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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하시디즘(Hasidism)은 18세기 동유럽에서 일어난 유대 종교운동으로 현대에는 정통 
유대교에 속한다. 하시디즘의 창시자인 바알 쉠 토브(Baal Shem Tov)는 유대 신비
전통(Kabbalah)과 유대 관례를 재해석하며 하시디즘만의 새로운 종교문화를 만들었
다. 특히 그는 신의 편만함과 자아가 실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분법을 타
파했다. 본 논문의 목표는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분석하면서 
비이원성이 하시디즘의 특징적인 교리, 관례, 문화와 변천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요소
가 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국내 종교학에서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주요 연구주제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
고, 국외 종교학에서는 학자의 종교성에 따라 그 관점과 해석에 큰 편차를 보였다. 
이에 2장에서는 본격적인 해석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대 역사와 종교전통 안에서 
유대 신비전통과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개괄하였다. 3장과 4장은 본 논문의 주요 해
석 및 비교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3장은 신과 인간의 비이원성, 4장은 성과 속
의 비이원성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바알 쉠 토브는 카발라의 신지학 체계를 수용하면서 ‘신(Ayin)’과 ‘존재(Yesh)’ 
사이에 구분은 없으며, 누구든 있는 자리에서 이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bittul hayesh)과 이원적인 의식의 초월
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구술 가르침을 기록한 문헌의 특성을 고려하며 바알 쉠 토
브의 사상을 랍비 전통 및 카발라와 비교하였다. 이때 그가 사용한 단어들의 의미와 
범주, 이야기의 상징과 구조에서 그가 신과 존재, 천상과 지상, 선과 악, 유배와 구원 
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지웠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비이원적 관점에 따라 기쁨, 열정, 평정, 겸손 등의 유대 전통의 덕목들 역
시 다양한 의미와 범주를 갖게 되었다. 육체와 영혼, 기쁨과 슬픔의 이분법이 지워지
면서 기쁨은 하시디즘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으며, 단식과 같은 고행은 지양되었다. 
이 덕목들은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이라는 목표에 똑같이 기여하며, 특히 겸손
은 단순한 도덕적 자세에서부터 자기소멸에 이르기까지 의미가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신과의 결합을 나타내는 단어인 ‘드베쿳(Devekut)’에서도 알 수 
있다. 바알 쉠 토브는 믿음과 기도, 드베쿳을 하나로 연결하며, 기존 전통에서 종교행
위에 주로 적용되던 드베쿳을 개인이 일상에서도 이룰 수 있는 종교적 목표이자 믿음
의 시작점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개인과 전체, 체험과 상태, 지식과 앎, 종교와 일상, 
엘리트와 대중의 구분은 사라졌다.   
    4장은 그의 비이원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시디즘의 관례, 문화 형성과 유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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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갈등, 후대 하시디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바알 쉠 토브는 성과 속을 나누지 
않으면서 내적 의도, 집중, 헌신을 가리키는 ‘카바나(Kavvanah)’와 ‘그저 그것을 위
해’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리쉬마(lishmah)’의 범위를 넓혔다. 이 내적 태도에 대한 
방점과 히브리어와 이디시어, 종교문헌과 세속적인 문헌, 토라 공부와 노동 등의 구분
을 지워버린 관점이 합해져 기도, 음악, 춤, 이야기 문학 등 하시디즘을 대표하는 종
교문화가 형성되었다. 
    인간의 삶 자체를 예배이자 기도로 보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수단
과 양상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열렸다. 이것이 하시디즘이 유대 계율을 어겼다고 본 
반대파의 입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또한 이 가능성은 유대 전통적 요소로 
돌아간 후대 하시디즘에 대한 해석도 제공한다. 의식의 전환을 가장 중요하게 본 바
알 쉠 토브의 문제의식은 ‘물질성 벗어버리기(Hafshatat hagashmiyut)’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Avodah begashmiyut)’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물질은 신성하나 물질에 대한 사람의 이원적인 의식이 문제라고 보았고, 앎
을 통해 고통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
성을 통한 예배’는 매 순간 동시에 행하는 수행으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이원성을 완
전히 초월한 인물이 하시디즘의 이상적 인간상인 ‘짜딕(Tzaddik)’이다. 
    바알 쉠 토브는 기존 유대 전통의 짜딕 개념에 의식과 행위, 성과 속, 공과 존재, 
자기와 타자 등에 대한 이원성의 초월을 덧붙였다. 여기에서 다른 정통 유대교 분파
와 구별되는 하시디즘만의 짜딕 문화가 생겨났다. 바알 쉠 토브는 평범한 사람과 짜
딕을 명확히 나누지 않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짜딕과 보통사람 사이의 구분이 생기면
서 메시아적 요소를 가진 분파가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각각의 소주제마다 기존 연
구를 소개하며,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새로운 개념 범주를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바알 쉠 토브(Baal Shem Tov), 베슈트(BESHT), 하시디즘(Hasidism), 비이
원성(non-duality), 카발라(Kabbalah), 유대 신비주의(Jewish Mysticism) 
학번: 2013-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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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8세기 후반 동유럽에서 시작된 하시디즘(Hasidism)1)의 창시자인 바알 쉠 토브(Baal 

Shem Tov, 1700-1760)는 기존 유대 신비전통인 카발라(Kabbalah)와 유대 관례에 

자신만의 관점과 해석을 가미하였다. 그는 현 우크라이나 서부 지방인 포돌리아

(Podolia)를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를 돌아다니며 치유, 퇴마 등 여러 이적을 행하였

고, 회당(Synagogue), 시장,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펼쳤다.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며 

곧 그를 따르는 소규모 집단이 형성되었다. 바알 쉠 토브 사후, 하시디즘은 제자들에 

의해 지역에 따라 여러 분파로 나뉘면서 동유럽 유대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1820년대 무렵 하시디즘은 이미 우크라이나, 갈리시아(Galicia)를 비롯한 동유럽 유대 

공동체의 지배적인 경향이 되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지지자를 끌어모은 하시디

즘의 성공은 현대 유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여겨진다.2)

    폭발적인 성장만큼 반대하는 움직임도 컸다. 일부 랍비들은 하시디즘에 반대하며 

하시디즘의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하시딤(Hasidim)’에게 파문 포고령을 내렸다. 이들

을 히브리어로 ‘반대자’를 뜻하는 ‘미트나그딤(Mitnagdim)’이라 한다. 하시딤과 미트

나그딤은 모두 신비전통을 수용하며 전통적인 유대 관례를 준수했으나 문헌과 관례에 

대한 해석 및 강조점에 차이가 있었다. 미트나그딤의 저지 노력에도 하시디즘은 19세

1) 히브리어 영문표기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자료 검색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표기를 본문에 넣고, 그 외의 표기는 각주에 언급하고자 한다. 하시디즘의 영

문표기로는 Hasidism 외에도 Ḥasidism, Chasidism, Chassidism 등이 있다. 

   하시디즘은 유대교에서 대개 ‘경건한 이’를 가리키는 ‘하시드(Hasid)’에서 나왔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종교언어이자 유대민족의 언어이다. 따라서 하나의 히브리 단어는 문헌, 역사,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용례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시드’는 기원전 랍비 집단에서

의 하시딤, 중세 독일의 하시데이 아시케나지,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하시디즘 등에 등장하나 

그 의미는 범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H. Elchanan 

Blumenthal, “Ḥasidei Ashkenaz,”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이하 EJ) 
(Thomson Gale, 2007); Joseph Dan, “Ḥasidim,”, EJ; Lloyd P. Gartner, “Ḥasidism: 

History,” EJ. 대표적인 하시디즘 연구자 중 한 명인 라헬 엘리오르(Rachel Elior)는 유대

교의 ‘하시드’에는 세 가지 뜻이 있으며 하시디즘의 ‘하시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다고 본다. 1) 신을 사랑하며 그를 닮고자 계율을 준수하는 이, 2)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

푸는 이, 3) 다른 이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는 이. Rachel Elior, The Mystical Origins 
of Hasidism (Oxford; Portland, Oregon: The Littman Library of Jewish 

Civilization, 2006), vii-viii. 본 연구는 주로 하시디즘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히브리 단어

를 설명했음을 밝힌다.

2) Adam Teller, “Hasidism and The Challenge of Geography: The Polish Background 

to the Spread of The Hasidic Movement,” AJS Review 3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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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후반까지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 뻗어나가며 전성기를 맞

이했다. 

    그러나 합리주의를 강조한 유대 계몽주의 운동 ‘하스칼라(Haskalah)’와 유대인들

이 거주하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유대인 해방(Jewish Emancipation)’이 일어

나면서, 유대인들의 정신은 전통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유대 전통을 문화로

만 여기고 종교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 유대인(Secular Jew)이 늘어났고, 유대 

전통을 종교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역시 문헌에 대한 관점, 생활양식 등에 따라 다

양하게 나뉘게 되었다. 정통(Orthodox) 유대교, 개혁(Reform) 유대교, 보수주의

(Conservative) 유대교 등 현대 유대교의 분류 체계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시딤

과 미트나그딤은 토라를 비롯한 랍비 문헌에 유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지침이 있다고 

믿으며, 율법과 음식, 복식을 비롯한 관례를 엄격히 지키므로 정통 유대교, 그중에서

도 초 정통파(Haredi)에 속한다.   

    하스칼라와 해방으로 하시디즘의 성장은 저하되었지만 무엇보다 하시디즘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20세기 들어 발생한 두 번의 세계 대전이었다. 특히 홀로코스트

(Holocaust, 1933-1945)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하시디즘 공동체를 와해시

켰다. 하시디즘 회당은 파괴되고 문헌은 소실되었으며 다수의 지도자와 신도들이 죽

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 미국, 이스라엘 등지로 이주한 여러 하시디즘 

분파들은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시금 세력을 확장했다.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아브라함 헤셸(Abraham J. Heschel), 엘리 비젤(Elie Wiesel) 같은 유대 작가들 또

한 하시디즘 사상을 비유대계 독자와 서구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에 20세기 중반부터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유대 사회의 종교성을 고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귀환의 주인(Baal Teshuvah)’은 세속적인 유대인으로 살

아온 이들이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 정통 유대교도가 되는 움직임을 뜻하며 현재까지

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하시디즘을 비롯한 초 정통파로 들

어오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하바드(Chabad)3) 하시디즘 역

시 신도 다수가 ‘귀환의 주인’에 영향을 받았다. 196-70년대에 일어난 ‘유대 회복

(Jewish Renewal)’은 유대교 분파에 상관없이 유대 명상, 춤, 신비전통으로 유대인의 

영성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대표적인 인물인 랍비 슐로모 칼바흐(Schlomo 

Carlebach)와 랍비 짤만 샤흐터-샬로미(Zalman Schachter-Shalomi)는 하시디즘 

3) Habad로도 표기하며, 루바비치(Lubavitch) 파라고도 한다. 하시디즘 분파는 대개 공동체 

발생지 명칭을 따른다. 하바드 역시 초기에는 지역명인 루바비치 파로 불렸다. 그런데 분파

의 창시자 랍비 슈뉘어 짤만(Rabbi Shneur Zalman)이 카발라 공부를 강조하면서 카발라

의 신의 열 가지 특질 중 지혜(Chokmah), 명철(Binah), 앎(Da’at)의 앞 글자를 따 하바드

(Chabad)라는 명칭을 채택한 이후 ‘하바드’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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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서 성장했으나 이후 카발라와 하시디즘의 요소를 포함한 독자적인 가르침으

로 그들만의 인터넷 사이트와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들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유대인

뿐 아니라, 뿌리에서 영성을 찾고자 하는 세속적인 유대인, 비유대인들에게도 널리 알

려졌다.4)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은 세속 정부이나, 정통 유대교를 국교로 삼으며, 정통

파 랍비를 국가의 정신을 대표하는 수석 랍비에 임명한다. 수석 랍비는 동유럽계인 

아시케나지(Ashkenazi)와 비(非)동유럽계인 셰파르디(Shepardi) 정통 유대교에서 한 

명씩 선출한다. 이들은 모두 랍비 전문 교육기관인 예시바(Yeshiva)에서 카발라 교육

을 받은 이들로, 하시디즘의 랍비는 아시케나지 수석 랍비가 될 수 있다. 또한 세속

정당과 더불어 종교정당이 정치에 직접 관여한다. 하시디즘을 기반으로 한 ‘아구닷 이

스라엘(Agudat Israel)’ 당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가정, 경제, 외무, 헌법 등에 관한 

입법업무를 하는 크네세트(Knesset)에서 활동한다. 카발라와 하시디즘의 상징과 사상

은 20세기 초부터 이스라엘 건국 및 민족주의에 반영되었으며, 현대에도 정치인을 비

롯한 세속 명사들의 공공연설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하시디즘을 비롯한 카발라 교육

을 받은 랍비들의 사회적인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되었다.5) 또한 1960년대 이후 뉴에

이지 운동과 문학을 비롯한 예술, 미디어의 영향으로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고, 학자들은 현대 이스라엘의 카발라와 하시디즘이 정치적 ·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본다.6)

    이처럼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유대교뿐 아니라 현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

대 사회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내 종교학

계에서 카발라나 하시디즘에 대한 학위논문은 없으며 학술논문 또한 드물다. 대부분

의 학술논문은 카발라와 하시디즘을 다른 종교와의 비교 대상이나 다른 종교 관점에

4) Sara Karesh and Michel M. Hurvitz, Encyclopedia of Judaism (New York: Facts 

on File, 2006), 41, 198-99, 253-54. 

5)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츠하크 카두리(Yitzhak Kaduri, 1902-2006)가 있다. 그는 비(非)동유

럽계 셰파르디 랍비로 카발라 지식과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낫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미

래와 관련된 예언을 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의 선거운동은 이스라엘 정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1996년, 벤야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의 총리 당선과 셰파르디 

초정통파 샤스(Shas) 당의 크네세트 선거 성공 배경에는 카두리가 있었다고 분석된다. 

Jonathan Garb, The Chosen Will Become Herds: Studies in Twentieth Century 
Kabbalah, trans. Yaffah Berkovits-Murciano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17; 아리 샤비트(Ari Shavit), �약속의 땅 이스라엘(My Promised Land: 
The Triumph and Tragedy in Israel)�, 최로미 옮김 (파주: 글항아리, 2016[2013]), 

418-19.  

6) Garb, The Chosen Will, 37-38, 100-06; Gideon Aran, “Contemporary Jewish 

Mysticism,” Kabbalah and Modernity: Interpretations, Transformations, 
Adaptations, eds. Boaz Huss, Marco Pasi and Kocku von Stuckrad (Leiden: Brill, 

2010), 3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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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분석 대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유대 역사와 종교전통 안에서 카발

라와 하시디즘의 의미와 역할이 충분히 조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종교학계에서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유대 신비주의(Jewish Mysticism) 분야

에서 연구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국민이거나 유대계(이스라엘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다. 이들은 유대 역사 및 종교전통에 익숙하므로 기본적인 유대 전

통과 관례 등에 대한 설명이 연구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자와 유대 전통

과의 관계가 다양하다. 세속적인 학자도 있고, 랍비를 겸임하는 학자도 있다. 이 학자 

개인과 유대 전통과의 관계에 따라 동일 대상에 대한 범주와 해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유대계 독자가 처음 유대 신비주의를 접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의문

이 들 수 있다. 필자 역시 유대 전통과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 여러 난관에 봉착했고, 

여전히 봉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비유대계 타자의 시선으로 유

대 전통 및 역사와의 관계에서 카발라와 하시디즘을 개괄하는 것이다.  

    하시디즘의 창시자인 바알 쉠 토브는 ‘신이 없는 곳은 없음’을 강조하며 중세 카

발라의 주요 개념과 사상을 새롭게 해석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

재로 여기는 이원적인 의식을 초월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과 하나인 상태에 이

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신과 인간, 물질과 영혼, 선과 악 등을 나누어 파악하

고, 높은 종교교육을 받은 랍비 집단만이 영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던 기존 

및 당대 유대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었다. 이에 학자들은 바알 쉠 토브의 사상

적 특징을 ‘이원적인 구분/차이를 지움’, ‘이원성의 통합’, ‘비이원성’, ‘비이원적 의식’ 

등으로 표현한다.7)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은 현대 여러 하시디즘 분파뿐 아니라 정통 

유대교 밖의 ‘유대 부흥’,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바알 쉠 토브의 사상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유대 신비주의 학계는 역사적 · 철학적 · 문헌 고증적 관점에서 특정 학파나 인

물의 신 관념, 문헌의 저자와 유포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8) 바알 쉠 토브는 구

술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으며 집필은 하지 않아 몇몇 편지를 제외하고는 저서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대다수의 가르침은 그의 사후인 

1780년대부터 제자들이 기록하여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학자들은 이 문헌들에 바알 

7) Elior, The Mystical Origins, 37-38, 67-68, 70; Seth Brody, ““Open to Me the Gate 

of Righteousness”: The Pursuit of Holiness and Non-duality in Early Hasidic 

Teaching,” The Jewish Quarterly Review 8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8), 5-8; Menashe Unger, A Fire Burns in Kotsk: A Tale of Hasidism in the 
Kingdom of Poland, trans. Jonathan Boyarin (Detroit, MI: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15), 8.  

8) Moshe Idel, “Jewish Mysticism,” The Comparative Mysticism: An Anthology of 
Original Sources, ed. Steven T. Katz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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쉠 토브와 제자들의 사상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바알 쉠 토브 개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그를 다룬 연구들도 역사적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그가 실존인물인지, 그에 관한 기록이 사실인지, 그를 다룬 후대 

하시디즘 문헌의 작성과 유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대 하시디즘 분파는 저마다 다른 지도자, 교육기관, 종교문화 등을 가지나 모

두 바알 쉠 토브를 창시자로 보고 자신들을 그 가르침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여긴다. 

이들은 바알 쉠 토브의 이름으로 기록된 문헌들이 실제 그의 가르침이라 믿으며, 지

도자의 저술에는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과 이에 대한 주해가 포함된다. 이 저술에는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는 하시디즘만의 해석학이 존재한다.9) 또한 그에게서 비롯된 교

리, 관례, 종교문화는 현대에도 하시디즘을 다른 분파와 구분하는 독특한 특징으로 남

아있다. 이처럼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은 초기 하시디즘뿐 아니라 현대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바알 쉠 토브의 사상

적 특징을 비이원성으로 정리하는 데에 그쳤다. 필자는 비이원성을 해석 작업의 주요 

틀로 적용할 때, 바알 쉠 토브의 사상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지점이 발견될 수 있

는지, 하시디즘의 교리, 관례, 종교문화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카발라와 하시디

즘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랍비 전통 및 카발라와 비교하며, 그의 사상과 교리, 관례, 문화를 적극적으

로 검토해보는 것이다.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서구종교를 상상하는 틀 안에서 볼 때 유

대교가 낯익음과 낯섦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 기존의 인식을 환기하는 힘을 지닌

다고 보았다. 그는 유대학을 대표하는 학자 제이콥 뉴스너(Jacob Neusner)의 말을 

인용하며 유대교 연구와 종교학이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종교학의 관점과 방법, 개념 범주를 가지고 유대 전통을 연구하는 데에는 진전이 있

었다. 그러나 유대 자료를 가지고 종교학의 관점, 방법, 개념 범주를 연구하는 데에는 

그다지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10) 바알 쉠 토브의 신과 인간, 선과 악 등에 대한 관점

은 그의 세계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세계관은 사상을 형성하는 주요 개념들

의 의미, 범주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비이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해석은 기존 

바알 쉠 토브 연구의 관점, 개념 범주 등을 환기하고 나아가 기존의 해석을 보충할 

9) Moshe Idel, “Hermeneutics in Hasidism,”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ns and 
Ideologies 9:25 (The Academic Society for the Research of Religions and 

Ideologies, 2010), 4-5. 

10) Jonathan Z. Smith,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xii,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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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세 번째 목표는 기존 연구의 개념적 틀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해석 가능성 고찰이다. 

    위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유대 역사와 전통 안에서 카발라 및 하시디즘 개괄

2.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한 바알 쉠 토브의 사상 분석 

3.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 고찰 

2. 선행연구

20세기 말까지 하시디즘 연구는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에 출간된 �하시디즘에 관한 기본적인 논문들(Essential Papers 

on Hasidism)�은 학계의 주요 하시디즘 연구를 정리한 첫 번째 편집서이다. 이 책에

서 바알 쉠 토브는 역사적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역사학자 시몬 듀브노

우(Simon Dubnow)는 바알 쉠 토브에 관한 자료를 유년시기, 카발라 능력자로서의 

활동 시기, 대중에게 사상을 펼친 시기로 정리하고, 하시디즘에 반대했던 미트나그딤 

문헌에 등장하는 바알 쉠 토브를 소개하였다.11)

    폴란드 유대 역사학자인 모셰 로스먼(Moshe Rosman)은 바알 쉠 토브가 활동했

던 미드치보츠(Miedzyboz)의 유대 공동체 문헌을 입수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

다. 로스먼 이전의 연구에서는 바알 쉠 토브가 후대가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이라거나 

그가 낮은 계급의 인물로 주로 하층민에게만 호응을 얻었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로스

먼은 기록에서 바알 쉠 토브가 실존했으며, 경제적 지원과 세금 면제를 받았을 만큼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증명했다. 이 연구는 바알 쉠 토브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낸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는다.12)

    이후 로스먼은 위 소논문의 연구의식을 확장시켜 �하시디즘의 창시자: 역사적 바

알 쉠 토브에 관한 탐구(Founder of Hasidism: A Quest for the Historical Ba’al 

Shem Tov)�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17-18세기 폴란드 및 유대 공동체라는 사

회문화적 배경에서 바알 쉠 토브를 분석하며 바알 쉠 토브가 등장하는 유대 및 비유

11) Simon Dubnow, “The Beginnings: The Baal Shem Tov(Besht) and the Center in 

Podolia,”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12) Murray Jay Rosman, “Miedyboz and Rabbi Israel Baal Shem Tov,”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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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문헌의 신빙성과 내용을 고루 검토한다. 당시 폴란드 유대 공동체에는 카발라에 

대한 지식과 능력으로 병든 이를 고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영적 능력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바알 쉠(Baal Shem)이라 불렀다. 로스먼에 의하면 바알 쉠 토브는 바알 쉠으

로서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시디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유대 공동체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는 바알 쉠 토브가 혁신적인 사상가라기보다는 유대 문화와 

공동체에 온건적으로 수용된 인물이라고 보았다.13) 최근 연구에서 로스먼은 문헌 비

평학적인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에 관한 기록들이 신빙성은 적다 하여도, 역사기록학

적으로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며, 각 기록들은 장르와 작성 및 편집 역

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또 다른 역사학자 임마누엘 에트케스(Immanuel Etkes)는 �베슈트: 마법사, 신비

가, 지도자(The BESHT: Magician, Mystic and Leader)�에서 앞선 이들과 유사하

게 역사적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가 하시디즘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영적인 능력자, 신비가, 지도자라는 세 범주로 바알 쉠 토브를 분석

하였다. 특히 그는 바알 쉠 토브의 황홀경적 체험과 여기서 비롯된 가르침이 다른 바

알 쉠이나 유대 공동체 지도자와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보았다. 그는 로스먼과 다르게 

바알 쉠 토브의 체험과 사상에는 혁신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것이 그가 사회적인 지

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주장하였다.15)

    위의 연구들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바알 쉠 토브를 이해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

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의 사상보다는 그의 이적, 특별한 체험, 공동체 내에서의 입

지 등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 이는 위 연구들이 주로 바알 쉠 토브의 이적과 체험을 

기록한 문헌을 자료로 삼으며, 후대 하시디즘에서 생활양식 규범으로 사용되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담은 자료는 그다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현대 

유대 신비주의 학자들 역시 역사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특정 자료만을 주로 사용하

면서 유대 신비전통의 세계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게르숌 숄렘(Gershom Scholem, 1897-1982)은 종교학계에 학문으로서의 유대 

신비주의를 처음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유대 신비주의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내고 히

브리 대학에서 유대 신비주의 분과 교수를 맡으며 다수의 학자를 양성했다. 유대 신

비주의는 그의 해석을 따르거나,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발전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3) Moshe Rosman, Founder of Hasidism: A Quest for the Historical Ba’al Shem 

Tov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각주 12)의 Murray Jay 

Rosman과 Moshe Rosman은 동일인으로 현재에는 Moshe 만을 사용한다. 

14) Moshe Rosman, “Hebrew Sources on the Baal Shem Tov: Usability vs. 

Reliability,” Jewish History 27 (Dordrecht, 2013).

15) Immanuel Etkes, The BESHT: Magician, Mystic, and Leader, trans. Saadiya 

Sternberg (Lebanon: Brandeis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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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유대 신비주의 연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16) 숄렘은 바알 쉠 토브 개인에 대

한 연구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하시디즘에 관한 소논문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세속적인 일마저도 신을 위한 일이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과 

결합하는 ‘드베쿳(Devekut)’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야말로 바알 쉠 토브의 독창성

이라고 보았다. 숄렘은 바알 쉠 토브를 대중의 마음을 꿰뚫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라 

했고, 이는 후대 하시디즘 연구에서 바알 쉠 토브에 대한 지배적인 인물상이 되었다. 

그러나 숄렘은 바알 쉠 토브와 그의 제자인 2대까지의 하시디즘은 문헌 고증적 측면

에서 주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분석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17)

    학계에서는 바알 쉠 토브와 그 제자들의 하시디즘을 ‘초기 하시디즘’, 혹은 바알 

쉠 토브의 약칭을 따 ‘베슈트적(Beshtian) 하시디즘’이라 지칭한다. 이는 3세대 이전

과 이후를 나누어서 보는 학계의 관점을 알 수 있는 표현이다. 비단 숄렘의 주장 때

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다수의 하시디즘 연구는 분파가 생겨나면서 저자

와 유포의 경로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는 3세대 이후 하시디즘을 주 대상으로 하

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베슈트적 하시디즘에 대한 유대 신비주의 학계의 관심

이 늘어났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모셰 이델(Moshe Idel)과 라헬 엘리오르가 있다. 

    현대 유대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 카발라와 하시디즘을 고루 연구하는 이델

은 동유럽의 유대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비가들을 다룬 편집서에서 바알 쉠 토

브의 주요 활동지가 포돌리아라는 기존 연구에 의문을 던졌다. 이델은 사회문화적 요

소를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 기록을 검토하며 그의 초기 신비적인 종교양식이 당시 

은거와 신과의 합일을 목표로 하던 발라키아(Walachia) 지역의 종교양식과 매우 유사

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바알 쉠 토브가 발라키아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관련 문헌에서 

찾아내어 그가 발라키아 지역의 유대 전통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하였

다.18)

    또한 이델은 유대 신비주의에서 체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온 학자로, 

바알 쉠 토브 역시 체험의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그는 �하시디즘: 황홀경과 마법 사이

(Hasidism: Between Ecstasy and Magic)�에서 신과 결합하기 위한 하시디즘의 다

16) 유대 신비주의에서 숄렘의 연구 업적과 그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Paul Mendes-Flohr(ed.), Gershom Scholem: The Man and His Wor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17) Gershom Scholem, “Hasidism: The Latest Phase,” Major Trends in Jewish 
Mysticism (New York: Schocken Books, 1995[1971]); Gershom Scholem, “Devekut, 

or Communion with God,” The Messianic Idea in Judaism: and Other Essays on 
Jewish Spirituality (New York: Schocken Books, 1995[1971]).

18) Moshe Idel, “Rabbi Israel Baʻal Shem Tov “In the State of Walachia”: Widening 

the Besht’s Cultural Panorama,” Holy Dissent: Jewish and Christian Mystics in 
Eastern Europe, ed. Glenn Dynner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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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종교양식과 행위, 체험을 검토하였다. 이델은 카발라와 하시디즘에는 마법적인 

요소와 신비적 체험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바알 쉠 토브 역시 중세 카발리스트

들과 유사하게 다양한 종교적 체험을 한 인물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종교적 체험

에 이르기 위한 카발라와 하시디즘의 수행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기존 카발라와 

하시디즘을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행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바알 쉠 토브가 유대 문헌의 문자를 소리 내어 발화한 종교행위로 신과 결합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행위가 하시디즘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하며, 하

시디즘의 특징을 수동성, 정적주의로 보았던 숄렘과 후대 학자의 기존 연구를 비판하

였다.19)

    엘리오르는 하바드 하시디즘의 사상에 관한 연구서 �신에게로의 역설적 상승: 하

바드 하시디즘의 카발라적 신지학체계(Paradoxical Ascent to God: The 

Kabbalistic Theosophy of Habad Hasidism)�에서 하바드 하시디즘의 비이원적인 

측면을 이원성의 변증법적 초월로 분석하였다. 엘리오르에 의하면 하바드 하시디즘에

는 감춰진 본질과 드러난 물질, 상승과 하강, 동물과 신성 등의 이원적인 개념이 있

으며, 이 개념들은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하나로 통합된다.20) 이후 그녀는 이원성의 

소멸 혹은 초월이 창시자인 바알 쉠 토브의 사상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하시디즘의 신비적인 기원(The Mystical Origins of Hasidism)�에서 바

알 쉠 토브의 가르침과 영향을 두 개의 장으로 정리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상은 하시디즘의 신비적이고 영적인 측면의 기원이며 후대 하시디

즘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학계에서의 관심은 매우 적었다. 최근의 소논문

에서 엘리오르는 외세의 침략과 내전을 겪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사회와 카발라 유포

에 대한 경각심이 컸던 유대 공동체라는 배경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상과 영향을 조

망하였다. 그녀는 바알 쉠 토브가 기존 카발라의 이원적인 개념을 독창적인 변증법으

로 해석하면서 당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유대인들에게 현실과 실재의 이원적인 경계

를 허무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였다고 보았다.21)

    기존 바알 쉠 토브 연구는 주로 당시 동유럽 유대 역사와 문화 안에서 특별한 능

력, 체험,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서의 바알 쉠 토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유대 

19) Moshe Idel, Hasidism: Between Ecstasy and Magic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Moshe Idel, “Modes of Cleaving to the Letters in the 

Teaching of Israel Baal Shem Tov: A Sample Analysis,” Jewish History 27 

(Dordrecht, 2013). 

20) Rachel Elior, The Paradoxical Ascent to God: The Kabbalistic Theosophy of 
Habad Hasidis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21) Elior, The Mystical Origins; Rachel Elior, “The Origins of Hasidism,” Scripta 
Judaica Cracoviensia 10 (Jagiellonian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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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회적 역할과 하시디즘의 성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의 사상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이 특정한 세계관을 형성했으며 이 세계관이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엘리오르의 입장에 동의한다. 나아가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이 하시디즘

의 교리, 관례, 문화 등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겸손, 기쁨, 의도와 같은 하시디

즘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

는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세계관에 따라 그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 교

리, 관례 등을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의 해석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비이원성을 주요한 축으로 삼아 바알 쉠 토브의 사상과 하시디즘의 종교문화를 

해석하면서 기존 연구까지 검토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차별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바알 쉠 토브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시브헤이 하베슈트Shivhei 

haBesht(In the Praise of Baal Shem Tov, 1814)�22)와 �짜바아트 하리바쉬

Tzava’at Harivash(The Testament of Rabbi Israel Baal shem Tov, 1792)�23), �

케테르 쉠 토브Keter Shem Tov(The Crown of Shem Tov, 1794)�가 있다. �시브

헤이 하베슈트�는 주로 바알 쉠 토브의 치유, 퇴마, 예언 등 이적 행위와 그의 일대

기를 담고 있다. �짜바아트 하리바쉬�는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담은 문헌으로 현

대에도 하시디즘 신도의 생활지침서로 사용된다. �케테르 쉠 토브�는 토라와 유대 문

헌에 대한 바알 쉠 토브의 짧은 주해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문헌들은 2세대 제자들의 문헌에서 바알 쉠 토브가 말했다고 알려진 것들을 

정리한 편집서이다. 제자들의 다른 문헌에서 바알 쉠 토브의 이름으로 기록된 내용도 

있다. 바알 쉠 토브가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전해지는 도브 바에(Dov Baer of 

Mezeritch)24)와 또 다른 가까운 제자인 야콥 요세프(Yaakov Yosef of Polnoye)25)

22) Dan Ben-Amos and Jerome R. Mintz(trans. and eds.), In Praise of the Baal 
Shem Tov: The Earliest Collection of Legends about the Founder of Hasidism
(Northvale, N.J.: Jason Aronson, 1993).

23) Jacob Immanuel Schochet(trans.), Tzava’at Harivash: The Testament of Rabbi 
Israel Baal shem Tov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98).

24) Dov ber, Dob ber 라고도 표기된다. 또한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The Great Maggid’, 

‘The Maggid of Mezeritch’ 라고도 표기된다. ‘마기드’는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문헌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종교적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자를 뜻하는 단어로, 도브 바에가 

뛰어난 설교자였기 때문에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다. 즉 마기드는 직분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지만 정관사/지역명이 더해진 위의 별칭은 언제나 도브 바에를 가리킨다. 도브 바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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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헌에는 이들이 겪은 바알 쉠 토브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또 이들의 동료 및 

제자들의 기록에도 전해 듣거나 직접 겪었다고 하는 바알 쉠 토브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필자는 위의 세 권을 비롯하여 바알 쉠 토브 제자들의 저서와 초기 하시디즘 공

동체에서 전해진 바알 쉠 토브 이야기들을 모은 편집서 두 권26)을 중심으로 그의 생

애와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시디즘 문헌은 종류가 다양하고 수 또한 방대하다. 토라 문헌에 대해 주해하고 

해설한 설교(derash), 하시디즘 신도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hanhagot), 

하시디즘을 반대하는 이들과의 논쟁을 담은 문헌, 편지들, 하시디즘의 지도자인 짜딕

(Tzaddik)27)이 신도나 다른 짜딕에게 해주는 이야기들과 신도들이 그들의 짜딕에 대

해 전한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문학 등이 있다. 그중 설화나 전설을 포함한 이야기 

문학이 하시디즘의 기풍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28) 또한 유대 문헌전통에 

따라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주해하고 재해석한 문헌도 많다. 따라서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직접 언급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와 연관된 하시디즘 문헌을 부

차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

에서는 바알 쉠 토브와 하시디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유대 전통과 역사 

안에서 유대 신비전통과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살펴본다.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

는 토라, 랍비 문헌, 카발라 문헌 등이 포함되며, 그의 체험과 문헌 해석방식, 그에 

대한 전설 등은 오래된 유대 전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바알 쉠 토브가 유대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그의 가르침이 대중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동유럽 유

대 공동체만의 특징적인 역사와 문화가 있다. 이에 먼저 초기 유대교부터 하시디즘까

지 유대 신비전통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고, 범위를 좁혀 17-18세기 동유럽 유대 공

동체의 역사와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알아본다. 이때 역사학자와 종교학자, 유대인과 

그 제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Arthur Green, Speaking 
Torah: Spiritual Teachings from Around the Maggid’s Table, vol. 1 (Woodstock, 

Vermont: Jewish Lights publishing, 2013), 19-63. 

25) 영어식으로 Jacob Joseph of Polonne 이라고도 표기된다. 

26) Yitzhak Buxbaum(ed.), The Light and Fire of the Baal Shem Tov (New York: 

Continuum, 2005); Zalman Schachter-Shalomi and Netanel Miles-Yepez(trans.), A 
Heart Afire: Stories and Teachings of the Early Hasidic Master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0). 

27) 의로운 이, 올바른 이(The Righterous one)라는 뜻이며, Tsaddik, Tṣadik, Tzadik, 

Zaddik, Ẓaddik, Zaddiq 등으로 표기된다. 복수형에는 –im을 붙인다. 하시디즘 문헌에서

는 ‘렙베(Rebbe)’가 짜딕을 가리키기도 한다. ‘렙베(Rebbe)’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인 랍

비(Rabbi)를 가리키는 동유럽 유대 공동체 언어인 이디시(Yiddish) 단어이다. 하시디즘에서

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짜딕이라고 믿는다.  

28) Elior, The Mystical Origins,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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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대인 등 다양한 저자의 책을 취합하여 되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유대 역사와 

신비전통을 정리하고자 한다. 

    3장과 4장은 비이원성을 축으로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해석하고 카발라와 비교 

분석하면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중세 유대 신비전통인 카발라는 창조주인 ‘신

(Ayin)’과 창조물인 ‘존재(Yesh)’, 그리고 창조과정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담고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이 체계를 수용하면서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과 존재에 대한 개념은 그의 모든 가르침의 기반이자 현대 하시디즘 

분파의 공통적인 세계관이다. 이에 3장에서는 바알 쉠 토브의 신관과 인간관을 살펴

보고, 이 관점에서 비롯된 그의 대표적인 교리인 ‘존재의 소멸(Bittual hayesh)’과 ‘드

베쿳’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기쁨, 겸손, 열정, 평정 등 하시디즘의 덕목이 ‘존재의 

소멸’이라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드베쿳’ 또한 

같은 목표에서 기존 전통에서보다 의미가 확장되었음에 주목한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문화 중 하나인 안식일(Shabbat)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

과 속의 분리는 유대 전통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내적인 의

도, 헌신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물어뜨렸다. 이에 4장에서는 바알 쉠 토브가 강조한 헌신, 의도, 집중인 ‘카바나

(Kavvanah)’를 살펴보고, 카바나에 대한 방점이 성과 속의 경계를 지우며, 기도, 이

야기 문학, 음악과 춤 등 하시디즘의 종교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검토한다. 이

때 카바나에 대한 강조가 종교적 수단과 양상이 다양하게 드러날 가능성을 제공해주

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하시디즘과 반대파와의 갈등, 후대 하시디즘의 변화도 해석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어 성과 속에 대한 하시디즘의 대표적인 교리인 ‘물질성 벗어버리기(Hafshatat 

Hagashmiyut)’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Avodah Begashmiyut)’를 살펴본다. 이때 바

알 쉠 토브가 물질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의식을 나누어 설명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

다. 그리고 그가 의식의 전환을 중심으로 두 교리를 통합했음을 확인하며, 이를 나누

어서 분석하고 서술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하시디즘의 

이상적 인간상인 ‘짜딕’을 다루면서 비이원성이 하시디즘만의 짜딕 개념을 형성한 동

시에 초기와 후대의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3장과 4장은 바알 쉠 토브와 하시디즘 문헌, 기존 연구를 다루면서 랍비 전통 및 

카발라와의 비교를 통해 비이원성이 바알 쉠 토브 사상의 특징이자 하시디즘의 공통

된 교리, 관례, 종교문화와 현대 하시디즘 분파들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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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대 신비전통과 바알 쉠 토브 

1. 유대 신비전통과 유대 역사 

종교학에서 유대 신비전통은 ‘유대 신비주의(Jewish Mysticism)’나 ‘카발라’라는 범주

에 속한다. 카발라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어근 ‘k-b-l’에서 비롯

된 단어로, ‘(선조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유대 역사에서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와 사람들이 받게 된 전통을 가리킨다. 유대 신비주의 학계에서 카발라는 

광의와 협의를 갖는다. 광의로서의 카발라는 ‘유대 신비전통 전체’를 가리킨다. 그래

서 ‘유대 신비주의’라는 표현 대신 ‘카발라’를 사용하는 학자도 있다.29) 이 경우에 하

시디즘은 카발라에 포함된다. 협의로서의 카발라는 ‘중세 유대 신비전통’이다. 중세 

유대 신비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스스로를 비밀스런 전통의 담지자(Kabbalist)라 

여겼으며, 기존 유대 전통에 신비적인 층위를 더하여 특징적인 문헌과 전통을 만들었

으므로 이 시기 신비전통을 학계에서 카발라라 한다.30) 이 경우에 하시디즘은 카발라

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상과 비교되는 카발라는 ‘중세 유대 신

비전통’을 가리킨다. 

    카발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 신비전통은 유대 전통 및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계에서는 유대 신비전통의 시작을 주로 랍비 유대교 시기인 1세기경

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유대 민족은 기원전부터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이 이주를 하

며 살았다. 특히 기원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두 번째로 성전이 파괴되

29) 이는 ‘신비주의(mysticism)’라는 용어의 문제와 이 분야 연구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종교

학에서 신비주의 연구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비가(mystic)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기타 종교전통들이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졌으므로 기타 종교전통의 학자들은 ‘신비주의’라는 

용어와 범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종교학에서 신비주의 연구의 역사와 문제에 대해

서는 다음 저서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Peter Moore, “Mysticism (further 

considerations),”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이하 ER) (Thomson Gale, 

2005); Richard King, “Mysticism and spirituality,”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Study of Religion, ed. John Hinnells (New York: Routledge, 2005), 306-22; 

Jeffrey J. Kripal, “Mysticism,” The Blackwell Companion to the Study of Religion, 

ed. Robert A. Segal (Malden, MA: Blackwell Pub, 2006), 321-35; Michael Stoeber, 

“The Comparative Study of Mysticism,” Religio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Oxford University Press Online, 2015). ‘신비주의’ 용어에 대한 유대신비전통 학자의 

대표적인 견해로는 다음 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oseph Dan, The Heart and The 
Fountain: An Anthology of Jewish Mystical Experienc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7-9.

30) Joseph Dan, Kabbalah: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5. 카발라의 영문표기는 Kabbalah가 가장 많이 쓰이며 

Kabala, Kabalah, 드물게 Cabala, Qabalah 라고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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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문헌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랍비 유대 전통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히브

리 성서의 정리 및 경전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유대 전통에서는 히브리 성서를 타나

크(TaNaKh)라 하는데, 이는 토라(Torah), 느비임(Nevi’im), 케투빔(Ketuvim)의 축약

어이다. 토라는 협의에서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기｣)을 가리킨다. 느비임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예언서와 ｢사무엘 상·하

｣ 같은 역사서를 포함한다. 케투빔은 성문서로 ｢시편｣, ｢잠언｣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타나크’의 나크(NaKh)에는 ‘-이외의 것’이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타나

크’는 ‘토라와 토라 이외의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타나크의 범

위는 확장된다. 토라 이외의 것에는 랍비 문헌이 포함된다. 타나크를 구절별로 해설한 

미드라쉬(Midrash), 타나크를 주제별로 해설한 구전 전승을 성문화한 미쉬나

(Mishnah), 미쉬나에 대한 주석과 해설인 게마라(Gemara), 미쉬나와 게마라를 합친 

탈무드(Tamuld) 등이 타나크에 속한다. 이 문헌들은 특정한 절이나 구를 기록순서와 

상관없이 뽑아 하나로 엮어 풀이하는 해석 방식, 동일한 히브리 자음 알파벳을 가진 

단어들을 연결해 풀이하는 해석 방식 등으로 타나크를 주해한다.31)

    학자들은 미쉬나에 나오는 우주창조를 다룬 창세기 주해와 예언자 에스겔

(Ezekiel)이 천상의 전차를 본 체험을 다룬 에스겔 주해에서 유대 신비전통이 시작된

다고 본다. 이 부분은 문헌 주해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되었으며, 랍비들은 이 영

역을 탐구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중 유명한 우화가 천상의 정원

(Pardes)에 간 네 명의 랍비 이야기이다. 네 명이 정원에 올랐으나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미쳤으며, 한 명은 배교자가 되었고, 오직 랍비 아키바(Akiba Ben Joseph)만이 

평화로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 우화는 개인의 영적인 체험 추구와 직접적인 체험 기

술에 대한 경고를 암시한다.32)

    여기에서 몇 가지 유대 신비전통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먼저 유대 신비전통에서

는 신의 창조 및 천상세계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는 중세 카발라를 비롯하여 유

대 신비전통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비적인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지양한다는 점이다. 유대 신비전통의 문헌은 체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을 이용한 문헌 주해 형식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로 유대 신비전통은 

랍비 유대교의 시작부터 유대 전통 내에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 문헌들은 높은 종교 

교육을 받은 랍비들의 소규모 집단에서 필사본의 형태와 구술로 비밀리에 전해졌으며 

31) W.C. Smith, What is Scripture?: A Comparative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92-102; Benjamin D. Sommer, “Introduction: Scriptures in Jewish 

Tradition, and Traditions as Jewish Scripture,” Jewish Concepts of Scripture, ed. 

Benjamin D. Somme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2), 1-5.

32) Howard Schwartz, Tree of Souls: The Mythology of Judaism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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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의 유포는 엄격히 규제되었다.

    학계에서는 우주론, 천지창조, 마법, 천궁(天宮) 등의 내용을 다룬 랍비 문헌들을, 

문헌의 주된 제목을 따라 ‘헤칼로트(Hekhalot, 천궁)’와 ‘메르카바(Merkavah, 전차)’ 

문헌이라 한다. 천궁과 전차는 후대 유대 신비전통의 인물들이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

는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신비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문헌으로는 �시우

르 코마(Shiur Koma, 높이의 치수)�와 �세페르 예치라(Sefer hayetzira, 창조의 서)

�가 있다. �시우르 코마�는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신인동형적 관점에서 신

의 신체 부분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신과 사람의 유비적 상징은 중세 카발라의 신지

학 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세페르 예치라�는 히브리 자음 알파벳 22개와 신

의 열 가지 특질인 세피로트(Sefirot)로 우주의 창조와 유지를 설명한다. 이 문헌은 

세상을 우주, 시간, 인간의 층으로 나누어 철자들이 가리키는 숫자가 각 층을 관장한

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후대 유대 신비전통 사상가들은 인간이 우주를 그대로 반영하

고 있다는 소우주론을 고안해냈다.33)

    7세기부터 11세기에는 랍비 문헌과 헤칼롯, 메르카바 문헌의 영향이 지속되었다. 

즉 랍비들 내에서 이 문헌은 비의적으로 계속 다루어졌다. 이 시기에 랍비 문헌에서 

신의 현존을 나타내는 ‘셰키나(Shekinah)’가 신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체(個體)로 개념

이 바뀌었다. 중세 카발라에서는 이 ‘셰키나’를 신의 여성적 힘이자 열 번째 마지막 

특질로 보았는데, 이는 다른 유대 세계관과 구별되는 카발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윤회 사상과 게마트리아(gematria: 히브리 알파벳과 단어를 수로 풀

어 문헌을 해석하는 방식)가 등장하여 카발라에 영향을 끼쳤다.34)  

    7세기 무함마드(Muhammad, 571-632)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은 시리아, 이란, 

이집트 등의 지역을 정복했고, 이후 지중해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결과적으로 많은 

유대 공동체들이 이슬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슬람 세계의 유대인들은 반유

대주의가 강한 그리스도교 정권 아래 있을 때보다 비교적 안전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중세 이슬람 세계의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시바를 비롯한 종교 학문기관이 다

수 세워졌다. 사상적으로는 이성과 합리주의가 강조되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마이

모니데스(Maimonides, 1135-1204)가 있다.35) 마이모니데스는 신비전통 문헌들을 인

33) Dan, Kabbalah, 15-18. 

34) Hartley Lachter, “Introduction: Reading Mysteries: The Origins of Scholarship 

on Jewish Mysticism,”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3-4.

35) 마이모니데스는 라틴어식 이름으로, 히브리 이름은 랍비 모셰 벤 마이몬(Rabbi Moshe 

Ben Maimon)이며 앞 글자 약칭을 따 람밤(Rambam)이라고도 한다. 그는 이슬람 세계에

서도 인정받는 철학자, 과학자, 법률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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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았지만 학문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유대 신비전통은 여러 유대 공동체에 퍼

져 있었다. 

    유대 신비전통 확산의 이유는 유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가 없이 떠돌며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

었다. 인정받는 엘리트와 부유층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은 별도의 구

역에 모여 생활하면서 무거운 세금, 강제 개종, 추방, 학살 등의 불안 속에 살았다. 

이러한 고통은 이성이나 합리주의로는 설명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신비전통에서 해

답을 찾아내려 했다. 대표적인 예로 12세기 독일 경건주의 학파인 하시데이 아시케나

지(Hasidei Ashkenazi)가 있다. 이들은 십자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 이 학파는 세상을 신에 의한 고통의 세계라 보았으며, 고통을 견딘 소수의 

사람만이 내세에 축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식, 고행, 윤리적 규율을 강조

했으며 순교까지도 권장했다. 하시데이 아시케나지의 세계관은 이후 카발라에도 영향

을 미치면서 카발라 수행과 금욕주의를 결부시켰다.

    한편, 남유럽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신비전통의 지위는 격상되었다. 철학자, 물리

학자, 문헌 주해자로 유명한 나흐마니데스(Nachmanides, 1194-1270)는 카발라를 익

힌 사상가로, 자신의 학파를 세워 카발라의 기본 사상과 용어를 확립시켰다. 이에 이

베리아반도의 유대 공동체에서는 카발라가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다수의 랍비들은 카

발라를 공부하는 카발리스트이기도 했다. 유대 신비전통을 대표하는 문헌인 �세페르 

하 조하르(Sefer hazohar, 광휘의 서, 이하 조하르)�와 중세 카발리스트의 풍부한 저

작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하였다.36)

    �조하르�는 수십 권의 책을 모은 총서로, 2세기 초 팔레스타인에서 랍비 시몬 바 

요하이(Rabbi Shimon Bar Yohai)와 그의 아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여러 사건을 겪

으며 토라를 주해하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이 문헌에 등장하는 시몬 바 요하이는 2세

기에 실존한 인물로, 앞 글자를 딴 약칭 ‘라쉬비(Rashbi)’라고도 불리며 랍비 전통에

서 크게 숭앙받는다. 랍비 문헌에서 그는 신의 현존을 체험하여 얼굴이 광휘로 빛난 

인물이며, 앞서 등장한 ‘천상의 정원’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정원에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온 인물인 랍비 아키바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에 유대 전통에서는 그를 영적인 권

위를 지닌 인물로 여긴다.37)

    �조하르�에서 시몬 바 요하이와 제자들이 토라의 비밀을 밝히는 부분은 전통적인 

36) Dan, Kabbalah, 18-20; Lachter, “Introduction,”, 4-5; 폴 존슨(Paul Johnson), �유대

인의 역사(A History of the Jews)�, 김한성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4[1987]), 300-41. 

37) Melila Hellner-Eshed, A River Flows from Eden: The Language of Mystical 
Experience in the Zohar, trans. Nathan Wolski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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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비 문헌 해석 방식인 미드라쉬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하르�는 유대 공동체와 랍비

들에게 전통적인 문헌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학계에서는 이 총서가 13세기 후반, 그

라나다(Granada)의 랍비 모세 드 레온(Moses De Leon) 개인이나 그가 속해 있던 

카발라 학파가 시몬 바 요하이의 이름을 빌어 작성한 위서(僞書)라 본다. 그러나 현대 

정통 유대교에서는 �조하르�를 시몬 바 요하이의 저서라 믿으며, 이 문헌을 토라, 탈

무드와 더불어 3대 경전적 지위를 갖는 문헌으로 여긴다. 예시바에서는 �조하르�를 

교육하며, 하시디즘을 비롯한 정통파 랍비들의 저술에는 �조하르�에 대한 주해가 포

함된다. �조하르�의 저자 및 시기에 대한 믿음과 지위는 정통 유대교와 나머지 개혁, 

보수주의 유대교 등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조하르�는 여러 주제를 다루지만 그 핵심은 신의 창조 및 신과 존재의 관계로 

간추릴 수 있다. �조하르�에 따르면 신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뛰어넘으며, 모든 

것의 원인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므로 ‘엔 소프(En Sof, 한계 없는)’이다. 이 엔 소

프로서의 신은 그 자신의 의지로 첫 번째 행위로서 빛을 창조한다. 이 빛에서 신의 

열 가지 특질인 세피로트38)가 방사된다. 1) 케테르(Keter, 왕관), 2) 호크마

(Chochmah, 지혜), 3) 비나(Binah, 명철), 4) 헤세드(Hesed, 사랑), 5) 게부라

(Gevurah, 엄중), 6) 티페렛(Tiferet, 아름다움), 7) 네짜(Netzah, 영원), 8) 호드

(Hod, 광휘), 9) 예소드(Yesod, 토대), 10) 말쿠트(Malkhut, 왕권). 이 특질들은 근원

이 엔 소프이므로 각각 분리된 개체가 아니며,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조하르�에 따르면 빛으로 상징되는 창조의 과정은 높은 단계에서부터 그 흐름이 

점차 감압하여 천계 영역, 물질 영역 등의 낮은 단계로 내려온다. 아주 낮은 단계에

는 악이 있으며, 악은 왼편, 혹은 다른 편(sitra ahra)이라 표현된다. 선과 악의 관계

는 기존 랍비 문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중세 카발라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조하르�는 선과 악의 흐름이 유동적이며, 인간이 이 흐름에 적극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창조된 인간의 영혼과 신체, 물질세계는 신인동형적 개념에 

의거하여 신성한 세계, 세피로트의 기능과 역동성을 반영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들은 신의 힘의 드러남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는 이 힘의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유대 의례, 계율 등의 실천은 신성한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

는 우주적인 과업이 된다.39)

38) 세피로트(Sefirot)는 특질, 특징을 가리키는 세피라(Sefirah)의 복수형이다. 

39) Dan, Kabbalah, 29-34, 39-59, 93; Dan Cohn-Sherbok, Kabbalah and Jewish 
Mysticism (Oxford: Oneworld, 2006), 84-93; Eitan P. Fishbane, “The Zohar: 

Masterpiece of Jewish Mysticism,”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49-64. �조하르�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

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Mellia Hellner-Eshed, “Zohar,”, EJ; Arthur Green, 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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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세기는 중세 카발라의 황금시대였으나 14세기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

면서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과 추방을 겪었다. �조하르�

가 등장한 이베리아반도 역시 14세기부터 그리스도교 정권이 재점령하면서 반유대주

의와 강제 개종이 일었다.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유대인들도 늘어나면서 유대 공동체

는 위축되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은

밀하게 유대교를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15세기 말 반도 곳곳

에는 종교재판소가 설치되었고, 약 12년간 종교재판이 이루어졌다.

    1492년, 카스티야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부부가 마지막 남

은 이슬람 지역인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이베리아반도 전체는 그리스도교 문화권 안

에 들게 되었다. 곧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은 추방한다는 칙령이 내려졌다. 약 15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르투갈, 북부 아프리카, 터키 등으로 이주했다. 이 이베리아 반도 

유대 사회의 붕괴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여기에서 현대의 셰

파르디 유대인과 아시케나지 유대인의 분류가 생겨났다. 셰파르디 유대인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된 유대 혈통의 후손을 뜻한다. 1497년, 포르투갈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 추방되면서 셰파르디 유대인은 세계 각처로 이동하게 되었다.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독일을 비롯한 중유럽 유대인과 중유럽에서의 박해를 피해 동유럽으로 이주

한 유대 혈통의 후손을 뜻한다. 

    중세의 유대인들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폭동의 대상이 되거나 추방당하였다. 또

한 거주 도시에서도 제한된 구역에 모여 살아야만 했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과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암담한 현실을 맞

닥뜨린 유대 공동체에서 선과 악, 메시아사상 등을 담은 카발라는 세계 각처의 유대 

공동체로 퍼져 나가며 대중화되었다. 소수 집단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승되던 카발라 

문헌은 출판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유대 사회의 민간신앙 및 전설이 뒤섞인 채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또한 카발라 학파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를 대표하

는 인물이 현대 유대 전통의 신학 체계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이삭 루리아(Issac 

Luria, 1534-1572)40)이다.41)

    15세기부터 유대인들은 유럽의 박해를 피해 현 팔레스타인 영역을 비롯한 오트만 

제국 지역과 터키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492년 추방 이후 그 수는 더욱 늘어났

다. 일부 랍비들은 �조하르�의 주인공인 랍비 시몬 바 요하이를 비롯하여 유대 현자

to the Zoha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40) 히브리식으로 이츠하크 루리아(Yitzhak/Yitshak Luria), ‘성스러운 랍비 이츠하크

(Ha-Elohi Rabbi Yitzhak)’라고도 하며, 앞글자를 따 약칭 ‘하 아리(Ha Ari)’, ‘아리(Ari)’

라고도 한다. 

41) 존슨, �유대인의 역사�, 378-426, 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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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무덤이 있는 사페드(Safed)라는 마을에 모여들었다. 오트만 제국의 술탄은 유대

인을 우호적으로 여겨 유대인 밀집구역에 군사를 보내 보호해주었다. 섬유 산업 발달

과 함께 사페드 유대 공동체는 사회적 ·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솁 카로(Joseph Karo), 모셰 콜도베로(Moshe 

Cordovero) 등 중세를 대표하는 카발리스트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소규모 집단에

서 카발라 지식과 수행을 공유하며 카발라식 윤리문학(musar hakabbalit)과 의례 등

을 만들어내었으며, 여기서 비롯된 기도서, 의례 등은 현대 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42)

    루리아는 이집트에서 율법과 카발라 교육을 받고 랍비가 되었으며, 은거 생활 끝

에 1570년경, 사페드에 왔다. 그는 당대 가장 유명한 카발리스트 중 하나였던 콜도베

로와 함께 공부하였으며, 콜도베로의 사후에는 사페드를 대표하는 카발리스트가 되었

다. 루리아는 사망 전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그의 카발리스트 집단에 가르침을 

전했는데, 이는 수제자 하임 비탈(Hayyim Vital) 등에 의해 기록되었다. 루리아는 �

조하르�에 나오는 엔 소프의 창조 과정을 불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루리

아에 의하면 엔 소프는 무한하기 때문에 창조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수축하여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수축을 침춤(tzimtzum)이라 하며, 침춤에 의해 빈 공간이 생겨

난다. 신의 창조적 힘인 빛은 빈 공간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신성을 담은 그릇을 만들

어내는데, 창조 과정에서 몇몇 그릇은 신성의 빛을 담아내지 못하고 깨졌다. 이 그릇

의 깨어짐이 셰비라(shevira)로, 이로 인해 신성의 영역에는 파괴와 위기의 상태가 있

으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 깨진 그릇의 빛은 악의 영역에 놓여있는데, 이 

빛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를 티쿤(tikkun, 회복, 교정)

이라 한다. 인간은 계율과 윤리의 준수, 수행 등으로 악을 없애 티쿤을 이룰 수 있다. 

루리아의 사상은 카발라의 대중화와 함께 17세기 초반 세계 유대 공동체로 퍼져나가

42) Lawrence Fine,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Kabbalistic Life in 

16th-Century Safed,”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91-94, 101-02. 사페드 카발리스트들이 현대 유대 공동체에 끼

친 영향의 대표적인 예로는 금요일 안식일 기도 예배인 카발라트 샤바트(Kabbalat 

Shabbat)와 레카 도디(Lekha Dodi)라는 기도서가 있다. 카발라트 샤바트는 안식일 저녁에 

야외로 나가 신의 현존인 셰키나를 맞이하는 카발리스트들의 의례로 현대에는 분파와 관계

없이 거의 모든 유대 공동체의 의례로 자리 잡았다. ‘오소서, 사랑하는 님이여’라는 뜻의 

레카 도디는 카발리스트 슐로모 알카베츠(Shlomo Alkabetz)가 지은 시로, 현대 유대 공동

체에서 카발라트 샤바트에서 낭송되는 기도서이다. Morris M. Faierstein, Jewish 
Customs of Kabbalistic Origin: Their History and Practice (Brighton, Ma.: 

Academic Studies Press, 2013), 33-38; Ariel Evan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An Anthology of Jewish Mysticism (New York: Paulist Press, 2014), 82-84,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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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근세 이전까지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으며, 현대에도 유대 신학의 토

대라 여겨진다.43)

    17세기 중반, 유럽의 유대 공동체는 또 다른 대량학살을 맞이했다. 동유럽 우크

라이나 지역의 카자크 수장이던 보흐단 흐멜니츠키(Bohdan Chmielnicki)가 폴란드 

귀족과 분쟁을 겪게 되자 봉기(1648-1657)를 일으킨 것이었다. 봉기의 대상은 폴란드 

귀족과 성직자였지만 공격대상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었다. 흐멜니츠키 봉기로 유대인

들이 입은 피해는 십자군 전쟁 당시의 학살과 맞먹었다. 약 10만여 명의 유대인이 흐

멜니츠키 봉기로 사망했다. 크고 작은 학살 외에도 계속되는 종교재판과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의 추방, 새로운 이주지에서의 정착 문제 등 유대 공동체를 둘러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공동체 안에서는 메시아의 도래를 염원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졌으

며, 이에 유대 사회는 또 다른 위험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1665년, 가자(Gaza)의 랍비 나탄(Nathan)은 예언자를 자처하며 루리아식 카발라

를 메시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깨진 그릇에 놓인 빛을 근원으로 돌리기 위해

서는 메시아가 필요하며,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어야만 세상이 악에서 구원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나탄이 메시아로 지목한 인물은 터키에 거주하던 샤바타이 쩨비

(Shabbatai Tzevi)였다. 흐멜니츠키 봉기와 추방으로 공포와 좌절을 느끼던 유대인들

은 그가 메시아이며 곧 독립적인 유대 국가를 건설하리라 믿었다. 쩨비에 관한 소문

이 널리 퍼지자 오트만 제국의 술탄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재판을 받게 했다. 생

명의 위협을 느낀 쩨비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무슬림이 되었다. 유대인 메시아의 개

종은 유대 전통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탄은 쩨비의 개종을 정

당화하는 교리를 고안해냈고, 수천 명의 추종자들이 쩨비를 따라 이슬람으로 개종했

다. 이들은 공개적으로는 무슬림이었으나 실제로는 쩨비가 메시아임을 믿었다. 이들을 

터키어로 ‘이방인’이라는 뜻의 ‘된메(Dönmeh)’라 한다. 개종하지 않은 추종자들은 유

대 공동체 내에서 은밀히 쩨비를 따르며 문헌을 공유하였다. 이에 18세기 초 유대 공

동체의 랍비들은 숨어있는 쩨비 추종자들과 문헌을 찾아내고 고발하는 데 전념했다. 

    18세기 중반, 자신이 쩨비의 화신이라고 주장한 또 다른 메시아운동의 주역, 야

콥 프랑크(Jacob Frank)가 폴란드에서 등장했다. 그의 가문은 된메 출신이었다. 프랑

크는 메시아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상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쩨비에 놀란 랍비들은 프랑크를 파문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다. 이에 프랑크는 추종자들과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했다.44) 이후 랍비들은 카

43) Dan, Kabbalah, 71-83. 

44) Dan, Kabbalah, 85-92; Matt Goldish, “Mystical Messianism,”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128-34; 랍비 조셉 텔루슈킨(Rab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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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의 대중적 확산을 막으려 애쓰는 동시에 자칭 메시아들을 색출하고 저지하는 데 

노력했다. 그러나 계속된 비극과 맞닥뜨린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서 카발라의 전파를 

막기란 어려웠다. 

    흐멜니츠키 봉기 이후에도 18세기까지 폴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지역에서 

전쟁과 침략은 끊이지 않았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 스웨덴 간의 전쟁이 지속적으

로 일어났고, 무슬림인 타타르족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시장에 팔 노예를 잡아갔

으며, 터키인들은 계속해서 유대 주거지가 있던 포돌리아를 침략했다. 가톨릭과 프로

테스탄트,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간의 세력 다툼도 있었고, 이는 폴란드 내전으로 

이어졌다. 크고 작은 전쟁과 봉기에서 유대인은 다양한 세력에게 배신자, 이단자 등으

로 낙인찍히며 공격 대상이 되었다. 또 불안한 정세를 틈타 우크라이나 소작농들은 

유대 주거지를 약탈했다. 바알 쉠 토브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17, 18세기 동유럽 유대 공동체의 특징과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바알 쉠 토브의 생애와 배경 

이디시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유대인이 독일어권 로트링겐(Lothringen) 지역에 살 

때 이 지역 독일어 방언을 발전시킨 언어이다.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서 이디시어는 

생활언어이자 대중의 언어였다. 종교교육을 받은 랍비들만이 히브리어에 능숙했으며, 

대다수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다.45) 그래서 랍비들은 이디시어를 교양 없는 

자의 언어로 여겼다. 중세 카발리스트의 문헌은 대부분 히브리어나 고대 셈족 언어인 

아람어로 쓰였으며, 히브리 알파벳을 바탕으로 한 신지학 체계와 주해 형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16세기 폴란드 지역에서 인쇄업에 종

사하던 유대인들이 복잡한 내용이 생략된 카발라 문헌을 이디시어로 인쇄하여 배포하

면서 카발라는 대중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선과 악, 유대인의 영혼을 다루는 카발라 문헌은 당시 동유럽 유대인들에게 유대

인으로 태어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이유에 답을 제시해주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유

Joseph Telushkin),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Jewish Literacy)�, 김무겸 옮김 (서울: 북스

넛, 2014[2008]), 308-10, 337-42. 

45) 20세기 초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일상어는 그들이 속해있었던 유대 공동체의 언어였

다. 19세기 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Eliezer Ben Yehuda)는 일상

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종교언어였던 히브리어를 현대어로 적용시키는 국어 운동을 

펼쳤다. 이후 이스라엘 건국과정에서 히브리어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 이스라엘의 

국어인 히브리어 문화가 정착되었다. 존슨, �유대인의 역사�, 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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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영혼이 특별하며 신과 세상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카발라의 해설에 이끌렸다. 

또한 이 문헌에는 카발라와 민간신앙이 결합되어 악을 쫓고 건강을 비는 기복적인 내

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 · 실용적 카발라는 동유럽 유대 공동체의 

기도, 침례 등의 종교 관례에 빠르게 흡수되었다. 웁셰린(upsherin)은 16, 17세기 카

발라 문헌에서 비롯된 관례로 남자아이가 세 살이 되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의식이었

다. 동유럽 유대인들은 이 입문의식을 대중적으로 행하면서 웁쉐린을 한 아이가 유대 

전통의 모자를 쓰고 토라를 읽게 되면, 신성한 토라의 힘으로 악마와 질병이 아이에

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여겼다. 

    당시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는 여러 지역을 방랑하며 사람들을 고쳐주는 바알 쉠

(Baal Shem)이라는 이들이 있었다. 복수형은 발레이 쉠(Ba’alei shem)으로, 히브리

어로 바알은 ‘주인’, 쉠은 ‘이름’을 가리킨다. �세페르 예치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

대 신비전통에서 히브리 알파벳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다고 여겨졌다. 이 관념은 중세 

카발라에서 더 발전되었고, 민간신앙과 결합한 실용적 카발라에서는 알파벳을 이용해 

이름을 만들고 부리는 사람은 악마, 병, 자연현상 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

레이 쉠은 이런 이름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이들, ‘이름의 주인’들을 뜻한다. 이들은 

특별한 주문, 부적, 약초를 이용해 치병, 퇴마를 하고 기우, 예언, 전생 읽기 등을 했

다. 비유대인들도 발레이 쉠을 찾아 치료받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동유럽 그리스도교 

문화에서도 발레이 쉠과 유사하게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돕는 챠리브니

키(charivnyky), 즈나카리(znakhari) 등의 직업군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신체적 · 

정신적 병을 고치고자 여러 종교의 능력자를 찾았으므로 치병의 측면에서 종교 구분

은 뚜렷하지 않았다. 바알 쉠 토브 또한 발레이 쉠의 한 명으로 대중에게 처음 모습

을 드러냈고, 이후 비유대계 폴란드 소작농, 귀족에게까지 ‘기적을 행하는 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46)

    바알 쉠 토브의 본명은 이스라엘 벤 엘리에제르(Israel Ben Eliezer)로, 그는 

1700년(일부 연구에서는 출생년도를 1698년으로 보기도 한다.), 포돌리아에서 태어났

다. 그의 아버지는 타타르족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끌려갔고, 어머니는 조산사로 일했

다. 이는 그가 엘리트 계층이 아님을 보여준다. 당시 동유럽 유대인들은 유대 격리지

역인 게토(ghetto)나 해당 지역의 군주에게 주거 허가를 받은 마을 슈테틀(sthetl)에 

살면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공동체에는 회당과 공동체의 법률, 세금 등을 담

당하는 의회가 있었다. 의회와 회당을 이끄는 인물들은 명망가, 학자, 부자 등 거주지

46) 존슨, �유대인의 역사�, 575-77; Rosman, Founder of Hasidism, 56-57; Michael L. 

Satlow, Creating Judaism: History, Tradition,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274-78; Iriving M. Zeitlin, Jews: The Making of a 
Diaspora People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Press, 2012), 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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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세력과 가까운 이들이었다. 이 엘리트 집단은 소수집단 내에서 정략결혼을 하

며 권세를 이어갔다. 따라서 당시 유대 공동체에는 거주지의 집권세력과 유대 공동체 

간의 갈등뿐 아니라 엘리트 집단과 대중이라는 유대 공동체 내의 갈등도 존재했다.47)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바알 쉠 토브는 공동체의 도움으로 유대식 초등학교

(cheder) 교육을 받았다. 이후 그는 교사 보조, 학당(beit midrash)을 지키는 경비원 

등으로 일했다. 이때부터 그는 카발라 문헌을 접하고 익히기 시작했다. 그의 생에 대

한 기록에는 전설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여러 천상의 교사들에게 지도받았다. 천상의 교사나 조력자의 존재는 랍비 전통을 비

롯하여 중세 카발라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많은 카발리스트들이 그들의 저서가 자신

이 아니라 천상의 교사들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바알 쉠 토브 역시 십대 시

절부터 랍비 아담이라는 교사로부터 카발라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유대 전통에

서 아담은 인류의 원형이 되는 존재로, 개인의 이름으로는 자주 쓰이지 않았다. 따라

서 스승, 선생님을 가리키는 단어 랍비와 비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 아담은 

천상의 교사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이 된 바알 쉠 토브는 저명한 랍비 쿠토브의 아브라함 게르숀(Rabbi 

Avraham Gershon Kutover)의 여동생과 결혼했다. 결혼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게르

숀은 바알 쉠 토브의 남루한 행색에 놀라 여동생에게 결혼 의사를 확인한다. 그녀가 

결혼하겠다고 대답하자, 바알 쉠 토브는 아내에게 학자이자 카발리스트인 자신의 정

체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알렸다. 부부는 카르파티아 산맥 근처에 살면서 산

의 진흙과 석회를 캐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일로 생계를 꾸렸다. 이 시기에 그는 홀로 

단식, 명상을 하면서 수행에 몰두했다. 이후 바알 쉠 토브는 처남의 도움으로 쿠토브

(Kutow) 근교에서 여관을 운영하게 되었다.48)

    전설에 의하면 다양한 천상의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그에게 나타나 영적 지식을 

알려주었다. 바알 쉠 토브는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은 히브리 성서의 예언자인 실론

의 아히야(Ahiya haShiloni)로부터 온 것이라 주장하였다. 아히야는 히브리 성서 ｢열

왕기 상｣, �조하르�, 탈무드에 나오는 예언자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은 인물로 

여겨진다.49) 아히야의 지도로 바알 쉠 토브는 모든 곳에 신이 있음을 깨달았고, 신과 

결합된 ‘드베쿳’을 완전히 이루었다. 나아가 드베쿳에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는 

법까지 익혔다. 문헌에 따르면 바알 쉠 토브는 서른여섯에 완전한 영적 성취를 이루

었으며, 이후 신의 뜻에 따라 대중에게 나왔다. 그래서 그의 대중적 활동 시기는 대

략 1735년경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며, 미드치보츠에 정착하여 1760년에 사망할 때까

47) Rosman, Founder of Hasidism, 86-87.

