15)ה ~ ַאה (2

.(아아싸 · 이적들을 행하신, 수 24: 17)ה (3

ה (4 .(에트 엘르아아싸 · 행하시는 하나님, 대상 2: 39)ת~

ר (아싸르)는ר (5  (아세르 테아세르 · 마땅히 너는 십일조를, 신ר
1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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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랏말에는 아싸리 그렇게 하고 말지 · 아싸리 그렇

게 하자는 사투리가 있다. 기본형 아쉐르= =  아
쉐르는 십일조=아쉐르= = 아쉐르 · 마땅히 십일조

를 내야하는 삶의 지혜다.

* 아유..와 향기로운 내음새=레아흐 니호아흐=

=   레아흐 니호아흐1): 향기로운 내음새 아유 · 아

으! 우리나랏말에 냄새가 향기롭게 날 때 아유! · 아으!

감탄한다. 히브리어 향기로운 내음새=레아흐 니호아흐=

=   레아흐 니호아흐 · 향기 냄새다.

* 나, 아나와 아나의 나=아나= = 아나2): 나=아나

= = 아나! 우리말에 아나 농부야 말들어의 아나가

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때의 속어로 아나 받아라!

나=아나= = 아나3) 아나 · 나와 나=아나= = 아
나 아나 · 나와 나=아나= = 아나4) 아나 · 오 당신

께 구한다 나=아나= = 아나5) 아나 · 응답하여이다.

두 팔로 상대방을 안아 보는 몸짓이다. 상대방을 향하

여 사랑으로만 무엇을 전달하여 주는 내용이 담길 때

의 소리 아나는 상대방을 안아준다와 잘 받으라 뜻.

* 아멘과 아멘= =  아멘6): 아멘! 정말로 그렇다면

1)  ה י( 니호아흐 · 향기로운 냄새, 출 29:25).

 아나 · 오 당신께 구한다, 욘)ָאה · (아나아 · 나)ה (아나아 · 나)와א (2
.(아나 · 응답하여, 출 24:3)ח · (14 :1

.(아나아 · 나)א (3

.(아나 · 오 당신께 구한다, 욘 1: 14)ָאה (4

.(아나 · 응답하여, 출 24:3)ח (5

(예아멘·원컨대 굳게 하옵소서, VNIMZS, let~be established, 대ָאן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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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지 뭐! 여호와 뜻에 무조건 따르는 순종. 아무

리~나= ~ = ~  아무리~나1) 그렇고말고 예 아멘!

우리 귀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익숙하다. 이 아멘은 자

연스럽게 순종의 뜻을 지닌 아멘= =  아멘 아멘이

다. 이 아멘= =  아멘
아멘은 정말로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의 뜻으로 여호와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따

르는 순종이다. 그리고 ~ 아무려나도 있다. 그

리고 원컨대 굳게 하옵소서=아멘= =  예아멘2) 예
아멘 · 원컨대 굳게 하옵소서다.

* 아무나와 진실로=아무나= =  아므나3): 진실로

=아무나= =  아므나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오면 구

원을 받는다. 내가 말씀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하나

님! 아무나4) 백성5)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랏말에 아무나라는 말이 있다. 진실로=아무

나= =  아므나 · 진실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

오면 구원을 받는 의미이다. 내가 말씀으로 영원하기를

1:9) · 

1) ~יּא(이므리~나· 원컨대 하라 하니라) VQMFYS, Say~ I pray 
thee, εηίπον~οὖν ὄτι, 창 12:13.

(예아멘·원컨대 굳게 하옵소서, VNIMZS, let~be established, 대ָאן (2
상 1:9) · 

(아므나 · 진실로, 욥 9:2)ָאה (3

 ,(에므나, 충성, 진실, 출 17:12; 신 32:4; 삼상 26:23; 왕하 12:15ה (4
22:7; 대상 9:22, 26, 9:31; 대하 19:9, 31:12, 15, 18, 34:12; 시 33:4, 
37:3, 96:13, 98:3, 100:5,  

.(움밈 · 백성)י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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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이 기본형 진실로=아무나= =  아므나1) 충

성, 진실이다. 복수가 되면 백성=움밈= = 움밈 ·

백성이다.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사람들이다.

* 아무데나와 놀라운=아므타니= =  아므타

니2): 아무데나 내가 내 아들로 말씀에 영원하

도록 하리라! 우리나랏말에 아무데도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놀라운=아므타니= =  아므타니 · 아무

데나, 놀라운 뜻 우리와나랏말과 히브리어 같은 발음.

* 아무라도와 성실=에무나토= =  에무나토3):

성실=에무나토= =  에무나토 아무라도 말씀 안

에서 성실하기를. 우리나랏말에 아무라도라는 말이 있

다. 히브리어 성실=에무나토= =  에무나토 에무

나토 · 성실!

* 아무리와 너를 사랑하시고=아마르= =  아마

르4): 너를 사랑하시고=아마르= =  아마르. 우리말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너를 사

랑하시고=아마르= =  아마르가 있다.

* 아비다와 종=아비다= =  아비다5): 종=아비

1) 17:12; 신 32:4; 삼상 26:23; 왕하 12:15, 22:7; 대상 9:22, 26, 
9:31; 대하 19:9, 31:12, 15, 18, 34:12; 시 33:4, 37:3, 96:13, 98:3, 
100:5,  

2) י(에므타니 · 아무데나, 놀라운, 단 6:7).

.(에무나토 · 성실을, 시 98:3)מּותֹו (3

.(아마르 · 너를 사랑하시고, 말. 슥 1:3)ָאר (4

5) Frederick E. Greenspahn, An Introduction to Aramaic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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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아비다 아비다1)는 종을 의미한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한테 전화할 때 아비다라고 한다. 우리

문화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속담과 일치.

* 아버지여와 주의 종=아브대하= =아브대하2):
주의 종=아브대하= =아브대하 아버지여! 임금님

이여! 언어 둘 모두 ‘하’3) 동일성으로 한다. 우리나라

말에 아버지여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주의 종=아브

대하= =아브대하 아브데하 · 주의 종이다. 우리

『용비어천가』4) 125장 “님금하”의 ‘하’는 임금님이여

이다. 히브리어의 같은 의미의 ‘하’가 있는 레파네하=

= 레파네하5) · 주 앞에서이다.

* 아서와 불=에쉬= = 에쉬 · 불=바에쉬= = 

Society of Biblical Leterature Atlanta, Georgia, 1946), 21.

1) י( · 아비다) ·  Frederick E. Greenspahn, An Introduction 
to Aramaic(America: Society of Biblical Leterature Atlanta, Georgia, 
1946), 21.

2) (아브데하 · 주의 종, 대상 17:24).

3) י(레파네하 · 주앞에서, 대상 17:27).

4) 보물  제1463호, 명칭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 분 류 기록유산 · 전적
류 · 목판본 · 왕실본, 수량 · 면적 3권3책,2권2책, 소재지: 계명대 동산도서
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계명대
학교, 서울역사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계명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는 훈민정음 이 창제된 후 정음(正
音)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임과 동시에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함께 조선시대 악장(樂章) 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책으로써, 
세종조의 국어학과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 계명대학교 소장 『용비어
천가』는 전10권 중 권8~권10의 3권으로 자체(字體)는 조선초기에 유행한 
조맹부(趙孟頫)의 송설체(松雪體)로 판각, 판심(版心)에는 조선초기 형식~ 
흑구(黑口)에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가 있어 초간본으로 추정, 그러나 장차
(章次)에 몇 군데 오각과 수정한 흔적이 있음 ~ 초판본 책판의 수정을 거쳐 
인출한 것으로 유추. 

5) י(레파네하 · 주앞에서, 대상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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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쉬1):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까

이 가려 하자 그 분은 아서, 아서라! 모세야 가까이 오

지 말라 한다. 불=에쉬= = 에쉬 · 불=바에쉬= =

바에쉬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못하도

록 할 때 아서!

* 아시레와 복=아세레= = 아세레2): 복=아시레=

= 아세레 아세레 · 행복=아쉐레= =  아셔
라!3)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의미다.

* 아심과 내가..되게 하리니= =  아심 아심4):

그 분이 아심= =  아심 아심! 우리를 위해 내가

되게 하리니 하시었다.

* 아파와 그 사랑이=아하바= =  아파아파5):

사랑= =  아하바아하바 아파한다. 참음=아아파=

= 아아파 아아파6)도 참는 일이다. 아파하는 일은 그

에게 엎드리어=아파임= =  아파임 아파임 · 엎드

리7)리는 일이다. 엎드리는 의미가 있는 엎드리어=아파

임= =  아파임 아파임이다.

* 아프리다와 나누어지다=아프리다= =  아

1)  )ש · · 바에쉬, 불, P.D.NFS, with fire, πυλί, 출 3:2).

.(아세레 · 복, 신 33: 29; 시 1: 1; 잠 3: 13)י (2

.(아쉐라 · 행복한, 신 7: 5; 삿 6: 25)ה (3

.(아심 · 내가..되게 하리니, 슥 12:3)ָאים (4

 ,아하바아 · 사랑은)ַאה · (아하바 · 그 사랑이, 아 2: 4, 3: 10)ַאה (5
아 8: 6) · הַא(아하바아 · 사랑함으로, 아 2: 5).

 .(아프 · 참음, 창 19: 1)ַאפ (6

.(아파임 · 엎드리어, δροω, 창 19: 1)ַא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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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아프리다1) 머리 입술 가슴으로 나누어지다!

* 안내하니와 인도하시는도다=안네헤니= = 안
네헤니안네헤니2) : 인도하시는도다=안네헤니= = 
안네헤니 그 분의 손으로 직접 안내 인도하시는도다=안네

헤니= = 안네헤니
안내하니 · 인도하시는도다. 우

리들은 안내하니라는 말을 쓴다. 히브리어 인도하시니=

안내할레니= = 안내할레니 안내할레니 · 인도하

시니3)! 하나님의 손으로 숨 쉬게 안내해=나아할= =

나아할4) 나아할 · 인도하다 · 보호하다 · 지도하다!

* 안아봐와 온유=겸손= = 아나봐 아나 봐아나봐

아나 봐5): 정말로 온유 겸손으로=안아와= 온유=겸

손= = 아나봐 아나 봐아나봐 안아 봐 다른 사람을

겸손으로! 우리들은 대상을 온유=겸손= = 아나봐
안아 봐라!

* 아파와 새끼=아파림= = 아파림아파림6): 어

미들은 새끼들을 놓으며 아파한다. 새끼=아파림=

= 아파림아파림 · 새끼이다. 눈으로 입으로 머리로

감싸 안으며. 어미들은 새끼들을 아파한다.

* 앞에서와 끝=앞에서= =  아페쓰아페쓰7): 끝=

1) ּא( ·나누어지다).

.(안네헤니 · 인도하시는도다, 시 23:3)י (2

.(안내할레니 · 인도하시니, 시 23:2)י (3

.(나아할 · 인도하다 · 보호하다 · 지도하다 · 5095)ל (4

.(아나봐 · 온유, 겸손, 삼하 22:36; 잠 15:33, 22:4; 습 2:3)ה (5

.(아파림 · 새끼, 아 7:5)י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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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  아페쓰 앞에서 둘러싼다. 글자풀이로

입으로만 둘러싸면 망한다이다. 우리말에 앞에서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끝=앞에서= =  아페쓰 아프씨

· 끝이다. 나 외는 다른 이가 없는 것이 망하다이다.

* 알과 에게, 인하여=알= = 알1): 알= = 알 알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드려지는 의미를 지닌다. 히브리

어 에게, 인하여=알= = 알이다. 우리말에 오늘이라는
말이 있다. 계림유사에 금일왈오날(今日曰烏捺)이 기록되

어 있다. 우리나랏말의 오늘은 온 알이다.

우리나랏말 그제를 히브리어 보면 보답 기멜= 기멜 기

멜이 있고 제= 제 제2) · 이러하니와 합하여 지난날이

된다. 지난날이란 은혜를 보답 한 날들이다. 긎그제 또

한 이 뜻의 중복이다.

* 알아와 알아= 알아= 베알아3): 알아보려 모세
는 우쭐거리는 모습으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자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아서! 우리말

에 ‘알아’라는 말이 있다. 성경은 모세가 겁도 없이 떨

기나무에 불이 붙지 않는 광경을 보며 가서 알아보려

할 때 발음이 알아 알아 이다. 내가 머리가 되어

쉼 쉰다는 것으로 인간이 우쭐되는 모습이 투영된다.

7) ַא( · 끝·, 시 67:8; 사 47:8).

.(알 · 에게 · 위에 · 인하여, 창 1:2, 6:1; 슥 14:2 등)ל (1

.(제 · 이러하니, 출 29:1; 신 14: 7, 15:2, 10, 21:20) זה (2

ה (3 · 보리라(브에르아, VQICXS, and see, όφομαί, 출 3:3) 이다. 앞
의 접두사 (브)를 빼면 알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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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와 보리라=알아=아라= = 알아1): 보리
라=알아=아라= = 알아 가는 때는 눈에 무엇이

보이는 때다. 우두머리2)가 되는 때이다. 우리말 알아=

보리라=알아=아라= = 알아. 눈으로 보여야 아는

일이다. 기본형 라아
라아
라아 · 보다이다. 내가 머

리가 된다이다.

* 아레와 후에=아하레= =  아하레아하레3): 후에

=아하레= =  아하레는 후이고 아하르 아하르4)는

그 후 뜻이다. 우리나라에 아레 라는 말은 며칠 전이라

는 뜻이다. 히브리어 =  아하르 아하르 · 그 후 머

리로 채운 후이다. 글자 뜻은 내가 그의 지붕 안에서

머리가 된다이다. 열심히 배우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이다.

* 알아와 거두다=알아=아라= =  알아알아5): 거

두다=알아=아라= =  알아 알아! 거두고=알았지=아

리티= =   아리티 알았지6): 신부를 내가 알아=아

라= =  알아 알아, 거두고=알았지=아리티= =

  아리티 알았지! 히브리어 아라= =  아라 거두다=

알았지=아리티= =   아리티 알았지 · 거두다!

1) ( · 보이더라, 슥 5:1 등).

.(라아 · 보다)ָאח (2

.(아하레 · 후에, 창 5:4; 왕하 14:22; 신 31:27)ַאי (3

.(아하르 · 그 후, 민 25:13)ַאר (4

. ,(아라 · 기본형, 거두다, 아 5:1)ָאה (5

..(아리티 · 거두고, 아 5:1)ָאי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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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고와 너의 머리는=알라이흐= =알라이흐

알라고1): 눈으로 보고=너의 머리= =알라이흐
알

라 이흐!2)

지극히 높으신=일나=일라= = 일라 일라3)가

지극히 높으신 뜻이다. 눈으로 보이는 일이다.

* 어린아이 알과 어린아이=알= =  알 알4): 알 우

리말에 아주 어린아이를 알라라 한다. 이 알은 여자의

자궁속에 든 아이를 말하는데 이 생명체는 수많은 정

자가 여자의 자궁 속에서 스스로 여자의 난자와 결합

한 알이다. 이 알은 자의적으로 정자를 만나 알이

되는데 아이를 나앟나?라고 묻는 우리말이 있다. 알이

밖앝으로 나오는 일이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다. 이 자

유의지 곧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나 자궁밖으로

나오는 일도 자의적이다. 아 산스크리트어 아이다. 엄

마와 아빠가 만나 만들어 낸 나 아 감탄하며 고맙다고

아이는 아 하고 운다. 이 아이 알=어린아이=알= = 
.

* 알라면과 처녀들=알라모트= = 알라모트 알
라모트5): 처녀=알리마= = 알리마 눈으로 말씀을

알리고파 하는 처녀이고 처녀들=알라모트= =

1) ( · 하나님이, the God, 단 3:32).

2) (알라이흐 · 너의 머리는, 아 7:6).

.(일라· 지극히 높으신, high, 단 3:32)ָאה (3

.(하알림 · 그 어린, 아 2:17)ַאים 기본형을 가진 어린 (알)ַאל (4

.(알라모트 · 처녀들이, 아 1:3)מֹות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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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모트 알라모트이다. 눈으로 말씀을 알리고파 하는

무리들이 처녀들이다. 처녀의 존재는 말씀을 먹고 싶어

하는 그리고 알려하는 존재이다. 물을 먹고 싶어 하는

처녀=알리마= = 알리마 알리마1)이다. 여인의 아

름다운 순결을 알리는 일을 가지고 있는 처녀이다. 시

녀들= = 알라모트 알라모트2)이다.
* 알아 봐와 알아봐=아르바= =  아르바아르바

알아봐3): 사방=넷=알아봐=아르바알아봐=아르바=

=  아르바알아 봐 넷 히브리어다. 사십=알아봐 임=아

르바임= =  아르바임 아르바임4)이다. 이삭은

나이 사십에 리브가 맞이! 인생 40이면 무엇을 알아보

는 나이이다.

* 알아봐와 사방= =  아르바아라바5) 아

르바아 알아봐아6): 아르바 알아봐 알아봐아 사방팔방.

우리나랏말에 알아봐라는 명령형이 있다. 히브리어 알

아봐 아르바 아르바 · 넷이다. 알아봐와 똑같이 발

음되는 알아봐 아르바아 아르바아 · 四7)는 사방팔

방 알아보는 의미다.

1) ( · 기본형, 아 1:3).

.(알라모트 · 시녀, 아 6:8)מֹות (2

.(아르바 · 넷, 창 18: 29; 느 7:43)ַאה (3

,(아르바임 · 사십, 창 26:20)ַאים (4

.(아르바 · 넷)ַאע (5

 .아르바아 · 四, 창 2:10; 출 37:3, 13; 민 25:9, 29:23)ַאה (6

7) 창 2:10; 출 37:3, 13; 민 25:9, 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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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와 벌거벗은=알아야=에르야= = 에르
야1): 벌거벗은=알아야=에르야= = 에르야 알아야

무엇을 알아야 하는 일은 벌거벗은 상태를 안다는 의

미가 숨겨져 있다. 한국 고시 「헌화가」에 아니 부끄

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드리리다2) 하였다. 우리말에 알

아야라는 말이 있다. 알아야=에르야= = 에르야 에
르야 · ‘벌거벗은’이 있다. 시적 표현 안다는 것은 벌거

벗음의 관계이다.

* 암만과 공교한 장식=암만= = 부암만 암만3): 공교

한 장식=암만= = 부암만 암만 하여도 정교하지 않네!

우리말 암만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동의하는 말이

다. 히브리어 암만 암만 암만 · 공교한 장식의미이다.

* 앗과 위대=앗뜨거=앋디르= =  앋디르4): 주님

의 뜨거운 가슴 앗! 뜨거워! 하나님 위대하심! 우리들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과 찬양이니 어찌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리요! 우리나

라 사람들은 놀라는 최대의 발음을 앗!으로 한다. 히브

리어 위대=앗뜨거=앋디르= =  앋디르 앋디르 · 위

대, 아름다움! 발음 아= 앞 언어부분에 따라옴으로 뒤

에 발음은 거의 나지 않는 앗!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

1) ( · 벌거벗은, 겔 16:7; 미 1:11; 합 3:9).

2) 양주동,『古歌연구』보정판(서울: 박문서관, 1950), 223.

.(암만 · 공교한 장식의, 아 7:2)ָא부ן (3

.(앋디르 · 위대, 아름다움, 시 8:1, 9)ַאי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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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이로움 표시 감탄이다. 우리나랏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찬양!

* 앗따와 주님=아타= =  아타아타1): 앗따 앗

따 그 사람!  앗따 선물 받아라! 우리는 주님을 큰

선물로 받았다. 앗따
앗따 선물 받아라! 앗따

앗따

· 너, 주 선물 주님이다.

* 야와 야= = 야야2): 하나님의 약자=야= = 야야
야야! 정말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 우리는 늘 이 야!

로 상대방을 부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라니! 그런데 우리는 싸울 때 어디 대고 야! 하느냐며

덤벼들기도 한다. 우리말에 상대방에게 야하고 부르는

아주 친근한 말이다. 히브리어 여호와  여호와의 축약

형 야3) 야 · 여호와여 하나님의 약자=야= = 야.
* 야와 부르는 이름=야=.. =야야4): 누나야! 여보야!
소월 시 엄마야 누나야! 성경은 히스기야 엘리야 에레

미야! 야= 야 야=여호와 약자! 한국인이 복 받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는 축복된 생활을 한다.

* 야릇하다와 나의 사랑=야릇하다=라으야타= =

라으야티5): 사랑을 느끼는 마음이 야릇하다! 나의 사

랑=야릇하다=라으야타= = 라으야티 머리와 눈에

1) ַא( · 너, 주, NPMYS, thou, σύ, 창 28:13, 시 5:5).

ּה · 야)יה 의 축약형הה (2 · 여호와여, 출 15: 2: 시 89: 9).

ּה · 야)יה 의 축약형הה (3 · 여호와여, 출 15: 2: 시 89: 9).

4) (야).

.(라으야티 · 나의 사랑, 아 2:13, 6:4)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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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하니! 히브리어 야릇하다=라으야타= = 라으
야티
! 야릇하디=야릇하지! · 나의 사랑!

* 야호와 여호와= =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야
호! 산에 올라 메아리 친다. 성경은 7000번이나  여호
와
예흐바 · 여호와로 되어 있다. 하나님 여호와= =

 여호와와 향기=향기=니호아흐= = 니호와흐 관

계가 있다. 숨 쉼 표시 헤와 지붕 표시 헽 차이다.

여호와의 숨 쉼=헤= 헤는 하나님으로 하여 숨 쉼 살

아있음이 퍼져 나가는 외부적인 의미이다. 반면 향기는

헤=숨 쉼=하= 헤 숨 쉼 표시 대신에 지붕=헤트= 헤트는

있어서 텐트 안이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현재진행형 내음새가 향기이다. 여호와의 일은 외부이

고 내부는 향기 문제이다.

이 내부와 외부의 차이는 유명한 모세와 기름부음이

라는 글자에서도 찾아진다. 모세 모쉐=물에서 건짐 의
미다. 반면 기름부음은 마샤= 마쉐=기름부음이다. 이
둘의 차이는 외부와 내부로 갈라진다. 전자는 하나님의

숨 쉬게 하여 이어지는 생명체가 있다. 절대자의 능력

이 외부로 나가 대상을 숨 쉬게 한다. 후자 기름부음은

내부에 절대자의 능력이 임함이다.

물 위에 운행하시는 영은 바람과 향기가 있다. 사람

몸속에 70% 이상 물이 있다. 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몸속에 있는 물은 살아서 향기를 가진다. 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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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늘 움직이는 물은 향기의 바람을 가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에서 향기난다. 말에서 향기가 난다. 행동

에서 향기가 난다.

향기 남과 향기 나지 않음의 차이가 있다. 움직이는

동적 향기의 존재이거나 그렇지 않음이다. 물이 움직이

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는다. 바람의 냄새는 바람 원

리에 의해 갈 데까지 곧 끝까지 가서야 멈춘다. 곧 어

디에 닿는다. 바람이 닿았다= = 닿았다1). 바람이

밑 닿앟다= = 밑 닿앟다2). 바람을 가진 물이 닿

아서3) 전하는 말이 물이 닿으면 꽃이 피는 번성=꽃이

피라 해= = 피라해4) 그의 꽃= = 페르헤하

고 전한다. 명령사역이다.

* 야호와 여호와= =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야
호! 산에 올라 메아리 친다. 성경은 7000번이나  여호
와 예흐바 · 여호와로 되어 있다. 여호와와 관련하여서

는 바람과 향기문제이다. 우선 첫째 여호와= =  
여호와와 향기는 향기=니호아흐= = 니호와흐와 관

련된다. 숨 쉼 표시 헤와 지붕 표시 헤트 차이로 구분

된다. 여호와의 숨 쉼=헤= 헤 헤는 하나님으로 하여 숨

1) ( · 산 아래, υπό, under 출 24:4, 32:19; 렘 3:6), (대신에 ά
τι instead of 창 4:25, 22:13, 30:15,; 출 21:16; 레 14:42; 삼하 19:13), 

(미타하ת (미타하트 · 아래, ἥν υπυκάτω, were under 창 1:7)ת (2
트 · 하, υπυκάτω, from under, 창 1:17). 

 ,(타하트 · 산 아래, υπό, under 출 24:4, 32:19; 렘 3:6)ת (3

יה ,(페라흐 · 꽃, 화초, 번성ח (4 · 그의 꽃, his flower, καί τα κρίν
α 출 26:31, 



물의 시학 1187

쉼 살아있음이 퍼져 나가는 외부적인 의미이다. 반면

향기는 헤=숨쉼=하=
헤

숨 쉼 표시 대신에 지붕=헤트=

헤트가 있어서 텐트 안이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역

사하는 현재진행형 냄새 향기이다. 여호와의 일은 외부

이고 내부는 향기 문제이다.

둘째 여호와는 바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원래 히브리어에 발음부호를 붙이지 않는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라고 읽을 때는 이 여호와라는 말을 바람

소리로 한다. 살아 일어나는 사람의 숨 쉼 덩어리 여호

와= =  여호와에흐예= = 에흐예이다.넘어질 때

마다 일어나 살아라고 하시며 감싸 보호하시는 분 여

호와= =  여호와이다. 이 손= 요드은 우리들 글자문

장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따옴표이다. 이 글자는 여호

와의 약자인 동시에 예수님의 표시이다. 그 분 손이 나

를 양쪽에서 보호하시어 살아 있다.

①  여호와  라여호와, 창 4:3, 8:20

② 에흐예

③ 에흐예· 동사의 VQIMZS3인칭 남성단수, he shall be, εσταί, 그를 여기라, 레 1:8

④   아니 여호와 · 나는 여호와니라, the έγώ LORD레 18:2, 4, 5, 6, 21, 19:2,

3, 10, 12, 14, 16, 19, 25, 28, 30, 32, 33, 34, 36, 20: 7, 8, 24, 26, 22:9, 16, 30, 31, 32 등

나는 스스로 있는 자 · 에흐예= 에흐예 · 나는 생명이 있게 하는 자1)

 : Wilelm Rudolph, Hosea, Kommentar  zun Altenה + י (1
Testament(Gύtersloher: Verlargshaus Gerd Nohn, 1966), 54: 
 (에흐예)를 사용하였다. 이 학설은, 김이곤, ”고난신학ה (여호와) 대신הה
맥락에서 본 여호와 신명 이해,“『구약 성경의 고난신학』,『한국신학논
집』 11(천안: 한국신학 연구소, 1989), 55-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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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흐예= 이흐예
·하야= 하야 동사의 VQIMZS3인칭 남성단수, hath, he shall

be, εσταί, 그를 여기라, 레 21:8, 17, is 레위기 21:19

여호와 글자와 나는 스스로 있는자=에흐예에서 찾아

지는 숨 쉼= 헤 자리 ① ② ③ ④와 같다. 동시에 두

개의 숨 쉼 헤 2회이다. 여호와=  여호와의 헤는 창안

· 밖 앝 넒나 들게 드나드는 문이다. 그리고 연결고리

못= =바브 연결 · 못 은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다. 십

자가 사건으로 하여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잇는 못= =
바브 못이 여호와=  여호와의 글자에 있다. ② 에흐예=

= 에흐예와 ③ 에흐예= = 에흐예 공통점 역

시 두 번의 숨 쉼= =헤다. 이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엄

청난 차이는 예= =예와 에= =에이다. ② 에= =에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③ 이흐예의 두 번의

손 표시로 한 동사 우리말 그대로 하여=하야= 하야

의 현재형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의 아들의 못

박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우리의 살아있음 현재는

두 번의 반복도 모자라 현재 원어 문법이 제시하는 하

나님의 손=요드= 예는 성경 원문 단어 첫머리에 놓이어

현재진행형접두어 역활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

하며 활동하고 계심의 여호와와 하나님과 아드님 예수

는 세상 바다 파도 바람이 잦은 날에 “나는 여호와니

라” 아니 여호와=아니 여호와=   아니 여호와, 레 22:30,

31, 32
라 알려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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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여호와= =  여호와가 7000번이나 알리

면서 내가 여호와라=아니 여호와=여호와= = 
 아니 여호와 로 가득히 얹히며 우리 갈 길 인도한다.

증거=아드= 아드님의 관계가 성경에 있다. 이스라엘

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시니1)에서이다. 들으라= = 쉐마아의 끝 자 ‘아= 아

와 문장 끝 자 에하드= = 에하드의 드= 드가 합쳐

아들=아드= 아드2)=증거3)이다.

여호와=  여호와= 5+6+ 5+10=26의 반 13자리대가 예

수님 자리 13이다.

아브라함 때에는 전능자 엘 샤다이로 알려 주었지만

490년이 지나서야 모세에 너에게 알려 준다 하시면서

야훼  여호와여호와=스스로 있는 에흐예= 에흐예4)다.

십자가를 진 예수의 이름표에서도  여호와가 밝혀진
다. 예수님 이름표=     예수아으 하나자레

베멜레그 하유다=유대왕 나사렛 예수이다. 이 단어 앞 글자

만 모으면  여호와이다. 하나님과 예수 곧 여호와와

1)  הה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ע
┃에하드, 신 6: 4).

.(아드 · 증거)ד- (2

 :(하에두트 · 증거, 출 26: 34, 27: 21, 30: 6, 26, 36, 31: 7, 39ת (3
35, 40: 5; 레 24: 3; 민 7: 89.

 : Wilelm Rudolph, Hosea, Kommentar  zun Altenה + יה (4
Testament(Gύtersloher: Verlargshaus Gerd Nohn, 1966), 54: 호세아는 
 (에흐예)를 사용하였다. 이 학설은, 김이곤, ”고난신학ה (여호와) 대신הה
맥락에서 본 여호와 신명 이해,“『구약 성경의 고난신학』,『한국신학논
집』 11(천안: 한국신학 연구소, 1989), 55-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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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동일성 예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아드

=
아드
이다. 유일하게 모음자가 붙지 않는 단어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1) 하신다.

예수님 자리는 41대이고 14대 14대 14대로 이어지는

예수 족보 41회째2)자리이다. 왜 14대 14대 14대로 하

느냐 하는 문제는 다윋의 이름 (다윋) 다윋의 수치
는 4+6+4=14에서 찾아진다. 다윋의 자손 예수라 성경

은 말하고 있다.

14대+ 14대+ 14대는 다윋의 이름 다윋= 다윋의 수

치 4+6+4=14이다. 다윋의 자손 예수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 다윋 수치 4=다 + 6=위 + 4= 드= 14이다. 예수

님 족보는 족보 14대 ∼다시 14대 ∼다시 14대의 그리

스도 자리로 이어진다. 이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14마 1:173)대이다. 예수 그리스도 14마 1:174)대의 마법이

다.

1)  הה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ע
┃에하드, 신 6: 4).

 .는 41회의 반복리듬에서이다(라메드 · ..을 위하여, 창 1: 1-2: 3)ל.. (2
예수님의 족보는 41회째(마 1: 16)이다.

3)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
는   예수가 나시니라(마 1:16).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윋까
지 열 네 대요 다윋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 1:17)

4)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
는   예수가 나시니라(마 1:16).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윋까
지 열 네 대요 다윋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마 1:17)



물의 시학 1191

예수 증거1) 하나님의 아들2)=아드= 아드3)이다. 여호

와 (여호와)= 5 + 6 + 5 + 10=26의 하나님 고

유의 수치의 반이 되는 아들의 수치 13 수數치다. 이 13

수치는 사랑=  아하바· 사랑 수치 134)이다. 13= 5+

2+ 5+ 1
이다. 미국이 축복받는=미국국기 성조기별이

13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자리는 13대째이고 그리스도는 14대이다.

[*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아브라함 다윋까지 14대)]

①믿음의조상 Αβραἁμ:  (아브라함, 창 17: 5; 출 3: 6, 마 1: 2)

②아브라함이낳음, 웃음, 이삭 Ισαάκ: (이쯔하크, 창 17: 19, 마 1: 2)

③이삭이낳음, 발꿈치, 반석, 야곱 Ίακώβ:  (야코프, 창 25: 26; 마 1: 2)

④야곱이낳음, 실존소망, 유다 Ίούδας:  (예후다, 창 29: 35 ; 마 1: 2)
⑤유다가낳음, 떠오름, 베레스 φάρες: (페레쯔, 창 38: 29; 마 1: 3)
⑥르우벤이낳음, 뜰, 마당, 헤스론 Έσρώμ: (헤쯔론, 창 46: 9; 마 1: 3)

⑦헤스론이낳음, 높음, 람 Άράμ: (람, 대상 2: 9; 마 1: 4)

⑧람이낳음, 자원하는백성, 아미나답 Άμινδἁβ:  (아미나다브, 대상
2:10, 마 1: 4)

⑨아미나다브가낳음, 경험으로배운, 나손 Ναασσών: 다. (나흐손,

민 1: 7; 마 1: 4)

⑩나손이낳음, 옷입음, 살몬 Σαλμών: (쌀몬, 룻 4: 20; 마 1: 4)
⑪살몬이낳음, 기둥, 보아스 Βόες: (보아즈, 룻 4: 21; 마 1: 5)
⑫보아즈가낳음, 섬기는것, 오벳 Ώβήδ:  (오베드, 룻 4: 17; 마 1: 5)

⑬오베드가낳음, 다윋의아버지,이새 Ίεσσαί: (이솨이, 룻 4: 17, 마 1: 5)
⑭이새낳음, 끓는가슴, 다스리다, 다윋 Δαυίδ: (다비드, 룻 4: 20; 마 1: 6

- 아브라함에서 다윋까지 14대(마 1: 2-1: 6)

아브라함 ￫ 다윋까지의 14대까지이다. 다음은 다시

1) ( · 증거, 출 26: 34, 27: 21, 30: 6, 26, 36, 31: 7, 39: 
35, 40: 5; 레 24: 3; 민 7: 89.

.(아드 · 증거)ד- (하에두트 · 증거)ת (2

.(아드 · 증거)ד- (3

 ,움마-나으마트 아하바 · 사랑아 어찌 그리 화창한지)ּוה - ַאה (4
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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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성경에서의 14대까지이다.

