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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어가는 글
[공동체 규례] 혹은 lQS는 1) 1947 년에 제 l 동굴에서 발견된 일곱 채

파피루스 문헌 중에 하나이다. 학자들은 일곱 개 파피루스 문헌들 중
[회 중의 례 ](Rule

of

the

Congregation:

lQSa)과

[축복서 ](Book

of

Blessings: lQSb)은 [공동체 규례]에 첨부되었던 문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

문헌들을 lQS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lQS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1) 서문

동체 들어가기

lQS 1.1 6-2.18; (3) 재가입의식， 용서

의 근본적인 이왼론

(6) 형벌에 관한 법칙
1-10.8; (8) 찬양시

lQS 1.1 -15; (2) 계약공
lQS 2.29-3.12; (4) 룸란

lQS 3.13-4.26; (5) 공동체 생활의 규례

lQS 5.1-6.23;

lQS 6.24-7.25; (7) 거룩한 회중에 관한 법칙
lQS 10ι1 1. 22

lQ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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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Sa , lQSb로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세 문헌들은 같은 홍굴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헌들의 측정연대나 글자체가 동밀하다. 그
후에 아 문헌들은 미국요로 건너기- 출판되었다.2) 그 후 비평판은 1994
년 H. 찰스워쓰에 의해， 3) 그리고 다른 여러 번역본도 동장하렀다.

lQS는 룸량 공통체가 구성되기 시착한 기원전 2세기경얘 구전 S로
만들어지고 그 후 기원전

100년경

끼록된 것으로 추정된띠 .4)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lQS는 그 쭈에서 제 4 동굴과 제 5 동 ，글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조각난 파파루스에 발견되어 lQS의 내용을 보충하는
데 도츄을 주었다，5) 이 두루마리 중 가장 파손된 부분은 문펀의 마지
막 부뿐이다 제 1 동굴에서 발견된 [전쟁 두루마리]나 [하박국 주해 I 도
마지막 부분야 탄 흔적이 있역， 학자들은 파피루스를 게니체에 저장
하기 전에 성정적으로나 의례책으로 불태운 혼적이라고 쥬 상하기도
한다. lQS 가 11 행간으로 되어

있지만 범스(Vermes)는 [공동 셔1 규례]

는 lQS 5.1 에서 시작한다고 해석한다 .4QSd만 lQS의 모든 1뷰분들이

있는 파편문서이다. lQS 와 통일한 내용을 얘루는 문현들은 1-4 행간，
혹은 5-11 행간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lQS 가 원폐는 서로
다른 뚜 개의 서로 다른 문헌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되기 한 I斗.

lQS는 룸란공동체의 메시아 도라|콸 기다리며 현채의 종 f갚론적 이
원론을 바탕으로 유대인 공똥체 형성을 위한 법， 규례， 그페고 신학
2) ßurrows , Trever , and Brownlee “ Manual of Discipline" in The

Deιd

SM St-ro/ls

nf

St. Mark 's l11ortaSlery , vo l. II. Fas c. 2: Plares and Transcriprion of rhe Manual of
Discipline (New Have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 1951 ~
3) ]ames H. Charlesworth , ed. , The .Dead Sea Sπolls: Hebt'i:ll ’, Aramaic, and Greek
leχ:t.r U'써

English Tramlatio t!s, 1'01. 1 Ru!e 0/ the

Commlmi깨

and Relat' d Documents

(Louisville: Wesrminsrer ]ohn Knox Press , 1994).
4) lQS의 내용을 담은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는 기원전 100년경 기록된 제 4 동굴에
서 발견된 파펀문헌들이다. 학자들은 기웬천 150년경 공동체가 룸란 사막에 형
성펴기 시직하였고 그 후 lQS가 만들어셨다고 주장한다.

5) [공동체 규례 l 와 관련된 12 개의 복사본이 발견되었다. 동굴 1 에서 1 살견된 lQS
자 Sereq ha-Yahad의 전문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온전한 복사본이다

동굴 V에

lQS 와 관련된 파편문헌(5Qll) 이 있다. 대부분의 복사본은 동굴 IV데 서 발견되
었는데 거기에는 lQS과 관련된 10개의 따떤문헌들이 있다 더 자세 한 내용은

Charelsworrh 53-107 을 보라.

I공동체 규례 J

을 기술한다.

(lQS) 3.13-4.26에 나타난 이원론과 그 기원

lQSa는 룸란공동체는 종말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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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시간(Endzeit)를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서술하고 lQSb는 어둠의 자녀들이 물러
난 종말론적인 시간에 마련된 축복을 묘사한다. 이 글에서는 lQS 중
이원론이 가장 잘 드러난 lQS 3.13-4.26 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기왼
을 구약성 서 와 오리 엔트 문화， 특히

마즈다야스니 즘에서 6) 찾으려 는

시도이다.

I 1. 룸란공동체의 이원론
lQS 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이원론이다. 이원론은 현실을

설명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원론은 창조선화에 가장 잘
드러나는 개념으로 선한 질서신이 악한 혼돈의 신(둘)과 우주적인 투
쟁을 벌인다.7) 모든 사물이 하나에

기원한다는 일원론(monism) 과는

달리 유일신론이나 다신론에 서 서}상은 여 려 신들과 그 신들의 상정
하는 원칙들이 경합을 벌인다. 그러나 이들 간의 차이는 선명하지 않다.
이원론은 유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8) 이원론은 무
6) 필자는 조로아스터교 대신 마즈다야스니즙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조로아스터

교’란 용어는 ‘마호메트교’처럼 오리엔탈리즘적인 용어이다. 조로아스터는 아후
라마즈다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내용을 전달한 대언자이기 때문에， 마즈다야스
니즘이란 용어를 선호하고자 한다
7) 우주창조신화의 기본 구조는 질서와 혼돈의 신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이집트에

서는 나일강의 범람을 상징하는 태호의 불인 ‘누’ (NW)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태초의 언덕인 ‘엔벤’ (Benben)，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엘리쉬}에서는 바닷물을

상징하는 ‘티아맛’을 아누산이

선사한 바람으로 제압한 절서의 신인 ‘마르

둑’ (Marduk)의 대결!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창세기] 1 장에서는 ‘혼돈’ (tohu

wa-bohu) , ‘어둠’ (hosek)， 그리고 ‘티아맛’과 똥일

한

어왼에서

유래한

‘깊

음’ (tehor따 그리고 ‘물’(mayim)야 하나님의 영， 혹은 강한 바람에 의해 제압당

하고， ‘빛이 있으라’([창세기] 1 장 3 절)라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구조는 전통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선한 신이며 질서 신이 승리하는 숨겨진 혹은 약화된 이원룬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 교리인 Cfealio 1l ex Nihi{o의 교리에 대리에 대한
재해석은 펼자의 “ Creario ex Nililo?"(종교학연구 21 (2002ì: 29-48) 을 보라
8) 영지주의 문서인 [도마복음서]에 등장한 이왼론에 관한 글은 펼자의 "r도마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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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보다도 절때적연 이원론과 상대적텐 이원론으로 나될 수 았다. 극
면적아며 절대적인 이원론 안에서 두개의 상반된 원칙들이 태고 적
부터 존재해왔다. 례를 들어 고대 이란의 이원론인 마즈다 c] 즘이나
01나교가 그것이다. 이 뚜 종교 안이l 빛과 도움을 주는 원칙 I Amesha
훤ema) 과 어둠과 파괴적인 원칙 (Angra Mainyu) 이 태고 적부터 투쟁해