48) Dubnow, “The Beginnings,” 26-30. 

49) Elior, “The Origins of Hasidism,”,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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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25년 간 종교적 가르침을 펼쳤다고 전해진다.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뛰어난 바알 쉠으로 유명해졌다. 특

히 그는 �조하르�의 문구, 천사의 이름 등을 적은 부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바알 

쉠 토브(Baal Shem Tov)50)라는 그의 이름은 이 때 만들어졌다. 이는 ‘좋은 이름의 

주인’, ‘이름의 주인 중에서 좋은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알 쉠은 동유럽 유대 공

동체의 특정 직업군을 나타내는 단어이나, 바알 쉠 토브는 언제나 이스라엘 벤 엘리

에제르를 가리키며, 하시디즘 문헌에서 바알 쉠, 쉠 토브는 바알 쉠 토브를 가리킨다. 

앞글자를 따 약칭으로 ‘베슈트’라고도 불린다. 바알 쉠 토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

니고 있었으나 다른 발레이 쉠들과는 달랐다. 대다수 발레이 쉠들과 달리 그는 영적

인 수행에 몰두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런 이들을 ‘경건한 자’라는 뜻의 하시드라 

불렀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하시드와도 조금 달랐다. 다수의 하시드들은 세속에서 

물러나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다. 바알 쉠 토브는 죽을 때까지 유대 공동체 마을에 

머무르며 그를 찾아오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맞이했다. 그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학문적이고 금욕적인 유대 전통에 만족하지 못한 탈무드 교사, 카발리스트, 랍비, 설

교자들이 찾아와 그의 제자가 되었다.51)   

    바알 쉠 토브의 집단이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대중 운동으로 

번진 이유로는 그의 특별한 능력이나 카리스마를 들 수 있다. 로스먼은 당시 폴란드 

사회에 대중적인 신비주의가 만연하여 영적으로 뛰어난 이가 이적을 행한다는 관념이 

유대 ·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발레이 쉠은 랍비

와 유사하게 존경받는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또한 유대 공동체는 발레이 쉠

과 같이 유대인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치료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며, 

바알 쉠 토브 역시 활동 초기부터 유대인의 지지를 받아 자신만의 교육 집단을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로스먼은 발레이 쉠에 대한 사회적 관습이 

바알 쉠 토브가 공동체에 끼친 영향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52)

    필자는 그의 사상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는 실용적인 카발라가 아닌, 개개인이 직접 신과 친교를 맺어

야 한다는 영적인 가르침을 강조했다. 그의 가르침을 하시디즘이라는 운동으로 이끌

어낸 제자들 역시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과 신과의 합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당시 유대 공동체에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에는 동유럽의 사

회적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종교운동 중 하나인 하시디

즘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발레이 쉠이나 랍비들과 구별되는 사상적 

50) Rabbi Israel Baal Shem Tov, Ba’al Shem Tov 등으로도 표기된다.  

51) Dubnow, “The Beginnings,”, 31-36; Satlow, Creating Judaism, 78-79. 

52) Rosman, Founder of Hasidism, 1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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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느님 야훼는 오직 한 분이신 야훼이시니(｢신명기｣ 

6:4)’로 시작되는 셰마(Shema)는 유대인의 신앙고백으로, 하루 세 번 올리는 유대 기

도의 일부이다. 셰마는 유일신을 따르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바알 쉠 토브는 여기에 �조하르�의 구절을 덧붙였다. ‘Leit atar panuy minei(｢

티쿠네이 조하르 75a｣)53)’는 ‘신이 없는 곳은 없다’, ‘신이 없는 존재는 없다’란 뜻이

다. 중세 카발리스트들은 이 구절을 카발라의 신지학과 상징체계로 풀이했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믿고 깨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바알 쉠 

토브는 하나와 전부를 연결시켰다. 그에 의하면 신은 하나이면서, 다수(多數)이고, 전

부이다. 모든 것이 오직 신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 주체와 객체, 선과 악, 성과 속 등

의 구분은 실재하지 않는다.  

    신이 하나이자 전부라는 개념은 중세 카발라와 당시 카발리스트 집단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세계관과 생활양식에서는 이원적인 관점이 일정 부분 남아있었

다. 다수의 카발리스트들은 세상을 물질세상이라는 껍질(kelipah)과 껍질에 갇힌 신의 

현존인 셰키나, 선과 악, 성과 속, 유배와 구원, 삶과 죽음 등이 투쟁하는 장소로 보

았다. 그리고 카발라 지식을 소유하고 수행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에 영향을 끼쳐 위의 투쟁에서 신이 승리하도록 돕는다고 믿었다. 이들은 신의 창조

과정, 특질 등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 이에 대한 주해를 남겼고 그룹 내에서만 

공유했다. 또한 자신들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들이라는 책임감에서 세속적인 일에서 

물러나 문헌 공부와 고행 등의 엄격한 수행을 했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선과 악, 유배와 구원 등의 개념을 신의 전체성 안에

서 통합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악조차도 신에게서 나왔으며, 신이 하는 모든 일은 선

하므로 정말로 악한 것은 없다고 믿었다.54) 또한 모든 것이 신이므로 모든 존재와 행

위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와 일상을 떠날 필요가 없

으며, 누구든 있는 자리에서 신과 하나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55) 이를 두고 “카발라

는 사람을 천상으로 데려갔고, 하시디즘은 천상을 사람에게로 가져왔다.”고 표현하기

도 한다.56)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천상과 지상의 구분을 지웠다고 덧붙이고 싶다. 

53) ｢티쿠네이 조하르(Tikkunei/Tikkuney Zohar)｣는 �조하르�의 창세기에 대한 주해 부분으

로, 초기 �조하르� 문헌보다 후대에 작성되어 유포되다가 �조하르� 주요 문헌에 덧붙여졌

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취급된다. Green, A Guide to the Zohar, 63-64. 

54) Schochet, Tzava’at Harivash, 123-25. 

55) Elior, The Mystical Origins, 8-9, 30-39.  

56) Peter Cole and Aminadav Dykman(trans. and eds.), The Poetry of Kabbalah: 
Mystical Verse from the Jewish Traditio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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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알 쉠 토브는 이디시어와 우화를 즐겨 사용하면서 신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인간의 

언어인 이디시어, 전문용어와 대중용어의 가치적인 구분을 지웠다.57) 또한 평범한 사

람들의 일상적인 믿음과 노동 행위를 카발리스트들의 공부 및 수행과 동일 선상에 올

려놓으면서 엘리트와 대중,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을 지웠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 특징을 신과 인간의 비이원성, 성과 속의 비이원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7) Dan, Kabbalah,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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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과 인간의 비이원성

1. 공(Ayin) 과 존재(Yesh) 

중세 이전부터 유대 철학자들은 신의 말씀이 공(nothingness)에서 나왔으며, 이 말씀

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이 공으로부터의 창조 개념은 신은 일자(一者)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플라톤주의

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플로티노스(Plotinus, 204-270)는 근원이자 하나인 신이 흘러

넘쳐 모든 영혼과 물리적 세계를 만들어내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상 전

체는 신의 연속적인 유출로 존재하며, 서로 이어져 있다. 카발리스트들은 신플라톤주

의에 입각한 유대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신을 공이라 보았고, 이 공에서 신성이 유출되

어 세상과 존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창조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했다. 그래서 

중세 카발라는 신에 대한 사색적인 앎, 신지학(theosophy)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카발리스트들은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 즉 신과 존재의 관계를 일부 신플라

톤주의나 초기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저주받은 곳으로 보는 대신, 신성의 빛이 적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시 빛으로 

가득 찰 가능성의 세계로 보았다. 이 신지학은 �조하르�에서 집대성되었다.58)

     �조하르�에는 세피로트라는 단어나 세피로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색(色), 신인동형(神人同形) 등 다양한 상징체계를 이용해 은유적으로 설

명한다. 또한 �조하르� 속 주인공인 랍비 시몬 바 요하이와 그의 집단이 겪는 사건이

나 서로에게 하는 여러 이야기 속에 신과 창조, 세계가 암시적으로 표현된다. 때문에 

많은 카발리스트들은 조하르에 대한 저마다의 주해를 남겼다. 다양한 해석은 랍비 문

헌 해석방식에서 비롯된 고전적인 유대 전통이다. 예를 들어 현대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탈무드는 라쉬(Rashi, 1040-1105)59)의 버전이나 각 공동체

마다 라쉬의 탈무드에 저마다의 해설을 덧붙여 왔으며 현재에도 덧붙이고 있다. 기록

에 따르면 바알 쉠 토브는 �조하르�를 비롯한 카발라 문헌을 두루 익혔으며, 실제 그

58) Daniel C. Matt, “Ayin: The Concept of Nothingness in Jewish Mysticism,” The 
Problem of Pure Consciousness: Mysticism and Philosophy, ed. Robert K. C. 

For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127-29; Pinchas Giller, 

Reading the Zohar: The Sacred Text of the Kabbala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69-70; Nathan Wolski, A Journey Into the Zohar: An 
Introduction to the Book of Radianc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0), 166-80.  

59) 이름은 랍비 슐로모 이츠하크/솔로몬 벤 이삭(Rabbi Shlomo Yitzhak/Solomon Issac)

이며 주로 이름 앞글자를 딴 약칭 ‘라쉬’라 불린다. Judith R. Baskin, “Rashi,”, 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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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르침에는 카발라의 주요 용어와 상징체계가 등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바알 쉠 

토브에 관한 문헌이 교육받은 카발리스트들을 위해 그가 저술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사람들에게 전한 그의 구술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라는 특징에 주목하고 싶다.  

    중세 카발리스트들과 바알 쉠 토브는 모두 신과 존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그러나 중세 카발리스트는 신에 대한 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신과 존재가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시디즘 문헌에서 신의 

유출, 세피로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도자들이 저술을 남긴 3세대부터 본격적

으로 등장한다. 필자는 중세 카발라는 신‘에 대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바

알 쉠 토브는 신과 존재, 천상과 세상, 현세와 내세 등의 구분을 지우며, 바로 이 자

리에서 신‘을’ 아는 것을 중요시했다고 생각한다. 이 강조점에 따라 바알 쉠 토브는 

기존 카발라의 용어, 상징, 관례, 주해 등을 인용하면서 그 범주와 의미를 변화시켰

다. 이에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강조한 ‘신의 편만함’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카발라에서 신은 어떠한 형태, 특질, 한계, 정의가 없으므로 ‘엔 소프(En Sof)’60)

라 한다. 엔 소프는 ‘무한한’, ‘끝/한계가 없는’이란 뜻이다. 줄여서 ‘아인(Ayin)’61)이

라고도 한다. 아인은 주로 ‘공(nothingness)’, ‘무(naught)’로 번역된다. 여기에서 공

이나 무는 ‘있음’이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알거나 파악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니므로(no-thingness), 아인이라 한다. 엔 

소프와 아인은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로는 가 닿을 수 없는 신의 초월적인 무한함과 

모든 존재에 편만한 신의 내재적인 무한함을 상징한다.62)

    13세기 카발리스트 헤로나의 아즈리엘(Azriel of Gerona)은 가시적이거나 생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경계가 있고, 유한하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아인, 엔 소프로서의 신은 끝이 없고 무한하므로 그 어떤 것도 신 밖에 있지 않으며, 

신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콜도베로는 엔 소프로서의 신을 숫자 

1에 비유했다. 그에 따르면 1은 스스로 세워지는 수이자 다른 모든 수들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는 이 1에 잠재성으로서 포함되어 있으며, 1에서부터 모든 수들이 

현실화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엔 소프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자 근본 원인으로, 모든 

존재를 현실화하면서 모든 존재 안에 현존한다.63) 그러므로 카발라와 하시디즘에서는 

아인, 엔 소프야말로 궁극적인 실재(實在)라 본다. 이는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

60) Ein Sof, Ayn Sof, Eyin Sof 라고도 표기된다. 

61) Ayn, Ayyin 이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62) Aryeh Wineman, The Hasidic Parable: An Anthology wit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179.

63) Dainel C. Matt(trans. and ed.), The Essential Kabbalah: The Heart of Jewish 
Mysticism (New York: Harper One, 1995), 29-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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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서 이 세계가 오직 신이며, 신과 

분리된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바알 쉠 토브의 문헌에는 창조과정에 대한 

서술이 적지만 이 사상을 이어받은 하바드 하시디즘의 교리에서 그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하바드 하시디즘의 창조과정에 대한 설명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신은 창조를 위해 의지를 내어 그 자신을 드러낸다. 이를 ‘오르 엔 소프(Or En

Sof)’, 무한한 빛이라 한다. 여기에서의 빛은 햇빛과 같이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 신의 

무한한 의지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주지하다시피 유대 전통에서는 신에 대한 이미지

를 엄격히 금한다. 그러므로 랍비 문헌과 유대 신비전통 문헌에서는 특정한 상징을 

이용해 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왔다. 그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가 빛이다. 이 빛에서 

신의 열 가지 특질인 세피로트가 방사되면서 비물질영역과 물질영역을 포함한 여러 

세계들과 존재들이 창조된다. 첫 번째 특질인 케테르는 왕관이라는 뜻으로, 신의 의지

를 나타내며 엔 소프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영역으로, 

신의 열 번째 특질인 말쿠트에 해당한다. 말쿠트는 세상에 내재한 신의 현존, 셰키나

로 불리기도 한다.64) 필자의 생각에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상과 연관하여 이 창

조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물질과 비물질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무한한 빛으로서의 신, 오르 엔 소프

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오르 엔 소프의 창조는 시간 상 특정한 지점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순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끝없는 과정이다. 

이 점에 입각하여 예를 들어 살펴보자. 오르 엔 소프는 인간을 인간이라는 형태로 만

들었다. 인간이 물고기나 곰의 형태가 아닌 인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육

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법칙이 오르 엔 소프에 의해 인간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물고기와 곰 역시 오르 엔 소프에 의해 그렇게 존재하며 동식물뿐 아

니라 공기, 돌과 같은 무생물 또한 오르 엔 소프의 요소와 법칙에 의해 각각의 존재

에 맞게 이루어졌다. 형태뿐 아니라 작용 역시 오르 엔 소프에 의한 것이다. 인간이 

먹고 자는 것은 인간에게 음식물 섭취와 수면이 필요하게 만든 오르 엔 소프의 작용

이다. 또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모든 근육이나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활동하는 폐, 

64) 세피로트에 대한 설명은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필자가 참고한 하바드 하시디즘

의 각 세피라(Sefirah, 세피로트의 단수형) 설명은 다음과 같다. ‘케테르(Keter, 왕관)’, ‘호

크마(Chochmah, 지혜)’, ‘비나(Binah, 명철)’, ‘헤세드(Chesed, 친절; 은총; 자애)’, ‘게부

라(Gevurah, 강함; 힘; 만연함)’, ‘티페렛(Tiferet, 아름다움)’, ‘네짜(Netzach, 인내; 승리)’, 

‘호드(Hod, 웅장; 장엄)’, ‘예소드(Yesod, 토대)’, ‘말쿠트(Malkut, 통치권; 왕위)’. Jacob 

Immanuel Schochet, Mystical Concepts in Chassidism: An Introduction to 
Kabbalistic Concepts and Doctrines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88), 

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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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과 같은 장기 또한 모두 오르 엔 소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오르 엔 소프에 의

해 생명력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 또한 오르 엔 소프에 의한 것이다. 비록 인간 개개인

의 생각, 감정 등은 특정한 비물질영역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 영역들 또한 오르 엔 

소프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오르 엔 소프에 

의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총체는 오직 오르 엔 소프에 의한 것으로, 인간은 

오르 엔 소프의 머무름이자 드러남이다. 이처럼 오르 엔 소프는 드러나지 않은 잠재

성으로서의 미현현(未顯現)과 드러난 현현(顯現)을 모두 포함한다. 한 인간의 삶이 오

르 엔 소프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 즉 세상은 

오직 오르 엔 소프의 펼쳐짐이며, 오르 엔 소프와 엔 소프는 다르지 않으므로 엔 소

프, 신이야말로 궁극적인 실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는 신이 모든 곳에 

현존하면서 영원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신을 그저 역사 속에서 오래전에 한 번 세상을 창조하고 더는 창조하지 않거

나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겨둔다.......(그러나) 신은 단순하고 자기 의지적이며 

절대적으로 전능하다. 신의 지혜는 조건 지워지지 않으며 밖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다. 

신의 의지는 다른 의지나 그 의지로 이끄는 다른 원인들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다.......신은 생명을 일으키는 이이며, 존재를 창조하는 자이며, 유지하는 자이자 커다란 

자애로 매일 모든 창조의 행위를 새롭게 하는 자이다.65)

여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신의 창조에 대한 인과적 개념을 부정한다. 신은 한 시점에 

창조한 후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 의지로 창조를 되풀이하면서 이 순간, 

여기에 인간과 함께, 또 인간 안에 있다. 필자는 당시 폴란드 유대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발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유대 공동체는 간헐적인 

학살뿐 아니라 ‘피의 비방(blood libel)’66)으로 지속적인 불안에 놓여 있었다. 또한, 

대다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거를 허락받는 조건으로 원주민들보다 높은 비율의 

세금을 할당받았으며,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볼모로 잡혀갔다. 기록에 따

65)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32-33.  

66) ‘피의 비방’은 유대인들이 제의에서 쓸 피를 위해 그리스도교인을 납치해 살해했다는 혐

의를 가리킨다. 흑사병이 돌기 시작한 중세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피의 비방’은 ‘우물에 

독 풀기’, ‘신성 모독(host desecration)’과 함께 유럽 유대인 박해의 주요 주제였다. �시브

헤이 하베슈트�에도 피의 비방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이 중 한 이야기에는 역사적 사

실과 전설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1753년, 그리스도교 소년을 죽인 혐의로 파블리시

(Pavlysh)라는 작은 마을의 유대인 24명이 고발당한다. 이 중 12명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

여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12명은 고문 끝에 처형당한다. 이를 막지 못해 비통에 잠긴 바

알 쉠 토브 앞에 죽은 자의 영혼이 등장한다. Ben-Amos, In Praise, 1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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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받은 기부금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에게 주거나 옥에 

갇힌 인질의 몸값으로 사용하였다.67)

    이러한 상황에서 바알 쉠 토브는 신이 유대인과 함께 하며, 유대인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필자는 있는 자리에 신이 현존해 있음을 

강조한 점이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상의 토대이며 기존 카발라와 차별되는 지점

이라고 생각한다. 사페드 카발리스트들 역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엔 

소프가 매 순간 끝없이 창조하며 모든 존재에 현존한다고 보았으나 선과 악, 죄와 고

통, 유배와 구원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이들은 신의 현존인 셰키나가 상위의 

세피로트들과 분리되어 유대 민족과 유사하게 세상에 유배되어 떠돌면서 고통받고 있

으며, 카발리스트들의 노력으로 다시 세피로트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

페드 카발리스트들은 셰키나를 좇아 방랑하고 고행을 했다. 여기에는 무한한 신인 아

인과 신의 현존인 셰키나, 유배와 구원의 분리가 존재한다.68)

    바알 쉠 토브는 신이 창조자, 유지자이며 궁극적인 실재임을 주창하면서 아인과 

셰키나, 유배와 구원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학자들은 바알 쉠 토브가 기존 카

발라 세계관에서 신의 편만함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만유내재신론적인 하시디즘의 특

징을 형성했다고 본다. 이는 초기 하시디즘뿐 아니라 후대에서도 가장 즐겨 인용되는 

구절이 앞서 등장한 �조하르�의 “신이 없는 곳은 없다.”와 ｢이사야서｣ 6장 3절의 “모

든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69) 나아가 바알 쉠 

토브는 신의 편만함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머무는 얕은 수준의 믿음은 토라의 가르침

과 계율을 준수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은 신은......저 높은 곳, 저 하늘 너

머에 앉아 있다고 상상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 창조의 존재

가......창조자와 분리되었다고 믿으며, 신이 모든 세상에서 추상적이며 떨어져나가 있고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이 수준보다 높은 믿음은 신이 모든 존재에 신성의 현존을 

불어넣었음을 믿고 깨달은(have realized) 자들의 것이다.70)    

히브리어로 존재는 ‘예쉬(yesh)’이다. 중세 카발라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한한 빛

으로서의 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를 그릇들(keilim)이라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67) Dubnow, “The Beginnings,”, 37-40. 

68) Lawrence Fine, Physician of the Soul, Healer of the Cosmos: Isaac Luria and 
His Kabbalistic Fellowship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55-76.

69) Dan, Kabbalah, 96; Daniel M. Horwitz, A Kabbalah and Jewish Mysticism Reader
(Philadelphia;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183.

70)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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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카발라를 대표하는 사상가 중 하나인 루리아는 오르 엔 소프, 무한한 빛을  

제대로 담지 못한 깨어진 그릇에서 악이 나오며 선과 악의 긴장관계가 생겨난다고 말

했다. 바알 쉠 토브는 모든 그릇에 아주 적더라도 빛이 있으므로 모든 존재에 신성이 

현존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신과 존재의 분리, 선과 악의 분리는 실

재하지 않으며, 이를 믿고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문단에서 바알 쉠 토브는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라는, 유대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관습보다 신과 자신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관념의 타파를 우위에 두

고 있다. 또한 그는 믿음에는 수준이 있으며, 더 높은 믿음은 ‘확증’, 즉 ‘신의 현존을 

직접 깨달아 아는 것’이라 하여 믿음에 깨침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이 믿음에 대

한 바알 쉠 토브의 주장에서 세피로트를 비롯하여 신에 대한 묵상적인 앎을 중요시 

한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지식이

나 계율이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지식이나 계율이 필요 없이도 누구

든 신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동유럽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분위기와는 달랐다. 

    동유럽 유대 사회에는 바알 쉠 토브처럼 여러 유대 공동체를 방랑하며 시장이나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을 마기드(maggid)라 한다. 마기드들과 랍비

들은 토라 공부와 율법 준수를 강조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의 벌이 있으리라 

외쳤다. 당시 유대인이 겪던 수난을 나태한 종교생활과 계율위반의 결과로 여긴 이들

도 있었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비난 대신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한다

고 보았다.71) 오히려 그는 지나친 비판과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

을 심어주는 설교자들을 꾸짖었다.72) 디아스포라를 거치며 유대 전통은 랍비 중심으

로 발전해왔다. 랍비 전통에는 종교와 법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루는 토론(pilpul) 

문화가 있었는데, 이 전통에 따라 회당에서 랍비들끼리 오랜 시간 논쟁을 벌였다. 이

러한 논쟁으로 각 유대 공동체의 법률, 윤리 등이 확립되었지만 때로는 핀 위에서 얼

마나 많은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지와 같이 사변적인 주제로 흐르기도 했다.73)

    �시브헤이 하베슈트�에는 뛰어난 지식을 지녔으며 타인과의 논쟁을 즐기는 한 랍

비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랍비는 바알 쉠 토브와의 식사자리에서 다른 랍비에게 어

려운 문제를 제출해 논쟁을 시작하지만 지고 만다. 그러나 그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

하고 천문학 이야기를 꺼내 다시 상대와 토론하려고 한다. 이에 바알 쉠 토브는 능력

을 발휘하여 일시적으로 랍비의 지적 능력을 없애버린다. 책을 펴도 한 글자도 알지 

71) Buxbaum, The Light and Fire, 54.

72) Ben-Amos, In Praise, 182-83. 

73) Neal Karlen, The Story of Yiddish: How a Mish-Mosh of Languages Saved the 
Jews (Harpercollins E-Books, 2008), 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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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된 랍비는 바알 쉠 토브를 찾아와 자신이 배운 것을 되돌려달라고 말한다. 이

에 바알 쉠 토브는 토라 공부가 논쟁하고 남을 놀리기 위한 것이냐고 그를 꾸짖는

다.74) 바알 쉠 토브가 지위나 지적 능력, 법률보다 진정성 있는 믿음, 헌신, 열망을 

강조한 사실은 그의 가르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우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왕은 마법으로 그의 궁전에 많은 벽을 만들고는 궁전 안에 숨었다. 무시무시한 벽들이 

동심원(同心圓)으로 배열되었고 각각의 벽은 중심으로 갈수록 높고 두꺼워졌다. 벽 위

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아래에는 야생동물이 있었다.......왕은 누구든 궁전으로 그를 보

러 오는 이는 후하게 보상받으리라 공표했다.......많은 이들이 도전했으나 되돌아갔

다.......하인은 왕의 명령에 따라 벽 뒤에 돈과 보석을 들고 서 있다가 들어오는 이에게 

주었다. 이를 받은 몇몇 이들은 만족해서 돌아갔다.......대부분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장

애물을 두려워하거나 쌓여가는 보상에 만족해서 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왕의 아들, 왕자는 달랐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열망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왕자는 벽, 병사, 야생동물을 보고는 놀랐다. 

그는 아버지가 어째서 이 모든 장벽과 장애물 뒤로 숨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다다를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의 열망은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 어떤 보상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각오도 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타

오르는 심장에서 나오는 용기로 그는 자신을 내버리고 희생을 하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를 불렀다. 그의 아버지인 왕은 아들의 울음과 그의 완전한 자기

희생을 보고는 순식간에 벽과 장애물을 없애버렸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존재하지도 않

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제야 왕자는 벽도, 병사도, 동물도 없음을 보았다. 아버지인 

왕은 바로 그 앞에, 거대한 왕좌에 앉아 있었다.......모든 세계가 왕의 영광으로 빛났다. 

모든 것은 고요했고, 나쁘거나 좋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때 왕자는 벽과 장애물은 마

법적인 환상이었으며 그의 아버지인 왕은 정말로 숨거나 모습을 감춘 적 없이 언제나 

그와 함께 있었음을 깨달았다.75)

왕은 ‘빛’, ‘아버지’와 더불어 유대 전통에서 신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신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고 보는 카발라에서는 영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상

징과 은유적 표현이 발달하였고, 카발라를 수용한 하시디즘에서도 다양한 상징이 등

장한다. 그러나 카발라와 하시디즘 모두 이러한 상징과 표현에 시간적, 공간적, 유형

적인 의미는 없으며, 상징에서 물리적인 빛, 인간인 아버지, 왕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한다.76)

74) Ben-Amos, In Praise, 188-89. 

75)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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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발라 문헌에서 신을 왕으로 표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의 열 가지 특질 중 첫 

번 세피라인 케테르가 ‘왕관’을, 마지막 열 번째 세피라인 말쿠트가 ‘주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은 그 자신이 왕이자 왕국이며, 왕자를 비롯하여 왕국의 모든 

요소를 만들고 부리는, 아인으로서의 신을 나타낸다. 왕자는 왕의 특질을 이어받은, 

즉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신성을 지닌 자이다. 또한 왕자는 신을 향한 열망으로 신

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이를 뜻한다. 

    벽, 장애물은 신과 인간, 세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인간의 이원적인 

의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이는 그저 왕이 부린 마법에 의한 

환영일 뿐이다. 이 세계는 각각의 사물로 구분된 듯 보이지만 이는 사실 신이 자신을 

숨기면서 덮고 있는 겉옷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보상을 

받고 나서 만족하는 자, 즉 신보다 자기를 중요시하는 자는 결코 신과 조우할 수 없

다. 이들과 달리 왕자는 보상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목숨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

다. 바알 쉠 토브는 이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신만을 구하는 

자세가 진정한 헌신이며, 이러한 헌신에서 환상이 사라지며 인간은 신이 늘 함께 있

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보았다. 

    �조하르�에도 왕과 왕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한 이야기에서 왕자는 

왕궁에서 떨어진 마을에 살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을 사

람들은 오랫동안 자신들과 함께 산 왕자가 마을을 떠나 궁으로 간다는 사실에 슬퍼한

다. 그러나 한 현자는 왕자의 아버지가 있는 궁이야말로 왕자가 있어야 하는 장소라

고 말한다. 이 이야기에서 왕자의 왕궁으로의 회귀는 육체적인 죽음을 암시한다. 따라

서 왕궁에서 나와 마을에 살게 된 왕자는 물질 세상에 태어난 인간을 가리키며, 인간

의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나타낸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왕과 왕자뿐 아니라 왕비도 등장한다. 왕자가 나쁜 행동을 

저질렀을 때, 왕은 화가 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왕자의 악행이 이

어지자 왕은 그를 궁에서 내쫓기로 한다. 왕비가 이를 알고 슬퍼하자 왕은 왕자를 궁

에 머물게 하되, 앞으로 왕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왕비에게 묻기로 한다. 왕자가 

또다시 죄를 저지르자, 이번에 왕은 왕자와 왕비를 모두 내쫓는다. 왕은 어머니가 자

신과 함께 고통 받는다면 왕자가 회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첫 번째 세피라인 케테르, 엔 소프를 나타내고, 왕비는 열 번째 세피라인 셰키

나, 왕자는 인간을 뜻한다. 그러므로 왕자와 왕비가 유배된 곳은 이 세상이며, 왕자가 

함께 유배된 어머니를 보고 뉘우칠 때에야 왕자와 왕비는 왕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케테르, 셰키나,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카발라 세계관의 특징

76) Schochet, Mystical Concepts,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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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나타낸다.77) 또한 앞서 살펴본 사페드 카발리스트들의 유배-귀환 해석과도 연

관된다. 

    이제 �조하르�의 이야기와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를 비교해보자. �조하르�에서 

왕자는 궁에서 쫓겨나 다른 장소에 있다. �조하르� 역시 신이 없는 곳은 없다고 보므

로 세계관의 측면에서는 궁과 유배지와의 차이가 없으나, 상징과 표현에서는 왕이 있

는 곳과 왕자가 있는 곳 사이에 구분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

에서는 왕자와 왕이 있는 곳의 분리가 없다. 왕자는 처음부터 왕이 있는 장소에 있

다. 신이 이 세상에 편재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간의 상징적 분리를 지

워버렸음을 알 수 있다.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인간이 신을 진정으로 구할 때, 신은 

환상을 없애주고 인간은 신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으며, 자신이 신 안에 있음을 알

게 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카발라에 있던 유배-귀환, 천상-지

상의 이분법적 경계를 한층 더 무너뜨렸음을 알 수 있다.   

    유대 전통에서 유배와 귀환, 천상과 지상의 이분법은 고전적인 개념이다. 이는 

히브리 성서의 ｢창세기(Bereshit)｣와 ｢출애굽기(Shemot)｣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되었

다. 랍비 문헌과 유대 신비전통 문헌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Adam)은 인류의 

근원이다. 랍비 전통에서부터 유대 민족의 영혼 바탕에는 아담의 영혼이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지상에서 노동하고 고통을 겪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유대인 또한 아담을 따라 그렇게 되었으며, 이것이 유대 

민족의 유배-귀환, 에덴동산-지상의 기원이라고 본다. �조하르�의 왕과 왕자 이야기 

또한 인류에 내재한 아담의 죄, 뉘우침, 귀환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 먹은 일에 대한 유대 전통의 해

석은 다양하다. 하시디즘의 해석 중에는 이 열매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즉 이원적

인 의식을 상징한다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뱀은 아담에게 그가 선과 악을 구분하

지 못하므로 선택을 내릴 수 없으며, 그렇기에 어떤 예배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한

다. 그런데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아담이 선한 것을 골라 예

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신에게 큰 보상을 받게 되리라 부추긴다. 아담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열매를 먹었다. 하시디즘에서는 아담이 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

는 아담 자신을 염려하여 열매를 먹지 말라는 신의 말이 아닌 뱀의 말을 들었으며, 

이것이 그의 진짜 죄라고 본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아담은 신에 의해 창조되어 신과 

함께 있었으므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아담은 개별

적인 자기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뱀을 선택했다.78)

77) Aryeh Wineman, Mystic Tales From the Zohar (Illinois: Varda Books, 2001), 5-6,  

10-12. 

78) Louis I.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Tales and Teachings of the Hasid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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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아담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의식과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집착

을 갖게 되었다. 이에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어 가죽옷을 입고 땅에서 

살게 되었다. 가죽옷은 영혼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가죽을 입게 되었음, 즉 육체를 가

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담은 인류의 근원이므로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가 ‘나’라는 

이원적인 의식과 육체를 갇힌 채 물질 세상에 살게 되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히

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유배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다.    

    히브리어로 이집트는 ‘미쯔라임(Mizraim)’79)이다. 랍비 문헌에서부터 이 단어는 

‘곤궁, 곤경, 속박’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메이짜(meitzar)’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유

대 신비전통에서는 이 속박을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왔다. �조하르�에서 유배(galut)

란 신성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인간의 영혼을 의미한다.80) 바알 쉠 토브는 이 

영혼의 유배를 인간의 내적 상태로 풀이했다. 그는 신성한 앎(daat)이 유배되어 있는 

상태가 ｢출애굽기｣의 유배라 보았다.81) 여기에서의 앎은 신이 전부이며, 신과 분리된 

존재는 없다는 앎을 뜻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모든 세계는 그로 인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며 그를 덮

은 겉옷이다. 이는 마치 껍데기가 몸 일부분인 달팽이와 같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성의 힘으로 매 순간 창조되어 존재로 유지되며 신성 안에 있다. 그 힘이 사라진다면 

존재는 즉각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는 모든 땅이 신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신이 

현존하지 않는 곳은 없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깨닫고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알아야 한다. 

그대가 신이 모든 사물, 움직임, 생각에 있으며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가 모습

을 감춘 덮개와 겉옷임을 알게 될 때, 그대가 신이 바로 거기 숨어있음을 알게 될 때, 

더는 어떤 감춤도 없으니 모든 ‘죄악을 행하는 것들’은 사라진다. 우리와 신을 분리하

는 장애물은 없다. 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82)

신의 덮개와 겉옷은 궁극적인 실재인 엔 소프와 세피로트, 창조물을 가리키는 카발라

의 고전적인 표현이다. 콜도베로의 숫자 비유를 들어 간단히 설명해보면, 숫자 5에는 

(New York: Bloch Publishing Company, 1946), 95; Martin Buber, Ten Rungs: 
Collected Hasidic Saying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1947]), 44.

79) mitzrayim으로도 표기된다. 

80) Wolski, A Journey into the Zohar, 59-61.

81) Ora Wiskin-Elper, Wisdom of The Heart: The Teachings of Rabbi Yaʻakov of 
Izbica-Radzyn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0), 28. 

82)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7. 바알 쉠 토브는 ‘죄악을 행하는 것들(workers of 

iniquity)’을 실제적인 죄,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인간 내면에 있는 특성들이라고 

본다. Schochet, Tzava’at Harivash, 139. 따라서 위의 구절은 신을 깨달은 자의 내면에

서는 그러한 특성들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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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수인 1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5는 1의 덮개, 겉옷이라 할 

수 있다. 5를 비롯한 모든 수에 1이 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존재에 엔 소프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바알 쉠 토브는 이러한 앎이 없는 상태, 즉 사람이 자신을 분리된 존재

로 여기고 세상에서 ‘다름’을 보는 의식 상태가 유배임을 강조했다.83) 그의 후계자인 

도브 바에 또한 신이 이 세상 전부이며 모든 존재가 신에게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무지한 의식 상태를 이집트에서의 유배라고 보았다.84)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의식의 측면에서 이원성의 초월을 강조했다. 필자는 이 점이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며, 

그의 사상과 하시디즘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 사상을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과 카발라와의 연장선에서 분석하였다. 숄렘은 하시디즘이 샤바타이 쩨비의 등장과 

크고 작은 메시아운동, 메시아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바탕으로 루리아식(Lurianic) 카

발라에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보았다.85) 숄렘의 제자들 역시 하시디즘은 루리아

식 카발라에 영향을 받았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필자는 선과 악, 유배와 귀환 등을 

나누어서 본 루리아식 카발라와 바알 쉠 토브의 사상 사이에는 차이점 또한 명확하다

고 본다. 최근 들어서는 하시디즘이 카발라의 상징을 사용하면서 유대 신비전통의 신

학 체계와 교리를 간단히 대중 친화적으로 재건했다는 입장이 늘고 있다.86) 필자는 

여기에 ‘이원적인 의식 초월’에 대한 방점이 재건의 핵심 요소라고 덧붙이고 싶다. 

    바알 쉠 토브를 비롯한 하시디즘 문헌에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설명이 자주 등장

한다. 바알 쉠 토브는 이원적인 세계관에 갇혀 개별적인 자기를 전부로 여기는 의식

을 좁은 의식(katnut)87)이라 했고, 개별적인 자기가 소멸하여 신 의식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넓은 의식(gadlut)88)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즉 진정한 귀환(teshuvah)89)은 인간이 좁은 의식에서 넓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라 보았다. 도브 바에 역시 귀환은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에서 공이 되는 의식 상태라

고 강조했다.90) 좁은 의식과 넓은 의식, 귀환은 카발라에서부터 상용되어 온 개념이

나 바알 쉠 토브는 세상, 즉 이 자리에서의 의식 변환과 귀환에 초점을 맞추었다.91)

83) Schochet, Tzava’at Harivash, 117-18.

84)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205-07.

85) Scholem, “Devekut, or Communion with God,”, 203-27. 

86)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48. 

87) 원래 뜻은 ‘사소함, 하찮음(pettiness)’이며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신과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인간의 의식을 뜻하므로 ‘작은 마음상태(small-mindedness)’ 등으로 번역된다. 

Elior, The Mystical Origins, 213. 

88) 원래 뜻은 ‘광대함(greatness)’이며 하시디즘에서는 ‘카트누트’와 대비되는 인간의 내적 

상태를 가리킨다. Elior, The Mystical Origins, 211.

89) 카발라와 하시디즘에서 테슈바는 ‘뉘우침(repentance)’하여 죄를 교정하는 것과 ‘신에게

로 돌아가 하나 됨’의 뜻을 모두 가진다. Schochet, Tzava’at Harivash, 31, 67.  

90) Matt, “Ayin,”, 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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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조하르�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영혼이 근원인 신에게 다다르는 것을 

귀환으로 보고 있으나, 바알 쉠 토브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귀환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원적인 의식 전환의 중요성은 바알 쉠 

토브의 수행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젊은 시절부터 수행에 몰두하

면서 카발라의 다양한 신비 체험을 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시디즘의 대표

적인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드베쿳은 히브리 성서에 등장하는 단어이며, 카발라 전

통에서는 특정한 수행을 통해 신과 이어진 랍비, 카발리스트들의 희열에 찬 내적 상

태를 의미한다. 문헌에 따르면 바알 쉠 토브는 주기적으로 드베쿳을 체험했고, 희열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문헌에 따르면 바알 쉠 토

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성취의 순간은 드베쿳을 체험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의식이 

이원성을 완전히 초월했을 때이다.  

어디를 보아도 그(바알 쉠 토브)는 신의 빛이 모든 것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하늘, 

나무, 돌, 그의 발 밑 땅, 공기까지 모두가 신의 생명력으로 반짝이는 신성함이었

다.......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신이었다.......그는 신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며 그

렇기에 신이야말로 세상보다도 더 실재임을 알고 보았다. 모든 나무, 모든 돌이 신성이

었다. 오직 신뿐이었다.......그 날부터 그는 신 의식(God-awareness)에 있었다. 그는 

신성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며 신이 안팎에 두루 있음을 알았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은 끊임없이 신에 의해 창조되고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옴을 명확히 

알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기분, 모든 생각조차도 신에게서 오는 것이었다.92)

문헌에서는 신과 존재, 현상과 본질 등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인 신 안에서 분리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앎이야말로 진정한 신 의식이라고 본다. 또한 영적 완성에 이른 

바알 쉠 토브를 이원성을 초월하여 하나로 통합시킨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에 따르

면 바알 쉠 토브는 지상에 살면서 동시에 천상의 집에 거주했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자 천상에 거주하는 영혼으로 양쪽 모두에 동시에 존재했다.93) 이처럼 바알 쉠 토브

에 관한 기록에는 비이원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존재에게서 신을 보고자 노력하며, 

개별적인 자기를 신에게 내맡기라는 가르침은 그가 숨을 거둘 때에도 마지막으로 남

긴 말이었다.94) 그래서 하시디즘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존재의 소멸(bittul 

91) 루리아의 카발라에서 카트누트는 신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힘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을 

가리켰다. 카트누트(좁음)와 가드루트(넓음)를 인간 의식의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알 쉠 

토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Joseph Dan, “Hasidism: An Overview,”, ER.

92) Buxbaum, The Light and Fire, 101. 

93) Buxbaum, The Light and Fire, 120. 

94) Buxbaum, The Light and Fire, 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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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h)’95)이다. 여기에서의 존재란 오르 엔 소프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신성

의 창조물이자 담지자가 아니라, 신과 분리된 고유한 존재, 신과는 다른 무엇으로 여

기는 인간 의식에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히브리어 ‘이후드(yichud)’는 일치를 뜻하고, ‘페루드(perud)’는 분리를 뜻한다. 

이 일치와 분리는 유대 신비전통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존재들은 각각 고유

한 특성을 가지지만 이 모든 것은 신에게서 나왔으며 신이기에 사실상 하나이다. 이

를 헤로나의 아즈리엘은 “존재는 공(아인)의 상태에서 공 안에 있으며, 공은 존재의 

상태에서 존재 안에 있다. 공은 존재이며, 존재는 공이다.”라고 표현했다.96) 그러므로 

신과 존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별적인 존

재의 고유함에 사로잡히면 이는 자신을 신과 분리시키는 자세이다.97) 소멸되어야 하

는 존재는 페루드로서의 존재를 가리킨다. 즉 실재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 

내에서 ‘어떤 것’으로, 즉 ‘나’로 여겨지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까닭에 하시디즘 

문헌에서 소멸되어야 할 존재를 가리킬 때의 존재, 예쉬는 주로 자기(self)나 에고

(ego)로 번역되며, 초월해야 하는 장애물로 여겨진다.98)

    바알 쉠 토브는 히브리어 ‘나(Anyi, I)’와 ‘공(Ayin)’이 알파벳 구성은 같으며 순

서만 다르다고 말했고, 이는 제자 도브 바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되었다. 알파벳의 

순서가 바뀌면, 즉 개별적인 존재가 소멸하여 의식이 이원성을 초월하면 ‘나’는 ‘공’으

로 바뀐다. 이 관점에서 개인이 소멸한다고 해서 죽거나 사라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애초에 죽거나 사라지는 개인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은 삶과 죽음 같은 이분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같은 

상태, 공이자 전부인 신과 하나 된 상태로 변환된다.99)

    바알 쉠 토브는 사람이 이 상태에 이르면 신과 인간, 주체와 객체, 자기와 세계 

등의 구별은 사라지고 개인의 의지는 신의 의지에 용해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욕망, 분노 등이 사라진 평정(hishtavut)에 머무른다고 보았다. 

현상보다는 현상을 대하는 인간의 의식 상태를 중요시한 셈이다. 특히 필자는 기존 

카발리스트들은 주로 유대 공동체의 비극적인 현상을 카발라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설

명을 제시하려고 한 데에 비해, 바알 쉠 토브는 현상을 비극적으로 여기는 유대인의 

95) 개별적인 존재란 실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따라 ‘존재의 무효화(annulment)’라고도 한

다.

96) Matt, The Essential Kabbalah, 68.

97) Jacob Immanuel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Insights into the Nature of 
The Mystical Tradition in Judaism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90), 

48-49. 

98)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50-51. 

99) Matt, “Ayin,”,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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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카발라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점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

진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의 의식을 가로대(rung), 사다리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자가 하늘(신)

에 닿은 사다리를 갖는다. 그러나 사람마다 사다리에 대한 앎의 정도나 사다리에서 

위치해 있는 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이는 사다리의 존재조차 모를 수 

있으며 어떤 이는 힘겹게 몇 계단 오른 정도일 수 있다. 어떤 이는 높이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이는 사다리조차 필요치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바알 쉠 토

브는 모두가 실제로는 신에 의해 만들어진 사다리이자 신과 연결된 사다리이므로,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다.100)

    바알 쉠 토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다수의 사람이 이원적인 의식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각각의 사람에게 이원성을 초월하는 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에서 자료의 중심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비이원성

과 자료의 대상인 이원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들, 자료의 목표인 이원성의 초월을 중

심으로 바알 쉠 토브에 관한 문헌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에 등장하는 두 인용문

은 바알 쉠 토브가 가장 즐겨 읊었다고 전해지는 히브리 성서 두 구절과 이에 대한 

주해를 담고 있다.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da’eihu, ָדעֵ֑הּו). (잠언 3:6)” 이는 중요한 원칙이다. ‘다에이

후’는 ‘하나로 합친다’, 즉 ‘헤이(hei, 에 합침’을 뜻한다. 물리적인 일(ו ,vav)를 바브(ה

을 포함하여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로 합쳐져라.101)

‘다에이후(da’eihu)’는 문자적으로 ‘인정하다’, ‘알다’를 의미한다. 다에이후의 어근은 

‘알다’라는 뜻의 ‘야다(yada)’인데, 카발라에서 이 야다는 인간이 신에게 달라붙음, 신

과 인간의 결합을 상징한다. 바알 쉠 토브는 다에이후를 야다에서 온 단어의 첫 자 

‘다(da)’와 단어의 마지막 두 자 ‘헤이(hei)’와 ‘바브(vav)’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

명하고 있다. 카발라에서 ‘헤이’는 신의 특질 가운데 열 번째 세피라, 즉 물질영역인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말쿠트와 세상에 현존하는 신성인 셰키나를 상징한다. 바알 쉠 

100)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26-27. 유대전통 문헌에서는 토라의 상징을 사용

하여 신성한 세상을 ‘높은(above)’, 신의 빛이 점점 줄어드는 물질세상을 ‘낮은(below)’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공간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무한한 신의 빛의 세기를 상징적으로 나타

낸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시디즘에서는 세상 모든 곳, 모든 존재에 신이 있다고 보

므로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높고 낮음이 동시에 있다. 또한 이러한 상징에서 인간의 영적

인 진보를 ‘올리다, 고양시키다(elevate)’라고 표현하는데 이 또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의 표현일 뿐 본질적으로는 높이와 올라가는 주체 및 대상은 없다. 

101) Schochet, Tzava’at Harivash,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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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브는 ‘헤이’를 인간에 내재하며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신의 현존인 생명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바브’는 근원으로서의 신을 가리키는 유대 전통의 여러 명칭 중 하나

(‘Holy one, blessed be he’)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헤이’를 ‘바브’에 ‘다’함이란, ‘인

간에 내재한 신의 현존과 무한한 신을 하나로 결합시킴’을 의미한다.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이 직접 신과 하나가 될 때에야 비로소 신을 아는 것이라 말

한다. 또한 물리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바알 쉠 토브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생각, 행위 등은 신성하며 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성과 속의 구분은 존

재하지 않는다. 둘이 다르다는 것은 이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

로 바알 쉠 토브는 예배란 물리적인 일에서 물러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매순간, 모든 곳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

로 진정한 예배라고 주장했다.102)

“Shiviti(나는 놓는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신을 놓으니. (시편 16:8)”

‘나는 놓는다’는 평정(hishtavut)의 표현이다. 무슨 일이 생기건, 사람들이 그대를 칭찬

하건 창피하게 하건 혹은 그 외의 어떤 것이든 모두 그대에게 있어 똑같다.........무슨 

일이 생기건 “이것은 신에게 온 것이다. 그의 눈에 이것이 적합하다면......” 이라고 말

하라. 그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모두 하늘을 위한 것이므로 그대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차이가 없다.103)

‘쉬비티’는 ‘같은’이라는 뜻의 어근 ‘샤베(shaveh)’에서 온 단어이다. 여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개별적인 자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신에게서 왔으므로 궁극적

으로는 모두 같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한다. 칭찬이나 창피는 개별적인 자기, 

즉 존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의 근원은 신이므로, 근원적인 측면에서 보

았을 때는 칭찬과 창피에 차이는 없다. 또한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서는 신이야말로 

실재이므로 사람들과 나 사이에 구분은 없다. 나, 타인, 생각 모두 신에게서 왔으며 

신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하나이다. 바알 쉠 토브는 이 하나인 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

이 신을 자기 앞에 두는 것이며 진정한 평정이라고 말한다.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두 구절은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는 신과 

하나가 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을 자기 앞에 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과 청중을 고려했을 때, 두 가르침이 상반되지 않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스스로를 청중으로 생각하고,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르침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처음에 개인은 자기 자신이 무

102) Schochet, Tzava’at Harivash, 68. 

103) Schochet, Tzava’at Harivash,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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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이 아니라 신과 분리된 특정한 ‘나’가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건 신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 구분은 점

차 모호해진다. 그러다가 그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내

가 아니라 ‘신’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바알 쉠 토브에 의하면 모든 것은 신에게

서 나온 것이며 신의 드러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기라고 여겨온 ‘나’가 

단지 환상이었으며 신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자신과 하나의 대상이 되는 신이 결국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다음으로 개인은 처음에 칭찬과 비판을 듣는 ‘나’와 ‘나’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남’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에게서 왔으며 똑같다는 점에 초

점을 맞추면서 개인은 점차 칭찬을 듣는 ‘나’도, 칭찬하는 ‘남’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신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신을 앞에 두라는 가르침과 

신과 하나가 되라는 가르침은 모두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이라는 목표에서는 같은 결

과를 낼 수 있다. 필자는 이원성의 초월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상반되어 보이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형성하는 주요 개념들 역시 비이원성을 중심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하시디즘의 기쁨, 겸손, 열

정 등의 주요 덕목들을 각각의 특징으로 다루었다. 다음 장에서 필자는 이 덕목들 또

한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이라는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존재의 소멸(Bittul hayesh)   

   

1) 기쁨(Simha)104)

12세기 하시데이 아쉬케나지는 단식, 채찍질을 비롯한 엄격한 고행 및 순교까지도 수

행의 하나로 여겼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중세 카발리스트들의 삶은 금욕적이었다. 이

들은 유대 관례에 따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나, 소수의 랍비들끼리 공동체를 이루

어 살았다. 바알 쉠 토브는 금욕적인 관행이 지나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심리적 · 

육체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겼다. 특히 그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 

또한 신에게 왔으므로, 먹고, 마시고, 자는 등 인간의 모든 행위 또한 신성했다.105)

104) Simhạh 라고도 표기된다.

105) Schochet, Tzava’at Harivash,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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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람들에게 육체와 정신을 적당히 보살피면서 대신 의식을 신에게로 향하라고 

강조했다.106)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특정한 행위보다는 행위를 하는 내적 상태, 상

황보다는 상황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더욱 중요시했다. 이는 그의 자전적 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주제이다.  

    어린 소년이었던 바알 쉠 토브는 다니고 있던 유대식 초등학교의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숲으로 뛰쳐나왔다. 선생님(melamed)은 늘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의 부인은 

짜증을 냈으며 아이들은 서로 싸우고 교실 안은 늘 지저분했다. 그의 눈에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였다. 그런데 한 노인이 바알 쉠 토브에게 축복을 내리며,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바알 쉠 토브는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체

험을 했다. 여전히 선생님은 소리를 지르고 부인은 짜증을 냈지만 바알 쉠 토브는 그

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 그럴 수 있음을 이해했다.107) 그는 갈등이나 문제는 상황 자

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개인의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좋고 나쁨이란 개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판단이며 환상이

므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좋은 때와 나쁜 때는 없다. 오직 행복한 때와 슬플 때만 있을 뿐이다. 이는 신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108)

필자는 우선 바알 쉠 토브가 선의 전체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그는 악이나 

나쁜 성향조차도 신성에서 나와 신성에 의해 존재하므로 정말로 나쁘거나 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보았다.109) 이렇게 해서 그는 신 안에서 선과 악의 구분을 완전히 지워

버렸다. 이는 유대 전통의 고전적인 선악 구분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지점이다. 심지어 

후대 하시디즘 지도자들마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놓았다. 신은 선하기에 세

상 전부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는 기쁨이야말로 종교생활의 

핵심이자 믿음의 본질이라고 보았다.110)  

    기쁨이라는 덕목은 기존 카발라 집단에도 있었다. 사페드 카발리스트은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카발리스트가 신의 근원과 

분리되어 세상을 방랑하는 신의 현존, 셰키나를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측면에

서의 기쁨이었다. 여기에서 기쁨은 신학적 체계에서 비롯된 원칙으로 종교적 행위와 

106)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45.

107) Buxbaum, The Light and Fire, 23-24.

108) Buxbaum, The Light and Fire, 165.

109) Buxbaum, The Light and Fire, 219-20, 252.

110)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Abraham Joshua Heschel), �어둠 속에 갇힌 불꽃(Passion for 
Truth)�, 이현주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1973]),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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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어 있었다. 루리아도 기쁨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이 역시 종교적 행위를 할 때

의 마음가짐에 해당했다. 일례로 그는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얻게 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계율 준수와 토라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111) 즉 기존 카발라 집단

에서의 기쁨은 선과 악의 투쟁에서 선이 승리하게 만드는 카발리스트들의 행위와 연

관된 개념이었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세상 전부가 신이며 선하다는 점에서 기

쁨을 존재의 기본적인 상태로 보았다.  

    기존 카발리스트 집단에서 멜랑콜리, 슬픔, 우울 등의 감정은 주로 기쁨에 대비

되는 개인의 감정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감정들이 권장되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유

배된 셰키나를 떠올리며 우는 행위가 수행 일부가 되기도 했다. 바알 쉠 토브는 우

울, 슬픔 등의 감정은 사람이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 환상

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기존 카발리스트 집단과 바알 쉠 토브가 창조론의 기본 원칙

은 공통으로 받아들이나 그 방점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둘 다 모든 존재가 

신성의 빛을 담은 그릇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 카발리스트 집단은 주로 그 그릇

이 깨어져 신의 현존인 셰키나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들은 셰키나를 떠올리며 애도하고 고행을 했다. 바알 쉠 토브는 아주 작은 그릇이

라도 거기에 신성의 빛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이

거나 할 것 없이 매 순간 모든 행위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우는 행위

는 신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며, 오직 기쁨에서 나온 눈물만을 긍정적으로 본 데에

서도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슬픔은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개

별적인 ‘나’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여 신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우울감, 무기력함, 낙담, 슬픔 등을 멀리하라고 조언했다.112) 슬픔을 개별적인 

존재와 연결시켜 보는 관점은 여러 하시디즘 문헌에서도 잘 나타난다. 

슬픔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안 좋은 자질이다. 이것은 치유될 수 없는 에고중심적인 사

람(egoist)의 특질이다. 그는 언제나 생각한다. ‘뭔가가 내게 올바르게 와야 하는데. 내

게 뭔가 올바르지 않게 부족한 게 있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은 언제

나 ‘나’인 것이다.113)

여러 하시디즘 문헌에서 슬픔은 죄가 아니나, 죄보다 더 해롭다고 여겨진다. 바알 쉠 

토브는 인간에게 나쁜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도 신성이 있으며 적절한 

111) Fine, Physician of the Soul, 74-75, 91-92;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94.  

112) Schochet, Tzava’at Harivash, 36-39, 98-99. 

113)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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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침으로 하늘로 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114) 나쁜 행동이나 죄는 신에게로 되돌

아갈, 교정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슬픔에 대해서는 무신론이라

고 규정했다. 대표적인 유일신교인 유대 전통에서 무신론이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흔드는 거친 표현이다. 당시 폴란드 유대 공동체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많은 유대

인들이 슬픔이나 낙담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인

간은 기쁨만을 내적 태도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자인 체르노빌의 메나헴 

나훔(Rabbi Menahem Nahum of Chernobyl)은 ‘기쁨 속에(be simha)’와 ‘생각

(mahashabah)’의 히브리 알파벳이 같은 점을 들어 인간의 모든 생각은 기쁨에서 신

을 섬기는 것에 고정되어야 한다고 해설하기도 했다.115) 내적 자세로서의 기쁨은 하

시디즘의 기본 신조이기도 하다. 다수의 지도자들은 하시드(Hasid)116)라면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순간 기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7) 이 신의 선함과 기쁨에 대한 절

대적인 믿음은 홀로코스트 시기, 하시디즘 지도자의 설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칼로니무스 칼만 샤피라(Rabbi Kalonymous Kalman Shapira)는 1차 세계 대

전 당시 바르샤바에서 가장 큰 하시디즘 공동체를 이끌며 학생들을 교육하던 랍비였

다. 1939년,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그는 가족을 잃었고 바르샤바 수용소로 끌려갔

다. 수용소에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주면서 원고를 깡통에 담아 파묻었다. 얼

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치 친위대에게 사살당했고, 그의 원고는 종전 후 수용소 철거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샤피라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통에서 비롯된 의심과 자기중심

성을 신에게 완전히 양도하고, 모든 일이 공정하며 신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어야 한

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의 고통이 심판과 속박을 물리치고 기쁨과 구원, 선함 

속에서 신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 보았다.118) 필자는 샤피라의 설교에서도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 신의 완벽한 선함, 기쁨을 강조하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지나친 단식이나 고행을 권하지 않았다. 그는 음식이나 

성적 욕망 등 물질성에 지나치게 이끌리는 이들에게 단식, 고행이 일정 부분 효과적

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몸의 기력을 빼앗아 항상 신을 기쁨

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낙담이나 우울의 감정을 일으켜 신과 인간을 오

114) Schochet, Tzava’at Harivash, 141-42.

115)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51.  

116) 여기에서의 ‘하시드’는 하시디즘 신도 개인을 가리킨다. 복수형은 하시딤(Hasidim)이다. 

117)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202-04.

118) Steven T. Katz(ed.), Wrestling with God: Jewish Theological Responses during 

and after the Holocaust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9-41, 45; Gershon Greenberg, “Hasidic Thought and the Holocaust(1933-1946): 

Optimism and Activism,” Jewish History 27 (Dordrecht, 2013), 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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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분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바알 쉠 토브가 단식을 하는 랍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나타난다. 

스스로를 그런 위험(단식)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멜랑콜리와 우울의 길인데, 신

성의 현존은 슬픔에서 힘을 받지 않으며 수행하는 행복에서 힘을 받을 뿐입니다.......신

은 용기 있는 강한 자와 함께 하시니(｢사사기｣ 6:12)......그대의 육체로부터 그대 자신

을 숨기지 마십시오.(｢이사야서｣ 58:7)119)

바알 쉠 토브는 육체와 영혼이 서로 싸운다는 기존 유대 전통의 뿌리 깊은 명제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육체가 영혼과 협력하여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자신의 육체를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

다.120) 또한 그는 단식을 하더라도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거나 이 행위가 굉장

한 정화를 가져다주리라 여기지 말라 조언했다.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이는 단식을 

하는 ‘나’와 내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생각이므로 환상이었다. 그는 숨은 동기를 가

지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엄격히 꾸짖었다.121) 그에 의

하면 이는 자기중심성이며, 신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조정하

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 사이를 막는 장애물에 해당한다. 대신 바알 쉠 

토브는 그 어떤 행위든 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은 모두 잊고 신을 향한 열정만을 키우

라고 강조했다.      

토라가 우리에게 명했다. ‘불은 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 꺼져서는 안 된다.(｢

레위기｣ 6:6)’ 우리의 마음이 제단이다. 모든 일에서 네 안의 신성한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불길(lahav)이 되도록 하라.122)  

이 이야기는 기존 바알 쉠 토브 연구에서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이 제단

과 불길의 상징이 그의 사상과 후대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마음을 제단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신에게 바치는 희생물은 

기존 유대 전통에서처럼 양, 염소 같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이원적인 의식이다. 유

대 신비전통에서는 인간의 영혼에는 신성한 영혼과 동물적인 영혼이 있다고 보았고, 

바알 쉠 토브 또한 이를 수용하였다.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이 동물적인 영혼 때문

119) Ben-Amos, In Praise, 65. 

120) 헤셸, �어둠 속에 갇힌 불꽃�, 44.

121) Schochet, Tzava’at Harivash, 35, 46, 66.

122)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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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간은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재로 여기고 세상의 겉옷(개별적인 사물)을 본질로 

착각하며,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 이끌린다. 유대 전통에서 불은 희생 제의의 주

요 수단이며, 불에 의해 희생물이 남김없이 태워져야만 신이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

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필자는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불길이 되게 하라는 문구가 개

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후대 하시디즘 문헌에서도 희생물과 제

의의 상징은 인간의 영혼, 의식과 결부되며, 하시디즘에 반대하는 이들의 논쟁에도 등

장할 정도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19세기의 하시디즘 랍비 이츠비카-라드친의 야코프(Ya’akov of Izbica-Radzyn)

는 죄란 물질에 이끌려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사람이 

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의 동물성을 제단 위에 두면, 천상의 창조물이 불길을 내뿜어 

그의 동물성을 태워버린다고 말했다.123) 하바드 하시디즘에서는 기도를 제의와 연관

시킨다. 테필라(tefillah) 기도는 동물적인 영혼과 인간의 본성을 제단에 바치는 것으

로, 이를 통해 본능적인 욕망과 성향이 신에게로 되돌아간다고 본다.124) 또한 하시디

즘을 반대하는 자와의 논쟁에서 바르카(Warka)의 하시디즘 랍비는 성전(聖殿)과 산을 

예로 들어 토라보다 희생제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대 전통에서는 유대인이 

토라를 받게 된 시나이(Sinai)산과 아브라함이 신의 뜻에 따라 이삭을 제단 위에 둔 

모리아(Moriah)산을 성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모리아산은 히브리 성서에서 다윗

(David)이 성을 지어 나라를 세운 곳이며, 이후 솔로몬(Solomon)이 성전을 세운 장

소이다. 하시디즘 랍비는 모리아 산을 들며 토라와 학문보다도 신에게 그 자신의 목

을 기꺼이 내밀 수 있는 자기희생적 의지가 중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유대교의 핵심이

라고 주장했다.125)

    필자가 제단과 불에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하시디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

는 ‘열정, 정열(hitlahavut)’이 불길(lahav)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이다. ‘히틀라하부

트’는 문자적으로 ‘불길에 휩싸인’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자기를 없애고 오

직 신에게만 몰입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베르디체프의 레비 이츠하크

(Rabbi Levi Yitzhak of Berditchev)는 열정으로 잡생각을 떨쳐내고 개별적 존재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126) 후대 하시디즘 문헌에서도 진정한 열정은 오직 신

을 위해 존재하며 자기를 위한 공간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상태라고 본다.127) 그러

123) Wiskind-Elper, Wisdom of the Heart, 66. 

124) Jacob Immanuel Schochet, Deep Calling Unto Deep: The Dynamics of Prayer 
and Teshuvah in the Perspective of Chassidism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90), 49. 히브리어로 ‘테필라’가 기도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의 테필라 기도는 

하바드 하시디즘의 특정한 기도 문화를 가리킨다. 

125) Unger, A Fire Burns in Kotsk, 102. 

126) Horwitz, A Kabbalah and Jewish,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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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하시디즘에서 평정과 열정은 현상적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도 개별적인 존

재의 소멸이라는 목표 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

로 평정을 현실과 물질에 대한 냉담/무관심의 측면에, 열정을 신성과 신의 세계에 대

한 기쁨의 측면에 배대하였다.128) 필자는 위의 해석에 사뭇 대조적으로 보이는 추상

적인 개념이 비이원적 관점에서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2) 겸손(Anavah/Shiflut)129)

겸손은 유대 전통의 대표적인 덕목이며, 카발라에서는 존재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바알 쉠 토브 역시 겸손은 신의 현존에 들어가는 입구이자 

영원한 삶으로의 관문이라고 하였다.130) 그는 자칭 메시아 쩨비의 영적인 추락은 교

만과 분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였고, 그 자신 또한 교만하게 될까봐 수시로 경계하

였다.131) 도브 바에 역시 자부심은 오직 신에게만 속한 것이며, 인간은 언제든 자부

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죽기 전까지 자부심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

다.132)

    가장 단순한 겸손은 자부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바알 쉠 토브의 기록에는 자부

심에 찬 이들을 엄하게 꾸짖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그는 자기 과장이 죄보다도 더 

나쁜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레위기｣ 16장 16절의 예를 들어 모든 오염과 죄에는 신

이 있으며 뉘우침을 통해 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만에 대해서는 

｢시편｣ 101장 5절의 예를 들며 오만과 자부심은 신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며 신이 그

러한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폄하 또한 잘못된 겸손이라 

덧붙였다.133)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기 과장이나 자기 폄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초점이 ‘나’라는 점은 동일하다. 즉 주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며 이는 자신을 어떠한 

것, 무언가로 여기고 그것에 빠져 있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아니듯이 너의 길도 나의 길이 아니니(｢이사야서

127) Wineman, The Hasidic Parable, 142-43. 

128) Elior, “The Origins of Hasidism,”, 101. 

129) 히브리어로 ‘아나바’는 겸손(humility), ‘쉬프룻’은 ‘자신을 낮춤(lowliness)’이다. ‘쉬프

룻’이 ‘아나바’에 포함되거나 ‘아나바’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 참

고한 문헌들에도 두 단어가 모두 쓰이고 있어 함께 기재하였다. 

130) Buxbaum, The Light and Fire, 198.

131) Ben-Amos, In Praise, 86-87, 112. 

132)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175. 

133)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5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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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를 신과 존재, 즉 아인과 예쉬의 관계에서 풀이하였다. 그는 신과 분리된 ‘나’

가 있다는 생각을 우상숭배라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 11장 16절의 “너는 방

황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니”의 의미라고 해석했다.134) ‘나’에 대한 생각이 실재가 아

닌 것처럼 ‘남’에 대한 생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자기와 타인

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타인에 대한 판단은 나와 남을 

가르는 이분법에서 시작된다. 즉 판단하는 주체인 ‘나’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객체인 

‘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판단은 이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다름을 보는 것, 즉 나와 남을 분리해

서 보는 관점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계율을 열심히 준수한다 하여도, 

준수하는 ‘나’를 특별히 여겨 나와 남을 다르게 보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이집트

에 유배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135)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계율 준수보다도 나와 남을 떨어뜨려 보는 관점을 더욱 

큰 문제로 보았다. 그는 타인을 비판하는 자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타인과 똑같은 잘

못을 가지며, 자신을 흠집 낸다고 말했다.136) 이러한 관점에서 계율 준수를 게을리 

하는 유대인을 비난하는 랍비나 설교자들이 그 비난을 함께 받는 것이라 여겼다. 필

자는 이 부분이 남과 나의 구분 타파, 즉 비이원성을 중요시한 바알 쉠 토브의 관점

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 생각한다. 이는 후대 하시디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알 

쉠 토브의 손자이자 브라츨라프 하시디즘 분파의 창시자인 브라츨라프의 나흐만

(Rabbi Nahman of Bratslav)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대중을 무시하는 랍비들을 

가리켜 “사탄이 혼자서 전 세계를 그른 길로 인도하기 힘들어 다양한 공동체마다 랍

비들을 임명했다.”라고까지 하였다.137)

    바알 쉠 토브는 모든 이에게는 신성에서 비롯된 장점과 미덕이 있고, 이를 북돋

아 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바알 쉠 토브와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도 잘 나타난다. 신을 오랫동안 열심히 섬겨온 경건한 남자가 그를 찾아와 자신은 여

전히 평범하고 무지하다고 불평했다. 이에 바알 쉠 토브는 평범하고 무지하다는 깨달

음을 얻었으니 이미 그것만으로도 값진 성취라고 북돋아 주었다.138)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한 데에 그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모

든 것이 신의 섭리에 따라 존재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남자의 평범

함과 무지함, 지체되거나 나아진 게 없는 듯 보이는 과정 또한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134) Schochet, Tzava’at Harivash, 65.  

135) Schochet, Tzava’at Harivash, 116-18. 

136) Buxbaum, The Light and Fire, 219.

137) Karlen, The Story of Yiddish, 150.

138)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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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다. 

    이는 바알 쉠 토브의 창조관에서도 알 수 있다. 엔 소프로서의 신은 드러나지 않

은, 가능성으로서의 미현현과 현상으로 드러난 현현을 모두 포함하며, 이것이 한 데 

섞여 매 순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이 신에 의해 완전하므

로 세상에 우발적인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치게 

되어 그를 찾아온 이들에게도 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139) 이 같은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에게 겸손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개인의 모든 생각을 내맡기고 신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지니는 자세이기도 하다. 

신성한 섭리는 모든 존재의 세부까지 조정한다. 바람이 떨어진 나뭇잎을 한 곳에서 다

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 잎이 몇 번이고 굴러 특정한 장

소에 멈추는 것도 신성한 섭리로 정해진 것이다. 신은 모든 존재와 우리의 생계를 유지

해주는 힘을 제공한다.......그가 벌레나 곤충 같은 작디작은 존재까지 부양하는데 왜 우

리가 생활에 대해 걱정하며 괴로워하는가? 우리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을 신뢰해야 한다.......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 없이 일

어나는 것이 없다. 그대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그대가 보라고 내려온 

것이며, 그대 귀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그대가 들으라고 내려오는 것이

다.140)

이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신이 무엇이든 들어준다기보다는, 인간은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신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히 알아서 제공해준다

는 뜻에 가깝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신이 제공하는 삶을 전적으로 수

용하면서 자기성찰로 배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성향을 

그저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 보았고, 개인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신에 의해 제공된 것

일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라고 권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신성한 문헌을 읽는 것이나 어린아이의 말, 심지어 우상숭배

자의 말 사이에 구별이 없다. 이들의 마음에 번뜩 일어나 그들을 잠시 지체시키는 연관

된 생각들을 충분히 살펴보면 이 또한 토라의 말과 같이 된다. 이는 우리가 어둡고 욕

망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가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에도 적

용된다. 그런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계속해서 돌아오면 이러한 생각들은 아직 

발달하지 못한, 목적이 있는 생각들일 수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힘 

자체는 영혼의 근저에 이 특정한 생각과 연관된 무언가가 있다는 지표이다. 나아가 이

139) Ben-Amos, In Praise, 196;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128. 