[*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솔로몬 여고냐까지 14대)]

①다윋낳음, 평화로운, 솔로몬 Σολομώνα: (쉐로모, 삼하 5: 14,마 1: 6)
② 솔로몬이 낳음, 백성의 넓힘, 르호보암 Ροβοάμ: (레하브암,

왕상 11: 23; 마 1: 7)

③ 르호보암이 낳음 아들, 실존을 소망하는 양육 아비야 Αβίά: (아비야,
삼상, 8: 2; 마 1: 7)

④아비야가낳음아들, 치료, 아사 Άσάω:  (아싸, 마 1: 8)
⑤아사가낳음, 판결자, 여호사밧 Ίωσαψάτ:  (예호솨파트, 삼하 8:16; 마

1: 8)

⑥여호사밧이낳음, 여호와께서높이심, 요람 Ίωράμ:  (예호람, 왕하 8:

16, 마 1: 8)

⑦요람이낳음,   위엄, 웃시야 Όζίαν:  (우지야, 대상 6: 24, 마 1: 8)
⑧웃시아낳음, 여호와완전하심, 요담 Ίωαθάμ:  (요탐, 삿 9: 5, 마 1: 9)

⑨요담이낳음, 기업, 아하스 Άχάζ881:  (아하즈,, 왕하 15: 38, 마 1: 9)

⑩아하스가낳음, 여호와로강해짐, 주의강하심, 히스기야 Έζεκίαν: 
(히즈키야, 왕하 16: 20, 마 1: 9)

⑪히스기야가낳음, 망각, 므낫세Μανασσῆς: (메나쉐, 창 48: 1, 마 1: 10)
⑫므낫세낳음, 확고, 아몬 Άμών: (아몬, 왕상 22: 26, 대상 4: 14,

마 1:10)

⑬아몬의아들, 여호와께서기초를두심, 요시아 Ίωςίας:  (요시야,
왕상 13: 2, 마 1: 11)

⑭여호와께서세우심, 여고냐 Ίεχονίαν : (예콘야, 마 1: 11)
-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마 1: 6-1: 11)

* 14대로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 설명이다.

[* 신약 기록의 예수님 족보(스알디엘 ￫ 그리스도까지 14대)]

①여고냐가낳음, 주께간구, 스알디엘 Σαλαθιήλ:   (쉐알티엘,
대상 3: 17; 학 1: 1; 마 1: 12)

②스알디엘이낳음, 혼합되어황폐해짐, 스룹바벨 Ζοροβαβέλ:

(제루바벨, 학 1: 1; 슥 4: 6; 마 1: 12)

③스룹바벨이낳음, 영광스럽게양육함, 아비훗 Άβιούδ10:

ּו (아히후드, 대상 8: 3, 마 1: 13)
④아비훗낳음, 일어남의하나님, 일어섬전능자, 엘리야김 Έλιακίμ:

(엘야킴, 왕하 18: 18, 마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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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엘리야김이낳음, 도움, 아소르 Άζώρ: (아주르, 겔 11: 1, 마 1: 13)
⑥아소르가낳음, 의로움, 사독 Σαδώκ: (짜도크, 삼하 8: 17; 대상 6: 8;

마 1: 14)

⑦사독이낳음, 실존을소망하여일어섬, 아킴 Άκίμ:  (요킴, 왕하 23:34;
렘 37: 1; 단 1: 1; 대상 4: 22; 예수아가낳음: 12: 10 · 사독낳음, 마 1: 14)

⑧아킴이낳음, 위엄있는전능자, 엘리옷 Έλιούδ: - (엘리훗, 민 23:
18; 마 1: 14)

⑨ 엘리훗이 낳음, 하나님은 돕는 자, 엘르아살 Έλεάζαρ: (엘아자르,
출 6: 23; 레위 10: 6; 마 1: 15)

⑩엘르아살이낳음, 선물, 맛단 Ματθάν: (마탄, 왕하 11: 18; 대하 23: 17;

마 1: 15)

⑪맛단이낳음, 발꿈치, 야곱 Ίακώβ: (야아코브, 창 25: 26, 36; 대상 3: 24;
마 1: 15)

⑫ 야곱이 낳음, 더하고 더하다, 요셉 Ίωσήψφ: (야싸프, 창 30: 24; 욥 42:

10; 마 1: 16)

⑬요셉이낳음, 여호와께서구원하심, 예수 Ίησῡς:  (예호슈아, 출 17: 9;

출 33: 11; 슥 3: 1; 마 1: 16)

⑭그리스도 ! Χριστοῡ, 창 31: 13; 삼상 15: 1; 왕상 19: 16; 레 4: 3;
왕상 2: 10; 단 9: 25; 마 1: 17)(마 : 12-1: 17)

- 바벨론이거에서그리스도까지(제사장사독스알디알에서그리스도까지)

성경이 제시하는 14대 14대 14대의 숨겨진 비밀은

바로 다윋의 히브리어 다윋 다윋의 수리 4+6+4=14에
서 다윋의 자손 예수의 디엔에이를 성립시킨다.

다윋의 자손 예수 족벌에서 예수 자리는 13대이고

그리스도 자리는 14대이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그리스

도 사랑자리가 14대이다. 사랑을 성경은 사랑=아파=아

하파= =  아하파 · 사랑1)으로 한다. 이 수치가

13숫자이다. 하 5 아 + 파 2파 + 하 5 하 + 아 1 아=2)

1) ַא( · 사랑, 신 10:14;아 2: 4, 7, 3: 10; 아 2:4).

.(아하파 · 사랑, 신 10:14;아 2: 4, 7, 3: 10; 아 2:4)ַאה (2



제12장 한국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1194

13이다. 아파아=아하파=  아하파 · 사랑 아가서 2:4, 7,

3:19m 2:4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

파하고 절규하시었다. 히브리어에서 사랑 원어는 아하

브=  아하브이다. 2 브 + 5 하 + 아 1 아=8이다.

하나님의 수학1) 8은 성경 1장 1절의 ‘하나님= 
(1+30+5+10+40=86)’과 ‘그리고- (6+1+400=407)’와 ‘하

늘= (5+300+40+10+40=395)’=8882)의 8 수이다. 888

은 신약시대의 그리스어의 예수 ζ(10) + η(8) + σ(200)

+ ο(70) + υ(400) + ς(200)=888이다. 예수 사랑 8 숫자

신학은 8 ‘부함’ 마방진 수가 이를 뒷받침 한다.

성경은 원문에 예= 예를 어두에 많이 두는데 이 예=

예가 올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얼라 다 됐

다=너를 낳은 자=옐러더태하= = 너를 낳은

자 뜻이다. 이러한 생물만들기에는 영의 바람은 바람

원리에 의해 갈 데까지 곧 끝까지 가서야 멈춘다. 곧

어디에 닿는다. 바람이 닿았다= = 닿았다3). 바람이

1) Don Kistler, 하나님의 수학: The Arithmetic of God , 서휘웅 옮
김(서울: 섬광문화사, 1992), 67-69. 

2) Vernon Jenkins MSc, Technical Journal 1993 The Ultimate Assertion Evidence of 
Supernatural Disign in the Divine Prologue

(CEN Tech. J., vol. 7(2), 1993, pp. 184– 196: The Ultimate Assertion: הים .ברא .בראשי
 .Evidence of Supernatural Design in the Divine Prologue .והארץ :הארץ .ואת .השמים .את .אל
VERNON ... by some divine superglue, is a structure of pure number. 

  ‘태초에-יתא(2+200+1+300+10+400=913)’+‘하나님이-ים
(1+30+5+10+40=86)’ =999  ‘창조하시니라- א(1+200+2=203) + 그리고-ת
(1+400=401)+‘하늘-ם(5+300+40+10+40=395)=999’‘하나님이-ים
(1+30+5+10+40=86)’ + 땅 ץָא(5+1+200+90=296)+‘하늘-ם
(5+300+40+10+40=395)= 777’

(타하트 · 산 아래, υπό, under 출 24:4, 32:19; 렘 3:6), (대신에 άת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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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닿앟다= = 밑 닿앟다1). 바람을 가진 물이 닿

아서2) 전하는 일은 물이 닿으면 생명체가 파랗게=

= 피라해3) 그의 꽃= = 페르헤이 파랗다.

성경은 한 개의 단어를 똑 같이 사용하여 최소 두

개의 의미로 나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

= 엘로힘 그냥 이이다. 일어나는 힘이 바람을 타고 절

대자가 바라는데로 이루어진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께서 바라셨다 바라셨다= = 베레쉬트·최초에, 창 1:1

라고 말한다. 바라= = 바라·창조, 창 1:셔서 천지를 창

조하셨다. 그리고 어둠위에 신의 바람이 거기 계신다.

시인의 위대함은 신의 소리를 들을 때이다. 절대자 신

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시인의 사역은 ‘…’라고

곧 로고 말씀전하기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바람시인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쉬히브리서, 6:14라고 전하는 사

역! 시를 읽는 이들로 하여금 ‘…라고’ 전한다.

시인이 할 일은 ‘일어나!=인나!는 일이다. 우리말 말

씀사역 인나=일어나! 우리말 일=日=(동국정운)=

실담어=일4)어나이다 오로지 힘 내=은나=ȅna인나 일어나5)

τι instead of 4:25, 22:13, 30:15,; 출 21:16; 레 14:42; 삼하 19:13), 

1) (미타하트 · 아래, ἥν υπυκάτω, were under 창 1:7) ת(미타하
트 · 하, υπυκάτω, from under, 창 1:17). 

 ,(타하트 · 산 아래, υπό, under 출 24:4, 32:19; 렘 3:6)ת (2

יה ,(페라흐 · 꽃, 화초, 번성ח (3 · 그의 꽃, his flower, καί τα κρίν
α 출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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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라!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인나 · ἵνα)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

라(막 3:12)

이에 열둘을 세우(인나 · ἵνα)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

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막 3:14)

‘…야 인나’ 일어나 움직이라!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주는 영적 힘으로 자식들을 보며 어서 인나! 밥 먹어야

지! 학교가야지! 공부해야지! 말씀이 살아 있는 사역을

한다. 시인의 위대함 바람 사역이 있다. 인나 ίνα1) 손

잡아 일어나! 그 분 아드님은 38년 된 앉은뱅이더러 일

어나 걸어라! 나!2) 인나! 일어나! 헬라성경은 하나=

은나=êna라한다. 숫자 1=一한자 1 표시이다. 천부경은 일

어나라며 1을 11번사용하여 일어서는 민족임을 응원하

4) 

5) 스테반 원어성경 上(서울: 원어성서원 · 2000. · 627 · 레 8:26; 
29:2; 5 · 8(2) · 10 · 16 · 19 · 20 · 22 · 25 · 28 · 31 · 34 · 36(2) · 38 
· · .

1) 인나 · ἴνα, 마 9:6, 26:41: GREEK∼ENGLISH NEW 
TESTAMENT(1971, 21).

2)  ga gha na ṅa ña ṇa ḍa da dha ḍha ra la ṛ · r ṝ 
· r ma va ba bha sa ṣa śa 4 a ā i ī u ū ya ḷ · l ḹ 
· l̄ e · ē ai o au ja jha ca cha ka kha ṭa ṭha ta tha 
pa p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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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고하고 알려준다. 일어나! 인나!1) 일 12)어나! 일

어나서3) 일어서 arise! 일=
우리말 일어나의 고어

어나! 은나

=ȅna4)!이다. 합하여 일어 ‘섰다’ ‘스’5)로 외친다. 가

정에서 예쁜 아내에게 애기가 섰다!

* 약간과 악간=잔= =  악간
악간6): 악간= =  악간

약간 물이 물그릇에 담겨 있다. 물은 천지지만 우리는

그릇에 약간 담아 사용할 뿐이다. 말씀은 사방 천지에

놓여 있지만 말씀을 그릇에 약간 담아 사용한다. 악간=

잔= =  악간 · 잔 · 물그릇이다.

* 야곱=야 곱= = 야곱: 곱빼기, 2배의 곱 야곱!
우리나랏말 곱빼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내 안에 넣

은 2배의 곱= = 야곱 야곱!
* 어르신과 어라하=엘라하= = 엘라하7): 어르
신! 어른 신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 명칭이 어라하이다.

엘라하= 엘라하 엘라하 · 어라하는 하나님 엘= =
엘 엘과 여호와의 약자 야= = 야 그리고 소망사 하=

1) êna 스테반 원어성경 上(서울: 원어성서원 · 2000언. · 627 · 레위기
5:7,

2) 땅에 구음이 하나 ëv(은나)이요 언어가 하나ëv(은나)이었더라(창 
11: 1); 

   http: · blog.daum.net · paulsong · 15863203 · 

3) 산스크리트어와 한민족사투리 부로그: 
   http://www.blog.daum.net · paulsong · 15863203. 

4) 스테반 원어성경 上(서울: 원어성서원 · 2000. · 627 · 레 8:26; 민 
29:2; 5 · 8(2) · 10 · 16 · 19 · 20 · 22 · 25 · 28 · 31 · 34 · 36(2) · 38 
· · .

5) 강상원, 『東國正韻 실담어 註釋』(서울: 明倫學術院 · 2018), 97. 

6) ַא(악간 · 잔 · 물그릇, 아 7:3).

.(엘라하 · 어라하, 렘 10:11)א (7



제12장 한국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1198

하가 같이 어울려 어라하=엘라하이다. 여성어미형의

하=
하
하는 백제 12대왕의 딸 이름 부여화에서 찾아진

다. 어라하=엘라하= = 엘라하 한국인과 긴밀성

으로 백제 근초고왕 시대 왕 명칭은 어라하이다. 백제

12대왕 딸 이름이 부여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드

신 분을 향하여 높임말로 어르신이다.

* 어른과 지극히 높은 자=에론= = 에론1): 높
으신 분은 어른이고 어르신이다. 발음까지 똑 같은 지

극히 높은 자=에론= = 에론 에론 · 지극히 높은

자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시대명사이고 보면 흔히 쓰는

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져서 어르신이 된다. 지극히 높으

신 분이 두 번 반복된다. 어른에 대한 극존칭이다.

* 여보와 여보=요보우= = 요보우2), 들어올 것이요

=여보=요보아= 요보아3): 들어오세요=여보=요보우=

= 요보우4) 들어오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를 부를 때의 여보! 한다. 성경에는 보아= = 보아

기본형 여보=요보우= = 요보우5) 와서, 들어와=여보=

요보우= = 요보우6) 들어올 것이요. 타보아= =

타보아7) 내가 들어가서다.

)יֹו (1 · 지극히 높은 자, the Most high, ό ϋφυστος, 신 32:8).  

.(요보우 · 와서, 출 35:10, 21)ּו (2

.(요보아 · 들어 올 것이요, 신 23:12)א (3

 (요보아א · (요보우 · 와서, 출 35:10, 21)ּו 를 기본형으로(보아)בֹוא (4
· 들어 올 것이요, 신 23:12).

.(요보우 · 와서, 출 35:10, 21)ּו (5

.(요보아 · 들어 올 것이요, 신 23:12)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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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흐와 슬픔=에흐= = 에흐1): 절망적인 에흐!

어찌=에고고= =  에고고2) 에고고! 절망적인 슬

픔 에고고! 어찌=에고고= =  에고고.
* 에비다와 종=사역자=에베드= = 에베드3): 종=

사역자=에베드= = 에베드
!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사상이나 그 분을 그대로 닮아가는 일. 더구나 우리나

라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에게 전화할 때 에비다라 한

다. 종=사역자=에베드= = 에베드는 받드는 자로 아

버지와 자식, 크게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담당할

몫이다. 배 속에 아이 가진 것은 애베다!. 히브리어 종=

사역자=에베드= = 에베드 에베드 · 신하 · 신복이

다. 제자란 사상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이를 말한다.

* 에비와 에비욘= = 에비온4): 아기가 무엇을

잘 못 만지려 할 때 아기에게 에비한다. 에비다!라고도

한다. 에비 자리는 자식을 위해 죽을 자 자리다. 사람

들은 아기가 무엇을 잘 못 만지려 할 때 아기에게 하

지 말라는 뜻으로 에비라고 말하며 말린다. 빈한한=에

비혼= = 에비온.
* 야 미느라와 주의 오른 손=야미느라=야미느하=

= 야미느하5): 하나님의 오른손, 주의 오른 손=야미

)בֹו (7 · 네가 이르르니, 욥: 5:26).

1) י(에그 · 슬픔, 렘 2:1)와 הי(에카카 · 어찌, 아 5:3).

.(에카카 · 어찌, 아 5:3)יה (2

.(에베드 · 종 · 사역자, 창 19:2; 창 44:33; 수 9:8 등)ד (3

.(에비온 · 빈한한, 신 24:14)יֹון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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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라=야미느하= = 야미느하을 미느라 주의 오른손

은 애급 군대가 몰려오자 그 분 옳은 손이 역사하셨다.

주의 오른 손=야미느라= = 야미느하 주 오른손!

* 여기와 여기=에카= =  애카1): 에카= = 
애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기!

* 여리고와 여리고=에리호= = 예리호2): 아주
여린 백성들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힘으로 얻어

향기를 차지한다. 여리고 예리호 · 예리호 예

리호3)의 어근은 바람 루아흐4) 루아흐다. 향기 루레

아흐5) 레아흐 · 제물을 바칠 때에 나는 향기이다.

* 여자와 여자=아내=잇샤= =  잇샤6): 여자7)는

말씀을 잉태하는 존재이다. 생명의 씨알이 여자에게 들

어와 향기를 발하는 여자8)다. 생명 나심 나심9)으

로 하여 인류가 늘어난다. 여자=아내= =  잇샤10) ·

아내 여자는 말씀을 잉태한다. 잉태는 여자 안에 생명

י (5 · י( · 야미느하, 주의 오른손, NFS.MYS, Thy light hand, 
θεζία σου. 출 15:6).

.(애카 · 곳을, 아 1:7)יה (1

.(예리호 · 여리고)יחֹו (2

.(예리호 · 여리고)יחֹו (3

4) רּו(루아흐 · 바람 · 영).

5) 창 8: 21; 출 29: 15; 레 1: 9. 

.(잇사 · 아내, 창:3:2; 대하 20:13 등)ּאה (6

.(잇사 · 아내, 창:3:2; 대하 20:13 등)ּאה (7

8) 최명애,『알기 쉬운 성경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서울: 쿰란출판
사, 2005), 113. 

.(느쉐헴, NFP,MZP, their wives, 대하 20:13)ים (9

.(잇사 · 아내, 창:3:2; 대하 20:13 등)ּאה (10



물의 시학 1201

의 씨알 남자가 들어와 여자의 가치!1) 나심2)이 있다.

인류가 늘어나는 느심이다. 존칭어다.

* 여리다와 소녀=야레다= = 야레다3) 여럿: 여

자아이=야레다= = 야레다이다. 남자아이는 야룻=

= 야룻4)이다. 남자 아이들은 늘 야릇하게, 지

꿎다. 청년아이들은 열매 열었다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 진가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에

여리다와 여럿이라는 말이 있다. 야레다= = 야
레다 야레다 여자아이, 청년 · 남자아이=야룻= =

야룻 야룻, 남자아이이다. 여리다의 소녀나 여자 그리

고 열렸다=열매=남자 아이 · 청년이다.

* 예사나와 잘찌라도=예사나= = 예사나5): 예사
나= = 예사나!
* 예수다와 구원해주는 이= 예수아토= = 예

수아토예수아토6): 구원해주는 이= 예수아트= = 예
수아트7)다.

* 예수님=예쉐님= = 예쉐님8)=예솨님= =

1) , 『알기 쉬운 성경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서울: 쿰란출판
사, 2005), 113.. 

2) י(느쉐헴, NFP,MZP, their wives, 대하 20:13).

.(야레다 · 소녀, 창 34:4, 욜 3:3, 슥 8:5ּדה (3

 (여릿, 창 14:14; 레יד · (야룻 · 청년, 시 110:3; 전 11:9, 10)רּות (4
22:11).

.(예사나 · 잘찌라도, 아 5:2)ה (5

.(예슈아토 · 그 구원을, 시 98:2)תֹו (6

.(예수다 · 구원하는 것을, NFSG, the galvation of, 대하 20:17)ת (7

.(예쉐님 · 자는 자의, 아 7:10)י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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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솨님1) 기뻐=예수 숨= = 예수숨2) 예수 숨!

* 예쁘다 나의 어여쁜자야=예쁘다=야파티= = 
야파티야파티3): 정말 야쁘다= 야쁘다는 예수님 따라 하

는 일이다. 야쁘다= 야쁘다 · 어여쁘고= = 야파4)

야파 예뻐, 아름다운지=야푸= = 야푸5) 아름다움=예

삐= = 예피6) 아리따움, 예피 아름답다 예뻐7) 예

페, 아름다운이 야뻐 아름다운=야페= = 야페8) 야페,
예쁜이 예쁘다= = 예포트9) 미혹=예쁘데=예프데=

= 예프테10) 예쁘테, 아름다운 여자=예쁘다=예파타=

= 예파타11). 왜 아름다운가? 글자풀이로 예수님 입

안이다. 아름다운지=예뿌=야뿌= = 야뿌12) 야뿌, 아름

다움이란 하나님 · 예수님의 예자가 이 예 글자가 단어

앞에 오면서 예수님 입 안의 말을 전해 예쁘다.

)י (1 · 묵은것으로 번역, 아 7:14).

.(예수숨, 기뻐, 사 35: 1)ּום (2

 (야파ה (야파티 · 예쁘지, 나의 어여쁜자야, 아 2:10, 13)  · 예뻐י (3
· 어여쁘고, 아 1:15, 16, 4:7, 6:4, 10) · פּו(야푸 · 아름다운지, 아 4:10) · 
 ;(야페 · 아름다운, 신 21:11ה · (예페 · 아름답다)ה · (예피 · 아리따움)י
아 1:16) · ת(예포트 · 아름답고, 창 41:4) · ה(예쁘테 · 미혹, 신 11: 16) 
 (예파타 · 아름다운 여자, 신 21:11)가 있다. 예수님 입안이라는 뜻 예뿌ת ·
.(야뿌, 아 4:10)פּו

.(야파 · 어여쁘고, 아 1:15, 16, 4:7, 6:4, 10)ה (4

.(야푸 · 아름다운지, 아 4:10)פ (5

,(예피 · 아리따움)י (6

. (예페 · 아름답다)ה (7

.(야페 · 아름다운, 신 21:11; 아 1:16)ה (8

.(예포트 · 아름답고, 창 41:4)ת (9

.(예쁘테 · 미혹, 신 11: 16)ה (10

.(예파타 · 아름다운 여자, 신 21:11)ת (11

.(야뿌 · 아름다운지, 아 4:10)פּ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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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레나와 보겠느냐=예수레나= = 예수레나
예수레나1): 그 사람이 보겠느냐=예수레나= = 
예수레나 예수레나 · 보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로 하여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예수레나!

* 옛 꿈은과 다시 일어나게=옛꿈은=예쿠믄= =

 예쿠문2): 예쿠문! 옛꿈은=예쿠믄= =  
예쿠문 다시 일어나라!

* 어둡다와 어둡다=에파타= =  에파타3): 정말

어둡다=에파타= =  에파타 어둡다=에파티=

=  에파타 에파타가 어둡다이다.

* 어린아이가 없는=아리리= =  아리리4): 어린

아이가 없는=아리리= =  아리리 아리리는 마음

상태의 아픔 미래형=아리리= =  아리리 마음이
아리리! 어린애가 있으면=올림= =  올림 올

림!5) 올림! 올림 · 어린아이 · 신자다.

* 애들과 양떼=애들에=애드레= = 애드레애드

레6): 우리 = 애드레 애들에 나는 산다. 눈으로

가슴으로! 우리말 애들에는 양떼=애들에=애드레=

= 애드레애드레 양떼이다.

1) ( · 보겠느냐, VQIMZS.FZS, 욥 17:15).

.(예꾸믄 · 다시 일어나게, άναστεσ αύτν, 신 33:11)קּוּון (2

.(에파타 · 어둡다, 욥: 10:22)יה (3

.(아리리 · 어린애가 없는, 창 15:1렘 22:30)ריי (4

.(올림 · 어린아이 · 신자, 시 8:3)עֹוים (5

.(애드레 · 양떼,  아 1:7)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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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엄마=이모= = 이모 이모1): 엄마=이모=

=
이모
이모가 왜 좋으냐면 말씀을 바라시니까.

우리나라 경북 지방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라 한다. 어미, 어머니 · 엠2) 모친이다. 이모=

이모
말씀을 바라는 자, 곧 남편을 바라는 자다.

* 없어와 없어=엡스= = 엡스엡스3): 없어=엡스=

= 엡스엡스 없어! 업스 엡스 · 없고이다.

* 애먹다와 참=에메트= = 애메트4): 참=에메트=

= 애메트 애먹다. 진리를 찾으려! 우리나랏말에 애

먹다 참=에메트= = 애메트 애매트 · 참, true이다.

* 애타는과 관을 씌우시며=애태우며 아이타르= =

아아타르아아타르5): 관을 씌우시며=아이타르= = 
아아타르아아타르 애타르 애~타는 마음으로 관 씌우고,

호위하며 그의 사역자들을 사랑하신다.

* 에..예와 내가…되랴=에흐예= = 에흐예 에흐

예6): 에흐예 에.. 예 그렇게 하지요! 걱정 마셔요!

내가…되랴=에흐예= = 에흐예 내가... 되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살게 할 테니 걱정 말아라!

* 에헤야와 내가…되랴=에흐예= = 에흐예 에흐

)ּאמ (1 , 창 43:29, 출 34:26; 신 14: 21, 창 21:21, 24:67, 28:7).

2) 창 2:24, 3:20, 20:12, 21:21, 24:28, 53, 55, 67: 27:11, 13, 14, 29, 
28:2, 5, 7, 29:10, 30:14; 출 2:8; 신 21:18, 22:6 등). 

.(엡스 · 없고, 왕하 114:26)ס (3

.(애매트 · 참, true, 신 22:20)ת (4

.(아아타르 · 관을 씌우시다 · 호위하시다, 시 5:8, 8:5)ר (5

.(에흐예 · 내가.. 되랴, 아 1:7)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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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숨 쉬게 할거야. 에헤야 좋

기도 좋다 그 분이 숨 쉬게 하시니! 에헤야~~~ 흥겨운

후렴구가 붙는다. 숨을 쉼=헤= 헤가 양쪽에 에흐예=

= 에흐예 붙어 나의 아들의 손으로 너를 숨 쉬게

하겠다. 기본형
하야
하야 우리말 그대로 하여이다.

양쪽에 숨 쉬는 의미의 하 발음이 있고 가운데 하나님

의 손이 있어 하여이다. 사역은 그의 아드님이 하신다.

* 어라하와 하나님= = 엘라하엘라하 어라하2):

하나님= = 엘라하엘라하 어라하 엘라하 · 신들!

백제시대 왕 근초고왕 명칭 어라하 왕! 백제시대 왕 명

칭 어라하!

* 여쭈어보외다와 주의 손가락으로=여쭈어보외다=에

쯔브오테이= = 에쯔브오테이3): 손가락으로=

여쭈어보외다=에쯔브오테이= = 에쯔브오테이

여쭈어보외다! 우리 말 여쭈어보외다. 손가락으로=여쭈

어보외다=에쯔브오테이= = 에쯔브오테이하 ·

여쭈어보외다. 주의 손가락으로!

* 예와 예수=예스= = 예스예스4) 여섯5)= 쉐스 쉐

스6)에 예= 예 예를 앞에 붙이면 예수이다. 예= 예는 항

1) ( , 출 3:14).

 (야)의 아(알레프 · 하나님의 법을א (엘라하 · 신들, 렘 10:11)의א (2
알고파 배우는 나)는 소망사 (하 · 소망사)에 놓여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고파 배우기를 소망함을 말한다. 이 때 (엘라 · 하나님).

3) י(에쯔브오테이하 · 주의 손가락으로, 시 8:3).

.(예스 · 계시다, 시 58:12)ש (4

5) 창 7: 6, 11, 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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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단어 앞에 붙어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드러낸다. 하나님 명령 구원이
예사
예

사1) 늘 있다!

* 요새다와 세우심이여=요새다=요사드= = 요새다

요새다2): 세우심이여= = 예사다 예사다3) 요새다

눈으로 가슴이 늘 보이게 하신!

* 오와 오늘=욤= = 욤 날이 날4)마다 하늘 향하

여 눈을 들며 오 오: 날=욤 오= 오! 오늘 이 날! 계림유

사에 금일왈 오날5)이라 기록된 오늘은 온 알이다. 그

제=기멜= 기멜 기멜이라 발음하는 이 보답 그6)와 이러

하니 제= 제 제7)와 합하여 그 날이 된다. 지난날은 은

혜를 보답 하는 날들 긎그제 또한 이 뜻의 중복이다.

* 오냐와 응답=오냐= = 오냐오냐8) 만나다= 오

니야 오니야9): 배 위로 올라가는 때를 오냐로 하나님이

답하신다. 잘 하였다 오냐= 오냐 하신다. 오냐아=

6) ( · 여섯).

1) (야솨아).

2) 기본형 ד(요사드).

(예사다 · 세우심이여, 시 24:2)ּה (3
[כֹו רֹות ל ּה ים ל ~ י הּוא
(키 후아 알~ 얌밈 예사다 베 알 네하로트 예콘네하 · 시 24:2)] 
그리고 (예사타 · 세우심이여, 시 8:3).

.(욤 · 날)יֹום (4

5) 今日曰烏捺.

.(기멜 · 보답)ג (6

.(제 · 이러하니, 출 29:1; 신 14: 7, 15:2, 10, 21:20)ה (7

.(오나 · 응답, 말 2:12)ה (8

.(오니야 · 만나다 · 접근하다, 윗 층의 배 욘 1: 3; 사 43: 11)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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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야다. 숨 쉬게 된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간 배는 사판=
사판1)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희망하는 배=세피나= =  세피나

2)다. 그 배=하스피나= =  하스피나3) 하나님을

거역한 배이다.

* 옳아와 빛=옳아=오라= =  옳아4): 옳아=오라

= =  옳아 빛으로 나아오라!

* 오라와 길=오라= 오라5): 내 머리 속으로 빛=오

라= 오라 오라 내 길로 오라!

* 오래도록=도로 오람= 레도로트 오람= =

 레도로트 오람6): 레도로트 오람= 레도로

트 오람 오래도록 가슴 십자가를 지고 눈으로 바라 볼 수

있어!

* 오르와 빛=오르= = 오르7): 오르 오르신 빛

이다. 글자풀이는 내 머리이다. 빛이다. 그 분은 이 빛

을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8) 빛이 점점 많

아져서 밤의 어둠이 없어진다. 존칭 왕 위에 오르시다..

* 오시어와 내가 구원하여=오시아으= =  오시

1) ( · 배, 욘 1:5).

.(세피나, 배, 욘 1: 5)יה (2

.(하스피나 · 내려갔을 때의 그 배, 욘 1: 5)יה (3

.(오라 · 빛 · 낮 · 영광, 왕하 4:39; 에 8:16; 시 139:12)אֹוה (4

.(오라흐 · 도로, 길, 시 119:101)ח (5

.(레도로트 오람 · 영세까지, 창 9:12)ת עֹום (6

.(오르 · 빛 · 밝힘 · 광선 · 계몽)אֹור (7

ל (8 .(에트~하마오르 핫가돌 렘멤메셀레트 하욤, 창 1: 16)ת~부ֹו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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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1): 오시와요! 오시아으= =  오시아으 오시어.

* 오심과 지켜 행함=오심= = 오심2) 오심: 오

심= = 오심 온다의 높임말 오심이다. 내가 눈으

로 보게 오심이다. 오심= = 오심은 눈으로 들어

내는 일, 눈으로 보이게 =  오심3) 오셔4) 사랑

하는 이가 오셔! 기본형은 오샤= 오셔5)이다. 사랑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행하시는 = 오셔
6)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행하시는=오세아=

= 오셔7) 내 눈 안에 그이가 들어 마음에 있다.

* 올람과 영원히=올람= =  올림 올람8): 오래

영원히=올람= =  올림 올람! 나에게 영원히 올

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에 올람.

* 올라와 오는=올라= = 올라 올라9): 오는=올라=

= 올라 천국 가는 길이다. 위로=올라= = 올라

간다.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올라간다. 무엇을? 그곳에서

무한한 희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올래 하고

1)  אֹו( · 내가 구원하여, 슥 8:13).

.(오심 · 지켜 행함, 제사를 드림, 왕하 17:32, 34, 41; 에 9:27)ים (2

 · (오쎄ה· (오심 · 지키라, 연하여 지켜, VQAMP, 에 9:21, 27)ים (3
행하시며, 시 103: 6) · ה(오쎄아 · 행하시는, 삼상 12: 16) · ה(오쎄아 
· 행하시는, 암 9: 12).

 :(오쎄아 · 행하시는, 삼상 12ה · (오쎄 · 행하시며, 시 103: 6)ה (4
.(오쎄아 · 행하시는, 암 9: 12)ה · (16

.(오쎄 · 행하시며, 시 103: 6)ה (5

.(오쎄아 · 행하시는, 삼상 12: 16)ה (6

.(오쎄아 · 행하시는, 암 9: 12)ה (7

.(올람 · 영원히, 신 13: 17)עֹום (8

.(올라 · 오는, 아 3:6)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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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짓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올레 길과 헨드폰

까지 올레이다. 하나님에게로 집중시키려 오는=올라=

= 올라 딛다.1) 그에게 닿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

시매 시내 산으로 올라 하나님께로 향2)하였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인도하여 낸=하올라= = 3) 아주
많이 올라갔다!

* 올라 타와 올라가서 이르러=올라 타= = 올

라 타 올라 타4): 올라가서 이르러=올라 타= = 
올라 타 올라타는 일은 바로 올라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라합이 그의 집에 들어온 두 사람에게 갈 길을

안내 해 준 일이 올라가서 이르러=올라 타= = 
올라 타 올라타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간다.

* 올라타이브와 자기누각의=올라타 이브= =

 올라 타이브 올라타이브5): 시편 104편에 물에 그분

누각이 자기누각의=올라타 이브= =  올라 타

이브 올라 타이브! 누각에 자기누각의=올라타 이브=

=  올라 타이브 올라탄 이유는 그 분이 땅을 풍족

하기 위해서! 너는 올라가서= = 올라 올라6) 그리

고 번제=올랐다= = 올랐다 올랐다7)시며 우리에게

1)  )י · 그 낳은 자의, 라 6:9).

2) 시 74: 23.

.(헤엘라 · 인도하여 낸, 왕하 17:36)ה (3

.(올라타 · 올라가서 이르러 · 창 2:8)ה (4

.(올료타이브·자기누각의, his chambers, 시 104: 3)יֹויו (5

.(올라 · 너는 올라가서, 신 3:27; 시 18:10)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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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을 위하여= = 라알림 라알림1)은 그 분의

영원하심을 알리는 일2)이다. 그 분의 아드님이 제물로

드려지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일을

보여주시는 일이다. 결국 우리의 삶도 보여주기 위해

사는 일이다. 영원히=올람= =  올람
올람3)하고 물

으시는 분 따라 희생하는 모습 오래 오래도록 한다.

* 올림과 어린아이= =  올림올림4): 편지를

다 쓰고 끝에다 올림이라 쓰는 한국인의 풍습이 있다.