왔다

α} 보다는 딴화된 상대적인 이원론에서는 이 두 원칙듣·’걱 하나

늠 다른 하냐에서 유래한다‘ 예를 들어 중세 그리스도교 야 li-이었던
보고델 (Bogornils) 얘서 악마는 산요로부터 온 타락한 천사이다 악마는

컨깐펴 폼을 창조하였고 신을 속여 연간에서 영혼을 깃들게 히였다.
섣 r꽤석-깜때적인 구분보다 더 중요한 분류는 변증법적 이원콘과 종
필흔적 Q] 원론야다. 변증법적 이원론은 두개획 상반된 개념이 영원히
펌증펑척야거나 긴장관계에

았다. 예룹 들어，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야 해 약와 불질(혹은 플라톤의 6 저 장소’ (recepracle))， 단수와 복수， 인도

총교때 등장하는 현상계인 마야(maya) 와 궁극적 실체인 아트만-브라
흐만(a[man-brahman)철은

분류이 다.

변증볍 적

이 원론은

대 체 적 으로

순환랩야며 영원히 반복하는 역사관올 가진다. 종말론적 아원흰·은 인
간과· 셰샘약 궁극적언 운명과 연관 있다. 순환적인 변증법적 시원론
파는 딸댐 총 1괄론적 。}원론은 선형작이다， 선형의 마지막에 피은 제
거획꼬 ;종딸은 돌아킬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다. 고대 。l 란 꽉교들，
약즈다약즘파 마니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바5.;~. 종말
론적 ι! 줬론에 속한다.

찰:느워쓰는 아원론을 두 재의 서로 배타적인 범주를 가진 정·반 사
상의 유형 0] 며 각각의 범주는 다른 범주와는 대조가 되는 특징델， 특
힘 융리춰깐 때용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9) 그리고1 바로 이 이원론적
런 삭상 E- 풍란문헌의 가장 특정적인 요쇼 중에 하나이다.
。}라환 종말환적 。1 원론은 콤란문할 여러 곳에셔 발견된다

특히

서샘i 냐타난 영자주의: ‘몸’을 통해 본 이원론을 중심으로’‘(인문논총 5ι i I. W05) ，
p , 158-189ì 를 보라

9)

J. H

εhadesWOfrh 1990 과 “ Crirical ε。 mparison of the Dualism in lQ~: 3:12-

4 갚 and the Dualism Comained il1 rhe Gospel of John ," in ].H. Char!o: '!;.worrh
ed ‘ Jûhll ιmd the DlJdd Sea Scm!fs (New York: Crossroad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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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공동체 규례 1 (lQ8) 3.13-4.26에 나타난 이원론파 그 기원

[전쟁

두루마리](l QM) 에

등장하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탈의

투쟁은 구약성서와 외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0) 프래아와 찰스

워쓰는 10가지 이원적인 사고.유형으로 구분한다 11)
학자들은 lQS 와 다른 룸란 문헌들을 비교하여 야원론왜 역사적핸

발전단계에 대해 연구해 왔다. 특히 [전쟁 두루마리] lQ핸 X 해 풍장하
는 하나님과 벨리알(Belial)의 12) 종말론적 전투는 룸란 문헌중 아원륜
10) [다니엘서] 10:20-21 에 동장하는 01 카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페르사아와 그려스
왕들과 전쟁하는 이야기와 외경 중 [12 족장들의 증언]과 [회년서엠’ 이휠론적
인 요서가 감지된다.

11)

J. Frey, “ Different Patrerns of Dualistic Thought in the Qumran Libra l' y:
Reflecrions on cheir Background and Hisrory," in
5t.ιdies

on the Texts o[ the

Deseη

μ'gal

Texts at/ d Legend

Iss.ιflJ，

o[ j.μdah 23 (Leiden: E.]. Brill , 1997): 282-5: 1)

형이상학적 이원론: 찰쓰워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만을 묘사하는 형아상학
적 이원론을 소개한다 프레이는 형이상학적인 대퉁한 구조가 마즈다이즘외 。}
후라 마즈다와 앙그라 아흐리얀의 대등한 적대구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유

대교나 그리스도교의 하나님과 사탄/벨리알의 갈등은 형이상학적 이원론 구쪼

에 속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사탄이나 밸리얄이 이 전통들안에서 하나님과
동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우주적안 이원론. 세상은 두캐의 상번-펀 채념 빚

선 그리고 어퉁-악으로 나눈다 -우주척인 이원론은 형이생학책 이완른파는 다
른 점이 있다 우주적인 이원론은 영원히 자속적이거냐 혹은 결과폰적야지 않
다. 우주적인 이원론은 빛과 어툼과 같이 순수하게 형이상학적앨 수도 있고，
카엘， 벨리알， 빛의 왕자와 같은 존재로 표현되기도 한다;

3)

111

공잔적 야원론: 서i

상은 하늘과 땅으로 구분한다; 4) 종말론적 이원론 혹은 시간적 야웬론· 사간쓸

이 세상의 시간과 다가 올 세상의 시간으르 구분한다; 5) 윤리적 。1 웬른: 인간
을 두개의 상반된 윤리 가치로 구분히여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으르 구분한
다; 6) 구원론적 이왼론. 메시아를 받약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의 댁부제
따라 사람을 구분한다. 이것은 윤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신져틀야 구원을 받았

다고 믿는냐가 문제이다; 7) 신학적 이원론: 하나님과 인간， 창또주와 펴조물을
구분한다; 8) 물질적 이원론 세상을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환다; 9) 인간적 。!

원론: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육체와- 영혼의 이중 구분을 가초르 한다，
10) 심리적 이원론

인간 심리 안애 있는 서로 다른 두 경향:엑 관한 설명이다.

