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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2성전 파괴와 유대실용주의

기원후 70년 제2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의 반란과 로마제국의 강

력정책을 향후 70년 동안 야기시켰다. 로마제국의 팔레스타인 점령

에 항거하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란은 ‘하 마레드 하-가돌’, 즉 “위

대한 반란”이라고 부른다. 이 첫 반란은 기원후 66-73년 사이에 일

어났다. 로마가 유대를 치리하기 위해 보낸 집정관 게시우스 플로루

스Gessius Florus(기원후 64-66년)는 유대종교를 무시했을 뿐만 아

니라 탄압정책을 폈다.1) 종교공동체였던 유대인들은 소요했고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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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 W. Goldstein, “Cultivated Pagans and Ancient Anti-Semitism,” The 
Journal of Religion 19.4. (1939), pp. 346-364;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2권

14장 5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한 헬라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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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들은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중단하였다. 이 행위는 로마인들에

게 공개적인 반란이었다. 당시 통치자 아그립파 2세와 몇몇 지도자

층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유를 통해 초기반란을 일어나지 않도

록 노력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예루살렘은 반란군 휘하에 넘어갔

고 동시에 이웃나라 비유대인들과 전쟁을 벌였다. 당시 시리아의 지

방장관이었던 케스티우스 갈루스Cestius Gallus는 이 반란을 진압하

려다 오히려 그의 군대는 유대 무장군인들에게 패하였다.

유다는 당시 로마의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 군인들의 대장이었던 미래의 역사가 요

세푸스였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 그들 중 시카리

Sicarii라는 암살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시므온 바르 기오라의 추종

자들인데,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과 공모하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을 후대 학자들은 열심당원이라 한다.2)

이 열심당원들이 무장봉기를 통해 로마군대를 격퇴하기도 했지만,

여러 유대 반란군들의 충성을 모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다.

로마황제 네로(54-68년)는 경험이 많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유대공격을 명령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 티투스의 도움을

받아 거의 6만 명의 군인들을 소집하여 67년 갈릴리를 점령하였다.

그 당시 요세푸스는 요타파타에서 로마인에게 항복하였다 전한다.3)

반란군들은 갈릴리를 잃은 후, 예루살렘에서 공동전선을 펴기 시작

하였다. 베스파시아누는 68-9년 네로황제가 죽음을 기다린 후, 동로

마가 자신을 황제로 선포한 소식을 듣는다. 그는 로마로 떠나고 아

회당입구에 있는 그룻 위에 새를 몇 마리 바쳐 더럽혔다고 한다. 그런 후, 그 

유대인이 플로루스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였지만, 플

로루스는 그를 감옥에 감금했다고 전한다.

2) Richard A. Horsley, "The Zealots. Their Origin, Relationships and 

Importance in the Jewish Revolt," Novum Testamentum, 28 (1986), pp. 

159-192.

3) Lawrence H. Schiffman, From Text to Tradition: A History of Second 
Temple and Rabbinic Judaism, Hoboken, New Jersey: Ktav Publishing 

House, 1991,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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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티투스에게 팔레스타인 전쟁을 맡긴다. 기원후 70년 유월절에 티

투스는 예루살렘 주위에 수많은 군대를 소집하였다. 그는 마침내 예

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들어가 성전 이외 모두 지역을 장악한다. 요

세푸스에 의하면,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전할 셈이었다. 그러

나 사태가 악화되어 예루살렘은 불탔고 그 안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

인들이 살해당했다. 유대인 반란의 주축세력이었던 열심당원들은 73

년까지 유대 평원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몰살하였다.4)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 파괴될 때와 마찬

가지로, 예루살렘은 신이 거주하는 시온성이기에 난공불락이라고 생

각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은 신의 권능과 현존의 상징이기에,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제 1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영적

인 위기를 가져왔다. 성전이 파괴된 후 유대인들은 이 비극을 대처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대안이 없었다. 다른 유대종파들과는 달리, 경

전연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바리새파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 이전부터 내려오던 유대자료들을 수정하고

재정비하여 새로운 문헌들인 탈무드와 미드라쉬가 등장하여 랍비유

대교의 근간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지도자들을 히브리어로

‘나의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불러 “랍비”라고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랍비”라는 명칭은 1세기 말까지 종교지도자를 지칭하는 직함이 되었

고, 특히 유대경전을 해석하는 학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

래서 이 시기를 “랍비 유대교”시대라고 부른다.5) 이들 랍비들은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당면한 새로운 신학적인 난제에 집

중하였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속죄 의례에 참여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제 2성전시대 수많은 유대 종파들 중 랍

비유대교는 성전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조상들이 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4) I. A. Richmond, “The Roman Siege-Works of Masada, Israel,”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52 (1962), pp. 142-155.