어린아이= =  올림은 어린아이, 신자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 옳소와 행하시며=옳소=오쎄= = 오쎄 오쎄5):

아아싸 옳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오쎄= = 오쎄!
* 올랐다와 번제=올라트= = 올라트 올라트6): 번

제=올라트= = 올라트 싹이 올랐다.7) 성공하여 번제

=올라트= = 올라트 올랐다. 이삭이 번제=올라트=

= 올라트 올렸다. 날마다 커 하나님 바라보는 눈으

7) ( · came up, 창 41:22) · 번제 ת(올라트 · 번제, 민 29: 6, 
.(올로트 · 번제로, 창 8: 20)ת · (올로트 · 번제, 창 8: 20)ת · (6

 (라알림 · 산양을 위하여, P.D.NMP, for the wild goats, 시ים (1
104:18).

.(포알 · 노동)ל (2

 (레올람· · 영원히, P.NMS, for ever, 시עֹום  · (올람· 영원히)עֹום (3
104. 31).

 .(올림 · 어린아이 · 신자, 시 8:3)עֹוים (4

 :(오쎄아 · 행하시는, 삼상 12ה · (오쎄 · 행하시며, 시 103: 6)ה (5
.(오쎄아 · 행하시는, 암 9: 12)ה · (16

.(올라트 · 번제, 왕하 16:15)ת (6

.(오로트 · 이삭이 나오고, 창 41:5)ל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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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십자가에 번제=올라트= = 올라트 올랐다.

* 올라와 너는 올라가서=올라= = 올라
올라1) 번

제=올레트= = 올레트 올라트2): 제사를 드리려 너는

올라가서=올라= = 올라! 번제 잎사귀3)가 햇빛 따

라 올라! 너는 올라가서=번제=올라= = 올라
!

* 옳았다와 내가 너를 깨웠노라!=오라르티하=

=  오라르티하 오라르티하4): 정말 내가 너를 깨웠

노라!=오라르티하= =  오라르티하 너답게 옳

았다 내가 너를 깨우는 일!

* 요 나와 비둘기=요나= =  요나 요 나5)는 비둘

기. 평화 원하는 비둘기=요나= =  요나 요 나다.6)

* 요새, 요사이와 요사이=요셉요셉 요사이=요셉: 요새

요사이 어떠십니까? 요사이=요셉= 요셉 요새 그곳에

사는 거민 야곱의 아들 요사이=요셉, 예수님 아버지 요

사이=요셉. 요새 요사이 늘 내 옆에서 오로지 내 일만

하는 요사이=요셉= 요셉 요셉.

* 욕하다와 책망=욕하= = 욕하 욕하7): 늘 나무라

1) ( · 너는 올라가서, 신 3:27; 시 18:10). ה(올라, 느 8:15)는 
.(바알레, 느 8:4)י ,(바엘레)י ,(바알레)י ,(바알레)י ,(알레)י

 .(올라트 · 번제, 민 29: 6, 6)ת · (올레트 · came up, 창 41:22)ת  (2
· 노아 홍수 후에 그에게 ת(올로트 · 번제, 창 8: 20) · ת(올로트 · 번제
로, 창 8: 20). .

 ,(베올레후 · 잎사귀, 창 3:7הּו · (알레 · 잎사귀, 창 2: 6, 8: 11)ה (3
8:11; 시 1:3; 렘 8:13) · ה(베하올레 · 그 잎사귀, 렘 8: 13) · ה(레올
라 · 번제로, 창 22: 2; 레 1: 3).

4) יעֹו(오라르티하) ·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 8:5).

.(요나 · 비둘기, 아 5:2)יֹוה (5

.(요나티 · 비둘기, 아 6:9)יֹו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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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망=욕하= = 욕하 욕하는.

* 와르르와 저주=와르르=아루루= =
아루루
아

루루1): 저주=와르르=아루루= = 아루루아루루 와

르르 저주로 무너진!

* 왔어와 왔어=도모하여 이르기를=홥스= =  홨

스2): 왔어=홥스= =  홨스 왔어! 그래 우리 한 지붕

아래서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다 해보자! 서로 가까이

하고 싶어 말을 다 하고 싶어 찾아 왔어! 왔어! 지금도

일본에서는 왔어 행사가 해마다 열린다. 대동강 변 기

왓장에서 이 언어가 찾아졌다.

* 없어와 없음=엡스= = 엡스 엡스3): 없어 이다.

없음=엡스= = 엡스! 입으로 없어! 나불거리는 일은

멸망하는 일이다.

* 에고와 어찌=에고=에코= =  에고 에고4): 어
찌=에고=에코= =  에고 절망상태의 부르짖음!

* 에헤야와 나로 살게 하소서=에헤야= = 에헤

야 에헤야5): 나로 살게 하소서=에헤야= = 에헤야

에헤야 나로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 민요 후렴 에헤야!

7)  욕키아흐 혹카아이흐 · 책)יוי הֹו(욕하 욕하)의 변형 ח
망함이뇨, 욥, 6:25).

.(아루루 · 저주를 받아, 창 3:15)ָארּור (1

 ;(홮스 · 저희는 도모하여 이르기를, 찾았어, 시 64:6; 잠 2:4ׂש=חש (2
습 1:2).

.(엡스 · 없음, NMS, καί εκλελοιπότας 신 32:36)ס (3

.(에바 · 어찌, 신 32:30)יה (4

.(에헤예 · 나로 살게 하소서, 시 50:21, 119:17)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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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살고 싶은 마음 표출.

* 우리와 우리=  …  …  …  =  ..  ..

 ..  우리…우리…우리…우리1): 우리=  …  …  … 
=  ..  ..  ..  우리…우리…우리…우리 하나님이 빛을

주심=우리야= =   우리야
!2) 우리야 일어나라

 =  우리 우리!3)

* 아나와 우리는=아나누= = 아나누 아나누4):

우리는= = 아나누 아나누.
* 오목과 오목하게 파였다=오목= = 오목 오묵5):

땅이 오목하게 파였다=오목= = 오목하게 파였다.

* 웃으마와 즐거워하라=웃으마=우스마 = 
우스마 웃으마6): 즐거워하라=웃으마=우스마 = 
우스마 웃으마 웃으마!

* 우스워와 즐거워=우스워=솨아수아이 = 우
스워 우스워7): 정말 즐거워=우스워=솨아수아이 =

우스워 주의 말씀이 즐거워 죽겠다. 글자 앞에 아= 아

가 덧붙어 즐거워하며=에썼다우스워= = 

이다. 히브리어는 깰찌어다 깰찌어다..깰찌(누 · 우리, 시 46:1)נ (1
어다 깰찌어다 יי..עּוי..עּוי..עּועּו(우리 우리..우리 우리, 삿 5: 12).

 ,우리야 · 하나님이 빛을 주심, 삼하 11:3, 6, 7, 8, 9, 10, 11, 12)אּויה (2
14, 15, 16, 17, 21, 24, 26, 12:9, 10, 15, 23:39; 왕상 15:5; 대상 11:41; 
스 8:33; 느 3:4.이하생략.

.(우리 · 일어나라, 아 4:16)עּוי (3

.(아나누 · 우리는, 시 100:3)נּו (4

.(오목 · 우묵하게 파였다, 레위 13:22, 32, 34)ק (5

.(우스마 · 즐거워하라, C.VQMMYS, and rejoice, 잠 5:18)ּוחה (6

.(솨아수아이 · 즐거워 함, 시 119:77, 92)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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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다아솨아 애썼다 우스워1) 즐거워지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웃음을 엣다 주시며 애썼다에서 찾아

진다. 우리에게 웃음이 있다.

* 울라와 혹시=울라= =  울라 울라2): 가만둬라

혹시=울라= =  울라
울라!

* 움마 사나워와 미워하는 자=움마사나워=움뭐사나

이브= =  움뭐 사나이브3): 미워하는 마음이 미

워하는 자=움마사나워=움뭐사나이브= =  움

뭐 사나이브 움마 사나워이다.

* 이렇게와 이렇게=예레카이흐= =예레카이흐4):

이렇게=예레카이흐= =예레카이흐 이렇게.

* 이레와 7일=여호와 이레=  =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5): 7일=여호와 이레=  =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보살

피는 7일=여호와 이레=  =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7일 동안, 평생 동안 보호하신 이레. 기본형

바라보다=돌보다= = 라아6) 하나님 능력의 손이의

이= 이7)가 앞에 붙어 7=이레= = 이레8) 영원 의

1) ( · 즐거워하며, 시 119:16).

.(울라이 · 혹시, ..할지 모르겠다, 습 2:3)אּוי (2

 움뭐사나이브 · 미워하는자의, καί οί μυσούντεσ αύτόν, 신)ּוָאיו (3
33:11).

4) (예레카이흐 · 이렇게, 아 7:2).

ה (5 .(예흐바 이레아 ·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보살피는, 창 22: 14)הה

.(라아 · 바라보다, 돌보다)ָאה (6

7) (이 · 하나님의 손 · 예수님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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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 이레 7=이레= = 이레 7일 하나님이 하나님

의 백성들을 돌보신 일곱과 7= = 이레는 영원 의
미다. 일주일 7일 연속은 영원 의미이다. 7일 동안=쉬

브아트 암밈= =  쉬브아트 암밈1) · 아주

많이 세워 보아의 7일=하세봐이= =  하세봐
이2). 이레마다 아주 많이 세어 보아도=레쉐보아트 하얌

임= 레쉐보아트 하얌임3) 칠십 이레 즉 77일일

세보고 세보아도= =  솨부임 쉬브임

세 봄 세 봄4) · 7일마다 즉 이레마다 세어봄5) · 아주

많이 세어 봄= = 하솨부임6) · 아주 많이=하

솨부아으= = 하솨부아으 하 세 보아7) 그래서 이
레는 7일이다. 평생 하나님이 돌보신 이레다.

* 타이르고와 주께서 베푸시고=타이로흐= =
타이로흐8); 그 분은 늘 우리를 타이르고=타이로흐=

타이로흐 타이르고 계신다.

* 이래 하자와 씻고 계시는=이레하자= = 이레
해자9): 이래 하자! 씻고 있자 ~“washing”! 지금도 하나

8) ( · 이레, 창 22:14).

ים (1  .(쉬브아트 암밈 · 이레; 삼상 11: 3, 13: 8 이하 생략)ת

.(하스비이이 · 이레, 삼하 12: 18)יי (2

ים (3 .(레쉬브아트 하얌임 · 이레마다 와서, 대상 9: 25)ת

ים (4 .(솨부임 쉬브임 · 77, 칠십이레, 단9: 24)ים

.(솨부임 · 이레, 단 9: 25)ים (5

.(하솨부임 · 이레, 단 9: 26)ים (6

7) בּו(하솨부아 · 이레, 단 9: 27).

8) (티이로흐 · 주께서 베푸시고, 시 23:5).

.(VQIMZS, 이레하쯔 · 씻고 계시는, 레 1: 9, 13, 9: 14)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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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기고=이레해주=이레해

즈= = 이레해즈 이레해자. 씻기고=봐이레하쯔=

= 봐 이레하자.1) 씻기는=이래 해주= = 이레해
주 이레 해주!2) 미 완료형 복수 문법이다. 씻어지면서

죽기를 면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시는 중이

어서 우리는 죽기를 면한다.

* 이루다와 이루시다: 성경은 기업을 이루사 이루

사 스트롱 넘버 3425 신 3:20라 한다. 이 기본형을 본문에서 기

업 이루시다 이루사도 이루사토 신 3:20이다. 우리말

그대로 그 분이 이루시다가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이루시다이다.

* 이르드니와 따르리니=이르드푸니= =  
이르드푸니3): 나는 그대를 따르리니 아름다운 싯구의 이

따르리니=이르더니=이르드푸니= = =  
이르드푸니 이르더니 덮으리니의 어감이다.

* 임과 함께=임= = 임 임4): 우리말에서 가장 선호

도가 높은 말 임이다. 이 임은 히브리어 = 임 임이
다. 임은 혼자만의 임이 아니다. 우리 = 임 임5) 함

께다. 더불어 선한 마음을 같이하는 우리 임이다. 말씀

이 같이 있어야 임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임이다.

1) ( · 씻기고 있는, 창 43: 31; 삼하 12: 20).

.(이레하쭈 · 씻기는, 신 21:6)צּו (2

.(이르드푸니 · 따르리니, 시 23:6)פּוי (3

.(임 · 함께, 왕하 14:22; 대상 4:23)ם (4

.(임 · 우리, 왕하 18:27)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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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아=임하=임하= =임하1)이다 · 당신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을 함께 한 임2)이여! 생명의 은혜를 내가 내

모자 안에 넣는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임= = 임과 더불어 선한 마음으로 이루는 생애! 임=

=
임3)과 어미=엠= = 엠4)도 있다.

* 임 하!와 함께= =부임마5) 임마누엘= =임마

누엘 임마누엘: 임마! 임마누엘= =  부임마누엘 임
과 함께. 엘= = 엘은 하나님6), 누= = 누 누는 우리

· 임마= =부임마 임마= =부는 너와 함께. 임과 함께,

우리와 함께 = 부임마누 임마누엘= =  부임
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너와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친한 사이끼리 임마! 너와 함께 임마=

=부임마 함께이다.

* 이삭과 = 이삭 이삭7): 벼 이삭의 이삭은 아
브라함의 아들 = 이삭은 웃는 의미다. 아브라함

1) ( ·당신을, P.MYS, thee, 대하 20:6).

.(임 · 생명, 잠 8:35)י (2

.(임· 만일, Ἑαν, if. 창 44:31)ּאם (3

 이모· 어미, NFS.MZS, τή μητρι ούτού, his ·ּמּאו/(엠· 에미· 어미ם (4
mother. 창 44:20).

5) 부(임마 · 너와 함께, 민 11:16, 17; 신 2:7, 22:29).

6) 엄원식, 『구약성서배경학』(대전: 침례신학교출판부, 2005)., 175.: 
엘은 가나안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 엘은 히브리어와  우가릿어에서 신을 
지칭한다. 아카드어로는 일루(ilu), 아랍어로는 일라(ilha)로서 정관사가 붙으
면 알라(Allha)이다. 엘은 셈어에서 원래 일룸(ilum)으로 주격 어미 우(u)가 
떨어져 히브리어에서 엘이 된 것이다. 이 엘 신은 기원전 26세기경 추측된 
설형문자에서 발견된다. 다른신들에 비해 뛰어난 신으로 기원전 기원전 30
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형성: Albright op. cit., p. 104. 

.(이쩨하크 · 이삭, 창 22: 3)ק (7



제12장 한국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1218

이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할 때에 그 보답으로 이삭 웃

음이 주어졌다. = 이삭 이삭의 이삭=
이
로 하나

님이 웃음, 기분이 좋고= = 짜하크! 하나님이 넘치

도록 주시는 = 이삭이 향기다. 젖을 주다=요나

크= = 요나크
하나님이 먹도록 해주는 의미다.

벼 이삭의 이삭의 웃음이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

= 이삭 이삭의 이= 이 하나님이 웃음을 가져오게

하셨다다. 기본형 좋고이다. 흔히 쓰는 조크이다. 하나

님이 의롭게 하시기에 기분 좋고이다. 웃는다. 요짜크=

= 요자크 하나님이 넘치도록 향기 주시어 그 냄새가

향기롭다. 영원히 먹도록 해 준=젖=요나크= = 요나크

다. 젖을 주다=하카크= = 하카크1).

* 일컬어와 이름을 짓나=이크라= = 이크라2):

그가 이것을 일컬어라 하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

= 이크라! · 이름을 짓나이다.

* 입으리와 히브리=이브리= = 이브리3): 히브리
=이브리= = 이브리 입으리 · 히브리인은 물 건너

왔다의미이다. 바로 우리민족의 한 뿌리가 되는 히브리

인이다. 왜냐하면 슈메르 민족이 우리민족이기 때문이

다. 성경의 우리말의 잔뿌리가 그대로 있다. 히브리=이

브리=입으리 발음이다. 혹은 이쁘리도 된다. 옷과 관련

1) ( , 삿 5: 14, 젖을 주다 · 교육시켜서).

.(이크라! · 이름을 짓나 · VQIMZS, he would call, 창 2:19)א (2

.(이브리 · 히브리, 욘 1:9 등)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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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브리 히브리는 하나님 을 늘 옷 입고 다니는

민족이다. 물 건너 온 이들이 이브리, 이쁘리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 옷 입으셨다. 광채와 권위와

존귀를 옷 입으리=라바셔타= =라부셔타=입으셨다

히브리=이브리= = 이브리 입으셨다1). 존귀= =

호드2) 호드 · 존귀의 숨쉬기를 바라는 가슴=권위=

하다르= = 하다르3) 하다르 · 권위의 옷 숨 쉬는

가슴 옷 입으셨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숨 쉴 수 있

게 해 주시려 바로 본인임을 드러내시려 옷 입으셨다.

그 분이 우리를 입히다, 입히시니=히파= = 히파 ·

입혔더라4)하시고 입히시니=릅비니= 5)릅비니 · 입히

시니 마음으로 입히시니, 입으리=히브리= = 이브
리6)이 우리 천손민족이다.

* 있어와 예수 = 예쉬7): 예수 yes. 우리나라 여인

들은 남편이 멀리 떠나 있더라도 항상 같이 있음을 저

녁마다 떠나간 사람을 위해 밥을 놋그릇에 담아 아랫

목 이불 속에 넣어 따끈하게 했다. 아내들은 늘 그 자

1) ( · 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104:1) 주께서 입으시며 (라바셨다·입으셨나이다, VQAMYS, thou art 
clothed with, 시 104:1).

.(호드·존귀, NMS, honer, 시 104:1)הֹו (2

.(하다르·권위, NMS, NMS,majesty, 시 104:1)ר (3

.(히파 · 입혔더라, VPAMZS, 대하 3:9 등)ה (4

.(릅비시니 · 입히시니, 욥 10:11)יי (5

.(이브리 · 히브리, 욘 1:9 등)י (6

 · (예솨 · 구원자)ע · (예솨)ע · (예쉬 · 있어, 창 31:29; 신 16:9)ש (7
(예솨 · 구원ע · (예솨)ע (야솨아)로 · (예슈아 · 구원, 시119:155)ישּו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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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있다. 있어=예수 = 예쉬이다.

* 이씨와 남자=이씨= =
이쉬1): 이씨= =

이

쉬 · 남자다. 남자=이씨= = 이쉬, 이쉬 이 남자,

하나님 손으로 연단된 특별한 족속 남자는 하나님 아

닌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기를 싫어한다. 모세의 노래에

는 하나님을 용사라 한다. 용사 이쉬2)다. 여호와의

정의를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라고 하였다.

   =      
여호와 이쉬 밀하마 여호와 쉐모3)다. 용사 “이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지붕아래에서의 존재 예수 용사이다.

눈으로 보이는 분이 예수다. 여호와는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존재는 인간의 현존, 곧 하나님

이 성육신 하신 분이다. 한국남자들은 “이쉬! 이쉬! 라

는 말을 잘 한다. 여호와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하나

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이 예수

는 곧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분이다. 곧 예수님과 하나

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

심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실 분이다.

사람으로 오셔서. 이씨 하면서 밀어 내실 분이다.

불 “에쉬”가 있다. 알렙과 쉰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אי (1 · 남자, NMS, one, ἓκαστοσ, 창 32:25).

.이쉬 · 용사의 사, NMSG, συντρίβών. 출 15: 3)ּאיש (2

מֹו (3 דה ה  (여호와 이쉬 밀하마 여호와 쉐모 · NE NMSGדה ּאיש
NFS NE NMS.MZS, the LORD is a man of war war the LORD is his 
name, κύριος συντρίβύν κύριος όνομα αύτο, 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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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세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떨기나무 불꽃가운데

의 하나님 사자가 서신 모습,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

는 모습을 본 것이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당연

히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선 모습이어서이다. 사

람은 누구나 불꽃으로 뛰어 들 수 없다. 하나님의 사자

모습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이라 한다. 이 불은 히브

리어 = 에쉬1) · 불이다. 감히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

자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불, 에쉬, 곧 “아서라”

하신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리기준이다.

* 임과 = 임 임: 임은 반드시 같이 어울려 쌍수

임2)이다. 복수 임3)과 더불어 할 때도 임4)이다. 더불어

하는 님과 함께이다.

* 있으라 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5):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어 안전과 평화가 깃든다.

신라시대『유서필지』6)에 이시거늘 · 이시옵고 · 이시

어든 이두가 발견된다. 있으라! 이스라엘 · 있으라

엘이다.

* 있으라죠, 있으라 주와 번성하라=이스라 주=

1)  )ש · · 바에쉬, 불, P.D.NFS, with fire, πυλί, 출 3:2).

.(임·쌍수표시)ם (2

.는(임· 같이 어울려서)ים (3

.(임·더불어)ם (4

.(이스라엘 · 있으라 엘)ל (5

6) 유사와 서리가 꼭 읽어야 할 책『儒胥必知』중 이두(吏讀) 해설 지침. 
1권 1책(56장)에 〈이두휘편〉추가. 문체 중 이서지체(吏胥之體)는 〈이두
휘편 吏讀彙編〉자수별(字數別) 이두 분류 244종의 이두의 읽는 방법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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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르주1) : 번성하라=이스라 주= = 이스르
주
이스르주 · 번성케하라

* 자와 이것이니=제= = 제2): 자 여러분! 이것이니=

제= = 제 자! 우리들은 청중에게 말 할 때, 혹은 대상

을 향하여 자라고 하는 바, 이것이니=제= = 제3) 제 ·

이것이니! 자 여러분!

* 짜와 메마른=쯔이하= =  쯔히하4): 메마른

=쯔이하= =  쯔히하 우리말에 물이 묻은 물건

을 짜내 물기를 없어지게 한다. 물 짜 내 메마른=쯔이

하= =  쯔히하 · 메마른= 쯔히하 · 마른 향

기 물기 없앤 덩어리.

* 작은과 노인= = 자칸 · 노인5): 작은 뜻의 히브

리어 자칸 작은! 장로는 몸을 낮추고 신도들을 잘 인

도 자칸 작은 몸매에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 째글

째글 · 쭈글쭈글 · 쪼글쪼글 · 찌글찌글하다. 작은=

자칸 자칸 · 노인은 어려움을 잘 통과한 모습이다.

* 자고로와 자고로= = 자고르6): = 자고르
은 기억할찌니라이다. 우리말 자기라는 말이다.

)צ (1 · 번성케하라, 창 1:20).

.(제 · 이것이니, 신 14: 7, 15:2, 10)ה (2

.(제 · 이러하니, 출 29:1; 신 14: 7, 15:2, 10, 21:20)ה (3

.(쯔이하 · 메마른, 시 68:6)יה (4

.(자칸 · 노인, 창 43:27; 왕하 4:14)ן (5

.(자고르 · 기억할찌니라, 신 24:9, 18)כֹו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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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남자=자가르= = 자가르1): 하나님께서 만

드신 자기=남자= = 자가르 이다. 반면 이 남자의

짝은 여자=내게 봐= = 내게 봐2)이다. 만드샤=낳

으셔= = 나아셔3) 만드셔 새 하늘과 새 땅4)을 알

게5)하는 존재이다.

* 자기야와 남자=기억=자카르= = 자카르6): =

자카르는 우리 자기야이다. 자기는 연장을 지키는 머

리를 가졌다. 대부분 부부들은 상대방을 향하여 자기

야!라고 부른다. 히브리어 남자=기억=자코르= = 자
코르 신 4:16이다. 연장 가진 남자.

* 자나와 음란=자나= = 자나7): 그 사람하고 음란=

= 자나? 연장을 넣기를 희망하는 일이 음란이다. 행

음=음란=자나= = 자나이다.
* 자빠트리니와 =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

까8). = 아자브타니는 버리셨다의 완료형! 아자

브타니, 사박다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엘

1) ( · 남자, NMS, male, άρσεν, 창 1:27).

.(내게봐 · 여자, NFS, female, θήλυ, 창 1:27)ה (2

.(나아셔 · 만드셔, VQICXP. Letus made, Ηόιησωμεν, 창 1:26)ה (3

4) καινούς δε ούρανοϋς καί γήν(카이우라노우스 데 카이 겐 ·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earth, 벧 후 3:13).

5) έγνώκατε(에그누카테 · 알게, ye have known, 요 일 2:13).

.(자카르 · 남자 · 기억, 창 1: 27, 32: 13)ר (6

.(자나 · 음란, 호 1:2)ה (7

י (8 ה י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 , 시 22:1)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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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

리셨나이까
! 다윋도

엘리 라마 아 자빠트

리니. 우리나랏말 자빠트리니거 있다. 히브리어 =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부르짖음!

* 자라와 네 씨= =자라1)와 자손= = 자
람2): 싹이 네 씨= =자라 자손= = 자람! 자

손=종족=자르오= = 자르오3)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

은 만나도 씨 같고도=케제라= 케째라4)인데 접미사 
케를 빼면  제라 역시 씨와 종자5)이다. 씨와 종자

레째라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씨= =자라
싹이 자라다. 자손=종족=자르오= = 자르오 · 씨 자

라 씨=자라하= =자라 · 네 씨 자손= = 
자람 자람 · 자손=종족=자르오= = 자르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 제라아6) · 자손!

* 쨘 사랑하는 자=향기=쨔흐= = 짜흐7) · 사랑하는

자=사랑하는 자의 모습=쨔흐= = : 그대를 만나 마

음이 쨘하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 자8) 그대 내음이 아

1) ( · 네 씨가, 창 22:17).

2) (자람 · 자손, 에 9:27).

.(자르오 · 종족을, 에 10:3)ע (3

.(케제라 · 씨 같고도, 출 16:30)ע (4

.(레째라 · 종자, 창 47:24)ע (5

.(제라아 · 자손, 신 30:6)ע (6

.(clear · 사랑하는 자의 모습, 사 18: 4)ח (7

.(clear · 사랑하는 자의 모습, 사 18: 4)ח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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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빛이 내려

쬐이는 때! 새벽의 우물의 향기 사랑하는 자의 모습=향

기=짜흐= = 짜흐 코로 냄새 맡으며 아 좋다! 하나님

빛이 내려 쬐이는 때 아 좋다!

짜흐이다. 이 좋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 · 새벽이다. 향기=짜흐= = 짜흐 짜흐 ·

그의 돌보심이 빛으로 내려 쬐니 짜흐 좋아.

* 잘 됐고와 의義=자타크= = 자타크1): 잘 됐고

의=자타크= = 자타크 잘 됐고 향기가 가슴에서 나

와 기쁨이 솟아나! 의義=자타크= = 자타크이다. 잘

된 일, 향기가 가슴에서 나오는 기쁨! 제대로와 의義=제

데흐= =제데흐2): 의義=제데흐= =제데흐 제대로

된 세상에는 의義가 있다. 히브리 발음 크나 흐는 같다.

* 잘라와 어두움=그림자=젤랄= = 젤랄3): 근심을
잘라! 아주 하 잘라냄= = 하잘라림4)으

로써 향기가 진동해요! 근심이 잘라쩰랄이다. 어두움

이 잘라쩰랄이다. 아주 잘라내는 일도 하잘라냄=

= 하잘라림 · 바로 잘라내는 일은 말씀 향기를

1) ( · 의, 신 25:1 등).

2) (제데흐 · 의, 시 23:2 등).

.(쩰랄 · 기본형, 어두움, 아 4:6)ל (3

.(하젤라림 · 그림자가, 아 4:6)י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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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많이 들여 마시는 일이다.

* 잘라먹어버렸다= = 잘르마베트1)와 음침한

골짜기: 잘라 먹었다! 잘라먹었다의 끝발음은 묻다2)는

말씀으로 끝장나는 일이다. 잘라먹었다. 잘라뭇다경상도

사투리
. 잘라먹었다=잘르마베트= = 잘르마베트 음침

한 골짜기. 잘르마베트= = 잘르마베트의 = 마베

트의 묻다=무트= = 무트 죽다.

* 잡아와 잡아=자바= = 자바3): 자바= 자바4) 제
사 지내다. 나쁜 것=잡아=자바= = 자바5) 향기를 내
집안으로 끌어들인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잡아=자바=

= 자바6) · 제사=지베헤= = 지베헤7) · 제사=잡

아=쩨바= = 쩨바 쩨바8)는 생축을 잡아=티제바=

= 티제바9) · 생축= =베자바트10) · 우양을 잡

았다이다. 익숙하여=자바= = 자바11) 익숙하게 향기
1) ( · 음침한 골짜기,시 23:4).

.(무트 · 묻다)מּות (2

 .(잡아 · 자바, 동물을 살육하다~ 제사에서, 스트롱넘버 2076)이다ח (3
 (쩨바아 · 제사를, 창 31:54; 삼상 9:12; 왕하 10:19;사ח · (자바 · 잡아)ה
57:7; 호 6:6) · י(지베헤 · 제사를, 시 27:6) · ח(쩨바 · 제사를, 시 
50:14, 23).

(티제바 · 생축을 잡아, 신 12: 15) · (베자바트 · 우양을 잡았ח (4
다, 신 12: 21).

.(자바 · 익숙하여, 대상 12:9)ה (5

 (쩨바아 · 제사를, 창 31:54; 삼상 9:12; 왕하 10:19;사 57:7; 호ח (6
6:6).

.(지베헤 · 제사를, 시 27:6)י (7

.(쩨바 · 제사를, 시 50:14, 23)ח (8

.(티제바 · 생축을 잡아, 신 12: 15)ח (9

10) (베자바트 · 우양을 잡았다, 신 12: 21).

.(자바 · 익숙하여, 대상 12:9)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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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 집안으로 끌어들인다.

* 잡아 내린과 잡아내어=자바레흐= = 자바레
흐1): 사람에게 있는 부위 목은 하나님의 향기를 잡아

내린=잡아내어=자바레흐= = 자바레흐목이다. 하

나님의 백성2)의 그 목이 아름답다. 머리에서 향기가

내려온다. 향기를 잡아 내린=잡아내어=자바레흐=

= 자바레흐 · 잡아 내려 향기를 많이 바른다.

하나님의 백성 신부를 칼라= = 칼라3)라 한다.

신부가 향기를 잡아내려 =  미짜베로나이흐4)

향기롭다. 기본형 목= = 쨥바아르5)는은 하나님의

향기를 많이 받아 내리기 위하여 존재한다.

* 짚어와 싸고= = 자파6): 하나님께서 짚어 싸고

= = 자파 · 싸고 · 쌌다. 백성들은 잘 싸여 산다.

* 잡아와 만군=잡아= = 잡아7) 만군=쩨비오트=

= 쩨바오트8): 잡아 주기에 향기가 안으로 싸잡
아 든다. 하나님 군대 만군의 여호와9)가 나를 잡았다.

1)  ( · 목이, 아 1:10).

.(칼라 · 며느리 · 신부 · 하나님의 백성, 아 4:8)ה (2

.(칼라 · 며느리 · 신부 · 하나님의 백성, 아 4:8)ה (3

4) יּו(미짜베로나이흐 · 기본형 אר(쨥바아르 · 목, 아 4:9).

.(쨥바아르 · 목, 아 4:9)אר (5

(자파 · 싸고 · 쌌으며, 출 37:4, 11)와 (자판타 · 주께서 품으셨ה (6
다, 욥 10:13)가 있다. 기본형은 ן(자판).

 .(잡아 · 만군, 슥 14:21)א (7

.(쩨바오트 · 만군의, 슥 14:21, 말 3:14, 19, 21)אֹות (8

9) 삼상 1:3, 11, 4:4,  15:2,  17:45; 삼하 5:1; 왕하 3:14; 대상 11:9, 
17:7, 24; 시 24:10,  46:7, 11, 48:8, 59:5,  69:6, 80:4, 7, 14, 19, 84:1, 
84:3, 8, 12, 89:8; 사 1:9, 24, 2:12,  3:1, 15, 5:7, 9, 16, 24,  6: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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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군=잡아= = 잡아1)주시는 능력! 잡아라와 큰 구

원=네 목은=쟈바레흐= = 쟈바레흐2): 큰 구원 
 쟈바레흐! 잡아라!

* 쏘았다와 잡으리=쏘았다=솨하트= = 솨하트3):
잡으니라.

* 자! 아파 사랑하는 자야=쉐아하바= =  쉐
아하바4): 정말 세게 아파, 사랑하는 자야=쉐아하바=

=  쉐아하바 세게 아파! 사랑함으로= =  아

하바5) 아파! 쎄아파=사랑하는 자야=쉐아하바= =

 쉐아하바 사랑함으로 아하파 아파 사랑함으로=

8:13, 8:18, 9:7, 13, 19, 10:16, 23, 24, 26, 33, 13:4, 13, 14:22, 23, 24, 
27, 17:3, 18:7, 19:4, 12, 16, 17, 18, 20, 25, 21:10, 22:5, 22:12, 14, 15, 
25, 23:9, 24:23, 25:6, 28:5, 22, 29, 29:6, 31:4, 5, 16, 37:32, 39:5, 
44:6, 45:13, 47:4, 48:1, 51:15, 54:5; 2:19, 5:14, 6:6, 9, 7:3, 21, 8:3, 
9:7, 15, 17, 10:16, 11:17, 20, 22, 15:16, 16:9, 19:3, 11, 15, 20:12, 
23:15, 16, 36, 25:8, 27, 28, 29, 32, 26:18, 27:4,27:18, 27:19, 21, 28:2, 
28:14, 29:4, 29:8, 17, 21, 25, 30:8, 31:23, 31:35, 32:14, 15, 18, 33:10, 
12, 35:13, 35:17, 18, 19, 38:17, 39:16, 42:15, 18, 43:10, 44:2,  44:7, 
11, 25, 46:10, 18, 25, 48:1, 48:15, 49:5, 7, 26, 35, 50:18, 50:25, 31, 
33, 34, 51:5, 14, 19, 33, :57, 58; 호 12:5; 암 3:13, 4:13, 5:14, 15, 16, 
27; 6:8, 14, 9:5; 미 4:4; 나 2:13, 3:5; 합 2:13; 습 2:9, 10; 학 1:2, 5, 7, 
9, 14, 2:4, 6, 7, 8, 9, 11, 17, 23; 슥 1:3, 4, 6, 12, 14, 16, 17, 2:8, 9, 
11, 3:7, 9, 10, 4:6, 9, 5:4, 6:12, 15, 7:3,  4, 9, 12, 13, 8:1, 2, 3, 4, 6, 
7, 9, 11, 14, 18, 19, 20, 21, 22, 23, 9:15, 10:3, 12:5, 13:2, 7, 14:16, 
17, 21; 말 1:4, 6, 8, 9, 10, 11, 13, 14, 2:2, 4, 7, 8, 2:12, 16, 3:1, 5, 7, 
10, 11, 12, 14, 17, 4:1, 4:3

1) (잡아 · 만군, 슥 14:21). 

2) א(쟈바레흐 · 큰 구원 · 네 목은, 아 4:4).