140) Buxbaum, The Light and Fire, 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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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생각은 영적 성장과 관련하여 우리의 어떤 측면들이 고쳐지기 위해서 위(신)에서 비

롯되어 일어난 것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그 특정한 요점이나 생각을 깨닫기 위해 태

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요점 혹은 생각이, 인간이 이 세상에 내려온 전적인 목

적이 될 수도 있다.141)

이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생각은 그의 영혼이 치유되고 발전하기 위해 제공되

는 신성한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위의 문단에서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이 영적인 성장

을 위해 바로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바알 쉠 토브가 카발라의 환생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알 쉠 토

브에 관한 문헌에서도 교만으로 후생에 개구리가 되어버린 랍비를 바알 쉠 토브가 영

적으로 치유해 준 이야기와 바알 쉠 토브 역시 전생에 다른 랍비(Rabbi Sa’adyah 

Gaon)였다는 이야기 등이 등장한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어느 평범한 남자와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남자가 바알 쉠 토브에게 와서 자신의 삶이 곤궁하며 바람이 하나도 이루어지

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이에 바알 쉠 토브는 이름 하나를 알려주며 쿠츠미르(Kuzmir)

에 가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해주었다. 남자는 지시에 따라 쿠츠미

르의 모든 유대 회당을 방문해 그 이름을 가진 남자를 찾았지만 남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한 늙은 남자가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

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이름의 주인공은 너무나 사악한 성격에 온갖 죄를 저질러 마

을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이었다. 바알 쉠 토브에게 돌아온 남자는 그 

이름을 지닌 자가 살아있지 않으며 이러한 소문만이 남아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바알 쉠 토브는 그 이름을 가진 남자가 바로 쿠츠미르에 갔던 남자 자신임을 알려주

었다.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남자는 전생에 스스로 가한 손상을 이번 생의 곤궁과 

실망으로 회복시킨 것이었다. 이에 남자는 그가 이번 생에서 해소해야 하는 과업과 

바로잡아야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다.142)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바알 쉠 토브 연구나 그에 관한 문헌을 

인용한 하시디즘 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위의 이야기가 바알 

쉠 토브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중세 카발라의 환생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변용시키고 있다. 카발라

에서는 환생을 ‘순환’이라는 뜻의 ‘길굴(gilgul)’이라 한다. 영혼이 하나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주한다는 관념은 �예치라�, �조하르�와 더불어 3대 카발라 문헌에 속하는 �

바히르(Sefer HaBahir)�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조하르�에서 처음 길굴이라는 단어

141)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40.

142) Buxbaum, The Light and Fire,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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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장했으며, 환생이 비교적 자세히 논의되었다. �조하르�에 따르면 세상을 완벽하

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영혼에게 환생이 일어난다. 세상의 모

든 인간은 환생을 거듭하면서 이번 생의 행위에 따라 다음 생을 부여받는다. 그러므

로 환생은 영혼이 추락하여 육체를 입게 된 처벌이자 영적인 정화를 위한 기회의 과

정이 된다.  

    15세기 이후 �조하르�가 전 유대 공동체에 널리 퍼지면서 중세 카발리스트들에게 

환생은 전형적인 개념이 되었다. �조하르� 이후 카발리스트들은 뛰어나게 올바른 소

수의 사람만이 환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중에서도 짜딕은 세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

간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한 자들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이부르(ibbur)’ 개념이 생겨

났다. 이부르는 개인으로서는 영적인 성취를 이루었으므로 더 이상 환생할 필요가 없

으나, 세상을 위해 자의로 육신을 입은 자의 현현을 뜻한다. 루리아와 그의 동료들은 

�조하르�의 환생과 현현 개념을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카발라에서는 엔 소프가 방사되며 네 개의 세계가 창조된다고 본다. 이 세계를 

각각 ‘아칠루트(Atzilut)’, ‘베리야(Beriyah)’, ‘예치라(Yetzirah)’, ‘아시야(Assiyah)’라 

한다. 아칠루트는 무한한 엔 소프가 세피로트를 내뿜는 ‘방사의 세계’이다. 이 영역은 

엔 소프에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무한하며 창조의 잠재성만을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칠루트에서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 두 번째 세계인 베리야는 ‘창조의 세계’로 여기

에서의 창조는 공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베리야에서는 인간

의 영혼과 세라핌(Seraphim)이라는 최고위의 천사들이 만들어진다. 세 번째 세계인 

예치라는 ‘형성의 세계’로 물질적인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한정적인 계획을 담고 있

다. 네 번째 세계인 아시야는 ‘행위의 세계’로, 이 영역에서 물질이 만들어진다.    

    루리아는 사람이 영혼으로서 내려왔던 세계를 되돌아 올라가며 영혼을 회복시켜

야 한다고 보았다. 이 거슬러 올라감이 귀환을 가리키는 ‘테슈바’이다. 그래서 카발라

에서 테슈바는 회개, 뉘우침이라는 뜻과 영혼의 근원으로의 회귀, 귀환이라는 뜻을 모

두 가진다. 루리아에 의하면 근원이 공에 다다르기 전까지 영혼은 거듭해서 환생한다. 

또한 영혼만이 있는 존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살아있는 자의 몸에 들어오거나, 악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몸을 점령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개념은 

17세기 동유럽 유대 민간신앙에서 ‘디벅(Dybbuk)’으로 널리 알려졌다.143)

    바알 쉠 토브는 루리아의 복잡한 환생 및 현현 개념을 간단한 체계로 대중에게 

적용하였다. 특히 필자는 위의 이야기에서 영적으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나와 남, 

개인과 전체,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 그의 사상적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본다. 

143) Gershom Scholem, “Gilgul,” EJ; Leila Leah Bronner, Journey to Heaven: 
Exploring Jewish views of the Afterlife (Chicago: Urim Publications, 2011), 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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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알 쉠 토브는 남자가 전생에 마을 사람들에게 저지른 악행을 남자 자신에게 

가한 손상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모든 존재가 신이므로 신성을 지닌 타

인에게 행한 행위는 사실 자기 스스로에게 행한 행위라고 보는 바알 쉠 토브의 통합

적 세계관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또 이는 앞서 랍비, 설교자들의 유대 대중을 

향한 비판이 자기비판이라고 말한 부분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바알 쉠 토브는 카발리스트와 대중, 개인과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전

체인 신 안에서 해석한다. 이는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루리아는 신의 창조과정에서 신성을 담은 그릇이 깨어지며(shevirah) 

빛이 흩어졌고, 이 깨어짐으로 인해 세상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카발리스트와 같이 수행에 매진하는 올바른 이(tzaddik)들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

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티쿤은 회복, 수선 등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로 루리아식 카발라에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개념이다. 유대 

전통에서는 메시아가 등장할 때에 세상이 완전히 회복(tikkun haolam)된다고 보므로 

이 단어는 메시아와도 연관이 깊다. 이처럼 루리아식 카발라에서는 영적으로 뛰어난 

이들이 세상을 회복시켜 유대 민족을 구원한다는 관념이 강하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모든 이가 각자의 전생에서 회복시켜야 하는 몫이 있

으며, 이 회복이 세상 전체의 회복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즉 루리아식 카발라에서

는 우주의 회복이 카발리스트, 짜딕과 같이 소수와 이어져 있는 반면, 바알 쉠 토브

는 모두가 이 회복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유대 전통에서 구원은 언제

나 유대 민족 전체와 결부되었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 유대 

민족 전체, 세상의 회복과 다르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

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셰키나의 일원이라고 말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144) 이와 관

련하여 헤셸은 유대 역사에서 구원은 언제나 집단적인 개념이었는데, 바알 쉠 토브는 

개인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며 기존 유대 전통과는 구별되는 대담한 사상을 제

시했다고 보았다.145) 하지만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과 

유대민족, 세상 전체를 함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인과 전체에 대한 비이원적 관점에

서 구원을 이야기하였다고 표현하고 싶다. 

    개인과 전체가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은 그

의 제자들 및 후대 하시디즘 문헌에도 반영되어 있다. 도브 바에는 루리아의 깨짐과 

구원의 상징을 우화로 재해석하며 이 관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화에 따르면 왕은 

하인들에게 커다란 산을 들어 옮기라고 명령했다. 이는 일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144) Ben-Amos, In Praise, 59. 

145) 헤셸, �어둠 속에 갇힌 불꽃�,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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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그래서 하인들은 산을 파고 부수어(sh-v-r)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한 사람

씩 능력만큼 조각을 날랐다. 이 방식으로 하인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다. 

도브 바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사람들에게 신성의 불꽃을 들어 올리라고 명했으

며, 이것이 바로 깨짐이 일어난 이유라고 보았다. 또한, 하인들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조각들을 옮기는 행위가 커다란 산을 옮기는 것과 다르지 않듯이, 개인이 각자의 영

적 수준에서 불꽃을 들어 올리는 것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보았다.146)

    루리아식 카발라에서 깨짐은 창조의 불완전함이라는 비극적인 정조를 내포한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은 깨짐 역시 신의 완벽함 안에서 일어난 섭리

라 하여 더욱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또한 바알 쉠 토브는 잔악한 일을 저지

른 이 또한 전생을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회복시키며 세상의 회복에 참여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필자는 여기에서 영적인 수준의 높고 낮음을 구별해서 보기보다는, 각자가 

저마다 신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적 수준을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바알 쉠 토브는 인간에 대한 앎과 신에 대한 앎이 다르지 않다고 여

긴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생각은 신에게서 온 것이며, 세상의 회복을 위

해 알아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결점, 불완전함을 살피고 영혼의 

여정을 아는 것은 신을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알게 되면 내

면에 있는 동물적이거나 나쁜 성향이 완화되고, 영혼이 치유된다고 보았다. 쿠츠미르

에 간 남자 역시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됨으로써 이번 생을 돌이켜보고 회복시켜야 하

는 부분을 깨닫게 된다. 이에 덧붙여 바알 쉠 토브는 육체와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영혼의 치유가 육체의 치유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한 의사가 자신이 

치료하지 못한 병자를 낫게 한 바알 쉠 토브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이에 바알 쉠 토

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상응하는 육체 부위나 혈관에 병이 든다고 대답했다. 

그는 병자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뉘우침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으며, 그의 영

혼을 바알 쉠 토브의 권고대로 했다. 이렇게 영혼이 치유되면서 병자의 육체는 회복

되었다.147)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앎을 중요시하였고, 이는 초기 하시디즘의 “앎은 치유를 

가져오며, 알지 못함은 자기를 내적으로 파괴한다.”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다. 앎에 

대한 자세 역시 겸손과 결부되어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영적으로 자신이 아프지 않다

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의식에 갇혀 있으

면서도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방법이 없다고 보았다.148) 그래서 그는 사람

146) Horwitz, A Kabbalah and Jewish, 192. 

147) Ben-Amos, In Praise, 177-78.

148) Wiskin-Elper, Wisdom of The Heart,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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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부분, 나쁜 성향, 잡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외면해버리거나 엄격히 판단하기보다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유머

와 웃음으로 영적으로 신에게 내맡겨 고양시키라고 제안했다.149)

    모든 이들이 유사한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겸손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도 연결될 수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심각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한 변명거리를 찾아보라고 권했다. 그에 따르면, 악한 자 역시 그 자신

이 되어 있는 바로 인해 그런 행동을 하였으므로 순진무구하다. 그는 모든 이는 각자

가 행한 일에 대한 귀결을 얻게 되지만, 이 귀결은 신의 섭리에 달린 것이므로 사람

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악한 자는 그가 해소해야 하는 과업 위에 

있고 스스로 그 결점을 찾아내야 하므로 그를 존중하되 어울리지는 말라 조언했다. 

하시디즘에서는 악한 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해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개입하거나 친교를 나누라고는 하지 않는다. 악한 이가 수

렁에 빠진 채 그것을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가 그 길을 가게 두고, 대신 그와 

유사한 성향이 자기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해소하는 데에 집

중하라고 권한다.150)  

    바알 쉠 토브는 항상 모든 이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음을 강조했

다. 그래서 겸손은 신에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무언

가를 원하는 자세는 신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세이며, 신의 섭리를 전적으로 수용하

지 않으므로 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태도이다.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는 신만

을 갈구할 뿐, 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갈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는 아무리 높은 영적인 열망이라도 그 열망으로 인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점차 동기가 잘못되어가는 경건한 이들이 있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쭐해하며 기적적인 힘과 예지력을 찾는다. 가

끔 그들은 욕망하던 것을 얻기도 한다.......그는 자부심에서 신과 다른 영적인 성취를 

추구했다.......그러나 그가 원했던 이 신비적인 체험들은 그를 어리석게 만들고 다른 길

로 인도한다. 아주 조그마한 진실에서의 벗어남도 인간이 신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잃

게 할 수 있다.151)

149) Buxbaum, The Light and Fire, 220, 232. 

150) Buber, Ten Rungs, 64-65, 70.

151) Buxbaum, The Light and Fire, 2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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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자신의 수준과 능력에서 벗어난 수준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대를 넘어선 

어떤 것을 얻고자 다른 이들을 순진하게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효과를 낳

을 뿐이다. 찾고자 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며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될 것이

다.152)  

필자는 위의 가르침이 바알 쉠 토브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로 널리 알

려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악령이 들린 이, 불임

여성을 고쳐주고, 자연현상을 자유자재로 바꾸었다. 멀리서 일어난 일이나 미래를 꿰

뚫어 보았으며 영혼의 운명에 대해 예언도 했다. 또 천계여행을 하면서 천상세계의 

천사나 메시아와 만나기도 하였으며,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고 지옥에 갔다 오거나 육

체 없이 떠도는 악한 존재와 싸우기도 하였다. 도브 바에와의 첫 만남에서도 그는 선

천적으로 쇠약했던 바에의 몸을 치료해준다.153) 그러나 그는 이러한 능력이 개별적인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일 뿐이라고 여겼다. �시브헤이 하베슈트�에는 이

와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  

    어느 부유한 부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눈이 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알 

쉠 토브가 부부를 찾아왔으나 부인은 그의 행색에 실망하여 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치

료가 가당키나 하냐고 비웃었다. 그러자 바알 쉠 토브는 자신은 스스로를 영광되게 

하려거나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신의 이름을 축성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동식물의 언어를 익히고자 한 랍비가 바알 쉠 토

브를 찾아왔다. 랍비의 그 열망에 바알 쉠 토브는 그와 관련된 신성한 지식을 랍비에

게 알려주었다. 이에 랍비는 바알 쉠 토브와 여행하는 동안 동식물의 대화를 알아들

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갈 무렵, 바알 쉠 토브의 손짓에 랍비는 배웠던 지

식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바알 쉠 토브는 랍비가 만약 신을 예배하고자 그 

지식을 필요로 했다면 바알 쉠 토브 자신이 먼저 기꺼이 가르쳐주었겠지만, 랍비는 

자신의 지적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지식을 추구했으므로 그의 수준에 따라 조금만 남

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했다.154)  

    또한 �짜바아트 하리바쉬�에서도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신에 대한 사랑에서 가슴 깊이 신을 담았고, 이로 인

해 신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도록 허락했지만, 이 일들은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

라 무한하고 끝없는 신과 관련된 것이며, 모든 것이 신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

했다.155) 이처럼 그는 특별한 능력보다도 ‘나’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생각과 자부심을 

152) Schochet, Tzava’at Harivash, 41.

153) Ben-Amos, In Praise, 34-37, 81-84, 85-86, 90-91, 107-08, 123, 129-31, 149-50.

154) Ben-Amos, In Praise, 237-38, 242-45. 

155) Schochet, Tzava’at Harivash, 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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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했고, 이런 상태에서 능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대 신비전통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물질의 추구를 지양하는 자세는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카발리스트들은 가난하게 살았으며 생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필자의 눈에 바알 

쉠 토브는 영적인 갈망과 물질적인 갈망의 구분을 두지 않은 대신, 갈망의 근원이 신

인지 혹은 나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 듯하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

가 영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그 노력을 하는 주체가 ‘나’가 아님을 염두에 두라고 거

듭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대 자신을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라. 기능공이 망치로 바위를 내려칠 때, 

바위를 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능공의 열망 때문이며 망치의 열망 때문이 아니

다. 망치의 열망 때문이라면 망치는 기능공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모든 일은 근원적인 마음(신)이 도구에 불어넣음으로 인해 일어난다.156)

여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어떤 열망이든 그 주체는 오직 신이며 인간 스스로의 의지

는 없는 듯이 말하고 있다. 이는 자유 의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을 자기 앞에 두거나, 신과 하나가 되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을 직접 

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그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신의 

열망에 의해 일어나며 개인의 열망은 없는 듯 보라고 하는 것일까. 필자는 실재에서

는 신과 인간이 다르지 않으나 현실에서 인간 대부분이 이원적인 의식에 놓여 있다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카발라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신의 창조과정

과도 관련이 있다. 오르 엔 소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함께 가진 

존재이다. 의지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세상 전체인 오르 엔 소프에 영향을 끼

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발라는 신과 인간이 상호교류를 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본다.157) 또한 카발라에는 환생 개념이 있으므로 이번 생에서 인간은 전생과는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가진다고 본다. 그래서 변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자신과 세상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알 쉠 토브 또한 인간의 의지가 성장에 매우 중요하

다고 보았다.  

    어느 날 바알 쉠 토브가 집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비(非)유대인 땜

장이가 창문을 두드리고는 수리(tikkun)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물었다. 모든 것이 

156) Schochet, Tzava’at Harivash, 92. 

157) 엔 소프는 절대 전능하고 무한하나, 오르 엔 소프는 창조를 위해 엔 소프가 자기 현현한 

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시디즘 문헌에서 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때에는 오르 엔 소프의 측면을 가리킨다. 하시디즘에서 신은 영향을 받음(오르 

엔 소프)과 영향을 받지 않음(엔 소프) 둘 다이다. Schochet, Mystical Concept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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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다는 바알 쉠 토브의 말에 땜장이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바알 쉠 토브는 랍비들에게 땜장이야말로 신이 보

낸 사자이며 그의 말이 신성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모든 이들은 자신 안에 수리되어

야 할 부분을 찾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랍비들에게 땜장이의 말이 랍비

들과 나누던 대화에 대한 완벽한 증언이라고까지 말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리를 가리키는 티쿤은 카발라에서 짜딕이나 메시아 같은 존

재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유대인도 아닌 땜장이의 말을 티

쿤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와 랍비를 동일 선상에 두었고, 심지어 그가 신의 사자라고까

지 하였다. 유대인으로서 엘리트 종교교육을 받은 랍비들에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

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 랍비는 바알 쉠 토브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토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화를 냈다. 이에 바알 쉠 토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지

만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일 능력이 되지만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대가 이미 가진 욕망과 의지와 능력들에 달려 있다. 그 무엇도 진

정으로 사람의 의지를 막지 않는다. ‘난 못해’를 ‘난 하기 싫어’로 바꾼다면, 그대가 옳

다고 인정하겠다. 땜장이의 말이 예언의 말, 성스러움의 말과 같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158)

이후의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면 랍비는 이 말을 거부하고 바알 쉠 토브의 집을 떠

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여관에 묵은 랍비는 마차 끄는 일을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청에 자신은 몸이 약해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렇

게 말하는 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랍비는 자기

가 옳다고 여긴 생각을 바꾸려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바알 쉠 토브에게 돌아와 그의 

제자가 되었다. 

    바알 쉠 토브는 못 한다는 것은 사실 기꺼이 하려는 의지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

았다. 필자는 여기에서의 의지가 이제껏 자신이 개별적인 존재라는 환상과 집착에서 

속박되어 있던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야기 속 

랍비의 모습에도 반영되어 있다.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은 각자 특정

한 관념, 생각, 의견 등을 가지며, 이것이야말로 옳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

인 나에게서 비롯된 환상이며, 이 환상을 버릴 때 진짜 신과 자신에 대한 앎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개별적인 존재와 물질성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158)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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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마음에 달려 있듯이 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또한 인간의 의지와 마음에 달려

있다’고 표현한다.159) 따라서 하시디즘에서 ‘나’가 아닌 ‘신’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꺼

운 자세, 자유의지는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단계들이 성숙해지면 이러한 의지 자체도 신에게 내맡겨야 할 필요

가 있다.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서 모든 의지 역시 신성이며, 신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정말로 ‘나’의 것이라 할 의지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지는 여전히 거기

에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는 이원성이 남아있음을 뜻한다.160) 이에 필자는 하시디즘에

서 말하는 ‘의지의 무효화’를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신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있으려는 성향과 여기에서 비롯된 생각, 행동 등의 무효화이며, 두 

번째는 의지 자체의 무효화이다.  

랍비의 말 중에 신비한 비밀이 있다. ‘그대의 의지를 신의 의지 앞에 무효화시켜라.’ 그

대는 신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분리

된, 개별적인 존재로 있으려는 의지와 앎을 무효화시키는 것, 이는 사람을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161)

어디든 인간의 의지가 있는 곳에 신이 있으니, 전부가 신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높은 곳에 다다를 때, 그때 그대는 그곳에 다다르게 한 그대 자신마저도 

무효화시킬 준비가 된 것이며 그대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초월하여 올라가기 시작한

다.162)

바알 쉠 토브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개별적인 존재로 있으려는 의지를 신에게 내맡기

라고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전부가 신이므로 존재마저도 내맡겨 무효화시키라고 

말한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사용하였고 이후 하시디즘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사

다리를 예로 들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람은 먼저 자기가 신과 이어진 사다리임을 

알고 사다리를 오르려는 의지를 내야 한다. 처음에는 중력 ―물질성과 개별적인 자기

에 끌리는 성향― 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의지를 내야 한다. 이것이 의지를 내어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집착을 신의 의지에 내맡기는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사다리 끝, 즉 자신의 영적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다리와 사람 간의 분리가 남아있다.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서

159) Schochet, Deep Calling Unto Deep, 117.

160) Buber, Ten Rungs, 71. 

161) Buxbaum, The Light and Fire, 266.

162) Buxbaum, The Light and Fire,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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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이 사다리를 주었고 사람의 오름을 도왔다. 또한 궁극적으로 신은 사다리이자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과 사다리 간의 분리는 본질에서는 실재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의지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문자적으로 

‘영혼 양도하기’라는 뜻의 ‘메지루트 네페쉬(mesirut nefesh)’라고도 한다. 영혼을 양

도한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을 포함하여 자기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내맡겨 개별적인 

존재를 초월함을 가리킨다.163)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궁극적인 겸손이란 존재의 소

멸이라고 보았다.164)

    겸손과 존재의 소멸을 연관시켜 보는 관점은 카발리스트에게도 있었다. 콜도베로

는 겸손의 본질은 그 자신에 대해 어떠한 가치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공, 아인으

로 여기는 것이라 보았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공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연민과 

이타주의가 비롯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카발라 연구자 중 하나인 엘리엇 울프슨

(Elliot R. Wolfson)은 콜도베로의 입장이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165) 울프슨의 지적대로 바알 쉠 토브 역시 스스로를 공으로 여기라

고 가르쳤으며, 그의 제자들의 문헌에는 겸손의 상태가 공의 상태라는 표현이 등장한

다. 그러나 필자는 유사한 표현이라도 적용되는 맥락에 따라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욥기｣ 28장 12절을 풀이하며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공, 아인으로 

여기라고 강조했다. 유대 전통에서 이 구절은 “지혜는 공에서 찾아져야 하니”라고 해

석되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서는 토라를 공부하는 이가 스스로를 공으로 여길 때에

야 토라를 이해하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166) 카발라에서 이 구절의 

공은 아인, 무한한 근원으로서의 신으로 해석되었다. 학계에서 �조하르�의 저자로 알

려진 중세 카발리스트 드 레온은 이 구절과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은 공(아인)이

니(｢전도서｣ 3:19)”를 엮어 해석하며 인간의 영혼은 아인의 상태를 성취할 수 있으므

로 다른 피조물들보다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카발리스트들이 아인을 

묵상해야 한다고 보았다.167) 이처럼 랍비 전통과 카발라에서 자신을 공으로 여기라는 

가르침은 토라 공부나 묵상 수행과 같이 종교적 행위와 연관되었다. 앞서 겸손한 자

세에서 자신을 공으로 여기라는 콜도베로 역시 겸손을 주로 의례, 계율 준수, 토라 

공부 등 카발라 관례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공으로 여기는 자세를 영적인 진보에 수반되어야 하는 

163) Elior, The Mystical Origins, 129, 213; Elior, The Paradoxical Ascent, 226.

164) Matt, “Ayin,”, 139. 

165) Elliot R. Wolfson, Venturing Beyond: Law and Morality in Kabbalistic Mysticism 
(Oxford; Ney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12-13. 

166) Schochet, Tzava’at Harivash, 44.

167) Matt, The Essential Kabbalah,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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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태도로 보았고,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사람의 

존재에 오직 신만이 있을 뿐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이 자신에게 임재하기

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을 공으로 여기고 공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168) 또한 사람들에게 신성 안에 앉는 대신, 스스로를 신성의 빛으로 완전하게 찬 

존재로 여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8장 1절의 “그는 천막의 입구에 

앉으니”의 참된 뜻이라고 풀이했다.169) 필자는 ‘앉다’라는 표현에 대한 바알 쉠 토브

의 해석에 주목하고 싶다. 신성 안에 앉는다는 표현은 앉는 자인 사람과 앉는 대상인 

신성 간의 분리가 남아있는 데에 반해, 신성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표현은 전부가 

신성의 빛이므로 앉는 자와 대상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

이 아인, 공과 하나가 될 때가 비로소 천막의 입구에 앉는다고 해석하며 주체와 객체

가 나누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종교행위와 일상행위,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지 않는 비이

원적 관점에서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통한 신과의 합일을 주장한 점이 카발라와 구

별되는 하시디즘의 특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즉 신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란 

실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카발라와 하시디즘 모두 공유하고 있으나, 이 개별적인 존

재의 비실재성을 영적 자세의 기본 태도로 여기는 경향은 하시디즘에서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도브 바에는 자신을 공이라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으라 

하면서, 자신을 특정한 ‘존재’로 여기면 신이 그에게 임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

다.170) 또 다른 바알 쉠 토브의 제자, 랍비 예히엘 미하엘(Rabbi Yehiel Michael)은 

｢신명기｣ 5장 5절(“내가 신과 너 사이에 서니”)의 ‘나’를 개별적인 존재로 풀이했다. 

그는 ‘나’라는 단어는 오직 신만이 말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존재를 ‘나’로 여기는 사

람은 신과 자기 자신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고 보았다.171)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가장 중요시한 하시디즘의 관점은 영적 완성에 이른 인

물을 가리키는 ‘짜딕’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짜딕은 히브리 성서에서부터 등장하는 전통적인 개념이다. 하시디즘에서는 짜딕을 신

168) Idel, Hasidism, 113-14. 

169) Idel, Hasidism, 105. 

170) Matt, The Essential Kabbalah, 71. 대니얼 매트는 카발라에서 자신을 공으로 여기는 

관념은 신의 불가해성과 불가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바에는 개인의 즉각적인 (자

신이 공이라는) 앎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분석하며 신학이 심리학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한다. 

Matt, The Essential Kabbalah, 184. 그러나 필자는 카발라의 공에 대한 신학적 묵상이 

카발리스트들의 대표적인 수행방식 중 하나이며, 카발라와 하시디즘 세계관에서 ‘나’가 ‘공’

이 되는 것은 의식 혹은 존재의 변환을 나타내므로 신학이 심리학으로 변했다는 표현은 적

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카발라와 하시디즘 모두 자기를 공으로 여겨 의식/존재가 

변환된다는 점은 공유하나 하시디즘에서는 그 적용범주를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고 본다.    

171)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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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전차(merkavah)라고 한다. 전차는 그 자체에 아무런 의지가 없으며, 모는 

이의 방향과 의지에 완전히 일치하여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짜딕은 존재의 소멸을 이

루어 사적인 의지가 무효화되었으므로 그의 모든 삶은 오로지 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진다.172) 짜딕의 이러한 특징은 바알 쉠 토브에 관한 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그는 짜딕에 이르면 인간의 모든 생각, 말, 행위가 신의 생각, 말, 행위와 일치하게 

되어 신의 의지에 따라 보아야 할 것만 보게 되며, 들어야 할 것만 듣게 되고, 말해

야 할 것만 말하게 된다고 하였다.173)

    기쁨, 겸손, 용서, 이해, 믿음 등 다양한 추상적인 개념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각

기 다른 듯 여겨진다. 또 열정과 평정, 자유의지와 의지의 소멸은 서로 모순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과 그의 청중을 고려했을 때, 

추상적인 개념과 상반되는 가르침이 개별적 존재의 소멸 및 이원적인 의식의 초월이

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하나로 연결될 수 있으며, 랍비 전통 및 카발라와는 구별되는 

그의 사상적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신과의 결합(Devekut)174)

‘드베쿳’은 ‘결합하다(cleave)’, ‘달라붙다(adhere)’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이다. 

히브리 성서에서 이 단어는 아담과 이브의 성적 결합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으며, 이

후 유대 전통에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였다.175) 유대 신비전통에서 드베쿳은 인간과 

신의 신비로운 결합을 의미한다. �조하르�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잊고 신에게 전적으

로 헌신하는 사랑을 드베쿳이라 표현했다.176) 이는 신의 열 번째 세피라인 셰키나의 

의미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고대 랍비 문헌에서 셰키나는 단순히 신의 현존을 뜻하며 

특별한 성별은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10, 11세기 유대 신비전통에서 셰키나는 신의 

여성적 측면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후 세피로트의 상징체계가 발전하면서 �조하르�에

서 셰키나는 여인, 왕비, 공주 등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중세 카발리스트들은 문헌 공

부, 묵상, 기도 등의 수행을 할 때 셰키나와 결합하고 교류한다는 의미에서 셰키나와 

172) Jacob Immanuel Schochet, Chassidic Dimension: Themes in Chassidic Thought 

and Practice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95), 100.  

173) Buxbaum, The Light and Fire, 94. 

174) Dvekut, Deveikut, D’veikut, Devequt 등으로도 표기된다. 

175) Rachel Elior, “The Love of God in the Jewish Mystical Tradition: Mysticism of 

Freedom and Commemoration versus Mysticism of Hope and Redemption,” 

Jewish, Christian, and Islamic Mystical Perspectives on the Love of God, ed. 

Sheelah Treflé Hidde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123.

176) Wolski, A Journey into the Zohar, 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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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희열에 찬 감정 상태를 드베쿳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카발라에서 드베

쿳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소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개념이었다. 그러

나 하시디즘에서 드베쿳은 인간의 지속적인 내적 상태이며 종교적인 삶의 시작점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177)  

    바알 쉠 토브는 젊은 시절부터 카발라의 드베쿳에 전념하며 신과 하나가 되는 상

태를 지속적으로 겪었다. 문헌에 따르면 그는 드베쿳 상태에서 세상이나 육체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고 먹지도 자지도 않았으며, 상처 입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는 드베쿳에 있으면서도 육체를 운용하고 사람들과 교

류할 수 있게 되었다. 드베쿳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특정한 시간에 카발리스

트들이 행하는 명상보다 평범한 이들의 헌신이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드베쿳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178)

중요한 원칙이다. 그대의 창조자와 결합하라. 그렇게 결합한 상태에서 그대 가정에 필

요한 것을 위해 기도를 하건, 무언가를 행하건 말하건 하라.......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

의 생각이 창조자와 결합하도록 그대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대가 물질적인 

일과 연관된 행위나 말과 연관될 때에도 그때 드베쿳 상태에 머물도록 훈련하라.179)

�조하르�에서 믿음과 기도는 지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영역을 연결하는 신의 현존, 셰

키나를 암시하는 표현, 또는 셰키나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중세 카발리스트들은 셰키나와의 결합을 드베쿳이라고 했다. 바알 쉠 토브는 믿

음, 기도, 드베쿳을 하나로 연결하여 해석했다. 그는 신에 대한 강렬한 헌신이 믿음이

며, 드베쿳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곧 드베쿳이라고 말했다. 즉 바알 쉠 

토브는 믿음과 드베쿳의 개념적인 구분을 지워버렸다.180)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바

알 쉠 토브는 자신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혁신이란 오직 단 한 가지, 단순한 믿음이

라고 했다.181)

    학계에서 드베쿳은 하시디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여겨진다. 숄렘은 바알 

쉠 토브가 믿음과 드베쿳을 하나로 보며, 소수의 집단에 적용되던 드베쿳의 범위를 

177) Joseph Dan, “Devekut,”, EJ.
178) Buxbaum, The Light and Fire, 29, 44, 81, 83, 100, 120. 

179) Schochet, Tzava’at Harivash, 68.

180) Ron Margolin, “On the Essence of Faith in Hasidism: An Historical-Theoretical 

Perspective,” Faith: Jewish Perspectives, eds. Avi Sagi and Dov Swarchtz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3), 308-09. 

181) Buxbaum, The Light and Fire, 2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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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까지 확장시킨 점이 카발라와 구별되는 하시디즘의 혁신적인 요소라고 보았

다.182) 숄렘의 지적대로 바알 쉠 토브는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완전한 드베쿳을 이

룬 짜딕이 되기 극히 어렵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누구나 짜딕이 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각자가 드베쿳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알 쉠 

토브와 제자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 사람이 바알 쉠 토브 곁에 있으니 신의 

현존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자 바알 쉠 토브는 사탕 가게 비유로 대답한다. 그는 가

게주인이 사탕을 사려고 온 손님에게 사탕 몇 개를 맛보게 해줄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사탕이 맛좋은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일 뿐, 손님이 사탕을 더 원한다면 손님 스스

로가 돈을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일시적

인 드베쿳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스스로 드베쿳에 다다라야 하며, 이것이 앞

으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183)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짜딕 곁에 있는 이는 드베쿳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짜딕과 신도 사이의 드베쿳은 맛보기에 불과하며 개인이 각자 드베쿳을 성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개인 각자의 드베쿳 성취를 강조했

으며 이는 초기 하시디즘 문헌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엘리오르는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는 하시디즘의 특징으로 모든 유대 공동체 일원이 신을 깨달을 가능성을 지니

며, 각자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었다.184)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대중과 엘리트, 종교생활과 일상생활, 믿음과 드베쿳을 

비이원적으로 정립한 지점이 그의 독창성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종교전통에서 그러하

지만 신과 유대민족 간의 관계에서 시작된 유대 전통에서 믿음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

이다. 바알 쉠 토브는 믿음과 드베쿳이 하나라고 말하면서 드베쿳을 모든 유대인 삶

의 기초로 확장했다. 카발라에서 드베쿳은 주로 뛰어난 이들과 종교적 행위와 연관되

었다. 드베쿳을 이루는 이들은 히브리 성서의 예언자나 사제, 카발라에 능숙한 이로 

묘사되고, 드베쿳을 이루는 과정은 계율 준수와 토라 공부 등의 수행에 적용되었

다.185)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전 유대 공동체 일원의 일상적인 삶 전체에 드베쿳

을 적용했다. 

    이 관점은 하시디즘의 믿음 개념 또한 변화시켰다. 랍비 전통에서 믿음은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 등으로 무지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면, 하시디즘에서 

믿음은 신의 현존에 대한 드베쿳, 즉 개개인의 직접적인 깨달음을 일으키며, 깨달음에

서 얻어지는 확신이라고 보았다. 이는 앞서 바알 쉠 토브가 보다 높은 믿음이란 신의 

182) Scholem, “Devekut,”, 208-09.

183)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8.

184) Elior, “The Origins of Hasidism,”, 95. 

185) Idel, “Jewish Mysticism,”, 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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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을 깨달아 아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론 마골린(Ron 

Margolin)은 신과 연결되는 체험에서 믿음이 일어난다는 관점이 하시디즘의 믿음을 

이해하는 주요한 열쇠라고 본다.186) 이처럼 하시디즘에서 드베쿳과 믿음은 나뉘지 않

는다. 필자는 이 두 개념의 구분을 지워버린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앞서 엘리오르가 

말한 하시디즘의 특징이 되는 토대라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드베쿳을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작점이자 과정, 결과이며, 모든 

이들이 지녀야 하는 내적 상태이자 완성으로 여겼다. 이에 그의 제자들은 드베쿳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완전한 드베쿳은 모든 이원성이 사

라진 영속적인 상태이지만, 사람마다 영적인 수준이 다르므로 그 수준에 따라 드베쿳

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 드베쿳 연구에서는 주로 바알 쉠 

토브의 드베쿳 상태를 서술한 부분을 다루었다. 그러나 필자는 드베쿳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등장하는 제자들과 바알 쉠 토브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드베쿳 사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스승이시여, 저는 가끔 굉장한 드베쿳을 가지고 신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만 곧 저의 

드베쿳은 멈추고 신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어째서일까요?” 바알 쉠 토브가 대

답했다. “아버지가 그의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르칠 때, 그는 아들 앞

에 서서 자신의 팔을 크게 벌리고 아이가 쓰러지지 않게 손을 아이 가까이하면서 천천

히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걷는다. 아버지가 몇 걸음 뒤로 걸으면 아이는 앞으로 걷는

다. 이렇게 아이는 걷는 법을 배운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

람이 강렬한 드베쿳을 가졌을 때 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신 자신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사람의 드베쿳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신이 그 자신을 계속해서 치워

버리면 사람은 반드시 계속해서 그의 드베쿳을 키워나가 드베쿳이 더 강해지고 더 열

정적으로 된다. 매번 그가 신을 볼 때마다 신은 그 자신을 떨어뜨리니 사람은 그 전보

다도 더 드베쿳을 늘리도록 영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가로대에 있더라

도......넓은 의식에 있을 때도 있고 좁은 의식에 있을 때도 있다. 이것이 성스러운 동물

(hayot)이 달리거나 되돌아가거나 하면서 성스러운 전차를 모는 일의 비밀이니, 이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신성의 생명력(hiyut)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갔

다 하기 때문이다.”187)

필자는 위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고 싶다. 먼저 바알 쉠 토브는 동물성과 신

성을 비이원적으로 파악한다. 전술했듯이 카발라 전통에서는 인간이 동물적인 영혼과 

신성한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신성한 영혼은 신에게 이끌리지만 동물적

186) Margolin, “On the Essence of Faith,”, 310-12. 

187)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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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혼은 나를 신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며, 이기적으로 나쁜 성향에 이끌

린다. 이 동물적인 영혼은 인간이 이원적인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이다. 특

히 인간의 눈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을 분리해서 파악하며 사물들이 개별적으로 존

재하는 듯 느끼게 하여 감각을 실재(實在)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동물적인 영혼

을 히브리 성서의 표현을 차용해 ‘육안(肉眼)’이라고도 한다. 

    엘리오르는 카발라에서처럼 동물적인 영혼과 신성한 영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

고 전체인 신성에서 둘을 통합시키는 관점이 바알 쉠 토브의 문헌 주해의 특징 중 하

나라 본다.188) 이는 위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바알 쉠 토브는 동물, 피조물을 나

타내는 히브리어 ‘하욧(hayot)’과 신성의 생명력을 가리키는 단어 ‘히윳(hiyut)’을 연

결한다. 하욧과 히윳은 발음을 다르나 자음으로 구성된 히브리철자가 같으므로, 랍비 

문헌 해석 방식에서 치환될 수 있다. 즉 하욧이 히윳으로, 히윳이 하욧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이 방식으로 두 단어를 연결하면서 동물성 역시 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 변동, 즉 드베쿳에 든 넓은 의식과 그렇지 

못한 좁은 의식의 변동은 밀물과 썰물처럼 자연의 섭리라고 말한다. 이 같은 관점에

서 바알 쉠 토브는 일시적인 드베쿳이 의식이 이원성에서 비이원성으로 나아가는 자

연스러운 상태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바알 쉠 토브는 아버지와 아이 은유로 일시적인 드베쿳은 인간이 신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가게 하려는 신의 의지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체험으로서의 드베쿳은 인간을 영속적인 드베쿳으로 이끄는 신의 작용이다.189) 필자

는 이 부분에 전부가 신이라는 그의 중심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바알 쉠 토브

는 앞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걸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아버지가 물러나기 

때문에 아이가 걷는 법을 배워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고 본다. 즉 인간의 영적

인 노력은 사실 신에게서 온 것이며 신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서 필자가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바알 쉠 토브가 일시적인 드베쿳 체험을 과정으

로 보며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이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카발라의 세계관과도 연관된다고 

본다. 전술했듯이 카발라는 아칠루트, 베리야, 예치라, 아시야의 네 세계가 있다고 보

며, 이 세계관은 하시디즘도 공유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은 잠재성의 형태로 세 번째 

세계인 예치라에서 형성되며, 마지막 세계인 아시야에 들어와서야 물질로 표현된다. 

188) Elior, The Mystical Origins, 48, 110. 

189) 바알 쉠 토브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의식의 추락은 의식 상승을 위한 기회

라고 풀이한다. 그는 아브라함이 영혼을, 이집트가 나쁜 성향을 상징한다고 말하며, 아브라

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창세기｣ 12:10) 이집트에서 올라옴(｢창세기｣ 13:1)이 영혼의 하

강과 상승을 가리키며, 그러므로 의식의 상승과 추락 또한 신의 뜻이라 해석했다. 

Schochet, Tzava’at Harivash, 51-52. 



- 67 -

그러므로 카발라에서 시간성이나 공간성은 오르 엔 소프가 덮은 겉옷에 대한 개념이

며 본질적으로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네 세계를 모두 거

슬러 올라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할 때, 가장 높은 상태에 다다랐다고 본다. 

    멜리라 헬너-에셔드(Melila Hellner-Eshed)는 �조하르�에 나타난 인간의 의식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중 가장 낮은 의식은 인간이 이원적이고 구분된 삶에 

있음을 자각하는 단계로, 이때 출생, 성장, 쇠퇴, 죽음 등 시간에 속박된 모든 현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 감각과 감정을 특징으로 하는 이 의식은 이원성 안에 있으면

서 일시적으로 이원성이 사라지는 체험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가장 높은 의식은 존재

의 핵심에서 신과 하나가 되어 그 어떤 구분도 모두 사라진 상태로, 분화되기 이전의 

근원적인 상태에 이른 단계이다.190) 도브 바에 역시 개별적인 존재를 소멸시키면 삶

과 죽음, 삶과 죽음, 바다와 땅 등 모든 것이 똑같은, 시간보다도 더 높은 세계에 들

지만, 이와 달리 세계의 물질성에 이끌리면 시간성에 매인다고 보았다.191) 이는 후대 

하시디즘에서도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으로 한정된 세계 감각을 초월하고 공에 이르

러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192) 그러므로 카발라와 하시디즘에서 시간

성과 공간성을 내포하는 일시적인 체험은 이원적인 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또한 체험이라는 개념이 체험하는 자와 체험이 되는 대상, 즉 주체와 객

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전술했듯이 바알 쉠 토브는 개별적인 존재

의 소멸을 바탕으로 이원적인 의식의 초월을 강조했다. 개별적인 존재가 사라지면 체

험의 주체인 ‘나’와 객체가 되는 ‘신’ 사이의 구분은 없어진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를 

상정한 체험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필자는 드베쿳을 항구적인 상태로 여기

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앞과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스승님도 그렇습니까? 신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모든 이에게는 넓은 의식이 있을 때와 좁은 의식이 있을 때가 있다.......그러나 인간은 

또한 그것에서 추락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그의 어린 아이와 놀

아주려고 할 때, 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가 (손을 치워) 얼굴을 보여주기를 되

풀이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즐거움은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밀쳐내어 아버지의 얼굴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게 할 정도로 영리해졌을 때 더욱 커진다. 신의 영광은 세상에 가

득 차 있으며 그가 현존하지 않는 곳은 없다.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는 그저 그

190) Hellner-Eshed, A River Flows From Eden, 340-51. 

191) Moshe Idel, ““Higher Than Time”,”, Time and Eternity in Jewish Mysticism: 
That Which is Before and That Which is After, ed. Brian Ogren (Leiden: Brill, 

2015), 198-201.  

192) Elior, The Mystical Origin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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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부터 얼굴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의 감춤은 없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놀이를 끝내서 신을 언제나 보기를 바란다

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아버지의 손을 밀쳐내라.”193)

여기에서 드베쿳은 신에 대한 앎, 의식으로 표현된다. 바알 쉠 토브는 아버지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여기 있다는 항구적인 앎이라고 강조한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밀쳐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확신과 함께 손을 밀

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특히 필자에게 이 부분은 드베쿳 체험

으로 신에게 다가간 인간이 주체와 객체, 시간과 공간의 이원성을 초월하여 영원히 

아버지의 현존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상태를 뜻하는 듯 보인다. 그러므로 바알 

쉠 토브에게 궁극적인 드베쿳은 체험을 초월하여 영원히 아버지의 현존을 아는 의식 

상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여러 하시디즘 문헌에서 드베쿳이 ‘신에 대한 내적 앎 및 

정신적 이어짐’194), ‘유일한 실재로서의 신의 편재함에 대한 의식’195), ‘신 의식’196)

등으로 표현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델은 하시디즘이 정신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여러 체험의 형태

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하시디즘은 창시자인 바알 쉠 토

브부터 트랜스, 천계 여행, 발작 등 여러 체험을 하였고, 후대 인물들도 기도 중의 예

언, 꿈에서의 계시 등 다양한 체험을 한다. 이델은 또한 기도, 문자 외기 등의 특정한 

행위로 신과 연합하는 드베쿳도 위의 체험들과 유사하게 신비적 · 황홀경적 체험이라

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하시디즘이 체험을 중요시한 중세의 황홀경

적 카발라와 유사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197) 최근 연구에서는 그는 바알 쉠 토브가 

문자에 대한 생각과 발화로 드베쿳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드베쿳을 다면적인 체험이라

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이델은 바알 쉠 토브가 현상적으로 드베쿳에 들게 되

는 순간에 집중한다.198) 3세대 이후 하시디즘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는 샤

울 마기드(Shaul Magid)도 하시디즘의 드베쿳을 체험, 체험적 교류 등으로 보며, 드

베쿳을 율법, 윤리, 이성 등과 대비시켜 분석하기도 한다.199)

193)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9.

194) Wineman, The Hasidic Parable, 179. 

195) Schochet, Tzava’at Harivash, xvii.

196) Buxbaum, The Light and Fire, 6.  

197) Idel, Hasidism, 54-59. 이델이 ‘황홀경적 카발라(Ecstatic Kabbalah)’ 라고 부르는 자

료는 대개 중세 유대신비전통에서 강렬한 신비 체험을 추구한 인물 아브라함 아불라피아

(Abraham Abulafia, 1240-1291?)를 가리킨다. 아불라피아에 대한 이델의 저서로는 

Moshe Idel, “Abulafia, Abraham Ben Samuel,”, EJ. 
198) Idel, “Modes of Cleaving to the Letters,”, 314-16. 

199) Shaul Magid, Hasidism on the Margin: Reconciliation, Antinomianism, and 
Messianism in Izbica/Radzin Hasidism (Madison, Wisc.: University of 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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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델이나 마기드의 분석처럼 바알 쉠 토브와 하시디즘 문헌에는 여러 체험이 등

장하며 개인의 체험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필자는 드베쿳이 현상학적인 체험 개

념 이상의 것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델의 분석처럼 드베쿳을 일어났다

가 사라지는 하나의 체험이나 현상으로만 본다면, 바알 쉠 토브와 제자 이야기에서 

일시적으로 드베쿳을 체험하는 제자는 관찰될 수 있지만 항구적인 드베쿳 상태에 있

는 바알 쉠 토브는 관찰되기가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 개념이 내

포된 일시성은 바알 쉠 토브에게 하나의 과정이며 궁극적인 실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드베쿳 안에 체험으로서의 드베쿳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드베쿳 전체와 동일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종교학이 태동한 이래, 체험은 주요 연구주제였으며 여러 종교 전통을 이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런데 불교학자 로버트 샤프(Robert H. Scharf)에 따르면 

체험/경험은 서구 철학적 개념으로, 비서구권에서는 근대 이전까지 여기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체험은 서구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 몇 세기 되지 않은 근현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200) 이에 필자는 바알 쉠 토브

의 드베쿳은 체험보다 더 큰 개념 범주일 수 있으므로, 해석 작업에서 체험이라는 개

념 고찰과 더불어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엘리트와 대중, 체험과 의식, 믿음과 드베쿳 등을 나누지 않았으

며 전부가 신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했다. 그의 관점은 기존 유대 전통과 

카발라 개념의 의미와 범주를 바꾸었으며, 이는 후대 하시디즘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

는 신성한 세계와 속된 세계의 구분 역시 지웠고, 이 관점은 하시디즘만의 관례, 문

화 등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성과 속의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의 사상과 종교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Press, 2003), 40, 117-18, 250; Shaul Magid, Hasidism Incarnate: Hasidism, 
Christianity, and the Construction of Modern Juda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73, 151, 172. 

200) Robert H. Sharf, “Experience,”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ed. Mark 

C. Tayl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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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 속의 비이원성

1. 내적 의도/헌신(Kavvanah)201)

‘카바나’는 ‘겨냥하다’는 뜻의 ‘카벤(kaven)’에서 나온 단어로, 의식을 어떤 목표에 겨

냥함을 가리키며 ‘내적 의도’, ‘집중’, ‘헌신’ 등으로 번역된다.202) 랍비 문헌에서 카바

나는 계율을 지킬 때의 정신적인 집중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카발라에서는 기도하면

서 세피로트, 게마트리아 등 신의 신비한 속성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리켰다. 이처럼 

카바나는 기도, 계율, 묵상 등 종교 활동과 연관이 깊은 단어이다.203) 바알 쉠 토브 

역시 기도할 때에 강한 카바나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행위와 마음을 나

누어보지 않는 관점에서 기존 유대 전통의 카바나 개념의 범위를 넓혔다.    

마음이 사람의 토대이다. 토대가 단단하면 건물이 견고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신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행위는 온전하다. 그러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점령되어 있으면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온전하지 않으니, 이는 약한 토대 위에 세워졌

기 때문이다.204)

유대 전통에서 토대, 기초를 가리키는 단어 예소드(yesod)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vetzaddik yesod olam(｢잠언｣ 10:25)’은 ‘의로운 이는 영원한 토대이니.’라는 

구절이다. 히브리어 ‘올람’에는 ‘영원’과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는 올람을 ‘세상’으로 풀이하여 의로운 이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그로 인해 

세상이 지탱된다고 해석했다. 의로운 이가 세상을 유지하는 토대라고 본 셈이다.205)

카발라에서 예소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아홉 번째 세피라가 예소

드이기 때문이다. 예소드는 상위 여덟 개의 세피로트와 열 번째 세피라 셰키나/말쿠

트를 잇는다. 예소드를 통해 상위 영역의 신성과 하위 물질세계의 신성이 연결되며 

빛으로 상징되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예소드는 신의 여성적인 

측면인 셰키나를 아인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신의 남성적인 측면으로 여겨진

다. 그래서 기둥이나 남근이 예소드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셰키나와 결합

201) Kavanah 라고도 표기되고, 복수형으로 Kavvanot, Kavanot으로도 표기된다.  

202) 아리예 카플란(Aryeh Kaplan), �유대 명상(Jewish Meditation)�, 김태항 옮김 (제천: 하

모니, 2011[1985]), 76. 

203) H. Elchanan Blumenthal, “Kavvanah,”, EJ.
204)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256.  

205) Matt, The Essential Kabbalah, 1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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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드베쿳에 이르는 카발리스트를 가리키기도 하며, 위에 언급된 잠언 구절에 따르

면 짜딕이 세상의 토대이므로 짜딕과 예소드가 동일시되기도 한다.206)

    위의 문단에서 바알 쉠 토브는 마음을 신성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토대로 보고 있

다. 사람에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그는 생각이 행위에 신의 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나쁜 행위보다 더 좋지 않으며,207) 사람은 그의 생각이 

있는 곳에 있다고까지 말하였다.208)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토라 공부, 계율 준수 등

의 행위 자체보다 행위 바탕에 있는 신을 향한 초점, 카바나를 강조했다. 카발라 역

시 모든 것이 신성이므로 마음과 행위는 이어져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

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카발라에서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마음을 신에게 고정할 것

을 강조한 반면, 바알 쉠 토브는 종교 행위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의식을 신에게 고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이 창조된 이유에 대한 루리아와 바알 쉠 토브의 

설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루리아는 토라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근원인 신과 결합시켜야 하며, 이것

이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개개인이 매일 고정적으로 

문헌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9)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이 창조된 본질적인 목적

은 예배라고 말했다. 루리아와 바알 쉠 토브 둘 다 인간이 신을 깨닫기 위해 이 세상

에 태어났으며, 깨달음의 과정에 카바나가 필요하다고 본 점은 유사하다. 그런데 토

라, 탈무드, 카발라 등의 문헌 공부에서 깨닫는 방법을 찾은 루리아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나’가 아니라 신을 향한 초점에서 찾았다. 그는 신은 모든 방법에서 섬겨지고

자 하므로 사람이 홀로 길을 걷거나 사람들과 일상대화를 나눌 때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예배라고 말했다.210) 즉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의 삶 전체가 카바나

에 의해 예배가 된다고 본 것이다.

    성과 속을 나누지 않으면서 내적 태도를 강조한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은 유대 전

통의 ‘리쉬마(lishmah)’ 개념의 확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리쉬마는 ‘그저 그것을 

위해’라는 뜻으로, 랍비 문헌에서부터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를 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반대 표현은 ‘셸로 리쉬마(shelo lishmah)’로, 랍비 

전통에서는 숨은 동기로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를 하는 자세를 가리켰다. 루리아 카

발라에서도 리쉬마는 상위의 세계를 설명한 신지학적 체계를 익히는 자세에 주로 사

용되었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리쉬마를 개별적인 자기가 아닌 신을 위해 하는 내

206) Wolfson, Luminal Darkness, 161-62, 168-69. 

207)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431. 

208) Schochet, Tzava’at Harivash, 55. 

209)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92. 

210) Schochet, Tzava’at Harivash, 4-5. 



- 72 -

적 상태로, 셸로 리쉬마는 개별적인 자기에서 일어나는 생각, 자부심 등으로 보았다. 

그리고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 뿐 아니라 모든 행위를 리쉬마로 하라고 강조했다.211)

즉 기존에는 종교적 행위에 적용되던 내적 자세인 리쉬마를 기본적인 내적 태도로 바

꾸면서 삶 전체에 적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과 속의 구분 타파와 의식 변

환은 종교적인 시공간의 개념과 행위의 경계를 지웠다. 

    필자는 카바나와 리쉬마의 변용에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신이 전부이므로 그저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은 곧 신을 위해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리쉬마는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신을 위해 하는 자세를 

뜻하며, 이는 오직 신에게 집중하는 카바나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은 초기 하시디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자 야콥 요세프와 관련된 문헌에는 

한 명은 가난하고 한 명은 부유한,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온다. 가난한 이가 부유한 이

에게 어떻게 부를 얻게 되었는지 묻자, 부유한 이는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답

한다. 이에 가난한 이는 신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똑같은 행동에도 다른 결과가 나오자 의아해하는 가난한 이에게 부유한 이는 

“너는 오직 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악한 행동을 했지, 악한 행동 그 자체를 위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준다.212)  

    이 이야기에서 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카바나와 리쉬마는 행동보다도 더욱 중요하

게 여겨진다. 또한 자신의 영득을 위해 신을 구하는 자세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본다. 가난한 이는 신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의 관심은 신을 구하거나 버

리는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악한 행동 이전부터 신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은 셈이었다. 나아가 악 역시 신에게서 나왔으므로 악한 행동 자체를 위해 

함은 신을 위해 함과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이처럼 초기 하시디즘 역시 성과 속, 선

과 악, 행위와 의도를 나누지 않으면서 초점을 개별적인 자기에게서 신에게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비이원성과 개별적 존재의 소멸을 중심축으로 기도, 

음악, 이야기 문학 등 하시디즘의 종교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알 쉠 토브는 자신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다다를 수 있었던 이유로 다량의 

문헌 공부 대신 강한 카바나로 올린 끝없는 기도를 들었다.213) 이는 토라 공부를 기

도보다 높게 평가했던 랍비 전통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탈무드에서 어

느 랍비는 기도와 토라를 각각 일시적인 생활과 영원한 생명에 비유하며 토라 공부와 

기도가 다른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으며, 대다수의 랍비들은 기도는 덜 배운 이가 하

는 방법이라고 여겼다.214)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기도를 토라 공부 및 계율 준수

211) Schochet, Tzava’at Harivash, 45, 52-53, 120, 151. 

212) Wineman, The Hasidic Parable, 20.

213) Schochet, Tzava’at Harivash,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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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등하게 다루면서 유대 전통에서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변화시켰다. �짜바아트 

하리바쉬�는 전체 내용의 4분의 1이상에서 기도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에도 신도의 

지침서로 사용되므로 기도를 중요시하는 문화는 하시디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짜바아트 하리바쉬�에 등장하는 기도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

았다. 먼저,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보다도 기도하는 내적 자세가 강조된다. 바알 쉠 토

브에 따르면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소리를 내어 읽을 수도, 속으로 욀 수

도 있으며, 몸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혹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기도서를 

눈으로 읽거나 눈을 감고 욀 수도 있으며,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외거나 문자 하나

하나를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한 경외, 헌신, 집중, 열정과 같은 내적 상

태는 기도를 기도이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는 입으로는 기도를 외면서도 속으

로는 잡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나쁜 성향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보았다.215)

    유대 전통에서 기도는 하루에 세 번 올리는 것이 관례다. 아침 기도인 샤하리트

(Shacharit)는 일출부터 정오 사이에 올린다. 낮 기도인 민하(Mincha)는 정오부터 일

몰 사이에 올린다. 저녁 기도인 마아리브(Maariv)는 일몰부터 취침 사이에 올린다. 

기도는 회당 혹은 가정에서 집단(minyan)이나 개인으로 올리며, 낮 기도인 민하는 시

간 특성상 일터에서 올리기도 한다. 이 기도들은 특정한 기도서들이 순서대로 포함되

어 있으므로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 있었고, 한 번의 기도를 올리는 데 15분에서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바알 쉠 토브는 정신적인 집중, 의도, 헌신을 강조하면서 기도에 대

한 시공간, 내용, 형식상의 옳고 그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가 �시브

헤이 하베슈트�에서 일하느라 기도를 깜빡한 사람이 저녁에 부랴부랴 집에 돌아가 낮 

기도를 올릴 때, 그가 무얼 외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천사들이 그의 기도에 응한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216)

    두 번째로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기도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사

람의 꺼리는 마음이다. 바알 쉠 토브는 기도를 하지 못하리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은 

신이 변장하여 모습을 감춘 때이므로 더욱 강한 카바나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또한 왕이 출타 중이라고 빈둥거리는 종은 충실한 종이라 할 수 없듯이, 안

식일과 평일을 나누어 안식일에만 집중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

들에게 신이 영원히 현존한다는 앎을 가지고 잡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라고 강조했

다.217)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모든 것이 신성하며 회당과 숲의 차이가 없음을 아는 

214) Louis Jacobs, “Hasidic Prayer,”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331.

215) Schochet, Tzava’at Harivash, 25-26, 29, 47-48, 53, 56, 79, 97, 99, 108, 125.  

216) Ben-Amos, In Praise, 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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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는 회당과 숲 모두 기도에 적당한 장소라 하였고, 이 앎을 통해 카바나로 기도

하는 이는 신과 결합하는 드베쿳에 머무르기 때문에 토라 문헌과 시장의 담화, 즉 성

과 속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218)

    필자는 그가 기도에 대한 지식보다 신에 대한 앎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카발라에서 기도는 명상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토라 공부와 병행되었다. 그런데 이 기

도서들은 토라와 카발라를 바탕으로 한 세피로트, 게마트리아 등의 정교한 체계를 가

지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이는 기도하기가 어려웠다.219) 바알 쉠 토브는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 실질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인간의 삶 전체로 확장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라고 본 것과 같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세 번째로 기도는 육체적인 죽음, 자아 감각 상실 등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과 연

관된다. 바알 쉠 토브는 사람은 기도 중에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죽음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존재란 중요하지 않음을 떠

올리며 강렬하게 기도하라고 말했다. 이를 ‘마치 물리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자세로 기도하라’라고도 표현하였다. 그는 사람이 ‘나’를 실재하

는 어떤 것으로 여긴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며 잡생각이 들어와 그의 기도를 방해하

리라 보았다. 이와 달리 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단어들이 입

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기도는 신과 분리된 존재는 실재하

지 않는다는 앎을 깨닫는 수단이면서, 신과 결합하여 드베쿳을 이루어 개별적인 존재

의 소멸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220) 그래서 후대 하시디즘에서 기도는 드베쿳을 이루

는 가장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221)

    마지막으로 카바나를 가진 기도는 상위 세계와 하위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다. 바알 쉠 토브는 모든 단어가 신에게서 왔으므로 완전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글자는 네 세계와 영혼, 신성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알

고 강렬한 집중, 헌신, 열정으로 기도하면 글자가 담고 있는 물질영역의 신성인 셰키

나와 비물질영역의 신성을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도는 인간의 내적 상태

에 따라 신과 물질세계를 연결하면서 세상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222)

이는 �시브헤이 하베슈트�의 여러 이야기에서도 등장한다. 바알 쉠 토브를 비롯하여 

217) Schochet, Tzava’at Harivash, 57, 72, 73, 125. 

218)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38.

219) Aryeh Kaplan, Meditation and Kabbalah (York Beach, Maine: Samuel Weiser, 

Inc, 1985[1982]), 283-85. 

220) Schochet, Tzava’at Harivash, 27, 30, 46, 49-50, 89.

221) Schochet, Tzava’at Harivash, xviii-xix. 

222) Schochet, Tzava’at Harivash, 29, 47, 61-63, 108, 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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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수단 중 하나가 기도이다. 특히 바알 쉠 토브에 관한 

기록에서 기도는 영혼을 천상세계와 연결시킬 뿐 아니라, 천상세계에 속해 있던 영혼

이 물질세계의 인간으로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그는 

깊은 드베쿳 상태에 있어서 언어조차 뒤죽박죽이 되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다. 

그러자 천상의 교사인 아히야가 그에게 ｢시편｣ 119장을 비롯하여 시편의 여러 구절

들을 반복해서 외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매일 ｢시편｣을 외는 것으로 바알 쉠 토브는 

드베쿳에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여 가르침을 펼칠 수 있었다.223)

    ｢시편｣ 119장은 여타 히브리 성서 구절과는 다르게 찬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유

대 전통에서 명상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히브리 성서 시대부터 119

장은 묵상을 통해 개인이 높은 영적 상태에 이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여겨진다.224) 그런데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에서 이 장은 반복해서 외는 기도가 되어 

높은 상태에 이르는 것뿐 아니라, 높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낮은 물질영역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역할까지 한다. 카바나에 의해 기도가 지상과 천상, 아인과 셰키나, 

육체와 영혼을 통합시킨 수단이 된 셈이다. 

    바알 쉠 토브는 토라 공부로도 드베쿳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225) 그는 각자가 

토라를 공부하며 토라의 내적 의미를 직접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하시디즘에

서 이 가르침은 내적/자기성찰적 토라(pnimiyut hatorah)로 불리며 문헌 공부의 한 

형태를 이루었다.226) 그런데 그는 토라, 기도, 계율 준수의 진정성을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계율을 준수하면서도 준수하는 자신을 영광되게 여기

는 이, 즉 개별적인 ‘나’가 신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이

는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앎(daat)이 있으면 상업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신과 함께 하는 현명한 

자이지만, 앎이 없으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 하여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며, 앎 

없이 올리는 기도, 토라 공부는 영적인 진보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았다.227) 여기

에서의 앎은 신과 결합된 드베쿳, 신만이 실재한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전술했듯이 

바알 쉠 토브의 드베쿳은 체험일 뿐 아니라 의식 상태, 존재의 상태를 가리키며, 드

베쿳에서는 모든 환경이나 행위의 구분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바알 쉠 토브는 행위, 

현상의 내용이나 양식보다 개인의 내적 상태가 영적 진보의 핵심이며, 이에 따라 삶

223) Ben-Amos, In Praise, 129, 329. 

224) 아리예 카플란(Aryeh Kaplan), �성경과 명상(Meditation and the Bible)�, 김태항 옮김 

(제천: 하모니, 2012[1978]), 199-207. 

225) Schochet, Tzava’at Harivash, 104. 

226) Schochet, Mystical Concepts, 11, 19-20, 23;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130-31.

227) Schochet, Tzava’at Harivash, 90, 112-1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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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부분이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알 쉠 토브의 제자 코소보의 나흐만(Rabbi Nahman of Kosow)은 랍비, 설교

자, 종교교사 등 소위 영적인 직업을 가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소작농이자 상인으로

서 생계를 꾸렸다. 그는 밭을 갈거나 물건을 팔면서도 언제나 신을 떠올리며 드베쿳

을 이루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회당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속적인 일을 떠올

릴 수 있듯이 그 반대도 가능하므로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신을 앞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228) 여기서도 농사일과 회당기도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

며, 서로 달라 보이는 행위나 현상보다 이를 대하는 내적 상태가 중요시된다. 또한 

항상 어디서나 신을 앞에 두는 강한 집중과 헌신을 진정한 영적 노력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개별적 존재의 소멸을 목표로 앎과 카바나, 드베쿳에 초

점을 맞추면서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분을 지운 점이 하시디즘의 종교문화의 형성과

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짜딕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는 마아세 

메르카바(Ma’aseh Merkavah)와 연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229) 마아세 메르

카바는 본 논문의 ‘유대 신비전통’의 역사에 나온 초기 유대 신비전통의 전차

(Merkavah) 문헌을 가리킨다. 히브리어로 된 이 문헌은 랍비들의 천상 세계에 대한 

신비 체험을 다루고 있으며, 랍비들 내에서만 비밀리에 공유되었다. 이와 달리 짜딕 

이야기는 이디시어로 전해졌으며, 랍비뿐 아니라 신도들을 통해서도 장소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널리 구전되었다. 이 짜딕 이야기에는 신비 체험이나 이적 행위뿐 아니라 

그가 공동체 사람들과 교류하는 평범한 일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알 쉠 토브는 짜

딕 이야기와 마아세 메르카바가 모두 개인의 영적 진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둘을 동

등하게 연결하며, 랍비와 대중, 신비와 일상, 천상과 지상, 히브리어와 이디시어, 종교

적 가르침과 세속적 이야기의 구분을 사라지게 했다. 

    이에 이야기가 토라 공부와 같이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수행의 일부로 여겨지

면서 하시디즘만의 다양한 민간전승과 설화 등이 발달하였고, 이후 동유럽 유대 문학

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이디시어의 가치적 구분이 사라지면서 이디

시어의 지위가 격상되었다. 바알 쉠 토브를 비롯한 하시디즘 지도자의 가르침은 처음 

이디시어로 구술되었고, 이후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문헌화되었다.230) 현대 세계 아시

케나지 유대 공동체는 이디시어를 사용하며 이디시어를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성스

러운 언어로 여긴다. 이처럼 다양한 수단들이 영적인 진보에 똑같이 기여한다는 관점

은 바알 쉠 토브가 등장하는 하시디즘의 유명한 이야기에서도 발견된다.

228) Ada Rapoport-Albert, “God and the Zaddik,”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300-01. 

229) Ben-Amos, In Praise, 199. 

230)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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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바알 쉠 토브는 아픈 소년의 목숨을 살리고자 숲에서 초를 켜고 기

도와 명상을 하며 신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에 신은 바알 쉠 토브의 청을 들어주었

다. 도브 바에는 바알 쉠 토브의 명상법을 몰랐으나 신이 도와주리라 믿고 숲에서 초

를 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이에 신이 그의 청도 들어주었다. 다음 세

대인 사소브(Sassov)의 랍비는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신이 도와주리라 믿고 사람들에

게 바알 쉠 토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에 신이 그의 청도 들어주었다.231) 여기에

서 명상, 기도, 이야기는 믿음, 카바나, 드베쿳에 따라 모두 성스러운 수단이며 동일

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하시디즘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자. 속죄일(Yom Kippur)에 어느 유대인 목동이 회당을 

찾았다. 그는 예배에 깊이 감동했지만 글을 몰라 기도서를 읽을 수 없었다. 대신에 

목동은 휘파람을 불어 신에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선물로 바쳤다. 사람들은 목

동의 행동을 불경하게 보고 당황하며 화를 냈지만, 바알 쉠 토브는 이들을 저지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회당의 기도가 무언가에 막혀 천상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었는

데, 목동의 순수한 휘파람이 그 장애물을 걷어 기도가 신에게 미치도록 했다고 말했

다.232) 속죄일은 히브리 성서 시대부터 희생 제물을 바치고 단식을 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신에게 죄 사함을 받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제일(祭日)이다. 바알 쉠 토브는 

진정한 정화는 신에 대한 사랑과 신을 향한 강렬한 초점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서 문맹

인 목동의 휘파람이 히브리어 기도보다도 신에게 더 호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어와 비언어의 구분조차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는 음악과 춤 역시 기도, 계율, 토라 공부처럼 인

간을 신과 결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다음은 바알 쉠 토브의 이름으로 전해

지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음악에 대한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달콤한 소리로 아름답게 악기를 연주했다. 이를 듣는 이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 신이 나고 부드러운 소리가 주는 환희에 마음

이 움직인 사람들은 기쁨에 차서 춤을 추고 천장에 닿을 정도로 뛰었다. 음악에 가까이 

서 있을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환희는 점점 더 커졌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춤을 추

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귀먹은 남자가 왔다. 그는 악기의 달콤한 선율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굉장한 에너지로 춤을 추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보고는 미친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이어 “저런 즐

거움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현명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유쾌하

고 즐거운 악기의 소리로 춤을 추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 또한 사람들과 함께 춤을 

231) Buxbaum, The Light and Fire, 4. 

232) 텔루슈킨,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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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을 것이다.233)

카발라에서는 모든 존재가 신의 창조의 증언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본다. 각 존재는 

신성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음률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신성에서 비롯된 

음률들이 어우러져 연주되는 음악이다. 바알 쉠 토브는 카발라의 상징을 받아들이면

서 음악과 춤이 사람의 영혼을 신과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234) 특히 이 이야기

에서 필자는 귀가 들리는 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만 귀먹은 자는 음악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알 쉠 토브가 강조한 신에 대한 앎을 연상하였다. 신이 이 

세상 전체에 있듯이 이야기 속 음악 역시 장소를 가득 채우고 있다. 모든 존재가 신 

안에 있듯이 모든 이들은 음악 속에 있다. 이를 아는 자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듯이 

음악을 듣는 자는 연주와 하나 되어 춤을 출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자는 

신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듯, 음악을 듣지 못하는 자는 춤추는 사람들과 자

기가 다르다고 느낀다. 

    바알 쉠 토브는 노래와 춤을 기도 및 예배와 동일시하면서 집, 길거리 등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동료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235) 여기에서 ‘니군(niggun)’이라

는 하시디즘의 독특한 음악 및 춤 문화가 생겨났다. 니군에는 짜딕이 사람들에게 가

르침을 주는 탁자에서 부르는 선율, 춤을 위한 선율, 행진과 왈츠를 위한 선율 등이 

있다.236) 앞서 바알 쉠 토브는 모든 단어, 철자에 신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집중, 헌

신, 열정 등을 통해 단어나 철자를 반복하는 기도만으로도 사람이 신과 결합할 수 있

다고 보았음을 살펴보았다.237) 이 관점은 음악에도 반영되어 있다. 니군에는 의미 없

는 단어나 의성어로만 된 노래가 존재하며, 하시디즘에서는 열정과 기쁨으로 내용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신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238)

233) Wineman, The Hasidic Parable, 145. 이 이야기는 바알 쉠 토브의 대표적인 우화 중 

하나로 하시디즘 문헌마다 표현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28. 

234) Yitzhak Buxbaum, Jewish Tales of Mystic Joy (San Francisco: Jossy-Bess, 2002), 

21-23.

235) Ben-Amos, In Praise, 223-24; Buxbaum, Jewish Tales, 24-34. 