12) ‘멜리알’은 구약성서 I열왕기상] 21:10 에서 ‘건달， 가치 없는 자’ 혹은 ‘혼돈’
둥으로 번역되나， 신약성서 [고린도 후서 1 6:15-6에논 그객스포와 r，t]비되는 ‘악
마’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그리스도와 멜리얄이 어떻게 화합하며; 밀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넘의 쟁전과 우상아 어

종교학 연구

60

적인 생각을 가장 독창적으로 드러낸다. 이 전투는 이전의 쉰서 전통
들， 특히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딸론적

전쟁을 포함하는 01 원론과

와 마카베오 전쟁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1QS의 이원론뀔 P. von
der 오스텐-사켄 (Osten-Sacken)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로 구분 i판다: 13)

(1) lQS 3:13-4:14: lQM의 종말론적 전쟁 이원론을 윤리적 。1 si'! 론으
로 변형;

(2) lQS 4: 15-23a: 윤리적 이원론이 종말론적 이원론으로 평칭，
(3) lQS 4:23b-26: 윤리적 이원론이 인간적인 이원론으로 평칭‘

1. 돼 엠 (Duhairne)은 요스렌-사켄과 의 견을 달리 한다. 그쉰 의 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윤리적 이원론이 가장 독창적이며 원초책인 이원
론이라고 주장한다 14) 그는 가장 기쪼가 되는 부분이 윤리펙 이원론
을 다루는 lQS 3:13-18a; 25b-26a; 4:15-23a이며 두 영들의

우주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1QS 3:18b-23a; 3:23b-25 히 첨가되썼다고 주
장한다.

J

뜨레이는 오스텐-사켄이나 뒤엠의 이원론에 대한 선형 석인 설명

을 거부한다. 그는 윤리적으로 경도된

우주적인

이원론(l새S 3: 13-

4:26)과 두개의 서로 다른 상반된 천사들이 대결하는 엄잭펜 이원론
(l QM)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특히 일반인들의 이원론이었고

후자는

사제들의 이원론으로 구분한다.
lQS 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lQS 6.13-23 과 1QS 3.13 ， 'U6 이다.

lQS 6.13-23 는 룸란공동체에 입회하기 위한 2 년간의 수련 71 간 중 암
송해이·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lQS 3.13-4.26은 룸란공동체 ~:~I 신학적

인 특징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마쩌

그리스도교의 사 5~ 신경이나

떻게 어울려겠습니까? 이 단어는 원때는 보통명사였으나， 후에는

l유명사로

그헤스도와 대결하는 악의 현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구약성서에서 선약성서
로 넘어가는 개념 변화 과정을 사해사본의 멜리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P. von der Osten-Sacken, Gott

ιnd

Belia! (Goeningen: Vandenhoeck ,1,: Reprecht ,

19( 9)

14) J. Duhaime “ InsrructÎon sur les deux esprÎts et [es inrepolatiol'Ls dualists
<Qumran> ,’‘ RB 84 (1977) , pp. 5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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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문처럼， 모든 룸란공동체 멤버들이 암송해야 하는 내용이었다.

III. lQS

3.13-4.26의 신학적 특징들과 여원론

lQS는 붐란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작품 중에 하나이다. 이

공동체에 입회하고자는 하는 차들을 2 년간의 수련기간을 거쳐야한다.
lQS는 두 가지 신학적 특징을 드러낸다: 1) 엄격한 유일신 사상; 2)
종말론적 이원론 15) 이러한 신학적 내용을 가르치는 자는 ‘선생’이었
다. 선생이 룸란공동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QS 3.13-14
(1 3) 선생의 역할은 모든 빛의 자녀들을 모든 인간들의(직역， ‘사람들

자녀들의’) 본성에 관해 이해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1 4) 즉， 그들의 세대안의 활동에 맞게 자신들의 표정을 지닌 모든 종

류의 영흔들과 그들의 평화의 시대에 함께 오는 고난의 도래에 관한 것
이다.

룸란 공동체 선생 ‘마스칠’의 역할은 ‘빛의 자녀들’에게 인간틀의

본성에 관해 교육하는 것이라고 증언한다. 그 본성의 내용은 모든 종
류의 영흔들과 종말에 경험하게 될 고난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
들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증언한다.

1QS 3.15
(1 5)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과

미래에도 일어날 모든 것이 유래한다.

위 증언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지식’의 소유라고 증언한다. 그러면

이 ‘지식’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15)

J.

Charlesworth , “ A Critical Comparison of rhe Dualism in 1QS 3: 13-4:26 and

the ‘ Dualism’ contained in the Gospel of John," in John

(COR: New York, 1990), pp. 76-106.

aηd the Dead Sea S，ι'ro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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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가? 여기서의 지식은 후대 영주주의에서도 등장하는 우주가 운

행하는 삼라만상의 원칙을 아는 것이다. 이 지식은 내용은 우주가 두
개의 상호-독립적이며 정반대의 원칙으로 긴장관계를 유찌파고 있다
는 사질이다.

L. 종말론적 이원론
쿨란공동체 거주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함한 우주가 두 갱의 강력
한 천사들， 즉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와의 팽팽한 전투이l 휘말려
있다끄 생각하였다. 인간들은 어둠의 몫(gwr!)과 빛의 몫@ι 써을 모두
지니고 있어，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어둠의 천사에 의해 악
에 빠질 수가 있다. lQS3.21b-24a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q.:

(21b) 어둠의 천사로 인해
(22)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탈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그틀의 폐， 볼볍，
죄의식，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의 다스립으로 야기된 것아마.

(23) 이것은 그의(어둠의 천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비에 따싸 이루

어진다 그들의 모든고난과그들의 고통의 정해진 시간은그의 석매적인
다스림으로 야기된다.

(24) 그의 몫의 모든 영흔들은 빛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다.
lQS의 두 영에 관한 내용은 쿨란 문헌중 이원론에 관한 :'r장 자세
한 설명 중에 하나이다. 이 이원론은 우주적인 이원론뿐만 아니라 윤

리적이며 심리적언 이원론의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하나님깨서는 빛

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고， 이 빛과 어둠 위에 모든 나른 피조
물들쓸 창조하셨다:

lQS 3.24
(24) 그는 빛의 영혼과 어둠의 영혼을 찬양하였고 그들 위에 !ii~든 피
조물의 기초를 만드셨다，

[공동체 규례 1

(1Q8) 3.13-4.26 에 나타난 이원론과 그 기원

63

1QS 3.13-4.26 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창조의 노래로 시작한
다

lQS 3.15b-18 은 창조물은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렬 것을 선포한다:
(1 5b)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그는(하나님) 그들의 모든 계획을 확립하

였다
(1 6)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존재하게 될 때， 그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의 손 안에
(1 7) 모든 사물에 대한 판결이 있다 그는 그들의 활동 가운데 그들을

지탱할 것이다 그는 인간을 세상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 창조했다
(1 8) 그는 인간을 위해 그가 방문할 정해진 시간 천에 그들과 함께 생

활할 두 가지 영을 계획하였다

2 ‘빛의 왕자’와 ‘어툼의 천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에게 두 가지 영을 준비하셨다
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영들은 lQS 3.18-9 에서 ‘진리의 영’과 ‘거

짓의 영’이라고 기록한다. 빛의 길을 걷는 자는 ‘빛의 왕자’와 연관이
있고 어둠의 길을 걷는 자는 ‘어둠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다

각각

의 분류에 속하는 구성원들을 각각 ‘빛의 자녀을’(l QS 3.13 , 24 , 25)
과 ‘기만의 자녀들’ (3.21)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이들 간의 구분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빛의 자녀’
들의 ‘어둠의 천사’의 유혹을 받아 ‘기만의 길’을 종말 전까지 걷기도
한다고 증언한다(l QS 3.22-23):