5) Jacob Neusner, “Pharisaic-Rabbinic" Judaism: A Clarification,” History of 
Religions 12(1973), pp. 25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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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의례공동체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종교공동체를

모색하였다. 유대인들은 경전을 획기적이며 창조적으로 연구하여 유

대인들의 삶의 구심점을 찾았다.

Ⅱ.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회당으로

예루살렘 파괴 후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례의 중심이 예루

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회당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랍비 유대교

의 핵심은 바로 이 변화에 숨겨져 있다. 성전시대 예루살렘은 신의

존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성전은 출애굽기 25:8에

서 언급한 “내가 그들 안에서 거주하겠다”라는 구절의 완성으로 신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약속의 표증이다. 특히 동물희생제사

의식이 중단된 것은 더 큰 문제였다. 동물 희생제사의식은 이스라엘

인들의 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신앙심의 표현이었다. 팔레

스타인에서 유대인 회당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헬레니즘 시대 유대인 회당이 언급되기는 하나, 그 회당은 기도를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지방 행정을 돌보는 장소였다. 기도처를 소유

한 유대인 회당이 마사다, 헤로디온, 그리고 감라에 처음으로 등장

한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이 생기기 전, 어디에서 기

도했는가? 많은 학자들이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

로 잡혀와 성전과 동물 희생제사를 대신할 기도처를 마련했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헌적이거나 고고학적인 자료는 존재하

지 않는다. 유대인 회당에서의 기도는 희생제사의식을 대치하였다.

정해진 시간의 기도가 제사의식을 대치하고 유대인 회당이 예루살렘

성전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는 유대인 역사의 결정적인 기간이었다. 예루살렘 성전 파

괴는 그들의 종교적 삶의 구심점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

의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끼쳤으며, 정치적인 압제를 가져오게 되었

고,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디아스포라를 시작하였다. 유

대인들의 로마항쟁이 실패하고 기원후 70년 예루살렘성전이 파괴되

자, 유대교 안에 형성되었던 여러 종파들 간의 알력이 사라졌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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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인들과 사제들의 신학은 성전이 파괴

된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 힘을 잃게 되

었다. 사두개인 사제들의 일부는 친로마정책을 고수했고, 또 다른

사두개인들은 무장봉기를 하여, 로마제국의 예루살렘성전파괴의 원

인을 제공하여 이들은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종말론을 강조하던 에

세네파도 제 2성전시대 별다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

었다. 에세네파인들은 사막에서 로마인들에 대항하였지만 기원후 68

년 로마인들이 쿰란지역을 초토화시켰다. 유대인들 간에 아직 자유

와 독립을 향한 경향이 강했고 메시아 기대사상도 충천했지만, 전통

적인 유대 실용주의가 대두되었다. 유대와 유대문명은 새로운 환경

에서, 로마제국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로마제국은 유대인 반란 후에 카이사레아의 집정관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통해 유다를 통치하였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첫 번

째 유대인 지도자인 ‘나시’로 임명되었다.6) 그는 야브네에 유대인 학

교인 산헤드린을 설립했다.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제들

에게 십일조를 내거나 제사를 드리는 대신, 자선단체에 희사하고 자

신에 속한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서 토라 공부할 것을 주문한다. 그

리고 로마제국에 ‘피스쿠스 유다이쿠스’Fiscus Judaicus라는 세금을

낼 것을 종용하였다.7)

기원후 132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을 로마신 주피

터에게 바치는 아엘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라는 새로운 이

교도 도시를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산헤드린 랍비들은 로마의 쥬피

터 신을 위한 신전건축을 반대한 시몬 바르 코크바의 항쟁을 도왔

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제자 랍비 아키바는 바르 코크바를 메

시아로 생각하였다. 이 반란은 기원후 135년에 바르 코크바가 이끄

는 군대가 전멸함으로 끝났다. 미드라쉬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바르

코크바뿐만 아니라 산헤드린의 지도자 10명을 처형하였다. 바르 코

6) Jacob Neusner, “The Description of Formative Judaism: The Social 

Perspective of the Mishnah's System of Civil Law and Government,” AJS 
Review 5(1980), pp. 63-79.