236) ‘니군’은 히브리 성서에서 ‘노래하다’라는 뜻이나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주로 ‘선율(tune, 

melody)’이라고 번역된다. 복수는 niggunim. A. Hajdu and Y. Mazor, “Ḥasidism: The 

Musical Tradition of Ḥasidism,”, EJ. 브라츨라프의 나흐만(Rebbe Nahman of 

Bratzlav)은 카발라의 세계관으로 음악과 영혼, 세계의 관계를 자세하게 해석했다. 더욱 자

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Chani Haran Smith, Tuning the Soul: Music as 
a Spiritual process in the Teachings of Rabbi Naḥman of Bratzlav (Leiden; 

Boston: Brill, 2010), 49-100.

237) Elior, The Mystical Origins, 55-58. 

238) Judit Frigyesi, “The Practice of Music as an Expression of Religious Philosophy 

among the East-Ashkenazi Jews,” SHOFAR 18(4) (Purdue Universit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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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개인의 내적 상태와 영적 진보에 방점을 둠으로써 이 방점을 이루는 수단

과 방점이 드러나는 양상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도를 예로 

들면, 내적으로 앎, 카바나, 드베쿳으로 기도하면 언제든 신과 하나일 수 있으므로, 

기도의 장소, 시간, 순서, 내용, 언어 등은 저마다 다양해 질 수 있다. 또한 노래, 이

야기, 춤 역시 기도이자 예배가 되므로 기도의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매 

순간이 기도이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기도와 예배가 인간 삶의 모든 양상으

로 드러나게 할 수 있다. 필자는 하시디즘과 미트나그딤의 근본적인 갈등원인과 이후 

하시디즘의 변화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72년, 정통파 랍비 빌나의 가온(Gaon of Vilna)239)은 하시딤과의 모든 거래

와 결혼을 금지하는 파문 포고령(herem)을 내렸다. 바알 쉠 토브는 1760년에 사망했

으므로 살아있을 적에 파문이 된 적은 없었지만, 19세기 이전까지 하시딤과 미트나그

딤의 갈등은 격렬했다. 갈등의 불씨를 지핀 가온은 어릴 적에 토라, 탈무드를 비롯하

여 카발라 문헌까지 섭렵했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 18시간씩 공부하며 문헌 공

부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유대 역사에서 크게 존경받는 학자이다.  

    가온이 하시디즘을 반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당시 쩨비의 메시아 운동

의 여파로 랍비들은 대중의 이목을 끄는 인물을 경계했다. 또한 하시디즘은 가온이 

살던 리투아니아 빌나 지역에 빠르게 퍼지며 많은 신도를 모았다. 신도의 이동은 비

(非)하시디즘 회당의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미트나그딤이 하시디즘을 반

유대적이며 거짓된 운동이라 본 데에는 기도, 음악, 짜딕 등 하시디즘의 종교문화가 

결정적이었다. 하시딤은 끊임없이 모든 수단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했으므로 기도

하는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에 미트나그딤은 하시딤들

이 하루 세 차례의 기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유대 계율을 파기했다고 보

았다. 또 미트나그딤의 눈에 소리를 내거나 몸을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어디서나 춤추고 노래하는 하시딤의 모습은 유대 전통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였다.240)

20-21. 

239) 이름은 엘리야 벤 솔로몬(Elijah Ben Solomon)이며 율법, 탈무드 주해, 카발라 문헌 등

에 뛰어난 능력을 지녀 ‘빌나(지역)의 천재(Gaon)’라고 불렸다. 그래서 본명보다 ‘빌나 가

온’, ‘빌나의 가온’이라는 별칭이 더 자주 쓰인다.  

240)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의 몸짓을 비웃지 못하듯이, 개별

적인 존재와 잡생각, 악한 경향에서 빠져 나오려고 애쓰는 이의 몸짓을 비웃을 수 없다고 

말하며, 노래하고 춤추기를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꺼이 움직이라고 

권했다. 이 가르침에서도 행위보다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Jacobs, “Hasidic Prayer,”, 350. 그러나 이처럼 열정적인 춤과 노래는 유대 전통에서 받

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으며, 미트나그딤은 이를 두고 광기 어린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Arthur Green, Tormented Master: A Life of Rabbi Nahman of Bratslav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9), 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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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트나그딤은 가온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토라 공부를 종교적 생활의 최우

선으로 두었고, 교육기관인 예시바를 중요시했다. 이와 달리 하시딤은 기도와 노래, 

춤을 토라 공부와 동등한 위치에 두었을 뿐 아니라, 성스러운 공간과 속된 공간의 경

계는 없다고 보았다. 야콥 요세프는 공부하러 예시바에 갈수록 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것이며, 토라 공부에 매달리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기

까지 하였다. 이는 문헌 공부와 계율을 정례적으로 행해야만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보

았던 미트나그딤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 

    또한 미트나그딤은 계율 준수와 공부, 주해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바알 쉠 토브는 모든 것이 신임을 깨닫는 앎을 중요시하면서 어디서든 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미트나그딤은 하시디즘이 유대인을 유대 전통적

인 가치인 토라와 계율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갈등은 하바드 하

시디즘의 창시자인 슈뉘어 짤만(Shneur Zalman)이 미트나그딤의 고발로 투옥되었을 

정도로 격화되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하시디즘 분파는 문헌 공부와 계율 준수를 중

요시하며 유대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기울게 되었다.241)  

    하시디즘이 유대 전통적인 요소로 되돌아간 데에는 유대 계몽운동과 유대인 해

방, 동유럽의 정치적 변화의 영향도 있다. 1770년대부터 시작된 유대 계몽운동은 유

대인들이 거주지의 문화에 융화되어야 한다는 신조 아래, 세속적 학문 교육과 취업 

등을 장려하였다. 계몽주의자들(maskilim)은 카발라를 전근대적이고 미신적이라 여겼

으며 합리주의와 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780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이 거

주 국가의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 유대인 해방으로 유대인들은 출세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유대인의 세속화와 그리스도교로의 자발적인 개종으로 이

어졌다. 19세기 초에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개혁 유대교가 등장했다. 

개혁 유대교는 18세기까지 유대 공동체에 널리 수용된 토라, 탈무드, 카발라 문헌에

서 토라만을 수용했고, 유대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열린 태도를 보였으며 기도, 예

배, 식사 규정 등에 관한 기존 유대 율법을 변용시키면서 정통 유대교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유대 전통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하였다.242)

241) Modercai L. Wilensky, “Haisid-Mitgaggedic Polemics in the Jewish Communities 

of Easter Europe: The Hostile Phase,”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245-51, 261-63;  텔루슈킨,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352-58; Barry L. Schwartz, Judaism's Great Debates: Timeless 
Controversies from Abraham to Herzl (Lincoln: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2), 

57-63.

242) 세속학문에 대한 유대 분파의 태도는 현대 유대 신비주의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 개혁 유대교와 보수주의 유대교는 유대 종교전통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수용하는 

반면, 정통 유대교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며 종교전통 공부는 예시바에서 한다. 이로 인해 

유대학이나 유대 신비주의학계에는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학자나 개혁과 보수주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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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하시디즘의 성장거점인 동유럽 지역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18세기 말, 

폴란드의 영토가 분할되고 제정 러시아가 유대인의 입국을 허용하면서 러시아로의 대

규모 유대인 이주가 있었다. 제정 러시아는 집단거주지에 유대인을 수용했으며, 직업, 

여행 등을 제한하고 히브리어와 유대 전통을 금지하면서 개종과 세속 언어 사용을 강

요했다. 유대인 차별과 규제 법령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강제 수

용과 추방을 거듭해서 당했다. 또한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운동이 러시아 및 폴란드 

유대인에게 전파되자, 러시아 정부는 유대인 계몽주의자들을 이용해 유대 전통을 해

체하려고 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는 대규모 유대인 학살까지 일어나자, 많은 유대인

이 미국, 팔레스타인 등지로 이주하며 새로운 문화와 부딪치게 되었다. 

    이처럼 계몽운동, 해방, 박해를 겪으면서 하시디즘은 유대 전통을 고수하는 방향

으로 변하게 되었다.243) 예를 들어 현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하시디즘 분파인 게르

(Ger) 하시디즘 지도자는 토라 없이는 하시딤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토라 문헌 공부

를 가장 중요시한다.244) 학계에서는 바알 쉠 토브부터 도브 바에의 제자까지 3세대 

하시디즘을 초기 하시디즘이라 하며, 바에의 제자들이 사망한 1812-1815년을 기점으

로 후대 하시디즘과 구분해왔다. 다수의 학자가 초기 하시디즘은 혁신적이고, 신비적

이며, 창의적이었으나 후대 분파들은 성장과 함께 제도화되면서 초기의 요소가 줄어

들고 미트나그딤에 가까워지며 하시디즘만의 특징이 쇠퇴했다고 보았다.245)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알 쉠 토브는 기도, 토라, 계율과 같은 유대 전통과 춤, 노

래, 이야기 같은 관례가 카바나, 드베쿳, 열정 등에 의해 모두 동등하게 개별적인 존

재의 소멸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존 전통에서와  

같이 토라 공부나 계율을 통해서도 드베쿳을 이룰 수 있으며, 혹은 랍비 나흐만과 같

이 농사일이나 거래를 하면서도 드베쿳을 이룰 수 있다. 현대 하시디즘 분파는 카발

라 교육, 탈무드 공부, 내적 성찰, 계율 준수 등 저마다 강조하는 종교양식이 다르지

만 모두 개별적인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존재의 소멸을 가장 높은 영적 목

학자가 많았다. 텔루슈킨,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325-27. 또한, 학자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유대 전통은 매우 다른 비중과 해석을 갖는다. 예를 들어 카발라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교 랍비인 아리예 카플란의 저서에는 신비전통이 랍비 전통에서부터 유서 깊은 것으로 

그려지나, 보수주의 유대교 랍비인 제이콥 뉴스너의 저서에서 신비전통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하시디즘 역시 연구 초기에는 미트나그딤에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학자들의 관점

과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Elior, The Mystical Origins, 195-99.  

243) Zeitlin, Jews, 112-13, 136-37; 텔루슈킨,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362-63, 366, 

372-76; 존슨, �유대인의 역사�, 509, 518-19, 606-19. 

244) Tzvi Rabinowicz, Hasidism in Israel: A History of the Hasidic Movement and 
Its Masters in the Holy Land (Northval, New Jersey: Jason Aronson, 2000), 11. 

245) Benjamin Brown, “Substitutes for Mysticism: A General Model for the 

Theological Development of Hasid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y of 
Religions 56(3)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7), 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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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고 있다. 또한 전통을 행함에 있어 카바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카바

나와 행위의 결합은 하시디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이다.246) 그러므로 필자는 유

대 전통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부분이 영적인 수단이 된다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에 

후대 하시디즘 분파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배태되어 있었으

며, 비이원적 통합성이 현대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앞서 겸손을 설명할 때, 의지의 무효화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카바나는 신을 향한 강한 의도, 집중을 가리키므로 의지의 무효화와 카바나는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일 수 있다. 초기 하시디즘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필자는 카바

나와 의지의 무효화가 다른 측면에서 존재의 소멸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모든 행동에 강한 카바나를 적용하라고 말했으며, 카바나를 

통해 드베쿳에 이를 수 있고, 드베쿳에 멀어졌을 때도 카바나를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였다.247) 여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드베쿳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자 도브 바에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자물쇠는 딱 맞아 열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어떤 도

둑들은 이 열쇠로 자물쇠를 연다. 이와 유사하게 모든 일에는 각각의 열쇠가 있는데, 

이것이 카바나이다. 카바나를 행하는 이들은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도둑들이다. 그런

데 단순히 자물쇠를 부수어 문과 자물쇠를 한꺼번에 열어버리는 도둑들도 있다. 자물

쇠를 부수어버리는 것이 드베쿳이다. 도브 바에는 가슴의 완전한 내맡김, 드베쿳으로 

단숨에 인간과 신 사이의 장벽을 부수는 사람이 한 번에 모든 자물쇠를 여는 도둑이

며, 드베쿳이야말로 모든 자물쇠에 대한 완벽한 열쇠라고 말했다.248) 이처럼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은 드베쿳을 가장 중요시하며, 카바나는 드베쿳에 이르기 위한 

보조수단이자 드베쿳의 완성을 위해서는 놓을 수도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물질성 벗어버리기(Hafshatat hagashmiyut)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Avodah begashmiyut)

히브리어 ‘가쉬미윳(gashmiyut)’은 유대 전통에서 물질적 쾌락, 물질주의를 뜻하며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주로 물질성, 유형성으로 번역된다. 고전적으로 유대 전통에서는 

246) Elior, The Mystical Origins, 2-3, 213; Jacobs, “Hasidic Prayer,”, 343. 

247) Schochet, Tzava’at Harivash, 25, 29, 47, 49, 57, 72, 114-15.  

248) Wineman, The Hasidic Parable,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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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대한 욕망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랍비 문헌인 �창세기 랍바(Bereshit

Rabba)�에는 사람에게 나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다

는 구절이 나온다.249) 그래서 고대부터 물질에 대한 이끌림을 거두어들이는 다양한 

유대 명상법이 개발되었다. ‘히트보데두트(hitbodedut)’는 ‘격리, 분리’를 뜻하는 단어

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장소로 가서 홀로 지내는 외적 격리와 생각이나 감각이 없

도록 마음을 격리시키는 내적 격리로 나누어볼 수 있다. ‘히트보네누트(hitbonenut)’

는 ‘자기 이해’, ‘관조’, ‘묵상’ 등을 뜻하며, 사물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신을 떠올리

고 신의 전능한 창조와 창조물로서의 자신을 깨닫는 관조를 가리킨다. 히트보데두트

와 히트보네누트는 마이모니데스를 비롯한 유대 사상가의 글에도 등장하며 카발라에

도 반영된 명상법이다.250)

    카발라에서는 인간에게 물질에 이끌리는 부분(동물적인 영혼)과 신에게 이끌리는 

부분(신성한 영혼)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의 현존인 셰키나가 여성을 상징하므로 

신을 향한 영혼의 이끌림을 여성을 향한 남성의 강렬한 사랑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

련된 중세 카발리스트 아크레의 이츠하크(Raabi Yitzhak of Acre)251)의 우화를 살펴

보자. 한 남자가 목욕탕에서 나오는 공주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 그녀와 함께 하기를 

바랐다. 그러자 공주는 여기가 아니라 묘지에서 그의 소망이 실현될 것이라 답했다. 

남자는 그 말을 묘지에서 만나자는 말로 알아듣고 그곳에 가 공주를 기다렸다. 그러

나 공주의 말뜻은 묘지에서야 공주를 물질적인 열망의 대상으로 보는 남자의 이원적

인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남자는 그녀가 곧 오리라 기대

하면서 묘지에서 먹고 자고 모든 생각을 그녀에게로 고정했다. 열망이 강해지면서 그

의 영혼은 대상에 대한 감각에서 떨어져 나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으

며, 신과 결합하게 되었다. 곧 그는 신의 충실한 종이 되어 지나던 많은 이들에게 축

복을 내리게 되었다.252)

    이 이야기에서 공주는 셰키나를, 남자가 처음 있었던 장소는 사람들이 많은 세

상, 그리고 묘지는 내 · 외적인 격리를 상징한다. 유대 전통에서 묘지는 제의를 올리

던 고대 이스라엘 시절부터 특별한 정화의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랍비 전통에

서는 죽은 자들이 세상을 중재하는 힘이 있다고 보아 문제가 생기면 묘지를 찾기도 

하였다. �조하르�에서 묘지는 인간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의 일부가 머무르는 장소로 

그려지며, 사페드 카발리스트들은 성인들의 묘지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여겨, 정기적

으로 묘지를 찾아 토라 공부, 기도, 묵상을 하며 묘지 방문을 보편적인 수행의 하나

249) Schochet, Tzava’at Harivash, 94. 

250) 카플란, �유대명상�, 77-81. 

251) Isaac of Acre로도 표기된다.  

252) Idel, Hasidism,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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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착시켰다.253) 이처럼 유대 전통에서 묘지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장소로 여겨진다. 

아크레의 이츠하크 또한 묘지를 크고 작음, 젊고 늙음, 경멸과 명예 등의 구분이 없

는 장소로 보면서 남자의 의식이 변모하는 장소이자, 성인의 반열에 오른 남자가 사

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남자는 끝내 공주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소망했던 공주는 

물질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는 육체를 지닌 

공주가 아니라 공주에 대한 열망으로 영적으로 고양되어 신성한 아름다움, 신의 현존

과 결합하게 된다. 이델은 이 이야기가 물질적 아름다움(공주)이 신성한 아름다움(셰

키나)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물질성에 대한 초기 하시디즘의 관점에 영

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254) 이제 이와 유사하게 여인에 대한 이끌림을 소재로 한 바

알 쉠 토브의 우화를 살펴보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공부에 도통 관심이 없는 왕자이

다. 

    왕은 많은 학자를 고용해 왕자가 다양한 지혜를 배워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왕자는 그 어느 것도 배우지 않았다. 결국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자들이 

왕자를 포기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를 보게 된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간절

히 사모하게 되었다. 학자가 이를 왕에게 보고하며 불평하자, 왕은 왕자가 그렇게 해

서라도 갈망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 물리적인 갈망으로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대답했다. 왕은 소녀를 불러 왕자 곁에 가되, 왕자가 지혜 하나를 얻기 전까

지는 왕자의 명을 따르지 말라 지시했다. 왕이 알려준 방법으로 소녀는 왕자가 하나

를 배울 때마다 그다음 지혜를 익히게 하였고, 이 과정을 거듭한 끝에 왕자는 결국 

모든 지혜를 얻게 되었다. 학자가 된 왕자는 자신이 공주와 함께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기에 소녀를 돌려보냈다.255)

    이츠하크의 이야기에는 대중적인 공간과 묘지의 구분이 뚜렷하다. 공주는 묘지에

서만 이원성이 사라지며, 사람들이 많은 장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남자는 

있던 자리에서 묘지로 옮겨 신과 결합하게 된다. 또한 공주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물리적인 육체를 지닌 공주가 아니라, 공주에 대한 남자의 강한 집중과 열망

이 그를 신과 결합하게 한다. 이는 대중적인 공동체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셰키나를 

비롯한 세피로트를 떠올리는 묵상을 주된 수행으로 삼았던 카발라의 종교문화를 떠올

리게 한다.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에서는 공간상의 상징적인 구분이 사라진다. 모든 곳은 왕

253) Fine, Physician of the Soul, 173-74, 268-69; Horwitz, A Kabbalah and Jewish, 

149. 

254) Idel, Hasidism, 63. 

255) Rapoport-Albert, “God and the Zaddik,”, 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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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며, 왕자는 처음 있던 장소에 끝까지 머문다. 이 이야기에서 학자와 소녀는 모두 

왕자의 지혜 습득에 기여한다. 성과 속을 나누지 않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엿보이

는 대목이다. 특히 왕은 소녀에 대한 열망으로도 왕자가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

며, 소녀는 왕의 명에 따라 왕자가 지혜를 습득하도록 이끈다. 물질은 신의 뜻에 따

라 사람을 신에게 다가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물질에 이끌리는 사람의 이원적인 의

식과 갈망 또한 그를 영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신의 뜻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을 통

해 왕자는 학자의 지혜를 배우고 스스로 학자가 된다. 이 이야기에서 변화가 일어나

는 지점은 오직 왕자의 의식이다. 모든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왕자는 소녀가 아니

라 공주, 즉 셰키나와 함께 한다. 성과 속, 물질과 비(非)물질, 물리적 열망과 영적 열

망을 나누지 않는 관점에서 물질의 존재와 물질로 둘러싸인 환경 역시 신의 의지, 신

성한 섭리에 의한 것이며, 사람은 그 속에서 의식의 전환으로 신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바알 쉠 토브는 나무나 돌조차도 신성한 불꽃을 가지며, 인간이 입고 먹고 이용

하는 모든 것이 신의 현존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비로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훔(rachum)’과 진흙, 물질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호메르(chomer)’의 알

파벳이 같은 점을 들어 신이 물질을 통해 자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256) 그러므로 물

질이나 세상 자체는 신성하다. 그러나 왕자가 지혜에는 관심이 없고 소녀에게만 열망

을 느낀 것처럼, 사람은 물질에서 즐거움을 끌어내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래서 사물을 개별적인 ‘나’의 관점, 즉 좁은 의식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

브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좁은 의식을 넓은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57) 이처럼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제한된 의식을 

주요 문제로 보는 그의 관점은 도브 바에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이야기

에서 왕자는 어린아이다. 

    왕자는 어린아이들이 으레 그러듯 잔가지로 조그마한 집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 

남자가 다가와 왕자의 집을 박살냈다. 왕자는 왕에게로 달려가 남자로 인해 받은 고

통을 말하며 울었다. 하지만 왕의 눈에 잔가지로 만든 작디작은 집은 그가 아들을 위

해 준비해 둔 집에 비해 가치가 없었으므로 웃기만 했다. 왕자에게 그 일은 고통스러

웠지만, 왕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크고 아름다운 궁전이 왕자에게 예정되어 있

음을 알고 있었다.258)

256) Schochet, Tzava’at Harivash, 99-101, 103, 141. 히브리어 호메르는 진흙이라는 뜻

이나 히브리 성서에서 신이 사람을 창조한 재료이기도 하므로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주로 

물질, 재료(matter, substance)로 번역된다. 바알 쉠 토브는 ｢창세기｣ 49장 14절을 ‘물질

적인 일(chomer)로 얻어지는 보상이 있다.’라고 풀이한다. Schochet, Tzava’at 
Harivash, 91. 

257) Schochet, Tzava’at Harivash,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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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이 이야기가 물질 자체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의식, 고통에 대한 하시디

즘의 시각을 잘 나타낸다고 본다. 어린아이인 왕자는 물질에 대한 사람의 좁은 의식

을 가리킨다. 아이가 잔가지 집을 진짜 집으로 여기듯이, 사람은 물질에 투사한 자신

의 생각을 물질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잔가지 집은 왕자가 만든 집이 아니다. 

잔가지는 처음부터 왕국의 주인인 왕의 것이다. 심지어 그것은 진짜 집도 아니다. 왕

자는 어린아이였기에 집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여기며, 집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이 

부서지자 고통스러워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나 물질을 개별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념은 환상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환상을 실재라 믿고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고

통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잔가지집이 산산이 조각난 사건은 왕자에게는 쓰라린 일

이지만 사실 왕자가 왕에게 되돌아 가 궁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사람 역시 원

치 않는 일로 괴로워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일로 신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

    초기 하시디즘에서는 사람과 물질, 고통을 빛과 그림자의 은유로 설명했다. 모든 

것이 신에게서 나왔으며 신에 의해 물질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신과 분리된 개별성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나’로 여기고 개별적인 존재감을 느낀다. 그

래서 그 존재감에서 비롯되는 생각, 감정 등에 이끌리며 그 내용에 따라 즐거워하거

나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이 발밑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이다. 하시디즘의 관점에서 개별

적인 존재는 없으므로 육체는 신성의 빛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림자는 

실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시디즘에서는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에서 모든 문제

와 고통이 비롯되었으며, 이월성을 초월하면 문제도, 고통도 사라진다고 본다.259)

    하지만 인간에게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누

그러뜨릴 수 있을까. 앞서 반복해서 나왔듯이 바알 쉠 토브는 ‘앎’이라고 답했다. 그

는 그 자신에 대한 앎, 그리고 신에 대한 앎으로 고통이 달콤해지고 영혼이 회복된다

고 말했다.260) 이는 앞서 쿠츠미르에 갔다가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된 남자 이야기에도 

반영되어 있다. 현생에서의 고통은 전생의 악행으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 사실을 알

게 되자 남자의 고통은 사라진다. 자신의 영적인 여정에 대한 앎, 신의 섭리에 대한 

앎이 고통을 줄이는 진정한 수단인 셈이다. 그리고 이 앎은 소녀에게만 관심을 보이

던 왕자에게 아버지인 왕이 진짜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지혜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물질에 대한 앎을 통해 사람이 드베쿳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를 다음의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매력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사물들을 응시하는 것을 피하라. 여인이 그 얼마나 아름답

258) Wineman, The Hasidic Parable, 56. 

259) Buber, Ten Rungs, 20-21.

260) Wiskind-Elper, Wisdom of the Hear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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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여인을 바라보지 말라. 이러한 유형의 ‘봄’은 자기-

숭배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그러므로 사물들을 볼 때 다음과 같이 그대 자

신을 인도하라.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그녀의 아름

다움은 어디서 온 거지? 만약 저 여인이 죽었다면 더 이상 저렇게 보이지 않겠지. 그러

니 그녀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거지? 굳이 말을 하자면 그녀 안에 퍼져있는 신성한 

힘으로부터 온 거겠지. 그 힘이 그녀에게 아름다움과 생기라는 특징을 주었구나. 그러

니 아름다움의 근원은 신성한 힘에 있어. 그런데 어째서 나는 한낱 일부분에만 끌려왔

는가! 나는 내 자신을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모든 세상의 근원이자 핵심’

에 내 자신을 결합시키는 것(devekut)이 더 낫겠어.”

다른 물질적인 객체를 볼 때에도 마치 그릇을 보는 듯 이렇게 생각하라. “이 그릇의 아

름다움과 형태는 어디서 온 거지? 그릇의 물질적인 중요성은 분명 가치가 없어. 하지만 

이 그릇의 아름다움과 형태는 신성이 부여한 영적이고 활기찬 실재야. (모든 물리적 사

물들의 활기는 신성이 부여한 것이므로)”

먹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의 맛과 달콤함은 위로부터 온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

과 달콤함, 그 생명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라. 무생물들 역시 존재와 내구력261)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 

이를 따르면 위로부터 비롯된 신성의 생명력이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사물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볼 때에 너는 그들을 너의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 이는 자기탐닉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엔 소프와 이어진 것이다. 이는 생각을 무효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이

다.262)

필자는 위 문단에 등장하는 앎을 1) 자신이 좁은 의식에서 물질을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앎, 2) 주체와 객체를 구분해서 파악하는 인식은 환상이라는 앎, 

3) 자신과 대상 사이에 구분은 없으며 오직 신만이 가득하다는 앎의 세 가지로 정리

해보았다. 바알 쉠 토브는 보통 사람은 낮 동안에 육체에 속박되어 물질에 내재한 신

의 생명력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자신을 ‘나’로, 물질(여인)을 ‘남’으로 구분

해서 보는 이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셈이다. 이 의식에서 여인을 특정한 

대상으로 여겨 욕망을 느끼는 마음은 좁은 의식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봄을 우상숭배라 규정하고, 여인을 특정한 대상으로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고 경고한다. 이어 여인에게 내재한 신의 생명력에 집중하여 오직 무한한 신의 표현

으로서 여인을 보아야 하며, 현자란 깨어있는 동안에도 물질에서 생명력을 자각하는 

261) 여기서 내구력(durability)은 어떠한 것을 그것이게 유지하는 힘을 뜻한다. 무생물인 바

위의 예를 들면 바위가 입자로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들어져 바위의 질과 형태를 가지

고 있는 것, 이것이 내구력이며 하시디즘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오르 엔 소프’의 창조이자 

작용이라고 본다. 

262) Schochet, Tzava’at Harivash,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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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였다.263) 필자는 위의 이야기에서 물질을 개별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

을 비개별적인, 신성으로 여기는 의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바알 쉠 토브의 강조점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바알 쉠 토브는 물질에 대한 개별성

을 초월할 것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아름다운 여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적 결

합으로 만들어진 조합으로, 그녀의 피와 살은 부패하고 고약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사람이 특별하게 여기는 아름다움이란 시간이 지나면 상해버리는 음식과도 다르

지 않다.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내재한 생명력, 곧 비개별적인 

신성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인을 볼 때도 여인에게 내재해 있는 신을 알고, 사

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자신을 신에게 결합시켜야 한다. 또한 그는 이 사실을 지적으

로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매순간 직접 행하며 스스로 깨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그 너

머에 있는 신과 하나가 되라고 말했고,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사물을 이용할 때도 사

물 안의 신성한 불꽃을 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앎과 카바나, 드베쿳으로 사람이 

모든 존재의 신성한 불꽃을 근원의 빛인 신과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264) 이러한 

관점은 초기 하시디즘에도 강하게 드러난다. 베르디체프의 레비 이츠하크는 먹고 마

시는 등의 세속적인 활동에서 신성한 불꽃을 찾는 것보다 위대한 길은 없으며, 어디

를 가고 무엇을 하건 그 길에서 사람은 신을 섬긴다고 말하였다.265)

    나아가 바알 쉠 토브는 모든 존재가 신성이라는 점에서 나와 남, 사물과 세상, 

앎과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며 자비로운 행위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

이든 평범한 자이든, 올바른 자이든 악한 자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동물, 새, 곤충 

등을 포함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를 보게 되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즉시 행하라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유대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

다.266) 그에 따르면 다른 이에게 주는 선물은 자신이 받는 선물이나 다름없다.267) 그

러므로 다른 존재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행위는 세상의 고통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자

신의 고통을 더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물질에 대한 개별성에서 전

체성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개별성을 보려는 의식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자세가 ‘물질성 벗어버리기’이며, 오직 신으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물

263) Schochet, Tzava’at Harivash, 82-83. 

264) Schochet, Tzava’at Harivash, 93-94, 99-101, 132-33. 

265) Matt, The Essential Kabbalah, 151. 

266) Buxbaum, The Light and Fire, 236.

267) Ben-Amos, In Praise,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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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을 통한 예배’라고 생각한다. 곧 그의 가르침에는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가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유대 전통의 물질에 대

한 명상법인 ‘히트보데두트(내·외적인 격리)’와 ‘히트보네누트(사물에서 신 관조하기)’

를 바알 쉠 토브가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통합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

히 기존 유대 전통의 히트보데두트와 히트보네누트는 랍비들이 회당의 닫힌 방이나 

인적 드문 야외로 나가 행하는 은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바알 쉠 토브는 

두 방법을 일상적인 시간과 자리로 한꺼번에 가져왔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자 체르노빌의 메나헴 나훔의 가르침에도 잘 나타난다. 그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내맡기기와 생명을 지지하는 자선을 들었다. 메나헴 

나훔에 따르면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숙고하고 신에게 내맡기며 선한 성향을 굳건

히 유지하는 자세는 깨진 상태에 놓여있던 불꽃을 하늘로 고양시킨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선 역시 그들에게 있던 불꽃과 함께 돕는 자의 영혼을 고양시킨

다.268) 필자는 부정적 성향 내맡기기가 ‘물질성 벗어버리기’에, 자선이 ‘물질성을 통한 

예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하시디즘의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는 유대 신비전통 연구 

역사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는 부버가 바알 쉠 토브를 비롯한 초기 하시디

즘 문헌을 번역하고, 하시디즘 관련 저서를 집필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부버는 물질성

을 통한 예배로 인간의 충동과 욕망이 성스럽게 변하여 ‘지금 여기’에서 신과 연결된

다는 점이 하시디즘의 특징이자 현대인들에게도 호소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가르침이

라 보았다.269) 사상가로 널리 주목받던 부버의 책으로 하시디즘은 서구세계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숄렘은 부버가 하시디즘을 부버 자신의 실존주의 사상에 끼워 

맞췄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숄렘은 하시디즘이 세상을 긍정하고 있다는 부버

의 관점이 전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숄렘에 의하면 하시디즘은 개인을 비롯하여 

물질적인 존재와 현상을 계속해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인간은 물질세계와는 구별되

는 비우주적 실재에서 신과 만나므로 현세적(지금 여기)이지 않다. 또한 부버는 하시

디즘의 능동성, 긍정성을 강조했지만, 숄렘은 하시디즘에서는 존재의 소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수동성, 부정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270)

268)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57-58. 

269) Martin Buber, Hasidism and Modern Man (Amherst, NY: Humanity Books, 

2000[1958]); 20-24, 66-114. 학계에서 부버와 숄렘의 논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Jerome (Yehuda) Gellman, “Early Hasidism and the Natural 

World,” Judaism and Ecology: Created World and Revealed World, ed. Hava 

Tirosh-Samuels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369-88. 

270) Gershom Scholem, “Martin Buber’s interpretation of Hasidism,” The Messianic 
Idea in Judaism: And other essays on Jewish Spirituality (New York: Schocken 

Books, 1995[1971]), 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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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숄렘의 제자인 리브카 샤츠 우펜하이머(Schatz-Uffenheimer)는 ‘물질성을 통한 

예배’는 묵상 형태로, 자신의 의지를 신에게 내맡겨 개인의 자아를 없애므로 수동적이

라는 특징을 지니며, 정적주의(quietism)와도 유사하다고 보았다.271) 이후 제롬 겔먼

(Jerome Gellman)은 초기 하시디즘부터 지도자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유대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세속적인 일 역시 신과의 결합 방법이라고 본 점에서 

능동적일 뿐 아니라, 행동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펜하이머의 연구를 

비판하였다.272)

    필자는 위의 논의들이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관점을 고려하면 다르게 조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필자는 숄렘의 주장처럼 바알 쉠 토브가 물질적인 존재와 

현상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존재와 현상에 대한 인간의 좁은 의식을 낮게 평가

하였다고 본다. 또한 ‘물질성을 통한 예배’가 묵상 형태를 지닌다고 해서, 능동과 대

비되는 수동성을 가진다는 우펜하이머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바알 쉠 토브는 신을 향한 강한 의도와 집중인 카바나를 강조하였으며, 

할 수 없는 자세는 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라 하면서 기꺼이 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중

요하게 여겼다. 또한 물질에서 신을 보는 자세에는 끊임없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 겔먼은 세속에 대한 하시디즘 지도자들의 태도를 수동성/정적주의와 대비

되는 능동성/행동주의로 정리하였으나 필자는 하시디즘 지도자들이 존재의 소멸을 이

루어 개인의 의지는 없으며 오직 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전차로 여겨진다는 점에

서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능동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위의 논의들은 하시디즘을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 

‘능동/행동’, ‘수동/정적’으로 나누어서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이원성

의 타파를 강조한 만큼, 이분법적인 해석적 틀로 그의 사상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에게 엘리오르의 하바드 하시디즘 연구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바드 하시디즘은 여러 하시디즘 

분파 중에서 초기 하시디즘의 신비적 요소와 신학체계의 많은 부분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오르는 하바드 하시디즘의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의 소멸이며 인간 

삶 전체가 신을 위한 예배라는 점에서 존재의 소멸을 위한 예배라는 대범주를 설정하

였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 물질성을 벗어버려 자기 소멸을 이루는 예배와 물질을 관

조하여 신성을 깨닫는 예배가 있다고 정리하며, 두 예배가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이 

271) Rivka Schatz-Uffenheimer, Hasidism as Mysticism: Quietistic Elements in 
Eighteenth-Century Hasidic Thought, trans. Jonathan Chipm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51-66.

272) Jerom Gellman, “Hasidic Mysticism as Activism,” Religious Studies 4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43-49. 



- 91 -

통합된 의식에 동등하게 기여한다고 분석했다.273) 이 연구에서는 하바드 하시디즘 문

헌을 주로 다루고 있어 바알 쉠 토브와 제자들의 가르침은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 역시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을 중심으로 통합적으

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짜딕(Tzaddik)

짜딕은 ‘올바른’, ‘의로운’ 등을 가리키는 히브리 어근 ‘tz-d-k’에서 온 단어로, ‘의로

운 이’, ‘올바른 이’를 뜻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 성서에서부터 등장하며 주로 신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이를 의미했다. ｢창세기｣의 노아(Noah)는 그 세대의 다른 이들과 달

리 의롭고 진실한 이라고 묘사된다. 성서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짜딕은 행동이 정

의로운 이, 악한 이를 물리치는 이, 신의 보상과 보호를 받는 이 등으로 칭송된다. 랍

비 문헌에서 짜딕은 계율의 단순한 준수와 물질적인 일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그는 

뛰어난 도덕성과 행위로 동 세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인물이며, 신과 가

까운 관계에 놓여있다. 그래서 신의 명령을 무효화시키거나 축복을 내릴 수 있다. 이

에 랍비 문헌인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는 세대마다 적어도 서른여섯 명의 짜딕이 있

어 세상을 지탱한다고 보았다.274)

    랍비 전통에서 짜딕은 개인보다는 랍비 집단을 가리켰던 경향이 있지만, 카발라

에서 짜딕은 특정한 영적 지위나 이러한 지위에 다다른 특정한 개인으로 간주되기 시

작하였다. 콜도베로에 따르면 짜딕은 영혼과 행위, 성향에 따라 각 세피로트를 반영하

며 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275) 이처럼 짜딕의 영적 권위가 높아지

면서 사페드와 루리아 카발리스트들은 짜딕의 영혼이 그들의 영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전술한 대로 이들은 죽은 짜딕의 무덤을 방문하거나 짜

딕을 떠올리고 명상을 하면 자신의 영혼이 그들의 영혼과 일치되어 천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신의 현존인 셰키나를 상위 세피로트와 결합시키는 카발리스트 

자신을 짜딕이라 여기기도 했다.276) 이처럼 랍비 전통과 카발라에서 짜딕은 도덕적이

거나 영적인 지식, 능력, 행위에서 특출한 자를 가리켰으며, 랍비나 카발리스트의 소

규모 집단에만 적용되었다.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서도 짜딕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완전한 영적 성취

273) Elior, The Paradoxical Ascent, 143-65. 

274) Aaron Rothkoff, “Zạddik,”, EJ; Schwartz, Tree of Souls, 96.

275) Matt, The Essential Kabbalah, 49. 

276) Fine, Physician of the Soul, 110-13, 266-67, 283-85, 2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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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짜딕의 주요 특징으로 존재의 소멸과 이를 통한 이원

성의 초월을 꼽았으며, 이에 따라 세상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에서도 짜딕

을 찾아냈다. �시브헤이 하베슈트�에는 한 남자를 본 바알 쉠 토브가 그를 불러 대화

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정한 양의 스타킹을 만들고 

팔 준비를 한 뒤 사람들과 거래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일하지 않을 때는 회당에 갔

고, 회당 예배가 없으면 집에서 기도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신이 알아

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외울 수 있는 ｢시편｣ 구절을 반복해서 기도하며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이었다. 바알 쉠 토브는 남자야말로 메시아가 오는 날까지 회당의 토대인 자라고 말

하였다.277) 여기에서 토대가 짜딕과 동일시되는 세피로트 예소드이며, 따라서 바알 쉠 

토브는 남자가 짜딕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탈무드에서 적어도 서른여섯 이상의 짜딕이 매 세대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

대인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짜딕이 동시대 어딘가에 있으리라 여겼고, 이러한 

생각은 ‘숨겨진 짜딕들(tzaddikim nistarim)’이라는 주제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유

대 공동체에는 토라, 탈무드, 카발라 문헌 등을 공부하며 독실하게 사는 집단이 있었

고, 이들이 ‘숨겨진 짜딕들’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시디즘 전설에 의하면, 바알 쉠 토

브의 아버지 역시 이 숨겨진 짜딕들의 일원이었다.278) �시브헤이 하베슈트�를 번역한 

벤-아모스는 위의 바알 쉠 토브 이야기가 숨겨진 짜딕 전설에 부합한다고 본다.279)

그러나 필자는 위의 이야기에서 숨겨진 짜딕들과 다른 점에 주목하고 싶다. 숨겨진 

짜딕들은 세속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종교생활에 충실한 이들이었다. 즉 랍

비 전통, 카발라, 숨겨진 짜딕들에는 모두 집단이 등장하며,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종

교적 지식 보유와 종교 활동, 내적 경건성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위의 이야기에서 바알 쉠 토브가 짜딕이라고 한 남자는 특정한 집단에 소속

되어 있지 않으며, 집에서 일하면서 회당에 나가는 평범한 유대인이다. 바알 쉠 토브

는 시험 삼아 남자에게 스타킹을 낮은 가격에 달라고 말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는 바

알 쉠 토브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잘 보이고자 가격

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가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가격을 매

겼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알 쉠 토브는 신을 앞에 ‘놓음(shiviti)’과 

‘평정(hishtavut)’을 연결하여 항상 신을 앞에 놓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모두 신에게서 온, 같은 것임을 알아 평정에 이른다고 하였다. 

    남자는 스타킹을 만들 때도, 회당에서 기도할 때도, 바알 쉠 토브와 말할 때도 

277) Ben-Amos, In Praise, 110-12. 

278)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3-12. 

279) Ben-Amos, In Praise,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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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신을 앞에 두는 사람이다. 그는 항상 개별적인 자기가 아닌 신에게 초점을 맞

추고 있어 모든 것을 똑같이 보기에 바알 쉠 토브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바알 쉠 토브는 종교적 지식이 높지도, 어떤 집단에 속하지도 않은 

평범한 남자를 짜딕이라 본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기존 바

알 쉠 토브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이 이야기가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을 짜딕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긴 바알 쉠 토브의 

독창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짜딕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

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하시디즘만의 짜딕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서 살펴보자. 

“짜딕은 대추야자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삼나무와 같이 성장하리니(｢시편｣ 92:13)” 

짜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모두 완벽하게 올바르다. 그들의 다른 점은 아래와 같

다. 어떤 이는 계속되는 드베쿳의 상태에 있으면서 그가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한다. 그

는 짜딕이기는 하나 오직 그 자신을 위한 짜딕이며 다른 이들을 위한 짜딕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올바름을 다른 이에게 쓰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현자들이 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삼나무에 비유되는 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자신만을 위한 짜딕일 뿐 

다른 이들에게 그 선함을 돌려 짜딕들이 늘어나 이 세상이 비옥해지도록, 열매를 생산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신에만 집중하여 (삼나무와 같이) 그만이 크게 성

장하고 성취를 이루는 것에만 신경 쓴다.

두 번째 유형의 짜딕은 열매를 생산하는 대추야자에 비유된다. “그는 대추야자와 같이 

번성하리니” 이는 곧 그는 “나쁜 것으로부터 귀중한 것을 끌어내는(｢예레미야서｣ 15: 

19)”자이다. 그는 세상을 풍요롭고 번성하게 하고자 선함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자들이 “완벽한 짜딕들은 ‘뉘우치는 이들(ba’alei teshuvah)’이 있는 곳에 설 수 없

다(｢축복(Berachot)｣ 34b)280)”고 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짜딕들을 ‘바알 테슈바

(ba’al teshuvah)’라 하는데 이들은 ‘뉘우침/귀환(teshuvah)’을 소유한 자이자 이것의 

달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이들이 선함을 되찾게 하는데, 이것이 “많은 이들을 부

당한 것으로부터 고개 돌리게 하여(｢말라기｣ 2:6)”로, 이 세상의 ‘뉘우침/귀환’에 영향

을 끼친다. 두 유형 모두 완벽하게 올바르지만 두 번째 유형의 성취는 첫 번째 유형보

다 배가 되고 또 배가 된다.281)

필자는 위의 문단에서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을 ‘짜딕의 비이원성’과 ‘짜딕과 보통사람

과의 비이원성’에 주목한다. 먼저 짜딕의 비이원성을 알아보자. 바알 쉠 토브가 완벽

280) 축복(Beracha)의 복수형으로 Berakhot 이라고도 표기되며 랍비 문헌인 미쉬나의 세페

르 제라임(Sefer Zeraim)의 첫 소논문을 가리킨다. 

281) Schochet, Tzava’at Harivash, 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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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짜딕을 두 종류로 나는 기준은 의식과 행위, 성과 속, 공과 존재, 자기와 타자의 

구분이 있는가이다. 첫 번째 유형의 짜딕은 의식적으로는 드베쿳에 이르러 있으나 행

위에 있어서는 타인과 분리된, 즉 성스러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 즉 그는 공(아인)

에 이르렀으나 공에 머물러 있는 자이다. 바알 쉠 토브는 이 짜딕의 행위를 그 자신

만 위한다고 보며, 열매를 맺지 않는 삼나무에 비유한다. 

    두 번째 유형의 짜딕은 공의 상태에 이르렀으나 다시 다른 이들 곁에 돌아와 예

쉬로 산다. 즉 두 번째 짜딕은 존재에서 공으로, 그리고 다시 공에서 존재로 나와 공

과 존재가 하나로 통합된 인물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짜딕이 되도록 도와 

열매를 생산해내는 대추야자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짜딕의 삶에는 공과 존재, 

의식과 행위, 자기와 타자, 개인과 집단, 성과 속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바알 쉠 토브

는 같은 의식을 지닌 짜딕이어도 그 상태를 세상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카발라에서도 개별적인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짜딕을 존재가 공에 

다다른 이, 기둥, 그릇, 통로처럼 세상과 신을 연결하는 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카발

라에서는 주로 짜딕의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추었다. 콜도베로는 카발리스트들에게 인

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가 안 좋게 되기를 바라지 말며,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양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이에게 화

가 날 수도 있지만, 그때 곧바로 회개하면 신에게 되돌아감을 통해 신이 더 큰 사랑

을 베풀 것이라 말하며 이것이 “완벽한 짜딕은 뉘우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설 수 없

으니”의 의미라 하였다.282)

    콜도베로는 위의 구절을 안 좋은 감정에 대한 뉘우침이라는 개인의 내적 상태로 

풀이한 반면, 바알 쉠 토브는 두 번째 유형의 짜딕은 뉘우침이 있어야 하는 이들 곁

에 선다고 풀이하여 짜딕의 상태와 행위를 통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콜도

베로는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라고 말했으나, 바알 쉠 토브는 다른 존

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즉각 행동하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카발리

스트와 바알 쉠 토브의 개인적 삶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카발리스

트들은 집단으로 은거하며 살았지만, 바알 쉠 토브는 다양한 계층의 고통 받는 이들

을 마주했다. 그는 홀로 있을 때 이미 드베쿳을 이루었지만, 신의 뜻에 따라 대중 앞

에 나왔다. 첫 번째 짜딕에서 두 번째 짜딕이 된 셈이다. 그는 사람들의 정신과 신체

를 치유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불운을 막으면서 유대 공동체의 안녕을 도왔고 제자들

을 짜딕으로 인도했으므로, 뉘우치는 자들 옆에 서서 세상을 비옥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부분은 대추야자와 열매의 비유에서 짜딕과 뉘우치는 

282) Matt, The Essential Kabbalah,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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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의 질적 동일성이다. 대추야자 열매는 또 다른 대추야자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 짜딕을 통해 또 다른 짜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짜

딕이 아직 되지 못한 자와 짜딕을 나누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짜딕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짜딕에 대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은 하시디즘의 짜딕 개념과 문화 형

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부터 하시디즘이 전통 유대교에 가까워지면서 계

율 준수, 문헌 공부 등 기타 관례의 측면에서는 다른 정통파와 유사성을 갖게 되었지

만 짜딕 문화는 하시디즘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짜딕 문화는 

초기와 후기 하시디즘을 구분하는 특징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래서 짜딕 문화는 현

대 하시디즘을 다른 정통파와 구분하는 척도이면서 후기를 주로 다룬 하시디즘 연구

의 대표적인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필자는 ‘짜딕의 비이원성’과 ‘짜딕과 보통사람과의 비이원성’의 측면에서 바알 쉠 

토브의 짜딕과 3세대 이후 하시디즘 짜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도브 바에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 하시디즘이 동유럽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역에 

따라 분파가 생성되었고, 각 분파의 지도자가 짜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바알 쉠 토브는 성과 속, 자기와 타인, 의식과 행위의 이원성 초월이 진정한 

짜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후 하시디즘에서는 존재의 소멸에 이른 짜딕

의 상태가 이원성을 통합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여기게 되었다. 짜딕은 신도들의 정신

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병과 불임을 치료해주는 등 세속적

인 문제까지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이로써 짜딕의 사회정치적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

되었고, 짜딕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283)

    또한 짜딕이 신과 세상을 연결한다는 전통적인 개념과 짜딕은 모든 존재의 신성

한 불꽃을 신과 결합시킨다는 교리가 합쳐져 짜딕을 통해 신도가 신과 연결될 수 있

다는 믿음이 퍼졌다. 여기에서 짜딕을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이로 보는 관념이 발전

하게 되었다. 특히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본 바알 쉠 토브의 가르

침은 후대로 갈수록 짜딕과 신도 간의 관계에 폭넓게 적용되었다. 짜딕은 신도들 삶

의 모든 안녕을 책임지고, 신도들은 짜딕에게 믿음과 헌신을 가지며 애정, 부성애, 상

호적 의무로 끈끈하게 연결된 관계가 되었다.284)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드베쿳이다. 바알 쉠 토브는 각자가 신과 결

합하는 드베쿳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후대 하시디즘의 드베쿳은 짜딕과 신

도 사이에도 적용되었다. 신도가 짜딕에게 헌신하여 매 순간 짜딕을 떠올리고, 그를 

정기적으로 친견하는 생활양식이 드베쿳에 포함되었다. 후대 하시디즘에서 짜딕의 중

283) Dan, “Haisidsm: An Overview,” ER.

284) Elior, The Mystical Origins, 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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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집단의 형성과 와해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한 집단을 이끌던 짜딕이 죽으면 

집단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각자가 끌리는 짜딕을 찾아 다른 집단으로 들어갔

다. 즉 특정 학파나 계보가 아닌 개인, 짜딕이 신도 개개인과 전체 집단을 이끄는 중

심이었다.285)

    초기 하시디즘 문헌에도 개인의 영적인 노력이 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짜딕의 행

위에 기여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었다. 체르노빌의 메나헴 나훔은 자선, 구호를 나타내

는 히브리 단어 ‘쩨덱(tzedekh)’과 짜딕(tzaddik)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이를 돕는 보통 사람의 행위가 세상을 빈곤과 유배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짜딕의 과업에 동참하는 것이라 해석했다.286) 그러나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

은 개인의 영적인 진보가 집단의 진보 및 세상의 구원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개인 

각자의 노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인과 집단을 연결했다면, 후대 하시디즘에서는 

짜딕 개인이 집단의 신도들의 영적인 진보와 세상의 해방을 이끌어낸다고 보아 짜딕

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인과 집단을 연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짜딕의 특별함과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짜딕은 짜딕의 가문에서 나온다

는 개념이 형성되었고, 후대 하시디즘 분파에서는 짜딕의 아들이나 사위가 그다음 짜

딕이 되는 계보가 생성되었다.287) 또한 짜딕에 메시아적 요소가 늘어나게 되었다. 랍

비 전통에서는 “기름부음 받은 높으신 자가 둘이니, 온 세상의 주에 선 자들이다(｢스

가랴서｣ 4:14)”를 메시아가 둘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두 메시아는 각각 요셉의 후

손과 다윗의 후손이며, 각자 맡은 역할과 속한 세상이 다르다. 

    첫 번째 메시아인 요셉의 후손은 당대의 짜딕으로 태어나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역할을 하며, 죄로 인해 추락한 영혼들을 회복시킨다. 두 번째 

메시아인 다윗의 후손은 세상에 흩어져있는 신의 현존인 셰키나를 회복시켜, 완전한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된다. 이에 랍비들은 메시아를 지상에서의 메시아(요셉의 후손)와 

천상에서의 메시아(다윗의 후손)가 결합한 형태로 보았으며, 지상의 메시아가 천상의 

메시아 도래를 위해 먼저 길을 열어 준비한다고 풀이했다.288) 지상의 메시아가 당대

의 짜딕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메시아와 짜딕 사이에는 연결고리

가 있었다. 

    그러나 후대 하시디즘에서는 짜딕을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분파도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브라츨라프 하시디즘과 하바드 하시디즘이다. 브라츨라프 분파는 바알 

285) Rosman, Founder of Hasidism, 188. 

286)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57. 

287) 하시디즘 분파와 승계권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Avraham 

Rubinstein, “Hạsidic Way of Life,”, EJ.
288) Schwartz, Tree of Souls,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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쉠 토브의 손자이자 분파의 초대 렙베인 나흐만이 진정한 짜딕이라 보며, 그의 사망 

이후(1810년) 다른 짜딕을 선출하지 않고 그가 메시아로 환생하여 돌아올 것이라 믿

는다. 하바드 하시디즘은 6대까지는 승계형태로 짜딕을 배출하였으나, 7대 짜딕인 메

나헴 멘델 쉬니어존(Rabbi Menachem Mendel Shneersohn)이 후손 없이 사망한 

이후(1994년) 새로운 짜딕을 선출하지 않고 그가 메시아로 돌아오리라 믿는다.289)

    학계에서는 유대 신비전통 연구 초반부터 하시디즘의 메시아적 요소를 다루었다. 

이는 바알 쉠 토브가 샤바타이 쩨비와 야콥 프랑크의 메시아운동 전후로 활동했음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하다. 숄렘은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은 각자가 드베쿳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특정한 인물로서의 메시아나 종말론적 사상은 적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쩨비와 하시디즘을 비교하며 루리아 카발라를 비유대적으로 변용

한 쩨비의 메시아사상적인 특징이 하시디즘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290)

이후 후대 연구자들은 하시디즘이 쩨비처럼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짜딕 개념에는 메시

아운동적인 요소가 있으며, 브라츨라프나 하바드 하시디즘에서는 그 요소가 명확히 

발현되었다고 분석한다.291) 필자는 앞서 짜딕에 관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 짜딕

과 보통사람을 나누지 않은 비이원성이 바알 쉠 토브와 후대 하시디즘을 가르는 차이 

중 하나이며 하시디즘의 메시아사상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대로 바알 쉠 토브는 대추야자 비유로 누구나 짜딕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실제로 짜딕이 되는 이는 적다하더라도 짜딕이 될 가능성은 같다고 본 셈이다. 

도브 바에 역시 누구나 존재의 소멸로 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도브 바에

의 도둑 이야기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문과 자물쇠를 곧바로 부수어 단번에 문을 여

는 드베쿳은 가슴을 완전히 내맡기는 자세이다. 이 자세에 따라 드베쿳은 각각의 열

쇠로 문을 하나하나 여는 카바나와 달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룰 수 있다. 완전한 

드베쿳을 이룬 이가 짜딕이므로 초기 하시디즘에서 짜딕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3세대인 슈뉘어 짤만은 사람이 동물적인 영혼과 신성한 영혼 중 어디에 끌리는지

에 따라 짜딕, 악한 자(rasha), 보통사람(beinoni)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짜딕은 ‘악의 근원을 완전히 없앤 의로운 이’와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으나 대부분 

의로운 이’의 두 종류가 있다. 악한 자는 항상 악에 이끌리며 악한 행위를 후회하지 

않는다. 보통사람은 짜딕과 악한 자 중간으로,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289) Dan, Kabbalah, 96-101; Arthur Green(1987) and Shaul Magid(2005), “Hasidism: 

Habad Hasidism,” ER. 

290) Gershom Scholem, “The Neutralization of The Messianic Element in Early 

Hasidism,” The Messianic Idea in Judaism: and Other Essays on Jewish 
Spirituality (New York: Schocken Books, 1995[1971]), 176-202.

291) Dan, “Haisidsm: An Overview,” ER; Mor Altshuler, The Messianic Secret of 
Hasidism (Leiden; Boston: Brill, 200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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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생각에 끌리며 동물적인 영혼과 투쟁한다. 도브 바에의 제자였던 짤만은 선과 

악을 중심으로 악이 전혀 없는 짜딕과 항상 악에 물든 악한 자, 그 사이에 있는 보통

사람으로 분류하며, 극히 드문 수만이 짜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여 짜딕과 보통사람 

사이의 틈을 넓혔다. 비록 그는 자신을 보통사람으로 보고 보통사람의 삶을 가르쳤지

만 신도들은 그를 짜딕이라 여겼다.292) 그에게서 시작된 하바드 하시디즘은 신도들을 

보통사람, 지도자를 짜딕으로 여긴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와 슈뉘어 짤만은 인간의 의식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은 공유

하되, 바알 쉠 토브는 의식 안에 신성이 있어 누구나 드베쿳을 이루어 짜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짜딕과 보통사람의 구분을 두지 않은 반면, 슈뉘어 짤만

은 의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이 짜딕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짜딕과 보통사람을 나눈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짜딕과 

보통사람 간의 구분이 하시디즘의 확장 과정에서 짜딕의 중요성과 특별함을 부각하고 

메시아적 요소로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바알 쉠 토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신성한 서간(iggeret hakodesh)’293)

에서 그는 신년제일(新年祭日, Rosh Hashanah)에 천상세계에 올라가 메시아를 만난

다. 언제쯤 세상에 올 것인지 묻는 바알 쉠 토브에게 메시아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대가 배운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드러날 때, 다른 이들이 그대처럼 신과 합

일하여 영혼이 고양될 때, 모든 껍질은 사라지고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

다.”294) 메시아도 다른 이들 역시 바알 쉠 토브처럼 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할 때가 진정한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292) Schatz-Uffenheimer, Hasidism as Mysticism, 271-75. 

293) Iggeret Haqodesh라고도 표기하며, 바알 쉠 토브가 1746년, 이스라엘로 이주한 그의 

처남 아브라함 게르숀에게 쓴 편지로 ‘베슈트의 서간’으로도 불린다. 

294) Buxbaum, The Light and Fire, 303-04; Altshuler, The Messianic Secret, 15-19; 

Schwartz, Tree of Souls, 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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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분석하면서, 비이원성이 하

시디즘의 특징적인 교리, 관례, 문화와 변천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을 살펴보았다. 신이 없는 곳은 없으며, 신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

다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은 세계관에 해당한다. 필자는 세계관이 개념의 의미, 범주

뿐 아니라 관례,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비이

원성을 중심으로 랍비 전통, 카발라와 그의 사상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며, 

비이원성이 하시디즘의 교리, 관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개념 범주 적용과 해석을 검토하였다. 이 목표

에 따라 신과 인간, 성과 속을 상위 범주로 정하고, 하위 범주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상적 개념들과 하시디즘의 관례, 문화, 변천사 등을 다루었다.  

    유대 신비전통의 역사는 유대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며, 유대민족의 역사는 

학문영역에서의 유대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에 2장에서는 다양한 학자

들의 책을 취합하여 유대 신비전통의 역사와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개괄하였다. 랍

비 전통에서 유대 문헌 해석 방식은 다양하게 발전해왔고, 이는 카발라와 하시디즘의 

문헌 주해에서도 드러난다. 랍비 문헌에서부터 등장한 유대 신비전통은 중세 카발라

에서 절정을 맞이했다. 유대인 추방과 인쇄술의 등장으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카발라는 크고 작은 메시아운동의 교리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바알 쉠 토브는 학

살, 강제 개종 등을 겪던 18세기 동유럽 유대 공동체의 불안한 상황과 카발라의 대중

적 수용 및 메시아운동에 대한 유대 사회의 경계 속에서 등장했다.  

    카발라에서 신은 엔 소프(끝없는)이자 아인(공)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세상의 

창조자, 유지자이다. 바알 쉠 토브는 카발라의 신지학 체계를 수용하면서 간단하게 정

리하여 신이 모든 곳에 편재하며, 누구든 있는 자리에서 이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원적인 의식을 가진 이들에게 존재의 소멸로 이원성을 초월할 것을 

구술로 전했다. 3장은 구술이 기록된 문헌의 특성을 고려하며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분석하였다. 이때 그가 사용한 단어들의 의미와 범주, 이야기의 상징과 구조를 랍비 

전통 및 카발라의 그것과 비교하며, 그의 사상이 신과 존재, 천상과 지상, 선과 악, 

유배와 구원 등의 이원적인 구분을 지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알 쉠 토브는 기쁨을 슬픔에 대립하는 감정으로 보지 않고,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의 기본적 상태로 보았다. 또한 육체와 영혼이 대립한다는 유대 전통의 관념도 

수용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 이분법적 구분의 초월로 기쁨이 하시디즘 종교문화의 기

본적인 정조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유대 전통의 슬픔, 단식 등의 고행방식을 지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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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로도 발전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열정과 평정은 현상적으로는 다르게 드러날 

수 있어도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이라는 종교적 목표에 동등하게 기여하므로 

둘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후대 하시디즘에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같은 목적에서 겸손 또한 자부심을 내지 않는 단순한 덕

목부터 완전한 자기소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님을 살펴보았다.  

    위의 덕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알 쉠 토브는 토라 공부, 계율, 지식 같은 행위

보다 개개인의 내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종교와 일상, 개인과 전체, 지식과 앎, 엘리트

와 대중, 주체와 객체 등의 구분을 지웠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쁨, 겸손, 평정, 열정 

등을 하시디즘의 특징으로 각각 제시하였으나, 필자는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이 덕목

들이 같은 목표 아래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아가 비이원성이 같은 단어에 대한 유대 전통 및 카발라의 해석과도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는 주요한 지점임을 검토하였다. 

    신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드베쿳은 유대 전통과 카발라에서도 사용된 단어지만, 

바알 쉠 토브는 믿음과 기도, 드베쿳을 하나로 연결하며 드베쿳을 삶의 시작점이자 

목표로 설정하였다. 믿음과 드베쿳을 나누지 않은 그의 관점은 유대 전통의 믿음 개

념을 변화시키면서 드베쿳을 개인의 일상적인 삶 전체로 확장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바알 쉠 토브 개인의 드베쿳 현상에 대한 서술을 주로 다루며 체험으로서의 드베쿳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필자는 그와 제자 간의 대화에서 인간의 의식에 따라 다양

하게 드러나는 드베쿳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대 신비전통의 세계관에서 체험

은 특정한 의식상의 개념이지 실재가 아니기 때문에 드베쿳에 체험이 포함될 수는 있

지만, 드베쿳을 체험과 동일시한 기존 연구의 개념적 틀은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해보았다. 

    4장은 성과 속의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그에게서 비롯된 하시디즘의 기도, 예배, 

춤, 노래 등의 종교문화와 당시 유대 공동체와의 갈등, 후대 하시디즘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바알 쉠 토브의 행위와 마음, 성과 속, 시공간을 나누지 않는 관점은 내적 의

도, 집중, 헌신을 나타내는 카바나와 그저 그것을 위해 하는 자세인 리쉬마를 삶 전

체에 적용한 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그는 종교적 형식이나 내용보다 자세를 

강조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기도이자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랍비 전

통, 카발라와 구별되는 지점이었다. 

    필자는 기도, 음악, 춤, 이야기 문학을 중심으로 그가 히브리어와 이디시어, 종교

문헌과 이야기, 종교교육과 노동 등의 구분을 지워버리며 하시디즘의 특정한 종교문

화를 만들어내었음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바알 쉠 토브가 개인의 내적 상태와 영적 

진보를 가장 중요시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수단과 드러나는 양상이 다양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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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종교문화의 수단과 양상의 다양성은 유대 역사상 중요한 논

쟁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하시딤과 미트나그딤 논쟁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지점이며, 후

대 하시디즘의 종교문화가 다양해질 수 있었던 원인이 된다. 기존 연구는 초기와 후

대의 하시디즘을 나누어 초기는 혁신적, 창의적이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전통적, 보수

적으로 변했다고 분석했지만,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모든 양식이 영

적인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하시디즘 초기 연구사에서부터 담론의 대상이었던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를 물질에 대한 이원적 의식 초월의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먼저 

필자는 그가 물질 자체와 물질에 대한 사람의 의식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바알 쉠 토브는 물질 자체는 신성하지만, 물질에 대한 좁은 의식이 이원성

의 핵심이자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앎으로 좁은 의식에서 넓은 의식으로 

이동하 것을 강조했다. 이 점을 해석의 축으로 삼아 바알 쉠 토브가 물질성 벗어버리

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를 사람의 의식에서 동시에 행하는 방법으로 통합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기존 연구들은 물질성에 대한 두 가르침을 나누어 분석하면서 대

립적인 서술을 사용하였으나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을 중심으로 자료를 해석할 

때, 두 가르침이 나누어지지 않으며 대립적인 술어의 적용이 불필요할 수 있음을 검

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시디즘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자 다른 정통파와 현대 하시디즘 분파

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대표적인 특징인 짜딕을 다루었다. 짜딕 역시 유대 전통과 

카발라에 있던 개념이나 바알 쉠 토브는 천상과 지상, 개인과 전체, 성과 속을 나누

지 않는 관점에서 하시디즘만의 짜딕 개념을 정립했다. 필자는 특히 바알 쉠 토브가 

짜딕을 의식과 행위, 성과 속, 공과 존재, 자기와 타자 등의 이원성을 초월한 인물로 

그린 점에 주목하였다. 이 통합성에서 공동체의 육체적 · 정신적 안녕을 책임지는 짜

딕 개념이 탄생하였고, 공동체에서 짜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짜딕을 메시아로 보

는 하시디즘 분파도 생겨났다. 

    하시디즘 짜딕의 메시아적 요소는 유대 신비주의 연구 초기부터 다루어졌다. 기

존 연구는 샤바타이 쩨비의 메시아운동이나 짜딕을 메시아로 보는 분파와의 연장선에

서 바알 쉠 토브 사상의 메시아적 요소를 가늠하였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는 짜딕과 

보통사람을 나누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짜딕이 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후대

에서는 짜딕과 보통사람이 구분되는 분류체계가 생성되고 짜딕의 특별함이 두드러지

면서 사람이 짜딕을 통해 구원을 받는 메시아사상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보

았다.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은 현대 하시디즘 분파뿐 아니라 신(新) 하시디즘 사상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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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널리 수용되며 유대 공동체의 사회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상이 현대 하시디즘의 다양한 양상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향후 그의 사상과 현대 유대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나가고자 한

다. 



- 103 -

참고문헌

<한국어문헌>

샤비트, 아리 (Shavit, Ari). �약속의 땅 이스라엘(My Promised Land: The Triumph and 

Tragedy in Israel)�. 최로미 옮김. 파주: 글항아리, 2016[2013].

존슨, 폴 (Johnson, Paul). �유대인의 역사(A History of the Jews)�. 김한성 옮김. 서울: 포

이에마, 2014[1987].

카플란, 아리예 (Kaplan, Aryeh). �유대 명상(Jewish Meditation)�. 김태항 옮김. 제천: 하모

니, 2011[1985].

        . �성경과 명상(Meditation and the Bible)�. 김태항 옮김. 제천: 하모니, 

2012[1978]).

텔루슈킨, 랍비 조셉 (Telushkin, Rabbi Joseph).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Jewish Literacy)�. 

김무겸 옮김. 서울: 북스넛, 2014[2008].

헤셸, 아브라함 요수아 (Heschel, Abraham Joshua). �어둠 속에 갇힌 불꽃(Passion for 

Truth)�. 이현주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1973].

<외국어문헌>

Aran, Gideon. “Contemporary Jewish Mysticism.” Kabbalah and Modernity:

Interpretations, Transformations, Adaptations. eds. Boaz Huss, Marco Pasi 

and Kocku von Stuckrad. Leiden: Brill, 2010.

Ben-Amos, Dan and Jerome R. Mintz (trans. and eds.). In Praise of the Baal Shem 

Tov: The Earliest Collection of Legends about the Founder of Hasidism.

.Northvale, N.J.: Jason Aronson, 1993.

Blumenthal, H. Elchanan. “Ḥasidei Ashkenaz.”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 

Thomson Gale, 2007.

        . “Kavvanah.”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 Thomson Gale, 2007.

Brody, Seth. ““Open to Me the Gate of Righteousness”: The Pursuit of Holiness and 

Non-duality in Early Hasidic Teaching.” The Jewish Quarterly Review 8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8.

Bronner, Leila Leah. Journey to Heaven: Exploring Jewish views of the Afterlife. 

Chicago: Urim Publications, 2011.

Buber, Martin. Hasidism and Modern Man. Amherst, NY: Humanity Books, 



- 104 -

2000[1958].

        . Ten Rungs: Collected Hasidic Saying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1947].

Buxbaum, Yitzhak. Jewish Tales of Mystic Joy. San Francisco: Jossy-Bess, 2002.

        (ed.). The Light and Fire of the Baal Shem Tov. New York: Continuum, 

2005.

Cohn-Sherbok, Dan. Kabbalah and Jewish Mysticism. Oxford: Oneworld, 2006.

Cole, Peter and Aminadav Dykman (trans. and eds.). The Poetry of Kabbalah: 

Mystical verse from the Jewish Traditio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2.

Dan, Joseph. Kabbalah: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The Heart and the Fountain: An Anthology of Jewish Mystical 

Experienc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Hasidism. An Overview.”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 Thomson 

Gale, 2005.

        . “Devekut.”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 Thomson Gale, 2007.

        . “Ḥasidim.”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 Thomson Gale, 2007.

Dubnow, Simon. “The Beginnings: The Baal Shem Tov(Besht) and the Center in 

Podolia.”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Elior, Rachel. The Paradoxical Ascent to God: The Kabbalistic Theosophy of Habad 

Hasidism. trans. Jeffrey M. Gree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 The Mystical Origins of Hasidism. Oxford; Portland, Oregon: The Littman 

Library of Jewish Civilization, 2006.

        . “The Origins of Hasidism.” Scripta Judaica Cracoviensia 10. Jagiellonian 

University Press, 2012.

        . “The Love of God in the Jewish Mystical Tradition: Mysticism of Freedom 

and Commemoration versus Mysticism of Hope and Redemption.” Jewish, 

Christian, and Islamic Mystical Perspectives on the Love of God. eds. 

Sheelah Treflé Hidde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Etkes, Immanuel. The Besht: Magician, Mystic, and Leader. trans. Saadiya 

Sternberg. Lebanon: Brandeis University Press, 2012.

Faierstein, Morris M. Jewish Customs of Kabbalistic Origin: Their History and 

Practice . Brighton, Ma.: Academic Studies Press, 2013. 



- 105 -

Fine, Lawrence. Physician of the Soul, Healer of the Cosmos: Isaac Luria and his 

Kabbalistic Fellowship.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Kabbalistic Life in 16th-Century 

Safed.”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Fishbane, Eitan P. “The Zohar: Masterpiece of Jewish Mysticism.”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Frigyesi, Judit. “The Practice of Music as an Expression of Religious Philosophy 

among the East-Ashkenazi Jews.” SHOFAR 18(4). Purdue University Press, 

2000. 

Garb, Jonathan. The Chosen Will Become Herds: Studies in Twentieth Century 

Kabbalah. trans. Yaffah Berkovits-Murciano.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Gartner, Lloyd P. “Ḥasidism: History.”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 Thomson 

Gale, 2007.

Gellman, Jerome (Yehuda). “Early Hasidism and the Natural World.” Judaism and 

Ecology: Created World and Revealed World. ed. Hava Tirosh-Samuels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Hasidic Mysticism as Activism.” Religious Studies 4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Giller, Pinchas. Reading the Zohar: The Sacred text of the Kabbala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Goldish, Matt. “Mystical Messianism.”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Green, Arthur. Tormented Master: A Life of Rabbi Nahman of Bratslav.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9. 

        . and Shaul Magid. “Hasidism: Habad Hasidism.”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 Thomson Gale, 2005.

        . A Guide to the Zohar.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Speaking Torah: Spiritual Teachings from around the Maggid’s Table. 

vol. 1. Woodstock, Vermont: Jewish Lights publishing, 2013.

Greenberg, Gershon. “Hasidic Thought and the Holocaust(1933-1946): Optimism and 

Activism.” Jewish History 27. Dordrecht, 2013.



- 106 -

Hajdu A. and Y. Mazor. “Ḥasidism: The Musical Tradition of Ḥasidism.”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 Thomson Gale, 2007.