(22)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탈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그들의 죄， 불법，
죄의식，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의 다스립으로 야기된 것이다

(23) 이것은 그의(어둠의 천λh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비에 따라 이루
어진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고통의 정해진 시간은 그의 적대적인
다스림으로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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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파 자녀’들의 탈선에도 불구하고 하니님과 그의 진리 91 천사가
그들읍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이 두 영을 모두 창조하였
다고 전한다.

lQS 4:2-8 은 진리의 아들들이 지난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2) 그리고 이것들이(빛의 자녀들)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길들이마 사
람꾀 마음을 밝히고 그 앞에 진실한 의로움의 모든 길들을 닦고 :;:의 마
음0]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게 하고

(3) 겸손， 인내의 영혼과 관대한 동정과 지속적인 선행， 현명한 통찰

력， 놀라운 지혜가 모든 하나님의 일틀에 확립되게 한다

(4) 이것들은 그의 위대한 헤세드에 의존한다. 지식의 영이 그 ’ j 의도
한 모든 일에 입하고， 의로운 판단에 열심을 내고， 변치 않는 목표를 향
해 거룩한 의도가 있게 하신다
(5) 그리고 진리의 자녀들에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다. 영광스런 η’늠결로
더씌운 우상을 혐오하고，

(6) 지식의 신비에 대한 진실에 관해 모든 것에 대한 분별 안에서 조심

스립게 행동한다. 그 안에 걷는 모든 사람들에 (알맞은) 대가는 ;:\1 료와
(ì) 장수 안에서 위대한 안녕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함께 많은 까녀가

생 71 맥 영생으로 한없이 즐겁고， 영광익 관이
(8) 영원한 빛으로 감싼 눈부신 의상과 함께 빛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짓의 영흔’은 사람어에l깨게 들어와 다다~딛닫
F
일들을을- 한다(αlQS 4.9-14):

(9) 그러냐， 거짓의 영혼에 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탐욕과 껴로운
일에 태만， 사악합， 거짓， 자만싶 거만함， 잔악한 눈속임과 거젓，
(1 0) 터무니가 없는 위선， 화냄， 치사한 비열함， 음란의 영흔으~~~. 가증

스퍼운 일들에 대한 수치심을 모르는 몰두， 깨끗지 못한 의례의 서려운
방식틀，
(1 1) 신성모독의 혀， 정님 됨과 귀먹어리 됨， 목이 뺏뺏하고 n셈이 굳

음， 그리하여 어둠의 길과 사악한 간교 안에서 걷는다. 그 안에 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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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가는
(1 2) 형벌의 천사에 의한 괴로움， 하나님의 복수의 화로 영원한 파멸，

끊임없는 공포와
(13) 수치， 그리고 어두운 장소의 불 가운데서 소멸하는 망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세대 안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이 파괴될 때 까지 어두운
심연에서 무서운 고통과 모진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1 4) 그들을 위 한 남은 자나 구원이 없다.

한 가지 놀라운 사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으로 이 두 영을

지정하신 점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영， 자기의 몫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된다:

lQS 4.15-16
(1 5) 이들 안의 (두 영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며， 이들의 두 구분 안

에 사람들의 세대의 모든 무리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방식

안에서 사람뜰은 걷고， 모든 그들의 일들은
(1 6) 사람의 몫에 따라 다소를 불문하고 모든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

들의 구분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지믹 시간까지 그들을 선별했
기 때문이다.

lQS는 이 두 영들 간의 투쟁을 언급한다. 이러한 투쟁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그리고 ‘가만의 영’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지속된

다
lQS 4.17-26
(17) 그들의 구분 간에 영원한 대립이 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혐오
는 거짓이 하는 일들이다. 거짓에 대한 혐오는 진리가 하는 일이다
(1 8) 이들의 판결 간에 강렬한 투쟁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걸

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분별력과 영광스런
지혜로 거짓의 존재에 대해 마지막을 정하셨다. 그가 대가를 지불하는 정
해진 시간에，
(1 9) 그는 영원히 거짓을 파괴할 것이다 그때 진리는 영원히 서l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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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것이다. 진리가 거짓이 지배하는 동안 사악한 행위로 판결의 정해
진 시간까지 자신을 오염시켜왔다，
(20) 그때 하나님은 그의 진려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정화하고 끼 신을

위해 사람의 자녀들로부터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는 그의 육체의 기질
로부터 거짓 영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21) 그는 사악한 행위로부터 그를 성령으로 정화하고 정화의 원처럼

진리의 영을 그에게 뿌릴 것이다. 그는 그를 거젓이라는 혐오와 원순한
영으로부터의 오염으로부터 정화할 것이다.
(22) 그 결과 정적한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과 하늘 "1 아

들이 가지는 지혜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도에 대해 완전한 자들은 분별
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영원한 계약을 선택폐고
(23) 아담의 영광이 속임 없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거짓센 일

들은 창피를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리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이 텐간들
의 마음에서 싸우고 있으며，
(24) 그들은 지혜 안에서 걷거나 혹은 타락 안에서 걷는다. 진리 간에

서 청해진 사람의 몫대로， 그는 의롭게 꾀어 거짓을 싫어한다. 거젓씨 몫
안에 유산을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 악해져 진리를 비워하게 될 것 ':.1 다.
(25)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정된 시간과 새것을 만들 때 까지 각 들을

선별허였다. 그는 정해진 시잔의 마지막에 그들의 일에 대한 보상을 알고
계시며，
(26) 선한
혼에 따라

[ ... j 의 지식을 위해 사람들에체 그것들을 할당하고 그 q 영

[ ... 1 대가 ...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몫을 결정하셨다

‘진려의 자녀들’과 ‘기만의 차녀’를 간의 싸움은 하나님이

상한 서

간， 곧 그가 깨만의 영과 그것과 관련펀 모든 것을 파멸헬 떼 까지 계
속된다. 그 때가 되면， 진리의 자녀둘은 정화되어 아담의 영 방 안어l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한다.

lQS의 자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빛과 어둠의 대결이다‘ 빛과
어둠의 대결은 진라의 염과 7] 만의 땅의 싸움으로 구체화된 1까. 여기

서 홍머로운 사설은 빛과 어둠이 。1

쿠 영의 기원과 행동올 반영하

며 이 영들의 이름과 동일사된다는 침이다. 그러나 이들의

는 하냐님이 빛의 자녀들 편을 들어주면서 깨잔다.

r l 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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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의 기원
이 구절은 또한 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한다 lQS 의 저자는 모든

악의 기원을 한 영， 즉 ‘어둠의 천사’에서 찾는다‘ 모든 선한 것을
‘빛의 왕자’에서 기원을 찾고， 모든 악한 것을 ‘어둠의 천사’에게 기
원을 찾는 설명은 악의 기원에 관한 교려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저지
는 하나님이 두 영 모두를 창조했고 이 두 명 모두 하나님에 비하여