7) Marius Heemstra, The Fiscus Judaicus and the Parting of the Ways, 
Tübingen: Mohr Siebeck, 201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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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바 반란이 진압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흩어지거나 포로로 잡혀

갔다.

Ⅲ. 제2의 경전, 미쉬나의 등장

예루살렘 성전파괴는 유대연구와 배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

다. 이 시기에 미쉬나가 서서히 수집되기 시작하고 구전토라oral

Torah가 책으로 모아져 급기야는 유대연구와 실생활의 지침으로서

문전토라written Torah를 대치하였다. 이 시도는 미쉬나의 선생들인

탄나임tannaim들의 불굴의 노력의 결과였다. 탄나임들은 미쉬나 자

료를 모으고 편집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비공식으로 만들어진 토라를

연구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탄나임들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통들을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미쉬나를 마지막으로 편집한 학자들

이다. 탄나임들은 이전 바리새인들보다 공식적인 학교에 속해 있었

다. 바리새인들과 탄나임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구전토라에 대

한 태도였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해석과 주석전통을 “조상들의

전통” 혹은 “기록되지 않은 율법들”에서 찾았지만, 탄나임들은 그 기

원을 시내산에서 찾았다.

탄나임들의 경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신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 토라들, 즉 문전토라와 구전토라를 함께 주었다는 믿음이

다. 이 둘의 관계는 상보적이다. 구전토라는 문전토라가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해석이나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둘 간의 관계는 상보적이다.

기원후 200년경 랍비들의 새로운 지도자 유다 하나시Judah

Ha-Nasi (기원후 180-220년)는8)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유대

문헌들을 편집하여 미쉬나를 집대성한 사람이자, 처음으로 ‘나시’라

는 직함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 시기는 유대교와 그리스도 형성에

8) Judah Goldin, "The Period of the Talmud" in L. Finkelstein (ed.), The 
Jews : Their History Schocken, New York: 1970, p.172; L. Margolis and 

A. Marx, A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Atheneum, New York: 1980,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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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였다. 제 2성전 시대의 유대교가 처음으로 종

교로서 그 위상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였고, 제 2성전 시대에 유대교

의 한 분파였던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나 로마

의 국교로 인정받게 된 시기도 이 시대이다.

예루살렘의 포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즈음 성문을 막고 있던

열심당원들을 피해 바리새파 지도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Rabbi

Johanan ben Zakkai는 랍비 힐렐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지만, 학

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자로 “지혜의 아버지”라 불렸다. 그는 예루

살렘이 로마에 함락된 후 유대인의 토라연구전통을 이어간 학자였

다.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68년, 예루살렘이 로마 원정군 대장 베스

파시아누스 장군에 의해 포위상태였을 때, 그는 평화주의자였다. 당

시 예루살렘은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주도하고 있어, 그는 죽은 것으

로 가장하여, 그의 제자들을 그를 관속에 넣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왔

다고 한다.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전쟁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무 소용없는 시도라고 생각했다. 그의 제자들은 그 관을 베스파시

아누스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관으로부터 나와 베스파시아누스

와 담판을 하였다. 그는 베스파시아누스가 일 년 안에 황제가 될 것

이라고 예언하면서 환심을 샀다. 예루살렘 남서쪽의 해안도시 야브

네라는 도시에 학교를 만들어 토라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전쟁 후 실제로 야브네를 유대인 경전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야브네는 예루살렘을 대치하는 산헤드린

의 본고장이 되었다.

야브네 시대는 후대 문헌기록을 통해 재구성할 뿐이다.9) 야브네

의 산헤드린은 맨 처음에서는 벤 자카이와 그리고 그의 뛰어난 두

제자인 랍비 엘리에제르Rabbi Eliezer와 랍비 아키바Rabbi Akiba의

활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바리새학자들은 기원후 70년 유대전

쟁의 비극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라고 경고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

9) Donald Harman Akenson, Surpassing Wonder, The Invention of the Bible 
and the Talmu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p. 

3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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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정한 문전토라와 더불어 구전토라의 존재를 인

정하였다. 수 세기 동안 구전토라는 문전토라를 정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난제들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성전의

부재기간 동안 토라를 지키기 위한 여러 방편들 중에 구전토라의 중

요성과 동시에 경전을 확정짓는 두 가지가 랍비들의 중요한 관심사

였다. 구전토라의 중요성은 소위 [피르케 아보쓰]라 불리는 탈무드

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토라를 받았고(qibbel),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넘

겨주었으며(masar), 여호수아는 그것을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예언자들

에게, 예언자들은 (120명의) 위대한 학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다

음 세 가지를 말하곤 하였다: 판단에 신중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토라에 울타리를 쳐라!“10)

랍비들은 자신들의 구전토라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문전토라를 계

시를 받을 때 동시에 해석전통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구전 토라

는 랍비들 간의 토론의 결과이며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경전이다.