Hellner-Eshed, Mellia.  “Zohar.”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 Thomson Gale, 

2007.

        . A River Flows from Eden: The Language of Mystical Experience in the 

Zohar. trans. Nathan Wolski.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Horwitz, Daniel. M. A Kabbalah and Jewish Mysticism Reader. Philadelphia;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Idel, Moshe. Hasidism: Between Ecstasy and Magic.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 “Abulafia, Abraham Ben Samuel.”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 

Thomson Gale, 2007.

        . “Hermeneutics in Hasidism.”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ns and 

Ideologies 9: 25. The Academic Society for the Research of Religions and 

Ideologies, 2010.

        . “Rabbi Israel Baʻal Shem Tov “In the State of Walachia”: Widening the 

Besht’s Cultural Panorama.” Holy Dissent: Jewish and Christian Mystics in 

Eastern Europe, ed. Glenn Dynner.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11.

        . “Modes of Cleaving to the Letters in the Teaching of Israel Baal Shem 

Tov: A Sample Analysis.” Jewish History 27. Dordrecht, 2013.

        . “Jewish Mysticism.” The Comparative Mysticism An Anthology of Original 

Sources. ed. Steven T. Katz.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Higher Than Time”.” Time and Eternity in Jewish Mysticism: That 

Which is Before and That Which is After. ed. Brian Ogren. Leiden: Brill, 

2015.

Jacobs, Louis. “Hasidic Prayer.”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Karesh, Sara and Michel M. Hurvitz. Encyclopedia of Judaism. New York: Facts on 

File, 2006.

Kaplan, Aryeh. Meditation and Kabbalah. York Beach, Maine: Samuel Weiser, Inc, 

1985[1982]. 

Karlen, Neal. The Story of Yiddish: How a Mish-Mosh of Languages Saved the 

Jews. Harper Collins E-Books, 2008.



- 107 -

Katz, Steven T(ed.). Wrestling with God: Jewish Theological Responses during and 

after the Holocaust.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King, Richard. “Mysticism and spirituality.”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Study 

of Religion. ed. John Hinnells. New York: Routledge, 2005. 

Kripal, Jeffrey J. “Mysticism.” The Blackwell Companion to the Study of Religion.

ed. Robert A. Segal. Malden, MA: Blackwell Pub, 2006. 

Lachter, Hartley. “Introduction: Reading Mysteries: The origins of scholarship on 

Jewish Mysticism.”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Magid, Shaul. Hasidism on the Margin: Reconciliation, Antinomianism, and 

Messianism in Izbica/Radzin Hasidism. Madison, Wisc.: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3.

        . Hasidism Incarnate: Hasidism, Christianity, and the Construction of 

Modern Juda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Margolin, Ron. “On the Essence of Faith in Hasidism: An Historical-Theoretical 

Perspective.” Faith: Jewish Perspectives. eds. Avi Sagi and Dov Swarchtz.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3. 

Matt, Daniel C. “Ayin: The Concept of Nothingness in Jewish Mysticism.” The 

Problem of Pure Consciousness: Mysticism and Philosophy. ed. Robert K. C. 

For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trans. and ed.). The Essential Kabbalah: The Heart of Jewish Mysticism.

New York: Harper One, 1995.

Mayse, Ariel Evan. From the Depth of the Well: An Anthology of Jewish Mysticism. 

New York: Paulist Press, 2014.

Mendes-Flohr, Paul(ed.). Gershom Scholem: The Man and His Wor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Myers, Jody. “Kabbalah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Newman, Louis I. The Hasidic Anthology: Tales and Teachings of the Hasidism.  

New York: Bloch Publishing Company, 1946.

Rabinowicz, Tzvi. Hasidism in Israel: A History of the Hasidic Movement and Its 

Masters in the Holy Land. Northval, New Jersey: Jason Aronson, 2000.

Rapoport-Albert, Ada. “God and the Zaddik.”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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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하시디즘(Hasidism)은 18세기 동유럽에서 일어난 유대 종교운동으로 현대에는 정통 
유대교에 속한다. 하시디즘의 창시자인 바알 쉠 토브(Baal Shem Tov)는 유대 신비
전통(Kabbalah)과 유대 관례를 재해석하며 하시디즘만의 새로운 종교문화를 만들었
다. 특히 그는 신의 편만함과 자아가 실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분법을 타
파했다. 본 논문의 목표는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분석하면서 
비이원성이 하시디즘의 특징적인 교리, 관례, 문화와 변천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요소
가 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국내 종교학에서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주요 연구주제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
고, 국외 종교학에서는 학자의 종교성에 따라 그 관점과 해석에 큰 편차를 보였다. 
이에 2장에서는 본격적인 해석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대 역사와 종교전통 안에서 
유대 신비전통과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개괄하였다. 3장과 4장은 본 논문의 주요 해
석 및 비교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3장은 신과 인간의 비이원성, 4장은 성과 속
의 비이원성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바알 쉠 토브는 카발라의 신지학 체계를 수용하면서 ‘신(Ayin)’과 ‘존재(Yesh)’ 
사이에 구분은 없으며, 누구든 있는 자리에서 이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bittul hayesh)과 이원적인 의식의 초월
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구술 가르침을 기록한 문헌의 특성을 고려하며 바알 쉠 토
브의 사상을 랍비 전통 및 카발라와 비교하였다. 이때 그가 사용한 단어들의 의미와 
범주, 이야기의 상징과 구조에서 그가 신과 존재, 천상과 지상, 선과 악, 유배와 구원 
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지웠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비이원적 관점에 따라 기쁨, 열정, 평정, 겸손 등의 유대 전통의 덕목들 역
시 다양한 의미와 범주를 갖게 되었다. 육체와 영혼, 기쁨과 슬픔의 이분법이 지워지
면서 기쁨은 하시디즘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으며, 단식과 같은 고행은 지양되었다. 
이 덕목들은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이라는 목표에 똑같이 기여하며, 특히 겸손
은 단순한 도덕적 자세에서부터 자기소멸에 이르기까지 의미가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는 신과의 결합을 나타내는 단어인 ‘드베쿳(Devekut)’에서도 알 수 
있다. 바알 쉠 토브는 믿음과 기도, 드베쿳을 하나로 연결하며, 기존 전통에서 종교행
위에 주로 적용되던 드베쿳을 개인이 일상에서도 이룰 수 있는 종교적 목표이자 믿음
의 시작점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개인과 전체, 체험과 상태, 지식과 앎, 종교와 일상, 
엘리트와 대중의 구분은 사라졌다.   
    4장은 그의 비이원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시디즘의 관례, 문화 형성과 유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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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갈등, 후대 하시디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바알 쉠 토브는 성과 속을 나누지 
않으면서 내적 의도, 집중, 헌신을 가리키는 ‘카바나(Kavvanah)’와 ‘그저 그것을 위
해’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리쉬마(lishmah)’의 범위를 넓혔다. 이 내적 태도에 대한 
방점과 히브리어와 이디시어, 종교문헌과 세속적인 문헌, 토라 공부와 노동 등의 구분
을 지워버린 관점이 합해져 기도, 음악, 춤, 이야기 문학 등 하시디즘을 대표하는 종
교문화가 형성되었다. 
    인간의 삶 자체를 예배이자 기도로 보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수단
과 양상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열렸다. 이것이 하시디즘이 유대 계율을 어겼다고 본 
반대파의 입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또한 이 가능성은 유대 전통적 요소로 
돌아간 후대 하시디즘에 대한 해석도 제공한다. 의식의 전환을 가장 중요하게 본 바
알 쉠 토브의 문제의식은 ‘물질성 벗어버리기(Hafshatat hagashmiyut)’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Avodah begashmiyut)’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물질은 신성하나 물질에 대한 사람의 이원적인 의식이 문제라고 보았고, 앎
을 통해 고통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
성을 통한 예배’는 매 순간 동시에 행하는 수행으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이원성을 완
전히 초월한 인물이 하시디즘의 이상적 인간상인 ‘짜딕(Tzaddik)’이다. 
    바알 쉠 토브는 기존 유대 전통의 짜딕 개념에 의식과 행위, 성과 속, 공과 존재, 
자기와 타자 등에 대한 이원성의 초월을 덧붙였다. 여기에서 다른 정통 유대교 분파
와 구별되는 하시디즘만의 짜딕 문화가 생겨났다. 바알 쉠 토브는 평범한 사람과 짜
딕을 명확히 나누지 않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짜딕과 보통사람 사이의 구분이 생기면
서 메시아적 요소를 가진 분파가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각각의 소주제마다 기존 연
구를 소개하며,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새로운 개념 범주를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바알 쉠 토브(Baal Shem Tov), 베슈트(BESHT), 하시디즘(Hasidism), 비이
원성(non-duality), 카발라(Kabbalah), 유대 신비주의(Jewish Mysticism) 
학번: 2013-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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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8세기 후반 동유럽에서 시작된 하시디즘(Hasidism)1)의 창시자인 바알 쉠 토브(Baal 

Shem Tov, 1700-1760)는 기존 유대 신비전통인 카발라(Kabbalah)와 유대 관례에 

자신만의 관점과 해석을 가미하였다. 그는 현 우크라이나 서부 지방인 포돌리아

(Podolia)를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를 돌아다니며 치유, 퇴마 등 여러 이적을 행하였

고, 회당(Synagogue), 시장,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펼쳤다.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며 

곧 그를 따르는 소규모 집단이 형성되었다. 바알 쉠 토브 사후, 하시디즘은 제자들에 

의해 지역에 따라 여러 분파로 나뉘면서 동유럽 유대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1820년대 무렵 하시디즘은 이미 우크라이나, 갈리시아(Galicia)를 비롯한 동유럽 유대 

공동체의 지배적인 경향이 되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지지자를 끌어모은 하시디

즘의 성공은 현대 유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여겨진다.2)

    폭발적인 성장만큼 반대하는 움직임도 컸다. 일부 랍비들은 하시디즘에 반대하며 

하시디즘의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하시딤(Hasidim)’에게 파문 포고령을 내렸다. 이들

을 히브리어로 ‘반대자’를 뜻하는 ‘미트나그딤(Mitnagdim)’이라 한다. 하시딤과 미트

나그딤은 모두 신비전통을 수용하며 전통적인 유대 관례를 준수했으나 문헌과 관례에 

대한 해석 및 강조점에 차이가 있었다. 미트나그딤의 저지 노력에도 하시디즘은 19세

1) 히브리어 영문표기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자료 검색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표기를 본문에 넣고, 그 외의 표기는 각주에 언급하고자 한다. 하시디즘의 영

문표기로는 Hasidism 외에도 Ḥasidism, Chasidism, Chassidism 등이 있다. 

   하시디즘은 유대교에서 대개 ‘경건한 이’를 가리키는 ‘하시드(Hasid)’에서 나왔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종교언어이자 유대민족의 언어이다. 따라서 하나의 히브리 단어는 문헌, 역사,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용례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시드’는 기원전 랍비 집단에서

의 하시딤, 중세 독일의 하시데이 아시케나지,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하시디즘 등에 등장하나 

그 의미는 범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H. Elchanan 

Blumenthal, “Ḥasidei Ashkenaz,” Encyclopedia Judaica 2nd edition(이하 EJ) 
(Thomson Gale, 2007); Joseph Dan, “Ḥasidim,”, EJ; Lloyd P. Gartner, “Ḥasidism: 

History,” EJ. 대표적인 하시디즘 연구자 중 한 명인 라헬 엘리오르(Rachel Elior)는 유대

교의 ‘하시드’에는 세 가지 뜻이 있으며 하시디즘의 ‘하시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다고 본다. 1) 신을 사랑하며 그를 닮고자 계율을 준수하는 이, 2)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

푸는 이, 3) 다른 이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는 이. Rachel Elior, The Mystical Origins 
of Hasidism (Oxford; Portland, Oregon: The Littman Library of Jewish 

Civilization, 2006), vii-viii. 본 연구는 주로 하시디즘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히브리 단어

를 설명했음을 밝힌다.

2) Adam Teller, “Hasidism and The Challenge of Geography: The Polish Background 

to the Spread of The Hasidic Movement,” AJS Review 3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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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후반까지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 뻗어나가며 전성기를 맞

이했다. 

    그러나 합리주의를 강조한 유대 계몽주의 운동 ‘하스칼라(Haskalah)’와 유대인들

이 거주하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유대인 해방(Jewish Emancipation)’이 일어

나면서, 유대인들의 정신은 전통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유대 전통을 문화로

만 여기고 종교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 유대인(Secular Jew)이 늘어났고, 유대 

전통을 종교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역시 문헌에 대한 관점, 생활양식 등에 따라 다

양하게 나뉘게 되었다. 정통(Orthodox) 유대교, 개혁(Reform) 유대교, 보수주의

(Conservative) 유대교 등 현대 유대교의 분류 체계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시딤

과 미트나그딤은 토라를 비롯한 랍비 문헌에 유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지침이 있다고 

믿으며, 율법과 음식, 복식을 비롯한 관례를 엄격히 지키므로 정통 유대교, 그중에서

도 초 정통파(Haredi)에 속한다.   

    하스칼라와 해방으로 하시디즘의 성장은 저하되었지만 무엇보다 하시디즘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20세기 들어 발생한 두 번의 세계 대전이었다. 특히 홀로코스트

(Holocaust, 1933-1945)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하시디즘 공동체를 와해시

켰다. 하시디즘 회당은 파괴되고 문헌은 소실되었으며 다수의 지도자와 신도들이 죽

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 미국, 이스라엘 등지로 이주한 여러 하시디즘 

분파들은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시금 세력을 확장했다.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아브라함 헤셸(Abraham J. Heschel), 엘리 비젤(Elie Wiesel) 같은 유대 작가들 또

한 하시디즘 사상을 비유대계 독자와 서구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에 20세기 중반부터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유대 사회의 종교성을 고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귀환의 주인(Baal Teshuvah)’은 세속적인 유대인으로 살

아온 이들이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 정통 유대교도가 되는 움직임을 뜻하며 현재까지

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하시디즘을 비롯한 초 정통파로 들

어오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하바드(Chabad)3) 하시디즘 역

시 신도 다수가 ‘귀환의 주인’에 영향을 받았다. 196-70년대에 일어난 ‘유대 회복

(Jewish Renewal)’은 유대교 분파에 상관없이 유대 명상, 춤, 신비전통으로 유대인의 

영성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대표적인 인물인 랍비 슐로모 칼바흐(Schlomo 

Carlebach)와 랍비 짤만 샤흐터-샬로미(Zalman Schachter-Shalomi)는 하시디즘 

3) Habad로도 표기하며, 루바비치(Lubavitch) 파라고도 한다. 하시디즘 분파는 대개 공동체 

발생지 명칭을 따른다. 하바드 역시 초기에는 지역명인 루바비치 파로 불렸다. 그런데 분파

의 창시자 랍비 슈뉘어 짤만(Rabbi Shneur Zalman)이 카발라 공부를 강조하면서 카발라

의 신의 열 가지 특질 중 지혜(Chokmah), 명철(Binah), 앎(Da’at)의 앞 글자를 따 하바드

(Chabad)라는 명칭을 채택한 이후 ‘하바드’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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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서 성장했으나 이후 카발라와 하시디즘의 요소를 포함한 독자적인 가르침으

로 그들만의 인터넷 사이트와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들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유대인

뿐 아니라, 뿌리에서 영성을 찾고자 하는 세속적인 유대인, 비유대인들에게도 널리 알

려졌다.4)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은 세속 정부이나, 정통 유대교를 국교로 삼으며, 정통

파 랍비를 국가의 정신을 대표하는 수석 랍비에 임명한다. 수석 랍비는 동유럽계인 

아시케나지(Ashkenazi)와 비(非)동유럽계인 셰파르디(Shepardi) 정통 유대교에서 한 

명씩 선출한다. 이들은 모두 랍비 전문 교육기관인 예시바(Yeshiva)에서 카발라 교육

을 받은 이들로, 하시디즘의 랍비는 아시케나지 수석 랍비가 될 수 있다. 또한 세속

정당과 더불어 종교정당이 정치에 직접 관여한다. 하시디즘을 기반으로 한 ‘아구닷 이

스라엘(Agudat Israel)’ 당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가정, 경제, 외무, 헌법 등에 관한 

입법업무를 하는 크네세트(Knesset)에서 활동한다. 카발라와 하시디즘의 상징과 사상

은 20세기 초부터 이스라엘 건국 및 민족주의에 반영되었으며, 현대에도 정치인을 비

롯한 세속 명사들의 공공연설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하시디즘을 비롯한 카발라 교육

을 받은 랍비들의 사회적인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되었다.5) 또한 1960년대 이후 뉴에

이지 운동과 문학을 비롯한 예술, 미디어의 영향으로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고, 학자들은 현대 이스라엘의 카발라와 하시디즘이 정치적 ·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본다.6)

    이처럼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유대교뿐 아니라 현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

대 사회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내 종교학

계에서 카발라나 하시디즘에 대한 학위논문은 없으며 학술논문 또한 드물다. 대부분

의 학술논문은 카발라와 하시디즘을 다른 종교와의 비교 대상이나 다른 종교 관점에

4) Sara Karesh and Michel M. Hurvitz, Encyclopedia of Judaism (New York: Facts 

on File, 2006), 41, 198-99, 253-54. 

5)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츠하크 카두리(Yitzhak Kaduri, 1902-2006)가 있다. 그는 비(非)동유

럽계 셰파르디 랍비로 카발라 지식과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낫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미

래와 관련된 예언을 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의 선거운동은 이스라엘 정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1996년, 벤야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의 총리 당선과 셰파르디 

초정통파 샤스(Shas) 당의 크네세트 선거 성공 배경에는 카두리가 있었다고 분석된다. 

Jonathan Garb, The Chosen Will Become Herds: Studies in Twentieth Century 
Kabbalah, trans. Yaffah Berkovits-Murciano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17; 아리 샤비트(Ari Shavit), �약속의 땅 이스라엘(My Promised Land: 
The Triumph and Tragedy in Israel)�, 최로미 옮김 (파주: 글항아리, 2016[2013]), 

418-19.  

6) Garb, The Chosen Will, 37-38, 100-06; Gideon Aran, “Contemporary Jewish 

Mysticism,” Kabbalah and Modernity: Interpretations, Transformations, 
Adaptations, eds. Boaz Huss, Marco Pasi and Kocku von Stuckrad (Leiden: Brill, 

2010), 3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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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분석 대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유대 역사와 종교전통 안에서 카발

라와 하시디즘의 의미와 역할이 충분히 조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종교학계에서 카발라와 하시디즘은 유대 신비주의(Jewish Mysticism) 분야

에서 연구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국민이거나 유대계(이스라엘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다. 이들은 유대 역사 및 종교전통에 익숙하므로 기본적인 유대 전

통과 관례 등에 대한 설명이 연구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자와 유대 전통

과의 관계가 다양하다. 세속적인 학자도 있고, 랍비를 겸임하는 학자도 있다. 이 학자 

개인과 유대 전통과의 관계에 따라 동일 대상에 대한 범주와 해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유대계 독자가 처음 유대 신비주의를 접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의문

이 들 수 있다. 필자 역시 유대 전통과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 여러 난관에 봉착했고, 

여전히 봉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비유대계 타자의 시선으로 유

대 전통 및 역사와의 관계에서 카발라와 하시디즘을 개괄하는 것이다.  

    하시디즘의 창시자인 바알 쉠 토브는 ‘신이 없는 곳은 없음’을 강조하며 중세 카

발라의 주요 개념과 사상을 새롭게 해석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

재로 여기는 이원적인 의식을 초월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과 하나인 상태에 이

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신과 인간, 물질과 영혼, 선과 악 등을 나누어 파악하

고, 높은 종교교육을 받은 랍비 집단만이 영적인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던 기존 

및 당대 유대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었다. 이에 학자들은 바알 쉠 토브의 사상

적 특징을 ‘이원적인 구분/차이를 지움’, ‘이원성의 통합’, ‘비이원성’, ‘비이원적 의식’ 

등으로 표현한다.7)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은 현대 여러 하시디즘 분파뿐 아니라 정통 

유대교 밖의 ‘유대 부흥’,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바알 쉠 토브의 사상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유대 신비주의 학계는 역사적 · 철학적 · 문헌 고증적 관점에서 특정 학파나 인

물의 신 관념, 문헌의 저자와 유포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8) 바알 쉠 토브는 구

술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으며 집필은 하지 않아 몇몇 편지를 제외하고는 저서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대다수의 가르침은 그의 사후인 

1780년대부터 제자들이 기록하여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학자들은 이 문헌들에 바알 

7) Elior, The Mystical Origins, 37-38, 67-68, 70; Seth Brody, ““Open to Me the Gate 

of Righteousness”: The Pursuit of Holiness and Non-duality in Early Hasidic 

Teaching,” The Jewish Quarterly Review 89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8), 5-8; Menashe Unger, A Fire Burns in Kotsk: A Tale of Hasidism in the 
Kingdom of Poland, trans. Jonathan Boyarin (Detroit, MI: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15), 8.  

8) Moshe Idel, “Jewish Mysticism,” The Comparative Mysticism: An Anthology of 
Original Sources, ed. Steven T. Katz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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쉠 토브와 제자들의 사상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바알 쉠 토브 개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그를 다룬 연구들도 역사적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그가 실존인물인지, 그에 관한 기록이 사실인지, 그를 다룬 후대 

하시디즘 문헌의 작성과 유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대 하시디즘 분파는 저마다 다른 지도자, 교육기관, 종교문화 등을 가지나 모

두 바알 쉠 토브를 창시자로 보고 자신들을 그 가르침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여긴다. 

이들은 바알 쉠 토브의 이름으로 기록된 문헌들이 실제 그의 가르침이라 믿으며, 지

도자의 저술에는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과 이에 대한 주해가 포함된다. 이 저술에는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는 하시디즘만의 해석학이 존재한다.9) 또한 그에게서 비롯된 교

리, 관례, 종교문화는 현대에도 하시디즘을 다른 분파와 구분하는 독특한 특징으로 남

아있다. 이처럼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은 초기 하시디즘뿐 아니라 현대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바알 쉠 토브의 사상

적 특징을 비이원성으로 정리하는 데에 그쳤다. 필자는 비이원성을 해석 작업의 주요 

틀로 적용할 때, 바알 쉠 토브의 사상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지점이 발견될 수 있

는지, 하시디즘의 교리, 관례, 종교문화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카발라와 하시디

즘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랍비 전통 및 카발라와 비교하며, 그의 사상과 교리, 관례, 문화를 적극적으

로 검토해보는 것이다.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서구종교를 상상하는 틀 안에서 볼 때 유

대교가 낯익음과 낯섦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 기존의 인식을 환기하는 힘을 지닌

다고 보았다. 그는 유대학을 대표하는 학자 제이콥 뉴스너(Jacob Neusner)의 말을 

인용하며 유대교 연구와 종교학이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종교학의 관점과 방법, 개념 범주를 가지고 유대 전통을 연구하는 데에는 진전이 있

었다. 그러나 유대 자료를 가지고 종교학의 관점, 방법, 개념 범주를 연구하는 데에는 

그다지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10) 바알 쉠 토브의 신과 인간, 선과 악 등에 대한 관점

은 그의 세계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세계관은 사상을 형성하는 주요 개념들

의 의미, 범주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비이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해석은 기존 

바알 쉠 토브 연구의 관점, 개념 범주 등을 환기하고 나아가 기존의 해석을 보충할 

9) Moshe Idel, “Hermeneutics in Hasidism,”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ns and 
Ideologies 9:25 (The Academic Society for the Research of Religions and 

Ideologies, 2010), 4-5. 

10) Jonathan Z. Smith,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xii,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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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세 번째 목표는 기존 연구의 개념적 틀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해석 가능성 고찰이다. 

    위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유대 역사와 전통 안에서 카발라 및 하시디즘 개괄

2.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한 바알 쉠 토브의 사상 분석 

3.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 고찰 

2. 선행연구

20세기 말까지 하시디즘 연구는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에 출간된 �하시디즘에 관한 기본적인 논문들(Essential Papers 

on Hasidism)�은 학계의 주요 하시디즘 연구를 정리한 첫 번째 편집서이다. 이 책에

서 바알 쉠 토브는 역사적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역사학자 시몬 듀브노

우(Simon Dubnow)는 바알 쉠 토브에 관한 자료를 유년시기, 카발라 능력자로서의 

활동 시기, 대중에게 사상을 펼친 시기로 정리하고, 하시디즘에 반대했던 미트나그딤 

문헌에 등장하는 바알 쉠 토브를 소개하였다.11)

    폴란드 유대 역사학자인 모셰 로스먼(Moshe Rosman)은 바알 쉠 토브가 활동했

던 미드치보츠(Miedzyboz)의 유대 공동체 문헌을 입수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

다. 로스먼 이전의 연구에서는 바알 쉠 토브가 후대가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이라거나 

그가 낮은 계급의 인물로 주로 하층민에게만 호응을 얻었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로스

먼은 기록에서 바알 쉠 토브가 실존했으며, 경제적 지원과 세금 면제를 받았을 만큼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증명했다. 이 연구는 바알 쉠 토브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낸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는다.12)

    이후 로스먼은 위 소논문의 연구의식을 확장시켜 �하시디즘의 창시자: 역사적 바

알 쉠 토브에 관한 탐구(Founder of Hasidism: A Quest for the Historical Ba’al 

Shem Tov)�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17-18세기 폴란드 및 유대 공동체라는 사

회문화적 배경에서 바알 쉠 토브를 분석하며 바알 쉠 토브가 등장하는 유대 및 비유

11) Simon Dubnow, “The Beginnings: The Baal Shem Tov(Besht) and the Center in 

Podolia,”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12) Murray Jay Rosman, “Miedyboz and Rabbi Israel Baal Shem Tov,”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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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문헌의 신빙성과 내용을 고루 검토한다. 당시 폴란드 유대 공동체에는 카발라에 

대한 지식과 능력으로 병든 이를 고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영적 능력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바알 쉠(Baal Shem)이라 불렀다. 로스먼에 의하면 바알 쉠 토브는 바알 쉠으

로서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시디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유대 공동체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는 바알 쉠 토브가 혁신적인 사상가라기보다는 유대 문화와 

공동체에 온건적으로 수용된 인물이라고 보았다.13) 최근 연구에서 로스먼은 문헌 비

평학적인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에 관한 기록들이 신빙성은 적다 하여도, 역사기록학

적으로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며, 각 기록들은 장르와 작성 및 편집 역

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또 다른 역사학자 임마누엘 에트케스(Immanuel Etkes)는 �베슈트: 마법사, 신비

가, 지도자(The BESHT: Magician, Mystic and Leader)�에서 앞선 이들과 유사하

게 역사적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가 하시디즘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영적인 능력자, 신비가, 지도자라는 세 범주로 바알 쉠 토브를 분석

하였다. 특히 그는 바알 쉠 토브의 황홀경적 체험과 여기서 비롯된 가르침이 다른 바

알 쉠이나 유대 공동체 지도자와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보았다. 그는 로스먼과 다르게 

바알 쉠 토브의 체험과 사상에는 혁신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것이 그가 사회적인 지

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주장하였다.15)

    위의 연구들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바알 쉠 토브를 이해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

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의 사상보다는 그의 이적, 특별한 체험, 공동체 내에서의 입

지 등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 이는 위 연구들이 주로 바알 쉠 토브의 이적과 체험을 

기록한 문헌을 자료로 삼으며, 후대 하시디즘에서 생활양식 규범으로 사용되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담은 자료는 그다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현대 

유대 신비주의 학자들 역시 역사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특정 자료만을 주로 사용하

면서 유대 신비전통의 세계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게르숌 숄렘(Gershom Scholem, 1897-1982)은 종교학계에 학문으로서의 유대 

신비주의를 처음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유대 신비주의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내고 히

브리 대학에서 유대 신비주의 분과 교수를 맡으며 다수의 학자를 양성했다. 유대 신

비주의는 그의 해석을 따르거나,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발전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3) Moshe Rosman, Founder of Hasidism: A Quest for the Historical Ba’al Shem 

Tov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각주 12)의 Murray Jay 

Rosman과 Moshe Rosman은 동일인으로 현재에는 Moshe 만을 사용한다. 

14) Moshe Rosman, “Hebrew Sources on the Baal Shem Tov: Usability vs. 

Reliability,” Jewish History 27 (Dordrecht, 2013).

15) Immanuel Etkes, The BESHT: Magician, Mystic, and Leader, trans. Saadiya 

Sternberg (Lebanon: Brandeis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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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유대 신비주의 연구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16) 숄렘은 바알 쉠 토브 개인에 대

한 연구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하시디즘에 관한 소논문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세속적인 일마저도 신을 위한 일이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과 

결합하는 ‘드베쿳(Devekut)’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야말로 바알 쉠 토브의 독창성

이라고 보았다. 숄렘은 바알 쉠 토브를 대중의 마음을 꿰뚫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라 

했고, 이는 후대 하시디즘 연구에서 바알 쉠 토브에 대한 지배적인 인물상이 되었다. 

그러나 숄렘은 바알 쉠 토브와 그의 제자인 2대까지의 하시디즘은 문헌 고증적 측면

에서 주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분석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17)

    학계에서는 바알 쉠 토브와 그 제자들의 하시디즘을 ‘초기 하시디즘’, 혹은 바알 

쉠 토브의 약칭을 따 ‘베슈트적(Beshtian) 하시디즘’이라 지칭한다. 이는 3세대 이전

과 이후를 나누어서 보는 학계의 관점을 알 수 있는 표현이다. 비단 숄렘의 주장 때

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다수의 하시디즘 연구는 분파가 생겨나면서 저자

와 유포의 경로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는 3세대 이후 하시디즘을 주 대상으로 하

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베슈트적 하시디즘에 대한 유대 신비주의 학계의 관심

이 늘어났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모셰 이델(Moshe Idel)과 라헬 엘리오르가 있다. 

    현대 유대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 카발라와 하시디즘을 고루 연구하는 이델

은 동유럽의 유대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비가들을 다룬 편집서에서 바알 쉠 토

브의 주요 활동지가 포돌리아라는 기존 연구에 의문을 던졌다. 이델은 사회문화적 요

소를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 기록을 검토하며 그의 초기 신비적인 종교양식이 당시 

은거와 신과의 합일을 목표로 하던 발라키아(Walachia) 지역의 종교양식과 매우 유사

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바알 쉠 토브가 발라키아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관련 문헌에서 

찾아내어 그가 발라키아 지역의 유대 전통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하였

다.18)

    또한 이델은 유대 신비주의에서 체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온 학자로, 

바알 쉠 토브 역시 체험의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그는 �하시디즘: 황홀경과 마법 사이

(Hasidism: Between Ecstasy and Magic)�에서 신과 결합하기 위한 하시디즘의 다

16) 유대 신비주의에서 숄렘의 연구 업적과 그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Paul Mendes-Flohr(ed.), Gershom Scholem: The Man and His Wor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17) Gershom Scholem, “Hasidism: The Latest Phase,” Major Trends in Jewish 
Mysticism (New York: Schocken Books, 1995[1971]); Gershom Scholem, “Devekut, 

or Communion with God,” The Messianic Idea in Judaism: and Other Essays on 
Jewish Spirituality (New York: Schocken Books, 1995[1971]).

18) Moshe Idel, “Rabbi Israel Baʻal Shem Tov “In the State of Walachia”: Widening 

the Besht’s Cultural Panorama,” Holy Dissent: Jewish and Christian Mystics in 
Eastern Europe, ed. Glenn Dynner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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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종교양식과 행위, 체험을 검토하였다. 이델은 카발라와 하시디즘에는 마법적인 

요소와 신비적 체험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바알 쉠 토브 역시 중세 카발리스트

들과 유사하게 다양한 종교적 체험을 한 인물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종교적 체험

에 이르기 위한 카발라와 하시디즘의 수행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기존 카발라와 

하시디즘을 비교분석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행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바알 쉠 토브가 유대 문헌의 문자를 소리 내어 발화한 종교행위로 신과 결합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행위가 하시디즘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하며, 하

시디즘의 특징을 수동성, 정적주의로 보았던 숄렘과 후대 학자의 기존 연구를 비판하

였다.19)

    엘리오르는 하바드 하시디즘의 사상에 관한 연구서 �신에게로의 역설적 상승: 하

바드 하시디즘의 카발라적 신지학체계(Paradoxical Ascent to God: The 

Kabbalistic Theosophy of Habad Hasidism)�에서 하바드 하시디즘의 비이원적인 

측면을 이원성의 변증법적 초월로 분석하였다. 엘리오르에 의하면 하바드 하시디즘에

는 감춰진 본질과 드러난 물질, 상승과 하강, 동물과 신성 등의 이원적인 개념이 있

으며, 이 개념들은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하나로 통합된다.20) 이후 그녀는 이원성의 

소멸 혹은 초월이 창시자인 바알 쉠 토브의 사상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하시디즘의 신비적인 기원(The Mystical Origins of Hasidism)�에서 바

알 쉠 토브의 가르침과 영향을 두 개의 장으로 정리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상은 하시디즘의 신비적이고 영적인 측면의 기원이며 후대 하시디

즘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학계에서의 관심은 매우 적었다. 최근의 소논문

에서 엘리오르는 외세의 침략과 내전을 겪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사회와 카발라 유포

에 대한 경각심이 컸던 유대 공동체라는 배경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상과 영향을 조

망하였다. 그녀는 바알 쉠 토브가 기존 카발라의 이원적인 개념을 독창적인 변증법으

로 해석하면서 당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유대인들에게 현실과 실재의 이원적인 경계

를 허무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였다고 보았다.21)

    기존 바알 쉠 토브 연구는 주로 당시 동유럽 유대 역사와 문화 안에서 특별한 능

력, 체험,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서의 바알 쉠 토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유대 

19) Moshe Idel, Hasidism: Between Ecstasy and Magic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Moshe Idel, “Modes of Cleaving to the Letters in the 

Teaching of Israel Baal Shem Tov: A Sample Analysis,” Jewish History 27 

(Dordrecht, 2013). 

20) Rachel Elior, The Paradoxical Ascent to God: The Kabbalistic Theosophy of 
Habad Hasidis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21) Elior, The Mystical Origins; Rachel Elior, “The Origins of Hasidism,” Scripta 
Judaica Cracoviensia 10 (Jagiellonian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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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회적 역할과 하시디즘의 성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의 사상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이 특정한 세계관을 형성했으며 이 세계관이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엘리오르의 입장에 동의한다. 나아가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이 하시디즘

의 교리, 관례, 문화 등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겸손, 기쁨, 의도와 같은 하시디

즘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

는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세계관에 따라 그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 교

리, 관례 등을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의 해석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비이원성을 주요한 축으로 삼아 바알 쉠 토브의 사상과 하시디즘의 종교문화를 

해석하면서 기존 연구까지 검토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차별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바알 쉠 토브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시브헤이 하베슈트Shivhei 

haBesht(In the Praise of Baal Shem Tov, 1814)�22)와 �짜바아트 하리바쉬

Tzava’at Harivash(The Testament of Rabbi Israel Baal shem Tov, 1792)�23), �

케테르 쉠 토브Keter Shem Tov(The Crown of Shem Tov, 1794)�가 있다. �시브

헤이 하베슈트�는 주로 바알 쉠 토브의 치유, 퇴마, 예언 등 이적 행위와 그의 일대

기를 담고 있다. �짜바아트 하리바쉬�는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담은 문헌으로 현

대에도 하시디즘 신도의 생활지침서로 사용된다. �케테르 쉠 토브�는 토라와 유대 문

헌에 대한 바알 쉠 토브의 짧은 주해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문헌들은 2세대 제자들의 문헌에서 바알 쉠 토브가 말했다고 알려진 것들을 

정리한 편집서이다. 제자들의 다른 문헌에서 바알 쉠 토브의 이름으로 기록된 내용도 

있다. 바알 쉠 토브가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전해지는 도브 바에(Dov Baer of 

Mezeritch)24)와 또 다른 가까운 제자인 야콥 요세프(Yaakov Yosef of Polnoye)25)

22) Dan Ben-Amos and Jerome R. Mintz(trans. and eds.), In Praise of the Baal 
Shem Tov: The Earliest Collection of Legends about the Founder of Hasidism
(Northvale, N.J.: Jason Aronson, 1993).

23) Jacob Immanuel Schochet(trans.), Tzava’at Harivash: The Testament of Rabbi 
Israel Baal shem Tov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98).

24) Dov ber, Dob ber 라고도 표기된다. 또한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The Great Maggid’, 

‘The Maggid of Mezeritch’ 라고도 표기된다. ‘마기드’는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문헌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종교적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자를 뜻하는 단어로, 도브 바에가 

뛰어난 설교자였기 때문에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다. 즉 마기드는 직분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지만 정관사/지역명이 더해진 위의 별칭은 언제나 도브 바에를 가리킨다. 도브 바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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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헌에는 이들이 겪은 바알 쉠 토브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또 이들의 동료 및 

제자들의 기록에도 전해 듣거나 직접 겪었다고 하는 바알 쉠 토브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필자는 위의 세 권을 비롯하여 바알 쉠 토브 제자들의 저서와 초기 하시디즘 공

동체에서 전해진 바알 쉠 토브 이야기들을 모은 편집서 두 권26)을 중심으로 그의 생

애와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시디즘 문헌은 종류가 다양하고 수 또한 방대하다. 토라 문헌에 대해 주해하고 

해설한 설교(derash), 하시디즘 신도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hanhagot), 

하시디즘을 반대하는 이들과의 논쟁을 담은 문헌, 편지들, 하시디즘의 지도자인 짜딕

(Tzaddik)27)이 신도나 다른 짜딕에게 해주는 이야기들과 신도들이 그들의 짜딕에 대

해 전한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문학 등이 있다. 그중 설화나 전설을 포함한 이야기 

문학이 하시디즘의 기풍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28) 또한 유대 문헌전통에 

따라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주해하고 재해석한 문헌도 많다. 따라서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직접 언급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와 연관된 하시디즘 문헌을 부

차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

에서는 바알 쉠 토브와 하시디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유대 전통과 역사 

안에서 유대 신비전통과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살펴본다.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

는 토라, 랍비 문헌, 카발라 문헌 등이 포함되며, 그의 체험과 문헌 해석방식, 그에 

대한 전설 등은 오래된 유대 전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바알 쉠 토브가 유대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그의 가르침이 대중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동유럽 유

대 공동체만의 특징적인 역사와 문화가 있다. 이에 먼저 초기 유대교부터 하시디즘까

지 유대 신비전통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고, 범위를 좁혀 17-18세기 동유럽 유대 공

동체의 역사와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알아본다. 이때 역사학자와 종교학자, 유대인과 

그 제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Arthur Green, Speaking 
Torah: Spiritual Teachings from Around the Maggid’s Table, vol. 1 (Woodstock, 

Vermont: Jewish Lights publishing, 2013), 19-63. 

25) 영어식으로 Jacob Joseph of Polonne 이라고도 표기된다. 

26) Yitzhak Buxbaum(ed.), The Light and Fire of the Baal Shem Tov (New York: 

Continuum, 2005); Zalman Schachter-Shalomi and Netanel Miles-Yepez(trans.), A 
Heart Afire: Stories and Teachings of the Early Hasidic Master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0). 

27) 의로운 이, 올바른 이(The Righterous one)라는 뜻이며, Tsaddik, Tṣadik, Tzadik, 

Zaddik, Ẓaddik, Zaddiq 등으로 표기된다. 복수형에는 –im을 붙인다. 하시디즘 문헌에서

는 ‘렙베(Rebbe)’가 짜딕을 가리키기도 한다. ‘렙베(Rebbe)’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인 랍

비(Rabbi)를 가리키는 동유럽 유대 공동체 언어인 이디시(Yiddish) 단어이다. 하시디즘에서

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짜딕이라고 믿는다.  

28) Elior, The Mystical Origins,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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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대인 등 다양한 저자의 책을 취합하여 되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유대 역사와 

신비전통을 정리하고자 한다. 

    3장과 4장은 비이원성을 축으로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해석하고 카발라와 비교 

분석하면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중세 유대 신비전통인 카발라는 창조주인 ‘신

(Ayin)’과 창조물인 ‘존재(Yesh)’, 그리고 창조과정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담고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이 체계를 수용하면서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과 존재에 대한 개념은 그의 모든 가르침의 기반이자 현대 하시디즘 

분파의 공통적인 세계관이다. 이에 3장에서는 바알 쉠 토브의 신관과 인간관을 살펴

보고, 이 관점에서 비롯된 그의 대표적인 교리인 ‘존재의 소멸(Bittual hayesh)’과 ‘드

베쿳’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기쁨, 겸손, 열정, 평정 등 하시디즘의 덕목이 ‘존재의 

소멸’이라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드베쿳’ 또한 

같은 목표에서 기존 전통에서보다 의미가 확장되었음에 주목한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문화 중 하나인 안식일(Shabbat)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

과 속의 분리는 유대 전통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내적인 의

도, 헌신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물어뜨렸다. 이에 4장에서는 바알 쉠 토브가 강조한 헌신, 의도, 집중인 ‘카바나

(Kavvanah)’를 살펴보고, 카바나에 대한 방점이 성과 속의 경계를 지우며, 기도, 이

야기 문학, 음악과 춤 등 하시디즘의 종교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검토한다. 이

때 카바나에 대한 강조가 종교적 수단과 양상이 다양하게 드러날 가능성을 제공해주

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하시디즘과 반대파와의 갈등, 후대 하시디즘의 변화도 해석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어 성과 속에 대한 하시디즘의 대표적인 교리인 ‘물질성 벗어버리기(Hafshatat 

Hagashmiyut)’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Avodah Begashmiyut)’를 살펴본다. 이때 바

알 쉠 토브가 물질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의식을 나누어 설명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

다. 그리고 그가 의식의 전환을 중심으로 두 교리를 통합했음을 확인하며, 이를 나누

어서 분석하고 서술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하시디즘의 

이상적 인간상인 ‘짜딕’을 다루면서 비이원성이 하시디즘만의 짜딕 개념을 형성한 동

시에 초기와 후대의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3장과 4장은 바알 쉠 토브와 하시디즘 문헌, 기존 연구를 다루면서 랍비 전통 및 

카발라와의 비교를 통해 비이원성이 바알 쉠 토브 사상의 특징이자 하시디즘의 공통

된 교리, 관례, 종교문화와 현대 하시디즘 분파들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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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대 신비전통과 바알 쉠 토브 

1. 유대 신비전통과 유대 역사 

종교학에서 유대 신비전통은 ‘유대 신비주의(Jewish Mysticism)’나 ‘카발라’라는 범주

에 속한다. 카발라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어근 ‘k-b-l’에서 비롯

된 단어로, ‘(선조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유대 역사에서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와 사람들이 받게 된 전통을 가리킨다. 유대 신비주의 학계에서 카발라는 

광의와 협의를 갖는다. 광의로서의 카발라는 ‘유대 신비전통 전체’를 가리킨다. 그래

서 ‘유대 신비주의’라는 표현 대신 ‘카발라’를 사용하는 학자도 있다.29) 이 경우에 하

시디즘은 카발라에 포함된다. 협의로서의 카발라는 ‘중세 유대 신비전통’이다. 중세 

유대 신비전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스스로를 비밀스런 전통의 담지자(Kabbalist)라 

여겼으며, 기존 유대 전통에 신비적인 층위를 더하여 특징적인 문헌과 전통을 만들었

으므로 이 시기 신비전통을 학계에서 카발라라 한다.30) 이 경우에 하시디즘은 카발라

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상과 비교되는 카발라는 ‘중세 유대 신

비전통’을 가리킨다. 

    카발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 신비전통은 유대 전통 및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계에서는 유대 신비전통의 시작을 주로 랍비 유대교 시기인 1세기경

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유대 민족은 기원전부터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이 이주를 하

며 살았다. 특히 기원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두 번째로 성전이 파괴되

29) 이는 ‘신비주의(mysticism)’라는 용어의 문제와 이 분야 연구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종교

학에서 신비주의 연구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비가(mystic)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기타 종교전통들이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졌으므로 기타 종교전통의 학자들은 ‘신비주의’라는 

용어와 범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종교학에서 신비주의 연구의 역사와 문제에 대해

서는 다음 저서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Peter Moore, “Mysticism (further 

considerations),”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이하 ER) (Thomson Gale, 

2005); Richard King, “Mysticism and spirituality,”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Study of Religion, ed. John Hinnells (New York: Routledge, 2005), 306-22; 

Jeffrey J. Kripal, “Mysticism,” The Blackwell Companion to the Study of Religion, 

ed. Robert A. Segal (Malden, MA: Blackwell Pub, 2006), 321-35; Michael Stoeber, 

“The Comparative Study of Mysticism,” Religio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Oxford University Press Online, 2015). ‘신비주의’ 용어에 대한 유대신비전통 학자의 

대표적인 견해로는 다음 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oseph Dan, The Heart and The 
Fountain: An Anthology of Jewish Mystical Experienc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7-9.

30) Joseph Dan, Kabbalah: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5. 카발라의 영문표기는 Kabbalah가 가장 많이 쓰이며 

Kabala, Kabalah, 드물게 Cabala, Qabalah 라고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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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문헌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랍비 유대 전통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히브

리 성서의 정리 및 경전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유대 전통에서는 히브리 성서를 타나

크(TaNaKh)라 하는데, 이는 토라(Torah), 느비임(Nevi’im), 케투빔(Ketuvim)의 축약

어이다. 토라는 협의에서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기｣)을 가리킨다. 느비임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예언서와 ｢사무엘 상·하

｣ 같은 역사서를 포함한다. 케투빔은 성문서로 ｢시편｣, ｢잠언｣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타나크’의 나크(NaKh)에는 ‘-이외의 것’이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타나

크’는 ‘토라와 토라 이외의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타나크의 범

위는 확장된다. 토라 이외의 것에는 랍비 문헌이 포함된다. 타나크를 구절별로 해설한 

미드라쉬(Midrash), 타나크를 주제별로 해설한 구전 전승을 성문화한 미쉬나

(Mishnah), 미쉬나에 대한 주석과 해설인 게마라(Gemara), 미쉬나와 게마라를 합친 

탈무드(Tamuld) 등이 타나크에 속한다. 이 문헌들은 특정한 절이나 구를 기록순서와 

상관없이 뽑아 하나로 엮어 풀이하는 해석 방식, 동일한 히브리 자음 알파벳을 가진 

단어들을 연결해 풀이하는 해석 방식 등으로 타나크를 주해한다.31)

    학자들은 미쉬나에 나오는 우주창조를 다룬 창세기 주해와 예언자 에스겔

(Ezekiel)이 천상의 전차를 본 체험을 다룬 에스겔 주해에서 유대 신비전통이 시작된

다고 본다. 이 부분은 문헌 주해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되었으며, 랍비들은 이 영

역을 탐구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중 유명한 우화가 천상의 정원

(Pardes)에 간 네 명의 랍비 이야기이다. 네 명이 정원에 올랐으나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미쳤으며, 한 명은 배교자가 되었고, 오직 랍비 아키바(Akiba Ben Joseph)만이 

평화로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 우화는 개인의 영적인 체험 추구와 직접적인 체험 기

술에 대한 경고를 암시한다.32)

    여기에서 몇 가지 유대 신비전통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먼저 유대 신비전통에서

는 신의 창조 및 천상세계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는 중세 카발라를 비롯하여 유

대 신비전통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비적인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지양한다는 점이다. 유대 신비전통의 문헌은 체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을 이용한 문헌 주해 형식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로 유대 신비전통은 

랍비 유대교의 시작부터 유대 전통 내에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 문헌들은 높은 종교 

교육을 받은 랍비들의 소규모 집단에서 필사본의 형태와 구술로 비밀리에 전해졌으며 

31) W.C. Smith, What is Scripture?: A Comparative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92-102; Benjamin D. Sommer, “Introduction: Scriptures in Jewish 

Tradition, and Traditions as Jewish Scripture,” Jewish Concepts of Scripture, ed. 

Benjamin D. Somme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2), 1-5.

32) Howard Schwartz, Tree of Souls: The Mythology of Judaism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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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의 유포는 엄격히 규제되었다.

    학계에서는 우주론, 천지창조, 마법, 천궁(天宮) 등의 내용을 다룬 랍비 문헌들을, 

문헌의 주된 제목을 따라 ‘헤칼로트(Hekhalot, 천궁)’와 ‘메르카바(Merkavah, 전차)’ 

문헌이라 한다. 천궁과 전차는 후대 유대 신비전통의 인물들이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

는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신비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문헌으로는 �시우

르 코마(Shiur Koma, 높이의 치수)�와 �세페르 예치라(Sefer hayetzira, 창조의 서)

�가 있다. �시우르 코마�는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신인동형적 관점에서 신

의 신체 부분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신과 사람의 유비적 상징은 중세 카발라의 신지

학 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세페르 예치라�는 히브리 자음 알파벳 22개와 신

의 열 가지 특질인 세피로트(Sefirot)로 우주의 창조와 유지를 설명한다. 이 문헌은 

세상을 우주, 시간, 인간의 층으로 나누어 철자들이 가리키는 숫자가 각 층을 관장한

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후대 유대 신비전통 사상가들은 인간이 우주를 그대로 반영하

고 있다는 소우주론을 고안해냈다.33)

    7세기부터 11세기에는 랍비 문헌과 헤칼롯, 메르카바 문헌의 영향이 지속되었다. 

즉 랍비들 내에서 이 문헌은 비의적으로 계속 다루어졌다. 이 시기에 랍비 문헌에서 

신의 현존을 나타내는 ‘셰키나(Shekinah)’가 신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체(個體)로 개념

이 바뀌었다. 중세 카발라에서는 이 ‘셰키나’를 신의 여성적 힘이자 열 번째 마지막 

특질로 보았는데, 이는 다른 유대 세계관과 구별되는 카발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윤회 사상과 게마트리아(gematria: 히브리 알파벳과 단어를 수로 풀

어 문헌을 해석하는 방식)가 등장하여 카발라에 영향을 끼쳤다.34)  

    7세기 무함마드(Muhammad, 571-632)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은 시리아, 이란, 

이집트 등의 지역을 정복했고, 이후 지중해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결과적으로 많은 

유대 공동체들이 이슬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슬람 세계의 유대인들은 반유

대주의가 강한 그리스도교 정권 아래 있을 때보다 비교적 안전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중세 이슬람 세계의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시바를 비롯한 종교 학문기관이 다

수 세워졌다. 사상적으로는 이성과 합리주의가 강조되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마이

모니데스(Maimonides, 1135-1204)가 있다.35) 마이모니데스는 신비전통 문헌들을 인

33) Dan, Kabbalah, 15-18. 

34) Hartley Lachter, “Introduction: Reading Mysteries: The Origins of Scholarship 

on Jewish Mysticism,”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3-4.

35) 마이모니데스는 라틴어식 이름으로, 히브리 이름은 랍비 모셰 벤 마이몬(Rabbi Moshe 

Ben Maimon)이며 앞 글자 약칭을 따 람밤(Rambam)이라고도 한다. 그는 이슬람 세계에

서도 인정받는 철학자, 과학자, 법률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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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았지만 학문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유대 신비전통은 여러 유대 공동체에 퍼

져 있었다. 

    유대 신비전통 확산의 이유는 유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가 없이 떠돌며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

었다. 인정받는 엘리트와 부유층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은 별도의 구

역에 모여 생활하면서 무거운 세금, 강제 개종, 추방, 학살 등의 불안 속에 살았다. 

이러한 고통은 이성이나 합리주의로는 설명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신비전통에서 해

답을 찾아내려 했다. 대표적인 예로 12세기 독일 경건주의 학파인 하시데이 아시케나

지(Hasidei Ashkenazi)가 있다. 이들은 십자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 이 학파는 세상을 신에 의한 고통의 세계라 보았으며, 고통을 견딘 소수의 

사람만이 내세에 축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식, 고행, 윤리적 규율을 강조

했으며 순교까지도 권장했다. 하시데이 아시케나지의 세계관은 이후 카발라에도 영향

을 미치면서 카발라 수행과 금욕주의를 결부시켰다.

    한편, 남유럽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신비전통의 지위는 격상되었다. 철학자, 물리

학자, 문헌 주해자로 유명한 나흐마니데스(Nachmanides, 1194-1270)는 카발라를 익

힌 사상가로, 자신의 학파를 세워 카발라의 기본 사상과 용어를 확립시켰다. 이에 이

베리아반도의 유대 공동체에서는 카발라가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다수의 랍비들은 카

발라를 공부하는 카발리스트이기도 했다. 유대 신비전통을 대표하는 문헌인 �세페르 

하 조하르(Sefer hazohar, 광휘의 서, 이하 조하르)�와 중세 카발리스트의 풍부한 저

작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하였다.36)

    �조하르�는 수십 권의 책을 모은 총서로, 2세기 초 팔레스타인에서 랍비 시몬 바 

요하이(Rabbi Shimon Bar Yohai)와 그의 아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여러 사건을 겪

으며 토라를 주해하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이 문헌에 등장하는 시몬 바 요하이는 2세

기에 실존한 인물로, 앞 글자를 딴 약칭 ‘라쉬비(Rashbi)’라고도 불리며 랍비 전통에

서 크게 숭앙받는다. 랍비 문헌에서 그는 신의 현존을 체험하여 얼굴이 광휘로 빛난 

인물이며, 앞서 등장한 ‘천상의 정원’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정원에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온 인물인 랍비 아키바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에 유대 전통에서는 그를 영적인 권

위를 지닌 인물로 여긴다.37)

    �조하르�에서 시몬 바 요하이와 제자들이 토라의 비밀을 밝히는 부분은 전통적인 

36) Dan, Kabbalah, 18-20; Lachter, “Introduction,”, 4-5; 폴 존슨(Paul Johnson), �유대

인의 역사(A History of the Jews)�, 김한성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4[1987]), 300-41. 

37) Melila Hellner-Eshed, A River Flows from Eden: The Language of Mystical 
Experience in the Zohar, trans. Nathan Wolski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31-42.  



- 17 -

랍비 문헌 해석 방식인 미드라쉬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하르�는 유대 공동체와 랍비

들에게 전통적인 문헌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학계에서는 이 총서가 13세기 후반, 그

라나다(Granada)의 랍비 모세 드 레온(Moses De Leon) 개인이나 그가 속해 있던 

카발라 학파가 시몬 바 요하이의 이름을 빌어 작성한 위서(僞書)라 본다. 그러나 현대 

정통 유대교에서는 �조하르�를 시몬 바 요하이의 저서라 믿으며, 이 문헌을 토라, 탈

무드와 더불어 3대 경전적 지위를 갖는 문헌으로 여긴다. 예시바에서는 �조하르�를 

교육하며, 하시디즘을 비롯한 정통파 랍비들의 저술에는 �조하르�에 대한 주해가 포

함된다. �조하르�의 저자 및 시기에 대한 믿음과 지위는 정통 유대교와 나머지 개혁, 

보수주의 유대교 등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조하르�는 여러 주제를 다루지만 그 핵심은 신의 창조 및 신과 존재의 관계로 

간추릴 수 있다. �조하르�에 따르면 신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뛰어넘으며, 모든 

것의 원인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므로 ‘엔 소프(En Sof, 한계 없는)’이다. 이 엔 소

프로서의 신은 그 자신의 의지로 첫 번째 행위로서 빛을 창조한다. 이 빛에서 신의 

열 가지 특질인 세피로트38)가 방사된다. 1) 케테르(Keter, 왕관), 2) 호크마

(Chochmah, 지혜), 3) 비나(Binah, 명철), 4) 헤세드(Hesed, 사랑), 5) 게부라

(Gevurah, 엄중), 6) 티페렛(Tiferet, 아름다움), 7) 네짜(Netzah, 영원), 8) 호드

(Hod, 광휘), 9) 예소드(Yesod, 토대), 10) 말쿠트(Malkhut, 왕권). 이 특질들은 근원

이 엔 소프이므로 각각 분리된 개체가 아니며,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조하르�에 따르면 빛으로 상징되는 창조의 과정은 높은 단계에서부터 그 흐름이 

점차 감압하여 천계 영역, 물질 영역 등의 낮은 단계로 내려온다. 아주 낮은 단계에

는 악이 있으며, 악은 왼편, 혹은 다른 편(sitra ahra)이라 표현된다. 선과 악의 관계

는 기존 랍비 문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중세 카발라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조하르�는 선과 악의 흐름이 유동적이며, 인간이 이 흐름에 적극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창조된 인간의 영혼과 신체, 물질세계는 신인동형적 개념에 

의거하여 신성한 세계, 세피로트의 기능과 역동성을 반영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들은 신의 힘의 드러남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는 이 힘의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유대 의례, 계율 등의 실천은 신성한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

는 우주적인 과업이 된다.39)

38) 세피로트(Sefirot)는 특질, 특징을 가리키는 세피라(Sefirah)의 복수형이다. 

39) Dan, Kabbalah, 29-34, 39-59, 93; Dan Cohn-Sherbok, Kabbalah and Jewish 
Mysticism (Oxford: Oneworld, 2006), 84-93; Eitan P. Fishbane, “The Zohar: 

Masterpiece of Jewish Mysticism,”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49-64. �조하르�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

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Mellia Hellner-Eshed, “Zohar,”, EJ; Arthur Green, 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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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세기는 중세 카발라의 황금시대였으나 14세기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

면서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과 추방을 겪었다. �조하르�

가 등장한 이베리아반도 역시 14세기부터 그리스도교 정권이 재점령하면서 반유대주

의와 강제 개종이 일었다.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유대인들도 늘어나면서 유대 공동체

는 위축되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은

밀하게 유대교를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15세기 말 반도 곳곳

에는 종교재판소가 설치되었고, 약 12년간 종교재판이 이루어졌다.

    1492년, 카스티야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부부가 마지막 남

은 이슬람 지역인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이베리아반도 전체는 그리스도교 문화권 안

에 들게 되었다. 곧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은 추방한다는 칙령이 내려졌다. 약 15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르투갈, 북부 아프리카, 터키 등으로 이주했다. 이 이베리아 반도 

유대 사회의 붕괴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여기에서 현대의 셰

파르디 유대인과 아시케나지 유대인의 분류가 생겨났다. 셰파르디 유대인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된 유대 혈통의 후손을 뜻한다. 1497년, 포르투갈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 추방되면서 셰파르디 유대인은 세계 각처로 이동하게 되었다.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독일을 비롯한 중유럽 유대인과 중유럽에서의 박해를 피해 동유럽으로 이주

한 유대 혈통의 후손을 뜻한다. 

    중세의 유대인들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폭동의 대상이 되거나 추방당하였다. 또

한 거주 도시에서도 제한된 구역에 모여 살아야만 했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과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암담한 현실을 맞

닥뜨린 유대 공동체에서 선과 악, 메시아사상 등을 담은 카발라는 세계 각처의 유대 

공동체로 퍼져 나가며 대중화되었다. 소수 집단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승되던 카발라 

문헌은 출판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유대 사회의 민간신앙 및 전설이 뒤섞인 채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또한 카발라 학파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를 대표하

는 인물이 현대 유대 전통의 신학 체계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이삭 루리아(Issac 

Luria, 1534-1572)40)이다.41)

    15세기부터 유대인들은 유럽의 박해를 피해 현 팔레스타인 영역을 비롯한 오트만 

제국 지역과 터키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492년 추방 이후 그 수는 더욱 늘어났

다. 일부 랍비들은 �조하르�의 주인공인 랍비 시몬 바 요하이를 비롯하여 유대 현자

to the Zoha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40) 히브리식으로 이츠하크 루리아(Yitzhak/Yitshak Luria), ‘성스러운 랍비 이츠하크

(Ha-Elohi Rabbi Yitzhak)’라고도 하며, 앞글자를 따 약칭 ‘하 아리(Ha Ari)’, ‘아리(Ari)’

라고도 한다. 

41) 존슨, �유대인의 역사�, 378-426, 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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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무덤이 있는 사페드(Safed)라는 마을에 모여들었다. 오트만 제국의 술탄은 유대

인을 우호적으로 여겨 유대인 밀집구역에 군사를 보내 보호해주었다. 섬유 산업 발달

과 함께 사페드 유대 공동체는 사회적 ·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솁 카로(Joseph Karo), 모셰 콜도베로(Moshe 

Cordovero) 등 중세를 대표하는 카발리스트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소규모 집단에

서 카발라 지식과 수행을 공유하며 카발라식 윤리문학(musar hakabbalit)과 의례 등

을 만들어내었으며, 여기서 비롯된 기도서, 의례 등은 현대 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42)

    루리아는 이집트에서 율법과 카발라 교육을 받고 랍비가 되었으며, 은거 생활 끝

에 1570년경, 사페드에 왔다. 그는 당대 가장 유명한 카발리스트 중 하나였던 콜도베

로와 함께 공부하였으며, 콜도베로의 사후에는 사페드를 대표하는 카발리스트가 되었

다. 루리아는 사망 전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그의 카발리스트 집단에 가르침을 

전했는데, 이는 수제자 하임 비탈(Hayyim Vital) 등에 의해 기록되었다. 루리아는 �

조하르�에 나오는 엔 소프의 창조 과정을 불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루리

아에 의하면 엔 소프는 무한하기 때문에 창조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수축하여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수축을 침춤(tzimtzum)이라 하며, 침춤에 의해 빈 공간이 생겨

난다. 신의 창조적 힘인 빛은 빈 공간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신성을 담은 그릇을 만들

어내는데, 창조 과정에서 몇몇 그릇은 신성의 빛을 담아내지 못하고 깨졌다. 이 그릇

의 깨어짐이 셰비라(shevira)로, 이로 인해 신성의 영역에는 파괴와 위기의 상태가 있

으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 깨진 그릇의 빛은 악의 영역에 놓여있는데, 이 

빛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를 티쿤(tikkun, 회복, 교정)

이라 한다. 인간은 계율과 윤리의 준수, 수행 등으로 악을 없애 티쿤을 이룰 수 있다. 

루리아의 사상은 카발라의 대중화와 함께 17세기 초반 세계 유대 공동체로 퍼져나가

42) Lawrence Fine,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Kabbalistic Life in 

16th-Century Safed,”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91-94, 101-02. 사페드 카발리스트들이 현대 유대 공동체에 끼

친 영향의 대표적인 예로는 금요일 안식일 기도 예배인 카발라트 샤바트(Kabbalat 

Shabbat)와 레카 도디(Lekha Dodi)라는 기도서가 있다. 카발라트 샤바트는 안식일 저녁에 

야외로 나가 신의 현존인 셰키나를 맞이하는 카발리스트들의 의례로 현대에는 분파와 관계

없이 거의 모든 유대 공동체의 의례로 자리 잡았다. ‘오소서, 사랑하는 님이여’라는 뜻의 

레카 도디는 카발리스트 슐로모 알카베츠(Shlomo Alkabetz)가 지은 시로, 현대 유대 공동

체에서 카발라트 샤바트에서 낭송되는 기도서이다. Morris M. Faierstein, Jewish 
Customs of Kabbalistic Origin: Their History and Practice (Brighton, Ma.: 

Academic Studies Press, 2013), 33-38; Ariel Evan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An Anthology of Jewish Mysticism (New York: Paulist Press, 2014), 82-84, 

89-91.



- 20 -

며 근세 이전까지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으며, 현대에도 유대 신학의 토

대라 여겨진다.43)

    17세기 중반, 유럽의 유대 공동체는 또 다른 대량학살을 맞이했다. 동유럽 우크

라이나 지역의 카자크 수장이던 보흐단 흐멜니츠키(Bohdan Chmielnicki)가 폴란드 

귀족과 분쟁을 겪게 되자 봉기(1648-1657)를 일으킨 것이었다. 봉기의 대상은 폴란드 

귀족과 성직자였지만 공격대상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었다. 흐멜니츠키 봉기로 유대인

들이 입은 피해는 십자군 전쟁 당시의 학살과 맞먹었다. 약 10만여 명의 유대인이 흐

멜니츠키 봉기로 사망했다. 크고 작은 학살 외에도 계속되는 종교재판과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의 추방, 새로운 이주지에서의 정착 문제 등 유대 공동체를 둘러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공동체 안에서는 메시아의 도래를 염원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졌으

며, 이에 유대 사회는 또 다른 위험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1665년, 가자(Gaza)의 랍비 나탄(Nathan)은 예언자를 자처하며 루리아식 카발라

를 메시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깨진 그릇에 놓인 빛을 근원으로 돌리기 위해

서는 메시아가 필요하며,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어야만 세상이 악에서 구원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나탄이 메시아로 지목한 인물은 터키에 거주하던 샤바타이 쩨비

(Shabbatai Tzevi)였다. 흐멜니츠키 봉기와 추방으로 공포와 좌절을 느끼던 유대인들

은 그가 메시아이며 곧 독립적인 유대 국가를 건설하리라 믿었다. 쩨비에 관한 소문

이 널리 퍼지자 오트만 제국의 술탄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재판을 받게 했다. 생

명의 위협을 느낀 쩨비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무슬림이 되었다. 유대인 메시아의 개

종은 유대 전통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탄은 쩨비의 개종을 정

당화하는 교리를 고안해냈고, 수천 명의 추종자들이 쩨비를 따라 이슬람으로 개종했

다. 이들은 공개적으로는 무슬림이었으나 실제로는 쩨비가 메시아임을 믿었다. 이들을 

터키어로 ‘이방인’이라는 뜻의 ‘된메(Dönmeh)’라 한다. 개종하지 않은 추종자들은 유

대 공동체 내에서 은밀히 쩨비를 따르며 문헌을 공유하였다. 이에 18세기 초 유대 공

동체의 랍비들은 숨어있는 쩨비 추종자들과 문헌을 찾아내고 고발하는 데 전념했다. 

    18세기 중반, 자신이 쩨비의 화신이라고 주장한 또 다른 메시아운동의 주역, 야

콥 프랑크(Jacob Frank)가 폴란드에서 등장했다. 그의 가문은 된메 출신이었다. 프랑

크는 메시아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상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쩨비에 놀란 랍비들은 프랑크를 파문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다. 이에 프랑크는 추종자들과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했다.44) 이후 랍비들은 카

43) Dan, Kabbalah, 71-83. 

44) Dan, Kabbalah, 85-92; Matt Goldish, “Mystical Messianism,” Jewish Mysticism 
and Kabbalah: New Insights and Scholarship, ed. Frederick E. Greenspahn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128-34; 랍비 조셉 텔루슈킨(Rab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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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의 대중적 확산을 막으려 애쓰는 동시에 자칭 메시아들을 색출하고 저지하는 데 

노력했다. 그러나 계속된 비극과 맞닥뜨린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서 카발라의 전파를 

막기란 어려웠다. 

    흐멜니츠키 봉기 이후에도 18세기까지 폴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지역에서 

전쟁과 침략은 끊이지 않았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 스웨덴 간의 전쟁이 지속적으

로 일어났고, 무슬림인 타타르족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시장에 팔 노예를 잡아갔

으며, 터키인들은 계속해서 유대 주거지가 있던 포돌리아를 침략했다. 가톨릭과 프로

테스탄트,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간의 세력 다툼도 있었고, 이는 폴란드 내전으로 

이어졌다. 크고 작은 전쟁과 봉기에서 유대인은 다양한 세력에게 배신자, 이단자 등으

로 낙인찍히며 공격 대상이 되었다. 또 불안한 정세를 틈타 우크라이나 소작농들은 

유대 주거지를 약탈했다. 바알 쉠 토브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17, 18세기 동유럽 유대 공동체의 특징과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바알 쉠 토브의 생애와 배경 

이디시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유대인이 독일어권 로트링겐(Lothringen) 지역에 살 

때 이 지역 독일어 방언을 발전시킨 언어이다.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서 이디시어는 

생활언어이자 대중의 언어였다. 종교교육을 받은 랍비들만이 히브리어에 능숙했으며, 

대다수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다.45) 그래서 랍비들은 이디시어를 교양 없는 

자의 언어로 여겼다. 중세 카발리스트의 문헌은 대부분 히브리어나 고대 셈족 언어인 

아람어로 쓰였으며, 히브리 알파벳을 바탕으로 한 신지학 체계와 주해 형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16세기 폴란드 지역에서 인쇄업에 종

사하던 유대인들이 복잡한 내용이 생략된 카발라 문헌을 이디시어로 인쇄하여 배포하

면서 카발라는 대중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선과 악, 유대인의 영혼을 다루는 카발라 문헌은 당시 동유럽 유대인들에게 유대

인으로 태어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이유에 답을 제시해주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유

Joseph Telushkin),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Jewish Literacy)�, 김무겸 옮김 (서울: 북스

넛, 2014[2008]), 308-10, 337-42. 

45) 20세기 초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일상어는 그들이 속해있었던 유대 공동체의 언어였

다. 19세기 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Eliezer Ben Yehuda)는 일상

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종교언어였던 히브리어를 현대어로 적용시키는 국어 운동을 

펼쳤다. 이후 이스라엘 건국과정에서 히브리어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 이스라엘의 

국어인 히브리어 문화가 정착되었다. 존슨, �유대인의 역사�, 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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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영혼이 특별하며 신과 세상의 회복에 기여한다는 카발라의 해설에 이끌렸다. 

또한 이 문헌에는 카발라와 민간신앙이 결합되어 악을 쫓고 건강을 비는 기복적인 내

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 · 실용적 카발라는 동유럽 유대 공동체의 

기도, 침례 등의 종교 관례에 빠르게 흡수되었다. 웁셰린(upsherin)은 16, 17세기 카

발라 문헌에서 비롯된 관례로 남자아이가 세 살이 되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의식이었

다. 동유럽 유대인들은 이 입문의식을 대중적으로 행하면서 웁쉐린을 한 아이가 유대 

전통의 모자를 쓰고 토라를 읽게 되면, 신성한 토라의 힘으로 악마와 질병이 아이에

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여겼다. 

    당시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는 여러 지역을 방랑하며 사람들을 고쳐주는 바알 쉠

(Baal Shem)이라는 이들이 있었다. 복수형은 발레이 쉠(Ba’alei shem)으로, 히브리

어로 바알은 ‘주인’, 쉠은 ‘이름’을 가리킨다. �세페르 예치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

대 신비전통에서 히브리 알파벳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다고 여겨졌다. 이 관념은 중세 

카발라에서 더 발전되었고, 민간신앙과 결합한 실용적 카발라에서는 알파벳을 이용해 

이름을 만들고 부리는 사람은 악마, 병, 자연현상 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

레이 쉠은 이런 이름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이들, ‘이름의 주인’들을 뜻한다. 이들은 

특별한 주문, 부적, 약초를 이용해 치병, 퇴마를 하고 기우, 예언, 전생 읽기 등을 했

다. 비유대인들도 발레이 쉠을 찾아 치료받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동유럽 그리스도교 

문화에서도 발레이 쉠과 유사하게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돕는 챠리브니

키(charivnyky), 즈나카리(znakhari) 등의 직업군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신체적 · 

정신적 병을 고치고자 여러 종교의 능력자를 찾았으므로 치병의 측면에서 종교 구분

은 뚜렷하지 않았다. 바알 쉠 토브 또한 발레이 쉠의 한 명으로 대중에게 처음 모습

을 드러냈고, 이후 비유대계 폴란드 소작농, 귀족에게까지 ‘기적을 행하는 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46)

    바알 쉠 토브의 본명은 이스라엘 벤 엘리에제르(Israel Ben Eliezer)로, 그는 

1700년(일부 연구에서는 출생년도를 1698년으로 보기도 한다.), 포돌리아에서 태어났

다. 그의 아버지는 타타르족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끌려갔고, 어머니는 조산사로 일했

다. 이는 그가 엘리트 계층이 아님을 보여준다. 당시 동유럽 유대인들은 유대 격리지

역인 게토(ghetto)나 해당 지역의 군주에게 주거 허가를 받은 마을 슈테틀(sthetl)에 

살면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공동체에는 회당과 공동체의 법률, 세금 등을 담

당하는 의회가 있었다. 의회와 회당을 이끄는 인물들은 명망가, 학자, 부자 등 거주지

46) 존슨, �유대인의 역사�, 575-77; Rosman, Founder of Hasidism, 56-57; Michael L. 