하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악을 생기게 한 장본이며， 인
간들은 태초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몫이 ‘선’언자 ‘악’인지 혼동되기도

한다
lQS의 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동시대 악의 기원에 대한 설명들
과는 전혀 다르다. 첫째， 악의 기원은 ‘천사의 반란’으로 시작되었다
파숫군의 반란에 관한 내용은 외경 [제 l 에녹서] 6:1-6 , 7:1; 10:8-9 에
서 찾을 수 있다. 이 내용들은 구약성서 [창세기] 6장 전반부에 등장

하는 네펼림의 기원에 관한 내용의 신학적 해석들이다;
[제 1 에녹서]

6: 1-6

( 1) 사람의 자녀들이 많아져 아름답고 정숙한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늘의 자녀틀인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정욕을 품고 서로 말하기

를 “자， 우리가 사람의 자녀틀 가운데 아내를 골라 아이를 낳자”라고 말

했다
(3) 그들의 대 장인 셈야자Semyaja가 그들에 게 말했다: “나는 너 희틀이

이 일에 동의하지 않을까 두렵다 나만 홀로 큰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그들 모두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맹세하여 이 계획을 포기하
지 말고 하기로 서로 상호간에 약속하자!"
(5) 이들이 모두 맹세하고 연좌하여 서로 약속하였다

(6) 자레드(Jared)시대에 헤르몬산에 내려온 자들은 이백 병이나 되었
다 그들은 그 산을 헤르몬(Hermon) 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뜰이 상
호 연좌로 맹세하끄 약속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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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 에녹서] 7: 1
(1) 그들과 함께 모든 다른 이(천사)둡도 스스로 여자를 취하였파， 각

각 한 여자를 취하여 성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스스로를 더렵혔다 그들
은 여자들애게 마법과 마술， 뿌리를 조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괴델에게
식품과 익숙하도록 하였다.

[제 I 에녹서] 10:8-9

(8) “모든 땅이 아자젤 (Azazel)의 가트침으로 더 럽 혀졌다 모든 씌가 그
에게서 왔다"

(9) 주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말했다· “나가서 잡종， 타락한 존재들， 음
란씌 자녀들과 대항하여 사람들 가운데 음란의 자녀들과 파수군꾀 자녀
들웰 멸망시켜라"

이 당시 악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아담의 불순장‘과 16) 인
간의 죄성향 17) 이었다. 그러나 이 모뜬 악의 발생을 계획하피1 허락한
자는 짜나님이었다 18)

4.

종말론

lQS 는 특히 예정된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파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형태를 만들었다.

IQS 3: 15
(1 5) 앓을 소유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현재에도 존재하펴 미래

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그는 그들을 위한 모판 틀을
확립하였다.

이 뜰 안에서 하나님을 인간을 세상을 지빽하기 위해 창죠.했다. 그
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그가 방문하기 전에 인간들과 함께
16) [아브라함의 묵시 J 2,6.
17) Midrash of Berakoth 9.5 ,

18) Chadesworth , p , 80

한 두 가

I공동체 규레 1 (1QS) 3.13-4.26때 나타난 이원론파 그 기원

69

지 영을 계획하였다， 그 두 가지 영은 다음과 같다.

lQS 19-20
(1 9)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그것이다 빛의 샘물 안에서 진려의 본

질이 나오며 어둠의 우물에서 거짓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20) 빛의 왕자의 손에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다스럼어 었다， 빛의 길
안에서 그들은 걸을 것이다. 그러나 어둠의 천사의 손에 거짓의 자녀들

다스림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적인 구분이 확고한 것은 아니다. 어둠획 찬;，1

는 항상 ‘빛의 자녀’들이 길을 잃도록 종용하고 었기 때문아파‘

lQS 21-22
(2 1) 어둠의 길에서 그들이 결을 것이다. 어둠의 천사로 인해

(22)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탈선이 있을 것이다， 모든 그들의 죄， 불볍，
죄의식，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의 다스림으로 야기된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녀들이 시험을 계속 받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지-를 상주시고 악한 차를 벌추
시는 신으로 묘사된다. 하나념과 진리의 천샤가 빛의 자녀를 도울 책
이라고 기록한다 ..

lQS 23-25a
(23) 이것은 그의(어툼의 천사) 마지막까지 하나남의 신비에 따라 야루
어진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고통의 정해진 시간은 그의 적대적인
다스림으로 야기된다.

(24) 그의 몫의 모든 영혼들은 빛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천사는 모든

(25a) 빛의 자녀들을 도울 것이다.

위 내용에서 종말론적 기대가 이원론적이지는 않다. 결국에는 하나
님과 선한 신이 개입하여 의로운 자들이 승리하도록 아끌기 때문이 다 !9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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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랴적 이원론
lQS 4:2-14 는 윤리적 이원론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벚의 왕자
와 연관된 의로운 태도와 도덕적인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따. 그리하

여 인간들은 단순히 빛과 어둠의 지-녀들로만 구분되는 것:'1 아니라，
그들띄 행위로도 구분된다. 다음은 1QS 4:2-8 의 내용은 빛피 자녀들

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윤리 목록이디-

lQS 4:2-8
(2) 그리고 이것들이(빛의 자녀들)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길들 01 다: 사

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앞에 진실한 의로움의 모든 길들을 곧게 파고 그
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게 하고
(3)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확립되어 있는 겸손， 인내의 영혼과 관대한

동정과 지속적인 선행， 현명함， 통찰력， 놀라운 지혜(를 경외하게 한다.)
(4) 이것들은 그의 위대한 헤세드에 의존한다. 지식의 영이 그까 의도

한 모든 일에 임하고， 의로운 판단에 열심을 내고， 변치 않는 목.:::~를 향
해 거룩한 의도가 있게 하신다.

(5) 그리고 진리의 자녀들에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다. 영광스런 순결로
더러운 우상을 혐오하고，

(6) 지식의 신비에 대한 진실에 관해 모든 것에 대한 분별 안에 ι1 조심
스럽게 행동한다. 그 안에 걷는 모든 사람들에 (알맞은) 대가는 서료와

(7) 장수 안에서 위대한 안녕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함께 많은 자녀가
생기며 영생으로 한없이 즐겁고， 영광의 관이
(8) 영원한 빛으로 감싼 눈부신 의상과 함께 빛날 것이다.

빛띄 자녀와는 달리 어둠의 자녀는 세상에서 다음과 같꽉 행동을
한다:

19) Frey,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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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S 4:9-14

(9) 그러나， 거짓의 영혼에 관해 말하자면 디음과 같다· 탐욕과 의로운
일에 태만， 사악함， 거짓， 자만심， 거만함， 잔악한 눈속임과 거짓，
(1 0) 터무니가 없는 위선， 화냉， 치사한 비열함， 음란의 영혼으로 가증

스러운 일들에 대한 수치심을 모르는 볼두， 깨끗지 못한 의례의 더러운
방식들，
(1 1) 신성모독의 혀， 장님 됨과 귀머거리 됨， 목이 뺏뺏하고 마음이 굳

음， 그리하여 어둠의 길과 사악한 간교 안에서 걷는다 그 안에 걷는 모
든 사랍들에게 (알맞은) 대가는
(1 2) 형별의 천사에 의한 괴로웅， 하나님의 복수의 화로 영원한 파멸，

끊임없는 공포와
(1 3) 수치， 그리고 어두운 장소의 불 가운데서 소멸하는 망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세대 안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이 파괴될 때 까지 어두운
심연에서 무서운 고통과 모진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1 4) 그들을 위한 남은 자나 구원이 없다.