.(솨하트 · 잡으니라, 대하 35:1)ט (3

.(쉐아하바 · 사랑하는 자야, 아 1:7)ָאה (4

.(아하바아 · 사랑하므로, 아 6: 8)ַא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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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바!

* 잡아 놨지와 내가 쌓아둔 것=잡아놨지=자파느티=

= 자파느티1): 자파느티=잡아놨지!

* 재다와 기다리다=재다= = 재다2): 기다리다=재

다= = 재다!
* 제비야와 암사슴=제비야= = 제비야3): 암사슴

=제비야= = 제비야 제비야! 암사슴의 향기를 전해

주어! 암사슴=제비야= = 제비야 제비야! 예수님

향기 맡는 제비야 암사슴=제비야= = 제비야 제비
야4) · 암사슴!

* 제자와 후예=제자= = 제자5): 내 향기가 나

는 후예=제자= = 제자 제자! 제자.

* 졸라와 괴롭히다=졸라= = 졸라6): 목=졸라=

= 졸라 · 괴롭히다 · 사방에서 들이닥친 원수.

* 좋다와 이것=조오트=  = 조오트7): 정말 이것=조

오트=  = 조오트 좋다! 이것, this. 우리나랏말· 좋았

다. 짜호트= 짜오트 짜호트 · 좋았다 · 분명히8). 여

1) ( · 내가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 7:14).

.(재다 · 기다리다, 단 3:14)א (2

.(제비야 · 암사슴, 아 7:4)ה (3

.(제비야 · 암사슴, 아 7:4)ה (4

,(제자 · 제자, 욥, 5:25)א (5

 (조라르 · 괴롭히다 · 사방에서 들이닥치다 · 원수, 민 33:55; 시ר (6
8:2, 23:5 등).

.(조오트 · 이것, this, 아 3:6. 7:8)ת (7

.(짜호트 · 좋았다  · 분명히. 사 32: 4)חות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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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의 감찰하심을 빛으로 내려 쬐이는 일광을 받는

시간은 좋았다. 짜호트=
짜오트

좋았다. 하나님 향기

맡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이다. 바로 하나님 천지

창조 좋아=좋아=됴하=토하= = 토브1) 선한 하나님

향기 기적=토브= =
토브
좋아!2) 새벽 우물 향기

좋아!

* 좋아라와 좋아라=오정= = 쪼하르3): 아이 좋아

라 향기로 숨을 쉬니! 하늘을 바라 볼 수 있는 문이 있

으니! 노아가 지은 배는 하늘로 향하여 그 문이 열려

있다. 아이 좋아라=오정= = 쪼하르 좋아라4) 12시
정오에 햇빛이 정면으로 비치니! 우리나라에는 좋아라

는 말이 있다. 좋아라=오정= = 쪼하르 쪼하르가 있
다. 하늘로 향한 지붕이며 노아가 지은 배는 하늘로 향

하여 그 문이 열려 있었다. 좋아라 좋아라=오정= =

쪼하르 조하르 · 오정이라는 뜻으로 태양이 정면에서

비칠 12시이다.

* 좋은과 선한=좋아=툐바= =  툐바 좋아5): 우

리나라 고어 됴타, 됴븐 툐바6) 그대로 좋아. 우리말에

좋은이 있다. 선한=좋아=툐바= =  툐바 좋으=툐

.(선한, 말 2:17 · תֹו (1

.(토브 · 선한, 말 2:17)תֹוב (2

.(쪼하르 · 오정, 창, 창 6: 16)ר (3

.(조하르 · 오정, 아 1:7)ר (4

.(툐바 · 좋아, 민 14:7; 욥 9:25)טֹוה (5

.(툐바 · 좋아, 민 14:7; 욥 9:25)טֹו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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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 툐브1) 토브 · 좋은과 좋으=툐브= = 툐

브2) 토브 · 선
善
이다.

* 좋∼다와 이것=조오트=  = 조오트3): 우리나라언
어리듬에 좋∼다가 있다. 이것=조오트=  = 조오트 조
오트 · 이것, this이다.

* 조아려와 낮은=쪼아르= = 쪼아르4): 문지기가
머리 낮은=쪼아르= = 쪼아르 조아려 향기를 낸다.

여기에서 향기라 함은 글자가 지닌 뜻에서이다. 우리들

은 어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말을 아뢰는 일은 향기

를 내는 일이다. 머리를 낮은자=조아림= = 
쪼아림 쪼아림은 낮은 자들이 하는 모습이다.
* 쪽팔려와 멸시=싸팔= = 싸팔5): 멸시=싸팔=

= 싸팔 저엉말! 쪽팔려 · 쪽팔림=쏴팔림= = 
 쏴팔림6) 속어이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 하! 좋다와 이=하좋았다=하조아트=  = 하좋았
다7): 이=하좋았다=하조아트=  = 하좋았다 하좋았다
얼씨구 하 좋다. 연장 역할을 잘 하는 일이다.

)תֹו (1 · 좋은, 창 1:4, 10, 12, 18, 21, 25, 31).

 ;토브 · 선한, 창 2:9; 출 2:2; 신 1:35, 5:33; 욥 10:3; 시 135:3)טֹוב (2
사 7:15).

,(조오트 · 이것, this, 아 3:6)ת (3

 ;(쪼아르 · 낮은 · 비천한 · 작은 자 들, 낮은, 욥 14:21; 렘 30:19ר (4
슥 13:7) · 

5) 기본형 ל(쏴팔)로 하는 ים(쏴팔림 · 낮아져서, 멸시, 삼하 6:22; 말 
2:9).

.(쏴팔림 · 낮아져서, 멸시, 삼하 6:22; 말 2:9)ים (6

.(하짜호트 · 이. 신 31: 30)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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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와 나의 바위시오=주리= =  주리1): 내가

주리다. 향기 나는 머리의 바위를 주리다. 나의 바위시

오=주리= =  주리 · 나의 바위시오=주리= = 
주리 주리는 · 나의 바위시요.

* 지랄과 방탕=자랄= = 자랄2): 속언 지랄과 방탕
=자랄= = 자랄 자랄 · 방탕.

* 지랄한다와 나병=짜라아트= = 짜라아트3): 나
병=짜라아트= = 짜라아트 나병.

* 자기로와 기억하다=자카르= = 자카르 자카르4):
기억하다=자기를 지키라=자카르= = 자카르· 기억하
라 지키라!

* 지팽이와 지팽이= = 쉐벳트5): 지팽이= = 
쉐벳트이다. 단련된 자만이 짚을 수 있다. 지팽이= =

쉐벳트 · 지팽이 · 지파 · 왕의 권위이다. 뭉쳐진 한

단체의 의미로 단련된 같은 뜻을 지닌 단체이다.

* 쪼매와 나오는=조매오트= = 조매오트6): 아

주 조금 나오는=조매오트= = 조매오트 쪼매7)

싹이 나왔다. 나온 싹이 쪼맣다.8) 물 향기다. 기본형

1) צּו( ·나의 바위시요, NMS.CXS, mt strength, 시 18:3).

.(자랄 · 방탕, 신 21:20)ל (2

,(짜라아트 · 나병, 레위 13:2)ת (3

.(자카르 · 기억하라, 전 12:1)ר (4

.(쉐벳트 · 지팽이 · 지파  · 왕의 권위, 시 23;4)ת (5

.(조매호트 · 나오는, 창 41:5)חֹות (6

 .(쪼마 · 싹튼)ה (7

.(조매호트 · 나오는, 창 41:5)חֹות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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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마 · 싹튼=나오는=조매오트= = 조매오트!

* 재미롭다와 노래=재미롭다= = 재미로트1)
재미로트: 노래함= = 자미르 · 재미로2)나 노래함=

= 자마르3) 자미르 모두 재미롭다= = 재
미로트

재미라는 악기로 반주되는 노래:~ 시, 찬미, 노래

로 손가락들로 튕긴다는 개념이다. 음성에 맞추어 재미

의 사투리 자미이다. 재미롭다4) 악기로 찬미하며 노래

한다. 우리말에 있는 자미 혹은 재미라는 말이 히브리

어로도 음성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며 즐거워하며!5)

* 줄과 줄=투르= = 투르6): 줄=투르= = 투르 줄
이 지혜로운 머리이다. 줄=투르= = 투르7) · 줄이다.

* 지키라와 남자= = 자카르8): 지키는 남자다. 하

나님 나라를 지키라=남자=자기라=자카르= = 자카르
지키라! 시에 외연과 내포가 있듯이 사람에 남자와 여

자가 있듯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남자. 이 남자가 지키

라이다. 기억과 생각하는 존재와 연장과 지키는 머리이

다. 지키라 명령어가 있다. 자카르 남자= = 자카르

)ירֹו (1 · 재미롭다).

.(자미르 · 노래함, 아 2:12)יר (2

יה ,(자미르)ר ,(자미르 · 재미로)יר ,(자미르 · 노래함, 아 2:12)יר (3
(재미라).

.(재미로트 · 재미롭다)ירֹות (4

5) (사메아흐 · 즐거워하며, 대하 23:13).

.(투르 · 줄, 출 39:11, 12, 13)ר (6

.(투르 · 줄, 출 39:11, 12, 13)ר (7

.(자카르, 남자, 창 1:27, 30:22)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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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 남성 · 기억 · 생각이다. 남자 존재는 기억하고

머리의 중요성을 지키라=남자!

* 참으로와 가지를 친다=자므르= = 자므루1): 가

지를 친다=자므르= = 자므루 참으로 가지를 치고

잘라내고 나서 찬양하는 일은 모든 다른 일을 제쳐놓

고 참으로 하나님일 만을 힘쓰는 일이다. 동시에 사람

이 잠을 자는 일도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잠으로 하나님

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자고 나면 피로가 회복된다. 우

리나랏말에 첨으로라는 말이 있다. 가지를 친다=자므르

= = 자므루 자마르 · 가지를 친다 · 잘라낸다· 찬양

하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가지를 친다=자므르= = 
자므루 자므루 · 찬양하고가 있다. 찬양하는 일은 모든

다른 일을 제쳐놓고 그리고 잘라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일 만을 힘쓰는 일이다. 동시에 사람이 잠을 자는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다.

* 치마와 의복=치마라=시므라= = 시므라2): 우
리나라의 여인들의 치마는 길고 12폭이다. 의복=치마라

=시므라= = 시므라 시므라 · 의복이다.

* 칸과 성막=미쉬칸= = 미쉬칸3): 절대자를 모

1) ( · 가지를 친다 · 잘라낸다· 찬양하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자
므루  רּו(자므루 ·찬양하고, VPMMYP, Sing forth 시 66:2).

.(시므라 · 의복을, 신 21:13, 22:3)ה (2

.(미쉬칸 · 성막, 출 38:21)ן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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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칸 성막=미쉬칸= = 미쉬칸!

* 켜 펴라와 한쪽 같구나=켜펴라=크펠라= = 
크펠라1): 켜 펴라=크펠라= = 크펠라 켜 펴라 그

리하면 너의 입술을 지키리라!

* 코와 권능=코= = 코2): 권능=코= = 코는 그

분 권능=코= = 코3)이다.
* 코베임과 도적질=코배임= = 코베임4): 도적

질하였으므로=코배임= = 코베임!은 눈 뜨고도

코베임! 코베임은 권능을 도적질당한 일이다. 도적질하

였으므로=코배임= = 코베임이다.

* 코리아와 꿀과 여호와=  여호와5): 우리나라의 이

름은 코리아로 통한다. 코리아는 시골지방에 꿀을 가리

키면서 달다강상원 한다. 가장 좋은 먹을거리 꿀이야 ￫ 
꾸리아다. 고향 이미지이다. 성경에 κυρίου마 3:3가가 있

다. 수 억 만 년 전 언어 悉曇文字실담문자 中天竺중천축

Siddam alphabet: Kuru~rian= Kuiya= Ariyan

race=Korean 구려句麗 고려高麗 구루句漏 located in the

most northern ranges of the Hima^laya 사라진 무제

국無帝國 동이족 언어6)도 이다. 겨레 Kuru, 겨레 Kore

1) ( · 한 쪽 같구나, 아 4:3).

,(코 · 권능, in power, ένίσχύ, 출 15:6)ח (2

,(코 · 권능, in power, ένίσχύ, 출 15:6)ח (3

.(코베임 · 도적질하였으므로, 말 3:9)ים (4

.(코베임 · 도적질하였으므로, 말 3:9)ים (5

6) 강 상원 ·「사라진(沈沒) 무제국∼東夷族에 母國』(서울: 朝鮮世宗太學院 · 
2013).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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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다. “쿠리에 쿠리에λέγών μοι κύριε κύριε 레곤 모 쿠리에 쿠리에

마 7:21” 쿠리에 쿠리에
κύριε κύριε 레곤 모 쿠리에 쿠리에(마 7:22)2) 코

리아다. 부여나 고려가 가지고 있는 원시어소 크다 다.

쿠리에 · 쿠리오스 41회신명기 28장3)도 있다. 41회 자리는

예수님 족보 자리!

* 크게 쉬려고 핀4)과 송이 같고=크에쉬케로트 하게

펜= =  크에쉬케로트 하게펜5): 크게

쉬려고 핀 송이 같고=크에쉬케로트 하게 펜=

=  크에쉬케로트 하게펜 · 송이 같고가 있다.

* 크마와 키=크오마태흐 = 크오마태흐6): 키=

키오마태흐= 크오마태흐 키 크마! 염려 마! 잘 통과해

서 말씀으로 답할께! 키=키오마태흐= 크오마태흐 크오

마테흐 · 키이다.

* 클라와 저주=클라= = 클라7): 큰일 난다의

대화체 줄임말 클라 전부 클라. 경상도 사투리에 큰일

1) 상원 ·「사라진(沈沒) 무제국∼東夷族에 母國』(서울: 朝鮮世宗太學院 · 
2013). · 82.

2) 마태 17: 12, 15: λέγων κύριε, 등 등.  λόγοι(신 28:69)

 ,:κύριος(쿠리오스· 신 28:1, 8, 8, 11, 12, 13, 21, 22, 24, 25, 27הה (3
28, 35, , 37, 48, 49, 52, 53, 59, 61, 63, 63, 64, 65, 68, 69), κύριός(쿠
리호스· 신 28:20, 36), κυρίου(쿠리우· 신 28:1, 2, 9, 10, 15, 45, 62; 신 
29:9), κυρίῳ(쿠리우· 신 28:47) κύριον(쿠리온· 신 28:58), κύριος ό θεός 
σου(쿠리오스 호 데오스 수· 신 28:7, 9, 11),

ן (4 .(크에쉬케로트 하게펜 · 송이 같고, 아 7:9)לֹות

ן (5 .(크에쉬케로트 하게펜 · 송이 같고, 아 7:9)לֹות

6) ֹו(크오마테흐 · 키, 아 7:8).

.(클라 · 저주, 신 11:28, 29:26)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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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를 클라로 말한다. 저주=클라= = 클라 · 저

주 전부=클라흐= =클라흐
· 전부이다.

* 타이르다와 주께서 베푸시고=타이르하= =
타이르하1): 하나님이 그에게 타이르2)며 태우리다!3) 감동

시키다. 바른 길로 갈 것을 타이른다. 주께서 베푸시고

이다. 일어나다=감동시키다=타이루= = 타이루 ·

감동시키다=태오레루= =  태오레루.

* 타 보니와 가자=타보이= = 타보이4), 타본:

십자 안에 타 보며 가자 타 본5)이는 명철을 얻는다.

십자가 안에 마음 들여=타보이= = 타보이6)! 소

· 말 · 기차 등을 타 보아! 명철=타분= = 타분7).

* 탐과 완전=탐마= = 탐마8): 하나님, 주님처럼

되려 완전=탐마= = 탐마 탐내는 일은 정말로 큰

일이다. 완전한 자=닮으려=닮았디=타마티= = 부탐

마티9) 탐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행한

완전한 사랑을 탐 마=탐마= = 탐마 탐내지 말라.

1) ( · 주께서 베푸시고, 시 23:5),

.(타이루 · 일어나다 · 감동시키다, 아 2:7, 3:5, 8:4)יר (2

.(태오레루 · 태우려, 일어나다 · 감동시키다, 아 2:7)עֹורּו (3

.(타보이 · 가자, 아 4:8)בּאֹוי (4

.(타분 · 명철, 잠 19)בּון (5

.(타보이 · 가자, 아 4:8)בּאֹוי (6

.(타분 · 명철, 잠 19)בּון (7

.(탐 · 순전하고, 욥 1:8, 2:3)ם (8

.부(탐마티 · 나의 완전한 자야, 아 5:2)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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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과 이슬=탈 = 탈1): 탈이 이슬이다. 그대 이슬

이 내려온다. 이슬=탈= = 탈 · 이슬이다.

* 탈나와 고난=탈나= = 탈라2): 우리말에 탈

나라는 말이 있다. 고난=탈 나= = 탈라!
* 덮어서와 취득하다=타파스= = 타파스3): 잘 연

습하여 취득하다=타파스= = 타파스 덮어서 자격증

을 따 봤어! 취득하다=타파스= = 타파스 타파스 ·

취득하다 · 잡다이다.

* 뎁힐라와 기도=뎁혀라=테필라= = 테필라4) ·

영광=덮어라=티프아라= 티프아라5): 기도=테필라=

= 테필라! 영광으로 덮어라=티프아라= 티프아

라 덮어라! 삶의 방을 기도=뎁혀라=테필라= = 
테필라 뎁혀라! 방을 따뜻하게 뎊혀라 · 덮는 일은 기도

하는 일이다. 영광=티프아라= 티프아라 티프아라다.

* 타보다와 복=타보다=타보타=  =  타보

다6): 차 타보다. 바로 복=타보다=타보타=  = 
타보다.

* 타봐와 방주=타봐=테바= = 테바 테바7): 십자

1) ( · 이슬, 창 27:28; 슥 8:12 등).

.(탈라 · 고난, 민 20: 14)ָאה (2

.(타파스 · 취득하다 · 잡다, 신 21:19; 렘 40:10)ׂש (3

 (테필라 · 기도, 삼하 7:27; 왕상 8:28; 왕하 19:4; 대하 6:19;합ה (4
3:1 등 ).

 (티프아라 · 영광 · 아름다운 일, 출 28:2; 신 26:19; 잠 4:9; 사ָאה (5
3:18).

 ,(타보다 · 복이 임할지어다, ελθοίσαν, lrt the blessing comeבֹואה (6
신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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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안에 들여놔 방주=타봐=테바= = 테바 타 봐!

모세가 타봤던=타봐트= = 타바트
타 봤던.1) 배나

기차 타봐 · 타봤다. = =테바 · 방주 · 배. 모세

의 갈대상자=타봤던=타봐트= = 타바트 갈대상자2)다.

그 갈대상자=아주 많이 타봤다=하 타 봤다=하테바트=

= 하테바트 하 타 봤다3)이다. 방주=타봐=테바=

= 테바 타봐 · 방주4)이다.

* 탐에와 쌍태=탐에=타메= = 타메5): 하나님

말씀 쌍태=탐에=타메= = 타메 탐에, 하나님 말씀

에 쌍태=탐에=타메= = 타메 탐에.

* 태우메와 쌍둥이=태움에=테오매= =  태오

매6): 말씀을 쌍둥이=태움에=테오매= =  태오매

7) ( · 방주 · 배 · 창 6: 14).

 :(하테바트 · 그 갈대상자, 출 2ת · (테바트 · 갈대상자, 출 2: 3)ת (1
 .(테바 · 방주) ·  슈메르판에서 방주는 마구로구트(magurgur)이다ה · (5
아주 큰 배, 거대한 배의 ㅡ의미[(A. Poebel, Historical Texts(Phila, 1914, 
59)] 셈어 바벨론 홍수 단편(The Semitic Babylonian Deluge Fragment)
에서도 나타난다. 어구 엘립푸 라비루(디겨 rabitu)는 커다란 선박, 혹은 배
로 의미된다.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는 나룻배, 선박, 배는 엘립푸(eliu)로 에
칼루(êkallu, 토판 Ⅵ: 95)이며 수메르어에서 파생있다. 이 배는 문자적으로 
커다란 길을 의미하며 궁전들 및 신전들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테바트 · 갈대상자, 출 2: 3)ת (2

.(하테바트 · 그 갈대상자, 출 2: 5)ת (3

4) 슈메르판에서 방주는 마구로구트(magurgur)이다. 아주 큰 배, 거대한 
배의 ㅡ의미[(A. Poebel, Historical Texts(Phila, 1914, 59)] 셈어 바벨론 
홍수 단편(The Semitic Babylonian Deluge Fragment)에서도 나타난다. 어
구 엘립푸 라비루(디겨 rabitu)는 커다란 선박, 혹은 배로 의미된다. 길가메
쉬 서사시에서는 나룻배, 선박, 배는 엘립푸(eliu)로 에칼루(êkallu, 토판 Ⅵ: 
95)이며 수메르어에서 파생있다. 이 배는 문자적으로 커다란 길을 의미하며 
궁전들 및 신전들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타메 · 쌍태, 아 7:4)י (5

.(테오매 · 쌍둥이 · 쌍태, 아 4:)אֹו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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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롭다.

* 탓과 너는 억울해서=탓에=타테= = 타테1): 너

는 억울해서=탓에=타테= = 타테 탓하는 일은 억울

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 토하와 외모가 아름다운=예파트 토아르토해= ~

= ~ 예파트 토아르토해2): 외모가 아름다운=예파트

토아르토해= ~ = ~ 예파트 토아르토해 예쁘게 토

하여진 여인의 아름다움! 배출=통째=토째= =  토

째 토째 · 배출 통째3) 향기가 쏟아지는!

* 토해 봐와 혐오=토해 봐=토에봐= =  토에

봐 토에 봐4): 정말 나쁜 것을 혐오=토해 봐=토에봐=

=  토에봐 토해 봐! 토하려고=토아클= = 
토토아클 가증한 것을 토하려고5). 가증한=토해 뱉아=토

아바트= =  토아바트 토해 뱉아!6)

* 트여보겠니와 열어 젖혀=트여보겠니=트하브게니=

= 트하브게니 트하브게니7): 열어 젖혀=트여보

겠니=트하브게니= = 트하브게니 트하브게니 트
여보겠니! 열어젖혀 보겠니!

1) ( · 너는 억울하게, 신 24:17).

.(예파트 토아르 · 외모가 아름다운, 신 21:11)ת~ַאר (2

.(토째 · 배출, 창 1:12)תֹוא (3

.(토에바 · 가증한 · 혐오, 겔 6:12; 말 2:11)תֹוה (4

.(토아클루 · 가증한, 신 14: 10)אל (5

.(토아바트 · 가증한, 신 7:25)תֹות (6

.(트하브게니 · 열어젖혀, 아 8:3)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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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와 그가 사모하는구나=트쉬카트= = 
트시카토

트쉬카토1): 그가 사모하는구나=트쉬카트=

= 트시카토 그가 십자가를 사모하는구나!
* 파다와 속량=구속=파다= = 파다 파다2): 속량=

구속=파다= = 파다
파다! 구속함을 입으로 파다!

* 파라와 번성=파라 = 파라 파라3): 번성=파라

= 파라 파라: 파라!

* 파임과 얼굴=파임=파님= = 파님4): 얼굴=파임

=파님= = 파님 우리말 얼의 굴! 말씀이 파임이다.

* 파아라아와 생육=번성=파아라아= = 파아라아

파아라아5):생육=번성=파아라아= = 파아라아 잘자라

열매맺다=파랗다=파라트= = 파라트6) 프르죠=프르

즈= = 프르즈7) 푸르죠!

* 파다와 창대=파다=파타= = 파타8): 창대.

* 팔랄= = 팔랄9)과 기도: 기도=팔랄= = 팔

랄. 간절한 기도 입 밖으로 절로절로=팔랄= = 팔랄.

* 펴다와 속량=펴다=포다= = 포다10): 펴다. 문을

)ת (1 · 그가 사모하는구나, 아 7:11).

.(파다 · 속량 · 구속, 신 24:18)ה (2

.(파라 · 페루 · 번성, VQMMYP, βύζάνεσθε, 창 9:7)ה (3

.(파님 · 얼굴, 겔 1:7등)ים (4

.(파아라아 · 생육 · 번성 · 흥왕, 출 1:7; 시 72:7; 사 11:1. 흥왕)ה (5

.(파라트 · 열매맺다 호 13:15)ת (6

,(프로쯔 · 창성, 출 1:12)ץ (7

.(파타 · 파다 · 창대케 하사, 창 9:27)ה (8

.(팔랄 · 기도, 역대하, 6:21)ל (9

.(포다 · 속량, 신 21:6)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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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속량=펴다!1)

* 퍼렇게와 움이 돋았는지=파르하= = 파르하2)

: 움이 돋았는지 푸르겠지=페라게쯔= =  페라
게쯔! 번성= = 파르주 푸르죠! 푸르요=피르요= =

페피르요3) 푸르요 열매들이 푸르요.

* 펴서와 펴서=파라스= = 파라스4): 쫘악 펴서!

* 펴셔= = 포사5)와 퍼져: 하나님 입으로 펴샤.

* 펼치다와 페라드= = 페라드6): 펼치다=페라드=

= 페라드 · 하나님이 네 강 펴다 펼치다.

* 폈다와 문을 열다=폈다=포타= = 포타7):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를 말하는 입을 문을 열다=폈

다=포타= = 포타 폈다라 한다.

* 페와 입술=패= = 체 페8): 입술이 입술=페=

= 페 페. 끝=뿌리다= = 페아아 뿌리다와 끝이다.

무엇을 입에서 뱉아 낼 때 패한다. 심지어 상대방을 비

1) ( · 문을 열매, 아 5:5)

(페라게쯔) 기קץ .(파르하 · 움이 돋았는지 · 깨졌는지, 아 7:13)ה (2
본형의 변형 צּו(파르쭈 · 번성, 대상 4:38).

.(피르요 · 실과, 아 8:12)יֹו (3

.(파라스 · 펴고, 민 4:8; 겔 2:10 등)ׂש (4

 (파아사 · 퍼지는, 레ה ,(포사 · 퍼지어, 레위 13:5, 14:48 등)ה (5
13:7, 22, 51, 53).

י · (시 128: 3; 잠 18: 20)ה :(페라드 · 펼치, 창 2: 14) 참조ד (6
(창 3: 2) · י~ל(시 1: 3) · מֹו(시 21: 10), י)시 127: 3) · ת(창 2: 
14; 렘 51: 63). 

 (피타 · 퍼졌는지, 아ח (포타 · 문을 열다, 아 5:5)가 있다. 또ח (7
7:13)가 있다. 폈다 נּו(프타헤누 · 우리의 문 앞에는, 아 7:14).

 (파아 · 뿌리다, 신ָאה · (페아아 · 끝, 겔 48: 1)ָאה (패 · 입술)와ה (8
32: 26,출 4: 10; 수 1: 8; 잠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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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거나 혹은 장난조로 피= = 피 한다.

* 패내와 외모=페내= = 페내 1): 무엇을 파낼 때

외모=페내= = 페내는 입 사역! 외모다.

* 퍼가다와 벌=퍼가다=파카드= = 파카드2):벌.

* 패리와 열매=과일=패리= = 패리 패리3): 논에
나락이 패리! 열매=과일=패리= = 패리! 열매 맺는

일로 입술 에브랏 · 열매 맺다4). 절대자 말씀에서

나와 열매 맺는다.

* 파르르와 순=파르하= = 하파르하5): 순이

났는가! 순=파르하= = 하파르하 하파르하 파아

란 순이 올라!

* 포르르와 포르르=짚포르=지포르= = 지포르포

르르6): 날아라! 포르르! 새 =지포르= 지포르 시

4:17 영어 fowl 이다.

* 포데기와 구속=포대= =  포데7) 구속하시니=

포대= =  포데 포데 · 구속하시나니 구속하시니=

포대= =  포데 포데기에 잘 싸서 보호.

* 퍼져와와 흩어져서=퍼져=푸즈= = 푸즈 푸즈8):

1) ( · 나타나는 사역 · 외모 · 표면 · 창 1:2, 2:6, 6:1)가 있다. ה
(파나 · 대면 · 확인, 창 18:22; 사 53:6).

.(파카드 · 벌, 사 27:1)ד (2

,(피랴 · 열매, 슥 8:12)ּה .(패리 · 열매, 과일, 창 3:2)가 있다י (3

.(에브랏 · 열매를 맺다, 창 35:16)ת (4

.(파르하 · 순이 났는가, 아 6:11)ה (5

.(짚포르 · 새, 시 8:9)פֹור (6

.(포데·구속하시나니, VQPA, redemeth, 시 34:23)פֹו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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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서=퍼져=푸즈= = 푸즈 퍼져 그의 일 하다.

* 입으로 푸하와 기울고=푸하= =
푸하1): 입으

로 기울고=푸하= = 푸하 푸하시며 세게 푸하실 그

때 어둠이 사라진다.

* 강 푸르게와 강 푸르게=페레그= = 페레크
· 강

푸르게2): 강 푸르게=페레그= = 페레크 푸르게 시냇

가 파랗게3) 나뭇잎 입술들 은혜를 조잘조잘 읊으며!

* 피어라와 움이 돋아=페라= = 페라4): 움이 돋

아=페라= = 페라 움이 돋아=파랗=파르하아=

= 파르하아 파르라니5) 움이 돋아=페라= = 페라
페라 · 꽃이 페라!

* …다와 … 타: 우리나랏말은 문장이 반드시 “…다”

로 끝난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끝 “… 타” 우리말

…다이다.

* 테우메와 쌍태=테오메= =  테오메 테오메6):

쌍태=쌍둥이 · 말씀 태우매 쌍둥이가 되었어라!

* 하! 헤: 우리들은 숨을 하!.. 헤 숨구멍 숨을 쉬는 숨

)פּו (8 · 흩어져서, 창 11:9).

1) פּו(쉐야푸하흐 · 말할, 기울고, 아 4:6).

.(페레그 · 강, 시 65: 10)ג (2

.(알~ 파르게 · 시냇가에, 시 1:3)ל~י (3

.(폐라 · 꽃이 있어, 출 37:18, 19, 20)ה (4

.(파르하아 · 움이 돋았, 아 7:13)ה (5

.(테오매 · 쌍둥이 · 쌍태, 아 4:5)אֹו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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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헤는 히브리어 거의 대부문 정관사 접두어.. 헤

로 하여 숨을 쉬는 의미로 시작된다. 우리들은 숨을

하!...쉰는 일로 시작한다. 살아 있는 문장이 된다.

* 하고마는과 지혜=호크마= 호크마1): 하나님이 원

하는 지혜=호크마=
호크마
다. 지혜사람이다.

* 타고파와 소망=타고파=티크바= = 티크바2):

티크바= = 티크바는 양쪽에 하 숨 쉼이 덧붙어

소망=정말 하고파=하티크바= = 하티크바3) 소망

이다. 소망은 십자가를 잘 지는 일 희망 하고픈 일!

* 하게와 무교절=하게드= =와 무교절=비하게하

= =베하케하하게4): 무교절=하게드= =하게드
하게! 무교절엔 하게 나 둔다. 하 마 좋다! 향기가 코로

스미니 하 좋은 절기다. 칠칠절=하게 하셔부렀다=하게

하 사 부었다= =   우베하그 하솨부오

트!5) 칠칠절은 하게 하셔부렸다이다. 그리고 또 배로

하여 하 싸 부었다! 초막절=하게 하 꽂다=   우

베하그 하수코오트!6) 정말 하게 하시니 온통 머릿속에 가득!

1) ( · 지혜, συνέσεώς, 신 34:9.

 · (하크파ה (티크바 · 소망, 스토롱 넘버 8615) 기본형을 가진וה (2
소망을 품은, 슥 9:12).

 · (하크파ה (티크바 · 소망, 스토롱 넘버 8615) 기본형을 가진וה (3
소망을 품은, 슥 9:12).

4) (베하게하 · 지킬 때에, 신 16: 14).

עֹות (5 우베하그 하솨부오트 · 칠칠절, 출 16: 16: καί έν τῇ έορτ)ּוג
ῇ τών έβδομάδων · 카이 엔 테 에오르테 툰 엡도마둔).

ֹוּכת (6 초막절(우베하그 하수코오트, 출 16: 16: καί έν τῇ έορτ · ּוג
ῇ τής σκηνσπηγίας · 카이 엔 테스 스켄스페기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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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절기를 잘 하게 은혜를 받아 기분이 좋다.

* 하게 마와 당신의 지혜=하게마=하케마= = 
하케마1): 당신의 지혜 하게 마 말씀의 중심에 서 보게!

* 하기다와 보답하는 가슴 고하라=하기다= = 
하기다2): 하기다= =  하기다! 보답하는 가슴 이

르렀는데=하기야= = 하기야3) 만지다=나가= = 
나가4) 만지기만 하면 은혜 갚는 나날 그렇게 보답하는

가슴=고하라=하기다= =  하기다! 보답하는 가슴

임을 고하라! 나가아 · 만지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 하나하려와 강=하나하려=하나하르= = 하나하
르5): 늘 강 하나 하르= = 하나하르 하나하려 강이

되어 머리로 숨 쉬는 나날.

* 하나님과 하나님=엘로힘= = 엘로힘 하나

님6): 엘로힘을 창세기 33장 11절에서 하나님=엘로힘=

= 엘로힘의 엘= 알레프7)는 알레8) 우리나랏말의

알레와 같다. 알고파 하나님 진리를 배우고 익히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하나님 알레하시며 물어보신

1) ( · 당신의 지혜. 왕상 10:8).

.(하기다 · 고하라, 아 1:7)יה (2

3) י(하기아으 · 이르렀는데, 아 2:12).

.(나가아 · 만지다 · 미치다)ע (4

.(하나하르 · 강, 창 2:14)ר (5

,(엘로힘)ים (6

(엘레프, 출 20: 6; 삼ף ･ (알레프, 잠 22: 25; 욥 15: 5, 33: 33)ָאף (7
상 18: 7; 왕상 3: 4). 

(엘레프, 출 20: 6; 삼ף ･ (알레프, 잠 22: 25; 욥 15: 5, 33: 33)ָאף (8
상 18: 7; 왕상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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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다. 알레프= =  알레프1)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

며 우리가 살면 긍정적인 삶 예쉬2)가 주어진다. 하나

니이 은혜를 주시어서3) 이다.

* 하나 하시와 뱀=하나하시= = 하나하시4): 하나
하시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남편 아담까지 낭

패하게 한다. 뱀=하나하시= = 하나하시 하나하시5)
는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한자리 준다면 덥석 받았다

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다.

* 하는과 은혜를 베풀다=하나는=하난= = 하난 하
난6): 진짜 은혜 하나는=하난= = 하난은 은혜 속에서

마음과 삶이 하나로 일치하는 은혜를 받는 하나=하난=

= 하난 내꺼다. 그가 내게 은혜를 배풀어 야 내꺼=

야흐느카= =야흐느카7) 하신 인생을 산다.