Satlow, Creating Judaism: History, Tradition,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274-78; Iriving M. Zeitlin, Jews: The Making of a 
Diaspora People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Press, 2012), 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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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세력과 가까운 이들이었다. 이 엘리트 집단은 소수집단 내에서 정략결혼을 하

며 권세를 이어갔다. 따라서 당시 유대 공동체에는 거주지의 집권세력과 유대 공동체 

간의 갈등뿐 아니라 엘리트 집단과 대중이라는 유대 공동체 내의 갈등도 존재했다.47)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바알 쉠 토브는 공동체의 도움으로 유대식 초등학교

(cheder) 교육을 받았다. 이후 그는 교사 보조, 학당(beit midrash)을 지키는 경비원 

등으로 일했다. 이때부터 그는 카발라 문헌을 접하고 익히기 시작했다. 그의 생에 대

한 기록에는 전설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여러 천상의 교사들에게 지도받았다. 천상의 교사나 조력자의 존재는 랍비 전통을 비

롯하여 중세 카발라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많은 카발리스트들이 그들의 저서가 자신

이 아니라 천상의 교사들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바알 쉠 토브 역시 십대 시

절부터 랍비 아담이라는 교사로부터 카발라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유대 전통에

서 아담은 인류의 원형이 되는 존재로, 개인의 이름으로는 자주 쓰이지 않았다. 따라

서 스승, 선생님을 가리키는 단어 랍비와 비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 아담은 

천상의 교사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이 된 바알 쉠 토브는 저명한 랍비 쿠토브의 아브라함 게르숀(Rabbi 

Avraham Gershon Kutover)의 여동생과 결혼했다. 결혼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게르

숀은 바알 쉠 토브의 남루한 행색에 놀라 여동생에게 결혼 의사를 확인한다. 그녀가 

결혼하겠다고 대답하자, 바알 쉠 토브는 아내에게 학자이자 카발리스트인 자신의 정

체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알렸다. 부부는 카르파티아 산맥 근처에 살면서 산

의 진흙과 석회를 캐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일로 생계를 꾸렸다. 이 시기에 그는 홀로 

단식, 명상을 하면서 수행에 몰두했다. 이후 바알 쉠 토브는 처남의 도움으로 쿠토브

(Kutow) 근교에서 여관을 운영하게 되었다.48)

    전설에 의하면 다양한 천상의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그에게 나타나 영적 지식을 

알려주었다. 바알 쉠 토브는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은 히브리 성서의 예언자인 실론

의 아히야(Ahiya haShiloni)로부터 온 것이라 주장하였다. 아히야는 히브리 성서 ｢열

왕기 상｣, �조하르�, 탈무드에 나오는 예언자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은 인물로 

여겨진다.49) 아히야의 지도로 바알 쉠 토브는 모든 곳에 신이 있음을 깨달았고, 신과 

결합된 ‘드베쿳’을 완전히 이루었다. 나아가 드베쿳에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는 

법까지 익혔다. 문헌에 따르면 바알 쉠 토브는 서른여섯에 완전한 영적 성취를 이루

었으며, 이후 신의 뜻에 따라 대중에게 나왔다. 그래서 그의 대중적 활동 시기는 대

략 1735년경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며, 미드치보츠에 정착하여 1760년에 사망할 때까

47) Rosman, Founder of Hasidism, 86-87.

48) Dubnow, “The Beginnings,” 26-30. 

49) Elior, “The Origins of Hasidism,”,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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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25년 간 종교적 가르침을 펼쳤다고 전해진다.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뛰어난 바알 쉠으로 유명해졌다. 특

히 그는 �조하르�의 문구, 천사의 이름 등을 적은 부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바알 

쉠 토브(Baal Shem Tov)50)라는 그의 이름은 이 때 만들어졌다. 이는 ‘좋은 이름의 

주인’, ‘이름의 주인 중에서 좋은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알 쉠은 동유럽 유대 공

동체의 특정 직업군을 나타내는 단어이나, 바알 쉠 토브는 언제나 이스라엘 벤 엘리

에제르를 가리키며, 하시디즘 문헌에서 바알 쉠, 쉠 토브는 바알 쉠 토브를 가리킨다. 

앞글자를 따 약칭으로 ‘베슈트’라고도 불린다. 바알 쉠 토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

니고 있었으나 다른 발레이 쉠들과는 달랐다. 대다수 발레이 쉠들과 달리 그는 영적

인 수행에 몰두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런 이들을 ‘경건한 자’라는 뜻의 하시드라 

불렀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하시드와도 조금 달랐다. 다수의 하시드들은 세속에서 

물러나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다. 바알 쉠 토브는 죽을 때까지 유대 공동체 마을에 

머무르며 그를 찾아오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맞이했다. 그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학문적이고 금욕적인 유대 전통에 만족하지 못한 탈무드 교사, 카발리스트, 랍비, 설

교자들이 찾아와 그의 제자가 되었다.51)   

    바알 쉠 토브의 집단이 동유럽 유대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대중 운동으로 

번진 이유로는 그의 특별한 능력이나 카리스마를 들 수 있다. 로스먼은 당시 폴란드 

사회에 대중적인 신비주의가 만연하여 영적으로 뛰어난 이가 이적을 행한다는 관념이 

유대 ·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발레이 쉠은 랍비

와 유사하게 존경받는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또한 유대 공동체는 발레이 쉠

과 같이 유대인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치료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며, 

바알 쉠 토브 역시 활동 초기부터 유대인의 지지를 받아 자신만의 교육 집단을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로스먼은 발레이 쉠에 대한 사회적 관습이 

바알 쉠 토브가 공동체에 끼친 영향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52)

    필자는 그의 사상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는 실용적인 카발라가 아닌, 개개인이 직접 신과 친교를 맺어

야 한다는 영적인 가르침을 강조했다. 그의 가르침을 하시디즘이라는 운동으로 이끌

어낸 제자들 역시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과 신과의 합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당시 유대 공동체에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에는 동유럽의 사

회적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종교운동 중 하나인 하시디

즘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발레이 쉠이나 랍비들과 구별되는 사상적 

50) Rabbi Israel Baal Shem Tov, Ba’al Shem Tov 등으로도 표기된다.  

51) Dubnow, “The Beginnings,”, 31-36; Satlow, Creating Judaism, 78-79. 

52) Rosman, Founder of Hasidism, 1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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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느님 야훼는 오직 한 분이신 야훼이시니(｢신명기｣ 

6:4)’로 시작되는 셰마(Shema)는 유대인의 신앙고백으로, 하루 세 번 올리는 유대 기

도의 일부이다. 셰마는 유일신을 따르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바알 쉠 토브는 여기에 �조하르�의 구절을 덧붙였다. ‘Leit atar panuy minei(｢

티쿠네이 조하르 75a｣)53)’는 ‘신이 없는 곳은 없다’, ‘신이 없는 존재는 없다’란 뜻이

다. 중세 카발리스트들은 이 구절을 카발라의 신지학과 상징체계로 풀이했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믿고 깨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바알 쉠 

토브는 하나와 전부를 연결시켰다. 그에 의하면 신은 하나이면서, 다수(多數)이고, 전

부이다. 모든 것이 오직 신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 주체와 객체, 선과 악, 성과 속 등

의 구분은 실재하지 않는다.  

    신이 하나이자 전부라는 개념은 중세 카발라와 당시 카발리스트 집단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세계관과 생활양식에서는 이원적인 관점이 일정 부분 남아있었

다. 다수의 카발리스트들은 세상을 물질세상이라는 껍질(kelipah)과 껍질에 갇힌 신의 

현존인 셰키나, 선과 악, 성과 속, 유배와 구원, 삶과 죽음 등이 투쟁하는 장소로 보

았다. 그리고 카발라 지식을 소유하고 수행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에 영향을 끼쳐 위의 투쟁에서 신이 승리하도록 돕는다고 믿었다. 이들은 신의 창조

과정, 특질 등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 이에 대한 주해를 남겼고 그룹 내에서만 

공유했다. 또한 자신들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들이라는 책임감에서 세속적인 일에서 

물러나 문헌 공부와 고행 등의 엄격한 수행을 했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선과 악, 유배와 구원 등의 개념을 신의 전체성 안에

서 통합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악조차도 신에게서 나왔으며, 신이 하는 모든 일은 선

하므로 정말로 악한 것은 없다고 믿었다.54) 또한 모든 것이 신이므로 모든 존재와 행

위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와 일상을 떠날 필요가 없

으며, 누구든 있는 자리에서 신과 하나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55) 이를 두고 “카발라

는 사람을 천상으로 데려갔고, 하시디즘은 천상을 사람에게로 가져왔다.”고 표현하기

도 한다.56)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천상과 지상의 구분을 지웠다고 덧붙이고 싶다. 

53) ｢티쿠네이 조하르(Tikkunei/Tikkuney Zohar)｣는 �조하르�의 창세기에 대한 주해 부분으

로, 초기 �조하르� 문헌보다 후대에 작성되어 유포되다가 �조하르� 주요 문헌에 덧붙여졌

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취급된다. Green, A Guide to the Zohar, 63-64. 

54) Schochet, Tzava’at Harivash, 123-25. 

55) Elior, The Mystical Origins, 8-9, 30-39.  

56) Peter Cole and Aminadav Dykman(trans. and eds.), The Poetry of Kabbalah: 
Mystical Verse from the Jewish Traditio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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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알 쉠 토브는 이디시어와 우화를 즐겨 사용하면서 신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인간의 

언어인 이디시어, 전문용어와 대중용어의 가치적인 구분을 지웠다.57) 또한 평범한 사

람들의 일상적인 믿음과 노동 행위를 카발리스트들의 공부 및 수행과 동일 선상에 올

려놓으면서 엘리트와 대중,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의 구분을 지웠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 특징을 신과 인간의 비이원성, 성과 속의 비이원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7) Dan, Kabbalah,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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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과 인간의 비이원성

1. 공(Ayin) 과 존재(Yesh) 

중세 이전부터 유대 철학자들은 신의 말씀이 공(nothingness)에서 나왔으며, 이 말씀

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이 공으로부터의 창조 개념은 신은 일자(一者)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플라톤주의

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플로티노스(Plotinus, 204-270)는 근원이자 하나인 신이 흘러

넘쳐 모든 영혼과 물리적 세계를 만들어내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상 전

체는 신의 연속적인 유출로 존재하며, 서로 이어져 있다. 카발리스트들은 신플라톤주

의에 입각한 유대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신을 공이라 보았고, 이 공에서 신성이 유출되

어 세상과 존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창조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했다. 그래서 

중세 카발라는 신에 대한 사색적인 앎, 신지학(theosophy)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카발리스트들은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 즉 신과 존재의 관계를 일부 신플라

톤주의나 초기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저주받은 곳으로 보는 대신, 신성의 빛이 적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시 빛으로 

가득 찰 가능성의 세계로 보았다. 이 신지학은 �조하르�에서 집대성되었다.58)

     �조하르�에는 세피로트라는 단어나 세피로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색(色), 신인동형(神人同形) 등 다양한 상징체계를 이용해 은유적으로 설

명한다. 또한 �조하르� 속 주인공인 랍비 시몬 바 요하이와 그의 집단이 겪는 사건이

나 서로에게 하는 여러 이야기 속에 신과 창조, 세계가 암시적으로 표현된다. 때문에 

많은 카발리스트들은 조하르에 대한 저마다의 주해를 남겼다. 다양한 해석은 랍비 문

헌 해석방식에서 비롯된 고전적인 유대 전통이다. 예를 들어 현대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탈무드는 라쉬(Rashi, 1040-1105)59)의 버전이나 각 공동체

마다 라쉬의 탈무드에 저마다의 해설을 덧붙여 왔으며 현재에도 덧붙이고 있다. 기록

에 따르면 바알 쉠 토브는 �조하르�를 비롯한 카발라 문헌을 두루 익혔으며, 실제 그

58) Daniel C. Matt, “Ayin: The Concept of Nothingness in Jewish Mysticism,” The 
Problem of Pure Consciousness: Mysticism and Philosophy, ed. Robert K. C. 

For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127-29; Pinchas Giller, 

Reading the Zohar: The Sacred Text of the Kabbalah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69-70; Nathan Wolski, A Journey Into the Zohar: An 
Introduction to the Book of Radianc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0), 166-80.  

59) 이름은 랍비 슐로모 이츠하크/솔로몬 벤 이삭(Rabbi Shlomo Yitzhak/Solomon Issac)

이며 주로 이름 앞글자를 딴 약칭 ‘라쉬’라 불린다. Judith R. Baskin, “Rashi,”, 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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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르침에는 카발라의 주요 용어와 상징체계가 등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바알 쉠 

토브에 관한 문헌이 교육받은 카발리스트들을 위해 그가 저술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사람들에게 전한 그의 구술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라는 특징에 주목하고 싶다.  

    중세 카발리스트들과 바알 쉠 토브는 모두 신과 존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그러나 중세 카발리스트는 신에 대한 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신과 존재가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시디즘 문헌에서 신의 

유출, 세피로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도자들이 저술을 남긴 3세대부터 본격적

으로 등장한다. 필자는 중세 카발라는 신‘에 대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바

알 쉠 토브는 신과 존재, 천상과 세상, 현세와 내세 등의 구분을 지우며, 바로 이 자

리에서 신‘을’ 아는 것을 중요시했다고 생각한다. 이 강조점에 따라 바알 쉠 토브는 

기존 카발라의 용어, 상징, 관례, 주해 등을 인용하면서 그 범주와 의미를 변화시켰

다. 이에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강조한 ‘신의 편만함’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카발라에서 신은 어떠한 형태, 특질, 한계, 정의가 없으므로 ‘엔 소프(En Sof)’60)

라 한다. 엔 소프는 ‘무한한’, ‘끝/한계가 없는’이란 뜻이다. 줄여서 ‘아인(Ayin)’61)이

라고도 한다. 아인은 주로 ‘공(nothingness)’, ‘무(naught)’로 번역된다. 여기에서 공

이나 무는 ‘있음’이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알거나 파악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니므로(no-thingness), 아인이라 한다. 엔 

소프와 아인은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로는 가 닿을 수 없는 신의 초월적인 무한함과 

모든 존재에 편만한 신의 내재적인 무한함을 상징한다.62)

    13세기 카발리스트 헤로나의 아즈리엘(Azriel of Gerona)은 가시적이거나 생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경계가 있고, 유한하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아인, 엔 소프로서의 신은 끝이 없고 무한하므로 그 어떤 것도 신 밖에 있지 않으며, 

신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콜도베로는 엔 소프로서의 신을 숫자 

1에 비유했다. 그에 따르면 1은 스스로 세워지는 수이자 다른 모든 수들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는 이 1에 잠재성으로서 포함되어 있으며, 1에서부터 모든 수들이 

현실화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엔 소프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자 근본 원인으로, 모든 

존재를 현실화하면서 모든 존재 안에 현존한다.63) 그러므로 카발라와 하시디즘에서는 

아인, 엔 소프야말로 궁극적인 실재(實在)라 본다. 이는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

60) Ein Sof, Ayn Sof, Eyin Sof 라고도 표기된다. 

61) Ayn, Ayyin 이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62) Aryeh Wineman, The Hasidic Parable: An Anthology wit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179.

63) Dainel C. Matt(trans. and ed.), The Essential Kabbalah: The Heart of Jewish 
Mysticism (New York: Harper One, 1995), 29-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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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서 이 세계가 오직 신이며, 신과 

분리된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바알 쉠 토브의 문헌에는 창조과정에 대한 

서술이 적지만 이 사상을 이어받은 하바드 하시디즘의 교리에서 그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하바드 하시디즘의 창조과정에 대한 설명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신은 창조를 위해 의지를 내어 그 자신을 드러낸다. 이를 ‘오르 엔 소프(Or En

Sof)’, 무한한 빛이라 한다. 여기에서의 빛은 햇빛과 같이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 신의 

무한한 의지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주지하다시피 유대 전통에서는 신에 대한 이미지

를 엄격히 금한다. 그러므로 랍비 문헌과 유대 신비전통 문헌에서는 특정한 상징을 

이용해 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왔다. 그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가 빛이다. 이 빛에서 

신의 열 가지 특질인 세피로트가 방사되면서 비물질영역과 물질영역을 포함한 여러 

세계들과 존재들이 창조된다. 첫 번째 특질인 케테르는 왕관이라는 뜻으로, 신의 의지

를 나타내며 엔 소프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영역으로, 

신의 열 번째 특질인 말쿠트에 해당한다. 말쿠트는 세상에 내재한 신의 현존, 셰키나

로 불리기도 한다.64) 필자의 생각에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상과 연관하여 이 창

조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물질과 비물질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무한한 빛으로서의 신, 오르 엔 소프

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오르 엔 소프의 창조는 시간 상 특정한 지점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순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끝없는 과정이다. 

이 점에 입각하여 예를 들어 살펴보자. 오르 엔 소프는 인간을 인간이라는 형태로 만

들었다. 인간이 물고기나 곰의 형태가 아닌 인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육

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법칙이 오르 엔 소프에 의해 인간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물고기와 곰 역시 오르 엔 소프에 의해 그렇게 존재하며 동식물뿐 아

니라 공기, 돌과 같은 무생물 또한 오르 엔 소프의 요소와 법칙에 의해 각각의 존재

에 맞게 이루어졌다. 형태뿐 아니라 작용 역시 오르 엔 소프에 의한 것이다. 인간이 

먹고 자는 것은 인간에게 음식물 섭취와 수면이 필요하게 만든 오르 엔 소프의 작용

이다. 또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모든 근육이나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활동하는 폐, 

64) 세피로트에 대한 설명은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필자가 참고한 하바드 하시디즘

의 각 세피라(Sefirah, 세피로트의 단수형) 설명은 다음과 같다. ‘케테르(Keter, 왕관)’, ‘호

크마(Chochmah, 지혜)’, ‘비나(Binah, 명철)’, ‘헤세드(Chesed, 친절; 은총; 자애)’, ‘게부

라(Gevurah, 강함; 힘; 만연함)’, ‘티페렛(Tiferet, 아름다움)’, ‘네짜(Netzach, 인내; 승리)’, 

‘호드(Hod, 웅장; 장엄)’, ‘예소드(Yesod, 토대)’, ‘말쿠트(Malkut, 통치권; 왕위)’. Jacob 

Immanuel Schochet, Mystical Concepts in Chassidism: An Introduction to 
Kabbalistic Concepts and Doctrines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88), 

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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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과 같은 장기 또한 모두 오르 엔 소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오르 엔 소프에 의

해 생명력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 또한 오르 엔 소프에 의한 것이다. 비록 인간 개개인

의 생각, 감정 등은 특정한 비물질영역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 영역들 또한 오르 엔 

소프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오르 엔 소프에 

의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총체는 오직 오르 엔 소프에 의한 것으로, 인간은 

오르 엔 소프의 머무름이자 드러남이다. 이처럼 오르 엔 소프는 드러나지 않은 잠재

성으로서의 미현현(未顯現)과 드러난 현현(顯現)을 모두 포함한다. 한 인간의 삶이 오

르 엔 소프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 즉 세상은 

오직 오르 엔 소프의 펼쳐짐이며, 오르 엔 소프와 엔 소프는 다르지 않으므로 엔 소

프, 신이야말로 궁극적인 실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는 신이 모든 곳에 

현존하면서 영원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신을 그저 역사 속에서 오래전에 한 번 세상을 창조하고 더는 창조하지 않거

나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겨둔다.......(그러나) 신은 단순하고 자기 의지적이며 

절대적으로 전능하다. 신의 지혜는 조건 지워지지 않으며 밖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다. 

신의 의지는 다른 의지나 그 의지로 이끄는 다른 원인들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다.......신은 생명을 일으키는 이이며, 존재를 창조하는 자이며, 유지하는 자이자 커다란 

자애로 매일 모든 창조의 행위를 새롭게 하는 자이다.65)

여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신의 창조에 대한 인과적 개념을 부정한다. 신은 한 시점에 

창조한 후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 의지로 창조를 되풀이하면서 이 순간, 

여기에 인간과 함께, 또 인간 안에 있다. 필자는 당시 폴란드 유대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발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유대 공동체는 간헐적인 

학살뿐 아니라 ‘피의 비방(blood libel)’66)으로 지속적인 불안에 놓여 있었다. 또한, 

대다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거를 허락받는 조건으로 원주민들보다 높은 비율의 

세금을 할당받았으며,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볼모로 잡혀갔다. 기록에 따

65)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32-33.  

66) ‘피의 비방’은 유대인들이 제의에서 쓸 피를 위해 그리스도교인을 납치해 살해했다는 혐

의를 가리킨다. 흑사병이 돌기 시작한 중세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피의 비방’은 ‘우물에 

독 풀기’, ‘신성 모독(host desecration)’과 함께 유럽 유대인 박해의 주요 주제였다. �시브

헤이 하베슈트�에도 피의 비방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이 중 한 이야기에는 역사적 사

실과 전설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1753년, 그리스도교 소년을 죽인 혐의로 파블리시

(Pavlysh)라는 작은 마을의 유대인 24명이 고발당한다. 이 중 12명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

여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12명은 고문 끝에 처형당한다. 이를 막지 못해 비통에 잠긴 바

알 쉠 토브 앞에 죽은 자의 영혼이 등장한다. Ben-Amos, In Praise, 1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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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받은 기부금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에게 주거나 옥에 

갇힌 인질의 몸값으로 사용하였다.67)

    이러한 상황에서 바알 쉠 토브는 신이 유대인과 함께 하며, 유대인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필자는 있는 자리에 신이 현존해 있음을 

강조한 점이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상의 토대이며 기존 카발라와 차별되는 지점

이라고 생각한다. 사페드 카발리스트들 역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엔 

소프가 매 순간 끝없이 창조하며 모든 존재에 현존한다고 보았으나 선과 악, 죄와 고

통, 유배와 구원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이들은 신의 현존인 셰키나가 상위의 

세피로트들과 분리되어 유대 민족과 유사하게 세상에 유배되어 떠돌면서 고통받고 있

으며, 카발리스트들의 노력으로 다시 세피로트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

페드 카발리스트들은 셰키나를 좇아 방랑하고 고행을 했다. 여기에는 무한한 신인 아

인과 신의 현존인 셰키나, 유배와 구원의 분리가 존재한다.68)

    바알 쉠 토브는 신이 창조자, 유지자이며 궁극적인 실재임을 주창하면서 아인과 

셰키나, 유배와 구원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학자들은 바알 쉠 토브가 기존 카

발라 세계관에서 신의 편만함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만유내재신론적인 하시디즘의 특

징을 형성했다고 본다. 이는 초기 하시디즘뿐 아니라 후대에서도 가장 즐겨 인용되는 

구절이 앞서 등장한 �조하르�의 “신이 없는 곳은 없다.”와 ｢이사야서｣ 6장 3절의 “모

든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69) 나아가 바알 쉠 

토브는 신의 편만함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토라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머무는 얕은 수준의 믿음은 토라의 가르침

과 계율을 준수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은 신은......저 높은 곳, 저 하늘 너

머에 앉아 있다고 상상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 창조의 존재

가......창조자와 분리되었다고 믿으며, 신이 모든 세상에서 추상적이며 떨어져나가 있고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이 수준보다 높은 믿음은 신이 모든 존재에 신성의 현존을 

불어넣었음을 믿고 깨달은(have realized) 자들의 것이다.70)    

히브리어로 존재는 ‘예쉬(yesh)’이다. 중세 카발라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한한 빛

으로서의 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를 그릇들(keilim)이라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67) Dubnow, “The Beginnings,”, 37-40. 

68) Lawrence Fine, Physician of the Soul, Healer of the Cosmos: Isaac Luria and 
His Kabbalistic Fellowship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55-76.

69) Dan, Kabbalah, 96; Daniel M. Horwitz, A Kabbalah and Jewish Mysticism Reader
(Philadelphia;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183.

70)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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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카발라를 대표하는 사상가 중 하나인 루리아는 오르 엔 소프, 무한한 빛을  

제대로 담지 못한 깨어진 그릇에서 악이 나오며 선과 악의 긴장관계가 생겨난다고 말

했다. 바알 쉠 토브는 모든 그릇에 아주 적더라도 빛이 있으므로 모든 존재에 신성이 

현존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신과 존재의 분리, 선과 악의 분리는 실

재하지 않으며, 이를 믿고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문단에서 바알 쉠 토브는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라는, 유대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관습보다 신과 자신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관념의 타파를 우위에 두

고 있다. 또한 그는 믿음에는 수준이 있으며, 더 높은 믿음은 ‘확증’, 즉 ‘신의 현존을 

직접 깨달아 아는 것’이라 하여 믿음에 깨침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이 믿음에 대

한 바알 쉠 토브의 주장에서 세피로트를 비롯하여 신에 대한 묵상적인 앎을 중요시 

한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지식이

나 계율이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지식이나 계율이 필요 없이도 누구

든 신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동유럽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분위기와는 달랐다. 

    동유럽 유대 사회에는 바알 쉠 토브처럼 여러 유대 공동체를 방랑하며 시장이나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을 마기드(maggid)라 한다. 마기드들과 랍비

들은 토라 공부와 율법 준수를 강조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의 벌이 있으리라 

외쳤다. 당시 유대인이 겪던 수난을 나태한 종교생활과 계율위반의 결과로 여긴 이들

도 있었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비난 대신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한다

고 보았다.71) 오히려 그는 지나친 비판과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

을 심어주는 설교자들을 꾸짖었다.72) 디아스포라를 거치며 유대 전통은 랍비 중심으

로 발전해왔다. 랍비 전통에는 종교와 법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루는 토론(pilpul) 

문화가 있었는데, 이 전통에 따라 회당에서 랍비들끼리 오랜 시간 논쟁을 벌였다. 이

러한 논쟁으로 각 유대 공동체의 법률, 윤리 등이 확립되었지만 때로는 핀 위에서 얼

마나 많은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지와 같이 사변적인 주제로 흐르기도 했다.73)

    �시브헤이 하베슈트�에는 뛰어난 지식을 지녔으며 타인과의 논쟁을 즐기는 한 랍

비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랍비는 바알 쉠 토브와의 식사자리에서 다른 랍비에게 어

려운 문제를 제출해 논쟁을 시작하지만 지고 만다. 그러나 그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

하고 천문학 이야기를 꺼내 다시 상대와 토론하려고 한다. 이에 바알 쉠 토브는 능력

을 발휘하여 일시적으로 랍비의 지적 능력을 없애버린다. 책을 펴도 한 글자도 알지 

71) Buxbaum, The Light and Fire, 54.

72) Ben-Amos, In Praise, 182-83. 

73) Neal Karlen, The Story of Yiddish: How a Mish-Mosh of Languages Saved the 
Jews (Harpercollins E-Books, 2008), 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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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된 랍비는 바알 쉠 토브를 찾아와 자신이 배운 것을 되돌려달라고 말한다. 이

에 바알 쉠 토브는 토라 공부가 논쟁하고 남을 놀리기 위한 것이냐고 그를 꾸짖는

다.74) 바알 쉠 토브가 지위나 지적 능력, 법률보다 진정성 있는 믿음, 헌신, 열망을 

강조한 사실은 그의 가르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우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왕은 마법으로 그의 궁전에 많은 벽을 만들고는 궁전 안에 숨었다. 무시무시한 벽들이 

동심원(同心圓)으로 배열되었고 각각의 벽은 중심으로 갈수록 높고 두꺼워졌다. 벽 위

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아래에는 야생동물이 있었다.......왕은 누구든 궁전으로 그를 보

러 오는 이는 후하게 보상받으리라 공표했다.......많은 이들이 도전했으나 되돌아갔

다.......하인은 왕의 명령에 따라 벽 뒤에 돈과 보석을 들고 서 있다가 들어오는 이에게 

주었다. 이를 받은 몇몇 이들은 만족해서 돌아갔다.......대부분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장

애물을 두려워하거나 쌓여가는 보상에 만족해서 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왕의 아들, 왕자는 달랐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열망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왕자는 벽, 병사, 야생동물을 보고는 놀랐다. 

그는 아버지가 어째서 이 모든 장벽과 장애물 뒤로 숨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다다를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의 열망은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 어떤 보상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각오도 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타

오르는 심장에서 나오는 용기로 그는 자신을 내버리고 희생을 하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를 불렀다. 그의 아버지인 왕은 아들의 울음과 그의 완전한 자기

희생을 보고는 순식간에 벽과 장애물을 없애버렸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존재하지도 않

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제야 왕자는 벽도, 병사도, 동물도 없음을 보았다. 아버지인 

왕은 바로 그 앞에, 거대한 왕좌에 앉아 있었다.......모든 세계가 왕의 영광으로 빛났다. 

모든 것은 고요했고, 나쁘거나 좋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때 왕자는 벽과 장애물은 마

법적인 환상이었으며 그의 아버지인 왕은 정말로 숨거나 모습을 감춘 적 없이 언제나 

그와 함께 있었음을 깨달았다.75)

왕은 ‘빛’, ‘아버지’와 더불어 유대 전통에서 신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신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고 보는 카발라에서는 영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상

징과 은유적 표현이 발달하였고, 카발라를 수용한 하시디즘에서도 다양한 상징이 등

장한다. 그러나 카발라와 하시디즘 모두 이러한 상징과 표현에 시간적, 공간적, 유형

적인 의미는 없으며, 상징에서 물리적인 빛, 인간인 아버지, 왕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한다.76)

74) Ben-Amos, In Praise, 188-89. 

75)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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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발라 문헌에서 신을 왕으로 표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의 열 가지 특질 중 첫 

번 세피라인 케테르가 ‘왕관’을, 마지막 열 번째 세피라인 말쿠트가 ‘주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은 그 자신이 왕이자 왕국이며, 왕자를 비롯하여 왕국의 모든 

요소를 만들고 부리는, 아인으로서의 신을 나타낸다. 왕자는 왕의 특질을 이어받은, 

즉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신성을 지닌 자이다. 또한 왕자는 신을 향한 열망으로 신

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이를 뜻한다. 

    벽, 장애물은 신과 인간, 세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인간의 이원적인 

의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이는 그저 왕이 부린 마법에 의한 

환영일 뿐이다. 이 세계는 각각의 사물로 구분된 듯 보이지만 이는 사실 신이 자신을 

숨기면서 덮고 있는 겉옷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보상을 

받고 나서 만족하는 자, 즉 신보다 자기를 중요시하는 자는 결코 신과 조우할 수 없

다. 이들과 달리 왕자는 보상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목숨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

다. 바알 쉠 토브는 이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신만을 구하는 

자세가 진정한 헌신이며, 이러한 헌신에서 환상이 사라지며 인간은 신이 늘 함께 있

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보았다. 

    �조하르�에도 왕과 왕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한 이야기에서 왕자는 

왕궁에서 떨어진 마을에 살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을 사

람들은 오랫동안 자신들과 함께 산 왕자가 마을을 떠나 궁으로 간다는 사실에 슬퍼한

다. 그러나 한 현자는 왕자의 아버지가 있는 궁이야말로 왕자가 있어야 하는 장소라

고 말한다. 이 이야기에서 왕자의 왕궁으로의 회귀는 육체적인 죽음을 암시한다. 따라

서 왕궁에서 나와 마을에 살게 된 왕자는 물질 세상에 태어난 인간을 가리키며, 인간

의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나타낸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왕과 왕자뿐 아니라 왕비도 등장한다. 왕자가 나쁜 행동을 

저질렀을 때, 왕은 화가 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왕자의 악행이 이

어지자 왕은 그를 궁에서 내쫓기로 한다. 왕비가 이를 알고 슬퍼하자 왕은 왕자를 궁

에 머물게 하되, 앞으로 왕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왕비에게 묻기로 한다. 왕자가 

또다시 죄를 저지르자, 이번에 왕은 왕자와 왕비를 모두 내쫓는다. 왕은 어머니가 자

신과 함께 고통 받는다면 왕자가 회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첫 번째 세피라인 케테르, 엔 소프를 나타내고, 왕비는 열 번째 세피라인 셰키

나, 왕자는 인간을 뜻한다. 그러므로 왕자와 왕비가 유배된 곳은 이 세상이며, 왕자가 

함께 유배된 어머니를 보고 뉘우칠 때에야 왕자와 왕비는 왕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케테르, 셰키나,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카발라 세계관의 특징

76) Schochet, Mystical Concepts, 35-41. 



- 35 -

을 잘 나타낸다.77) 또한 앞서 살펴본 사페드 카발리스트들의 유배-귀환 해석과도 연

관된다. 

    이제 �조하르�의 이야기와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를 비교해보자. �조하르�에서 

왕자는 궁에서 쫓겨나 다른 장소에 있다. �조하르� 역시 신이 없는 곳은 없다고 보므

로 세계관의 측면에서는 궁과 유배지와의 차이가 없으나, 상징과 표현에서는 왕이 있

는 곳과 왕자가 있는 곳 사이에 구분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

에서는 왕자와 왕이 있는 곳의 분리가 없다. 왕자는 처음부터 왕이 있는 장소에 있

다. 신이 이 세상에 편재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간의 상징적 분리를 지

워버렸음을 알 수 있다.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인간이 신을 진정으로 구할 때, 신은 

환상을 없애주고 인간은 신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으며, 자신이 신 안에 있음을 알

게 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카발라에 있던 유배-귀환, 천상-지

상의 이분법적 경계를 한층 더 무너뜨렸음을 알 수 있다.   

    유대 전통에서 유배와 귀환, 천상과 지상의 이분법은 고전적인 개념이다. 이는 

히브리 성서의 ｢창세기(Bereshit)｣와 ｢출애굽기(Shemot)｣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되었

다. 랍비 문헌과 유대 신비전통 문헌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Adam)은 인류의 

근원이다. 랍비 전통에서부터 유대 민족의 영혼 바탕에는 아담의 영혼이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지상에서 노동하고 고통을 겪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유대인 또한 아담을 따라 그렇게 되었으며, 이것이 유대 

민족의 유배-귀환, 에덴동산-지상의 기원이라고 본다. �조하르�의 왕과 왕자 이야기 

또한 인류에 내재한 아담의 죄, 뉘우침, 귀환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 먹은 일에 대한 유대 전통의 해

석은 다양하다. 하시디즘의 해석 중에는 이 열매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즉 이원적

인 의식을 상징한다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뱀은 아담에게 그가 선과 악을 구분하

지 못하므로 선택을 내릴 수 없으며, 그렇기에 어떤 예배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한

다. 그런데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아담이 선한 것을 골라 예

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신에게 큰 보상을 받게 되리라 부추긴다. 아담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열매를 먹었다. 하시디즘에서는 아담이 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

는 아담 자신을 염려하여 열매를 먹지 말라는 신의 말이 아닌 뱀의 말을 들었으며, 

이것이 그의 진짜 죄라고 본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아담은 신에 의해 창조되어 신과 

함께 있었으므로 스스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아담은 개별

적인 자기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뱀을 선택했다.78)

77) Aryeh Wineman, Mystic Tales From the Zohar (Illinois: Varda Books, 2001), 5-6,  

10-12. 

78) Louis I.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Tales and Teachings of the Hasid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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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아담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의식과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집착

을 갖게 되었다. 이에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어 가죽옷을 입고 땅에서 

살게 되었다. 가죽옷은 영혼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가죽을 입게 되었음, 즉 육체를 가

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담은 인류의 근원이므로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가 ‘나’라는 

이원적인 의식과 육체를 갇힌 채 물질 세상에 살게 되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히

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유배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다.    

    히브리어로 이집트는 ‘미쯔라임(Mizraim)’79)이다. 랍비 문헌에서부터 이 단어는 

‘곤궁, 곤경, 속박’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메이짜(meitzar)’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유

대 신비전통에서는 이 속박을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왔다. �조하르�에서 유배(galut)

란 신성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인간의 영혼을 의미한다.80) 바알 쉠 토브는 이 

영혼의 유배를 인간의 내적 상태로 풀이했다. 그는 신성한 앎(daat)이 유배되어 있는 

상태가 ｢출애굽기｣의 유배라 보았다.81) 여기에서의 앎은 신이 전부이며, 신과 분리된 

존재는 없다는 앎을 뜻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모든 세계는 그로 인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며 그를 덮

은 겉옷이다. 이는 마치 껍데기가 몸 일부분인 달팽이와 같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성의 힘으로 매 순간 창조되어 존재로 유지되며 신성 안에 있다. 그 힘이 사라진다면 

존재는 즉각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는 모든 땅이 신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신이 

현존하지 않는 곳은 없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깨닫고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알아야 한다. 

그대가 신이 모든 사물, 움직임, 생각에 있으며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가 모습

을 감춘 덮개와 겉옷임을 알게 될 때, 그대가 신이 바로 거기 숨어있음을 알게 될 때, 

더는 어떤 감춤도 없으니 모든 ‘죄악을 행하는 것들’은 사라진다. 우리와 신을 분리하

는 장애물은 없다. 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82)

신의 덮개와 겉옷은 궁극적인 실재인 엔 소프와 세피로트, 창조물을 가리키는 카발라

의 고전적인 표현이다. 콜도베로의 숫자 비유를 들어 간단히 설명해보면, 숫자 5에는 

(New York: Bloch Publishing Company, 1946), 95; Martin Buber, Ten Rungs: 
Collected Hasidic Saying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1947]), 44.

79) mitzrayim으로도 표기된다. 

80) Wolski, A Journey into the Zohar, 59-61.

81) Ora Wiskin-Elper, Wisdom of The Heart: The Teachings of Rabbi Yaʻakov of 
Izbica-Radzyn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0), 28. 

82)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7. 바알 쉠 토브는 ‘죄악을 행하는 것들(workers of 

iniquity)’을 실제적인 죄,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인간 내면에 있는 특성들이라고 

본다. Schochet, Tzava’at Harivash, 139. 따라서 위의 구절은 신을 깨달은 자의 내면에

서는 그러한 특성들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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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수인 1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5는 1의 덮개, 겉옷이라 할 

수 있다. 5를 비롯한 모든 수에 1이 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존재에 엔 소프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바알 쉠 토브는 이러한 앎이 없는 상태, 즉 사람이 자신을 분리된 존재

로 여기고 세상에서 ‘다름’을 보는 의식 상태가 유배임을 강조했다.83) 그의 후계자인 

도브 바에 또한 신이 이 세상 전부이며 모든 존재가 신에게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무지한 의식 상태를 이집트에서의 유배라고 보았다.84)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의식의 측면에서 이원성의 초월을 강조했다. 필자는 이 점이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며, 

그의 사상과 하시디즘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 사상을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과 카발라와의 연장선에서 분석하였다. 숄렘은 하시디즘이 샤바타이 쩨비의 등장과 

크고 작은 메시아운동, 메시아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바탕으로 루리아식(Lurianic) 카

발라에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보았다.85) 숄렘의 제자들 역시 하시디즘은 루리아

식 카발라에 영향을 받았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필자는 선과 악, 유배와 귀환 등을 

나누어서 본 루리아식 카발라와 바알 쉠 토브의 사상 사이에는 차이점 또한 명확하다

고 본다. 최근 들어서는 하시디즘이 카발라의 상징을 사용하면서 유대 신비전통의 신

학 체계와 교리를 간단히 대중 친화적으로 재건했다는 입장이 늘고 있다.86) 필자는 

여기에 ‘이원적인 의식 초월’에 대한 방점이 재건의 핵심 요소라고 덧붙이고 싶다. 

    바알 쉠 토브를 비롯한 하시디즘 문헌에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설명이 자주 등장

한다. 바알 쉠 토브는 이원적인 세계관에 갇혀 개별적인 자기를 전부로 여기는 의식

을 좁은 의식(katnut)87)이라 했고, 개별적인 자기가 소멸하여 신 의식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넓은 의식(gadlut)88)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즉 진정한 귀환(teshuvah)89)은 인간이 좁은 의식에서 넓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라 보았다. 도브 바에 역시 귀환은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에서 공이 되는 의식 상태라

고 강조했다.90) 좁은 의식과 넓은 의식, 귀환은 카발라에서부터 상용되어 온 개념이

나 바알 쉠 토브는 세상, 즉 이 자리에서의 의식 변환과 귀환에 초점을 맞추었다.91)

83) Schochet, Tzava’at Harivash, 117-18.

84)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205-07.

85) Scholem, “Devekut, or Communion with God,”, 203-27. 

86)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48. 

87) 원래 뜻은 ‘사소함, 하찮음(pettiness)’이며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신과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인간의 의식을 뜻하므로 ‘작은 마음상태(small-mindedness)’ 등으로 번역된다. 

Elior, The Mystical Origins, 213. 

88) 원래 뜻은 ‘광대함(greatness)’이며 하시디즘에서는 ‘카트누트’와 대비되는 인간의 내적 

상태를 가리킨다. Elior, The Mystical Origins, 211.

89) 카발라와 하시디즘에서 테슈바는 ‘뉘우침(repentance)’하여 죄를 교정하는 것과 ‘신에게

로 돌아가 하나 됨’의 뜻을 모두 가진다. Schochet, Tzava’at Harivash, 31, 67.  

90) Matt, “Ayin,”, 139-40. 



- 38 -

이는 앞서 �조하르�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영혼이 근원인 신에게 다다르는 것을 

귀환으로 보고 있으나, 바알 쉠 토브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귀환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원적인 의식 전환의 중요성은 바알 쉠 

토브의 수행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젊은 시절부터 수행에 몰두하

면서 카발라의 다양한 신비 체험을 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시디즘의 대표

적인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드베쿳은 히브리 성서에 등장하는 단어이며, 카발라 전

통에서는 특정한 수행을 통해 신과 이어진 랍비, 카발리스트들의 희열에 찬 내적 상

태를 의미한다. 문헌에 따르면 바알 쉠 토브는 주기적으로 드베쿳을 체험했고, 희열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문헌에 따르면 바알 쉠 토

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성취의 순간은 드베쿳을 체험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의식이 

이원성을 완전히 초월했을 때이다.  

어디를 보아도 그(바알 쉠 토브)는 신의 빛이 모든 것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하늘, 

나무, 돌, 그의 발 밑 땅, 공기까지 모두가 신의 생명력으로 반짝이는 신성함이었

다.......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신이었다.......그는 신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며 그

렇기에 신이야말로 세상보다도 더 실재임을 알고 보았다. 모든 나무, 모든 돌이 신성이

었다. 오직 신뿐이었다.......그 날부터 그는 신 의식(God-awareness)에 있었다. 그는 

신성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며 신이 안팎에 두루 있음을 알았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은 끊임없이 신에 의해 창조되고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옴을 명확히 

알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기분, 모든 생각조차도 신에게서 오는 것이었다.92)

문헌에서는 신과 존재, 현상과 본질 등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인 신 안에서 분리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앎이야말로 진정한 신 의식이라고 본다. 또한 영적 완성에 이른 

바알 쉠 토브를 이원성을 초월하여 하나로 통합시킨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에 따르

면 바알 쉠 토브는 지상에 살면서 동시에 천상의 집에 거주했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자 천상에 거주하는 영혼으로 양쪽 모두에 동시에 존재했다.93) 이처럼 바알 쉠 토브

에 관한 기록에는 비이원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존재에게서 신을 보고자 노력하며, 

개별적인 자기를 신에게 내맡기라는 가르침은 그가 숨을 거둘 때에도 마지막으로 남

긴 말이었다.94) 그래서 하시디즘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존재의 소멸(bittul 

91) 루리아의 카발라에서 카트누트는 신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힘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을 

가리켰다. 카트누트(좁음)와 가드루트(넓음)를 인간 의식의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알 쉠 

토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Joseph Dan, “Hasidism: An Overview,”, ER.

92) Buxbaum, The Light and Fire, 101. 

93) Buxbaum, The Light and Fire, 120. 

94) Buxbaum, The Light and Fire, 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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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h)’95)이다. 여기에서의 존재란 오르 엔 소프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신성

의 창조물이자 담지자가 아니라, 신과 분리된 고유한 존재, 신과는 다른 무엇으로 여

기는 인간 의식에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히브리어 ‘이후드(yichud)’는 일치를 뜻하고, ‘페루드(perud)’는 분리를 뜻한다. 

이 일치와 분리는 유대 신비전통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존재들은 각각 고유

한 특성을 가지지만 이 모든 것은 신에게서 나왔으며 신이기에 사실상 하나이다. 이

를 헤로나의 아즈리엘은 “존재는 공(아인)의 상태에서 공 안에 있으며, 공은 존재의 

상태에서 존재 안에 있다. 공은 존재이며, 존재는 공이다.”라고 표현했다.96) 그러므로 

신과 존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별적인 존

재의 고유함에 사로잡히면 이는 자신을 신과 분리시키는 자세이다.97) 소멸되어야 하

는 존재는 페루드로서의 존재를 가리킨다. 즉 실재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 

내에서 ‘어떤 것’으로, 즉 ‘나’로 여겨지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까닭에 하시디즘 

문헌에서 소멸되어야 할 존재를 가리킬 때의 존재, 예쉬는 주로 자기(self)나 에고

(ego)로 번역되며, 초월해야 하는 장애물로 여겨진다.98)

    바알 쉠 토브는 히브리어 ‘나(Anyi, I)’와 ‘공(Ayin)’이 알파벳 구성은 같으며 순

서만 다르다고 말했고, 이는 제자 도브 바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되었다. 알파벳의 

순서가 바뀌면, 즉 개별적인 존재가 소멸하여 의식이 이원성을 초월하면 ‘나’는 ‘공’으

로 바뀐다. 이 관점에서 개인이 소멸한다고 해서 죽거나 사라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애초에 죽거나 사라지는 개인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은 삶과 죽음 같은 이분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같은 

상태, 공이자 전부인 신과 하나 된 상태로 변환된다.99)

    바알 쉠 토브는 사람이 이 상태에 이르면 신과 인간, 주체와 객체, 자기와 세계 

등의 구별은 사라지고 개인의 의지는 신의 의지에 용해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욕망, 분노 등이 사라진 평정(hishtavut)에 머무른다고 보았다. 

현상보다는 현상을 대하는 인간의 의식 상태를 중요시한 셈이다. 특히 필자는 기존 

카발리스트들은 주로 유대 공동체의 비극적인 현상을 카발라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설

명을 제시하려고 한 데에 비해, 바알 쉠 토브는 현상을 비극적으로 여기는 유대인의 

95) 개별적인 존재란 실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따라 ‘존재의 무효화(annulment)’라고도 한

다.

96) Matt, The Essential Kabbalah, 68.

97) Jacob Immanuel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Insights into the Nature of 
The Mystical Tradition in Judaism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90), 

48-49. 

98)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50-51. 

99) Matt, “Ayin,”,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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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카발라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점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

진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의 의식을 가로대(rung), 사다리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자가 하늘(신)

에 닿은 사다리를 갖는다. 그러나 사람마다 사다리에 대한 앎의 정도나 사다리에서 

위치해 있는 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이는 사다리의 존재조차 모를 수 

있으며 어떤 이는 힘겹게 몇 계단 오른 정도일 수 있다. 어떤 이는 높이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이는 사다리조차 필요치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바알 쉠 토

브는 모두가 실제로는 신에 의해 만들어진 사다리이자 신과 연결된 사다리이므로,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다.100)

    바알 쉠 토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다수의 사람이 이원적인 의식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각각의 사람에게 이원성을 초월하는 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에서 자료의 중심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비이원성

과 자료의 대상인 이원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들, 자료의 목표인 이원성의 초월을 중

심으로 바알 쉠 토브에 관한 문헌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에 등장하는 두 인용문

은 바알 쉠 토브가 가장 즐겨 읊었다고 전해지는 히브리 성서 두 구절과 이에 대한 

주해를 담고 있다.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da’eihu, ָדעֵ֑הּו). (잠언 3:6)” 이는 중요한 원칙이다. ‘다에이

후’는 ‘하나로 합친다’, 즉 ‘헤이(hei, 에 합침’을 뜻한다. 물리적인 일(ו ,vav)를 바브(ה

을 포함하여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로 합쳐져라.101)

‘다에이후(da’eihu)’는 문자적으로 ‘인정하다’, ‘알다’를 의미한다. 다에이후의 어근은 

‘알다’라는 뜻의 ‘야다(yada)’인데, 카발라에서 이 야다는 인간이 신에게 달라붙음, 신

과 인간의 결합을 상징한다. 바알 쉠 토브는 다에이후를 야다에서 온 단어의 첫 자 

‘다(da)’와 단어의 마지막 두 자 ‘헤이(hei)’와 ‘바브(vav)’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

명하고 있다. 카발라에서 ‘헤이’는 신의 특질 가운데 열 번째 세피라, 즉 물질영역인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말쿠트와 세상에 현존하는 신성인 셰키나를 상징한다. 바알 쉠 

100)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26-27. 유대전통 문헌에서는 토라의 상징을 사용

하여 신성한 세상을 ‘높은(above)’, 신의 빛이 점점 줄어드는 물질세상을 ‘낮은(below)’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공간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무한한 신의 빛의 세기를 상징적으로 나타

낸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시디즘에서는 세상 모든 곳, 모든 존재에 신이 있다고 보

므로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높고 낮음이 동시에 있다. 또한 이러한 상징에서 인간의 영적

인 진보를 ‘올리다, 고양시키다(elevate)’라고 표현하는데 이 또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의 표현일 뿐 본질적으로는 높이와 올라가는 주체 및 대상은 없다. 

101) Schochet, Tzava’at Harivash,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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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브는 ‘헤이’를 인간에 내재하며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신의 현존인 생명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바브’는 근원으로서의 신을 가리키는 유대 전통의 여러 명칭 중 하나

(‘Holy one, blessed be he’)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헤이’를 ‘바브’에 ‘다’함이란, ‘인

간에 내재한 신의 현존과 무한한 신을 하나로 결합시킴’을 의미한다.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이 직접 신과 하나가 될 때에야 비로소 신을 아는 것이라 말

한다. 또한 물리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바알 쉠 토브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생각, 행위 등은 신성하며 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성과 속의 구분은 존

재하지 않는다. 둘이 다르다는 것은 이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

로 바알 쉠 토브는 예배란 물리적인 일에서 물러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매순간, 모든 곳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

로 진정한 예배라고 주장했다.102)

“Shiviti(나는 놓는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신을 놓으니. (시편 16:8)”

‘나는 놓는다’는 평정(hishtavut)의 표현이다. 무슨 일이 생기건, 사람들이 그대를 칭찬

하건 창피하게 하건 혹은 그 외의 어떤 것이든 모두 그대에게 있어 똑같다.........무슨 

일이 생기건 “이것은 신에게 온 것이다. 그의 눈에 이것이 적합하다면......” 이라고 말

하라. 그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모두 하늘을 위한 것이므로 그대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차이가 없다.103)

‘쉬비티’는 ‘같은’이라는 뜻의 어근 ‘샤베(shaveh)’에서 온 단어이다. 여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개별적인 자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신에게서 왔으므로 궁극적

으로는 모두 같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한다. 칭찬이나 창피는 개별적인 자기, 

즉 존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의 근원은 신이므로, 근원적인 측면에서 보

았을 때는 칭찬과 창피에 차이는 없다. 또한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서는 신이야말로 

실재이므로 사람들과 나 사이에 구분은 없다. 나, 타인, 생각 모두 신에게서 왔으며 

신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하나이다. 바알 쉠 토브는 이 하나인 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

이 신을 자기 앞에 두는 것이며 진정한 평정이라고 말한다.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두 구절은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는 신과 

하나가 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을 자기 앞에 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과 청중을 고려했을 때, 두 가르침이 상반되지 않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스스로를 청중으로 생각하고,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르침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처음에 개인은 자기 자신이 무

102) Schochet, Tzava’at Harivash, 68. 

103) Schochet, Tzava’at Harivash,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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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이 아니라 신과 분리된 특정한 ‘나’가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건 신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 구분은 점

차 모호해진다. 그러다가 그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내

가 아니라 ‘신’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바알 쉠 토브에 의하면 모든 것은 신에게

서 나온 것이며 신의 드러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기라고 여겨온 ‘나’가 

단지 환상이었으며 신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자신과 하나의 대상이 되는 신이 결국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다음으로 개인은 처음에 칭찬과 비판을 듣는 ‘나’와 ‘나’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남’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에게서 왔으며 똑같다는 점에 초

점을 맞추면서 개인은 점차 칭찬을 듣는 ‘나’도, 칭찬하는 ‘남’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신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신을 앞에 두라는 가르침과 

신과 하나가 되라는 가르침은 모두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이라는 목표에서는 같은 결

과를 낼 수 있다. 필자는 이원성의 초월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상반되어 보이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형성하는 주요 개념들 역시 비이원성을 중심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하시디즘의 기쁨, 겸손, 열

정 등의 주요 덕목들을 각각의 특징으로 다루었다. 다음 장에서 필자는 이 덕목들 또

한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이라는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존재의 소멸(Bittul hayesh)   

   

1) 기쁨(Simha)104)

12세기 하시데이 아쉬케나지는 단식, 채찍질을 비롯한 엄격한 고행 및 순교까지도 수

행의 하나로 여겼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중세 카발리스트들의 삶은 금욕적이었다. 이

들은 유대 관례에 따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나, 소수의 랍비들끼리 공동체를 이루

어 살았다. 바알 쉠 토브는 금욕적인 관행이 지나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심리적 · 

육체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겼다. 특히 그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 

또한 신에게 왔으므로, 먹고, 마시고, 자는 등 인간의 모든 행위 또한 신성했다.105)

104) Simhạh 라고도 표기된다.

105) Schochet, Tzava’at Harivash,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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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람들에게 육체와 정신을 적당히 보살피면서 대신 의식을 신에게로 향하라고 

강조했다.106)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특정한 행위보다는 행위를 하는 내적 상태, 상

황보다는 상황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더욱 중요시했다. 이는 그의 자전적 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주제이다.  

    어린 소년이었던 바알 쉠 토브는 다니고 있던 유대식 초등학교의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숲으로 뛰쳐나왔다. 선생님(melamed)은 늘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의 부인은 

짜증을 냈으며 아이들은 서로 싸우고 교실 안은 늘 지저분했다. 그의 눈에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였다. 그런데 한 노인이 바알 쉠 토브에게 축복을 내리며,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이후 학교로 돌아온 바알 쉠 토브는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체

험을 했다. 여전히 선생님은 소리를 지르고 부인은 짜증을 냈지만 바알 쉠 토브는 그

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 그럴 수 있음을 이해했다.107) 그는 갈등이나 문제는 상황 자

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개인의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좋고 나쁨이란 개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판단이며 환상이

므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좋은 때와 나쁜 때는 없다. 오직 행복한 때와 슬플 때만 있을 뿐이다. 이는 신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108)

필자는 우선 바알 쉠 토브가 선의 전체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그는 악이나 

나쁜 성향조차도 신성에서 나와 신성에 의해 존재하므로 정말로 나쁘거나 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보았다.109) 이렇게 해서 그는 신 안에서 선과 악의 구분을 완전히 지워

버렸다. 이는 유대 전통의 고전적인 선악 구분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지점이다. 심지어 

후대 하시디즘 지도자들마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놓았다. 신은 선하기에 세

상 전부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는 기쁨이야말로 종교생활의 

핵심이자 믿음의 본질이라고 보았다.110)  

    기쁨이라는 덕목은 기존 카발라 집단에도 있었다. 사페드 카발리스트은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카발리스트가 신의 근원과 

분리되어 세상을 방랑하는 신의 현존, 셰키나를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측면에

서의 기쁨이었다. 여기에서 기쁨은 신학적 체계에서 비롯된 원칙으로 종교적 행위와 

106)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45.

107) Buxbaum, The Light and Fire, 23-24.

108) Buxbaum, The Light and Fire, 165.

109) Buxbaum, The Light and Fire, 219-20, 252.

110)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Abraham Joshua Heschel), �어둠 속에 갇힌 불꽃(Passion for 
Truth)�, 이현주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1973]),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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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어 있었다. 루리아도 기쁨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이 역시 종교적 행위를 할 때

의 마음가짐에 해당했다. 일례로 그는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얻게 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계율 준수와 토라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111) 즉 기존 카발라 집단

에서의 기쁨은 선과 악의 투쟁에서 선이 승리하게 만드는 카발리스트들의 행위와 연

관된 개념이었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세상 전부가 신이며 선하다는 점에서 기

쁨을 존재의 기본적인 상태로 보았다.  

    기존 카발리스트 집단에서 멜랑콜리, 슬픔, 우울 등의 감정은 주로 기쁨에 대비

되는 개인의 감정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감정들이 권장되지는 않았으나 때로는 유

배된 셰키나를 떠올리며 우는 행위가 수행 일부가 되기도 했다. 바알 쉠 토브는 우

울, 슬픔 등의 감정은 사람이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 환상

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기존 카발리스트 집단과 바알 쉠 토브가 창조론의 기본 원칙

은 공통으로 받아들이나 그 방점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둘 다 모든 존재가 

신성의 빛을 담은 그릇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 카발리스트 집단은 주로 그 그릇

이 깨어져 신의 현존인 셰키나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들은 셰키나를 떠올리며 애도하고 고행을 했다. 바알 쉠 토브는 아주 작은 그릇이

라도 거기에 신성의 빛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이

거나 할 것 없이 매 순간 모든 행위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우는 행위

는 신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며, 오직 기쁨에서 나온 눈물만을 긍정적으로 본 데에

서도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슬픔은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개

별적인 ‘나’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여 신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우울감, 무기력함, 낙담, 슬픔 등을 멀리하라고 조언했다.112) 슬픔을 개별적인 

존재와 연결시켜 보는 관점은 여러 하시디즘 문헌에서도 잘 나타난다. 

슬픔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안 좋은 자질이다. 이것은 치유될 수 없는 에고중심적인 사

람(egoist)의 특질이다. 그는 언제나 생각한다. ‘뭔가가 내게 올바르게 와야 하는데. 내

게 뭔가 올바르지 않게 부족한 게 있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은 언제

나 ‘나’인 것이다.113)

여러 하시디즘 문헌에서 슬픔은 죄가 아니나, 죄보다 더 해롭다고 여겨진다. 바알 쉠 

토브는 인간에게 나쁜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도 신성이 있으며 적절한 

111) Fine, Physician of the Soul, 74-75, 91-92;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94.  

112) Schochet, Tzava’at Harivash, 36-39, 98-99. 

113)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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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침으로 하늘로 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114) 나쁜 행동이나 죄는 신에게로 되돌

아갈, 교정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슬픔에 대해서는 무신론이라

고 규정했다. 대표적인 유일신교인 유대 전통에서 무신론이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흔드는 거친 표현이다. 당시 폴란드 유대 공동체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많은 유대

인들이 슬픔이나 낙담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인

간은 기쁨만을 내적 태도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자인 체르노빌의 메나헴 

나훔(Rabbi Menahem Nahum of Chernobyl)은 ‘기쁨 속에(be simha)’와 ‘생각

(mahashabah)’의 히브리 알파벳이 같은 점을 들어 인간의 모든 생각은 기쁨에서 신

을 섬기는 것에 고정되어야 한다고 해설하기도 했다.115) 내적 자세로서의 기쁨은 하

시디즘의 기본 신조이기도 하다. 다수의 지도자들은 하시드(Hasid)116)라면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순간 기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7) 이 신의 선함과 기쁨에 대한 절

대적인 믿음은 홀로코스트 시기, 하시디즘 지도자의 설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칼로니무스 칼만 샤피라(Rabbi Kalonymous Kalman Shapira)는 1차 세계 대

전 당시 바르샤바에서 가장 큰 하시디즘 공동체를 이끌며 학생들을 교육하던 랍비였

다. 1939년,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그는 가족을 잃었고 바르샤바 수용소로 끌려갔

다. 수용소에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주면서 원고를 깡통에 담아 파묻었다. 얼

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치 친위대에게 사살당했고, 그의 원고는 종전 후 수용소 철거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샤피라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통에서 비롯된 의심과 자기중심

성을 신에게 완전히 양도하고, 모든 일이 공정하며 신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어야 한

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의 고통이 심판과 속박을 물리치고 기쁨과 구원, 선함 

속에서 신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 보았다.118) 필자는 샤피라의 설교에서도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 신의 완벽한 선함, 기쁨을 강조하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지나친 단식이나 고행을 권하지 않았다. 그는 음식이나 

성적 욕망 등 물질성에 지나치게 이끌리는 이들에게 단식, 고행이 일정 부분 효과적

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몸의 기력을 빼앗아 항상 신을 기쁨

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낙담이나 우울의 감정을 일으켜 신과 인간을 오

114) Schochet, Tzava’at Harivash, 141-42.

115)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51.  

116) 여기에서의 ‘하시드’는 하시디즘 신도 개인을 가리킨다. 복수형은 하시딤(Hasidim)이다. 

117)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202-04.

118) Steven T. Katz(ed.), Wrestling with God: Jewish Theological Responses during 

and after the Holocaust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9-41, 45; Gershon Greenberg, “Hasidic Thought and the Holocaust(1933-1946): 

Optimism and Activism,” Jewish History 27 (Dordrecht, 2013), 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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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분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바알 쉠 토브가 단식을 하는 랍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나타난다. 

스스로를 그런 위험(단식)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멜랑콜리와 우울의 길인데, 신

성의 현존은 슬픔에서 힘을 받지 않으며 수행하는 행복에서 힘을 받을 뿐입니다.......신

은 용기 있는 강한 자와 함께 하시니(｢사사기｣ 6:12)......그대의 육체로부터 그대 자신

을 숨기지 마십시오.(｢이사야서｣ 58:7)119)

바알 쉠 토브는 육체와 영혼이 서로 싸운다는 기존 유대 전통의 뿌리 깊은 명제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육체가 영혼과 협력하여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자신의 육체를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

다.120) 또한 그는 단식을 하더라도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거나 이 행위가 굉장

한 정화를 가져다주리라 여기지 말라 조언했다.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이는 단식을 

하는 ‘나’와 내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생각이므로 환상이었다. 그는 숨은 동기를 가

지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엄격히 꾸짖었다.121) 그에 의

하면 이는 자기중심성이며, 신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조정하

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 사이를 막는 장애물에 해당한다. 대신 바알 쉠 

토브는 그 어떤 행위든 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은 모두 잊고 신을 향한 열정만을 키우

라고 강조했다.      

토라가 우리에게 명했다. ‘불은 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 꺼져서는 안 된다.(｢

레위기｣ 6:6)’ 우리의 마음이 제단이다. 모든 일에서 네 안의 신성한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불길(lahav)이 되도록 하라.122)  

이 이야기는 기존 바알 쉠 토브 연구에서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이 제단

과 불길의 상징이 그의 사상과 후대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마음을 제단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신에게 바치는 희생물은 

기존 유대 전통에서처럼 양, 염소 같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이원적인 의식이다. 유

대 신비전통에서는 인간의 영혼에는 신성한 영혼과 동물적인 영혼이 있다고 보았고, 

바알 쉠 토브 또한 이를 수용하였다.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이 동물적인 영혼 때문

119) Ben-Amos, In Praise, 65. 

120) 헤셸, �어둠 속에 갇힌 불꽃�, 44.

121) Schochet, Tzava’at Harivash, 35, 46, 66.

122)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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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간은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재로 여기고 세상의 겉옷(개별적인 사물)을 본질로 

착각하며,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 이끌린다. 유대 전통에서 불은 희생 제의의 주

요 수단이며, 불에 의해 희생물이 남김없이 태워져야만 신이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

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필자는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불길이 되게 하라는 문구가 개

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후대 하시디즘 문헌에서도 희생물과 제

의의 상징은 인간의 영혼, 의식과 결부되며, 하시디즘에 반대하는 이들의 논쟁에도 등

장할 정도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19세기의 하시디즘 랍비 이츠비카-라드친의 야코프(Ya’akov of Izbica-Radzyn)

는 죄란 물질에 이끌려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사람이 

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의 동물성을 제단 위에 두면, 천상의 창조물이 불길을 내뿜어 

그의 동물성을 태워버린다고 말했다.123) 하바드 하시디즘에서는 기도를 제의와 연관

시킨다. 테필라(tefillah) 기도는 동물적인 영혼과 인간의 본성을 제단에 바치는 것으

로, 이를 통해 본능적인 욕망과 성향이 신에게로 되돌아간다고 본다.124) 또한 하시디

즘을 반대하는 자와의 논쟁에서 바르카(Warka)의 하시디즘 랍비는 성전(聖殿)과 산을 

예로 들어 토라보다 희생제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대 전통에서는 유대인이 

토라를 받게 된 시나이(Sinai)산과 아브라함이 신의 뜻에 따라 이삭을 제단 위에 둔 

모리아(Moriah)산을 성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모리아산은 히브리 성서에서 다윗

(David)이 성을 지어 나라를 세운 곳이며, 이후 솔로몬(Solomon)이 성전을 세운 장

소이다. 하시디즘 랍비는 모리아 산을 들며 토라와 학문보다도 신에게 그 자신의 목

을 기꺼이 내밀 수 있는 자기희생적 의지가 중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유대교의 핵심이

라고 주장했다.125)

    필자가 제단과 불에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하시디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

는 ‘열정, 정열(hitlahavut)’이 불길(lahav)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이다. ‘히틀라하부

트’는 문자적으로 ‘불길에 휩싸인’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자기를 없애고 오

직 신에게만 몰입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베르디체프의 레비 이츠하크

(Rabbi Levi Yitzhak of Berditchev)는 열정으로 잡생각을 떨쳐내고 개별적 존재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126) 후대 하시디즘 문헌에서도 진정한 열정은 오직 신

을 위해 존재하며 자기를 위한 공간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상태라고 본다.127) 그러

123) Wiskind-Elper, Wisdom of the Heart, 66. 

124) Jacob Immanuel Schochet, Deep Calling Unto Deep: The Dynamics of Prayer 
and Teshuvah in the Perspective of Chassidism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90), 49. 히브리어로 ‘테필라’가 기도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의 테필라 기도는 

하바드 하시디즘의 특정한 기도 문화를 가리킨다. 

125) Unger, A Fire Burns in Kotsk, 102. 

126) Horwitz, A Kabbalah and Jewish,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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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하시디즘에서 평정과 열정은 현상적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도 개별적인 존

재의 소멸이라는 목표 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

로 평정을 현실과 물질에 대한 냉담/무관심의 측면에, 열정을 신성과 신의 세계에 대

한 기쁨의 측면에 배대하였다.128) 필자는 위의 해석에 사뭇 대조적으로 보이는 추상

적인 개념이 비이원적 관점에서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2) 겸손(Anavah/Shiflut)129)

겸손은 유대 전통의 대표적인 덕목이며, 카발라에서는 존재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 바알 쉠 토브 역시 겸손은 신의 현존에 들어가는 입구이자 

영원한 삶으로의 관문이라고 하였다.130) 그는 자칭 메시아 쩨비의 영적인 추락은 교

만과 분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였고, 그 자신 또한 교만하게 될까봐 수시로 경계하

였다.131) 도브 바에 역시 자부심은 오직 신에게만 속한 것이며, 인간은 언제든 자부

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죽기 전까지 자부심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

다.132)

    가장 단순한 겸손은 자부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바알 쉠 토브의 기록에는 자부

심에 찬 이들을 엄하게 꾸짖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그는 자기 과장이 죄보다도 더 

나쁜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레위기｣ 16장 16절의 예를 들어 모든 오염과 죄에는 신

이 있으며 뉘우침을 통해 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만에 대해서는 

｢시편｣ 101장 5절의 예를 들며 오만과 자부심은 신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며 신이 그

러한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폄하 또한 잘못된 겸손이라 

덧붙였다.133)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기 과장이나 자기 폄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초점이 ‘나’라는 점은 동일하다. 즉 주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며 이는 자신을 어떠한 

것, 무언가로 여기고 그것에 빠져 있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아니듯이 너의 길도 나의 길이 아니니(｢이사야서

127) Wineman, The Hasidic Parable, 142-43. 

128) Elior, “The Origins of Hasidism,”, 101. 

129) 히브리어로 ‘아나바’는 겸손(humility), ‘쉬프룻’은 ‘자신을 낮춤(lowliness)’이다. ‘쉬프

룻’이 ‘아나바’에 포함되거나 ‘아나바’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 참

고한 문헌들에도 두 단어가 모두 쓰이고 있어 함께 기재하였다. 

130) Buxbaum, The Light and Fire, 198.

131) Ben-Amos, In Praise, 86-87, 112. 

132)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175. 

133)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5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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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를 신과 존재, 즉 아인과 예쉬의 관계에서 풀이하였다. 그는 신과 분리된 ‘나’

가 있다는 생각을 우상숭배라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 11장 16절의 “너는 방

황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니”의 의미라고 해석했다.134) ‘나’에 대한 생각이 실재가 아

닌 것처럼 ‘남’에 대한 생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자기와 타인

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타인에 대한 판단은 나와 남을 

가르는 이분법에서 시작된다. 즉 판단하는 주체인 ‘나’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객체인 

‘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판단은 이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다름을 보는 것, 즉 나와 남을 분리해

서 보는 관점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계율을 열심히 준수한다 하여도, 

준수하는 ‘나’를 특별히 여겨 나와 남을 다르게 보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이집트

에 유배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135)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계율 준수보다도 나와 남을 떨어뜨려 보는 관점을 더욱 

큰 문제로 보았다. 그는 타인을 비판하는 자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타인과 똑같은 잘

못을 가지며, 자신을 흠집 낸다고 말했다.136) 이러한 관점에서 계율 준수를 게을리 

하는 유대인을 비난하는 랍비나 설교자들이 그 비난을 함께 받는 것이라 여겼다. 필

자는 이 부분이 남과 나의 구분 타파, 즉 비이원성을 중요시한 바알 쉠 토브의 관점

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 생각한다. 이는 후대 하시디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알 

쉠 토브의 손자이자 브라츨라프 하시디즘 분파의 창시자인 브라츨라프의 나흐만

(Rabbi Nahman of Bratslav)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대중을 무시하는 랍비들을 

가리켜 “사탄이 혼자서 전 세계를 그른 길로 인도하기 힘들어 다양한 공동체마다 랍

비들을 임명했다.”라고까지 하였다.137)

    바알 쉠 토브는 모든 이에게는 신성에서 비롯된 장점과 미덕이 있고, 이를 북돋

아 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바알 쉠 토브와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도 잘 나타난다. 신을 오랫동안 열심히 섬겨온 경건한 남자가 그를 찾아와 자신은 여

전히 평범하고 무지하다고 불평했다. 이에 바알 쉠 토브는 평범하고 무지하다는 깨달

음을 얻었으니 이미 그것만으로도 값진 성취라고 북돋아 주었다.138)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한 데에 그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모

든 것이 신의 섭리에 따라 존재하며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남자의 평범

함과 무지함, 지체되거나 나아진 게 없는 듯 보이는 과정 또한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134) Schochet, Tzava’at Harivash, 65.  