이러한 윤리적 이원론의 목록와 대비는 포수기 이후 유대교 문헌
에서 많이 등장하며， 그 기원은 기왼전 6 세기 이후에 기록된 소위 P
기자의 우주창조 내용에서도 등장한다:

I창세기 J 1: 1-5
1.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칭조하섣 때에，

2. (그 때엔 땅이 매우 혼돈하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고， 강한 바람
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 빛을 낯이라고 하시고， 어둠음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
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구약성서 [창세기]의 내용과 비교하면 윤리적 이원론의 내용이 신
학적으로 더묵 정교하게

다듬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찰스워쓰는

lQS 4 에 등장하는 윤리적 이원론처럼 자세하고 승화된 윤리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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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없다고 주장한다 2이

프해 01 는 야 구절의 윤리적 이원론의 기원을 구약성서의 /1 혜문학

에셔 추적하였다

J. G ‘

감미 (Gammie)는 [잠언] 29:27 을 인용턴면서 지

혀l 자와 비 웃는 자， 의로운 자와 사악한자의 비교를 시도한다 21)
[삼염 1 29:27

익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01

{'rC:1 적 이원론은 외경 [집회서]에 등장하는 소위 ‘벤시라의 이

원론’에 더욱 발전한다 여기에서 주님 사람들을 구분하여 C'1 떤 사람
들은 츄복하여

위대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싸로부터

추방서켠따고 전한다‘
i 집회서 I 33 11-15
‘

11. 주님의 지식의 온전함으로 그는 그들을(인간들) 구분히여 디 론 길
을 지정하셨다

i2 , 그는 몇몇을 축복하여 드높이고， 몇몇은 거룩하고 자신에케 가까
아 녔계 하였지만， 나머지는 저주하여 낮추어 그들의 원래 자리로특L 껴 물

려까재 하였다
ij

:'료71 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자신의 좋아하는 대로， 모든 그의

망삭팩로 사람들은 그들을 만든 자의 손에 있고， 그가 결정하는 대꾀， 그
;들에케 행한다

14 선은- 악의 반대이며， 생명은 죽음의 반대이다.
그러르로 죄인들은 경건한 자의 반때이다.

ì5 젤 엘용의 모든 행하심을 보라. 그틀은 쌍으로 있고， 서로기- 대항
척도 녔다，

i캡회샤}에 녁 악의 근원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임을 암시한냐‘ 하나

념야 마치 토자장이처램 사람들 선하제도 악하게도 만들 꺼; 있다고
20j εharleεworrh‘ p , 79 ,

21;

J. G

‘

G 'lmmie, “ Spar a! aud Ethical Dualism in Jewish Wïsdom and

Litεj~ature ，“ þιrκa!

0/

Bib!ica/ Limatllre 93 (1 974) , pp ‘ 3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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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한다 프레여는 [집회서] 33 장이 “창조의 예정론”을 증언하고 있

고， 이 내용이 바로

lQS 3: 13-4:26의

윤랴적 이원론의 근거라고 주장

한다 22)

lQS

4:24-25 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의 몫， 운명을 부여받았다고

증언한다:
진리 안에서 정해진 사람의 몫대로， 그는 의롭게 되어 거짓을 싫어한

다 거칫의 몫 안애 유산을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 악해져 진리를 미워하
게 될 것이다

야 구절은 i 빛의 지-녀’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

라， 태어닐 때부터 하나닙때 의해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발하고 있다.

의로운 자가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자유의지는 어떤 사람 01 션한 사람이 되느냐 혹은 악한 사람

이 되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자유의지에 관한 결정적씬 문;상은

lQS

4:23-24 이다:

lQS 4:23b-24
(2 :3 b) 지금까지 진리 의 영듣고{ 거짓의 영들이 인간틀의 마음에서 싸우

고 있‘으뎌，

(24) 그들은 치혜안에서 걷거나 흑은 타락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정해전 사람악 몫대로， 그는 의롬체 되어 거짓을 싫어한다 거칫의 몫 안
에 유산을 받은 자논 그것을 풍해 악해져 진퍼플 마워하711 될 것이다

진리외 영들과 거잣의 영들어 사람틀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었다고
주장한다

프레야는 야 구;설 ι

정획찍 단겨g ’‘랴-고 쾌석한파 23ì

Frey , 1'" 298
23) Frey , p , 294 ,

22)

"젠랙받는 자들이 종말어1 거져야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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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마즈다이좁의 영향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가 동안 고대 근동의 맹주였던 페트!시아 제

국은 유대인들을 바빌론처l 국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파， 유대
교 공황체 형성을 실제적으로 도운 제국이다. 다리우스대왕

때부터

마즈다씨픔을 받아들인 페르시아는 유대교 신학의 형성에 탱향을 미
쳤다， 24 ì lQS 애 등장하는 주요한 주제블인 ‘천사들’(‘빛의 왕찌 ’와 ‘어
둠의 천사’)과 이원론은 구약성서 중 후대 기록， 특히 페르λ] 사 정복

이후의 유대문헌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다 1791 년 콘스탄 1건 백작
(ζount Constantine)의 주장 이 후， 1900년 초， 소위 종교사학파 학자들
이l 의해 주장되었다.25)

유대교에 대한 마즈다이즘 종교의 영향에 대해서 학자들

중 보이

스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시대(기원전 6-4 세기)에 마즈다이츰-카 유대
언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26) 보이스는 핵싣 석인 후

대 초지 그리스도교에도 영향을 줄 유대교 사상의 근간들인 샤탄， 악

심-표지옥，
마론， 그리고
천사론， 정결례와
특히 마지막
같은 심판과
사상의 부활，
71 원이종말론，
페르시아
그리고
마즈다('1 즘이라
고 주장한다‘ 27)

많은 학자들은 마즈다이즘의

창건자언 조로아스터는 아후 1 과 마즈

다만을 섭기는 유일신론이 아니라， 세상이 태초부터 두개의 영들， 선
한 영과 악한 영의 끝없는 대결 구도를 가진 이원론이라 퓨장한다.
마즈다씨츰 문헌들 이윈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헌은 [야초냐]Yasna
30.1-5 이다. 마즈다이즘에 의하면 태초에 두개의 영이 존재했따·
[야스나] 30 .3 a
아것은 태초에 있었던 두개의 영， 두 종류의 꿈으로 형성된 쌍장:끼다.