* 하였다와 하였다=하으타= = 하으타8): 양쪽에

숨 쉼 언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숨 쉬게 하기에 숨을

쉰다. 우리나랏말 끝부분에 문어체 ...하다가 있다. 이ㅎ

초성음가는 히브리어 하였다=하으타= = 하으타

1) ָא( , 잠 22: 25; 욥 15: 5, 33: 33) · ף(엘레프, 출 20: 6; 삼
상 18: 7; 왕상 3: 4).

.(예쉬 · 예수, 창 33:11)ש (2

.(하나니 ·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창 33:11)י (3

.(하나하시 · 뱀이, 창 3:13)ש (4

.(하나하시 · 뱀이, 창 3:13)ש (5

.(하난 · 은혜를 베풀다, 사 30: 18)ן (6

7) (야흐느카 · 그가 네게 은혜를 베푸시며, 사 30:19).

 .· 하고, 창 1:2 출 3:14; 레 26:12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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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하나님이 숨 쉬게 하기에 숨을 쉰다.

한글문장에는 하였다라는 말이 많이 쓰인 하였다=하

으타= = 하으타 하으타 하였다는 양쪽에 숨 쉼

표가 붙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우

리가 예수로 숨을 쉰다.

* 하다트와 놀라다=화다닥=하다트= = 하다트1):
화다닥 놀라며 그 분이 하시는 일을 늘 본다.

* 하 닿음과 봉한=하툼= = 하툼 하툼2): 물에
봉한=하툼= = 하툼 하툼 하 닿음! 말씀에 잘 닿
음! 잘 닿았다의 하 닿음이다. 아주 잘 닿음이다.

* 하더라와 위엄= = 하다라 하다라3): 위엄=

= 하다라 정말 그렇게 위엄= = 하다라 위엄을 보이

시게 하더라.

* 하라와 진노=하라= = 하라4): 하라는 진노

= 하라! 하나님 명령 하라= = 하라이다.
* 하려므나와 석류나무=하리모님= = 하리

모님5): 석류나무=하리모님= = 하리모님! 말씀으
로 하려므나!

* 하루와 그 신=하루아흐= = 하루아흐6): 하루하

1) ( · 놀라다, 신 31: 8).

.(하툼 · 봉한, 아 4:12)תּום (2

.(하다르 · 위엄, κέλλος, glory, 신 33:17)ר (3

.(하라 · 진노하다, 삼하 24:1; 민 11:1 등)ה (4

.(하리모님 · 석류나무, 아 6:11)ימ (5

6) רּו(하루아흐 · 그 신, 겔 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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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 하루아흐 살아가요! 그의 머리 안에 있는

계획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루하루 살아가

는 것은 기적 같은 신의 일이다.

* 하루와 부지런한 자=하루쯔= = 하루쯔1): 부

지런한 자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 평생을 잘 살아간다.

* 하르르와 암양=하르레림= = 하르레림2):
암양을 하르레림이라 한다. 쌍태를 낳은 암양에게 바람

이 하르르 불어요! 암양 털이 하르르 바람에 나부껴요.

* 하르르 부니와 나를 놀래게 하시니=하르히부니=

=  하르히부니3): 하르하르 바람이 부니 숨 쉬

어요. 나를 놀라게 하나이다.

* 하드와 하나=에하드= = 에하드 에하드4): 우리
나랏말 하나=에하드= = 에하드 에하드 이 첫글자

에 는 묵음으로 하나가 바로 우리말 하다5)이다. 히브

리어 하나=에하드= = 에하드 에하드 하다6)에서 찾

아진다. 우리나랏말 하나이다.

* 하하라와 산에=하하르= = 하하라7): 나무 하

러의 이 하러가 산이다. 하= =하가 하나 더 붙어 산

רּו (1 · 부지런한 자, AMS, the dilight, 잠 21:5).

.(하르레림 · 암양, 아 6:6)ים (2

,(히르히부니 · 나를 놀래게 하니, 아 6:5)יי (3

.(에하드 · 하나, 창 1:3)ד (4

5) 진태하,『鷄林類事 연구』(서울: 탑출판사, 1975), 273~274.

.(하다· one, AFS, 단 4:16)ה (6

.(하르) · 산ר (하하라 · 산에, 수 2:22): 기본형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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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하하르= = 하하라. 산에를 성경은 하하러 간

다고 하고 있다. 바로 숨을 하하쉬도록 하기 위에 산에

오른다.

* 하마와 물러갔네=하마= = 하마1): 물러갔네=하

마= = 하마 물러갔네!
* 그렇게 하마 하나임과 하나님의 군대=하나 하나임

= = 하마하나임2): 하나님의 군대=하마 하나임

이다. 하마 하나 임! 하나님의 군대!

* 하 만날과 문=자물쇠=하마느울= = 하마
느울3): 사랑하는 사람=4)하 만날 날을 위해 말씀을 기다

리는 눈빛! 사랑하는 사람 문=자물쇠=하마느울=

= 하마느울 만날 날을 기다린다. 하만울 자물

쇠이다. 물, 말씀을 기다리는 눈빛이다.

* 하 믿어봐라와 거친들=하믿어봐라=하미드바르=

= 하미드바르5): 거친들이 = 하미드바르
이다. 아주 정말 많이 믿어봐라 거친 들에서도 잘 살아

날 것이다. 하 믿어봐라! 정말 믿어봐라!

* 하시다와 = 하쉐데6): 잘 살아가라고

= 하쉐데 · 밭7)이다.

1) ( · 물러갔내, 아 5:6).

.(하마하나임 · 마하나임 · 하나님의 군대, 아 7:1)ים (2

.(하만울 · 문 · 자물쇠, 아 5:5)עּול (3

.(하만울 · 문 · 자물쇠, 아 5:5)עּול (4

.(하미드바르 · 거친들, 아 8:5)ר (5

.(하솨다 · 밭과, 대상 16:32)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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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도와 그 인자하심이=하시도(다)= = 하스
도
하스도1):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그 인자하심이 = 하스도 많도다. 인도하시도다=

= 하스도다.
* 하시라와 노래=하시라= =  하시라2): 노래=

하시라 노래로 노래의=하시라다.

* 하 스미니와 나로 듣게 하려므나=아주 깊숙이 스

미이니=하스미이니= =   하 스미이니3): 아주

잘 스미니! 나로 듣게 하려므나!

* 하 아아하파아와 사랑이= =  하 아아하파아

4): 너무 아파! =  하아아하바아 · 사랑이다.

* 하 아파아와 사랑하는 자가=하 아하바아= =

 하 아하바아5): 슬픈 마음=하아하파아= = 
하 아파아 마음이 하아파= =  하 아하바 사랑아!

* 하여와 생명=하야= = 하야6): 그렇게 생명=하야

= = 하야 생명이 있게 되었다.
* 하욤= = 하욤7): 오늘날=하욤= = 하욤이

7) ( · 밭과, 대상 16:32).

.(하스도 · 그 인자하심이, 대상 16:34, 41; 시 98:3, 100:5)דֹו (1

.(하시라 · 노래의, 신 31:9)יה (2

.(하스미이니 · 나로 듣게 하려므나, 아 8:13)ייי (3

.(하아아하바아 · 사랑이, 아 8: 7)ַאה (4

.(하아하바 · 사랑하는 자가, 아 3:5, 8:4)ַאה (5

.(하야 · 생명 · 있어, 아 8:11)ה (6

 · (하염ימ (하욤 · 오늘날, 느 1:11)과י(호환이 안되어서 띄어 씀)ֹום (7
사는 동안에, 왕상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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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날=하욤= = 하욤! 사는 동안에.
* 하 예뻐와 극히 어여쁜 자야=하예뻐= = 하야

파1): 하 예뻐= = 하야파· 하예뻐 · 어여쁜 자야!

* 하올라와 번제=하올라= = 하올라2): 번제=하

올라= = 하올라
하올라!

* 하자와 살피다=하자= = 하자3): 하자! · 앙망 ·

살피다. 보다= = 하자아4).
* 하자고와 견고하게=하자고= = 하자고5): 마음을
강하게 하자고= = 하자고 하시는 이의 권능6) 하나

님의 뜰에서 그의 일을 견고하게=하자고 하자고!

* 하 좋았다와 ‘…이’=하조아트=  = 하조아트7):
하 좋았다=  = 하 좋았다! 아주 좋았다=  = 하
좋았다!=하 좋았다.

* 하제와 이제=하제= = 하재8): 내일의 옛말 ‘하

제’= = 하재. 이제=하제= = 하재!
* 하 타 푸 아흐와 사과나무=하타푸아흐= =

하타푸아흐9): 감탄사 하 타 푸 아흐가 사과나무다. 에덴

1) ( · 하예뻐 · 극히 어여쁜 자야, 아 6:1).

.(하올라 · 번제와, 역대상, 16:2)ה (2

א (하자 · 앙망하다 · 살피다, 욥 15:17: 잠 22:29; 합 1:1 등)와ה (3
(하자아 · 보다 · 주었나니, 단 2:8; 스 4:14).

.(하자아 · 보다 · 주었나니, 단 2:8; 스 4:14)א (4

.(하자크 · 견고하게, 삼하 16:21; 대하 25:8; 시 136:12; 슥 8:13 등)ק (5

. (하하자고 · 권능, τήν κραταιάν. 신 34:12)ה (6

.(하조아트 · 이, 대상 17:20)ת (7

.(하제 · 이제, 출 1:18; 에 1:18)ה (8

9) פּו(하타푸아흐 · 사과나무, 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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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사과나무=하타푸아흐= = 하타푸아흐 에

덴동산에 펼쳐졌다. 에덴동산의 사과나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다. 감탄사 풍부하다의 에덴동산 사과나

무=하타푸아흐= = 하타푸아흐 · 사과나무이다.

지붕아래서 펼쳐 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풍부하다.

에덴동산의 말씀이 풍부하다.

* 하크더라와 이 큰 일을=하그더라= =  하
그더라1): 하 크더라= =  하그더라! 아주 크더라=

· 큰일을 하다.

* 하 하와 生=하하= =하하 하하2): 生=하하= =

하하 하하 하 하 나의 삶이 하 하! 우습다 生=하하=

=하하 하하 하하 히브리어 하 하= =하하 · 生.

* 할 놈과 꿈=할놈=할롬= = 할롬 할롬3): 요셉

은 한 바탕 할 놈 꿈=할놈=할롬= = 할롬 할롬
꿈=할롬= = 할롬 하 하할놈= 하 할 놈 하 할

놈4) 크게 할 놈.

* 할렐과 한송=할렐= = 할렐5): 할렐루야

찬송으로 숨쉬기 위해 몸부림친다. 할렐은 찬송이고

할랄6)은 욕이다. 지붕이 뚫려 숨 쉼과 지붕이 막혀

1) דּו( · 이 큰 일을, 대상 17:19).

2) (하하 · 生 · 산, 창 1:20, 21; 레 16:21 등).

.(할롬 · 꿈)לֹום (3

.(하할롬 · 꿈을, D.NMS, dream, τοώ ένύπνίού, 창 37:5)לֹום (4

.(할 · 찬송)ל (5

.(할랄 · 욕)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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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지 못함이다. 다르다. 전자는 삶의 목적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이고 반대로 목적이 하늘을 향할

수 없으면 욕이다.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을 할렐루야

= ~ = ~ 할렐루후~야1) · 하나님을 찬양하

며=할렐루~엘= ~ = ~ 할렐루~엘
하나님을 찬

양하며2) 그를 찬양할지어다=할렐루후= = 
할렐루후!3) 찬송=다할라=트할라= = 트할라. 찬송

이=우트힐라= =  우트힐라4). 찬송 …할= =…

할5) 찬송은 숨쉬기 위해 몸부림친다. 찬송 할랄 할

랄 · 욕 할랄 구별은 하 숨쉼와 헷드= 헷드 지붕 구분이

다. 하늘을 향하여 마음이 뚫려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

함이고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으면 욕이다. 목소리를

합하여 할렐루~야= ~ = ~ 할렐루후~야6)!

할렐루~엘= ~ 할렐루~엘7) · 그를 찬양할지어다=할

렐루후= = 할렐루후8).

* 할라고 산책하다=행하다=할라고= =할라고9):

할라고= =할라흐 · 숨 쉬려고 중심을 잡다.

1) ~לּוהּו( ~야 · 할렐루야, 시 150:1).

. (할렐루~엘 ·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 150:2)לּו~ל (2

.(할렐루후 ·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 69:35, 150:2, 3, 4, 5)לּוהּו (3

.(우트힐라·찬송이, C.NFS, and to praise, 대상 20:22)ּוה (4

5) 할ל(할 · 찬송).

.(할렐루후~야 · 할렐루야, 시 150:1)לּוהּו~ּה (6

. (할렐루~엘 ·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 150:2)לּו~ל (7

.(할렐루후 ·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 69:35, 150:2, 3, 4, 5)לּוהּו (8

9) (할라흐 · 다니다, 숨쉴려고 산책하다, 할려고 중심을 잡다, 
바이트할레흐, 거닐다가, 삼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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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고 숨 쉴 구멍으로 들어가다=할라고= = 
할라고1): 무엇 할라고= = 할라고· 집을 세우려고 좁

은 길로 들어가다. 할라그= =할라그2) · 행하다.

* 할렐루와 할렐루 ~야= ~ = ~ 할렐루~야 !

기본형 바람=후아흐= = 루아흐3). 찬송
할랄

· 빛

나다! 어두에 하가 붙어 즐거이 부를지어다=하아리우=

= 하아리우4)! 할렐루~야= ~ = ~ 할렐
루~야5)이다. 할렐루~야=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구나! 알

렐누= = 6)알렐누 당신을 찬양!

* 할려보나와 유행의=할레보나= =  할레보나
7): 무엇=유향=할려보나= =  할려보나!
* 함과 함=뜨거움= = 함8): 뜨거움=함= = 함.

* 헤벌레와 헛되다=하벨= = 하벨9): 헛되다=헤벌

레 웃는 일 헛된 일일 경우가 많다. 헛되다=하벨= =

하벨 헛되다이다.
* 헤메다와 아름다운=헤메다= = 헤메다10): 양

쪽에 숨 쉼 언어다. 마음이 있는 가슴 속에 빠져서 헤

1) ( · 고르게 분배하다, 분정하신, άπένειμεν  신 4:19).

2) (할라그 · 행하다, 왕상 3:6, 8:25; 슥 9:14).

3) רּו(루아흐 · 바람, 시 100:1).

.(하아리우 ·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 100:1)יעּו (4

.(할렐루~야, 시 113: 1, 9, 115: 18, 116: 19, 117: 2)לּו~ּה (5

.(알렐누 · 우리에게, 미 3:11)ינּו (6

.(할레보나 · 유향의, 아 4:6)בֹוה (7

.(함 · 뜨거운, 창 6:10, 9:12, 10:1, 6, 20 등)ם (8

.(하벨 · 헛되다, 전 1:1)ל (9

.(헤메다 · 아름다운, 나 2:11)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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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다. 아름다운 일은 마음에 빠져 있는 일움이다.

* 한 밑천잡았다와 오분의 일=⅕=함미씨= = 
함미씨 함미씨1): 한밑천 잡았다! 한밑천=⅕= = 
함미씨 오분의 일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

이 그만 두라 하실 때 까지 열심히 하는 일은 한 밑천

잡는 일 오분의 일=⅕=함미씨= =  함미씨!

* 해 배 안에 와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해비아니=

=  해비아니2):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해비아니=

=  해비아니 배 안에 ·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 해 삼아서와 그 해=해 삼아서=하사메스= = 
하사메싀3): 물이 연단되어 해 삼아서 해 삼아서=하사메

싀= = 하사메싀 하사메싀이다.

* 했네와 꽃이 피었는가=헨네주= = 헨네주4): 꽃

이 피었는가=헨네주= = 헨네주5) 꽃이 피어=헨네주=

= 헨네주 했네! 헨네주 꽃이 피었는가!

* 했블라와 애쓴=했블라=힛블라= = 힛블라6):
의지로 했블라= = 했블라7) · 애쓴 말씀.

* 허벌레와 쇠함=하발= = 하발8): 힘이 든다. 힘

1) י( , 오분의 일, 레위 22:14).

.(해비아니 ·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아 1:4)יַאי (2

.(하사메싀 · 그 해, 1:5)ש (3

.(헨네주 · 꽃이 피었는가, 아 6:11)צ (4

.(헨네주 · 꽃이 피었는가, 아 6:11)צ (5

.(힛블라 · 애쓴, 아 8:5)ה (6

.(힛블라 · 애쓴, 아 8:5)ה (7

. (후발라 · 쇠하였으며, VUAFZS, 욥 17:1)ּוה (하발 · 쇠함)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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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자라 쇠하였으며=허벌레=후발라= = ּו후발
라1) · 쇠함이다.

* 헤매와 짐승=하브헤마= = 하브헤마2): 온

산에 짐승=하브헤마= = 하브헤마 헤메는 짐승!

목표를 잃어버리고 헤메는 짐승이다.

* 해제킨다와 힘이 되신=히즈키= = 히즈키3):

히즈키는 지붕아래서 연장으로 해제키는 기술! 나의 힘

이 되신 이!

* 헬렐렐과 칭찬을 받으려니와=할랄라= = 할랄랄
4): 우리들을 칭찬을 받으면 헬렐렐 한다. 기분 좋아와

칭찬을 받으려니와=할랄라= = 할랄랄 · 칭찬을 받

으려니와.

* 헐어서와 헐어서=호라수= = 호라수5): 헐어서
=호라수= = 호라수 호라수6) · 헐어서이다.

* 혼내와 진치고=혼내= = 혼내7): 윗사람이 아랫

사람을 진치고 혼내= = 혼내! 긍휼이 여기소서=혼

내니= = 혼내니8) 긍휼히 여기소서!

1) ( · 쇠함) הּו(후발라 · 쇠하였으며, VUAFZS, 욥 17:1) .

.(하브헤마 · 짐승, 창 3:14)ה (2

.(히즈키·나의 힘이 되신, NMS, CXS, my strenth, 시 18:2)י (3

.(할랄라·칭찬을 받으려니와, VUIMZS, 잠 12:8)ל (4

.(호라수 · 헐어서, 왕상 19:10)סּו (5

.(호라수 · 헐어서, 왕상 19:10)סּו (6

·(혼내·진치고, VQPA, encampeth, tl 34:8)ה (7

 (혼내니·긍휼히 여기소서, CVQMMYS.CXS, Have mercy uponי (8
me, 긍휼히 여기소서.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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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에비와 마른=호렙= = 호렘1): 홀에비= =

호레브 하나님 일하는 사람. 호레브= = 호렙· 마
른. 하나님의 지붕 안에서 하나님 일 하는 머리!

* 흠씬과 방울방울=르씨세= =  르씨세2): 땀에

흠씬 젖어 방울방울 달린! 땀에 흠씬 젖었다. 방울방울

=르씨세= =  르씨세 방울방울!

* 흩어지나와 흩어지려니=우트푸제이니= = 
 우트푸제이니3): 우리말 흩어지려니와 히브리어 우트푸

제이나= =   우트푸제이니 뜻과 발음 유사.

* 힘과 힘= = 힘 힘: 힘= = 힘 힘=.....엘로

힘 곧 하나님을 믿는 힘은 백성에겐 하나님의 힘이 있

다. 하나님 일 하려 하면 힘을 얻는다. 우리나랏말 힘

은 엘로힘의 = 힘. 하나님 백성에겐 하나님의 힘

이 있다. 그 분 때문이다. 힘 내! 힘 내! 사랑하는 아내

의 “여보 힘 내”에 남편은 천하를 얻는 힘으로 새롭게

일어선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를 늘 써

서 복 받는 검증4)되고 검증5)되어 된 많은 예6)들이다.

1) ( · 마른, HE.H, even to Horeb, χωλεβ, 출 3:1).

 .(르씨세 · 방울 방울, 아 5:2)יי (2

3) יפּוּו(우트푸제이나 · 흩어지려니와, 슥 13:7).

4) 이영지, “우리나랏말과 히브리어의 상관성,”『말씀과 문학』17호(서
울: 창조 문학사, 2009, 겨울), 50~68.

5) 이영지, 우리나랏말과 히브리어는 닮았다(청주대: 전국국어교육학회발
표대회, 2010. 6.19) · “물은 생명이다,” 「한국크리스천문학」(서울: 한글, 
2012 봄호)268~271.

6) 이영지,『물(ם · 마임)의 초월성과 현실성과 회복성 연구~사랑의 U
리듬을 중심으로』서울 기독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 논문(서울: 서울 
기독 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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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이스라엘

제1절 이스라엘  제1절 이스라엘  

1. 바라보는 눈1. 바라보는 눈

1). 눈의 특성1). 눈의 특성

사람은 누구나 눈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눈으로 바라본다.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

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눈이 거울이므로, 마음의

거울은 그 눈빛을 읽을 수 있다. 이에 시인은 바라보는

대상을 시로 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눈을 가지면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

서 우러나오면 자연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 따뜻함을 느끼는 상대방이 자연이 따라와 그

의 마음을 치유하는 빛이 나오게 된다. 이 빛은 행복함

그 빛이다. 행복한 마음의 눈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

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펴게 하는 마력을 지닌다.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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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바라보는 마음은 하늘로 상달되어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어 준다. 서로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눈빛 속에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눈은

하늘에서 내려 받은 마음의 눈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의태어1) 시를 쓴다. 시조의 경우는 정제된 리듬 안에

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다양한 의태어로 절제된 마음을

드러낸다.

시는 짧은 게 특징이다. 사람은 눈으로 보며 마음에

축적된 이미지로 시를 쓴다. 눈에 대한 언어표시 히브

리어 쌍수 아인2)이 있다. 눈 두 개다. 보이는 것의 정

확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두 개 주신 것이다. 눈

두 개로 하여 사람은 현실 넘어서의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내면의 의미를 알게 된다.

눈의 생물학적 특징은 홍채와 동공을 제외하고 눈

전체를 감싸는 흰색 부분 각막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

을 굴절시켜 수정체로 보낸다. 수정체는 각막과 함께

빛을 모으는 굴절기관으로 수정체를 둘러싼 모양 근의

수축과 이완으로 수정체 두께가 조절되어 가깝거나 먼

거리에 초점을 맞춘다. 각막으로 들어온 빛이 굴절되어

굴절제와 간상제와 추상체가 있는 망막에 상이 거꾸로

비치게 되면 눈 뒤쪽에 시신경 신경섬유다발을 통해

1) , “이상의 시 「오감도의」의 구조”『국어국문학』93(국어국문
학회, 1985)., 329∼365.

2) (아인·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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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로 전달하고 섬유 다발 중 간상체가 추상체가 없어

상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맹점과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정보가 전달되며 정보를 파악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

람의 눈은 양안시兩眼視다. 양쪽 눈에 비치는 상을 하나

로 합쳐 거리를 가늠한다. 몸을 돌리지 않고서 보이는

거리를 보게 된다.

성경은 봄의 문제, 곧 눈과 관련한 정의를 내리고 있

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를 보이라 하느냐1) 하였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

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

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2) 했다.

보내심을 받은 자3)를 바라보는 눈4)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백성 · 민족 · 열방 · 만민 ·

국민 · 만국 · 열국을 암 밈5) 소경이미지로 한다. 왜

백성과 민족과 열방과 국민과 만국과 열방이 다 소경

이미지를 지닐까.

1) 14:9 하.

2) 요 9:1~3.

3) 요 9:7.

4) 요 9:26.

.(암밈)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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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 멈과 눈 뜸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멀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나라의 심청 이야기는 심청이가 물에

빠지면서 아버지 눈을 떠 주게 된다. 눈과 물은 밀접하

다. 성경은 사람을 소경이미지로 하고 눈을 물 이야기

로 접근한다.

훈민정음에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기록됨과 성경은

다수인원을 소경으로 본다. 유명한 사울이야기는 사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죽이려 하자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오히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이나 지내1)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다시 눈이 떠진다.2)

성경은 눈3)과 우물4)표기를 아인5)으로 한다. 노아

홍수 때 큰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우물이 눈6)으

로 표시된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우물곁7)이나 우물

에8)와 우물가9) 모두 눈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우물과

눈의 히브리어 동일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절대

1)( 9:1~9).

2)(행 26:18).

3) (아인·눈).

.(엔)ין (4

.עין (5
.(엔)י (6

부ם (7 .(알~엔 함마임·우물곁에, 창 24: 13)ל~ין

.(하아예나·우물에, 창 24: 16)ה (8

.(알~하아인·우물가, 창 24: 30)ל~ן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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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할 때에 아들, 웃음의미를 지닌 이삭이 주어지자

브엘세바 우물(well) 또한 눈1)으로 바꾸어진다. 아브라

함이 하늘에 순종할 때 이삭웃음이 주어지고 이 웃음

을 늘 웃는 웃음으로 바꾸어 진다. 하나님은 보는 눈2)

을 그에게 달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우물곁 그 약대 곁에3)선 이

삭의 아내 얻기도 아브라함의 종과 라반이 만나는 장

면이 그 우물4)과 우물가5)에서 눈 마주치기로 시작된

다.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물을 얻으

려 우물6)가에 설 때 샘7)은 눈이 된다. 이 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임으로 다시 산다.

눈 언어가 어휘 처음에 올 때는 ‘아시리’로 미래형

존칭인데 아시리8)는 209) 의미다.

눈과 관련해서는 구원자10)를 들 수 있다. 곧 이스라

엘 백성들이 꿈을 버리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

보는 의미가 히브리어 글자에 그 흔적을 남긴다.

)י (1 ).

.(엔)ין (2

.(알~ 하겜마림·약대곁에, 창 24: 30)ל~ים (3

.(알~하아인·그 우물, 창 24: 29)ל~ן (4

.(알~하아인·우물가, 창 24: 30)ל~ן (5

.(하아인나·그 우물, 창 24: 45)ה (6

ם (7 .(알~엔 함마임, 창 24: 43)ל~ין

.(아시리·십, 신 23:3; 왕하 25:1)יי (8

.(에스림·이십, 출 38:26; 민 3:47)ים (9

נ (10 (예쉬엔누·구원) 대상 16: 35; 시 65: 5, 68: 20, 79: 9, 85: 4, 
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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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 백성이 되는 비법

민족 · 국민 · 백성 글자 = 암밈1) 처음에 눈=

아= 아가 있다. 그것도 생명의 물 마임앞에 아= 아

눈 눈이 붙는다.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명령받은 야곱이

눈앞에 나뭇가지를 벗겨 얼룩얼룩하게 하고 바라보아

양들을 만들었다. 바라보는 일 이스라엘 백성수를 늘여

갔다. 일상에 무엇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추이면 그 모

양이 형상화2)하여 나타난다. 하나님 바라봐 그대로 되

는 눈을 지닌 백성과 국민 모두 물 사역자3)다. 하나님

의 모습 그대로 닮으려 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사

랑이 인간의 마음에 비추어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닮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백성 암 밈4)이다. 보답하는 백성5)일 때 축복이

다. 그들의 눈물, 물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면서6)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소원을 들어 주신다.

시인은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들을 의태어로 들어내

그 아름다움을 시로 써서 하나님께 보고한다. 이것이

시인의 사명이다. 시를 쓰는 사인은 악인이 있을 수 없

게 한다. 시는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

)י (1 ·민족).

2) 에모토 마사루·양억관 옮김,『물은 답을 알고 있다』(서울: 나무심는 
사람, 2003).

.(암밈·민족)ים (3

.(암밈·민족)ים (4

.(고임·민족)גֹום (5

.(움밈·민족)י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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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었

듯이 시도 시인을 통하여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탄

생시키고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

와 새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시인의 위대한 힘은 한

줄의 시가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살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힘이 있다.

시인은 아름다운 눈으로 단 몇 줄의 시를 지으려 밤

을 지세우고 그리고 여행을 하고 이해타산 없이 남을

도와주며 시인으로 살기를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시인

이 많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기 위하여 시의 여행을

다니며 아름다운 눈빛 하나를 만나기 위하여 시인들은

시 쓰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눈빛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많이 하려 한다. 이 시인에

게는 할 일이 있다. 밤 잠 않자고 시를 지어 낮에 발표

한다.

삼국유사1)에 있는 경주 한기리의 여인 희명은 아들

1) , 漢岐里女希明之兒, 生五捻而忽盲, 一日其母抱兒, ?芬皇寺左
殿北壁畵 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 其詞曰~ 漢岐里女希明之兒. 生
五稔而忽盲. 一日其母抱兒詣芬皇寺左殿北壁畫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
得明. 其詞曰. 膝 古召旀 二尸掌音毛乎攴內良 千手觀音叱前良中 祈以攴白
屋尸置內乎多  千隱手叱千隱目肹 一等下叱放一等肹除惡攴  二于萬隱吾羅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  阿邪也 吾良遺知攴賜尸等焉 放冬矣用屋尸慈
悲也根古 塔像 第四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三國遺事』卷三: 希明의 
「禱千手觀音歌」신라 향가의 하나. 신라 경덕왕 때 희명(希明)이 지어 <삼
국유사> 권3 분황사천수대비맹아득안조(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條)에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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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후 다섯 해 만에 갑자기 눈이 멀게 되자 분황사

좌전에 있는 천수대비의 벽화 앞에서 아이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마침내 밝음을 얻는다. 십구체

향가1) 희명希明의 기록은 희명이 분황사 좌전에 있는

천수대비의 벽화 앞에서 아이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

르게 하여 마침내 밝음을 얻었다는 10구절로 나누어진

다. 십구체 향가인 향찰은 천 개의 손과 그 손바닥마다

박혀 있는 천 개의 눈 천수천안2)의 관음 앞에 두 눈이

없는 나에게 눈을 주실 것을 애원하는 종교적 신심으

로써 구제를 노래한 일연 찬시3)가 있다.

국민이나 민족 그리고 만민과 백성 모두가 소경4) 이

미지다. 이들 전체 대표 한 사람도 소경5)이고 보면 사

. <千手觀音歌>.<천수대비가(千手大悲歌)>.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
歌)>.<맹아득안가(盲兒得眼歌)> 등이라고도 하였다. 

1) 신라 경덕왕 때의 십구체(十句體) 향가《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歌)~ 
10구체 <분황사천수대비(芬皇寺千手大悲맹아득안조(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
眼條) 이두문(吏讀文)

2) 千手千眼.

3)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阿邪也 吾良遺知支賜尸等焉 放冬矣用屋

尸慈悲也根古 讚曰竹馬葱笙戱陌塵 一朝雙碧失瞳人 不因大士 慈眼

虛度楊花幾社春

)י (4 ·국민 · 소경 · 민족 · 만민) 창 27: 29; 신 1: 28, 2:21, 25, 4: 
19, 7: 6, 14, 16, 10: 15, 14: 2, 28: 3: 16, 19, 20: 16, 28: 64, 32: 8; 
레 20: 24; 왕상 9: 7; 대상 16: 8; 대하 7: 20 ; 에 9: 2; 욥 36: 31; 시 7: 
18, 18: 47, 33: 10, 47: 3, 67: 3, 5, 49: 1, 57: 9, 66: 8, 68: 30, 96: 3, 
10, 99: 1, 2 102: 22, 105: 20 ; 사 8:9, 25: 7, 49: 22, 51: 4, 5, 62: 10, 
63: 6; 겔 25: 7, 36: 15, 39: 27; 미 4: 3; 합 2: 5, 8, 13; 호 10: 10; 욜 
2:6; 슥 12: 6)

5) 백성 한 사람(출 1: 20, 18: 13, 20: 21, 24: 2) · 이방신을 좇을 백성 
ם (하암·백성, 신 27: 25, 신 31: 16) ·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ם
(하암·백성, 수 4: 10) · 애급 땅에서 나와 할례를 받는 백성 ם(하암·백성, 
수 5: 5) ·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백성 ם(하암·백성, 수 6: 5) ·  물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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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눈 먼 존재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눈이 멀어라

말한다. 이 이유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1)이라

는 논문2)에서도 찾아진다. 그런데 눈 떠지는 일을 구

원자 예수3)로 한다. 예수아4)와 예솨5) 예수6) 존재7)

무릎을 꿇은 백성 (하암·백성, 삿 7: 6) · 장막으로 보내지는 백성 ם
(하암·백성, 삼상 13: 2) · 사울을 좇은 백성 ם(하암·백성, 삿 13: 7) · 사
울을 떠나 흩어진 백성 ם(하암·백성, 삿 13: 11) · 집으로 돌아간 백성 ם
(하암·백성, 대상 16: 43) ·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켜야 할 백성 ם(하암·
백성, 대하 23: 6) · 사악을 행한 백성 ם(하암·백성, 대하 27: 2) · 자기 기
업으로 삼으신 백성 ם(하암·백성, 시 33: 12) · 주의 얼굴빛에 다니면서 즐
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ם(하암·백성, 시 89: 15) · 여호와의 진노로 불에 
타는 백성 ם(하암·백성, 사 9: 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 י(암미·백성, 사 
1: 3) · 영광을 무익과 바꾸는 백성 י(암미·백성, 렘 2: 1) · 잃어버린 양떼
의 백성(렘 50: 6) · 패역한 백성 י(베암미·백성, 렘 5: 23) · 자기 권력으
로 다스리는 제사장 י(암미·제사장, 렘 5: 31) ·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
는 백성 י(암미·백성, 렘 8: 7, 사 1: 3) · 하나님을 아는 백성 י(암미·백
성, 사 52: 6) ·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 ם~ל(콜~하암·모든 백성, 신 27: 
15) ·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모든 백성 ם~ל(콜~하암·모든 백성, 신 27: 
16) ·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모든 백성 ם~ל(콜~하암·모든 백성, 신 
27: 17) · 소경에게 길을 잃게 하는 모든 백성 ם~ל(콜~하암·모든 백성, 
신 27: 18) ·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저주의 모든 백성 ם~ל
(콜~하암·모든 백성, 신 27: 19) · 무죄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먹는 백성 ם
~ל(콜~하암·모든 백성, 신 27: 25) ·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모든 백성 ם
~ל(콜~하암·모든 백성, 신 27: 26)

1)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
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
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
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
답하기를 나는 무식한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
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
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
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
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그 일을 어두운데서 행하며 이
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사 29:9~15).

2) R. E. O. White,『누가신학연구』, 김경진 역(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5), 137.

.(예솨·구원) 어원(기원) : KHCCOT 3467에서 유래TWOT : 929aע (3

(예수아·구원, 시 119:155). (야솨아·구원)ּוׁש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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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자1) 구원2) 한 결 같이 진행형이다. 예수의 첫 글

자 하나님의 오른 손은 늘 히브리어 성경문장에서 한

단어의 첫 자로 오는데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3) 행하시기를4) 원하노라 하시었다.