135) Schochet, Tzava’at Harivash, 116-18. 

136) Buxbaum, The Light and Fire, 219.

137) Karlen, The Story of Yiddish, 150.

138)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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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다. 

    이는 바알 쉠 토브의 창조관에서도 알 수 있다. 엔 소프로서의 신은 드러나지 않

은, 가능성으로서의 미현현과 현상으로 드러난 현현을 모두 포함하며, 이것이 한 데 

섞여 매 순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이 신에 의해 완전하므

로 세상에 우발적인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치게 

되어 그를 찾아온 이들에게도 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139) 이 같은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에게 겸손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개인의 모든 생각을 내맡기고 신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지니는 자세이기도 하다. 

신성한 섭리는 모든 존재의 세부까지 조정한다. 바람이 떨어진 나뭇잎을 한 곳에서 다

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 잎이 몇 번이고 굴러 특정한 장

소에 멈추는 것도 신성한 섭리로 정해진 것이다. 신은 모든 존재와 우리의 생계를 유지

해주는 힘을 제공한다.......그가 벌레나 곤충 같은 작디작은 존재까지 부양하는데 왜 우

리가 생활에 대해 걱정하며 괴로워하는가? 우리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을 신뢰해야 한다.......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 없이 일

어나는 것이 없다. 그대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그대가 보라고 내려온 

것이며, 그대 귀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그대가 들으라고 내려오는 것이

다.140)

이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신이 무엇이든 들어준다기보다는, 인간은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신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히 알아서 제공해준다

는 뜻에 가깝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신이 제공하는 삶을 전적으로 수

용하면서 자기성찰로 배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성향을 

그저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 보았고, 개인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신에 의해 제공된 것

일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라고 권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신성한 문헌을 읽는 것이나 어린아이의 말, 심지어 우상숭배

자의 말 사이에 구별이 없다. 이들의 마음에 번뜩 일어나 그들을 잠시 지체시키는 연관

된 생각들을 충분히 살펴보면 이 또한 토라의 말과 같이 된다. 이는 우리가 어둡고 욕

망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가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에도 적

용된다. 그런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계속해서 돌아오면 이러한 생각들은 아직 

발달하지 못한, 목적이 있는 생각들일 수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힘 

자체는 영혼의 근저에 이 특정한 생각과 연관된 무언가가 있다는 지표이다. 나아가 이

139) Ben-Amos, In Praise, 196;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128. 

140) Buxbaum, The Light and Fire, 241-42.



- 51 -

런 생각은 영적 성장과 관련하여 우리의 어떤 측면들이 고쳐지기 위해서 위(신)에서 비

롯되어 일어난 것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그 특정한 요점이나 생각을 깨닫기 위해 태

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요점 혹은 생각이, 인간이 이 세상에 내려온 전적인 목

적이 될 수도 있다.141)

이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생각은 그의 영혼이 치유되고 발전하기 위해 제공되

는 신성한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위의 문단에서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이 영적인 성장

을 위해 바로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바알 쉠 토브가 카발라의 환생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알 쉠 토

브에 관한 문헌에서도 교만으로 후생에 개구리가 되어버린 랍비를 바알 쉠 토브가 영

적으로 치유해 준 이야기와 바알 쉠 토브 역시 전생에 다른 랍비(Rabbi Sa’adyah 

Gaon)였다는 이야기 등이 등장한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어느 평범한 남자와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남자가 바알 쉠 토브에게 와서 자신의 삶이 곤궁하며 바람이 하나도 이루어지

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이에 바알 쉠 토브는 이름 하나를 알려주며 쿠츠미르(Kuzmir)

에 가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해주었다. 남자는 지시에 따라 쿠츠미

르의 모든 유대 회당을 방문해 그 이름을 가진 남자를 찾았지만 남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한 늙은 남자가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

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이름의 주인공은 너무나 사악한 성격에 온갖 죄를 저질러 마

을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이었다. 바알 쉠 토브에게 돌아온 남자는 그 

이름을 지닌 자가 살아있지 않으며 이러한 소문만이 남아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바알 쉠 토브는 그 이름을 가진 남자가 바로 쿠츠미르에 갔던 남자 자신임을 알려주

었다. 바알 쉠 토브에 따르면 남자는 전생에 스스로 가한 손상을 이번 생의 곤궁과 

실망으로 회복시킨 것이었다. 이에 남자는 그가 이번 생에서 해소해야 하는 과업과 

바로잡아야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되었다.142)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바알 쉠 토브 연구나 그에 관한 문헌을 

인용한 하시디즘 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위의 이야기가 바알 

쉠 토브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중세 카발라의 환생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변용시키고 있다. 카발라

에서는 환생을 ‘순환’이라는 뜻의 ‘길굴(gilgul)’이라 한다. 영혼이 하나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주한다는 관념은 �예치라�, �조하르�와 더불어 3대 카발라 문헌에 속하는 �

바히르(Sefer HaBahir)�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조하르�에서 처음 길굴이라는 단어

141)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40.

142) Buxbaum, The Light and Fire,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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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장했으며, 환생이 비교적 자세히 논의되었다. �조하르�에 따르면 세상을 완벽하

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영혼에게 환생이 일어난다. 세상의 모

든 인간은 환생을 거듭하면서 이번 생의 행위에 따라 다음 생을 부여받는다. 그러므

로 환생은 영혼이 추락하여 육체를 입게 된 처벌이자 영적인 정화를 위한 기회의 과

정이 된다.  

    15세기 이후 �조하르�가 전 유대 공동체에 널리 퍼지면서 중세 카발리스트들에게 

환생은 전형적인 개념이 되었다. �조하르� 이후 카발리스트들은 뛰어나게 올바른 소

수의 사람만이 환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중에서도 짜딕은 세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

간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한 자들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이부르(ibbur)’ 개념이 생겨

났다. 이부르는 개인으로서는 영적인 성취를 이루었으므로 더 이상 환생할 필요가 없

으나, 세상을 위해 자의로 육신을 입은 자의 현현을 뜻한다. 루리아와 그의 동료들은 

�조하르�의 환생과 현현 개념을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카발라에서는 엔 소프가 방사되며 네 개의 세계가 창조된다고 본다. 이 세계를 

각각 ‘아칠루트(Atzilut)’, ‘베리야(Beriyah)’, ‘예치라(Yetzirah)’, ‘아시야(Assiyah)’라 

한다. 아칠루트는 무한한 엔 소프가 세피로트를 내뿜는 ‘방사의 세계’이다. 이 영역은 

엔 소프에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무한하며 창조의 잠재성만을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칠루트에서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 두 번째 세계인 베리야는 ‘창조의 세계’로 여기

에서의 창조는 공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베리야에서는 인간

의 영혼과 세라핌(Seraphim)이라는 최고위의 천사들이 만들어진다. 세 번째 세계인 

예치라는 ‘형성의 세계’로 물질적인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한정적인 계획을 담고 있

다. 네 번째 세계인 아시야는 ‘행위의 세계’로, 이 영역에서 물질이 만들어진다.    

    루리아는 사람이 영혼으로서 내려왔던 세계를 되돌아 올라가며 영혼을 회복시켜

야 한다고 보았다. 이 거슬러 올라감이 귀환을 가리키는 ‘테슈바’이다. 그래서 카발라

에서 테슈바는 회개, 뉘우침이라는 뜻과 영혼의 근원으로의 회귀, 귀환이라는 뜻을 모

두 가진다. 루리아에 의하면 근원이 공에 다다르기 전까지 영혼은 거듭해서 환생한다. 

또한 영혼만이 있는 존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살아있는 자의 몸에 들어오거나, 악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몸을 점령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개념은 

17세기 동유럽 유대 민간신앙에서 ‘디벅(Dybbuk)’으로 널리 알려졌다.143)

    바알 쉠 토브는 루리아의 복잡한 환생 및 현현 개념을 간단한 체계로 대중에게 

적용하였다. 특히 필자는 위의 이야기에서 영적으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나와 남, 

개인과 전체,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 그의 사상적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본다. 

143) Gershom Scholem, “Gilgul,” EJ; Leila Leah Bronner, Journey to Heaven: 
Exploring Jewish views of the Afterlife (Chicago: Urim Publications, 2011), 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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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알 쉠 토브는 남자가 전생에 마을 사람들에게 저지른 악행을 남자 자신에게 

가한 손상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모든 존재가 신이므로 신성을 지닌 타

인에게 행한 행위는 사실 자기 스스로에게 행한 행위라고 보는 바알 쉠 토브의 통합

적 세계관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또 이는 앞서 랍비, 설교자들의 유대 대중을 

향한 비판이 자기비판이라고 말한 부분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바알 쉠 토브는 카발리스트와 대중, 개인과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전

체인 신 안에서 해석한다. 이는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루리아는 신의 창조과정에서 신성을 담은 그릇이 깨어지며(shevirah) 

빛이 흩어졌고, 이 깨어짐으로 인해 세상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카발리스트와 같이 수행에 매진하는 올바른 이(tzaddik)들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

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티쿤은 회복, 수선 등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로 루리아식 카발라에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개념이다. 유대 

전통에서는 메시아가 등장할 때에 세상이 완전히 회복(tikkun haolam)된다고 보므로 

이 단어는 메시아와도 연관이 깊다. 이처럼 루리아식 카발라에서는 영적으로 뛰어난 

이들이 세상을 회복시켜 유대 민족을 구원한다는 관념이 강하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모든 이가 각자의 전생에서 회복시켜야 하는 몫이 있

으며, 이 회복이 세상 전체의 회복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즉 루리아식 카발라에서

는 우주의 회복이 카발리스트, 짜딕과 같이 소수와 이어져 있는 반면, 바알 쉠 토브

는 모두가 이 회복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유대 전통에서 구원은 언제

나 유대 민족 전체와 결부되었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 유대 

민족 전체, 세상의 회복과 다르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

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셰키나의 일원이라고 말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144) 이와 관

련하여 헤셸은 유대 역사에서 구원은 언제나 집단적인 개념이었는데, 바알 쉠 토브는 

개인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며 기존 유대 전통과는 구별되는 대담한 사상을 제

시했다고 보았다.145) 하지만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과 

유대민족, 세상 전체를 함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인과 전체에 대한 비이원적 관점에

서 구원을 이야기하였다고 표현하고 싶다. 

    개인과 전체가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은 그

의 제자들 및 후대 하시디즘 문헌에도 반영되어 있다. 도브 바에는 루리아의 깨짐과 

구원의 상징을 우화로 재해석하며 이 관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화에 따르면 왕은 

하인들에게 커다란 산을 들어 옮기라고 명령했다. 이는 일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144) Ben-Amos, In Praise, 59. 

145) 헤셸, �어둠 속에 갇힌 불꽃�,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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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그래서 하인들은 산을 파고 부수어(sh-v-r)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한 사람

씩 능력만큼 조각을 날랐다. 이 방식으로 하인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다. 

도브 바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사람들에게 신성의 불꽃을 들어 올리라고 명했으

며, 이것이 바로 깨짐이 일어난 이유라고 보았다. 또한, 하인들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조각들을 옮기는 행위가 커다란 산을 옮기는 것과 다르지 않듯이, 개인이 각자의 영

적 수준에서 불꽃을 들어 올리는 것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보았다.146)

    루리아식 카발라에서 깨짐은 창조의 불완전함이라는 비극적인 정조를 내포한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은 깨짐 역시 신의 완벽함 안에서 일어난 섭리

라 하여 더욱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또한 바알 쉠 토브는 잔악한 일을 저지

른 이 또한 전생을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회복시키며 세상의 회복에 참여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필자는 여기에서 영적인 수준의 높고 낮음을 구별해서 보기보다는, 각자가 

저마다 신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적 수준을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바알 쉠 토브는 인간에 대한 앎과 신에 대한 앎이 다르지 않다고 여

긴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생각은 신에게서 온 것이며, 세상의 회복을 위

해 알아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결점, 불완전함을 살피고 영혼의 

여정을 아는 것은 신을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알게 되면 내

면에 있는 동물적이거나 나쁜 성향이 완화되고, 영혼이 치유된다고 보았다. 쿠츠미르

에 간 남자 역시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됨으로써 이번 생을 돌이켜보고 회복시켜야 하

는 부분을 깨닫게 된다. 이에 덧붙여 바알 쉠 토브는 육체와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영혼의 치유가 육체의 치유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한 의사가 자신이 

치료하지 못한 병자를 낫게 한 바알 쉠 토브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이에 바알 쉠 토

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상응하는 육체 부위나 혈관에 병이 든다고 대답했다. 

그는 병자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뉘우침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으며, 그의 영

혼을 바알 쉠 토브의 권고대로 했다. 이렇게 영혼이 치유되면서 병자의 육체는 회복

되었다.147)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앎을 중요시하였고, 이는 초기 하시디즘의 “앎은 치유를 

가져오며, 알지 못함은 자기를 내적으로 파괴한다.”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다. 앎에 

대한 자세 역시 겸손과 결부되어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영적으로 자신이 아프지 않다

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의식에 갇혀 있으

면서도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방법이 없다고 보았다.148) 그래서 그는 사람

146) Horwitz, A Kabbalah and Jewish, 192. 

147) Ben-Amos, In Praise, 177-78.

148) Wiskin-Elper, Wisdom of The Heart,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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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부분, 나쁜 성향, 잡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외면해버리거나 엄격히 판단하기보다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유머

와 웃음으로 영적으로 신에게 내맡겨 고양시키라고 제안했다.149)

    모든 이들이 유사한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겸손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도 연결될 수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심각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한 변명거리를 찾아보라고 권했다. 그에 따르면, 악한 자 역시 그 자신

이 되어 있는 바로 인해 그런 행동을 하였으므로 순진무구하다. 그는 모든 이는 각자

가 행한 일에 대한 귀결을 얻게 되지만, 이 귀결은 신의 섭리에 달린 것이므로 사람

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악한 자는 그가 해소해야 하는 과업 위에 

있고 스스로 그 결점을 찾아내야 하므로 그를 존중하되 어울리지는 말라 조언했다. 

하시디즘에서는 악한 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해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개입하거나 친교를 나누라고는 하지 않는다. 악한 이가 수

렁에 빠진 채 그것을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가 그 길을 가게 두고, 대신 그와 

유사한 성향이 자기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해소하는 데에 집

중하라고 권한다.150)  

    바알 쉠 토브는 항상 모든 이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음을 강조했

다. 그래서 겸손은 신에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무언

가를 원하는 자세는 신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세이며, 신의 섭리를 전적으로 수용하

지 않으므로 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태도이다.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는 신만

을 갈구할 뿐, 신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갈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는 아무리 높은 영적인 열망이라도 그 열망으로 인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점차 동기가 잘못되어가는 경건한 이들이 있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쭐해하며 기적적인 힘과 예지력을 찾는다. 가

끔 그들은 욕망하던 것을 얻기도 한다.......그는 자부심에서 신과 다른 영적인 성취를 

추구했다.......그러나 그가 원했던 이 신비적인 체험들은 그를 어리석게 만들고 다른 길

로 인도한다. 아주 조그마한 진실에서의 벗어남도 인간이 신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잃

게 할 수 있다.151)

149) Buxbaum, The Light and Fire, 220, 232. 

150) Buber, Ten Rungs, 64-65, 70.

151) Buxbaum, The Light and Fire, 2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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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자신의 수준과 능력에서 벗어난 수준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대를 넘어선 

어떤 것을 얻고자 다른 이들을 순진하게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효과를 낳

을 뿐이다. 찾고자 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며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될 것이

다.152)  

필자는 위의 가르침이 바알 쉠 토브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로 널리 알

려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악령이 들린 이, 불임

여성을 고쳐주고, 자연현상을 자유자재로 바꾸었다. 멀리서 일어난 일이나 미래를 꿰

뚫어 보았으며 영혼의 운명에 대해 예언도 했다. 또 천계여행을 하면서 천상세계의 

천사나 메시아와 만나기도 하였으며,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고 지옥에 갔다 오거나 육

체 없이 떠도는 악한 존재와 싸우기도 하였다. 도브 바에와의 첫 만남에서도 그는 선

천적으로 쇠약했던 바에의 몸을 치료해준다.153) 그러나 그는 이러한 능력이 개별적인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일 뿐이라고 여겼다. �시브헤이 하베슈트�에는 이

와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  

    어느 부유한 부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눈이 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알 

쉠 토브가 부부를 찾아왔으나 부인은 그의 행색에 실망하여 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치

료가 가당키나 하냐고 비웃었다. 그러자 바알 쉠 토브는 자신은 스스로를 영광되게 

하려거나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신의 이름을 축성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동식물의 언어를 익히고자 한 랍비가 바알 쉠 토

브를 찾아왔다. 랍비의 그 열망에 바알 쉠 토브는 그와 관련된 신성한 지식을 랍비에

게 알려주었다. 이에 랍비는 바알 쉠 토브와 여행하는 동안 동식물의 대화를 알아들

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갈 무렵, 바알 쉠 토브의 손짓에 랍비는 배웠던 지

식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바알 쉠 토브는 랍비가 만약 신을 예배하고자 그 

지식을 필요로 했다면 바알 쉠 토브 자신이 먼저 기꺼이 가르쳐주었겠지만, 랍비는 

자신의 지적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지식을 추구했으므로 그의 수준에 따라 조금만 남

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했다.154)  

    또한 �짜바아트 하리바쉬�에서도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신에 대한 사랑에서 가슴 깊이 신을 담았고, 이로 인

해 신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도록 허락했지만, 이 일들은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

라 무한하고 끝없는 신과 관련된 것이며, 모든 것이 신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

했다.155) 이처럼 그는 특별한 능력보다도 ‘나’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생각과 자부심을 

152) Schochet, Tzava’at Harivash, 41.

153) Ben-Amos, In Praise, 34-37, 81-84, 85-86, 90-91, 107-08, 123, 129-31, 149-50.

154) Ben-Amos, In Praise, 237-38, 242-45. 

155) Schochet, Tzava’at Harivash, 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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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했고, 이런 상태에서 능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대 신비전통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물질의 추구를 지양하는 자세는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카발리스트들은 가난하게 살았으며 생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필자의 눈에 바알 

쉠 토브는 영적인 갈망과 물질적인 갈망의 구분을 두지 않은 대신, 갈망의 근원이 신

인지 혹은 나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 듯하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

가 영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그 노력을 하는 주체가 ‘나’가 아님을 염두에 두라고 거

듭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대 자신을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라. 기능공이 망치로 바위를 내려칠 때, 

바위를 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능공의 열망 때문이며 망치의 열망 때문이 아니

다. 망치의 열망 때문이라면 망치는 기능공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모든 일은 근원적인 마음(신)이 도구에 불어넣음으로 인해 일어난다.156)

여기에서 바알 쉠 토브는 어떤 열망이든 그 주체는 오직 신이며 인간 스스로의 의지

는 없는 듯이 말하고 있다. 이는 자유 의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을 자기 앞에 두거나, 신과 하나가 되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을 직접 

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그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신의 

열망에 의해 일어나며 개인의 열망은 없는 듯 보라고 하는 것일까. 필자는 실재에서

는 신과 인간이 다르지 않으나 현실에서 인간 대부분이 이원적인 의식에 놓여 있다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카발라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신의 창조과정

과도 관련이 있다. 오르 엔 소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함께 가진 

존재이다. 의지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세상 전체인 오르 엔 소프에 영향을 끼

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발라는 신과 인간이 상호교류를 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본다.157) 또한 카발라에는 환생 개념이 있으므로 이번 생에서 인간은 전생과는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가진다고 본다. 그래서 변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자신과 세상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알 쉠 토브 또한 인간의 의지가 성장에 매우 중요하

다고 보았다.  

    어느 날 바알 쉠 토브가 집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비(非)유대인 땜

장이가 창문을 두드리고는 수리(tikkun)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물었다. 모든 것이 

156) Schochet, Tzava’at Harivash, 92. 

157) 엔 소프는 절대 전능하고 무한하나, 오르 엔 소프는 창조를 위해 엔 소프가 자기 현현한 

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시디즘 문헌에서 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때에는 오르 엔 소프의 측면을 가리킨다. 하시디즘에서 신은 영향을 받음(오르 

엔 소프)과 영향을 받지 않음(엔 소프) 둘 다이다. Schochet, Mystical Concept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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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다는 바알 쉠 토브의 말에 땜장이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바알 쉠 토브는 랍비들에게 땜장이야말로 신이 보

낸 사자이며 그의 말이 신성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모든 이들은 자신 안에 수리되어

야 할 부분을 찾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랍비들에게 땜장이의 말이 랍비

들과 나누던 대화에 대한 완벽한 증언이라고까지 말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리를 가리키는 티쿤은 카발라에서 짜딕이나 메시아 같은 존

재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유대인도 아닌 땜장이의 말을 티

쿤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와 랍비를 동일 선상에 두었고, 심지어 그가 신의 사자라고까

지 하였다. 유대인으로서 엘리트 종교교육을 받은 랍비들에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

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 랍비는 바알 쉠 토브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토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화를 냈다. 이에 바알 쉠 토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지

만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일 능력이 되지만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대가 이미 가진 욕망과 의지와 능력들에 달려 있다. 그 무엇도 진

정으로 사람의 의지를 막지 않는다. ‘난 못해’를 ‘난 하기 싫어’로 바꾼다면, 그대가 옳

다고 인정하겠다. 땜장이의 말이 예언의 말, 성스러움의 말과 같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158)

이후의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면 랍비는 이 말을 거부하고 바알 쉠 토브의 집을 떠

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여관에 묵은 랍비는 마차 끄는 일을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청에 자신은 몸이 약해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렇

게 말하는 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랍비는 자기

가 옳다고 여긴 생각을 바꾸려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바알 쉠 토브에게 돌아와 그의 

제자가 되었다. 

    바알 쉠 토브는 못 한다는 것은 사실 기꺼이 하려는 의지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

았다. 필자는 여기에서의 의지가 이제껏 자신이 개별적인 존재라는 환상과 집착에서 

속박되어 있던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야기 속 

랍비의 모습에도 반영되어 있다.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은 각자 특정

한 관념, 생각, 의견 등을 가지며, 이것이야말로 옳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

인 나에게서 비롯된 환상이며, 이 환상을 버릴 때 진짜 신과 자신에 대한 앎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개별적인 존재와 물질성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158)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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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마음에 달려 있듯이 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또한 인간의 의지와 마음에 달려

있다’고 표현한다.159) 따라서 하시디즘에서 ‘나’가 아닌 ‘신’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꺼

운 자세, 자유의지는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단계들이 성숙해지면 이러한 의지 자체도 신에게 내맡겨야 할 필요

가 있다.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서 모든 의지 역시 신성이며, 신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정말로 ‘나’의 것이라 할 의지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지는 여전히 거기

에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는 이원성이 남아있음을 뜻한다.160) 이에 필자는 하시디즘에

서 말하는 ‘의지의 무효화’를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신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있으려는 성향과 여기에서 비롯된 생각, 행동 등의 무효화이며, 두 

번째는 의지 자체의 무효화이다.  

랍비의 말 중에 신비한 비밀이 있다. ‘그대의 의지를 신의 의지 앞에 무효화시켜라.’ 그

대는 신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분리

된, 개별적인 존재로 있으려는 의지와 앎을 무효화시키는 것, 이는 사람을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161)

어디든 인간의 의지가 있는 곳에 신이 있으니, 전부가 신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높은 곳에 다다를 때, 그때 그대는 그곳에 다다르게 한 그대 자신마저도 

무효화시킬 준비가 된 것이며 그대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초월하여 올라가기 시작한

다.162)

바알 쉠 토브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개별적인 존재로 있으려는 의지를 신에게 내맡기

라고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전부가 신이므로 존재마저도 내맡겨 무효화시키라고 

말한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사용하였고 이후 하시디즘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사

다리를 예로 들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람은 먼저 자기가 신과 이어진 사다리임을 

알고 사다리를 오르려는 의지를 내야 한다. 처음에는 중력 ―물질성과 개별적인 자기

에 끌리는 성향― 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의지를 내야 한다. 이것이 의지를 내어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집착을 신의 의지에 내맡기는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사다리 끝, 즉 자신의 영적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다리와 사람 간의 분리가 남아있다. 바알 쉠 토브의 관점에서

159) Schochet, Deep Calling Unto Deep, 117.

160) Buber, Ten Rungs, 71. 

161) Buxbaum, The Light and Fire, 266.

162) Buxbaum, The Light and Fire,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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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이 사다리를 주었고 사람의 오름을 도왔다. 또한 궁극적으로 신은 사다리이자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과 사다리 간의 분리는 본질에서는 실재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의지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문자적으로 

‘영혼 양도하기’라는 뜻의 ‘메지루트 네페쉬(mesirut nefesh)’라고도 한다. 영혼을 양

도한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을 포함하여 자기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내맡겨 개별적인 

존재를 초월함을 가리킨다.163)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궁극적인 겸손이란 존재의 소

멸이라고 보았다.164)

    겸손과 존재의 소멸을 연관시켜 보는 관점은 카발리스트에게도 있었다. 콜도베로

는 겸손의 본질은 그 자신에 대해 어떠한 가치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공, 아인으

로 여기는 것이라 보았다. 그는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공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연민과 

이타주의가 비롯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카발라 연구자 중 하나인 엘리엇 울프슨

(Elliot R. Wolfson)은 콜도베로의 입장이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165) 울프슨의 지적대로 바알 쉠 토브 역시 스스로를 공으로 여기라

고 가르쳤으며, 그의 제자들의 문헌에는 겸손의 상태가 공의 상태라는 표현이 등장한

다. 그러나 필자는 유사한 표현이라도 적용되는 맥락에 따라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욥기｣ 28장 12절을 풀이하며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공, 아인으로 

여기라고 강조했다. 유대 전통에서 이 구절은 “지혜는 공에서 찾아져야 하니”라고 해

석되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서는 토라를 공부하는 이가 스스로를 공으로 여길 때에

야 토라를 이해하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166) 카발라에서 이 구절의 

공은 아인, 무한한 근원으로서의 신으로 해석되었다. 학계에서 �조하르�의 저자로 알

려진 중세 카발리스트 드 레온은 이 구절과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은 공(아인)이

니(｢전도서｣ 3:19)”를 엮어 해석하며 인간의 영혼은 아인의 상태를 성취할 수 있으므

로 다른 피조물들보다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카발리스트들이 아인을 

묵상해야 한다고 보았다.167) 이처럼 랍비 전통과 카발라에서 자신을 공으로 여기라는 

가르침은 토라 공부나 묵상 수행과 같이 종교적 행위와 연관되었다. 앞서 겸손한 자

세에서 자신을 공으로 여기라는 콜도베로 역시 겸손을 주로 의례, 계율 준수, 토라 

공부 등 카발라 관례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공으로 여기는 자세를 영적인 진보에 수반되어야 하는 

163) Elior, The Mystical Origins, 129, 213; Elior, The Paradoxical Ascent, 226.

164) Matt, “Ayin,”, 139. 

165) Elliot R. Wolfson, Venturing Beyond: Law and Morality in Kabbalistic Mysticism 
(Oxford; Ney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12-13. 

166) Schochet, Tzava’at Harivash, 44.

167) Matt, The Essential Kabbalah,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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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태도로 보았고,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사람의 

존재에 오직 신만이 있을 뿐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이 자신에게 임재하기

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을 공으로 여기고 공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168) 또한 사람들에게 신성 안에 앉는 대신, 스스로를 신성의 빛으로 완전하게 찬 

존재로 여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8장 1절의 “그는 천막의 입구에 

앉으니”의 참된 뜻이라고 풀이했다.169) 필자는 ‘앉다’라는 표현에 대한 바알 쉠 토브

의 해석에 주목하고 싶다. 신성 안에 앉는다는 표현은 앉는 자인 사람과 앉는 대상인 

신성 간의 분리가 남아있는 데에 반해, 신성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표현은 전부가 

신성의 빛이므로 앉는 자와 대상의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

이 아인, 공과 하나가 될 때가 비로소 천막의 입구에 앉는다고 해석하며 주체와 객체

가 나누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종교행위와 일상행위,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지 않는 비이

원적 관점에서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통한 신과의 합일을 주장한 점이 카발라와 구

별되는 하시디즘의 특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즉 신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란 

실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카발라와 하시디즘 모두 공유하고 있으나, 이 개별적인 존

재의 비실재성을 영적 자세의 기본 태도로 여기는 경향은 하시디즘에서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도브 바에는 자신을 공이라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으라 

하면서, 자신을 특정한 ‘존재’로 여기면 신이 그에게 임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

다.170) 또 다른 바알 쉠 토브의 제자, 랍비 예히엘 미하엘(Rabbi Yehiel Michael)은 

｢신명기｣ 5장 5절(“내가 신과 너 사이에 서니”)의 ‘나’를 개별적인 존재로 풀이했다. 

그는 ‘나’라는 단어는 오직 신만이 말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존재를 ‘나’로 여기는 사

람은 신과 자기 자신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고 보았다.171)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가장 중요시한 하시디즘의 관점은 영적 완성에 이른 인

물을 가리키는 ‘짜딕’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나타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짜딕은 히브리 성서에서부터 등장하는 전통적인 개념이다. 하시디즘에서는 짜딕을 신

168) Idel, Hasidism, 113-14. 

169) Idel, Hasidism, 105. 

170) Matt, The Essential Kabbalah, 71. 대니얼 매트는 카발라에서 자신을 공으로 여기는 

관념은 신의 불가해성과 불가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바에는 개인의 즉각적인 (자

신이 공이라는) 앎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분석하며 신학이 심리학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한다. 

Matt, The Essential Kabbalah, 184. 그러나 필자는 카발라의 공에 대한 신학적 묵상이 

카발리스트들의 대표적인 수행방식 중 하나이며, 카발라와 하시디즘 세계관에서 ‘나’가 ‘공’

이 되는 것은 의식 혹은 존재의 변환을 나타내므로 신학이 심리학으로 변했다는 표현은 적

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카발라와 하시디즘 모두 자기를 공으로 여겨 의식/존재가 

변환된다는 점은 공유하나 하시디즘에서는 그 적용범주를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고 본다.    

171)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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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전차(merkavah)라고 한다. 전차는 그 자체에 아무런 의지가 없으며, 모는 

이의 방향과 의지에 완전히 일치하여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짜딕은 존재의 소멸을 이

루어 사적인 의지가 무효화되었으므로 그의 모든 삶은 오로지 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

어진다.172) 짜딕의 이러한 특징은 바알 쉠 토브에 관한 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그는 짜딕에 이르면 인간의 모든 생각, 말, 행위가 신의 생각, 말, 행위와 일치하게 

되어 신의 의지에 따라 보아야 할 것만 보게 되며, 들어야 할 것만 듣게 되고, 말해

야 할 것만 말하게 된다고 하였다.173)

    기쁨, 겸손, 용서, 이해, 믿음 등 다양한 추상적인 개념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각

기 다른 듯 여겨진다. 또 열정과 평정, 자유의지와 의지의 소멸은 서로 모순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과 그의 청중을 고려했을 때, 

추상적인 개념과 상반되는 가르침이 개별적 존재의 소멸 및 이원적인 의식의 초월이

라는 목표에 부합하여 하나로 연결될 수 있으며, 랍비 전통 및 카발라와는 구별되는 

그의 사상적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신과의 결합(Devekut)174)

‘드베쿳’은 ‘결합하다(cleave)’, ‘달라붙다(adhere)’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이다. 

히브리 성서에서 이 단어는 아담과 이브의 성적 결합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으며, 이

후 유대 전통에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였다.175) 유대 신비전통에서 드베쿳은 인간과 

신의 신비로운 결합을 의미한다. �조하르�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잊고 신에게 전적으

로 헌신하는 사랑을 드베쿳이라 표현했다.176) 이는 신의 열 번째 세피라인 셰키나의 

의미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고대 랍비 문헌에서 셰키나는 단순히 신의 현존을 뜻하며 

특별한 성별은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10, 11세기 유대 신비전통에서 셰키나는 신의 

여성적 측면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후 세피로트의 상징체계가 발전하면서 �조하르�에

서 셰키나는 여인, 왕비, 공주 등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중세 카발리스트들은 문헌 공

부, 묵상, 기도 등의 수행을 할 때 셰키나와 결합하고 교류한다는 의미에서 셰키나와 

172) Jacob Immanuel Schochet, Chassidic Dimension: Themes in Chassidic Thought 

and Practice (New York: Kehot Publication Society, 1995), 100.  

173) Buxbaum, The Light and Fire, 94. 

174) Dvekut, Deveikut, D’veikut, Devequt 등으로도 표기된다. 

175) Rachel Elior, “The Love of God in the Jewish Mystical Tradition: Mysticism of 

Freedom and Commemoration versus Mysticism of Hope and Redemption,” 

Jewish, Christian, and Islamic Mystical Perspectives on the Love of God, ed. 

Sheelah Treflé Hidde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123.

176) Wolski, A Journey into the Zohar, 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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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희열에 찬 감정 상태를 드베쿳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카발라에서 드베

쿳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소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개념이었다. 그러

나 하시디즘에서 드베쿳은 인간의 지속적인 내적 상태이며 종교적인 삶의 시작점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177)  

    바알 쉠 토브는 젊은 시절부터 카발라의 드베쿳에 전념하며 신과 하나가 되는 상

태를 지속적으로 겪었다. 문헌에 따르면 그는 드베쿳 상태에서 세상이나 육체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고 먹지도 자지도 않았으며, 상처 입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는 드베쿳에 있으면서도 육체를 운용하고 사람들과 교

류할 수 있게 되었다. 드베쿳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특정한 시간에 카발리스

트들이 행하는 명상보다 평범한 이들의 헌신이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드베쿳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178)

중요한 원칙이다. 그대의 창조자와 결합하라. 그렇게 결합한 상태에서 그대 가정에 필

요한 것을 위해 기도를 하건, 무언가를 행하건 말하건 하라.......이렇게 하는 것은 그대

의 생각이 창조자와 결합하도록 그대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대가 물질적인 

일과 연관된 행위나 말과 연관될 때에도 그때 드베쿳 상태에 머물도록 훈련하라.179)

�조하르�에서 믿음과 기도는 지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영역을 연결하는 신의 현존, 셰

키나를 암시하는 표현, 또는 셰키나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중세 카발리스트들은 셰키나와의 결합을 드베쿳이라고 했다. 바알 쉠 토브는 믿

음, 기도, 드베쿳을 하나로 연결하여 해석했다. 그는 신에 대한 강렬한 헌신이 믿음이

며, 드베쿳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곧 드베쿳이라고 말했다. 즉 바알 쉠 

토브는 믿음과 드베쿳의 개념적인 구분을 지워버렸다.180)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바

알 쉠 토브는 자신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혁신이란 오직 단 한 가지, 단순한 믿음이

라고 했다.181)

    학계에서 드베쿳은 하시디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여겨진다. 숄렘은 바알 

쉠 토브가 믿음과 드베쿳을 하나로 보며, 소수의 집단에 적용되던 드베쿳의 범위를 

177) Joseph Dan, “Devekut,”, EJ.
178) Buxbaum, The Light and Fire, 29, 44, 81, 83, 100, 120. 

179) Schochet, Tzava’at Harivash, 68.

180) Ron Margolin, “On the Essence of Faith in Hasidism: An Historical-Theoretical 

Perspective,” Faith: Jewish Perspectives, eds. Avi Sagi and Dov Swarchtz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3), 308-09. 

181) Buxbaum, The Light and Fire, 2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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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까지 확장시킨 점이 카발라와 구별되는 하시디즘의 혁신적인 요소라고 보았

다.182) 숄렘의 지적대로 바알 쉠 토브는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완전한 드베쿳을 이

룬 짜딕이 되기 극히 어렵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누구나 짜딕이 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각자가 드베쿳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알 쉠 

토브와 제자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 사람이 바알 쉠 토브 곁에 있으니 신의 

현존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자 바알 쉠 토브는 사탕 가게 비유로 대답한다. 그는 가

게주인이 사탕을 사려고 온 손님에게 사탕 몇 개를 맛보게 해줄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사탕이 맛좋은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일 뿐, 손님이 사탕을 더 원한다면 손님 스스

로가 돈을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일시적

인 드베쿳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스스로 드베쿳에 다다라야 하며, 이것이 앞

으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183)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짜딕 곁에 있는 이는 드베쿳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짜딕과 신도 사이의 드베쿳은 맛보기에 불과하며 개인이 각자 드베쿳을 성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개인 각자의 드베쿳 성취를 강조했

으며 이는 초기 하시디즘 문헌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엘리오르는 기존 카발라와 

구별되는 하시디즘의 특징으로 모든 유대 공동체 일원이 신을 깨달을 가능성을 지니

며, 각자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었다.184)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대중과 엘리트, 종교생활과 일상생활, 믿음과 드베쿳을 

비이원적으로 정립한 지점이 그의 독창성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종교전통에서 그러하

지만 신과 유대민족 간의 관계에서 시작된 유대 전통에서 믿음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

이다. 바알 쉠 토브는 믿음과 드베쿳이 하나라고 말하면서 드베쿳을 모든 유대인 삶

의 기초로 확장했다. 카발라에서 드베쿳은 주로 뛰어난 이들과 종교적 행위와 연관되

었다. 드베쿳을 이루는 이들은 히브리 성서의 예언자나 사제, 카발라에 능숙한 이로 

묘사되고, 드베쿳을 이루는 과정은 계율 준수와 토라 공부 등의 수행에 적용되었

다.185)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전 유대 공동체 일원의 일상적인 삶 전체에 드베쿳

을 적용했다. 

    이 관점은 하시디즘의 믿음 개념 또한 변화시켰다. 랍비 전통에서 믿음은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 등으로 무지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면, 하시디즘에서 

믿음은 신의 현존에 대한 드베쿳, 즉 개개인의 직접적인 깨달음을 일으키며, 깨달음에

서 얻어지는 확신이라고 보았다. 이는 앞서 바알 쉠 토브가 보다 높은 믿음이란 신의 

182) Scholem, “Devekut,”, 208-09.

183)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8.

184) Elior, “The Origins of Hasidism,”, 95. 

185) Idel, “Jewish Mysticism,”, 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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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을 깨달아 아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론 마골린(Ron 

Margolin)은 신과 연결되는 체험에서 믿음이 일어난다는 관점이 하시디즘의 믿음을 

이해하는 주요한 열쇠라고 본다.186) 이처럼 하시디즘에서 드베쿳과 믿음은 나뉘지 않

는다. 필자는 이 두 개념의 구분을 지워버린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앞서 엘리오르가 

말한 하시디즘의 특징이 되는 토대라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드베쿳을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작점이자 과정, 결과이며, 모든 

이들이 지녀야 하는 내적 상태이자 완성으로 여겼다. 이에 그의 제자들은 드베쿳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바알 쉠 토브는 완전한 드베쿳은 모든 이원성이 사

라진 영속적인 상태이지만, 사람마다 영적인 수준이 다르므로 그 수준에 따라 드베쿳

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 드베쿳 연구에서는 주로 바알 쉠 

토브의 드베쿳 상태를 서술한 부분을 다루었다. 그러나 필자는 드베쿳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등장하는 제자들과 바알 쉠 토브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드베쿳 사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스승이시여, 저는 가끔 굉장한 드베쿳을 가지고 신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만 곧 저의 

드베쿳은 멈추고 신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어째서일까요?” 바알 쉠 토브가 대

답했다. “아버지가 그의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르칠 때, 그는 아들 앞

에 서서 자신의 팔을 크게 벌리고 아이가 쓰러지지 않게 손을 아이 가까이하면서 천천

히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걷는다. 아버지가 몇 걸음 뒤로 걸으면 아이는 앞으로 걷는

다. 이렇게 아이는 걷는 법을 배운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

람이 강렬한 드베쿳을 가졌을 때 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신 자신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사람의 드베쿳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신이 그 자신을 계속해서 치워

버리면 사람은 반드시 계속해서 그의 드베쿳을 키워나가 드베쿳이 더 강해지고 더 열

정적으로 된다. 매번 그가 신을 볼 때마다 신은 그 자신을 떨어뜨리니 사람은 그 전보

다도 더 드베쿳을 늘리도록 영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가로대에 있더라

도......넓은 의식에 있을 때도 있고 좁은 의식에 있을 때도 있다. 이것이 성스러운 동물

(hayot)이 달리거나 되돌아가거나 하면서 성스러운 전차를 모는 일의 비밀이니, 이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신성의 생명력(hiyut)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갔

다 하기 때문이다.”187)

필자는 위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고 싶다. 먼저 바알 쉠 토브는 동물성과 신

성을 비이원적으로 파악한다. 전술했듯이 카발라 전통에서는 인간이 동물적인 영혼과 

신성한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신성한 영혼은 신에게 이끌리지만 동물적

186) Margolin, “On the Essence of Faith,”, 310-12. 

187)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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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혼은 나를 신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며, 이기적으로 나쁜 성향에 이끌

린다. 이 동물적인 영혼은 인간이 이원적인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이다. 특

히 인간의 눈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을 분리해서 파악하며 사물들이 개별적으로 존

재하는 듯 느끼게 하여 감각을 실재(實在)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동물적인 영혼

을 히브리 성서의 표현을 차용해 ‘육안(肉眼)’이라고도 한다. 

    엘리오르는 카발라에서처럼 동물적인 영혼과 신성한 영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

고 전체인 신성에서 둘을 통합시키는 관점이 바알 쉠 토브의 문헌 주해의 특징 중 하

나라 본다.188) 이는 위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바알 쉠 토브는 동물, 피조물을 나

타내는 히브리어 ‘하욧(hayot)’과 신성의 생명력을 가리키는 단어 ‘히윳(hiyut)’을 연

결한다. 하욧과 히윳은 발음을 다르나 자음으로 구성된 히브리철자가 같으므로, 랍비 

문헌 해석 방식에서 치환될 수 있다. 즉 하욧이 히윳으로, 히윳이 하욧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바알 쉠 토브는 이 방식으로 두 단어를 연결하면서 동물성 역시 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 변동, 즉 드베쿳에 든 넓은 의식과 그렇지 

못한 좁은 의식의 변동은 밀물과 썰물처럼 자연의 섭리라고 말한다. 이 같은 관점에

서 바알 쉠 토브는 일시적인 드베쿳이 의식이 이원성에서 비이원성으로 나아가는 자

연스러운 상태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바알 쉠 토브는 아버지와 아이 은유로 일시적인 드베쿳은 인간이 신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가게 하려는 신의 의지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체험으로서의 드베쿳은 인간을 영속적인 드베쿳으로 이끄는 신의 작용이다.189) 필자

는 이 부분에 전부가 신이라는 그의 중심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바알 쉠 토브

는 앞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걸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아버지가 물러나기 

때문에 아이가 걷는 법을 배워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고 본다. 즉 인간의 영적

인 노력은 사실 신에게서 온 것이며 신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서 필자가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바알 쉠 토브가 일시적인 드베쿳 체험을 과정으

로 보며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이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카발라의 세계관과도 연관된다고 

본다. 전술했듯이 카발라는 아칠루트, 베리야, 예치라, 아시야의 네 세계가 있다고 보

며, 이 세계관은 하시디즘도 공유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은 잠재성의 형태로 세 번째 

세계인 예치라에서 형성되며, 마지막 세계인 아시야에 들어와서야 물질로 표현된다. 

188) Elior, The Mystical Origins, 48, 110. 

189) 바알 쉠 토브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의식의 추락은 의식 상승을 위한 기회

라고 풀이한다. 그는 아브라함이 영혼을, 이집트가 나쁜 성향을 상징한다고 말하며, 아브라

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창세기｣ 12:10) 이집트에서 올라옴(｢창세기｣ 13:1)이 영혼의 하

강과 상승을 가리키며, 그러므로 의식의 상승과 추락 또한 신의 뜻이라 해석했다. 

Schochet, Tzava’at Harivash,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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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카발라에서 시간성이나 공간성은 오르 엔 소프가 덮은 겉옷에 대한 개념이

며 본질적으로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네 세계를 모두 거

슬러 올라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할 때, 가장 높은 상태에 다다랐다고 본다. 

    멜리라 헬너-에셔드(Melila Hellner-Eshed)는 �조하르�에 나타난 인간의 의식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중 가장 낮은 의식은 인간이 이원적이고 구분된 삶에 

있음을 자각하는 단계로, 이때 출생, 성장, 쇠퇴, 죽음 등 시간에 속박된 모든 현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 감각과 감정을 특징으로 하는 이 의식은 이원성 안에 있으면

서 일시적으로 이원성이 사라지는 체험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가장 높은 의식은 존재

의 핵심에서 신과 하나가 되어 그 어떤 구분도 모두 사라진 상태로, 분화되기 이전의 

근원적인 상태에 이른 단계이다.190) 도브 바에 역시 개별적인 존재를 소멸시키면 삶

과 죽음, 삶과 죽음, 바다와 땅 등 모든 것이 똑같은, 시간보다도 더 높은 세계에 들

지만, 이와 달리 세계의 물질성에 이끌리면 시간성에 매인다고 보았다.191) 이는 후대 

하시디즘에서도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으로 한정된 세계 감각을 초월하고 공에 이르

러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192) 그러므로 카발라와 하시디즘에서 시간

성과 공간성을 내포하는 일시적인 체험은 이원적인 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또한 체험이라는 개념이 체험하는 자와 체험이 되는 대상, 즉 주체와 객

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전술했듯이 바알 쉠 토브는 개별적인 존재

의 소멸을 바탕으로 이원적인 의식의 초월을 강조했다. 개별적인 존재가 사라지면 체

험의 주체인 ‘나’와 객체가 되는 ‘신’ 사이의 구분은 없어진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를 

상정한 체험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필자는 드베쿳을 항구적인 상태로 여기

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앞과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스승님도 그렇습니까? 신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모든 이에게는 넓은 의식이 있을 때와 좁은 의식이 있을 때가 있다.......그러나 인간은 

또한 그것에서 추락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그의 어린 아이와 놀

아주려고 할 때, 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가 (손을 치워) 얼굴을 보여주기를 되

풀이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즐거움은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밀쳐내어 아버지의 얼굴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게 할 정도로 영리해졌을 때 더욱 커진다. 신의 영광은 세상에 가

득 차 있으며 그가 현존하지 않는 곳은 없다.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는 그저 그

190) Hellner-Eshed, A River Flows From Eden, 340-51. 

191) Moshe Idel, ““Higher Than Time”,”, Time and Eternity in Jewish Mysticism: 
That Which is Before and That Which is After, ed. Brian Ogren (Leiden: Brill, 

2015), 198-201.  

192) Elior, The Mystical Origin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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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부터 얼굴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의 감춤은 없다. 만약 그대가 정말로 놀이를 끝내서 신을 언제나 보기를 바란다

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아버지의 손을 밀쳐내라.”193)

여기에서 드베쿳은 신에 대한 앎, 의식으로 표현된다. 바알 쉠 토브는 아버지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여기 있다는 항구적인 앎이라고 강조한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밀쳐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확신과 함께 손을 밀

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특히 필자에게 이 부분은 드베쿳 체험

으로 신에게 다가간 인간이 주체와 객체, 시간과 공간의 이원성을 초월하여 영원히 

아버지의 현존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상태를 뜻하는 듯 보인다. 그러므로 바알 

쉠 토브에게 궁극적인 드베쿳은 체험을 초월하여 영원히 아버지의 현존을 아는 의식 

상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여러 하시디즘 문헌에서 드베쿳이 ‘신에 대한 내적 앎 및 

정신적 이어짐’194), ‘유일한 실재로서의 신의 편재함에 대한 의식’195), ‘신 의식’196)

등으로 표현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델은 하시디즘이 정신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여러 체험의 형태

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하시디즘은 창시자인 바알 쉠 토

브부터 트랜스, 천계 여행, 발작 등 여러 체험을 하였고, 후대 인물들도 기도 중의 예

언, 꿈에서의 계시 등 다양한 체험을 한다. 이델은 또한 기도, 문자 외기 등의 특정한 

행위로 신과 연합하는 드베쿳도 위의 체험들과 유사하게 신비적 · 황홀경적 체험이라

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하시디즘이 체험을 중요시한 중세의 황홀경

적 카발라와 유사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197) 최근 연구에서는 그는 바알 쉠 토브가 

문자에 대한 생각과 발화로 드베쿳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드베쿳을 다면적인 체험이라

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이델은 바알 쉠 토브가 현상적으로 드베쿳에 들게 되

는 순간에 집중한다.198) 3세대 이후 하시디즘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는 샤

울 마기드(Shaul Magid)도 하시디즘의 드베쿳을 체험, 체험적 교류 등으로 보며, 드

베쿳을 율법, 윤리, 이성 등과 대비시켜 분석하기도 한다.199)

193) Buxbaum, The Light and Fire, 119.

194) Wineman, The Hasidic Parable, 179. 

195) Schochet, Tzava’at Harivash, xvii.

196) Buxbaum, The Light and Fire, 6.  

197) Idel, Hasidism, 54-59. 이델이 ‘황홀경적 카발라(Ecstatic Kabbalah)’ 라고 부르는 자

료는 대개 중세 유대신비전통에서 강렬한 신비 체험을 추구한 인물 아브라함 아불라피아

(Abraham Abulafia, 1240-1291?)를 가리킨다. 아불라피아에 대한 이델의 저서로는 

Moshe Idel, “Abulafia, Abraham Ben Samuel,”, EJ. 
198) Idel, “Modes of Cleaving to the Letters,”, 314-16. 

199) Shaul Magid, Hasidism on the Margin: Reconciliation, Antinomianism, and 
Messianism in Izbica/Radzin Hasidism (Madison, Wisc.: University of 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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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델이나 마기드의 분석처럼 바알 쉠 토브와 하시디즘 문헌에는 여러 체험이 등

장하며 개인의 체험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필자는 드베쿳이 현상학적인 체험 개

념 이상의 것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델의 분석처럼 드베쿳을 일어났다

가 사라지는 하나의 체험이나 현상으로만 본다면, 바알 쉠 토브와 제자 이야기에서 

일시적으로 드베쿳을 체험하는 제자는 관찰될 수 있지만 항구적인 드베쿳 상태에 있

는 바알 쉠 토브는 관찰되기가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 개념이 내

포된 일시성은 바알 쉠 토브에게 하나의 과정이며 궁극적인 실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드베쿳 안에 체험으로서의 드베쿳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드베쿳 전체와 동일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종교학이 태동한 이래, 체험은 주요 연구주제였으며 여러 종교 전통을 이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런데 불교학자 로버트 샤프(Robert H. Scharf)에 따르면 

체험/경험은 서구 철학적 개념으로, 비서구권에서는 근대 이전까지 여기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체험은 서구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 몇 세기 되지 않은 근현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200) 이에 필자는 바알 쉠 토브

의 드베쿳은 체험보다 더 큰 개념 범주일 수 있으므로, 해석 작업에서 체험이라는 개

념 고찰과 더불어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엘리트와 대중, 체험과 의식, 믿음과 드베쿳 등을 나누지 않았으

며 전부가 신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했다. 그의 관점은 기존 유대 전통과 

카발라 개념의 의미와 범주를 바꾸었으며, 이는 후대 하시디즘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

는 신성한 세계와 속된 세계의 구분 역시 지웠고, 이 관점은 하시디즘만의 관례, 문

화 등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성과 속의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의 사상과 종교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Press, 2003), 40, 117-18, 250; Shaul Magid, Hasidism Incarnate: Hasidism, 
Christianity, and the Construction of Modern Juda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73, 151, 172. 

200) Robert H. Sharf, “Experience,”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ed. Mark 

C. Tayl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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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 속의 비이원성

1. 내적 의도/헌신(Kavvanah)201)

‘카바나’는 ‘겨냥하다’는 뜻의 ‘카벤(kaven)’에서 나온 단어로, 의식을 어떤 목표에 겨

냥함을 가리키며 ‘내적 의도’, ‘집중’, ‘헌신’ 등으로 번역된다.202) 랍비 문헌에서 카바

나는 계율을 지킬 때의 정신적인 집중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카발라에서는 기도하면

서 세피로트, 게마트리아 등 신의 신비한 속성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리켰다. 이처럼 

카바나는 기도, 계율, 묵상 등 종교 활동과 연관이 깊은 단어이다.203) 바알 쉠 토브 

역시 기도할 때에 강한 카바나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행위와 마음을 나

누어보지 않는 관점에서 기존 유대 전통의 카바나 개념의 범위를 넓혔다.    

마음이 사람의 토대이다. 토대가 단단하면 건물이 견고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신성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행위는 온전하다. 그러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점령되어 있으면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온전하지 않으니, 이는 약한 토대 위에 세워졌

기 때문이다.204)

유대 전통에서 토대, 기초를 가리키는 단어 예소드(yesod)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vetzaddik yesod olam(｢잠언｣ 10:25)’은 ‘의로운 이는 영원한 토대이니.’라는 

구절이다. 히브리어 ‘올람’에는 ‘영원’과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는 올람을 ‘세상’으로 풀이하여 의로운 이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그로 인해 

세상이 지탱된다고 해석했다. 의로운 이가 세상을 유지하는 토대라고 본 셈이다.205)

카발라에서 예소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아홉 번째 세피라가 예소

드이기 때문이다. 예소드는 상위 여덟 개의 세피로트와 열 번째 세피라 셰키나/말쿠

트를 잇는다. 예소드를 통해 상위 영역의 신성과 하위 물질세계의 신성이 연결되며 

빛으로 상징되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예소드는 신의 여성적인 

측면인 셰키나를 아인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신의 남성적인 측면으로 여겨진

다. 그래서 기둥이나 남근이 예소드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셰키나와 결합

201) Kavanah 라고도 표기되고, 복수형으로 Kavvanot, Kavanot으로도 표기된다.  

202) 아리예 카플란(Aryeh Kaplan), �유대 명상(Jewish Meditation)�, 김태항 옮김 (제천: 하

모니, 2011[1985]), 76. 

203) H. Elchanan Blumenthal, “Kavvanah,”, EJ.
204)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256.  

205) Matt, The Essential Kabbalah, 1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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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드베쿳에 이르는 카발리스트를 가리키기도 하며, 위에 언급된 잠언 구절에 따르

면 짜딕이 세상의 토대이므로 짜딕과 예소드가 동일시되기도 한다.206)

    위의 문단에서 바알 쉠 토브는 마음을 신성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토대로 보고 있

다. 사람에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그는 생각이 행위에 신의 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나쁜 행위보다 더 좋지 않으며,207) 사람은 그의 생각이 

있는 곳에 있다고까지 말하였다.208)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토라 공부, 계율 준수 등

의 행위 자체보다 행위 바탕에 있는 신을 향한 초점, 카바나를 강조했다. 카발라 역

시 모든 것이 신성이므로 마음과 행위는 이어져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관

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카발라에서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마음을 신에게 고정할 것

을 강조한 반면, 바알 쉠 토브는 종교 행위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의식을 신에게 고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이 창조된 이유에 대한 루리아와 바알 쉠 토브의 

설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루리아는 토라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근원인 신과 결합시켜야 하며, 이것

이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개개인이 매일 고정적으로 

문헌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9)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이 창조된 본질적인 목적

은 예배라고 말했다. 루리아와 바알 쉠 토브 둘 다 인간이 신을 깨닫기 위해 이 세상

에 태어났으며, 깨달음의 과정에 카바나가 필요하다고 본 점은 유사하다. 그런데 토

라, 탈무드, 카발라 등의 문헌 공부에서 깨닫는 방법을 찾은 루리아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나’가 아니라 신을 향한 초점에서 찾았다. 그는 신은 모든 방법에서 섬겨지고

자 하므로 사람이 홀로 길을 걷거나 사람들과 일상대화를 나눌 때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예배라고 말했다.210) 즉 바알 쉠 토브는 인간의 삶 전체가 카바나

에 의해 예배가 된다고 본 것이다.

    성과 속을 나누지 않으면서 내적 태도를 강조한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은 유대 전

통의 ‘리쉬마(lishmah)’ 개념의 확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리쉬마는 ‘그저 그것을 

위해’라는 뜻으로, 랍비 문헌에서부터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를 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반대 표현은 ‘셸로 리쉬마(shelo lishmah)’로, 랍비 

전통에서는 숨은 동기로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를 하는 자세를 가리켰다. 루리아 카

발라에서도 리쉬마는 상위의 세계를 설명한 신지학적 체계를 익히는 자세에 주로 사

용되었다. 그러나 바알 쉠 토브는 리쉬마를 개별적인 자기가 아닌 신을 위해 하는 내

206) Wolfson, Luminal Darkness, 161-62, 168-69. 

207) Newman, The Hasidic Anthology, 431. 

208) Schochet, Tzava’at Harivash, 55. 

209)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92. 

210) Schochet, Tzava’at Harivash, 4-5. 



- 72 -

적 상태로, 셸로 리쉬마는 개별적인 자기에서 일어나는 생각, 자부심 등으로 보았다. 

그리고 토라 공부와 계율 준수 뿐 아니라 모든 행위를 리쉬마로 하라고 강조했다.211)

즉 기존에는 종교적 행위에 적용되던 내적 자세인 리쉬마를 기본적인 내적 태도로 바

꾸면서 삶 전체에 적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과 속의 구분 타파와 의식 변

환은 종교적인 시공간의 개념과 행위의 경계를 지웠다. 

    필자는 카바나와 리쉬마의 변용에 바알 쉠 토브의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신이 전부이므로 그저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은 곧 신을 위해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리쉬마는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신을 위해 하는 자세를 

뜻하며, 이는 오직 신에게 집중하는 카바나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은 초기 하시디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자 야콥 요세프와 관련된 문헌에는 

한 명은 가난하고 한 명은 부유한,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온다. 가난한 이가 부유한 이

에게 어떻게 부를 얻게 되었는지 묻자, 부유한 이는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답

한다. 이에 가난한 이는 신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똑같은 행동에도 다른 결과가 나오자 의아해하는 가난한 이에게 부유한 이는 

“너는 오직 부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악한 행동을 했지, 악한 행동 그 자체를 위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준다.212)  

    이 이야기에서 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카바나와 리쉬마는 행동보다도 더욱 중요하

게 여겨진다. 또한 자신의 영득을 위해 신을 구하는 자세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본다. 가난한 이는 신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의 관심은 신을 구하거나 버

리는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악한 행동 이전부터 신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은 셈이었다. 나아가 악 역시 신에게서 나왔으므로 악한 행동 자체를 위해 

함은 신을 위해 함과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이처럼 초기 하시디즘 역시 성과 속, 선

과 악, 행위와 의도를 나누지 않으면서 초점을 개별적인 자기에게서 신에게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비이원성과 개별적 존재의 소멸을 중심축으로 기도, 

음악, 이야기 문학 등 하시디즘의 종교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알 쉠 토브는 자신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다다를 수 있었던 이유로 다량의 

문헌 공부 대신 강한 카바나로 올린 끝없는 기도를 들었다.213) 이는 토라 공부를 기

도보다 높게 평가했던 랍비 전통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탈무드에서 어

느 랍비는 기도와 토라를 각각 일시적인 생활과 영원한 생명에 비유하며 토라 공부와 

기도가 다른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으며, 대다수의 랍비들은 기도는 덜 배운 이가 하

는 방법이라고 여겼다.214) 이와 달리 바알 쉠 토브는 기도를 토라 공부 및 계율 준수

211) Schochet, Tzava’at Harivash, 45, 52-53, 120, 151. 

212) Wineman, The Hasidic Parable, 20.

213) Schochet, Tzava’at Harivash,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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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등하게 다루면서 유대 전통에서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변화시켰다. �짜바아트 

하리바쉬�는 전체 내용의 4분의 1이상에서 기도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에도 신도의 

지침서로 사용되므로 기도를 중요시하는 문화는 하시디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짜바아트 하리바쉬�에 등장하는 기도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

았다. 먼저,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보다도 기도하는 내적 자세가 강조된다. 바알 쉠 토

브에 따르면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소리를 내어 읽을 수도, 속으로 욀 수

도 있으며, 몸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혹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기도서를 

눈으로 읽거나 눈을 감고 욀 수도 있으며,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외거나 문자 하나

하나를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한 경외, 헌신, 집중, 열정과 같은 내적 상

태는 기도를 기도이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는 입으로는 기도를 외면서도 속으

로는 잡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나쁜 성향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보았다.215)

    유대 전통에서 기도는 하루에 세 번 올리는 것이 관례다. 아침 기도인 샤하리트

(Shacharit)는 일출부터 정오 사이에 올린다. 낮 기도인 민하(Mincha)는 정오부터 일

몰 사이에 올린다. 저녁 기도인 마아리브(Maariv)는 일몰부터 취침 사이에 올린다. 

기도는 회당 혹은 가정에서 집단(minyan)이나 개인으로 올리며, 낮 기도인 민하는 시

간 특성상 일터에서 올리기도 한다. 이 기도들은 특정한 기도서들이 순서대로 포함되

어 있으므로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 있었고, 한 번의 기도를 올리는 데 15분에서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바알 쉠 토브는 정신적인 집중, 의도, 헌신을 강조하면서 기도에 대

한 시공간, 내용, 형식상의 옳고 그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가 �시브

헤이 하베슈트�에서 일하느라 기도를 깜빡한 사람이 저녁에 부랴부랴 집에 돌아가 낮 

기도를 올릴 때, 그가 무얼 외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천사들이 그의 기도에 응한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216)

    두 번째로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기도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사

람의 꺼리는 마음이다. 바알 쉠 토브는 기도를 하지 못하리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은 

신이 변장하여 모습을 감춘 때이므로 더욱 강한 카바나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또한 왕이 출타 중이라고 빈둥거리는 종은 충실한 종이라 할 수 없듯이, 안

식일과 평일을 나누어 안식일에만 집중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

들에게 신이 영원히 현존한다는 앎을 가지고 잡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라고 강조했

다.217) 이 같은 관점에서 그는 모든 것이 신성하며 회당과 숲의 차이가 없음을 아는 

214) Louis Jacobs, “Hasidic Prayer,”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331.

215) Schochet, Tzava’at Harivash, 25-26, 29, 47-48, 53, 56, 79, 97, 99, 108, 125.  

216) Ben-Amos, In Praise, 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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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는 회당과 숲 모두 기도에 적당한 장소라 하였고, 이 앎을 통해 카바나로 기도

하는 이는 신과 결합하는 드베쿳에 머무르기 때문에 토라 문헌과 시장의 담화, 즉 성

과 속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218)

    필자는 그가 기도에 대한 지식보다 신에 대한 앎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카발라에서 기도는 명상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토라 공부와 병행되었다. 그런데 이 기

도서들은 토라와 카발라를 바탕으로 한 세피로트, 게마트리아 등의 정교한 체계를 가

지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이는 기도하기가 어려웠다.219) 바알 쉠 토브는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 실질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인간의 삶 전체로 확장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라고 본 것과 같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세 번째로 기도는 육체적인 죽음, 자아 감각 상실 등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과 연

관된다. 바알 쉠 토브는 사람은 기도 중에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죽음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존재란 중요하지 않음을 떠

올리며 강렬하게 기도하라고 말했다. 이를 ‘마치 물리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자세로 기도하라’라고도 표현하였다. 그는 사람이 ‘나’를 실재하

는 어떤 것으로 여긴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며 잡생각이 들어와 그의 기도를 방해하

리라 보았다. 이와 달리 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단어들이 입

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기도는 신과 분리된 존재는 실재하

지 않는다는 앎을 깨닫는 수단이면서, 신과 결합하여 드베쿳을 이루어 개별적인 존재

의 소멸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220) 그래서 후대 하시디즘에서 기도는 드베쿳을 이루

는 가장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221)

    마지막으로 카바나를 가진 기도는 상위 세계와 하위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다. 바알 쉠 토브는 모든 단어가 신에게서 왔으므로 완전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글자는 네 세계와 영혼, 신성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알

고 강렬한 집중, 헌신, 열정으로 기도하면 글자가 담고 있는 물질영역의 신성인 셰키

나와 비물질영역의 신성을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도는 인간의 내적 상태

에 따라 신과 물질세계를 연결하면서 세상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222)

이는 �시브헤이 하베슈트�의 여러 이야기에서도 등장한다. 바알 쉠 토브를 비롯하여 

217) Schochet, Tzava’at Harivash, 57, 72, 73, 125. 

218)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38.

219) Aryeh Kaplan, Meditation and Kabbalah (York Beach, Maine: Samuel Weiser, 

Inc, 1985[1982]), 283-85. 

220) Schochet, Tzava’at Harivash, 27, 30, 46, 49-50, 89.

221) Schochet, Tzava’at Harivash, xviii-xix. 

222) Schochet, Tzava’at Harivash, 29, 47, 61-63, 108, 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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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수단 중 하나가 기도이다. 특히 바알 쉠 토브에 관한 

기록에서 기도는 영혼을 천상세계와 연결시킬 뿐 아니라, 천상세계에 속해 있던 영혼

이 물질세계의 인간으로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그는 

깊은 드베쿳 상태에 있어서 언어조차 뒤죽박죽이 되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다. 

그러자 천상의 교사인 아히야가 그에게 ｢시편｣ 119장을 비롯하여 시편의 여러 구절

들을 반복해서 외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매일 ｢시편｣을 외는 것으로 바알 쉠 토브는 

드베쿳에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여 가르침을 펼칠 수 있었다.223)

    ｢시편｣ 119장은 여타 히브리 성서 구절과는 다르게 찬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유

대 전통에서 명상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히브리 성서 시대부터 119

장은 묵상을 통해 개인이 높은 영적 상태에 이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여겨진다.224) 그런데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에서 이 장은 반복해서 외는 기도가 되어 

높은 상태에 이르는 것뿐 아니라, 높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낮은 물질영역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역할까지 한다. 카바나에 의해 기도가 지상과 천상, 아인과 셰키나, 

육체와 영혼을 통합시킨 수단이 된 셈이다. 

    바알 쉠 토브는 토라 공부로도 드베쿳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225) 그는 각자가 

토라를 공부하며 토라의 내적 의미를 직접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하시디즘에

서 이 가르침은 내적/자기성찰적 토라(pnimiyut hatorah)로 불리며 문헌 공부의 한 

형태를 이루었다.226) 그런데 그는 토라, 기도, 계율 준수의 진정성을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계율을 준수하면서도 준수하는 자신을 영광되게 여기

는 이, 즉 개별적인 ‘나’가 신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이

는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앎(daat)이 있으면 상업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신과 함께 하는 현명한 

자이지만, 앎이 없으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 하여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며, 앎 

없이 올리는 기도, 토라 공부는 영적인 진보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았다.227) 여기

에서의 앎은 신과 결합된 드베쿳, 신만이 실재한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전술했듯이 

바알 쉠 토브의 드베쿳은 체험일 뿐 아니라 의식 상태, 존재의 상태를 가리키며, 드

베쿳에서는 모든 환경이나 행위의 구분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바알 쉠 토브는 행위, 

현상의 내용이나 양식보다 개인의 내적 상태가 영적 진보의 핵심이며, 이에 따라 삶

223) Ben-Amos, In Praise, 129, 329. 

224) 아리예 카플란(Aryeh Kaplan), �성경과 명상(Meditation and the Bible)�, 김태항 옮김 

(제천: 하모니, 2012[1978]), 199-207. 

225) Schochet, Tzava’at Harivash, 104. 

226) Schochet, Mystical Concepts, 11, 19-20, 23;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130-31.

227) Schochet, Tzava’at Harivash, 90, 112-1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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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부분이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알 쉠 토브의 제자 코소보의 나흐만(Rabbi Nahman of Kosow)은 랍비, 설교

자, 종교교사 등 소위 영적인 직업을 가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소작농이자 상인으로

서 생계를 꾸렸다. 그는 밭을 갈거나 물건을 팔면서도 언제나 신을 떠올리며 드베쿳

을 이루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회당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속적인 일을 떠올

릴 수 있듯이 그 반대도 가능하므로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신을 앞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228) 여기서도 농사일과 회당기도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

며, 서로 달라 보이는 행위나 현상보다 이를 대하는 내적 상태가 중요시된다. 또한 

항상 어디서나 신을 앞에 두는 강한 집중과 헌신을 진정한 영적 노력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개별적 존재의 소멸을 목표로 앎과 카바나, 드베쿳에 초

점을 맞추면서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분을 지운 점이 하시디즘의 종교문화의 형성과

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짜딕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는 마아세 

메르카바(Ma’aseh Merkavah)와 연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229) 마아세 메르

카바는 본 논문의 ‘유대 신비전통’의 역사에 나온 초기 유대 신비전통의 전차

(Merkavah) 문헌을 가리킨다. 히브리어로 된 이 문헌은 랍비들의 천상 세계에 대한 

신비 체험을 다루고 있으며, 랍비들 내에서만 비밀리에 공유되었다. 이와 달리 짜딕 

이야기는 이디시어로 전해졌으며, 랍비뿐 아니라 신도들을 통해서도 장소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널리 구전되었다. 이 짜딕 이야기에는 신비 체험이나 이적 행위뿐 아니라 

그가 공동체 사람들과 교류하는 평범한 일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알 쉠 토브는 짜

딕 이야기와 마아세 메르카바가 모두 개인의 영적 진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둘을 동

등하게 연결하며, 랍비와 대중, 신비와 일상, 천상과 지상, 히브리어와 이디시어, 종교

적 가르침과 세속적 이야기의 구분을 사라지게 했다. 

    이에 이야기가 토라 공부와 같이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수행의 일부로 여겨지

면서 하시디즘만의 다양한 민간전승과 설화 등이 발달하였고, 이후 동유럽 유대 문학

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이디시어의 가치적 구분이 사라지면서 이디

시어의 지위가 격상되었다. 바알 쉠 토브를 비롯한 하시디즘 지도자의 가르침은 처음 

이디시어로 구술되었고, 이후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문헌화되었다.230) 현대 세계 아시

케나지 유대 공동체는 이디시어를 사용하며 이디시어를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성스

러운 언어로 여긴다. 이처럼 다양한 수단들이 영적인 진보에 똑같이 기여한다는 관점

은 바알 쉠 토브가 등장하는 하시디즘의 유명한 이야기에서도 발견된다.

228) Ada Rapoport-Albert, “God and the Zaddik,”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300-01. 

229) Ben-Amos, In Praise, 199. 