24) 배철현 f 다리우스 랭지원전 522-486년}은 조로아스터교 신봉자였나?.!
시아연구.J

W중앙아

8(2003): pp. i-28.
25) Wilhelm Bousset, Die Religion dts Judentlllm in ψ'ae쩌el!enùtischeη Zeita/m :1902)
26) 1\1, Boyce, A Hisrory 0/ ZoroaJtriaηism II (Leiden: Brill, 1975): xii.
2ì) M‘ Boyce , Zoroι'JlriaIlJ ， (London: Rourledge and Kegan Paul, 1979):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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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생각과 말， 그리고 두 가지 행동， 즉 선한 것과 악한 것 28)

인간은 태초부터 존재한 바슷한 두 개의 영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야스나] 30.5.

이 두 영들 사이에서 기만하는 자는 최악의 것들을 선택하지만，
도움을 주는 영은 다이아몬드로 옷을 입고 진리를 선택한다.
그는 마치 진실된 행동으로 아후라블 최선을 다해 만족시키는 자처럼
행동한다， 오 지혜로운 차여’29)

M. 보이스에 의하면 “처음부터 아후라 마즈다와 함께 그에 대항하

는 창조되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인 적대적인 영， 앙그라 마인유”가 있
었다고 설명한다 30) 마즈다이즘의 이원론 안애서 신은 전적으로 선하
28) Helmut Humbach, The Gathas

Part 1

0/

Zarath.ι'shtr，α aηd

l.ηtroduction- Text al찌 Tran.r.μtioη

the Other Old Avestan Texls ,

(Cad Winter Universitaetverlag: Heidelberg

199 1): p. 123
29) Ibid. p. 123
30) M. Boyce, History 1, 192; Yarshater, “ Iranian Common Beliefs ," in CHI Il U ,

p. 347 보이스의 의견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놀리(“Ahura Mazda and
Angra Mainyu," in Eliade , Eηcyι1fe，ι(ia， 1, 157-58)에 의하면 아베스타에서는 이
원론을 주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1) 보이스와는 달리 윤리적 이원론은 후대 사
산시대(기원후 3-7 서117])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아원론
은 사산시대 파훌라비어로 쓰인 분다히슨(Bundah빼n) 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분다히슨] 1.2 .1-4: (1) 잔드-아카스는 오르마즈대아후라 마즈다의 후대 이름)
의 첫 우주창조와 악한 영의 적대에 관해， 그리고 처음 창조에서 미래에 존재

할 종말까지 창조물들의 본성에 관해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다; (2) 마즈다인들
의 종교에 의해 계시된 것으로 오르마즈다가 전지전능， 선에 있어서 최고이며，

웅장함에 탁월하시다. 빛이 모아는 곳은 ‘무한한 빛’이신 오르마즈다가 계선 곳

이다. 탁월한 오르마즈드의 전지함과 선함을 “껴1 시”라고 부른다; (3) 제시는 양
쪽으로 갈라진 것을 설명한다: 한 분은 무한한 시간으로부터 독립적인 분이다

왜냐하면 오르마즈드와 오르마즈드의 지역， 종교， 그리고 시간이 과거， 현재， 미
래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흐리만(앙그라 마인유의 후대 。1 름〉은 어
둠속에서 미흡한 이해와 파괴를 도모하여 심연에 있다 그는 미래에 없어질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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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악은 악한 영으로 유래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신이 전지 언능한 것

은 이니다

오직 선한 편에서 투쟁하는 인간블억 도움을 훈해 섣한

신은 악한 신을 종말에 정복활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o} 휴라 마즈

다를 선한 신으로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인간들의 션행아끼 포 한다
악딴 영인

앙그라 마인유의

별칭안

‘앙그라’는31) 가샤 아베스타

45.2 애서 단 한번 등장한다. ‘앙그라’의 기본적인 익미는 ‘~ì!~ll 를 주는”
이다 a

[야스트1 45:2a
나는 태초의 존재에 있었던 두깨의 영들을· 선포한다.
좀더 도움을 주는 영(선)이 해를 주는 영(악한)을 고칠 것이 c: '2)

V. q-7t논 굴
lQS 3:13-4:26 에 등장히는 야원론은 후대 그리스도교 사감에도 큰

영향쓸 준 사상이다. 룸란공동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삶의 정
황에

대한 설병을 아원론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 r낀다

이런

이원환적인 사상은 구약성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덴， lQS 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아며 융라적언 이뭔론의 근거를 찾가는

I1 약하다.

lQS 에 대한 마즈다이즘의 영향에 혜해셔는 학자들의 의끼’f 은 대립

하고 있다. 일부 이란학자들은 그 영향을 제시하고 었지빈， 다른 학
자들은r 그 영향을 축소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야유는 두르러건 이원론은 기원후 3 세기 이후에 판장한 사

산시 대 파흘라비 문서 에 등장한다는 점 이 다.
후대 파흘라비문서에 등장하는 정교한 이원론도 자생적 3로 만들
재이다 그 파괴와 어둠의 장소는 “무한한 어품”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4) 이

틀 사이에는 빈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대기’라고 부르며， 이들이 만냐는 곳이

다

31) 앙그라 마앤유는 후기 아베스타 문헌 [야스트] 3.14 , 13.76-78 그리 고 {벤디다
드 I 22 에 99 ，99971 지 병을 퍼뜨리는 자로 언급된다.

32) Humbach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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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이 아니다. 마즈다이즘의 이원론적 교리가 이미 기원전 4 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관하여 ]Peri Philosophias 에 등장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3 3) lQS에 등장하는 이원론， 더 나아가 신구약중
간기에 둥장하는 종말론， 천사론， 이원론 등과 같은 주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에 대한 연구는 유대교를 거쳐 신약성서 사상에 지대한 영향

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lQS의 이원론은 다시 한번 유대교와 그리스
도교의 중요한 사상의 원류를 추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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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QS 3.13-4.26 한글번역
1QS 3
(3) 선생의 역할은 모든 빛의 자녀들을 모든 인간들의(직역， ‘사람
들 자녀들의’) 본성에 관해 이해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1 4) 즉， 그들의 세대안의 활동에 맞게 자신들의 표정을 지년 모든

종류의 영혼들과 그들의 평화의 시대에 함께 오는 고난의 도래에 관

한 것이다.