랍비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종교형태가 필요했다. 제 2성

전시대 이후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서 있었던 실제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성전을 구축하

기 시작한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와 그의 제자들은 영적인 성전

을 통해 랍비 유대교의 근간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야브네에 모인 랍비들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의례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그들은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 이 기억을 바탕으로 의례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야브네의 랍비들의 첫 번째 과제는 가능한 한 모

든 전통종교의 기억들, 관행들, 의식들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럼으

로 성전이 재건될 때 이들은 다시 의례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었다.

다른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제 2의 반란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

10) M. Pirke Avoth,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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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교도들은 그리스도가 성전을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브네에서 합류한 서기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바리새인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뀐 세상의 요구에 맞도록 토라를 개정하는 동시에

잃어버린 성전의 모든 세부를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하는 필사의 노

력을 했다. 바리새파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새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었다.11)

Ⅳ. “세페르 하-토라”에서 “미크라”로

야브네 랍비들은 성전 의례를 대치하면서 신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토라 연구’를 시작하였다. ‘토라 연구’를 통해 신

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 신의 임재를 ‘세키나’라 한다. 세키

나는 히브리 동사 “샤칸”shakan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의 축자적인

의미는 “정착하다; 거주하다”라는 의이다. 후기 랍비시대 히브리어에

서 이 동사의 명사형은 흔히 “새둥지” 혹은 “이웃”이란 의미로 사용되

었다. “장막”을 의미하는 단어인 “미쉬칸”도 동일한 어근에서 유래했

는데, 이 단어가 랍비시대에 들어와 “신의 현존”을 의미하는 “세키나”

가 되었다. 세키나는 랍비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인간과 함께

있는 존재이다.

랍비들의 경전연구의 목표는 오늘날 성서학자들과는 사뭇 달랐다.

현재의 성서학자들과는 달리 성서 구절의 원 뜻을 재발견하는 데에

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견해로는 성서를 읽는 목적이 성서

기자의 원래 의도한 바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찾기 위한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전은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들조차 하루에 1/4은 경전을 공

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11) Karen Armstrong, The Bible: The Biography, London: Atlantic Books, 

2007,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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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비 유다가 랍비(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름으로 말했다: 하루는 12

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세 시간동안 거룩하신 분은-그에게 축복이 있

기를- 토라를 연구하고, 두 번째 세 시간은 온 세상에 판결을 내린다. 그

는 세상이 파괴될 만큼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신다. 그리고 그는 정의자리

에서 자비의 자리로 옮긴다. 그 다음 세 시간은 세상을 먹이신다. 뿔 달

린 야생 소부터 독이 있는 뱀까지. 그 다음 세 시간은 그는 바닷괴물 레

비아탄과 노신다. 그는 “자신과 놀기 위해 레비아탄을 만드셨다”(시편

56:26)라고 기록되어 있다. 랍비 라흐만 벤 이츠학이 말했다: “그렇습니

다. 그는 자신의 피조물과 노십시다. 그는 그날만 빼고 자신의 피조물에

웃지 않으신다.””12)

랍비들은 그들의 주석을 ‘미드라쉬’midrash라고 불렀는데, 히브리

어 ‘다라쉬’darash (‘조사하다; 탐구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미드

라쉬는 경전의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 해석의 방법은

결국 경전의 구전전통을 정당화하는 경전의 해석 범위를 규정한다.

미드라쉬는 경전의 단순한 의미인 ‘페샤트’peshat와는 대조적으로 축

자적이나 표면적인 의미 너머에 있는 심오한 의미이다. 미드라쉬를

통해 경전의 심오한 의미로 접근하여 그 의미를 찾아낸다. 탈무드는

이러한 작업을 바위를 망치로 치면 나는 불꽃과 같은 것이라 비유한

다.

경전을 해석하는 자는 축자적인 의미 이상을 찾아야 한다. 랍비들

은 이전 학자들이 발견한 의미는 이미 ‘페샤트’가 되었기 때문에, 어

떤 랍비든 경전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랍비

들은 솔로몬 왕도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할 때마다 3,000개의

비유들을 이용했으며, 각각의 비유마다 1,005개의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는 성서의 각 구절마다 축자적으로 계산한다면

3,005,000개의 가능한 해설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13)

랍비들은 달라진 역사적 상황에서 그 시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

12) B. Avodah Zarah 3b.