230)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48. 



- 77 -

    이에 따르면 바알 쉠 토브는 아픈 소년의 목숨을 살리고자 숲에서 초를 켜고 기

도와 명상을 하며 신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에 신은 바알 쉠 토브의 청을 들어주었

다. 도브 바에는 바알 쉠 토브의 명상법을 몰랐으나 신이 도와주리라 믿고 숲에서 초

를 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이에 신이 그의 청도 들어주었다. 다음 세

대인 사소브(Sassov)의 랍비는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신이 도와주리라 믿고 사람들에

게 바알 쉠 토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에 신이 그의 청도 들어주었다.231) 여기에

서 명상, 기도, 이야기는 믿음, 카바나, 드베쿳에 따라 모두 성스러운 수단이며 동일

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하시디즘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자. 속죄일(Yom Kippur)에 어느 유대인 목동이 회당을 

찾았다. 그는 예배에 깊이 감동했지만 글을 몰라 기도서를 읽을 수 없었다. 대신에 

목동은 휘파람을 불어 신에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선물로 바쳤다. 사람들은 목

동의 행동을 불경하게 보고 당황하며 화를 냈지만, 바알 쉠 토브는 이들을 저지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회당의 기도가 무언가에 막혀 천상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었는

데, 목동의 순수한 휘파람이 그 장애물을 걷어 기도가 신에게 미치도록 했다고 말했

다.232) 속죄일은 히브리 성서 시대부터 희생 제물을 바치고 단식을 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신에게 죄 사함을 받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제일(祭日)이다. 바알 쉠 토브는 

진정한 정화는 신에 대한 사랑과 신을 향한 강렬한 초점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서 문맹

인 목동의 휘파람이 히브리어 기도보다도 신에게 더 호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어와 비언어의 구분조차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바알 쉠 토브는 음악과 춤 역시 기도, 계율, 토라 공부처럼 인

간을 신과 결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다음은 바알 쉠 토브의 이름으로 전해

지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음악에 대한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달콤한 소리로 아름답게 악기를 연주했다. 이를 듣는 이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 신이 나고 부드러운 소리가 주는 환희에 마음

이 움직인 사람들은 기쁨에 차서 춤을 추고 천장에 닿을 정도로 뛰었다. 음악에 가까이 

서 있을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환희는 점점 더 커졌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춤을 추

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귀먹은 남자가 왔다. 그는 악기의 달콤한 선율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굉장한 에너지로 춤을 추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보고는 미친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이어 “저런 즐

거움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현명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유쾌하

고 즐거운 악기의 소리로 춤을 추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 또한 사람들과 함께 춤을 

231) Buxbaum, The Light and Fire, 4. 

232) 텔루슈킨,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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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을 것이다.233)

카발라에서는 모든 존재가 신의 창조의 증언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본다. 각 존재는 

신성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음률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신성에서 비롯된 

음률들이 어우러져 연주되는 음악이다. 바알 쉠 토브는 카발라의 상징을 받아들이면

서 음악과 춤이 사람의 영혼을 신과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234) 특히 이 이야기

에서 필자는 귀가 들리는 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만 귀먹은 자는 음악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알 쉠 토브가 강조한 신에 대한 앎을 연상하였다. 신이 이 

세상 전체에 있듯이 이야기 속 음악 역시 장소를 가득 채우고 있다. 모든 존재가 신 

안에 있듯이 모든 이들은 음악 속에 있다. 이를 아는 자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듯이 

음악을 듣는 자는 연주와 하나 되어 춤을 출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자는 

신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듯, 음악을 듣지 못하는 자는 춤추는 사람들과 자

기가 다르다고 느낀다. 

    바알 쉠 토브는 노래와 춤을 기도 및 예배와 동일시하면서 집, 길거리 등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동료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235) 여기에서 ‘니군(niggun)’이라

는 하시디즘의 독특한 음악 및 춤 문화가 생겨났다. 니군에는 짜딕이 사람들에게 가

르침을 주는 탁자에서 부르는 선율, 춤을 위한 선율, 행진과 왈츠를 위한 선율 등이 

있다.236) 앞서 바알 쉠 토브는 모든 단어, 철자에 신성이 있으므로 개인의 집중, 헌

신, 열정 등을 통해 단어나 철자를 반복하는 기도만으로도 사람이 신과 결합할 수 있

다고 보았음을 살펴보았다.237) 이 관점은 음악에도 반영되어 있다. 니군에는 의미 없

는 단어나 의성어로만 된 노래가 존재하며, 하시디즘에서는 열정과 기쁨으로 내용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신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238)

233) Wineman, The Hasidic Parable, 145. 이 이야기는 바알 쉠 토브의 대표적인 우화 중 

하나로 하시디즘 문헌마다 표현에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Schochet, The Mystical 
Tradition, 28. 

234) Yitzhak Buxbaum, Jewish Tales of Mystic Joy (San Francisco: Jossy-Bess, 2002), 

21-23.

235) Ben-Amos, In Praise, 223-24; Buxbaum, Jewish Tales, 24-34. 

236) ‘니군’은 히브리 성서에서 ‘노래하다’라는 뜻이나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주로 ‘선율(tune, 

melody)’이라고 번역된다. 복수는 niggunim. A. Hajdu and Y. Mazor, “Ḥasidism: The 

Musical Tradition of Ḥasidism,”, EJ. 브라츨라프의 나흐만(Rebbe Nahman of 

Bratzlav)은 카발라의 세계관으로 음악과 영혼, 세계의 관계를 자세하게 해석했다. 더욱 자

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Chani Haran Smith, Tuning the Soul: Music as 
a Spiritual process in the Teachings of Rabbi Naḥman of Bratzlav (Leiden; 

Boston: Brill, 2010), 49-100.

237) Elior, The Mystical Origins, 55-58. 

238) Judit Frigyesi, “The Practice of Music as an Expression of Religious Philosophy 

among the East-Ashkenazi Jews,” SHOFAR 18(4) (Purdue Universit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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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개인의 내적 상태와 영적 진보에 방점을 둠으로써 이 방점을 이루는 수단

과 방점이 드러나는 양상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도를 예로 

들면, 내적으로 앎, 카바나, 드베쿳으로 기도하면 언제든 신과 하나일 수 있으므로, 

기도의 장소, 시간, 순서, 내용, 언어 등은 저마다 다양해 질 수 있다. 또한 노래, 이

야기, 춤 역시 기도이자 예배가 되므로 기도의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매 

순간이 기도이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기도와 예배가 인간 삶의 모든 양상으

로 드러나게 할 수 있다. 필자는 하시디즘과 미트나그딤의 근본적인 갈등원인과 이후 

하시디즘의 변화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72년, 정통파 랍비 빌나의 가온(Gaon of Vilna)239)은 하시딤과의 모든 거래

와 결혼을 금지하는 파문 포고령(herem)을 내렸다. 바알 쉠 토브는 1760년에 사망했

으므로 살아있을 적에 파문이 된 적은 없었지만, 19세기 이전까지 하시딤과 미트나그

딤의 갈등은 격렬했다. 갈등의 불씨를 지핀 가온은 어릴 적에 토라, 탈무드를 비롯하

여 카발라 문헌까지 섭렵했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 18시간씩 공부하며 문헌 공

부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유대 역사에서 크게 존경받는 학자이다.  

    가온이 하시디즘을 반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당시 쩨비의 메시아 운동

의 여파로 랍비들은 대중의 이목을 끄는 인물을 경계했다. 또한 하시디즘은 가온이 

살던 리투아니아 빌나 지역에 빠르게 퍼지며 많은 신도를 모았다. 신도의 이동은 비

(非)하시디즘 회당의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미트나그딤이 하시디즘을 반

유대적이며 거짓된 운동이라 본 데에는 기도, 음악, 짜딕 등 하시디즘의 종교문화가 

결정적이었다. 하시딤은 끊임없이 모든 수단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했으므로 기도

하는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에 미트나그딤은 하시딤들

이 하루 세 차례의 기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유대 계율을 파기했다고 보

았다. 또 미트나그딤의 눈에 소리를 내거나 몸을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어디서나 춤추고 노래하는 하시딤의 모습은 유대 전통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였다.240)

20-21. 

239) 이름은 엘리야 벤 솔로몬(Elijah Ben Solomon)이며 율법, 탈무드 주해, 카발라 문헌 등

에 뛰어난 능력을 지녀 ‘빌나(지역)의 천재(Gaon)’라고 불렸다. 그래서 본명보다 ‘빌나 가

온’, ‘빌나의 가온’이라는 별칭이 더 자주 쓰인다.  

240) 바알 쉠 토브는 사람들에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의 몸짓을 비웃지 못하듯이, 개별

적인 존재와 잡생각, 악한 경향에서 빠져 나오려고 애쓰는 이의 몸짓을 비웃을 수 없다고 

말하며, 노래하고 춤추기를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꺼이 움직이라고 

권했다. 이 가르침에서도 행위보다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Jacobs, “Hasidic Prayer,”, 350. 그러나 이처럼 열정적인 춤과 노래는 유대 전통에서 받

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으며, 미트나그딤은 이를 두고 광기 어린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Arthur Green, Tormented Master: A Life of Rabbi Nahman of Bratslav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9), 141-42. 



- 80 -

    특히 미트나그딤은 가온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토라 공부를 종교적 생활의 최우

선으로 두었고, 교육기관인 예시바를 중요시했다. 이와 달리 하시딤은 기도와 노래, 

춤을 토라 공부와 동등한 위치에 두었을 뿐 아니라, 성스러운 공간과 속된 공간의 경

계는 없다고 보았다. 야콥 요세프는 공부하러 예시바에 갈수록 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것이며, 토라 공부에 매달리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기

까지 하였다. 이는 문헌 공부와 계율을 정례적으로 행해야만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보

았던 미트나그딤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 

    또한 미트나그딤은 계율 준수와 공부, 주해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바알 쉠 토브는 모든 것이 신임을 깨닫는 앎을 중요시하면서 어디서든 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미트나그딤은 하시디즘이 유대인을 유대 전통적

인 가치인 토라와 계율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갈등은 하바드 하

시디즘의 창시자인 슈뉘어 짤만(Shneur Zalman)이 미트나그딤의 고발로 투옥되었을 

정도로 격화되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하시디즘 분파는 문헌 공부와 계율 준수를 중

요시하며 유대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기울게 되었다.241)  

    하시디즘이 유대 전통적인 요소로 되돌아간 데에는 유대 계몽운동과 유대인 해

방, 동유럽의 정치적 변화의 영향도 있다. 1770년대부터 시작된 유대 계몽운동은 유

대인들이 거주지의 문화에 융화되어야 한다는 신조 아래, 세속적 학문 교육과 취업 

등을 장려하였다. 계몽주의자들(maskilim)은 카발라를 전근대적이고 미신적이라 여겼

으며 합리주의와 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780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이 거

주 국가의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 유대인 해방으로 유대인들은 출세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유대인의 세속화와 그리스도교로의 자발적인 개종으로 이

어졌다. 19세기 초에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개혁 유대교가 등장했다. 

개혁 유대교는 18세기까지 유대 공동체에 널리 수용된 토라, 탈무드, 카발라 문헌에

서 토라만을 수용했고, 유대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열린 태도를 보였으며 기도, 예

배, 식사 규정 등에 관한 기존 유대 율법을 변용시키면서 정통 유대교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유대 전통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하였다.242)

241) Modercai L. Wilensky, “Haisid-Mitgaggedic Polemics in the Jewish Communities 

of Easter Europe: The Hostile Phase,” Essential Papers on Hasidism (New York;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245-51, 261-63;  텔루슈킨,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352-58; Barry L. Schwartz, Judaism's Great Debates: Timeless 
Controversies from Abraham to Herzl (Lincoln: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2), 

57-63.

242) 세속학문에 대한 유대 분파의 태도는 현대 유대 신비주의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 개혁 유대교와 보수주의 유대교는 유대 종교전통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수용하는 

반면, 정통 유대교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며 종교전통 공부는 예시바에서 한다. 이로 인해 

유대학이나 유대 신비주의학계에는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학자나 개혁과 보수주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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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하시디즘의 성장거점인 동유럽 지역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18세기 말, 

폴란드의 영토가 분할되고 제정 러시아가 유대인의 입국을 허용하면서 러시아로의 대

규모 유대인 이주가 있었다. 제정 러시아는 집단거주지에 유대인을 수용했으며, 직업, 

여행 등을 제한하고 히브리어와 유대 전통을 금지하면서 개종과 세속 언어 사용을 강

요했다. 유대인 차별과 규제 법령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강제 수

용과 추방을 거듭해서 당했다. 또한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운동이 러시아 및 폴란드 

유대인에게 전파되자, 러시아 정부는 유대인 계몽주의자들을 이용해 유대 전통을 해

체하려고 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는 대규모 유대인 학살까지 일어나자, 많은 유대인

이 미국, 팔레스타인 등지로 이주하며 새로운 문화와 부딪치게 되었다. 

    이처럼 계몽운동, 해방, 박해를 겪으면서 하시디즘은 유대 전통을 고수하는 방향

으로 변하게 되었다.243) 예를 들어 현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하시디즘 분파인 게르

(Ger) 하시디즘 지도자는 토라 없이는 하시딤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토라 문헌 공부

를 가장 중요시한다.244) 학계에서는 바알 쉠 토브부터 도브 바에의 제자까지 3세대 

하시디즘을 초기 하시디즘이라 하며, 바에의 제자들이 사망한 1812-1815년을 기점으

로 후대 하시디즘과 구분해왔다. 다수의 학자가 초기 하시디즘은 혁신적이고, 신비적

이며, 창의적이었으나 후대 분파들은 성장과 함께 제도화되면서 초기의 요소가 줄어

들고 미트나그딤에 가까워지며 하시디즘만의 특징이 쇠퇴했다고 보았다.245)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알 쉠 토브는 기도, 토라, 계율과 같은 유대 전통과 춤, 노

래, 이야기 같은 관례가 카바나, 드베쿳, 열정 등에 의해 모두 동등하게 개별적인 존

재의 소멸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존 전통에서와  

같이 토라 공부나 계율을 통해서도 드베쿳을 이룰 수 있으며, 혹은 랍비 나흐만과 같

이 농사일이나 거래를 하면서도 드베쿳을 이룰 수 있다. 현대 하시디즘 분파는 카발

라 교육, 탈무드 공부, 내적 성찰, 계율 준수 등 저마다 강조하는 종교양식이 다르지

만 모두 개별적인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존재의 소멸을 가장 높은 영적 목

학자가 많았다. 텔루슈킨,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325-27. 또한, 학자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유대 전통은 매우 다른 비중과 해석을 갖는다. 예를 들어 카발라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교 랍비인 아리예 카플란의 저서에는 신비전통이 랍비 전통에서부터 유서 깊은 것으로 

그려지나, 보수주의 유대교 랍비인 제이콥 뉴스너의 저서에서 신비전통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하시디즘 역시 연구 초기에는 미트나그딤에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 학자들의 관점

과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Elior, The Mystical Origins, 195-99.  

243) Zeitlin, Jews, 112-13, 136-37; 텔루슈킨,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362-63, 366, 

372-76; 존슨, �유대인의 역사�, 509, 518-19, 606-19. 

244) Tzvi Rabinowicz, Hasidism in Israel: A History of the Hasidic Movement and 
Its Masters in the Holy Land (Northval, New Jersey: Jason Aronson, 2000), 11. 

245) Benjamin Brown, “Substitutes for Mysticism: A General Model for the 

Theological Development of Hasid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y of 
Religions 56(3)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7), 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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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고 있다. 또한 전통을 행함에 있어 카바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카바

나와 행위의 결합은 하시디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이다.246) 그러므로 필자는 유

대 전통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부분이 영적인 수단이 된다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에 

후대 하시디즘 분파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배태되어 있었으

며, 비이원적 통합성이 현대 하시디즘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앞서 겸손을 설명할 때, 의지의 무효화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카바나는 신을 향한 강한 의도, 집중을 가리키므로 의지의 무효화와 카바나는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일 수 있다. 초기 하시디즘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필자는 카바

나와 의지의 무효화가 다른 측면에서 존재의 소멸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바알 쉠 토브는 모든 행동에 강한 카바나를 적용하라고 말했으며, 카바나를 

통해 드베쿳에 이를 수 있고, 드베쿳에 멀어졌을 때도 카바나를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였다.247) 여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드베쿳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자 도브 바에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자물쇠는 딱 맞아 열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어떤 도

둑들은 이 열쇠로 자물쇠를 연다. 이와 유사하게 모든 일에는 각각의 열쇠가 있는데, 

이것이 카바나이다. 카바나를 행하는 이들은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도둑들이다. 그런

데 단순히 자물쇠를 부수어 문과 자물쇠를 한꺼번에 열어버리는 도둑들도 있다. 자물

쇠를 부수어버리는 것이 드베쿳이다. 도브 바에는 가슴의 완전한 내맡김, 드베쿳으로 

단숨에 인간과 신 사이의 장벽을 부수는 사람이 한 번에 모든 자물쇠를 여는 도둑이

며, 드베쿳이야말로 모든 자물쇠에 대한 완벽한 열쇠라고 말했다.248) 이처럼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은 드베쿳을 가장 중요시하며, 카바나는 드베쿳에 이르기 위한 

보조수단이자 드베쿳의 완성을 위해서는 놓을 수도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물질성 벗어버리기(Hafshatat hagashmiyut)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Avodah begashmiyut)

히브리어 ‘가쉬미윳(gashmiyut)’은 유대 전통에서 물질적 쾌락, 물질주의를 뜻하며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주로 물질성, 유형성으로 번역된다. 고전적으로 유대 전통에서는 

246) Elior, The Mystical Origins, 2-3, 213; Jacobs, “Hasidic Prayer,”, 343. 

247) Schochet, Tzava’at Harivash, 25, 29, 47, 49, 57, 72, 114-15.  

248) Wineman, The Hasidic Parable,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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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대한 욕망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랍비 문헌인 �창세기 랍바(Bereshit

Rabba)�에는 사람에게 나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다

는 구절이 나온다.249) 그래서 고대부터 물질에 대한 이끌림을 거두어들이는 다양한 

유대 명상법이 개발되었다. ‘히트보데두트(hitbodedut)’는 ‘격리, 분리’를 뜻하는 단어

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장소로 가서 홀로 지내는 외적 격리와 생각이나 감각이 없

도록 마음을 격리시키는 내적 격리로 나누어볼 수 있다. ‘히트보네누트(hitbonenut)’

는 ‘자기 이해’, ‘관조’, ‘묵상’ 등을 뜻하며, 사물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신을 떠올리

고 신의 전능한 창조와 창조물로서의 자신을 깨닫는 관조를 가리킨다. 히트보데두트

와 히트보네누트는 마이모니데스를 비롯한 유대 사상가의 글에도 등장하며 카발라에

도 반영된 명상법이다.250)

    카발라에서는 인간에게 물질에 이끌리는 부분(동물적인 영혼)과 신에게 이끌리는 

부분(신성한 영혼)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의 현존인 셰키나가 여성을 상징하므로 

신을 향한 영혼의 이끌림을 여성을 향한 남성의 강렬한 사랑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

련된 중세 카발리스트 아크레의 이츠하크(Raabi Yitzhak of Acre)251)의 우화를 살펴

보자. 한 남자가 목욕탕에서 나오는 공주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 그녀와 함께 하기를 

바랐다. 그러자 공주는 여기가 아니라 묘지에서 그의 소망이 실현될 것이라 답했다. 

남자는 그 말을 묘지에서 만나자는 말로 알아듣고 그곳에 가 공주를 기다렸다. 그러

나 공주의 말뜻은 묘지에서야 공주를 물질적인 열망의 대상으로 보는 남자의 이원적

인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남자는 그녀가 곧 오리라 기대

하면서 묘지에서 먹고 자고 모든 생각을 그녀에게로 고정했다. 열망이 강해지면서 그

의 영혼은 대상에 대한 감각에서 떨어져 나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으

며, 신과 결합하게 되었다. 곧 그는 신의 충실한 종이 되어 지나던 많은 이들에게 축

복을 내리게 되었다.252)

    이 이야기에서 공주는 셰키나를, 남자가 처음 있었던 장소는 사람들이 많은 세

상, 그리고 묘지는 내 · 외적인 격리를 상징한다. 유대 전통에서 묘지는 제의를 올리

던 고대 이스라엘 시절부터 특별한 정화의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랍비 전통에

서는 죽은 자들이 세상을 중재하는 힘이 있다고 보아 문제가 생기면 묘지를 찾기도 

하였다. �조하르�에서 묘지는 인간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의 일부가 머무르는 장소로 

그려지며, 사페드 카발리스트들은 성인들의 묘지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여겨, 정기적

으로 묘지를 찾아 토라 공부, 기도, 묵상을 하며 묘지 방문을 보편적인 수행의 하나

249) Schochet, Tzava’at Harivash, 94. 

250) 카플란, �유대명상�, 77-81. 

251) Isaac of Acre로도 표기된다.  

252) Idel, Hasidism,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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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착시켰다.253) 이처럼 유대 전통에서 묘지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장소로 여겨진다. 

아크레의 이츠하크 또한 묘지를 크고 작음, 젊고 늙음, 경멸과 명예 등의 구분이 없

는 장소로 보면서 남자의 의식이 변모하는 장소이자, 성인의 반열에 오른 남자가 사

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남자는 끝내 공주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소망했던 공주는 

물질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는 육체를 지닌 

공주가 아니라 공주에 대한 열망으로 영적으로 고양되어 신성한 아름다움, 신의 현존

과 결합하게 된다. 이델은 이 이야기가 물질적 아름다움(공주)이 신성한 아름다움(셰

키나)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물질성에 대한 초기 하시디즘의 관점에 영

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254) 이제 이와 유사하게 여인에 대한 이끌림을 소재로 한 바

알 쉠 토브의 우화를 살펴보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공부에 도통 관심이 없는 왕자이

다. 

    왕은 많은 학자를 고용해 왕자가 다양한 지혜를 배워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왕자는 그 어느 것도 배우지 않았다. 결국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자들이 

왕자를 포기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를 보게 된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간절

히 사모하게 되었다. 학자가 이를 왕에게 보고하며 불평하자, 왕은 왕자가 그렇게 해

서라도 갈망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 물리적인 갈망으로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대답했다. 왕은 소녀를 불러 왕자 곁에 가되, 왕자가 지혜 하나를 얻기 전까

지는 왕자의 명을 따르지 말라 지시했다. 왕이 알려준 방법으로 소녀는 왕자가 하나

를 배울 때마다 그다음 지혜를 익히게 하였고, 이 과정을 거듭한 끝에 왕자는 결국 

모든 지혜를 얻게 되었다. 학자가 된 왕자는 자신이 공주와 함께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기에 소녀를 돌려보냈다.255)

    이츠하크의 이야기에는 대중적인 공간과 묘지의 구분이 뚜렷하다. 공주는 묘지에

서만 이원성이 사라지며, 사람들이 많은 장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남자는 

있던 자리에서 묘지로 옮겨 신과 결합하게 된다. 또한 공주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물리적인 육체를 지닌 공주가 아니라, 공주에 대한 남자의 강한 집중과 열망

이 그를 신과 결합하게 한다. 이는 대중적인 공동체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셰키나를 

비롯한 세피로트를 떠올리는 묵상을 주된 수행으로 삼았던 카발라의 종교문화를 떠올

리게 한다.  

    바알 쉠 토브의 이야기에서는 공간상의 상징적인 구분이 사라진다. 모든 곳은 왕

253) Fine, Physician of the Soul, 173-74, 268-69; Horwitz, A Kabbalah and Jewish, 

149. 

254) Idel, Hasidism, 63. 

255) Rapoport-Albert, “God and the Zaddik,”, 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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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며, 왕자는 처음 있던 장소에 끝까지 머문다. 이 이야기에서 학자와 소녀는 모두 

왕자의 지혜 습득에 기여한다. 성과 속을 나누지 않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엿보이

는 대목이다. 특히 왕은 소녀에 대한 열망으로도 왕자가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

며, 소녀는 왕의 명에 따라 왕자가 지혜를 습득하도록 이끈다. 물질은 신의 뜻에 따

라 사람을 신에게 다가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물질에 이끌리는 사람의 이원적인 의

식과 갈망 또한 그를 영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신의 뜻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을 통

해 왕자는 학자의 지혜를 배우고 스스로 학자가 된다. 이 이야기에서 변화가 일어나

는 지점은 오직 왕자의 의식이다. 모든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왕자는 소녀가 아니

라 공주, 즉 셰키나와 함께 한다. 성과 속, 물질과 비(非)물질, 물리적 열망과 영적 열

망을 나누지 않는 관점에서 물질의 존재와 물질로 둘러싸인 환경 역시 신의 의지, 신

성한 섭리에 의한 것이며, 사람은 그 속에서 의식의 전환으로 신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바알 쉠 토브는 나무나 돌조차도 신성한 불꽃을 가지며, 인간이 입고 먹고 이용

하는 모든 것이 신의 현존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비로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훔(rachum)’과 진흙, 물질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호메르(chomer)’의 알

파벳이 같은 점을 들어 신이 물질을 통해 자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256) 그러므로 물

질이나 세상 자체는 신성하다. 그러나 왕자가 지혜에는 관심이 없고 소녀에게만 열망

을 느낀 것처럼, 사람은 물질에서 즐거움을 끌어내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래서 사물을 개별적인 ‘나’의 관점, 즉 좁은 의식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 바알 쉠 토

브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좁은 의식을 넓은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57) 이처럼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제한된 의식을 

주요 문제로 보는 그의 관점은 도브 바에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이야기

에서 왕자는 어린아이다. 

    왕자는 어린아이들이 으레 그러듯 잔가지로 조그마한 집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 

남자가 다가와 왕자의 집을 박살냈다. 왕자는 왕에게로 달려가 남자로 인해 받은 고

통을 말하며 울었다. 하지만 왕의 눈에 잔가지로 만든 작디작은 집은 그가 아들을 위

해 준비해 둔 집에 비해 가치가 없었으므로 웃기만 했다. 왕자에게 그 일은 고통스러

웠지만, 왕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크고 아름다운 궁전이 왕자에게 예정되어 있

음을 알고 있었다.258)

256) Schochet, Tzava’at Harivash, 99-101, 103, 141. 히브리어 호메르는 진흙이라는 뜻

이나 히브리 성서에서 신이 사람을 창조한 재료이기도 하므로 하시디즘 문헌에서는 주로 

물질, 재료(matter, substance)로 번역된다. 바알 쉠 토브는 ｢창세기｣ 49장 14절을 ‘물질

적인 일(chomer)로 얻어지는 보상이 있다.’라고 풀이한다. Schochet, Tzava’at 
Harivash, 91. 

257) Schochet, Tzava’at Harivash,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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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이 이야기가 물질 자체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의식, 고통에 대한 하시디

즘의 시각을 잘 나타낸다고 본다. 어린아이인 왕자는 물질에 대한 사람의 좁은 의식

을 가리킨다. 아이가 잔가지 집을 진짜 집으로 여기듯이, 사람은 물질에 투사한 자신

의 생각을 물질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잔가지 집은 왕자가 만든 집이 아니다. 

잔가지는 처음부터 왕국의 주인인 왕의 것이다. 심지어 그것은 진짜 집도 아니다. 왕

자는 어린아이였기에 집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여기며, 집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이 

부서지자 고통스러워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나 물질을 개별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념은 환상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환상을 실재라 믿고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고

통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잔가지집이 산산이 조각난 사건은 왕자에게는 쓰라린 일

이지만 사실 왕자가 왕에게 되돌아 가 궁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사람 역시 원

치 않는 일로 괴로워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일로 신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

    초기 하시디즘에서는 사람과 물질, 고통을 빛과 그림자의 은유로 설명했다. 모든 

것이 신에게서 나왔으며 신에 의해 물질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신과 분리된 개별성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나’로 여기고 개별적인 존재감을 느낀다. 그

래서 그 존재감에서 비롯되는 생각, 감정 등에 이끌리며 그 내용에 따라 즐거워하거

나 고통스러워한다. 이것이 발밑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이다. 하시디즘의 관점에서 개별

적인 존재는 없으므로 육체는 신성의 빛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림자는 

실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시디즘에서는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에서 모든 문제

와 고통이 비롯되었으며, 이월성을 초월하면 문제도, 고통도 사라진다고 본다.259)

    하지만 인간에게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누

그러뜨릴 수 있을까. 앞서 반복해서 나왔듯이 바알 쉠 토브는 ‘앎’이라고 답했다. 그

는 그 자신에 대한 앎, 그리고 신에 대한 앎으로 고통이 달콤해지고 영혼이 회복된다

고 말했다.260) 이는 앞서 쿠츠미르에 갔다가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된 남자 이야기에도 

반영되어 있다. 현생에서의 고통은 전생의 악행으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 사실을 알

게 되자 남자의 고통은 사라진다. 자신의 영적인 여정에 대한 앎, 신의 섭리에 대한 

앎이 고통을 줄이는 진정한 수단인 셈이다. 그리고 이 앎은 소녀에게만 관심을 보이

던 왕자에게 아버지인 왕이 진짜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지혜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바알 쉠 토브는 물질에 대한 앎을 통해 사람이 드베쿳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를 다음의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매력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사물들을 응시하는 것을 피하라. 여인이 그 얼마나 아름답

258) Wineman, The Hasidic Parable, 56. 

259) Buber, Ten Rungs, 20-21.

260) Wiskind-Elper, Wisdom of the Hear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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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여인을 바라보지 말라. 이러한 유형의 ‘봄’은 자기-

숭배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그러므로 사물들을 볼 때 다음과 같이 그대 자

신을 인도하라.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그녀의 아름

다움은 어디서 온 거지? 만약 저 여인이 죽었다면 더 이상 저렇게 보이지 않겠지. 그러

니 그녀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거지? 굳이 말을 하자면 그녀 안에 퍼져있는 신성한 

힘으로부터 온 거겠지. 그 힘이 그녀에게 아름다움과 생기라는 특징을 주었구나. 그러

니 아름다움의 근원은 신성한 힘에 있어. 그런데 어째서 나는 한낱 일부분에만 끌려왔

는가! 나는 내 자신을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모든 세상의 근원이자 핵심’

에 내 자신을 결합시키는 것(devekut)이 더 낫겠어.”

다른 물질적인 객체를 볼 때에도 마치 그릇을 보는 듯 이렇게 생각하라. “이 그릇의 아

름다움과 형태는 어디서 온 거지? 그릇의 물질적인 중요성은 분명 가치가 없어. 하지만 

이 그릇의 아름다움과 형태는 신성이 부여한 영적이고 활기찬 실재야. (모든 물리적 사

물들의 활기는 신성이 부여한 것이므로)”

먹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의 맛과 달콤함은 위로부터 온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

과 달콤함, 그 생명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라. 무생물들 역시 존재와 내구력261)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 

이를 따르면 위로부터 비롯된 신성의 생명력이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사물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볼 때에 너는 그들을 너의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 이는 자기탐닉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엔 소프와 이어진 것이다. 이는 생각을 무효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이

다.262)

필자는 위 문단에 등장하는 앎을 1) 자신이 좁은 의식에서 물질을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앎, 2) 주체와 객체를 구분해서 파악하는 인식은 환상이라는 앎, 

3) 자신과 대상 사이에 구분은 없으며 오직 신만이 가득하다는 앎의 세 가지로 정리

해보았다. 바알 쉠 토브는 보통 사람은 낮 동안에 육체에 속박되어 물질에 내재한 신

의 생명력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자신을 ‘나’로, 물질(여인)을 ‘남’으로 구분

해서 보는 이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셈이다. 이 의식에서 여인을 특정한 

대상으로 여겨 욕망을 느끼는 마음은 좁은 의식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그는 이러한 

유형의 봄을 우상숭배라 규정하고, 여인을 특정한 대상으로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고 경고한다. 이어 여인에게 내재한 신의 생명력에 집중하여 오직 무한한 신의 표현

으로서 여인을 보아야 하며, 현자란 깨어있는 동안에도 물질에서 생명력을 자각하는 

261) 여기서 내구력(durability)은 어떠한 것을 그것이게 유지하는 힘을 뜻한다. 무생물인 바

위의 예를 들면 바위가 입자로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들어져 바위의 질과 형태를 가지

고 있는 것, 이것이 내구력이며 하시디즘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오르 엔 소프’의 창조이자 

작용이라고 본다. 

262) Schochet, Tzava’at Harivash,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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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였다.263) 필자는 위의 이야기에서 물질을 개별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

을 비개별적인, 신성으로 여기는 의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바알 쉠 토브의 강조점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바알 쉠 토브는 물질에 대한 개별성

을 초월할 것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아름다운 여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적 결

합으로 만들어진 조합으로, 그녀의 피와 살은 부패하고 고약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사람이 특별하게 여기는 아름다움이란 시간이 지나면 상해버리는 음식과도 다르

지 않다.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내재한 생명력, 곧 비개별적인 

신성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인을 볼 때도 여인에게 내재해 있는 신을 알고, 사

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자신을 신에게 결합시켜야 한다. 또한 그는 이 사실을 지적으

로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매순간 직접 행하며 스스로 깨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그 너

머에 있는 신과 하나가 되라고 말했고,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사물을 이용할 때도 사

물 안의 신성한 불꽃을 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앎과 카바나, 드베쿳으로 사람이 

모든 존재의 신성한 불꽃을 근원의 빛인 신과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264) 이러한 

관점은 초기 하시디즘에도 강하게 드러난다. 베르디체프의 레비 이츠하크는 먹고 마

시는 등의 세속적인 활동에서 신성한 불꽃을 찾는 것보다 위대한 길은 없으며, 어디

를 가고 무엇을 하건 그 길에서 사람은 신을 섬긴다고 말하였다.265)

    나아가 바알 쉠 토브는 모든 존재가 신성이라는 점에서 나와 남, 사물과 세상, 

앎과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며 자비로운 행위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

이든 평범한 자이든, 올바른 자이든 악한 자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동물, 새, 곤충 

등을 포함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를 보게 되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즉시 행하라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유대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

다.266) 그에 따르면 다른 이에게 주는 선물은 자신이 받는 선물이나 다름없다.267) 그

러므로 다른 존재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행위는 세상의 고통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자

신의 고통을 더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물질에 대한 개별성에서 전

체성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개별성을 보려는 의식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자세가 ‘물질성 벗어버리기’이며, 오직 신으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물

263) Schochet, Tzava’at Harivash, 82-83. 

264) Schochet, Tzava’at Harivash, 93-94, 99-101, 132-33. 

265) Matt, The Essential Kabbalah, 151. 

266) Buxbaum, The Light and Fire, 236.

267) Ben-Amos, In Praise,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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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을 통한 예배’라고 생각한다. 곧 그의 가르침에는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가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유대 전통의 물질에 대

한 명상법인 ‘히트보데두트(내·외적인 격리)’와 ‘히트보네누트(사물에서 신 관조하기)’

를 바알 쉠 토브가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통합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

히 기존 유대 전통의 히트보데두트와 히트보네누트는 랍비들이 회당의 닫힌 방이나 

인적 드문 야외로 나가 행하는 은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바알 쉠 토브는 

두 방법을 일상적인 시간과 자리로 한꺼번에 가져왔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자 체르노빌의 메나헴 나훔의 가르침에도 잘 나타난다. 그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내맡기기와 생명을 지지하는 자선을 들었다. 메나헴 

나훔에 따르면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숙고하고 신에게 내맡기며 선한 성향을 굳건

히 유지하는 자세는 깨진 상태에 놓여있던 불꽃을 하늘로 고양시킨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선 역시 그들에게 있던 불꽃과 함께 돕는 자의 영혼을 고양시킨

다.268) 필자는 부정적 성향 내맡기기가 ‘물질성 벗어버리기’에, 자선이 ‘물질성을 통한 

예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하시디즘의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는 유대 신비전통 연구 

역사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는 부버가 바알 쉠 토브를 비롯한 초기 하시디

즘 문헌을 번역하고, 하시디즘 관련 저서를 집필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부버는 물질성

을 통한 예배로 인간의 충동과 욕망이 성스럽게 변하여 ‘지금 여기’에서 신과 연결된

다는 점이 하시디즘의 특징이자 현대인들에게도 호소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가르침이

라 보았다.269) 사상가로 널리 주목받던 부버의 책으로 하시디즘은 서구세계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숄렘은 부버가 하시디즘을 부버 자신의 실존주의 사상에 끼워 

맞췄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숄렘은 하시디즘이 세상을 긍정하고 있다는 부버

의 관점이 전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숄렘에 의하면 하시디즘은 개인을 비롯하여 

물질적인 존재와 현상을 계속해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인간은 물질세계와는 구별되

는 비우주적 실재에서 신과 만나므로 현세적(지금 여기)이지 않다. 또한 부버는 하시

디즘의 능동성, 긍정성을 강조했지만, 숄렘은 하시디즘에서는 존재의 소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수동성, 부정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270)

268)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57-58. 

269) Martin Buber, Hasidism and Modern Man (Amherst, NY: Humanity Books, 

2000[1958]); 20-24, 66-114. 학계에서 부버와 숄렘의 논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Jerome (Yehuda) Gellman, “Early Hasidism and the Natural 

World,” Judaism and Ecology: Created World and Revealed World, ed. Hava 

Tirosh-Samuels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369-88. 

270) Gershom Scholem, “Martin Buber’s interpretation of Hasidism,” The Messianic 
Idea in Judaism: And other essays on Jewish Spirituality (New York: Schocken 

Books, 1995[1971]), 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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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숄렘의 제자인 리브카 샤츠 우펜하이머(Schatz-Uffenheimer)는 ‘물질성을 통한 

예배’는 묵상 형태로, 자신의 의지를 신에게 내맡겨 개인의 자아를 없애므로 수동적이

라는 특징을 지니며, 정적주의(quietism)와도 유사하다고 보았다.271) 이후 제롬 겔먼

(Jerome Gellman)은 초기 하시디즘부터 지도자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유대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세속적인 일 역시 신과의 결합 방법이라고 본 점에서 

능동적일 뿐 아니라, 행동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펜하이머의 연구를 

비판하였다.272)

    필자는 위의 논의들이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관점을 고려하면 다르게 조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필자는 숄렘의 주장처럼 바알 쉠 토브가 물질적인 존재와 

현상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존재와 현상에 대한 인간의 좁은 의식을 낮게 평가

하였다고 본다. 또한 ‘물질성을 통한 예배’가 묵상 형태를 지닌다고 해서, 능동과 대

비되는 수동성을 가진다는 우펜하이머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바알 쉠 토브는 신을 향한 강한 의도와 집중인 카바나를 강조하였으며, 

할 수 없는 자세는 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라 하면서 기꺼이 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중

요하게 여겼다. 또한 물질에서 신을 보는 자세에는 끊임없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 겔먼은 세속에 대한 하시디즘 지도자들의 태도를 수동성/정적주의와 대비

되는 능동성/행동주의로 정리하였으나 필자는 하시디즘 지도자들이 존재의 소멸을 이

루어 개인의 의지는 없으며 오직 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전차로 여겨진다는 점에

서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능동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위의 논의들은 하시디즘을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 

‘능동/행동’, ‘수동/정적’으로 나누어서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가 이원성

의 타파를 강조한 만큼, 이분법적인 해석적 틀로 그의 사상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에게 엘리오르의 하바드 하시디즘 연구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바드 하시디즘은 여러 하시디즘 

분파 중에서 초기 하시디즘의 신비적 요소와 신학체계의 많은 부분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오르는 하바드 하시디즘의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의 소멸이며 인간 

삶 전체가 신을 위한 예배라는 점에서 존재의 소멸을 위한 예배라는 대범주를 설정하

였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 물질성을 벗어버려 자기 소멸을 이루는 예배와 물질을 관

조하여 신성을 깨닫는 예배가 있다고 정리하며, 두 예배가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이 

271) Rivka Schatz-Uffenheimer, Hasidism as Mysticism: Quietistic Elements in 
Eighteenth-Century Hasidic Thought, trans. Jonathan Chipm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51-66.

272) Jerom Gellman, “Hasidic Mysticism as Activism,” Religious Studies 4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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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의식에 동등하게 기여한다고 분석했다.273) 이 연구에서는 하바드 하시디즘 문

헌을 주로 다루고 있어 바알 쉠 토브와 제자들의 가르침은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사상 역시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을 중심으로 통합적으

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짜딕(Tzaddik)

짜딕은 ‘올바른’, ‘의로운’ 등을 가리키는 히브리 어근 ‘tz-d-k’에서 온 단어로, ‘의로

운 이’, ‘올바른 이’를 뜻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 성서에서부터 등장하며 주로 신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이를 의미했다. ｢창세기｣의 노아(Noah)는 그 세대의 다른 이들과 달

리 의롭고 진실한 이라고 묘사된다. 성서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짜딕은 행동이 정

의로운 이, 악한 이를 물리치는 이, 신의 보상과 보호를 받는 이 등으로 칭송된다. 랍

비 문헌에서 짜딕은 계율의 단순한 준수와 물질적인 일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그는 

뛰어난 도덕성과 행위로 동 세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인물이며, 신과 가

까운 관계에 놓여있다. 그래서 신의 명령을 무효화시키거나 축복을 내릴 수 있다. 이

에 랍비 문헌인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는 세대마다 적어도 서른여섯 명의 짜딕이 있

어 세상을 지탱한다고 보았다.274)

    랍비 전통에서 짜딕은 개인보다는 랍비 집단을 가리켰던 경향이 있지만, 카발라

에서 짜딕은 특정한 영적 지위나 이러한 지위에 다다른 특정한 개인으로 간주되기 시

작하였다. 콜도베로에 따르면 짜딕은 영혼과 행위, 성향에 따라 각 세피로트를 반영하

며 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275) 이처럼 짜딕의 영적 권위가 높아지

면서 사페드와 루리아 카발리스트들은 짜딕의 영혼이 그들의 영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전술한 대로 이들은 죽은 짜딕의 무덤을 방문하거나 짜

딕을 떠올리고 명상을 하면 자신의 영혼이 그들의 영혼과 일치되어 천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신의 현존인 셰키나를 상위 세피로트와 결합시키는 카발리스트 

자신을 짜딕이라 여기기도 했다.276) 이처럼 랍비 전통과 카발라에서 짜딕은 도덕적이

거나 영적인 지식, 능력, 행위에서 특출한 자를 가리켰으며, 랍비나 카발리스트의 소

규모 집단에만 적용되었다.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서도 짜딕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완전한 영적 성취

273) Elior, The Paradoxical Ascent, 143-65. 

274) Aaron Rothkoff, “Zạddik,”, EJ; Schwartz, Tree of Souls, 96.

275) Matt, The Essential Kabbalah, 49. 

276) Fine, Physician of the Soul, 110-13, 266-67, 283-85, 2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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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짜딕의 주요 특징으로 존재의 소멸과 이를 통한 이원

성의 초월을 꼽았으며, 이에 따라 세상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에서도 짜딕

을 찾아냈다. �시브헤이 하베슈트�에는 한 남자를 본 바알 쉠 토브가 그를 불러 대화

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정한 양의 스타킹을 만들고 

팔 준비를 한 뒤 사람들과 거래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일하지 않을 때는 회당에 갔

고, 회당 예배가 없으면 집에서 기도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신이 알아

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지식이 많지 않았지만 

외울 수 있는 ｢시편｣ 구절을 반복해서 기도하며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이었다. 바알 쉠 토브는 남자야말로 메시아가 오는 날까지 회당의 토대인 자라고 말

하였다.277) 여기에서 토대가 짜딕과 동일시되는 세피로트 예소드이며, 따라서 바알 쉠 

토브는 남자가 짜딕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탈무드에서 적어도 서른여섯 이상의 짜딕이 매 세대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

대인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짜딕이 동시대 어딘가에 있으리라 여겼고, 이러한 

생각은 ‘숨겨진 짜딕들(tzaddikim nistarim)’이라는 주제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유

대 공동체에는 토라, 탈무드, 카발라 문헌 등을 공부하며 독실하게 사는 집단이 있었

고, 이들이 ‘숨겨진 짜딕들’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시디즘 전설에 의하면, 바알 쉠 토

브의 아버지 역시 이 숨겨진 짜딕들의 일원이었다.278) �시브헤이 하베슈트�를 번역한 

벤-아모스는 위의 바알 쉠 토브 이야기가 숨겨진 짜딕 전설에 부합한다고 본다.279)

그러나 필자는 위의 이야기에서 숨겨진 짜딕들과 다른 점에 주목하고 싶다. 숨겨진 

짜딕들은 세속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종교생활에 충실한 이들이었다. 즉 랍

비 전통, 카발라, 숨겨진 짜딕들에는 모두 집단이 등장하며,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종

교적 지식 보유와 종교 활동, 내적 경건성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위의 이야기에서 바알 쉠 토브가 짜딕이라고 한 남자는 특정한 집단에 소속

되어 있지 않으며, 집에서 일하면서 회당에 나가는 평범한 유대인이다. 바알 쉠 토브

는 시험 삼아 남자에게 스타킹을 낮은 가격에 달라고 말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는 바

알 쉠 토브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잘 보이고자 가격

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가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가격을 매

겼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알 쉠 토브는 신을 앞에 ‘놓음(shiviti)’과 

‘평정(hishtavut)’을 연결하여 항상 신을 앞에 놓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모두 신에게서 온, 같은 것임을 알아 평정에 이른다고 하였다. 

    남자는 스타킹을 만들 때도, 회당에서 기도할 때도, 바알 쉠 토브와 말할 때도 

277) Ben-Amos, In Praise, 110-12. 

278) Schachter-Shalomi, A Heart Afire, 3-12. 

279) Ben-Amos, In Praise,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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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신을 앞에 두는 사람이다. 그는 항상 개별적인 자기가 아닌 신에게 초점을 맞

추고 있어 모든 것을 똑같이 보기에 바알 쉠 토브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바알 쉠 토브는 종교적 지식이 높지도, 어떤 집단에 속하지도 않은 

평범한 남자를 짜딕이라 본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기존 바

알 쉠 토브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이 이야기가 개별적인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을 짜딕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긴 바알 쉠 토브의 

독창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짜딕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

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하시디즘만의 짜딕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서 살펴보자. 

“짜딕은 대추야자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삼나무와 같이 성장하리니(｢시편｣ 92:13)” 

짜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모두 완벽하게 올바르다. 그들의 다른 점은 아래와 같

다. 어떤 이는 계속되는 드베쿳의 상태에 있으면서 그가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한다. 그

는 짜딕이기는 하나 오직 그 자신을 위한 짜딕이며 다른 이들을 위한 짜딕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올바름을 다른 이에게 쓰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현자들이 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삼나무에 비유되는 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자신만을 위한 짜딕일 뿐 

다른 이들에게 그 선함을 돌려 짜딕들이 늘어나 이 세상이 비옥해지도록, 열매를 생산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신에만 집중하여 (삼나무와 같이) 그만이 크게 성

장하고 성취를 이루는 것에만 신경 쓴다.

두 번째 유형의 짜딕은 열매를 생산하는 대추야자에 비유된다. “그는 대추야자와 같이 

번성하리니” 이는 곧 그는 “나쁜 것으로부터 귀중한 것을 끌어내는(｢예레미야서｣ 15: 

19)”자이다. 그는 세상을 풍요롭고 번성하게 하고자 선함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자들이 “완벽한 짜딕들은 ‘뉘우치는 이들(ba’alei teshuvah)’이 있는 곳에 설 수 없

다(｢축복(Berachot)｣ 34b)280)”고 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짜딕들을 ‘바알 테슈바

(ba’al teshuvah)’라 하는데 이들은 ‘뉘우침/귀환(teshuvah)’을 소유한 자이자 이것의 

달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이들이 선함을 되찾게 하는데, 이것이 “많은 이들을 부

당한 것으로부터 고개 돌리게 하여(｢말라기｣ 2:6)”로, 이 세상의 ‘뉘우침/귀환’에 영향

을 끼친다. 두 유형 모두 완벽하게 올바르지만 두 번째 유형의 성취는 첫 번째 유형보

다 배가 되고 또 배가 된다.281)

필자는 위의 문단에서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을 ‘짜딕의 비이원성’과 ‘짜딕과 보통사람

과의 비이원성’에 주목한다. 먼저 짜딕의 비이원성을 알아보자. 바알 쉠 토브가 완벽

280) 축복(Beracha)의 복수형으로 Berakhot 이라고도 표기되며 랍비 문헌인 미쉬나의 세페

르 제라임(Sefer Zeraim)의 첫 소논문을 가리킨다. 

281) Schochet, Tzava’at Harivash, 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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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짜딕을 두 종류로 나는 기준은 의식과 행위, 성과 속, 공과 존재, 자기와 타자의 

구분이 있는가이다. 첫 번째 유형의 짜딕은 의식적으로는 드베쿳에 이르러 있으나 행

위에 있어서는 타인과 분리된, 즉 성스러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 즉 그는 공(아인)

에 이르렀으나 공에 머물러 있는 자이다. 바알 쉠 토브는 이 짜딕의 행위를 그 자신

만 위한다고 보며, 열매를 맺지 않는 삼나무에 비유한다. 

    두 번째 유형의 짜딕은 공의 상태에 이르렀으나 다시 다른 이들 곁에 돌아와 예

쉬로 산다. 즉 두 번째 짜딕은 존재에서 공으로, 그리고 다시 공에서 존재로 나와 공

과 존재가 하나로 통합된 인물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짜딕이 되도록 도와 

열매를 생산해내는 대추야자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짜딕의 삶에는 공과 존재, 

의식과 행위, 자기와 타자, 개인과 집단, 성과 속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바알 쉠 토브

는 같은 의식을 지닌 짜딕이어도 그 상태를 세상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카발라에서도 개별적인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짜딕을 존재가 공에 

다다른 이, 기둥, 그릇, 통로처럼 세상과 신을 연결하는 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카발

라에서는 주로 짜딕의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추었다. 콜도베로는 카발리스트들에게 인

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가 안 좋게 되기를 바라지 말며,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양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이에게 화

가 날 수도 있지만, 그때 곧바로 회개하면 신에게 되돌아감을 통해 신이 더 큰 사랑

을 베풀 것이라 말하며 이것이 “완벽한 짜딕은 뉘우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설 수 없

으니”의 의미라 하였다.282)

    콜도베로는 위의 구절을 안 좋은 감정에 대한 뉘우침이라는 개인의 내적 상태로 

풀이한 반면, 바알 쉠 토브는 두 번째 유형의 짜딕은 뉘우침이 있어야 하는 이들 곁

에 선다고 풀이하여 짜딕의 상태와 행위를 통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콜도

베로는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라고 말했으나, 바알 쉠 토브는 다른 존

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즉각 행동하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카발리

스트와 바알 쉠 토브의 개인적 삶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카발리스

트들은 집단으로 은거하며 살았지만, 바알 쉠 토브는 다양한 계층의 고통 받는 이들

을 마주했다. 그는 홀로 있을 때 이미 드베쿳을 이루었지만, 신의 뜻에 따라 대중 앞

에 나왔다. 첫 번째 짜딕에서 두 번째 짜딕이 된 셈이다. 그는 사람들의 정신과 신체

를 치유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불운을 막으면서 유대 공동체의 안녕을 도왔고 제자들

을 짜딕으로 인도했으므로, 뉘우치는 자들 옆에 서서 세상을 비옥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부분은 대추야자와 열매의 비유에서 짜딕과 뉘우치는 

282) Matt, The Essential Kabbalah,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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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의 질적 동일성이다. 대추야자 열매는 또 다른 대추야자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 짜딕을 통해 또 다른 짜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바알 쉠 토브는 짜

딕이 아직 되지 못한 자와 짜딕을 나누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짜딕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짜딕에 대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은 하시디즘의 짜딕 개념과 문화 형

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부터 하시디즘이 전통 유대교에 가까워지면서 계

율 준수, 문헌 공부 등 기타 관례의 측면에서는 다른 정통파와 유사성을 갖게 되었지

만 짜딕 문화는 하시디즘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짜딕 문화는 

초기와 후기 하시디즘을 구분하는 특징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래서 짜딕 문화는 현

대 하시디즘을 다른 정통파와 구분하는 척도이면서 후기를 주로 다룬 하시디즘 연구

의 대표적인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필자는 ‘짜딕의 비이원성’과 ‘짜딕과 보통사람과의 비이원성’의 측면에서 바알 쉠 

토브의 짜딕과 3세대 이후 하시디즘 짜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도브 바에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 하시디즘이 동유럽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역에 

따라 분파가 생성되었고, 각 분파의 지도자가 짜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바알 쉠 토브는 성과 속, 자기와 타인, 의식과 행위의 이원성 초월이 진정한 

짜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후 하시디즘에서는 존재의 소멸에 이른 짜딕

의 상태가 이원성을 통합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여기게 되었다. 짜딕은 신도들의 정신

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병과 불임을 치료해주는 등 세속적

인 문제까지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이로써 짜딕의 사회정치적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

되었고, 짜딕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283)

    또한 짜딕이 신과 세상을 연결한다는 전통적인 개념과 짜딕은 모든 존재의 신성

한 불꽃을 신과 결합시킨다는 교리가 합쳐져 짜딕을 통해 신도가 신과 연결될 수 있

다는 믿음이 퍼졌다. 여기에서 짜딕을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이로 보는 관념이 발전

하게 되었다. 특히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본 바알 쉠 토브의 가르

침은 후대로 갈수록 짜딕과 신도 간의 관계에 폭넓게 적용되었다. 짜딕은 신도들 삶

의 모든 안녕을 책임지고, 신도들은 짜딕에게 믿음과 헌신을 가지며 애정, 부성애, 상

호적 의무로 끈끈하게 연결된 관계가 되었다.284)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드베쿳이다. 바알 쉠 토브는 각자가 신과 결

합하는 드베쿳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후대 하시디즘의 드베쿳은 짜딕과 신

도 사이에도 적용되었다. 신도가 짜딕에게 헌신하여 매 순간 짜딕을 떠올리고, 그를 

정기적으로 친견하는 생활양식이 드베쿳에 포함되었다. 후대 하시디즘에서 짜딕의 중

283) Dan, “Haisidsm: An Overview,” ER.

284) Elior, The Mystical Origins, 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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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집단의 형성과 와해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한 집단을 이끌던 짜딕이 죽으면 

집단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각자가 끌리는 짜딕을 찾아 다른 집단으로 들어갔

다. 즉 특정 학파나 계보가 아닌 개인, 짜딕이 신도 개개인과 전체 집단을 이끄는 중

심이었다.285)

    초기 하시디즘 문헌에도 개인의 영적인 노력이 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짜딕의 행

위에 기여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었다. 체르노빌의 메나헴 나훔은 자선, 구호를 나타내

는 히브리 단어 ‘쩨덱(tzedekh)’과 짜딕(tzaddik)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이를 돕는 보통 사람의 행위가 세상을 빈곤과 유배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짜딕의 과업에 동참하는 것이라 해석했다.286) 그러나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

은 개인의 영적인 진보가 집단의 진보 및 세상의 구원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개인 

각자의 노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인과 집단을 연결했다면, 후대 하시디즘에서는 

짜딕 개인이 집단의 신도들의 영적인 진보와 세상의 해방을 이끌어낸다고 보아 짜딕

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인과 집단을 연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짜딕의 특별함과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짜딕은 짜딕의 가문에서 나온다

는 개념이 형성되었고, 후대 하시디즘 분파에서는 짜딕의 아들이나 사위가 그다음 짜

딕이 되는 계보가 생성되었다.287) 또한 짜딕에 메시아적 요소가 늘어나게 되었다. 랍

비 전통에서는 “기름부음 받은 높으신 자가 둘이니, 온 세상의 주에 선 자들이다(｢스

가랴서｣ 4:14)”를 메시아가 둘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두 메시아는 각각 요셉의 후

손과 다윗의 후손이며, 각자 맡은 역할과 속한 세상이 다르다. 

    첫 번째 메시아인 요셉의 후손은 당대의 짜딕으로 태어나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역할을 하며, 죄로 인해 추락한 영혼들을 회복시킨다. 두 번째 

메시아인 다윗의 후손은 세상에 흩어져있는 신의 현존인 셰키나를 회복시켜, 완전한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된다. 이에 랍비들은 메시아를 지상에서의 메시아(요셉의 후손)와 

천상에서의 메시아(다윗의 후손)가 결합한 형태로 보았으며, 지상의 메시아가 천상의 

메시아 도래를 위해 먼저 길을 열어 준비한다고 풀이했다.288) 지상의 메시아가 당대

의 짜딕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메시아와 짜딕 사이에는 연결고리

가 있었다. 

    그러나 후대 하시디즘에서는 짜딕을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분파도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브라츨라프 하시디즘과 하바드 하시디즘이다. 브라츨라프 분파는 바알 

285) Rosman, Founder of Hasidism, 188. 

286) Mayse, From the Depth of the Well, 157. 

287) 하시디즘 분파와 승계권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Avraham 

Rubinstein, “Hạsidic Way of Life,”, EJ.
288) Schwartz, Tree of Souls,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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쉠 토브의 손자이자 분파의 초대 렙베인 나흐만이 진정한 짜딕이라 보며, 그의 사망 

이후(1810년) 다른 짜딕을 선출하지 않고 그가 메시아로 환생하여 돌아올 것이라 믿

는다. 하바드 하시디즘은 6대까지는 승계형태로 짜딕을 배출하였으나, 7대 짜딕인 메

나헴 멘델 쉬니어존(Rabbi Menachem Mendel Shneersohn)이 후손 없이 사망한 

이후(1994년) 새로운 짜딕을 선출하지 않고 그가 메시아로 돌아오리라 믿는다.289)

    학계에서는 유대 신비전통 연구 초반부터 하시디즘의 메시아적 요소를 다루었다. 

이는 바알 쉠 토브가 샤바타이 쩨비와 야콥 프랑크의 메시아운동 전후로 활동했음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하다. 숄렘은 바알 쉠 토브와 초기 하시디즘은 각자가 드베쿳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특정한 인물로서의 메시아나 종말론적 사상은 적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쩨비와 하시디즘을 비교하며 루리아 카발라를 비유대적으로 변용

한 쩨비의 메시아사상적인 특징이 하시디즘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290)

이후 후대 연구자들은 하시디즘이 쩨비처럼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짜딕 개념에는 메시

아운동적인 요소가 있으며, 브라츨라프나 하바드 하시디즘에서는 그 요소가 명확히 

발현되었다고 분석한다.291) 필자는 앞서 짜딕에 관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에 짜딕

과 보통사람을 나누지 않은 비이원성이 바알 쉠 토브와 후대 하시디즘을 가르는 차이 

중 하나이며 하시디즘의 메시아사상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대로 바알 쉠 토브는 대추야자 비유로 누구나 짜딕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실제로 짜딕이 되는 이는 적다하더라도 짜딕이 될 가능성은 같다고 본 셈이다. 

도브 바에 역시 누구나 존재의 소멸로 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도브 바에

의 도둑 이야기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문과 자물쇠를 곧바로 부수어 단번에 문을 여

는 드베쿳은 가슴을 완전히 내맡기는 자세이다. 이 자세에 따라 드베쿳은 각각의 열

쇠로 문을 하나하나 여는 카바나와 달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룰 수 있다. 완전한 

드베쿳을 이룬 이가 짜딕이므로 초기 하시디즘에서 짜딕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3세대인 슈뉘어 짤만은 사람이 동물적인 영혼과 신성한 영혼 중 어디에 끌리는지

에 따라 짜딕, 악한 자(rasha), 보통사람(beinoni)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짜딕은 ‘악의 근원을 완전히 없앤 의로운 이’와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으나 대부분 

의로운 이’의 두 종류가 있다. 악한 자는 항상 악에 이끌리며 악한 행위를 후회하지 

않는다. 보통사람은 짜딕과 악한 자 중간으로,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289) Dan, Kabbalah, 96-101; Arthur Green(1987) and Shaul Magid(2005), “Hasidism: 

Habad Hasidism,” ER. 

290) Gershom Scholem, “The Neutralization of The Messianic Element in Early 

Hasidism,” The Messianic Idea in Judaism: and Other Essays on Jewish 
Spirituality (New York: Schocken Books, 1995[1971]), 176-202.

291) Dan, “Haisidsm: An Overview,” ER; Mor Altshuler, The Messianic Secret of 
Hasidism (Leiden; Boston: Brill, 200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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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생각에 끌리며 동물적인 영혼과 투쟁한다. 도브 바에의 제자였던 짤만은 선과 

악을 중심으로 악이 전혀 없는 짜딕과 항상 악에 물든 악한 자, 그 사이에 있는 보통

사람으로 분류하며, 극히 드문 수만이 짜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여 짜딕과 보통사람 

사이의 틈을 넓혔다. 비록 그는 자신을 보통사람으로 보고 보통사람의 삶을 가르쳤지

만 신도들은 그를 짜딕이라 여겼다.292) 그에게서 시작된 하바드 하시디즘은 신도들을 

보통사람, 지도자를 짜딕으로 여긴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와 슈뉘어 짤만은 인간의 의식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은 공유

하되, 바알 쉠 토브는 의식 안에 신성이 있어 누구나 드베쿳을 이루어 짜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짜딕과 보통사람의 구분을 두지 않은 반면, 슈뉘어 짤만

은 의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이 짜딕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짜딕과 보통사람을 나눈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짜딕과 

보통사람 간의 구분이 하시디즘의 확장 과정에서 짜딕의 중요성과 특별함을 부각하고 

메시아적 요소로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바알 쉠 토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신성한 서간(iggeret hakodesh)’293)

에서 그는 신년제일(新年祭日, Rosh Hashanah)에 천상세계에 올라가 메시아를 만난

다. 언제쯤 세상에 올 것인지 묻는 바알 쉠 토브에게 메시아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대가 배운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드러날 때, 다른 이들이 그대처럼 신과 합

일하여 영혼이 고양될 때, 모든 껍질은 사라지고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

다.”294) 메시아도 다른 이들 역시 바알 쉠 토브처럼 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할 때가 진정한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292) Schatz-Uffenheimer, Hasidism as Mysticism, 271-75. 

293) Iggeret Haqodesh라고도 표기하며, 바알 쉠 토브가 1746년, 이스라엘로 이주한 그의 

처남 아브라함 게르숀에게 쓴 편지로 ‘베슈트의 서간’으로도 불린다. 

294) Buxbaum, The Light and Fire, 303-04; Altshuler, The Messianic Secret, 15-19; 

Schwartz, Tree of Souls, 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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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바알 쉠 토브의 가르침을 분석하면서, 비이원성이 하

시디즘의 특징적인 교리, 관례, 문화와 변천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을 살펴보았다. 신이 없는 곳은 없으며, 신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는 실재하지 않는

다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은 세계관에 해당한다. 필자는 세계관이 개념의 의미, 범주

뿐 아니라 관례,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비이

원성을 중심으로 랍비 전통, 카발라와 그의 사상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며, 

비이원성이 하시디즘의 교리, 관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개념 범주 적용과 해석을 검토하였다. 이 목표

에 따라 신과 인간, 성과 속을 상위 범주로 정하고, 하위 범주에서 바알 쉠 토브의 

사상적 개념들과 하시디즘의 관례, 문화, 변천사 등을 다루었다.  

    유대 신비전통의 역사는 유대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며, 유대민족의 역사는 

학문영역에서의 유대 연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에 2장에서는 다양한 학자

들의 책을 취합하여 유대 신비전통의 역사와 바알 쉠 토브의 생애를 개괄하였다. 랍

비 전통에서 유대 문헌 해석 방식은 다양하게 발전해왔고, 이는 카발라와 하시디즘의 

문헌 주해에서도 드러난다. 랍비 문헌에서부터 등장한 유대 신비전통은 중세 카발라

에서 절정을 맞이했다. 유대인 추방과 인쇄술의 등장으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카발라는 크고 작은 메시아운동의 교리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바알 쉠 토브는 학

살, 강제 개종 등을 겪던 18세기 동유럽 유대 공동체의 불안한 상황과 카발라의 대중

적 수용 및 메시아운동에 대한 유대 사회의 경계 속에서 등장했다.  

    카발라에서 신은 엔 소프(끝없는)이자 아인(공)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세상의 

창조자, 유지자이다. 바알 쉠 토브는 카발라의 신지학 체계를 수용하면서 간단하게 정

리하여 신이 모든 곳에 편재하며, 누구든 있는 자리에서 이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원적인 의식을 가진 이들에게 존재의 소멸로 이원성을 초월할 것을 

구술로 전했다. 3장은 구술이 기록된 문헌의 특성을 고려하며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을 

분석하였다. 이때 그가 사용한 단어들의 의미와 범주, 이야기의 상징과 구조를 랍비 

전통 및 카발라의 그것과 비교하며, 그의 사상이 신과 존재, 천상과 지상, 선과 악, 

유배와 구원 등의 이원적인 구분을 지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알 쉠 토브는 기쁨을 슬픔에 대립하는 감정으로 보지 않고,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의 기본적 상태로 보았다. 또한 육체와 영혼이 대립한다는 유대 전통의 관념도 

수용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 이분법적 구분의 초월로 기쁨이 하시디즘 종교문화의 기

본적인 정조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유대 전통의 슬픔, 단식 등의 고행방식을 지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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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로도 발전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열정과 평정은 현상적으로는 다르게 드러날 

수 있어도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이라는 종교적 목표에 동등하게 기여하므로 

둘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후대 하시디즘에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같은 목적에서 겸손 또한 자부심을 내지 않는 단순한 덕

목부터 완전한 자기소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님을 살펴보았다.  

    위의 덕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알 쉠 토브는 토라 공부, 계율, 지식 같은 행위

보다 개개인의 내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종교와 일상, 개인과 전체, 지식과 앎, 엘리트

와 대중, 주체와 객체 등의 구분을 지웠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쁨, 겸손, 평정, 열정 

등을 하시디즘의 특징으로 각각 제시하였으나, 필자는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이 덕목

들이 같은 목표 아래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아가 비이원성이 같은 단어에 대한 유대 전통 및 카발라의 해석과도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는 주요한 지점임을 검토하였다. 

    신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드베쿳은 유대 전통과 카발라에서도 사용된 단어지만, 

바알 쉠 토브는 믿음과 기도, 드베쿳을 하나로 연결하며 드베쿳을 삶의 시작점이자 

목표로 설정하였다. 믿음과 드베쿳을 나누지 않은 그의 관점은 유대 전통의 믿음 개

념을 변화시키면서 드베쿳을 개인의 일상적인 삶 전체로 확장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바알 쉠 토브 개인의 드베쿳 현상에 대한 서술을 주로 다루며 체험으로서의 드베쿳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필자는 그와 제자 간의 대화에서 인간의 의식에 따라 다양

하게 드러나는 드베쿳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대 신비전통의 세계관에서 체험

은 특정한 의식상의 개념이지 실재가 아니기 때문에 드베쿳에 체험이 포함될 수는 있

지만, 드베쿳을 체험과 동일시한 기존 연구의 개념적 틀은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해보았다. 

    4장은 성과 속의 비이원성을 중심으로 그에게서 비롯된 하시디즘의 기도, 예배, 

춤, 노래 등의 종교문화와 당시 유대 공동체와의 갈등, 후대 하시디즘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바알 쉠 토브의 행위와 마음, 성과 속, 시공간을 나누지 않는 관점은 내적 의

도, 집중, 헌신을 나타내는 카바나와 그저 그것을 위해 하는 자세인 리쉬마를 삶 전

체에 적용한 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그는 종교적 형식이나 내용보다 자세를 

강조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기도이자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랍비 전

통, 카발라와 구별되는 지점이었다. 

    필자는 기도, 음악, 춤, 이야기 문학을 중심으로 그가 히브리어와 이디시어, 종교

문헌과 이야기, 종교교육과 노동 등의 구분을 지워버리며 하시디즘의 특정한 종교문

화를 만들어내었음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바알 쉠 토브가 개인의 내적 상태와 영적 

진보를 가장 중요시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수단과 드러나는 양상이 다양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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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종교문화의 수단과 양상의 다양성은 유대 역사상 중요한 논

쟁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하시딤과 미트나그딤 논쟁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지점이며, 후

대 하시디즘의 종교문화가 다양해질 수 있었던 원인이 된다. 기존 연구는 초기와 후

대의 하시디즘을 나누어 초기는 혁신적, 창의적이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전통적, 보수

적으로 변했다고 분석했지만,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모든 양식이 영

적인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바알 쉠 토브의 관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하시디즘 초기 연구사에서부터 담론의 대상이었던 ‘물질성 벗어버리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를 물질에 대한 이원적 의식 초월의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먼저 

필자는 그가 물질 자체와 물질에 대한 사람의 의식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바알 쉠 토브는 물질 자체는 신성하지만, 물질에 대한 좁은 의식이 이원성

의 핵심이자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앎으로 좁은 의식에서 넓은 의식으로 

이동하 것을 강조했다. 이 점을 해석의 축으로 삼아 바알 쉠 토브가 물질성 벗어버리

기와 물질성을 통한 예배를 사람의 의식에서 동시에 행하는 방법으로 통합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기존 연구들은 물질성에 대한 두 가르침을 나누어 분석하면서 대

립적인 서술을 사용하였으나 존재의 소멸과 이원성의 초월을 중심으로 자료를 해석할 

때, 두 가르침이 나누어지지 않으며 대립적인 술어의 적용이 불필요할 수 있음을 검

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시디즘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자 다른 정통파와 현대 하시디즘 분파

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대표적인 특징인 짜딕을 다루었다. 짜딕 역시 유대 전통과 

카발라에 있던 개념이나 바알 쉠 토브는 천상과 지상, 개인과 전체, 성과 속을 나누

지 않는 관점에서 하시디즘만의 짜딕 개념을 정립했다. 필자는 특히 바알 쉠 토브가 

짜딕을 의식과 행위, 성과 속, 공과 존재, 자기와 타자 등의 이원성을 초월한 인물로 

그린 점에 주목하였다. 이 통합성에서 공동체의 육체적 · 정신적 안녕을 책임지는 짜

딕 개념이 탄생하였고, 공동체에서 짜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짜딕을 메시아로 보

는 하시디즘 분파도 생겨났다. 

    하시디즘 짜딕의 메시아적 요소는 유대 신비주의 연구 초기부터 다루어졌다. 기

존 연구는 샤바타이 쩨비의 메시아운동이나 짜딕을 메시아로 보는 분파와의 연장선에

서 바알 쉠 토브 사상의 메시아적 요소를 가늠하였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는 짜딕과 

보통사람을 나누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짜딕이 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후대

에서는 짜딕과 보통사람이 구분되는 분류체계가 생성되고 짜딕의 특별함이 두드러지

면서 사람이 짜딕을 통해 구원을 받는 메시아사상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보

았다.

    바알 쉠 토브의 사상은 현대 하시디즘 분파뿐 아니라 신(新) 하시디즘 사상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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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널리 수용되며 유대 공동체의 사회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필자는 바알 

쉠 토브의 비이원적 사상이 현대 하시디즘의 다양한 양상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향후 그의 사상과 현대 유대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나가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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