(15 ) 앓을 소유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
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그는 그들을 위한 모든

틀을 확립허였다
(1 6) 그들아 정해진 시간에 존재하게 될 때， 그들은 그의 영광스러

운 계획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의 손 안에
(1 7) 모든 사물에 대 한 판결이

있다. 그는 그들의 활동 가운데 그

들을 지탱할 것이다 그는 인간을 세상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 창조했

다
(1 8) 그는 인간을 위해 그가 방문할 정해진 시간 전에 그들과 함께

생활할 두 가지 영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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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그것이다. 빛의 샘물 안에

;, 1

진리의

본질이 나오며 어둠의 우물에서 기만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따.
(20) 빛의 왕자의 손에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다스림이

꾀t1-; 빛의

길 안에서 그들은 걸을 것이다. 그러나， 어둠의 천사의 손꺼| 기만의
자녀들 다스램이 있다.
(21) 어둠의 길에서 그들이 결을 것이다.
(22) 모든 의로운 자녀들의

탈선이

어둠의 천사로 얀해

있을 것이다; 모든 그들의 죄，

불법， 죄의식，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그의 다스림으로 1샤기된 것

이다
(23) 아것은 그의(어둠의

천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네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고통의 정해진 시 갔은 그의
적대적인 다스림으로 야기된다.
(24) 그의 몫의 모든 영흔들은 빛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텐다. 그러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천사는 모든
(25) 빛의 자녀들음 도울 것이다. 그는 빛의 영혼과 어둠 q 영혼을

찬양하였고 그들 위에 모든 피조물의 기초를 만드셨다.

(26) ![, .. ]hη 모든 행통， 그들의 길 위에 모든 1[ ... ]써가 있찌. 하나님
이 그 사람을 영원한 정해진 시간을 위해 사랑한다.

l(쟁

4

(1)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영원히 즐겁게 한다; (그러나) ，:.1가 혐오

하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는 그의 모임과 그의 모든 길쉰- 영원히
싫어한다.

(2) 그리고 이것들이(빛의 자녀들)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살들이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앞에 진설한 의로움의 모든 길닫-을 곧게

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념의 심판을 경외하게 하고

(3)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확립되씨 있는 겸손， 인내의 덴혼과 관
대한 동정과 지속 적인 선행， 현명함， 통찰력， 놀라운 지혜(판 경외하
게 한다.')

(4) 이것틀은 그의 위대한 해세드에 의존한다. 지식의 1il 야 그가
의도한 모든 일에 임하고， 의로운 판단에 열심을 내고， 변치 않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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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향해 거룩한 의도가 있체 하신다.
(5) 그리고 진리의 자녀들에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다. 영광스런 순
결로 더러운 우상을 혐오하고，
(6) 지식의 신비에 대한 진실에 관해 모든 것에 대한 분별 안에서

조섬스럽게 행동한다

그 안에 걷는 모든 사람들에 (알맞은) 대가는

치료와

(7) 장수 안에서 위대한 안녕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함께 많은 자
녀가 생기며 영생으로 한없아 즐겁고， 영광의 관이

(8) 영원한 빛으로 감싼 눈부신 의상과 함께 빛날 것이다
(9) 그러 나， 거 짓의 영 혼에 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탐욕과 의
로운 일에 태만， 사악함， 거짓， 자만심， 거만함， 잔악한 눈속임과 거
짓，
(1 0) 터무니가 없는 위선， 화냄， 치사한 비열함， 음란의

영혼으로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한 수치심을 모르는 몰두， 깨끗지 못한 의례의
더러운 방식들，

( 11) 신성모독의 혀， 장님 됨과 귀먹어리 됨， 목이 뺏뺏하고 마음이

굳음， 그리하여 어둠의 길과 사악한 간교 안에서 걷는다 그 안에 걷
는 모든 사람들에 게 (알맞은) 대가는

(12) 형벌의 천사에 의한 괴로움， 하나님의 복수의 화로 영원한 파
멸， 끊임없는 공포와
(1 3) 수치， 그리고 어두운 장소의

불 가운데서 소멸하는 망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세대 안에서 지내는 통안 그틀이 파괴될 때 까지

어두운 심연에서 무서운 고통과 모전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1 4) 그들을 위한 남은 자나 구원이 없다.
(15) 이들 안의 (두 영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며， 이들의 두 구분

안에 사람들의 세대의 모든 무리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방식 안에서 사람들은 걷고， 모든 그들의 일들은
(1 6) 사람의 몫에 따라 다소를 불문하고 모든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들의 구분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을
선별했기 때문이다·
(1 7) 그들의

구분 간에

영원한 대립이

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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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은 거젓이 하는 일들이다. 거짓에 대한 탈선은 전리가 히는 일들
이다
(1 8) 이들의 판결 간에 강렬한 투쟁이 있다. 왜냐하면 그턴은 함께

걸을 수 없기 때문야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분텔력과 영

광스런 지혜로 거짓의 존재에 대해 마지막을 정하셨다. 그가 대가를
지불하는 정해진 시간에，
(9) 그는 영원히 거짓을 파괴할 것이다. 그때 진리는 영원히 세상

에 나타날 것이다. 잔리가 거짓이 지배하는 동안 사악한 행댐로 판결
의 정해진 시간까지 자신을 요염시켜왔다.
(20) 그때 하나님은 그의 진리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정화하고 자

샌을 위해 사람의 자녀들로부터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는 그의 육
체의 기질로부터 거짓 영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21) 그는 사악한 행위로부터 그를 성령으로 정화하고 정화익 물처

럼 전리의 영을 그에게 뿌릴 것이다. 그는 그를 거짓이라는- 혐오와
불순한 영으로부터의 오염으로부터 정화할 것이다.
(22) 그 결과 정직한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꾀- 하늘의

아들이 가지는 지혜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도에 대해 완전한 자들은
분별력을 쉽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 y 하나님이 영원한 껴[삭을 선

택하고

(23) 아담의

영굉야 속엄 없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거짓

된 일들은 창피를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리의 영들과 거징 1각 영들

악 인간들의 마음에서 싸우고 있으며，
(24) 그들은 지혜안에서 걷거나 혹은 타락 안에서 걷는다

선리 안

해싹 정해진 사람의 몫대로， 그는 의롭게 되어 거짓을 싫어깐다. 거
젓의 몫: 안에 유산을 받은 자는 그것을 통해 악해져 진리를 미워하
게 될 껏이다.
(25) 꽤냐하면 하나님은 결정된 시간과 새것을 만들 때 꺼 지 그들

을 선별하였다， 그는 정해진 서간의 미-지막에 그들의 일에 대찬 보상
을 알고 계샤며，

딩 6) 산한 [“}의 지식을 위해 사람뜰에게 그것들을 할당하
영혼에 따라 [ ... ]대가 ...

E 그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몫을 결정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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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alism in 1QS

Bae. Chul-hyun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e origin of dualism in JudeoChrisitian tradition. Close analysis of 1QS , so-called “D싫다pline of
Community ," which was discovered in 1948 in Qumran , reveals that
Christian dualism found in New Testament has its precedent5 in many
Qumran documents ,

especiallγ

in lQS , Previous scholarship

origin mainly from inner development of ] udaism or from

traεed

its

뻐ellenistic

influence. The writer argues for the Zoroastian origin of dualism on
lQS. ]ews during the Achaemenid period between 6th ro 4th century
BCE naturally contacted Zoroastrian religion. Such contact

gμve

a heavy

impact on ]udaism in many areas: dualism , eschatology , angeloIogy etc ‘
This study demands a new perspective on Christian origin of 려ullisπ1 ‘
Key word: Qumran documents , Dualism , Zoroastrianism , 1Q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