성경 구약은 미래진행형으로 우리를 위해! 글자5)가 다

름 아닌 예수님 몸이 부서지도록 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미래 곧 현재진행형이다. 입안에서

잘게 씹히시어 먹히시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에서 그

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잘게 씹도록 먹히시

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도록 하시6)었다.

그 분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7)하시고 행하시

기8)를 원하시나이다. 행하시던9)이다. 행하시는10) 분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11)일을 눈으로 바라보라!

5) ( ·구원).

6) (예솨·구원).

.(예쉬·존재, 창 23:8)ׁש (7

.(예솨·구원자)ע (1

.(예슈아·구원, 시 119:155)יּוׁשה (2

.(야세·행하시리라, 수 3: 5)ה (3

.(야세·행하시기를, 삼하 10: 12)ה (4

.(세·양)ה (5

.(하쒸쒸·표백)י (6

. (야세·행하시옵소서, 삼하 15: 26)ה (7

.(야세·행하시기를, 대상 19: 13)ה (8

.(야세·행하시던, 사 64: 3)ה (9

.(야세·행하시는 것은, 전 3: 14)ה (10

ה (11 .(아쉐르~야아세르·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출 14: 13)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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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으로 보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구원1)을 보라! 하나님 구원2)이시고 또 구원3)

이시고 또 구원4)이신 이를 보라! 나의 구원5) 나의 구

원자6)하시면서 나에게로 오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의

구원7)까지 이르는 우리의 구원을 보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8)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120년 동안 하늘만 바라보며 우물 깊이를 만들었다. 여

호와의 선히 여기심9) 눈 안에10) 들어 그대의 눈에11) 들

어 보라! 깊음의 샘들12)이 솟게 해 보라! 마음의 눈을

열어 샘13)이 솟아나게 해 보라! 하늘의 창 열려 나온

물14) 위에 배가 뜨는 일15)을 보라!

1)  (예쉬엔누·구원) 16: 35; 시 65: 5, 68: 20, 79: 9, 85: 4, 95: 
1.

י (2 .((예쉬아티·구원 시 28: 8, 88: 1, 89: 26)ּוׁש

3)  (예쉬아카·구원. 삼하 22: 36; 시 51: 14, 69: 13). 

4) ּוׁש(테슈아·구원, 왕하 13: 17).

י (5 (예쉬이·구원, 삼하 22: 3, 47; 시 18: 2, 18: 46, 25: 5, 27: 9, 합 
3: 18).

.(예슈아·구원, 시 119:155)יּוׁשה (6

ׁש · (예쉬·구원)ׁש (7 (하예쉬·구원, 출 17: 7) ·  (여호수아·구원~Ίησούהֹו
ς, 출 24: 13, 15, 32: 170.

.(브에네·눈 안에, 창 6: 8)י (8

הה (9 .(베에네 여호와·여호와의 선히 여기심, 민 24: 1)יי

.(베에네·눈 안에, 창 6: 8)י (10

11) י(베에나이하·그대의 눈에, 창 16: 5, 6).

הֹום (12  .(콜~마예노트 테홈·모든 깊음의 샘들, 창 7: 11)ל~ת

ם (13 .(엔 함마임·샘)ין

14) 창 7: 11.

15) Nelson Glock, Hesed in the Bible, Trans Alfred 
Cottschalk(Cincinnati: The Eabrew Union College Press, 1967), 
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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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이 뜨여지는 사람은 움직인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눈 깊이가 있는 배 안(U)

이다. 하나님 깊음의 샘1)이다. 노아 홍수로 인류 전

멸2)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의 물로 살렸

다.3) 눈으로 간절히 바라 눈 떠지면 ‘그리로’ 삼아4) 등

불 들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5)는 하나님 거울삼아6) 이

스라엘 땅 기업을 얻었다. 십일조 · 그들 손의 거제 ·

서원제 · 낙헌 예물 ·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내는

일을 거울삼아7) · 순종 나날들8) · 말씀의 날들9) · 여

호수아 날들10) 등불11)이다.

(3). 눈과 물고기

눈과 물고기는 같은 뜻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12)에

서 발견되어 진다. 물고기 뜻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머리글자가 모이어 물고기 의

1) ( ·깊음의 샘, 창 7: 11).

2) Charless Burton,  Lectures on the Deluge and the World After 
the Flood(London: Hamilton, Adams, & co., 1845), 21. 

3) 람스(Bernard Ramms)가 주장한 노아 홍수 전 이미 사람의 분포설; 
Bernard Ramms,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Grand 
Rapids: Wm. B. Ferdmans Pub. Co, 1954), 239.

4)  (솨마·그리로).
5) הֹו(여호수아으·여호수아).

.부(솨마·그리로, 신 1: 38, 39)ה (6

.부(솨마·그리로, 신 12: 6)ה (7

8) 신 5: 33.

9) 렘 33: 14.

10) 수 11: 18.

.(콜~하야암임·항상 있게, 왕상 11: 36)ל~ים (11

12) 대상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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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지닌 예수와 관련되어 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ÏΧ

θΥΣ로 Ϊησού(예수) χριστού(크리스토) θεός(에오스)

ϒυίός(위오스) Σ이다. 물고기는 히브리어 눈 (눈,눈)

글자 둘이다. 예수님 믿는 표시도 물고기로 한다. 물고

기 그 자체가 예수다.

우선 물고기 표시는 신라 수로왕 능에서 발견된다.

인간 물고기를 낚는 청년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

을 한 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1)

예수 이야기는 ‘벤허’영화에서 벤허에게 얼굴이 알려지

지 않는 이가 물을 건낸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는

물을 건낸다.2) 사막을 통과할 때의 하나님은 그의 백

성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였다. 물과 눈과

물고기 관련은 물 솟는 일3)을 눈으로 본다. 샘의 근

원4)에서 솟아나는 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목마

르지 않게5) 하기에 이 물을 보며 먹는6)일이다. 물 먹

는 기적을 체험하는 일을 눈으로 보는 일7)은 이 거친

세상에서 행복해 지는 하나님 백성에게만8) 있는 일이

1) 15: 25, 27; 갈 2: 20; 요일 5: 6, 8. 

2) 요 4: 14, 15.

3) 사 48: 21.

4) 사 49: 10.

5) 계 7: 16.

6) 손원영, Ibid.

7) Augustine, Homilies of John, Second Homily, 2.

8) 순종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축복의 결과는 모압땅 평지에
서 가나안 입성준비(여호수아 1장)로 그들은 여리고 탐정을 하였으며(여호
수아 2장)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는 것은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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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성들 향기는 눈에서 난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성경은 올람1)이라 한다.

눈으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에 영원

히2) 눈을 높이 들어 물, 말씀 그대로 영원히 살려3) 언

제나4) 예수님 자리5) 주위를 맴도며6) 그를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 그의 백성이 영원7)히 사는 일이다. 푸른

세상을 만드는 일8)이다. 늘 올람9)하며 눈을 높이 들어

2세대들에게는 절대체험이었으며 때문에 건넌 후(3장) 두 기념비를 세
웠다(4장). 

1) עֹו(올람·영원).

.(레올람·영원을 위하여)עֹום (2

.(레올람·영원을 위하여)עֹום (3

(레올람·영원을 위하여) [* 표 16:*영원히’와 ‘대대로’와 ‘항상’으עֹום (4
로 번역된 ‘날들’]

(레올람·영영히, 왕상 10: 9·항상, 욥 7: 16)ם ①
 :(레올람·영영히, 출 19: 9, 21: 6, 32: 13; 시 30: 12, 33:11,  37עֹום ②

27, 28·영영토록, 시 12: 8, 29: 10·영원히, 시 31: 1, 78: 69, 103: 9, 104: 
31, 105: 8, 111: 5, 119: 89, 93, 98, 111, 144, 145: 1 146: 6, 10, 103: 
9·영구 시 72: 19)

עֹום ③ (키~레올람·영영히.이여, 시 112: 6)י
(레아드·영원까지, 시 19: 10·영원히, 22: 26, 111: 3, 10, 12: 3, 9)ד ④
ד ⑤ (레올람·영영히 바에드, 시 9: 6)עֹום
(레하크~올람·영영한 응식으로, 민 18: 8, 11, 19)ק~עֹום ⑥
ר ⑦ (레도르 바도르·대대로, 사 34: 17)ר
ר ⑧ ר (레올람 레도르 바도르·대대로 영원히, 시 79: 13)עֹום
 (레도도탐·대대로 지키라, 창 17: 9·대대로, 출 12: 42, 27:21, 출ם ⑨

30: 8, 10, 21, 31: 16;  레 17: 7; 대상 8: 28·그들의 대대 로, 민 
15: 38) 

(레도로테켐·대대로, 창 17: 12; 출 12: 17; 레 29: 42·너ים ⑩
희 대대로, 출 16: 33, 민 35: 29)

(레토레도템·대대로, 대상 8: 28, 9: 34)ֹום ⑪
ים ⑫  :올람 레도도테켐·너희 대대로 영원한, 출 40: 15; 레 3)עֹום

17, 7: 36,  23: 13, 14, 21, 41, 레 24: 3·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민 
18: 23)

ם ⑬ .(올람 레도도탐·대대로 영영히, 출 40: 15)עֹום

5) 41회: 창 1: 1~2: 3.

.(라메드)’ל..‘ (6

.(올람·영원)עֹו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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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곧 말씀의 사역으로 하는 번제 일이다. 인간은 하

나님께 번제들이기 위해 존재한다. 증거궤1)의 증거2) ·

증거3)와 아들4)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5)의 큰 글자 모음 곧

‘증거’ 아들6)이 처음과 끝7) 글자 모여 증거8)로 제시

한다. 아들이라는 글자는 홀로 쓰이지 아니하고9) 비밀

스러운 영원10)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이다.

우리들 아들11)을 눈으로 본다. 가슴에 아들이 있다.

모두12)모이어 말씀 뵈오려 모두13) 하나님 증인 아들14)

8) Yl, Hwan Jin, The Biblical Herew 'Olam'(“Afterworld") in Time 
and Space: The Spatoal use of a Temporal Term(Ann Arbor: U · M · 
I, 2002), 62~92.

9) עֹו( ·영원)의 ל(알·위).

דּות (1 .(아론 하에두트·증거궤)רֹון

דּו (2 (하에두트·증거, 출 25: 22, 26: 33, 40: 3, 21; 레 16: 13; 수 4: 
16).

ת (3 (하에두트·증거, 출 26: 34, 27: 21, 30: 6, 26, 36, 31: 7, 39: 35, 
40: 5; 레 24: 3; 민 7: 89).

.(아드·증거)ד~ (4

ד (5 הה ┃ ינּו הה ל  (쉐마아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여호와ע
┃에하드, 신 6: 4).

.(아드)עד (6

.(오트·표징, 출 31: 17)אֹות (7

.(아드·증거)ד (8

9) George H. Van Kooten,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Leiden: Brill, 2005), 61: 

,(올람·영원히)עֹום (10

.(에드·증거)עד (11

.(모에드·회, 신 1: 1)מֹוד (12

ל מֹוד (13 (베오할 모에드·회막. 출 27: 21, 28: 43, 29: 4, 10, 11, 30, 
32, 42, 43, 44, 30: 16, 18, 20, 26, 36, 31: 7, 33: 7, 8, 9, 10, 11, 38: 
8, 30, 39: 32, 39: 40, 40: 2, 6, 7, 12, 22, 24, 26, 29, 30, 32, 34, 35; 
레 1: 1, 3, 5, 3: 2, 8, 13, 4: 4, 5, 4: 7, 14, 16, 18, 6: 16, 26, 30, 8: 
3, 4, 31, 33, 35, 9: 5, 23, 10: 7, 9, 12: 6, 14: 11, 23,  15: 14, 29, 16: 
7, 16, 17, 20, 23, 33, 17: 4, 5, 6, 9, 19: 21, 24: 3; 민 1: 1,  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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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에 여럿이1) 무리2)지어 와서 서로 바라보며 즐

거워하며 밤낮을 보내며 증인3)이 된다. 무리4)의 무리

들5) 모이어, 안 믿는 이들6)에게 믿으라 전한다. 가슴

과 가슴으로 대대로7) 물려가며 대대로8) 이어지며 대

대로9) 이어진다. 소경이 보는 일10)은 눈 먼 자가 다시

3: 7, 8, 25, 38, 4: 3, 4, 15, 23, 25, 28, 30, 31, 33, 35, 37, 39, 41, 43, 
47, 6: 10, 13, 18, 7: 5, 89, 8: 9, 15, 19, 22, 24, 26, 10: 3, 11: 16, 26, 
12: 4, 14: 10, 16: 18, 19, 42, 43, 50, 17: 4, 18: 4, 6, 21, 22, 23, 31,  
19: 4, 20: 6, 25: 6, 27: 2, 31: 54; 31: 14; 수 18: 1, 51; 삼상 2: 22; 
삼하 7: 6; 왕상 8: 4; 대상 6: 32, 9: 21, 23: 32; 대하 1: 3, 6, 13, 5: 5

.(에드·증인)ע (14

.(하에다·회중가운데서, 민 26: 9)ה (1

.(바다트·무리 가운데, 민 26: 9)ת (2

3) 출 23: 1; 레 5: 1; 민 5: 13, 35: 30; 신 17: 7, 19: 15, 18, 31: 21; 
수 24: 22; 삿 11: 10; 룻 4: 9, 10, 11; 욥 16: 19; 시 35: 11, 89: 37; 잠 
6: 19, 12: 17, 14: 5, 25, 19: 5, 9, 28, 21: 28, 24: 28; 사 8: 2, 43: 9, 
10, 12, 44: 8, 9; 렘 32: 10, 12, 25, 44, 42: 5; 마 18: 16, 26: 60, 65; 
막 14: 63; 눅 11: 48, 24: 48; 행 1: 8, 2: 32, 3: 15, 5: 32, 6: 13, 7: 58, 
10: 39, 41, 13: 31, 22: 5, 15, 20, 26: 16; 롬 1: 9; 고전 15: 15; 고후 13: 
1; 빌 1: 8; 살전 2: 10; 딤전 5: 19, 6: 12; 딤후 2: 2; 히 10: 28, 12: 1; 
벧전 5: 1; 계 1: 5, 2: 13, 3: 14, 11: 3, 17: 6.

4) 출 3: 1; 신 20: 9; 수 6: 26; 삿 4: 7, 5: 21, 9: 31; 삼하 2: 30, 3: 
21, 10: 7; 왕상 16: 17, 20: 13; 왕하 9: 17; 대상 6: 31, 9: 20,  15: 3, 
19: 8; 대하 14: 11,  15: 9,  16: 6, 20: 12, 24, 28: 5, 32: 6; 스 8: 15; 
느 12: 31, 13: 3; 욥 16: 7; 욥 31: 33; 사 17: 2, 49: 21, 63: 3; 렘 23: 
1, 2, 31: 8; 애 2: 22; 겔 7: 13, 16: 40, 21: 23, 26: 7, 29: 19, 30: 15, 
32: 3, 12, 16, 18, 20, 25, 34: 2, 8, 10, 38: 6, 13, 39: 11; 단 8: 25, 11: 
11, 12, 44; 호 8: 5; 미 2: 12; 마 5: 1, 9: 23, 25, 36, 13: 36, 14: 14, 15, 
19, 22, 23, 15: 10, 32, 35, 39, 21: 46, 27: 20; 막 2: 4, 4: 36, 6: 34, 
36, 45, 46, 7: 14, 17, 33, 8: 2, 6, 12: 12, 15: 11; 눅 5: 3, 6: 10, 8: 4, 
19, 9: 12; 요 7: 12, 11: 42; 행 11: 26, 13: 45, 14: 18, 19, 15: 30, 17: 
13, 19: 35, 21: 27, 24: 12; 고후 2: 3, 5, 7: 13; 빌 1: 4, 7, 8, 2: 26; 살
전 1: 2; 벧전 5: 2.

5) 대하 13: 4, 15: 2; 욥 16: 10; 잠 5: 14; 겔 30: 10, 38: 7; 단 6: 11, 
15; 마 7: 28; 눅 11: 14. 

6) 신 23: 3, 28: 46; 삼상 3: 13, 14; 삼하 7: 24. 

7) +의 ר (레토레도ֹום는  +의 글자의 뜻처럼 족장대대로ר
도템·족장대대로, 대상 8: 28).

.(레토레도도템·두목 대대로, 대상 9: 34)ֹום (8

ר (9 .(레도르 도르·대대로, 출 3: 15)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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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1)되는 날이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가 이제 눈

뜨는 일2)이다. 어둠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친3) 회복4)

은 어두운 감옥에서5) 눈 뜨는 이적6)이다. 눈 밝게7)

치유8)빛으로 나아가9) 눈으로 보10)는 일이다. 고침 받

는11)날12) 하나님이좋아하실13) 풀들이살고14) 빛이있는

낮15)), 생물이 살아,16) 보기 좋은 때17)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18)이다.

10) 7:21~22.

1) 눅 4:18.

2) 존 칼빈,『성경주석 16 공관복음』(서울: 성서원, 1989), 222.

Bock, John, 409.

4) 박윤선,『성경주석 공관복음』(서울: 영음사, 1996), 145.

5) R. C. H. Lenski,『누가복음(상)』(서울: 백합출판사, 1981), 222.

6) 김득중,『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3 누가복음 
1』(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60.

7) 알버트 반즈,『신구약 성경주석 누가복음』, 한재석 역(서울: 크리스찬
서적, 1988), 82.

8) 마 7:21~22 18:35~43.

9) 행 28:18.

10) 눅 18:35~43.

11) 사 6:9~10,

12) 행 28:25~27.

13) 창 1:4.

14) 창 1:12.

15) 창 1:18.

16) 창 1:21.

17) 창 1:25.

18) 창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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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눈과 깊은 샘과 우물  제2절 눈과 깊은 샘과 우물  

1. 눈과 깊은 샘과 우물1. 눈과 깊은 샘과 우물

샘과 눈과의 연관성 찾기는 같은 글자 엔= 엔·눈·샘물

이어서이다. 깊은 물은 마르지 아니한다. 보는 눈의 깊

이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만난다. 히브리 우주상에서 바

다 깊이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솟아오르는 샘의

원천1)이 있다. 샘물2)은 하나님 맡아 두시었다. 맡아

놨다3)가 바로 샘물 히브리어다. 눈 언어와 샘과 동일

시 되는 이 바다 깊이의 먹을 물은 깊은 하늘 창이 열

리어 수직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바다 속 깊은 물4)

은 더러운 물5)이 아니다. 더러운 물은 깊고6) 깊은

물7)이 아니다. 깊은 물8)은 바다의 샘9)에 있고 바다

들10)의 깊음이가진샘11)물은 맑은 샘물12)이다. 바로 수

1) 편저, Ibid.

2) (마에노트, 창 8: 2).

.(에노트 마임·샘물, 출 15: 26)ית (3

הֹום (4 .(마에노트 테홈·깊은 물)ת

.(라쭐라·더러운 물, 느 9: 11; 시 69: 15; 사 44: 27; 욘 2: 3)ּוּצה (5

.(벰마암케~마임·깊은 물, 시 69: 3)י~ם (6

.(움밈마암케~마아임·깊은 물, 시 69: 15)ּוי~ם (7

הֹום (8 .(마에노트 테홈·깊은 물, 창 7: 11)ת

הֹום (9 .(이노트 테홈·깊은 물, 잠 8: 28)ינֹות

.(얌밈·바다들)ים (10

הֹום (11 .(이에노트 테홈·샘들, 잠 8: 28)ינֹות

.(마에노트·샘들, 창 8: 2)ת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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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의 직립성이 지닌 신의 능력1) 물이다. 수직성2) 깊

이3)는 비밀스러움4)이 있다. 수직성5)인 물6)은 하늘

뜻을 알아야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담겨

맑은 물이다.

사람 마음이 물에 아름답게 비추이는 샘물7)은 눈과

1) David Toshio. Tsumura, The Earth and Water in Genesis 1 and 
2: A Linguistic Inuuestigation, JSOTSS 62~63(JSOT, ), 62~63.

2) John Peter Olson, 「Water Works」 ABD, 885 

.(테홈)הֹו (3

הֹום [1] (4 is not "Canaanite" According to Day, " both הֹום and 
Tiamat are derived from a common Semitic root and the fact that 
Ugritic thm(cf. 1. 100: 1) is "comparable" to Hebrew term is common 
Semitic, there is no reason thy the term should be taken particularly 
as" Canaanite."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Hebrew הֹום is a 
morphologically older form than the assumed Ugaritic form, tahāmu, If 
the Hebrew term were a loan word from this "Canaanite" divine name 
and had been depersonified subdewuently, one would expect the 
Hebrew term to be something like הֹום existed in "Southem" 
Canaanite language.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such a form 
was a divine name. Therefore it is very unlikely that that Hebrew הֹום
is a borrowing form a Canaanite divine name.

הֹום ~not Depersonification: Day explains thatהֹום [2] in Gen 1: 2 
is "not a divine personality to God" and it is used "to denote the 
ompersonal watery mass which covered the world before God brought 
about the created order. " However, he holds that the term did denote 
"a mythical personlity" a long time ago and suggests that the הֹום is a 
depersonification of the original Canannite divine name.

    However, as noted above, since the Hebrew term הֹום is most 
probably a common noun in origin like the Ugaritic, Akkadian and 
Eblaite terms, there is no strong reason why we should take הֹום as 
a depersonification of the original divine name.

    [3] The Canaanite Sea ~dragon is Yam, not הֹום.   

5) David Toshio. Tsumura, 83, 53. For example, at Evla(VE~ 
134'=mee 4, 79: r.111: 8'~9') the Sumerian the sea [a~ab is identified 
once with tihām(a)tum "sea" and once with bù~la~tum(·bu'ratum·"well, 
cisten") in Eblate. In body of water. It may be that the Mesopotamian 
Timat came to be understood as the representative of only the 
salt~water sea, particularly with the "earlier" Canaanite or "northern" 
tradition of conflict between the storm and the sea(ym)". 

6) Ibid,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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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해 말씀1)이 담겨있는 샘물2)이다. 하나님 볼

줄 아는 물3)이다. 여호와의 선히 여기심4)을 보는 눈에

만 보이는 물5)이다. 은혜6) 물이다. 은혜 아는 자만이

먹는 축복7)의 물이다. 보호받으며8) 솟는 샘9) 물이다.

은혜10)를 느끼는 눈11)에 사랑12)이 깊어13) 든 물14)이다.

물15) 위에 떠16)지는 삶이다. 사랑하는 눈과 눈이 마주하

는 물 그 사랑 깊은 샘17)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에서 살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또 아브라함은

아들 바친 신앙 깊이로 이삭에게 줄 이삭의 우물18)을

7) ( , 창 8: 2).

1) 아 1: 15, 5: 12, 7: 4.

.(마에이노트·샘물, 창 8: 2; 시42: 7)ת (2

הֹום (3 .(마에에노트 테홈·깊은 물, 창 7: 11)ת

.(베에네 여호와·여호와의 선히 여기심, 민 24: 1)ייהה (4

5) N. Wyatt,「Water, water everywhere..」 The Mythic Mind: 
Essays on Comology and Religion in Ugaritic and Old Testament 
Literature(London: Equinox, 2005), 222.

6) 창 6~8.

7) 9: 1~4.

(하ה · (엘 하아인·우물에, 창 24: 42)ל~ן · (아인·창 24: 30)ן (8
아이나·우물물, 창 24: 45).

.(마예노트, 창 8: 2)ת (9

הה (10 .(베에네 여호와·여호와의 선히 여기심, 민 24: 1)יי

.(베에네·눈 안에, 창 6: 8)י (11

12) י(베에나이하·그대의 눈에, 창 16: 5, 6).

הֹום (13 .(콜~마예노트 테홈·모든 깊음의 샘들, 창 7: 11)ל~ת

ם (14 .(엔 함마임·샘)ין

15) 창 7: 11.

16) Nelson Glock, Hesed in the Bible, Trans Alfred 
Cottschalk(Cincinnati: The Eabrew Union College Press, 1967), 
79~83.

.(마에예노트·깊음의 샘, 창 7: 11)ת (17

.(엔)ין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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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약대 곁에1) 우물2)을 두어 우물가3)에 온 여인을 며

느리로 맞는다. 우물4)의 중요성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

함이 값 주고 산 우물을 팠고 승리 때도 우물5)을 파고

다툼일 때는 우물6)을 온전히 떠나7) 브엘세바에 단 쌓

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우물곁에서 야곱은 양들을 만드는 비법8)으로 얼룩진

양9)을 낳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 늘리기10)는 우물곁에

서11)다. 보는 눈과 샘물12)관계는 생명들의 풍요13) 관계

이다. 샘물과 눈14)의 동일성15) 하나님을 바라보아16) 눈

이 밝아지고17) 그에게 눈 돌릴 때 하나님은 찾는다.18)

)ל~י (1 ~ 하겜마림·약대곁에, 창 24: 30) .

.(알~하아인·그 우물, 창 24: 29)ל~ן (2

.(알~하아인·우물가, 창 24: 30)ל~ן (3

.(하아인나·그 우물, 창 24: 45)ה (4

.(르호봇·우물, 창 26: 22)בות (5

6) 창 26: 20~21.

7) 창 26: 23.

8) 창 30: 39, 41.

9) 창 30: 41~42.

10) 이훈구, Ibid.

11) 창 30: 32, 35, 39, 31: 10, 12.

12) Ibn Habib, 1830~1 ,(1927 ,הוצאסהורב :בדפורב)עין יעק.

13) Divid Bidney, Myth, Symbolism, and  Truth, John B. Vickery
『Mith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3)., 12~13.  

.(아인·샘물)ן (14

י · (아인·샘, 신 33: 28)ין (15  :(엘~마에얀 메·샘물까지, 수 15ל~ן
 (마에예네·모든 샘을, 왕하י~ם · (바아인·샘 안에, 삼상 29: 1)ן · (9
 (하아인·그 샘, 느ן  · (마으얀·모든 샘들을, 왕하 3: 25)ן~ם · (19 :3
2: 14, 3: 15).

16) 시 121: 1.

17) 사 35: 1.

18) Robert Louis Wilken,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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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의 의미 찾기2. 이스라엘의 의미 찾기

1). 눈물1). 눈물

(1). 이스라엘 야곱과 요셉= = 요셉 눈물

야곱은 우물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

라 밤을 세기까지 바라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되었다. 야

곱 아버지가 야곱에게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

니 그리 가보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리 하겠나이다 했

다. 이 때 히브리어가 힘내니= = 힌내니1)이다. 이
안에 눈=물고기= 눈 눈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

고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름 이스라엘

이 있다. 성경에서 야곱은 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

리는데 다만 요셉= = 요셉과 관련할 때는 이스라

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

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에는 눈물이 등장한다. 17세

소년으로 팔려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울음, 즉 눈물과

관련하여 진다. 눈물이미지는 첫째 눈雪~~물水, 눈이 녹

으면 물과 눈目 ~ 물水로 슬프거나 기쁘면 눈에서 나는

눈물. 눈물은 너무 슬퍼도, 너무 기뻐도 그러기에 눈은

1) ( · 내가 그리하겠나이다,Qcxs, Here I am, Ίδού έγώ,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창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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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거울이다.

눈물이 많은 신앙영웅은 요셉이다. 아버지 야곱, 이

스라엘이 여려 아들들 중에 제일 사랑하여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대우를 함으로써 형들이 주는

미움으로 인한 눈물이 있었다. 더하여 꿈에 형들이 요

셉을 향하여 절한다는 이야기로 죽이려 한다. 해와 달

과 열한 별 까지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한다는 꿈 이야

기는 바로 성경철학이 지닌 일어섬의 주제이다. 천구경

도 그러하고 이상시 시제 4호도 그러하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가 보라 한

다. 요셉은 순수하게 양들을 찾아 기쁜 마음이었지만

형들은 요셉이 오자 곧 죽이기로 한다. 그렇지만 루우

벤이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1)에 넣자 하여 그대로 구덩

이에 밀어 넣어 진다. 17세 소년 요셉은 = 글

자가 보여줌과 같이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나는 인물이

다. 죽이지는 말자는 루우벤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 다

시 구덩이에서 끌어 올려지고2) 미디안 상고들에게 20

은으로 살아나지만 다시 팔려3)간다. 하나님께서 주시

는 형통한 자4)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미친5)다.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으로 요셉6)은 옥에 갇히

1) 37:23 ).

2) 27절.

3) 창 37:36.

4) 창 39:2.

5) 창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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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옥 안에서 제반 사무를 처리2)한다.

어려운 꿈 해석을 해 주었지만3) 여전히 감옥에 있다

가 왕의 꿈 해석으로 풀려4) 나와 왕으로부터 명을 받

아 애급 온 땅을 총리5)한다. 30세! 23년 만에 총리! 예

수가 그의 공 사역을 할 때 나이가 30세6))다. 야곱 이

스라엘 집안의 가난이 겹쳐 곡식을 구하려 애급으로

오는 형들을 만나 형들을 3일간 가두다가 3일 만에 그

들을 풀어주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

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7) 한다. 10형제들의 죄의

고백8)과 요셉의 눈물9) 범벅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

는 조건으로 시므온이 갇히고 이 말을 들은 야곱10)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베냐민을 보내는11) 결심12)으로

온 가족이 애급으로 오는 계기가 된다. 온 가족이 모여

울고 또 우는 혈육의 정13)은 웃음의 눈물14)이다.

6) 39:9~13.

1) 창 39:20.

2) 창 39:21~22.

3) 창 40:23.

4) 창 41:14.

5) 창 41:40~43.

6) 창 41:46.

7) 창 42:18.

8) 창 42:22,

9) 창 42:24.

10) 창 42:36.

11) 창 42:37.

12) 창 43:14.

13) 창 43:23~24). 요셉=  이 아우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יֹו=יוס
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창 43:30).

14) 창 43:34, 44:45, 45:27, 46:7, 46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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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 이스라엘과 나라이름 이스라엘의 밀접

성은 이제 구속사적 의미로 크게 그 의미를 전환하면

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웃으면서 같이 사는 공동생활이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의 신학적 접근은 요셉이 애급으

로 팔려올 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는데 그 아비 야곱

이 애급에 산 연한도 17년이다. 이때의 17 리듬은 하나

님의 영광1)의 구속사적 의미로 연결된다. 여호와

=5 + 6 + 5 + 1 + 0=17로 수치의 합은 5 + 6 + 5

+ 10=26이다. 26은 13의 2회 리듬인데 아하브 사랑의

값이 13이고 다윋의 첫 번째 별도 13숫자로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7이 시와 음악의 비례라 하였다.

에레미야는, 은 17세겔로 하나멜의 밭을 샀고2), 이사야

서에서는 창조 바라 창조가 17회3) 신성수4)이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중 동생 에브라임에 더 축복

한다.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은 곳이 에브랏

이며 요셉의 둘 째 아들 에브라임 모두 사랑의 의미로

서이다.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이다. 요셉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야 하는 의미이다. 레아 보다 라헬을 사랑한 하나님의

1)  ( ·영광, 출 33: 18의 수치는 17.

2) 렘 32: 9.

3) (바라·창조, 사, 40: 21, 26, 28, 41: 20, 42: 5, 43: 1, 7, 15, 45: 
7, 7, 8, 12, 18, 48: 7, 54: 16, 65: 17, 65: 18).

4) 엄원식, “구약 성경의 수비학(數秘學)에 대한 탐구,”『福音과 實踐』 
21( 대전: 침례 신학 대학교, 1998). 436~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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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곧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

엘의 존재성은 말씀전하기이다. 문자적으로는 입과 관

련한 페다. 말씀 전하는 기독교 진리는 눈물 흘린 이

야기로 얼룩진다. 말씀전하는 하나님의 가문이다.

라헬이 죽은 곳이 베들레헴1) · 예수 탄생지 · 야곱

의 축복 장소2) · 요셉 또한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스라엘 반석 목자가 나타3) 나

백성이 흘리는 눈물4) 닦아줄 말씀전하기 샘 곁이다.

1) 48:7.

2) 창 48:19.

3) 창 49:22~24.

4) ①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구덩이 던
지니(창 37:23~24) ②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창 37:27) ③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창 37:27) ④ 그가 그 자기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창 37:33~34) ⑤ 음
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창 
37:35) ⑥ 여호와께서 함께 하므로 형통한 자가 되어(창 39:2) ⑦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창 39:9~13) ⑧ 이에 요셉의 주인
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창 39:20) ⑨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창 39:21~22) ⑩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
억지 않고 잊었더라(창 40:23) ⑪ 바로가 보내어 요셉= 을 부르매 그יֹו=יוס
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창 41:14) ⑫ 바로가 그로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창 41:40~43) ⑬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
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일을 인저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창 41: 51) ⑭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
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
라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창 42:22) ⑮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창 42:24) ⑯ 야곱 이스라엘은 다시 울게(창 
42:36) ⑰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
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
다(창 42:36) ⑱ 요셉=יוסף=יֹו이 아우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 함으
로 급이 울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창 43:30) ⑲ 요셉이 방성대곡
하니(창 44:45:2).

   ⑲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יוסף=יֹו의 목을 안
고 우니라(창 45:14~14)

  ⑳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
손을 데리고 애급으로 갔더라(창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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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 시인의 눈물

요셉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 눈물은 시학에서 정화의

역할이다. 이스라엘 의미를 알려주는 일이다. 기독교

시인의 시학이다.

이영지 시조에 정서적인 눈물1)이 자주 등장한다.

하늘로 올라올라 눈물을 다 뿌리고 내려와 쓰러질듯 마음에 몰

래몰래 안으로 들어오자 곧 녹아버린 그리움

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יֹו=יוסף=  
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동안 울매(창 46:39)

  ㉒ “22 요셉=יוסף=יֹו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
지가 담을 넘었도다. 23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
였으나 24 요셉=יוסף=יֹו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
다(창 49:22~24)

1) 여성의 눈물 속에는 抗 비아그라성 신호전달 물질이 담겨 있어서 여성
이 흘리는 눈물에 남성의 성적 흥분(sexual arousal)과 테스토스테론 수준
을 감소시키는 화학신호가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인지신경과학자 노암 소벨 박사(Science 1월 6일호)는 최근 마우스의 눈물
에 성특이적 페로몬(sex~specific phermone)이 존재(GTB2010070056, 참
고논문 #2)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눈물에 담긴 화학적 신호는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인간의 후각을 
연구하는 데니스 첸 박사연구진은 여성들에게 슬픈 영화를 혼자 보게 하고, 
눈물이 나올 경우 바이알에 담아 연구진 24명 남성들에게 여성의 눈물과 식
염수가 담긴 바이알을 주고 냄새를 맡게 했다는데 눈물을 냄새 맡은 남성들
은 식염수를 냄새 맡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의 성적 매력을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단 눈물을 냄새 맡은 남성들의 감정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이다. 50명의 남성들에게 눈물 또는 식염수를 냄새 맡게 한 성적 흥분
정도를 측정하는 생리학적 검사에서 눈물을 냄새 맡은 남성들은 식염수를 
냄새맡은 남성들에 비해 성적 흥분정도가 감소하고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저
하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16명의 남성들을 여성의 눈물이나 식염수
에 노출시키고 fMRI를 이용하여 그들의 두뇌활성을 측정한 결과 눈물을 냄
새맡은 남성들은 성적 흥분을 관장하는 영역의 활성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눈물이 성(性)에 미치는 영향을 아드 비거호에츠 박사는 
눈물은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를 유도하는 것
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로버트 프로빈 박사는 울음이 
상대방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테스토스테론은 적대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진화적 적응의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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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지 「첫눈의 사랑사람」1)에서

가만히 비가 되는

넌 나의 하얀 운명

정말로 눈물눈썹

하늘이 그립도록

마음의

진주 꽃으로

하얀 기둥 달았다

- 이영지 「넌 나의 하얀 운명」2)에서

장 미 비 밤을 샌 다

장 미 비

꽃잎바다

아 예 예 그 리 움 을 눈물로 달아버린

입술의 꽃물로

서서

베실베실 웃는다

웃음의

소리

장미

두 손을

모 아 들 여 그 리 움 뜨 는 법을

- 이영지 「장미 비」3)에서

시조「첫눈의 사랑사람」에서 눈물 묘사의태어는 ‘하

늘로 올라올라 눈물을 다 뿌리고’ 있다. 하늘에 ‘올라

올라’ 의태어는 하늘 중간쯤이 아니라 하늘 끝이라는

1) ,『하나님의 행복한 연출』(서울: 영예문학, 2004), 73.

2) 이영지,『행복의 물을 먹으며, 사랑으로』(서울: 영예문학, 2008), 55.

3) 이영지,『행복함에 든 사랑받으세요』(서울: 문학방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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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하늘하늘’의태어이다. 이 올라올라는 올라 2회

리듬은 결정적인 2회가 아니라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리듬의 축약이다. 따라서 시조 작품 화자의 대상은 절

대자이다. 이것은 새벽기도 · 1573에서 증명된다. 이 시

적 대상의 절대자는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사람들을 구

원한다는 목적이 은유되어 있다. 더구나 ‘쓰러질듯 마

음에 몰래몰래 안으로 들어오자 곧 녹아버린’다. 사랑

으로 인한 눈물이다. 문학특유어의인 그리움이라는 형

용사 안에 들어 있다.

그리움은 사랑이 전제될 때 솟아나는 마음의 감동이

다. 이영지의「넌 나의 하얀 운명」에서 비는 일반 비

에서 마음으로 닥아 오는 운명적인 빗물이 된다. 말씀

이다. 하늘이 그리울수록 마음의 기쁨이 된 시적 화자

의 마음은 진주 꽃으로 눈물눈썹을 만들고 있다. 마음

의 세계는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얀 기둥을 달았

다. 그리고「장미비」에서는 눈과 눈물과 그리움의 관

계를 모두 물로 한다. 이 물=눈물의 등가를 이루는 등

가등식은 동시에 사랑이라는 추상명사와의 등가이다.

따라서 이 3자의 동일시는 시가 갖는 은유에 다중의미

로서 눈물의 의태어를 외연으로 하면서 사랑이라는 시

의 내포를 가지는 대표적인 형식적 비평방법이 주는

결과이다.

바슐라르의 역동적 상상력의 삼 단계에 색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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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태어의 기본의미를 참고할 수 있다. 밤을 새는 이유

가 대상을 위하여서다. 때문에 막연한 의미의 시의 애

매성을 풀기 위하여 ‘꽃잎바다’로 그 의미를 확대한다.

사랑의 그리움은 단순한 사람들의 그리움 대상이 아니

라 입술이 관련 말씀 전하기이다. 대상을 위하여 꽃잎

바다의 사랑크기 ‘입술의 꽃물로 서서’ 있다.

입술의 꽃물로

서서

베실베실 웃는다

웃음의

소리

장미

두 손을

모 아 들 여 그 리 움 뜨 는 법을

- 이영지 「장미 비」1)에서

이때의 입술은 말하는 입술이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

오는 말씀이다. 따라서 이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이 아

니라 절대자의 입술로 그 의미를 이동한다. 이동하며

웃는 웃음은 눈물을 가진 자이되 겉으로는 말씀을 전

하면서 시적 특유의 여성화자, 곧 시의 아름다움을 위

하여 하는 표현기법을 쓰고 있다. 사람은 특별한 일,

특히 시인에 눈에 비치는 일에 감동으로 감동을 받은

일을 시에 묘사한다. 눈물을 흘리는 이미지는 직접적인

1) ,『행복함에 든 사랑받으세요』(서울: 문학방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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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흘리지 않더라고 마음의 감사와 슬픔이 시인의

시를 통해 절대자의 뜻과 시적 화자의 동일성으로 시

적 폭을 확대한다.

눈과 눈 마주하면 그 안에 샘이 있어

맑은 물 흐르듯이 마음이 흐르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말하기가 보인다

- 이영지 「눈으로 말해요」

눈은

하나님의 눈 안에 든 은혜 발견1))을 읽지요

우리 둘 마주하면 너무기뻐 사랑의 불이 일어나요

우리둘 눈을 마주치면 눈을 읽어요

아가가 엄마 눈을 보듯

엄마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웃듯

눈으로 말해요

알아들어요

엄마의 사랑 눈을 보면 오늘이 안심되듯

아름다운 것만 보이지요

꽃술의 아름다운

꽃들은 사랑하는 이의 눈만 보려

꽃잎으로 덮어요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보이는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요

행복함에

든 사랑 받으세요

- 이영지 「눈 마주치기」

더 깊은

하늘 샘을 눈目이라 한다지요

더 깊은 땅의 샘을 눈이라 한다지요

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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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눈 안에 나를 넣어 주신

날에는

하늘의

맑은 물이 퐁퐁퐁 내리지요

땅에서 맑은 샘이 퐁퐁퐁 오르지요

그대의 눈 안에 나를 넣어 주신

날에는

온 몸에

초롱초롱 맑은 눈 달리네요

눈물이 눈 안에 나를

넣어 주신 날에는

- 이영지 「그대의 눈 안에」

눈은

하나님 눈 안에 든 사랑을 보라1)고 한다

날마다 눈을 뵙네2)요

하나님을 뵙네요

하나님 눈에 사랑이 든 눈빛을 뵙네요

은혜를 벴네3)요

행복함에 든

눈4)으로

참 생명의 말씀을 놓아5)

위로 자가 되어

120년 살려고 하나님의 배를 만드네요

매우 매우6) 많이많이

1) 6:8.
יי (2 (벤네 여호와·여호와께, 창 6:8).
יי (3 (벤네 여호와·여호와께, 창 6:8).
.(눈, 물고기, 영생·히브리글자의 의미)נּו (4
5)  (노아흐·노아, 창 6:9).
)ד (6 ·많은, 창13: 13, 17: 2, 20, 30: 43, 47: 27, 왕하 10: 4, 

에 4: 4, 시119: 167)는 수메르 어로는 šar2, 그리스어로 saros, 아카드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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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가 많았다1)하라 시기에

고마워2)

맑은 물이 몸속에서 휘돌아 흐르도록

은혜를 벴네3)요

눈이 내리면

아픈 가슴이 눈 녹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이 내리네요

선하신 눈물이 내리네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네요

비에 계시4)는 은혜가 내리네요

단비가 내리네요

애급 군대에게 맞불5)로 밀매 올라6)온

말씀 깊이7) 좌정하신

영광8) 받으신 이의

사랑을 뵙네요

- 이영지 「눈으로 뵙네요」

마아두 ma~  a~  du, 히브리어는 메우다다. 이 뜻은 ‘많은’이며 예를 들
면 왕 계보에서 한 왕이 3600x8년을 통치했다는 것이다. 8번의 큰 숫자의 
햇수를 통치했다는 것은 수메르어로는 샤르 šar2~  ussu다. 샤르=3,600. 
우쑤=8 즉 한 왕의 통치기간으로6x8년 혹은 60x8년으로 계산한다. 노아가 
산 햇수가 950년인데 900년대는 100년 단위의 제일 높은 수다. 수메르 왕 
계보를 이오 수메르 법으로 보면 엔멘루안아의 3,600x12, 또한 창 13: 13, 
17: 2, 20, 30: 43, 47: 27; 왕하 10: 4; 에 4: 4; 시 119: 167에서 그 최상
급을 의미한다. 

1)  (마에노트·샘들, 창 7: 11, 8:2; 잠 8:28).
ל (2 (고마르·보답, 창 21:8).
יי (3 (벤네 여호와·여호와께, 창 6:8).
ם (4 (게쇰·비, 창7: 12.
5)  ם · (함마불 마임, 창 6: 17)ּוּבל ּוּבל (베함마불 마임·홍수, 창 

ּוּבל ·  (6 :7 ּוּבל · (메 함마불·홍수, 창 7: 7)י  움메 함마불·홍수, 창)ּוי
ּוּבל · (함마불·홍수, 창 7: 17, 9: 28, 10: 1, 32)ּוּבל · (10 :7  (밈메י
함마불·홍수, 창 9: 11) · ּוּבל ·(람마불ּוּבל · ,(메 함마불·홍수, 9: 28)י
홍수를 위하여, 시 29: 10).

6)  (밀매 올라·오름, upward, 창 7: 20).
7) 창 7: 19~20.
8)  (켑보데하·영광, 출 33: 18의 수치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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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랑하는 눈에게

고맙다

두 눈을 주시어

눈1)은 영생과 물고기

바다

물고기처럼 많이 오래오래 살아라

눈2)에는 눈과 눈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눈과 눈 사이에 눈이 있어 옆 볼 사이가 없어요

한 눈 팔 사이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려고요

노아3)에게 바닷물 위에서 살아남게

바닷물 위에서도 살아남는 위로 자

120년 배를 만들어

매우 매우4)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눈5)안에서

은혜를 벴네6)요

노아를 사랑하시는 눈을 뵙네7)요

은혜가 많았다8)고

눈9)으로 말 하네요

행복함에 든

그대 눈10)으로

맑은 물이 들어와 그대 몸 속에서 휘돌아 흐를 거에요

1) (눈).
ן (2 (아인).
3)  (노아흐·노아, 위로자창 6:9).
ד (4 ד (메우다 메우다·아주 많이, 창 7: 19).
ן (5 (창 6:8).
יי (6 (벤네 여호와·여호와께, 창 6:8).
יי (7 (벤네 여호와·여호와께, 창 6:8).
8) ( ·샘들, 창 7: 11, 8:2; 잠 8:28.

.(눈·장구하리라, 수 1:1; 시 72:17)נּון (9
.(눈, 물고기, 영생·히브리글자의 의미)נּון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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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처럼 내릴 거에요

아픈 가슴이 눈 녹듯이

하늘에서 눈이

선하신 눈 물이

눈과 마주하며 말씀1)에 몸을 담그네요.

비에 계시2)어 단비이네요

눈 안에 든 사랑으로 밤 가는지 낮 가는지

이 두 눈을

이 두 눈을 잘못보아 한 눈이 없어지게 하지 말하주세요

- 이영지 「사랑하는 눈에게」

저희들은 원래 소경3)

저는 백성을 대표하는 소경4)입니다.

1) 1: 15, 5: 12, 7: 4.
ם (2 (게쇰·비, 창 7: 12).
)י  (3 ·국민 · 소경 · 민족 · 만민, 창 27: 29; 신 1: 28, 2:21, 25, 

4: 19, 7: 6, 14, 16, 10: 15, 14: 2, 28: 3: 16, 19, 20: 16, 28: 64, 32: 
8; 레 20: 24; 왕상 9: 7; 대상 16: 8; 대하 7: 20 ; 에 9: 2; 욥 36: 31; 시 
7: 18, 18: 47, 33: 10, 47: 3, 67: 3, 5, 49: 1, 57: 9, 66: 8, 68: 30, 96: 
3, 10, 99: 1, 2 102: 22, 105: 20 ; 사 8:9, 25: 7, 49: 22, 51: 4, 5, 62: 
10, 63: 6; 겔 25: 7, 36: 15, 39: 27; 미 4: 3; 합 2: 5, 8, 13; 호 10: 10; 
욜 2:6; 슥 12: 6)

4) 백성 한 사람(출 1: 20, 18: 13, 20: 21, 24: 2) · 이방신을 좇을 백성 
ם (하암·백성, 신 27: 25, 신 31: 16) ·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ם
(하암·백성, 수 4: 10) · 애급 땅에서 나와 할례를 받는 백성 ם(하암·백성, 
수 5: 5) ·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백성 ם(하암·백성, 수 6: 5) ·  물을 먹
으려 무릎을 꿇은 백성 ם(하암·백성, 삿 7: 6) · 장막으로 보내지는 백성 ם
(하암·백성, 삼상 13: 2) · 사울을 좇은 백성 ם(하암·백성, 삿 13: 7) · 사
울을 떠나 흩어진 백성 ם(하암·백성, 삿 13: 11) · 집으로 돌아간 백성 ם
(하암·백성, 대상 16: 43) ·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켜야 할 백성 ם(하암·
백성, 대하 23: 6) · 사악을 행한 백성 ם(하암·백성, 대하 27: 2) · 자기 기
업으로 삼으신 백성 ם(하암·백성, 시 33: 12) · 주의 얼굴빛에 다니면서 즐
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ם(하암·백성, 시 89: 15) · 여호와의 진노로 불에 
타는 백성 ם(하암·백성, 사 9: 19) · 깨닫지 못하는 백성 י(암미·백성, 사 
1: 3) · 영광을 무익과 바꾸는 백성 י(암미·백성, 렘 2: 1) · 잃어버린 양떼
의 백성(렘 50: 6) · 패역한 백성 י(베암미·백성, 렘 5: 23) · 자기 권력으
로 다스리는 제사장 י(암미·제사장, 렘 5: 31) ·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
는 백성 י(암미·백성, 렘 8: 7, 사 1: 3) · 하나님을 아는 백성 י(암미·백
성, 사 52: 6) ·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 ם~  ל(콜~  하암·모든 백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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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경인 저는

눈에 물을 가졌습니다

눈이 둘1)이어서 눈물이 배니이다

얼굴이 비치는 눈물이 나이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께를 토닥토닥 두드리시는 위로자

하나님의 맑은 물이 눈 속에서 휘돌아 흐릅니다

아픈 가슴이 눈 녹듯이 내립니다

아픈 눈이 눈 녹듯이 뜨다

못 볼 것을 매우 매우 많이 볼 뻔한 저에게

선하신 눈물이 내립니다

나를 건지시려 맞불2) 놓으시고

올라3)오시어

나를 은혜로 건지시는

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 눈 물이 내립니다

- 이영지 「소경인 저에게 비 눈 물이 내리나이다」

아픈 가슴이 눈 녹듯이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요

27: 15) · 경홀히 여기는 모든 백성 ~  ל(콜~  하암·모든 백성, 
신 27: 16) ·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모든 백성 ם~  ל(콜~  하암·모
든 백성, 신 27: 17) · 소경에게 길을 잃게 하는 모든 백성 ם~  ל(콜~  
하암·모든 백성, 신 27: 18) ·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저주의 모
든 백성 ם~  ל(콜~  하암·모든 백성, 신 27: 19) · 무죄 자를 죽이려고 뇌
물을 먹는 백성 ם~  ל(콜~  하암·모든 백성, 신 27: 25) ·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모든 백성 ם~  ל(콜~  하암·모든 백성, 신 27: 26)

1)  (아인·눈, 쌍수).
ם (2 ם · (함마불 마임, 창 6: 17)ּוּבל ּוּבל (베함마불 마임·홍수, 창 

ּוּבל ·  (6 :7 ּוּבל · (메 함마불·홍수, 창 7: 7)י  움메 함마불·홍수, 창)ּוי
ּוּבל · (함마불·홍수, 창 7: 17, 9: 28, 10: 1, 32)ּוּבל · (10 :7  (밈메י
함마불·홍수, 창 9: 11) · ּוּבל ·(람마불ּוּבל · ,(메 함마불·홍수, 9: 28)י
홍수를 위하여, 시 29: 10).

3)  (밀매올라·오름, 창 7: 20).



물의 시학 1295

선하신 눈 물이 내리네요

눈과 만나

마주하며, 몸을 .

은혜의 단비로 적시며

하나님을 뵙네요

하나님의 눈에 사랑이 든 눈빛을 뵙네요

고루고루 주시는 눈

아픈 가슴이 눈 녹듯이 하는 사랑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요

선하신 눈 물이 내리네요

씻음을 받으세요

보라 시트1)를

깔아주시니

- 이영지 「행복함에 든 사랑 받으세요」

파도가 일며 물이 둘로 나뉘어

하나님의 키보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17일에 시작되어 17일에 끝2) 내신이여

여호와3)17로 수치의 합은 5 + 6 + 5 + 10=26이여

신성수4)여

주의 영광5)의 17이여

맞불6)놓으신 이여

하나는 빼어버리라고 하신이여

엣따 하고 던져진 홍수7)

1)  א (베레시트·창조하셨다, 창 1:1.
2)( 7: 11, 8: 4)

.=5 + 6 + 5 + 1 + 0=(הה)י ה ו  (3
4) 엄원식, “구약 성경의 수비학(數秘學)에 대한 탐구,”『福音과 實踐』 

21( 대전: 침례 신학 대학교, 1998). 436~  443. 

5) (켑보데하·영광, 출 33: 18).

6) 창 7: 7, 10, 17, 9: 11, 28, 10: 1, 32, 시 29: 10.

ם  (7 בּול ~ .(에트 ~ 하맙불 ~ 마임, 출 6:17)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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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1)에도

언약을 세우신이여

홍수2)로 멸하지 아니하시려고

홍수3)에 빠지지 않게

노아는 홍수4)후 삼백 오십년으로 흥하고 살이 쪄서

아들들로 맞불5)을 낳아

셈은 일백세 곧 홍수6) 후 아르박삿을 낳았고

좋으심을 보이신 이여

맞물7) ‘맙부딜’이여

움마!8) 씻기시네 어쩔 것이여

움마! 씻어버리실9)이여

보라 시트10)를 깔아주신 이여

나의 눈이며

하나님의 참 말씀주심 안에 내가 있나이다

- 이영지 「행복함에 든 사랑 받으세요」

저희 눈은 두 개입니다

눈은 쌍수입니다.

눈은11)다 샘입니다.

신라시대 희망의 아이 두 눈이 멀어지자

그 어머니가 벽에 벽화를 보고 한 눈이라도 달라하였지만

저는 두 눈이 아직 멀쩡합니다

신라시대 ‘지은’이는 두 눈이 멀은 어머니를 봉양하려

בּו  (1 .(우메~  하맙불, 창 7:10)ּוי ~
בּול  (2 י ~ (밈메 하맙불, 창 9:11).
בּול (3 (레맙불, 창 9:15).
בּול (4 (하맙불, 창 9:28.
בּול (5 (하맙불, 창 10:32).
)בּו (6 , 창 11:10)

ים  (7 ם (마임 랍빔, 시 32:6).
ה  (8 .(움마하·씻기신, 사 25: 8)ּו
יי (9 .(움마히티·씻어버릴 일, 왕하 21: 13)ּו
אית  (10 (베레시트·창조하셨다, 창 1:1).
ן  (11 (아인·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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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 일을 하여 손이 거칠어졌지만

제 손은 아직 너무 보드랍습니다

심 봉사의 딸 심청이 아버지 눈을 밝게하려

바다에 뛰어 내렸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성경에 눈은 쌍수이고

이 눈을 영원히 간직하라 하나님이 눈을 주셨습니다.

눈은 아인입니다 샘 입니다

두 눈과 영생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계십1)니다

맑은 물이 눈 물이 있습니다.

눈을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마음의 바다에 눈이 비치어 뜹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비에 실 눈 물 비를 맞나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습니다

눈2) 샘물에 들어 맑은 물을 마십니다

하늘 안에 많3)은 물을 먹나이다

바다 깊숙이에도 많4)은 눈 물을 먹나이다

매우 매우 많은 사람들 두 눈 사이에서

때로는 눈 물 흘리시며 눈 녹듯이 하나씩 사랑을 떼어주는

선한 눈 물

눈

이스라엘 백성을 눈 물 방울로 씻으시며

눈 물 방울 하나씩 녹이신이여

물

보라 시트5)를 깔으신 이여

- 이영지 「눈망울 눈방울」

1)  (게쇰·비, 창7: 12)니.
ן  (2 (아인·눈, 창 6:8).
ת (3 (마에노트·샘들, 창 7: 11, 8:2; 잠 8:28).
ת (4 (마에노트·샘들, 창 7: 11, 8:2; 잠 8:28).
אית  (5 (베레시트·창조하셨다, 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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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17을 시와 음악의 비례, 에레미야

는, 은 17세겔로 하나멜의 밭을 샀고1), 이사야서는 창

조 바라2)가 17회 사용3)되었다.

하나님의 깊숙한 눈에 드신 맑은 말씀4) · 바다 깊숙

이 먹을 수 있는 참 생명의 말씀의 샘들5)에서 하나님

의 은혜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물이 담긴 배에 물이 깊

이6)는 말씀이다. 바다에 깊이 들어 있는 샘들7)에는 먹

을 수 있는 물이 있다. 깊고 맑은 샘들8)은 잘 살필 수

있는 자만이 그 속의 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늘에는 땅으로 내려오는 눈이 있다.

하나님 눈이 있다 땅에는 하늘 보는

사람 눈 수직성9)으로 진동하는 울림이

하늘 창 깊은 하늘 열리어 하늘 깊음

1) 32: 9.

2) (바라·창조).

 :(바라·창조, 사, 40: 21, 26, 28, 41: 20, 42: 5, 43: 1, 7, 15, 45א (3
7, 7, 8, 12, 18, 48: 7, 54: 16, 65: 17, 65: 18).

הֹום  (4 .(마에노트 테홈·깊은 물, 창 7: 11)ת

הֹום  (5 (이노트 테홈·깊은 물, 잠 8: 28)ינֹות

הֹום   (6  (마에노트 테홈·깊음, 창 7: 11)ת

הֹו   (7 )ינֹות 테홈·샘들, 잠 8: 28).
.(마에노트·샘들, 창 8: 2)ת  (8

9) David Toshio. Tsumura, 83, 53. For example, at Evla(VE~ 
134'=mee 4, 79: r.111: 8'~  9') the Sumerian "the sea [a~  ab is 
identified once with tihām(a)tum "sea" and once with bù~  la~  
tum(·bu'ratum·"well, cisten") in Eblate. In body of water. It may be 
that the Mesopotamian Timat came to be understood as the 
representative of only the salt~  water sea, particularly with the 
"earlier" Canaanite or "northern" tradition of conflict between the 
storm and the sea(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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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이 하늘 아래 내려와 바다 깊이

거기에 솟아나오는 샘물깊이 맑아라

하나님 백성들과 마주한 맑디맑은

눈끼리 마주하는 물이다 두 개의 물

서로의 눈물방울이 마주하는 두 눈이

물로서 이야기다 말씀1)의 파도일면

물 두 개 갈라지며 보트가 지나가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비치느라 햇빛이

두 개로 갈라진다 물 두 개 하늘과 땅

하늘의 물과 땅의 물둘이 가벼운 물

하늘로 오르는 날에 마음의 꿈 올리며

땅으로 내리는 날에 마음의 꿈 내리며

- 이영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바다나 강에 있는 물결무늬2)는 늘 긴 끈을 만들면서

중앙 중심으로 두 개로 갈라진다. 하물며 빛조차도 어

두운 곳에 빛을 집어넣었을 때 이 빛이 둘로 나누어진

다는 경이로운 사실은 성경이 언제나 이 둘을 강조하

는 의미와 긴밀하다. 바로 에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성

경의 큰 뜻이 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둘

로 갈라진다. 동서남북과 하늘과 땅으로 갈라진다. 두

개로 갈라지는 일은 물도 쌍수이고 눈도 쌍수이고 샘

도 쌍수이다. 이 때 샘과 눈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1)( 1: 15, 5: 12, 7: 4).

2) Gerald L. Schroeder,「Water Waves Passing through Two Sizes 
of Harbor Openings」 The Science of God(New York: Brodway Books, 
1998.), 14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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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4장로와 144,000). 24장로와 144,000  

(1). 12개월의 우두머리와 24,000명

12제자나, 12사도나, 12지파나 신약의 12제자에 대한

이 12명을 강조한다. 그리고도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24장로와 또 144,000에 대한 언급을 한다. 성경의 다빈

도 현상인 이 12수리와 24장로와 144,000명에서 24장

로1)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

는 이에게 경배하는 이로 한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절대자에게 감사와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24장로들이다. 이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2)

한다. 구약에서의 24장로와 관련한 24,000명은 각각 12

달에 걸쳐 골고루 그 우두머리가 정해질 때 드러난다.

하나님의 일이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하나님의 일을 문

서, 시로 전하는 일은 한 곳만이 아닌 동서남북의 모두

에서 이루어지면서 144.000명이 된다. 우두머리를 중심

으로 한 144.000명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인

원과 하이퍼성 연결이다. 24장로의 구체성은 각각의 우

두머리와 12지파의 관장이름을 나열3)하여 총 24명을

제시한다. 성경은 24장로를 내세운다.

1) 4:10,

2) 계 11:16

3) 대상 3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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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숫자에 대하여 7에서부터 시작하여 70 그리

고 7000번은 물론이려니와 6과 관련한 여섯째 날과 더

불어 12이며 그리고 12의 2회 리듬이 되는 24 등 유달

리 2회를 강조한다. 성경은 시가 지니는 은유법에 의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려 한다.

① 1월 ~ 정월의 반장1)은 야소보암이다. 글자의미소는 하나님

의 손으로 연단된 자의 눈을 가진 왕 사역자이다. 이 사역은 우두

머리를 강조한다. 그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② 2월 ~ 2월의 반장2)은 도데와 마글롯3)이다. 글자의미소는

가슴에 돋는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마음에 도달하는

일을 하는 왕 사역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③ 3월 ~ 3월 군대의 셋째 장관4) 이름은 브나야5)이다. 글자의

미소는 하나님 집안에 들어 영원히 숨 쉬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명령을 연단하는 우두머리이다. 말하자면 명령장관이다. 그러기에

30인 중에 위에 있는 용사라 하였다. 후사가 보이는데 하나님 말

씀 따라 하는 가슴을 가진 아들 암미사밧이 주어진다. 그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④ 4월 ~ 4월 넷째 장관6) 이름은 아사엘7)이다. 글자의미소는

눈으로 보이는 사실의 우두머리 사람이다. 그러기에 30인 중에 위

에 있는 용사라 하였다. 후사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가슴을 가

진 아들 스바다니로 한다. 그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וׁש (1 ׁש אֹוׁשה ת )ל 하마로케트 하리소나 라호데쉬 하로
손 · 정월 첫반의 반장은, 대 상 27:2) 이름은 ם(야소브암, NE, 대상 
27:2).

י (2 ׁש ת  우알 하하로케트 하호데쉬 하쉐니 · 2월, 대상)ּול
27:4).

.(도다이 우 미글리트, NE, 대상 27:4)דֹוי ּוליתם (3

וי (4 ׁש וי א  · (사르 하제바 하슬리쉬 호데쉬 하슬리쉬ר
3월, 대상 27:5).

5) ה(브나야후, NE, 대상 27:4). 

יי (6 ׁש  (하르비이 라호데쉬 하르비 · 4월 넷째 장관, 대상יי
27:7).

.(아사헬, NE, 대상 27:7)ה~ּא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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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월 ~ 5월 다섯째 장관1) 이름은 삼훗2)이다. 글자의미소는

끝까지 연단하여 가는 우두머리 사람이다. 그러기에 30인 중에 위

에 있는 용사라 하였다.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⑥ 6월 ~6월 여섯째 장관3) 이름은 이라4)이다. 글자의미소는

눈으로 보게 하시는 우두머리 나이다. 곧 예수의 의미가 내포된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7월 ~7월 일곱째 장관5) 이름은 헬레쯔6)이다. 글자의미소는

하나님의 지붕걸기의 우두머리 향기이다. 곧 일곱째 날은 그리스

도의 날인데 이 분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은 분이다. 따라서

신앙인도 이러한 소명이 주어지는 사역자이다. 이 반열에 24,000명

을 둔다.

⑧ 8월 ~8월 여덟째 장관7) 이름은 십브게8)이다. 글자의미소는

하나님사역이 풍성해지는 우두머리이다. 곧 여덟째 날은 제 8일의

의미로 부활절 다음날 상징이다. 우리말에서 사모님 의미에 해당

되는 바 주인은 따로 있는데 덩달아 같이 영광을 누리는 의미이

다. 혜택을 받는 이미지이다. 이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⑨ 9월 ~9월 아홉째 장관9) 이름은 아비에셀10)이다. 글자의미소

는 인간의 성숙됨을 보여주는 우두머리이다. 곧 아홉 번 째 날은

제 9일의 의미로 아주 노련하고 성숙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이다. 이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⑩ 10월 ~10월 열째 장관11) 이름은 마하레12)이다. 글자의미소는

1) י ׁש )יי 라호데쉬 하미쉬 · 5월 다섯째 장관, 대상 
27:8).

.(삼훗, NE, 대상 27:8)הת (2

י (3 ׁש  (하쉬쉬 라호데쉬 하쉬쉬 · 6월 여섯째 장관, 대상י
27:9).

.(이라, NE, 대상 27:9)יא (4

יי (5 ׁש  (하스비 라호데쉬 하스비 · 7월 일곱째 장관, 대상יי
27:10).

.(헬레쯔, NE, 대상 27:10)צ (6

יי  (7 ׁש (하스마나 라호데쉬 하스미니 · 8월 여덟째 장관, 대יי
상 27:11).

.(십브개, NE, 대상 27:11)י (8

יי (9 ׁש (하트쉬이 라호데쉬 하트쉬이 · 9월 아홉째 장관, 대יי
상 27:12) .

.(아비에젤, NE, 대상 27:12)ל (10

יי (11 ׁש (하아쉬리 라호데쉬 하아쉬리 · 10월 열 번 째 장יי
관, 대상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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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말씀으로 숨쉬는 사람 우두머리이다. 곧 우리의 삶은 말씀

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반열

에 24,000명을 둔다.

⑪ 11월 ~11월 열한째 장관1) 이름은 브나야2)이다. 글자의미소

는 하나님 집안에 영원히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의 사역을 의미

소로 한다. 아들 곧 열 한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하

나님 일을 하는 의미이다. 이 사람은 히브리어 그대로 바라던 이3)

의 의미를 지닌다. 한글 그대로 ‘바라던이’다. 이 바라던 사람은 입

으로, 머리로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지실 영원한 사람이라는 의

미소를 지닌다. 이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⑫ 12월 ~12월 열두째 장관4) 이름은 헬데5)이다. 글자의미소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역이라는 의미이다. 곧 열 두 번째는 넓

은 가슴을 가진 아량 있는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자는 사역자의 가슴이어야 한다. 이 반열에 24,000명을 둔다.

성경은 12개월로 나누고 각기 우두머리를 두었으며

각기 24.000명을 두었다. 시적 아름다운 은유법을 이

세계는 각기 여러 곳, 바로 한국에는 12폭 치마라는 아

름다운 문화가 있다. 그리고 물건을 한 다발로 묶을 때

10개가 아닌 12개로 한다. 일 년 열 두 달이 있다.

12) ( , NE, 대상 27:13).

י~ר(1 ׁש  (아스테 라호데쉬 르아스테 · 11월 열 한 번째י~ר
장관, 대상 27:14). 

.(브냐야, NE, 대상 27:14)ה (2

.(피르아토니)תֹוי (3

ׁש (4 ר ים ר (하스넴 아사르 라스넴 아사르 하호데쉬 · 12ים
월 열 두 번째 장관, 대상 27:15).

.(헬데, NE, 대상 27:15)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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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지파의 지도자

ㄱ. 지파지도자 12명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12지파의 지도자는 각기 1명씩

총 12명이 있다. 따라서 이 12명과 장관 12명이 합하여

24명이 된다. 요한계시록의 24장로와 연결된다.

①. 루우벤 사람: 관장: 첫째 아들 루우벤 사람 관장 나기드1)

엘리에제르2) 는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도자 나가드3)는 앞

으로 나가다라는 말 그대로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이다. 가르치는

선생은 앞으로 나가는 일만 한다. 따라서 루우벤이 의미하는 머리

로 집안에 있는 곧 첫째 아들의 사람 나가다 는 선지자 역할이다.

레아는 야곱의 아들 루우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

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②. 시므온 사람: 관장: 둘째 아들 시므온 사람 관장 스바다4)는

입의 지혜를 가진 자로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시므온

이 의미하는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둘째 아들의 사람이다. 앞에

서서 보이는 대상을 입으로 잘 설득하는 역할이다. 레아는 야곱의

아들 시므온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총5)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였다. 곧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므로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시므온을 주셨다이다. 우리나랏말에 ‘…을 심은’이라는

말이 있다. ‘심다’ ‘심은’ 설득하는 역할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③. 레위 사람: 관장: 셋째 아들 레위 사람 관장 하사바6)는 숨

쉬도록 상대방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레위가 의미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역할을 하는 레위는 몸소 실천

)י (1 ·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16).

~.(엘리에제르)יר (2

(나가드 · 선포, 시 9:11).ㄴד (3

.(스바다 ·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16)ה (4

5)사랑받지 못함, 미워함.

.(하사바 ·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17)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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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을 보여주는 역할이다. 레아는 야곱의 아들 레위를 낳고

세 아들을 주었으니 남편과 함께 연합하리라 하였다. 곧 연합의

히브리어 라바1) 기본형에 본문 일라베2)로 남편과 연합하여 일을

낸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숨 쉬게 되는 온전한 화합

을 희망. 빌리다의 뜻과 빌려주다의 뜻이 같이 있어서 연합이란

내게 있는 것을 주기도하고 또 없으면 빌려서라도 서로 함께한다.

곧 연합이란,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하여 상부상조한다.

④. 아론 자손: 관장: 아론의 자손 관장 사독3)은 향기 나는 가

슴이 되도록 잘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 담당이다. 따라서

사독이 의미하는 통과 방법을 가르치어 제사장으로서 번제단과 향

단을 설치하도록 명령하는 아론가문에서 사독은 성전에서 제사장

의 직분을 행했다.

⑤. 유다 사람 관장: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사람 관장 엘리후4)

는 숨 쉬는 방법을 상대방을 가르치는 역할 담당한다. 하나님이

숨 쉬도록 해 주기의 유다 사람 엘리후는 유다의 형이다. 먼저 레

아는 야곱의 아들 유다를 네 번째로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

리로다 하였다. 직접적인 유다의 형은 아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고

이제는 찬송하리로다에 주목하여 보면 파암 야다5) 기본형에 본문

에서 축제할 때 ‘야 다 파앙’하고 축포를 터트리는 일이다. ‘이제는

찬송하리로다’6) 내가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던 일이 그대로 입으

로, 눈으로 보이게 된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즐거움을 억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⑥. 잇사갈 사람: 관장: 잇사갈이라는 이름은 레아의 아들 루우

벤이 어미를 위하여 합한체를 주므로 야곱과의 사이에 아들 잇사

갈을 다섯 번째로 얻는데 이 잇사갈이라는 이름은 레아가 그녀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었으므로 그 값으로 얻은 이름이다. 잇사갈7)

은 하나님의 손으로 연단되고 연단되어 중심을 잡는 머리가 된다.

이 잇사갈 사람 관장 오므리8)는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의 일

1) ( · 연합).

.(일라베 · 연합하리로다, VNIMZS, will be joined 창 29:34)ה (2

.(사독 ·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17)דֹוק (3

.(엘리후 ·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18)יהּו (4

ם (5 .(파암 야다)ה

ם (6  오데 하파암 ·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D.NFS VHICXS, now)אֹוה
will I praise 창 29:35).

.(잇사갈 · 잇사갈, NE, Issachal, Ισσαχαρ, 창 29:18)יׂש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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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므리며 잘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

의 마음속에 들어 있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가르치는 잇사갈 사람

오므리는 왕으로 추대된 이력을 가진다.

⑦. 스불론 사람: 관장: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 아들 스불론을 여섯 번째로 얻고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었다 하여 스불론1)이라하는데 지키고 수호하는

책임을 끝까지 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의 뜻이다. 스불론 사람 관장

은 이스마야2)로 늘 말씀의 일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가르치는 역할 담당이다.

⑧. 납달리 사람: 관장: 납달리라는 이름은 라헬의 시녀 빌하와

야곱과의 사이에 아들 납달리를 두 번째로 얻자 형과 경쟁하여 이

기었다. 납달리3) 뜻은 물고기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

음을 가르치는 역할이다. 납달리 사람 관장 여레못4)은 늘 말씀이

머리에 가득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⑨. 에브라임 사람: 관장: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요셉의 가문

으로 에브라임은 요셉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가문이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5) 된 요셉의 둘째아들이다.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나오는 요셉6)이다. 애급 땅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애급의 유력한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사이

에서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7) 뜻은 영적 계보가 되

는 이유를 배워 온전히 입으로 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역할이다.

에브라임 사람 관장은 호세아8)는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는 눈

이 되는 법을 가르쳐 선민회복의 창성함을 담당한다. 기원전 8세

기의 북이스라엘 선지자이다. 요셉의 줄기에서 여호수아도 나오고

호세아도 나오고 예수님도 이 지파에서 나온다.

8) ( ·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18).

.(스불룬 · 스불론, NE, Zebulun, 창 29:19)לּון (1

.(이스마야 ·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19)הּו (2

.(낲달리 · 납달리, NE, Naphtali, Νεφθαλι 창 29:8)י (3

.(예리못 · 여레못,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19)ימֹות  (4

5) 사 111, 10.

6) 창 49:22, 24.

·(에프라임 · 에브라임, NE, Ephraim, τόν Εφραιμ 창 41:52)ם (7

8) חֹו(호세아 · 호세아,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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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므낫세 반지파: 관장: 므낫세는 애급 땅에 노예로 팔려온 요

셉이 애급의 유력한 제사장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의 첫째 아들 므

낫세1)이다. 요셉의 지나온 괴로운 세월을 잊는 의미 므낫세. 이의

반지파 요엘2)은 여호와를 증명하는 선지자 역할이다. 다른 또 하

나의 므낫세 반지파 관장: 나머지 반지파 잇도3)는 하나님의 오른

손 가슴을 열어놓고 계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리키는 선지자, 사랑

스러운 자로 바벨론 포로에서 제 1차로 귀환한 제사장의 한 사람

으로 가시바의 족장이다

⑪. 베냐민 사람: 관장: 라헬의 둘째아들 베냐민4)은 믿을만한

아들이라는 뜻5)이며 유일하게 야곱이 붙여준 이름, 하나님 집안

에서의 말씀역사가 있음을 가르치는 역할이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간역할로 남북 간의 길이는 짧고 동서간의 길이가

긴 지역을 분배받는다. 벧엘, 여리고, 예루살렘지역이다. 베냐민 사

람 관장은 아아시엘6)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이도

록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뜻을 가지며

다윋왕 치세시7) 사람이다.

⑫. 단 사람: 관장: 단지파의 백성들은 단일 혈통을 유지하기 위

해 아모리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게셀(Gezer)에 단지파 백성

들만 모여 살면서 농경문화를 일으켰으며 또한 돌기둥을 세우는

1) ( · 므낫세, NE, Manassch Μανασση 창 41:51).

~.(요엘 · 요엘, NE, Joel, 대상 27:20)יֹול (2

3) (잇도, NE, Iddo, 대상 27:21).

.(베냐민 · 베냐민, NE, Benjamin, Βενιαμιν 창 29:18)ין  (4

5) 창 35:!8.

.(야아시엘 · 야아시엘,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21)יל (6

7) B.C. 1010~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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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문화도 성행했다.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아얄론 성읍에 거

하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자손들은 에브라임이나 베냐민 또는

유다의 진영으로 뿔뿔이 흩어져 ‘은(銀) 천백(千百)’과 관련한 일이

가나안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발생한다. 요나단은 단 지파에 속한

아얄론 성읍에 출생한다. 라이스에 도착한 5만 명의 단 지파 백성

들은 그곳을 라이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조 단의 이름을 따서

단 성읍1)이라고 명명하였다. 가슴의 영원한 뜻을 지닌 단 지파는

숨겨진 족속으로 단 사람 관장 아사엘2)은 하나님의 연장이 우두

머리임을 눈으로 보이게 되는 일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

나님의 드러나심이 된다. 아사렐3)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윋 시대 24반열 중 제 11반열에 속하는 궁중 악사로서,

헤만의 아들4)이다. 웃시엘5)이라고도 언급된다.

퍼즐로 놓이면서 세상의 보편적 진리를 노출시킨다.

ㄴ. 다윋 재산 관리 사역 12명

① 다윋왕의 곳간 ~ 에디엘의 아들 아스마웹은 다윋 왕의 곳

간6) 성경은 이름에다 십자가 타브 (타브 · 십자가)를 덧붙인다.

‚.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곳간7) ~ 웃시야의 아들 요나단

ƒ.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8) ~ 글룸의 아들 에스리

1) 18장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2) (아사렐 · 아사렐, 관장, NMS, the ruller, 대상 27:22).

3) Azarel.

4) 대상25:18.

5) 대상 25:4.

ת (6 분 רֹות  (브알 오즈로트 하멜레크 아즈모트 · 왕의 곳간을ל
맡았고, C.P NMP D.NMS ME, And over treasures the king’s was 
Azmaveth, 대상 27:25).

ים ּוים ּולת (7 ה רֹות  (브알 하오즈로트 바사데 베아림ל
우바크페림 우밤말르도트 ·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곳간을 맡았고, C.P 
D.NMP P.D.NMS P.D.HFP C.D.NMP C.P.D.NMP, And over the 
treasures in the field in the cities and in the villages and in the 
casttled, 대상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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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원을 맡았고1) ~ 라마사람 시므이

…. 포도주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2) ~ 스밤사람 삽디

†. 광야의 뽕나무와 감람나무를 맡았고3) ~ 게델 사람 바알 하난

‡. 기름곳간을 맡았고4) ~ 요아스

.̂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5) ~ 샤론 사람 시드레

‰.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6) ~ 아들레 아들 샤밧

Š. 약대를 맡았고7) ~ 이스마엘 사람 오빌

⑪. 나귀를 맡았고8) ~ 메로놋 사람 에드야

⑫. 양떼를 맡았고9) ~ 하갈사람 야시스

8)  ת ה את י )ל 오세 믈레케 하사데 라아보데트 
하아다마 ·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C.P VQPAMPG NFSG D.NMS 
P.NFSG D.NFS, And over them that did the work of the field for 
tillage of the groumd, 대상 27:26).

י (1 י ים  (브알 – 하크라밈 쉬므이 하라마티 · 라마사람ל ~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C.P DNMP NE D.AGe, And over the 
vineyards was Shimei the Ramathite, 대상 27:27).

י (2 י ן רֹות ים (브알 – 쉐바크라밈 르오즈로트 하ל ~
야인 삽디 하쉽미 · 스밤사람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곳간을 맡았고, 
C.P R.P.D. NMP P.NMPG D.NMS NE D.AGe, over the increase of the 
vineyards for –cellars the winr was Zabdi the Shiphmite, 대상 27:27).

ן (3 ל ה ר ים יים (브알 – 하제팀 브하시크밈 아쉐ל ~
르 바스펠라 바알 하난 · 게델 사람 바알 하난은 광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
를 맡았고, C.P D.NMP C.D.BFP R P.D.NFS NE NE, and over the olive 
trees and the sycomore that rere in the low plains was Bal ~Hanan, 
대상 27:28).

ן יֹוׁש (4 רֹות (브알 – 조로트 하쉐멘 요아스 · 요아스는 기름곳ל ~
간을 맡았고, C.P NMPG D.NMS NE, and over the cellars oil was Joash, 
대상 27:28).

י (5 רֹון ים  (브알 – 하바카르 하로임 바사론 쉬트레, C.Pל ~
D.NMS D.VQPAMP P.D. NE NE, and over the that fed in Sharon was 
Shitrai, 대상 27:29).

ת (6 ים ר  (브알 – 하바카르 하마킴 솨파트, C.P D.NMP NEל ~
, and over the berds that were in the valleys was Shaphat the son of 
Adlai, 대상 27:29).

י אֹויל (7 ים  (브알 – 하그마림 오빌 하이스므엘리, C.Pל ~
D.NMP NE D. AGe, over also the camels, 대상 27:30).

י  (8 הּו נֹות  ,(브알 – 하아토노드 예후드후 하메로노티ל ~
C.P D.NFP NE D. AGe, and over asess the was Jahdeiah thr 
Meronotite, 대상 27:30).

י (9 יץ אן  (브알 – 하죤 야지즈 하하그리, C.P D.NFS NEל ~
D.AGe, And over the floeks was Jazir the Haherite, 대상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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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이 12수리를 중심한 한 더미로 12개를 한

묶음으로 한다. 한국 여인들은 12폭 치마를 입었다. 남

자들은 여인네에게 정표로 이 12폭 치마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주었다. 일 년 열두 달은 물론이려니와 열

두 시인 크럽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는 12인이었으며

가롯 유다가 배반하여 12명 제자명단에서 빠지고 한

명이 모자랄 때에 1평을 보충하여 12명을 채웠다. 한결

같이 12지수의 신화소이다.

ㄷ. 인 맞은 자 12,000명의 12배 144,000명

①. 유다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이천이요(계 7:5)

②.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5)

③. 갓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5)

④. 아셀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6).

⑤. 납달리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6)

⑥. 므낫셋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6).

⑦. 시므온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7).

⑧. 레위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7).

⑨. 잇사갈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7).

⑩. 스불론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8).

⑪. 요셉= = 지파 중에 일만이천이요(계 7:8).

⑫. 베냐민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이천이요(계 7:8).

성경은 열두 지파를 인 맞은 지파라 하면서 일만 이

천으로 12지파와 똑 같은 인원을 배정한다. 이 열두 지

파의 12.000 곱하여져서 144,000이라는 인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사로 인식되고 있다. 이 144,000



물의 시학

  

1311

명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선택된 자로 한다. 선택된

자는 고정된 인물이 아니다. 누구나 선택된 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의 버릇은 비록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이

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가차 없이 회

초리를 휘두르셨다. 그러나 다시 뉘우치면 하나님이 용

서하시었다. 사랑하시는 이의 가슴은 넓다. 한국여인들

의 치마는 유독 넓어서 12폭이다. 아내가 되는 여인의

치마폭은 넓어서 일테면 남편이 더러는 잘못을 저질러

도 폭넓은 치마폭으로 넓혀 주는 엄마의 넓은 품이다.

ㄹ. 여호수아의 분배 12

모세는 땅 분배를 하였고 여호수아는 나머지를 분배

하여 모두 성읍과 촌락들을 12곳으로 나눈다.

①. 루우벤 자손의 기업(수 13:15~22)

②. 갓 자손의 기업(수 13:24~27)

③. 시므온 자손의 기업(수 19:1~8)

④. 앗사갈 자손의 기업(수 19:17~23).

⑤. 갈렙 자손의 기업(수 15:21~63)

⑦. 아셀 자손의 기업(수 19:25~31)

⑧. 납달리 자손의 기업(수 19:33~39)

⑨.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수 17:15)

⑩. 므낫세 자손의 기업(수 13:30~32)

⑪. 베냐민 자손의 기업(수 18:11:26)

⑫. 단 자손의 기업(수 19: 41~48)

레위 족속에게는 재산이나 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성읍이 48성읍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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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성읍 사면에 넓은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1)

  ~

~   (너의 행사를 여호

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 16:3)2)

ㅁ. 여호와 찬송에 24 아들들

다윋은 아삽의 여두둔과 헤만으로 하여 여호와 찬송

하기를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무론하고

일레로 제비뽑아 직임을 얻은 매번 12인으로 한 24(아

삽~ 아들 중 4명~삭굴 · 요셉= = · 느다냐 · 아

사렐라~/ 여두둔~ 아들 중 6명~그달리야 · 스리 · 여사

야 · 하사뱌 · 닷디디아/헤만~ 아들 중 14명~북기야 ·

맏다냐 · 웃시엘 · 스브엘 · 여리못 · 하나냐 · 하나

니 · 엘리아다 · 깃달디 · 로암디에셀 · 요스브가사 ·

말로디 · 호달 · 마하시옷)아들들로 수금과 비파와 제

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다.

① 첫째: 제비 뽑힌: 1째 아삽의 아들 요셉= =
(역대상 25:9)

1) 21:41~42.

2)   ינּו י הה ל~ ל
ה    יֹום ע ם~ הּו הה ל ל 잠언 16: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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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그달리야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역대상 25:9)

③ 세째: 삭굴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0)

④ 네째: 이스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1)

⑤ 다섯째: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2)

⑥ 여섯째: 북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3)

⑦ 일곱째: 여사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4)

⑧ 여덟째: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5)

⑨ 아홉째: 맛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6)

⑩ 열째: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7)

⑪ 열한째: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8)

⑫ 열둘째: 하사뱌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19)

⑬ 열세째: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0)

⑭ 열네째: 맛다디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1)

⑮ 열다섯째: 여레못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2)

⑯ 열여섯째: 하나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3)

⑰ 열일곱째: 요스브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4)

⑱ 열여덟째: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5)

⑲ 열아홉째: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6)

⑳ 스무째: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7)

스물한째: 호딜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8)

㉒ 스물둘째: 깃달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역대상 25:29)

㉓ 스물셋째: 마하시옷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

(역대상 25:30)

㉔ 스물넷째: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

(역대상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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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복한 이야기 3). 행복한 이야기 

(1). 이새의 줄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사야서는 예수

님 이야기를 손으로 향기를 끌어내며 야짜1)한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이다. 이새2)는 히브리어로 예수

님이 손을 높이 든 형상이고 발음으로 보면 예수에 가

깝다. 예수님은 혼자 어느 날 덩그러니 나타난 것이 아

니라 이새의 줄기가 가자3)하여 나타나는데 이때 앞에

접두사 ‘미’가 더 붙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으

로 하고 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신다. 혹시 우리

들이 오해할까봐 여호와를 2회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신을 ‘루아흐 여호와’4)라 진을 치시면서 시 기법인 중

복리듬을 놓으신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되는 ‘루아흐’를 3회 ‘루

아흐’ 루아흐, 루아흐5) 반복한다. 이러한 시적 기법은

총 루아흐가 숨은 은유의 의미로 5회 리듬이 된다. 이

5회 리듬은 별 무늬자리리듬인데 하늘에 별이 바로 이

원동력에서 비롯된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이고 예

1) ( · 이끌어내다, 사 11:1).

.(이새, 사 11:1)יׁשי (2

.(계자으 · 줄기, 사 11:1)ע (3

4) ה רּוה רּו(루아흐 여호와 루아흐, 사 11:2).

5) רּו…רּו…רּו(루아흐…루아흐…루아흐, 사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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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을 한 별이라 한다. 동방박사들이 나타난 한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한 그 별이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보

호를 받으며 나타나느냐 하면 이 한 별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1) 이름을 두신다. 우리는 무엇을

잘 되게 해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 ‘비나’2)가 총명 뜻이고 하나님이 하

고 마시는 이 ‘하고마’3)가 지헤이다. 지혜란 우리의 집

안에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일이며 총명은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이 영원하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잘 하자며 ‘아짜’4) 하는데 바로 모략이다. 그리고

지식은 닿았다5)이다. 십자가지시는 일이 눈에 보이도

록 하시는 일에 그분은 닿았다. 정말 하나님을 쏙 빼닮

은 이를 미리 그 글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달리시는 모습으로 한 이새의 줄기에서 예

수님은 하나님의 옹호를 받으며 나타나신다. 늘 미소6)

로 오시기에 우리들이 이 이 겸손한 자를 아니7) 아무

나8) 따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분이 있는 곳은 이리가 머리를 조아려9) 구부리고

1) ה( , 사 11:3).

.(비나 · 총명, 사 11:2)יה (2

.(하그마 · 지혜, 사 11:2)ה (3

.(에자 · 모략, 사 11:2)ה (4

.(다아트 · 지식, 사 11:2)ת (5

.(미쇼르 · 정직 · 분명, 사 11:4)יר (6

.(아나브 · 겸손, 사 11:4)ו (7

.(아무나 · 성실, 사 11:5)מּו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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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가 같이 염소 곁에 누으며 모두모두 옆에 있어

온 들이 파래요. 펼쳐지는 들이 하나 가득 야 쏴아 사

자 노루 모두 모두 하르르 흐르는 물 같아요 서로 마

음속 즐거움이 다1) 들어나니 우리도 이새의 뿌리에서

살아서2) 루루라라 라 삐융 날아요.

이새의 줄기에요 이제는 보이시며

말씀의 예수님이 양손에 영 드시고

새파란 앵두줄기에 높이 높이 서셔요

제 오는 길에 서신 세 분이 진 치시며

별 무늬 자리 잡아 거기에 앉히네요

하 한 별 어린 그분은 한 별로만 서셔요

말씀이 두둥시일 달 뜨네 보름달로

지혜와 슬기와 모략이 몽울몽율

우리를 날이 날마다 도우시려 서셔요

어어린 그분 곁에 호랑이, 송아지가

허리를 조아리는 파아란 들이에요

한 마당 덩실 더덩실 어우러져 서셔요

~ 이사야 11: 1~11

- 이영지 「앵두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새 싹이 나서 기독교를 믿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되신 분을 시적으로 은유하였

다. 시가 되는 이 시인의 기본바탕은 새벽기도가 예시

9) ( · 이리, 사 11:6).

.(데아 · 아는 지식이, 사 11:9)ה (1

.(쇼레쉬 · 부리에서, 사 11:10)ׁ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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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아침 3시에서 5시 사시에서 일어나서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말씀을 기준 한다.

사람의 생명 어린 아가 그리고 혹은 심지어 달팽이

까지 모두 생명이 살아있게 되는 신기한 일을 시적으

로 감동하며 작품을 쓰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감동이다. 생령 곧 삶이 되는 일을 시인

은 그리움으로 한다. 그리움, 그 살고픔의 그리움은 살

고픔이다. 진실 된 마음이 시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1) 일2)이다. 가짜3)로 발음

된다. 지친 모습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 의미를 지닌

다. 거짓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

님 일을 하는 일은 가짜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어린아

이 마음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짜인생을 싫어하시는 하나

님이 불 뱀에 물리자 살려달라며 모세에게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고 모세는 이를 위해 기도한다. 이 때 모세

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의미는 그만큼 순수하게 하나님

일을 한 까닭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모세는 놋뱀

을 높이 달아 쳐다보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게 되는데 이를 본문은 2회 반복4)한다.

1) 21:5.

2) 

3) (카짜 · 싫어하노라, VQAFZS, loatheth, προσώθισεν, 민 21:5: 기
본형 קּוצ(쿠우쯔 · 지친).

ת (4 (느하쉬 느호쉐트 · 놋뱀,NMSG NFS, a serpent of brass, όφׁ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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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분의 1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말하려는 이 3/1에 대하여는

먼저 하나님 집에 들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다. 이

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다. 구약

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사람 곧 입번한 사람과 백성들의

구분이다.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사람 곧 입번의

이 입번은 히브리어로 보1)이다. 한국 사람들은 보쌈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습관으로 식

사문제인데 밥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상대방이

먹을 수 있도록 보자기를 덮어 두었다.

성경에서 ‘입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보는 하나님이

데려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려 데려온

사람이 입번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삼분의 일씩

사역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는 자

의 삼분의 일은 문을 지키고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일은 기초 문에 있으라 하였다. 이와는 달리 일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2) 하였다. 이 뜰

은 히브리어로 하제로3)이다. 하자고 권유하는 곳으로

향기 나는 지붕 안이다. 그럼으로 이곳으로 들어가기

ιν Χαλκούν, 21:9)과 놋뱀  ׁש (엘~느하쉬 하느호쉐트 · 놋ל ~
뱀,P.NMSG D.NFS, the werpent of brass, επι τον~όφιν τόν Χαλκούν, 
민 21:9).

.(보·데려오다)בֹוא (1

2) 대하 23:5.

.(하쩨르·뜰)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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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있는 문 하십1)시요

하는 이 안에 들어와 숨 쉴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이 궁은 베베트2)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

다 십자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 하였

다.3) 하나님의 옳은 손이 둘레에 싸고 있어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목사

들이 하는 사역인 문을 지키거나 왕궁에 있을 수 없다

는 역설이다. 다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전 뜰에서 숨

쉬는 일일 뿐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삼분의 일 영역은

하늘도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이들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것이고 사람들의 우두

머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이다. 따라서 백성과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의 엄연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

성경진리다. 백성들의 일은 삼분지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이 엄청난 역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하시는 지의 사랑이야기이다.

이 삼분지 일 분리는 일찍이 한국에는 삼대목이 있

으며 시조의 삼장이 있으며 천지인이 있으며 이 원리

로 한글은 만들어 졌다. 노자 사상에서도 인간이 머무

)י (1 ·D.NMP, the doors, 대하 23:4).

.(베베트·P.NMSG, shall be in the house, 대하 23:5)ית (2

 (하예소드·P.NMSG D.NFS, qt gate of the foundation, 대하סֹוד (3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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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리가 있음을 분별하라고 일러둔다. 곧 겸손의 의

미를 삼분의 일로 하고 있다. 나를 낮추는 겸손은 세상

에 살아있는 무리가 삼분의 일이요, 죽어있는 무리가

삼분의 일이요, 살아 있으면서 죽은 자리로 가는 무리

가 또한 삼분의 일1)이다.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를

버리는 낮은 곳에 머문다. 예기2)의 악기3)에서 음4)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5)라 했다.

이사야는 아침마다 봐 보께로(보아의 사투리)6)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

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했

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침마다 와 보니7)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라 하시매

그대로 하였다. 아침마다 봐 보니8) 이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육분지 일과 기름 삼분

지 일을 섞으라 하시매 그대로 하였다. 아침마다 봐 보

1) , 생지도십유삼, 사지도십유삼, 인지도생동지사지자역십유삼, 
부하고, 이기생지후(出生人死, 生之徒十有三, 死之徒十有三, 人之徒生動之死
地者亦十有三, 夫何故, 以其生之厚) 老子 50章. 

2) 禮記.

3) 樂記.

4) 音.

5) 凡音者生於人心者也. 樂者音之所由生也, 基本在人心感於物也  太極(周
者曰, 無極而太極, 邵者曰, 道而太極, 又曰心爲太極( 性理大全書｣) 卷 35, 3. 
易學啓蒙 2의 ‘易有太極에 대한 설명. 

ר (6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사 50:4)ר

ר (7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겔 46:13)ר

ר (8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겔 46:14)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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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로1)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드리는 번제

를 삼으라 하매 그대로 하였다. 스바냐 선지자는 아침

마다 봐 보께로2) 여호와가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라

시기에 그대로 믿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자는 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아침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 나오

기에 그러하다. 더구나 세 시간 단위의 진리는 한국음

식의 감주를 담을 때도 세시간만에 감주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물며 사람이 움식을 먹어 배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치의 진기한 일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한 공기를 마시고 적당량의 운동

을 하다보면 신체가 건강하여 지는 이 엄청난 이치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바라보며 좋아하며 몸속에

엔돌핀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처럼 참 진리와 거짓진리의 이야기는 신앙인에게

는 그 마음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세

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확실하게 하나

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제시한다.

1)  )ר 바보케르 · 아침마다, 겔 46:15).

ר (2 .(바보케르 바보케르 · 아침마다, 습 3:5)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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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문학박사학위논문 영문 초록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Symbol of the Poetry of

O~Gam~Do

Lee, Young Ji

Department of Theology

The Graduate School

Meoung ji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ong, Moon Pyo

by Lee, Young~ ji

번역 김선기 언어학자

O~Gam~Do오감도 is a kind of pictorial poetry based upon the

principles of the constructive of o(looking up) and Gam(looking

down). The eternity is symbolized by the closely continuous

structure rom the number one to fifteen. The basic structure of

the O~Gam~Do in its repletions and intergenerational.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oetry structure lies in its shit from its

structures of this poetry structural repetitions of numbers 1, 2,

3, 4 according to the poetic dictions and oedipus dictions and

poetic lines develope into the birth of a child, a new father, the

man who does not fight, reversely the number returns t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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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paration structures of numbers 5, 6, 7, 8 leads to the

oppositions of pairs, left and right, mail and female, you and I,

thus searcher being in the universe. At the same time the

separation itself becomes into the solution of non~beings.

The numbers 9~15 he tries to show the formal intergration

in which as tenses the present is strongly emphasized. Thus

past, present and future are intergrade into present and it is

nothing but the reliant of identity of tree~partitions. In

O~Gam~Do intergenerational comprises the wholes of the

repetition structure and separation structures. This is the true

understanding as to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of both

structures of repetitions and separations.

The repetitions structures and the separation structure in the

relations of opposition and the structure of intergrade become

the structure of unification by its nature of intergrade.

The opposition structures from numbers 1 to 5 show the

opposition structures numbers 2 and 6 rise and fall, numbers 3

and 7, holies and vulgarity. numbers 4 and 8 transect and daily

struggles.

These opposition structures, though they lack the nature of

unification but in the non~similarity still we can see the

opposition between heaven and earth and in number 9 we find

a kin of unification of plus and minus(Im and Yang).

The unification structure of number 9 become the generative

unification. Such a universality o unification makes ossible the

numbers 13, 14. Thus it extends to the degree of harmony

between life and death. Thus intergenerational unification of the

number 15 we are ble to obtain some conclusion. such a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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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s technique of three demand is related his idealism of

harmony.

Ha mythological symbolism of his poetry O~Gam~Do consists

of transcend symbolism and common symbolism, eventually

resurrection symbolism.

Im number 1, 2, 3, 4 of the transcendental symbolism in the

number 1. The child who does not know sorts o fear, The

eternal child, the child who knows how use the power o the

multitude, who is able to break through the blind lane. In the

number 2, he shows the another whom I become, who is

awakened to the eternal life. The father who transient the era,

the father with humanism, that is, the divine father. In number

3 the man is described as he long history of man, who builds

u the holy world. He is symbolized as he who reaps the

autumn harvest. In number 4 he symbolizes the medical doctor

in charge who is able to lenthen the lives, who know how to

cure deseases who is to correct ills of the society, who is able

to correct them, In O~Gam~Do which seems to represent the

deeds of the original man as the transient symbolism in

numbers 1, 2, 3, 4, have the absolute meaning. Out of the

common men one man makes end evouers to serve others and

reaches to the height o heaven. This is why the filial bird crow

seems to have been chosen as the title of his poetry. Filiality is

based upon to serve one's parents, but at length he able to

look down upon. This is the heavenly benevolence and this

symbolizes the divine being.

In numbers 5, 6, 7, 8 the common symbolism is presented. In

numbers 5 the ego who has lost his or her self. The eg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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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rying to ind his foot rints. He who is trying to seek ater

his hiding place. In number 6 the solitude which comes from

the misunderstandings among neiboughers. This unbearable

sorrows when we are outcasted without reasonable faults.

Two individuals when become distantly separated. In number 7

two opponents their arts being topsyturby, every denial being

their privilages and rotten summer is symbolized. In number 8

the repetitions o opperations, deficient this sort of topsyturby

can not be long.

Charateristics of such common daily symbolism show

intergration, unification, oppositions reveal front and back. left

and right constradistions. The common daily structure gives

expression to helplessness, desperateness. The root of this

trasgidy of mankind truly come from not knowing to show

their respects to their elders or refusal towards devisee

benignity.

From the number 9 to 15 symbolism o cycles the ego

recovers the complete the absolute being. It symbolizes the

warm spring of man who devotes to the divine being.

Such return of the most human ego in numbers, 10, 11, 12

symbolic that by giving to others, you will be able to possess

him or her absolutely and be able to relieve. Such a thorough

cyclic symbolism uses the butter fils, floods abd sky as the

symbols as spring, summer and autumn. The world which Ri

Shang stives to achieve through his poetic dictions is not the

darkness, but brightness., symbolism o repetitions aims at man

eforts of man is nothing but the love for ego, that being very

important, neither giving up nor shunting strife for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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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while looking at the fallen leaves still you are waiting for

the miracles of Jesus Christ.

Ri Shang was truly victorious over his faraway o his early

life. At last he regained his ego and became a sort o the

absolute being through he was such a man who knew how to

bend his knees to others and yet he made great eorts to ind

out his Ego.

Truly Ri Shang through his O~Gam~Do what did he show

us his proposal in connection with his poetry?

Ri Shang won over his internal darkness ound out his ego

as a changed his personality. Through his reawakening of his

ego and secured his quality of opportune and received his ego.

However, since he tried to disregard the outward appearance he

had to suer, but God helped him out. Recovery of ego is such

an impoptant thing, so that our heavenly father forgive us our

mistakes. His O~Gam~Do clearly shows us his conviction of

recovering human ego.

His concerns about his relatives were great. He believed in

the greatness o his love towards his relatives and he also

believed in longevity from such a faith and pratie. His thoughts

were based nearing the fundamental theory of birth of man.

Particularly he deeply rented his indifferences towards his

relatives. Once he tried to leave the matter to the will of God.

It is of my oily that through the poetry, O~Gam~Do we

are able to see and understand his spirit and through reflected

in the continuous symbolism of the O~Gam~Do. The symbolism

towards his broad love to man, the religion of the holly society

is his ultimate object to cure the cure the ills of fru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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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asiness and tensions. The symbolism of poetic reveals his

will of eternity. His never bending will of asking as the

question, what is the true nature of man is well symbolized in

his poetry. He tried to express the relation man to nature as

the blind lane. He also he symbolized the maturity as the

autumn. The relation man and nature is likened as winter. Even

though he denies the present world and yet his negation of it

does not necessary his mean darkness. Ri Shang who

understand man as being cossumate, when he is harmonious

with the course of nature and yet he understand man as the

most valuable being, when he is struggling as the most

lonesome being.

Ri Shang who led an unfortunate life in this earthly world,

and yet he smade us to understand him as mythological being,

best reflected in Poetry, O~G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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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Study on the Water Mayim · Water
with His

transcendency and the common life and Return: U relation to

LORD in Old Testament's Loving Rhythm

Lee, Young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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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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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by Professor

Min, Dae Hoon

by Lee, Young~ ji

This thesis is one of the Study on the Water Mayim · Water

with His transcendency and the common life and Return: U

relation to LORD in Old Testament's Loving Rhyth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God is

willing to express his love through water Mayim · Water · a

Hebrew word meaning 'water
' moving twice.

Ha my critical method of myth by Northrop Frye consists of

transcendental and common, eventually resurrectional symbolism

of the water by God. God expresses through good water, as

marks of the hidden creator. This thesis is based mainly on

Genesis 1: 2~2: 3 and refers to other verses regarding water in

the Old Testament.

Firstly, in this thesis is the elements of the dua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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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and historic study and mythic criticism approach were

employed as the method of research. Secondly, critic method of

myth is the conception of water changing that God expresses,

like this: transcendental supernaturality ~ (maa · what) ⇢

(maan · maana, Torah) · practicality of the common ~ (maa ·

why) ⇢ (laamma · moving for God's people)·obeyed form

(mi · which) ⇢   (aamen aamen · thank and thank)

and equable form mean U rhythm or jar or waterpot.

Thirdly, Critic method of myth shows water as rhythmic

transcendency his Powers that God expresses through water,

like this: (mayim · water) ⇢ (soamaayim · sky). In

appearance dual number exists in both words but . The

almighty God can do everything without water, through his

transcendency, like this:

* The table 9: 3+(3+1) from on + 

The table 9 [7=3+(3+1)] means the meeting of three letters

+ + drawing a horizontal line with four letters + + +

drawing a lengthwise, which results in Gold Law rhythm.

The destruction of city Jerico is to spread the sweet fragrant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Fourthly, the basic word( ) changes on one hand with

vowel symbol '' into days and on the other with v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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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 into seas . Mythological criticism shows that

the two words (yammim · seas) and (yaamim · days)

mean the Victory of the LORD through the common life of

Israel, like this:

* a table 12: seas and days meeting form

* The table 12 represents Victory to the right direction and

goodness making six rhythm · , · , · of the victory

mark V, of the LORD. And (tay~baw · His boat),

(on~ee~yaw · His ship) shows externally Noah's Ark and

Jonah's ship respectively but internally washing away of sin

and covering his with his everlasting

Love. And ~ (ad~olawm · forever), (ledore

badore · forever) and (ledodtam · forever) mean the

LORD leads surely his people to the days without night though

' '.

Fifthly, critic method of myth shows also that water as

rhythmic revival that is return form from the sinful nature

following the chapter Ⅲ, Ⅳ, but Ⅴ is different that's,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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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able 19. brothership image * a table 20. sweet smell image

* a table 21. wisdom image * a table 22. hopeful image



These are meeting form of the and and and

in Old Testament. These four forms are focused on two letter

and their wishing for the Loving God.

Lastly, my study concludes here, I wish my study would be

useful for those who will study on the living love of water in

the O. T.

The Key Words:

Rhythmical (water) · twicerhythm· · ·  · sky ·

fountain·well·stream·river · eye· ark · ship · waterpot · jar ·

righ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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