13) Pesikta Rabbati 14: 9 in William Braude (번역), Pestkia Rabbati: 

Discourses for Feasts, Fasts and Special Sabbaths, 2 vols, New Haven, 

1988; Gerald L. Bruns, ‘Midrash and Allegory: The Beginnings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in Robert Alter와 Frank Kermode (편집),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London, 1987, p.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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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은 경전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경전이 “경전”이 되는 이유는 오고가는 시대에 항상 그 시대에 적절

한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시대의 필요에 맞추어 재해석될

수 없는 텍스트는 죽은 것이다. 성서에 쓰인 말씀들은 끊임없는 해

석으로 새 활기를 찾는다. 그러므로 미드라쉬는 단순한 언어학적이

거나 역사적인 학문방법론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행동

을 유도할 영감의 원천이다. 경전을 해석하는 랍비는 해석하고자 하

는 구절이 그 시대의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시도해야 하며,

실제로 적용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랍비들은 이때부터 자신들의

경전을 이전의 ‘세페르 하토라’ 즉 “율법의 책”에서 “미크라” 즉 “소명”

이라고 불렀다.

미드라쉬의 해석원칙은 바로 황금률이었다. 위대한 탈무드 시대

학자인 힐렐은 기원전 1세기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위대한 현자들로부터 토라를 배웠다. 그는

후에 산헤드린의 ‘나시’가 되었다. 그는 종종 그의 동료이자 학문적

인 경쟁자였던 샴사이와 경전해석에 관한 견해가 달랐다. 샴사이는

종종 엄격한 해석을 주장하였지만, 힐렐은 토라에 대해 열린 해석을

시도하였다. 힐렐은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한다:

“한 번은 샴사이 앞에 한 이교도가 와 그에게 물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알려주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라고 말

했다. 샴샤이는 그를 막대기로 밀쳤다. 그 같은 자가 이번에는 힐렐 앞으

로 와서, 힐렐이 그를 개종시켰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에게

혐오스러운 일을 당신 동료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토라 전체이며 나

머지는 해설에 불과합니다. 가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시오.’”14)

사실 황금률은 고대 이스라엘 전통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건

축된 후, 그 정신이 희미해졌을 뿐이다. [레위기] 19장은 소위 ‘거룩

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할 명령들을 설

명하고 있다. 야훼신은 자신의 속성을 ‘거룩’이라 칭하고 이스라엘

14) T. Shabbat 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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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할 것을 요구한다. ‘거룩’이란 의미를 가진 히

브리어 단어 카도쉬(qaddosh)는 원래 ‘구별된; 다른’이란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레위기] 19장은 16-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

16.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

다. 너는 또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17. 너는 친척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18.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랍비들은 토라의 핵심은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오랫동안 가시적인

성전과 그 의례에 밀려, “거룩”의 의미를 잊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거룩”이란 “다름”에 대한 존경과 감사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 황

금률이란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힐렐은 성서는 바로 이 정신이며, 그 이외 것들은 황금률에 대한 각

주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힐렐의 인용구에서 “행동으로 옮기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끄라’miqra이다.

Ⅴ. 미드라쉬 경전해석의 기술, 호로즈

랍비 요하난의 제자인 랍비 여호수아 벤 하나니아(-135년)는 랍비

요하난의 제자로 경전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성서의

역사적 배경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목적은 실의에 찬 유대공동체에

희망을 불어넣고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는 경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호로즈’라고 불렀다. ‘호로즈’는 흔히 ‘사슬’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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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서로 연관이 없는 단어들을 이어 서로를

설명하게 하는 주석방법이다.15)

[선조들의 어록] 2절에서 ‘정의로운 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로운 시몬은 위대한 학자들 모임의 남은 자들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삶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세상은 다음 세 가지로 유지된다:

토라, 아보다, 헤세드.’”16)

제 2성전시대 활동했던 ‘정의로운 시몬’(300-273 BCE)은 시편 89

편 2절을 기본 본문으로 사용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주의 사랑(헤세드)은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요,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후대 [선조들의 어록]의 편집자는 ‘정의로운 시몬’이 시편 89편 2

절을 인용하면서 ‘토라’와 ‘아보다’를 첨가했을 뿐만 아니라, ‘헤세드’

의 의미도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기록한다. ‘토라’는 원래 유대인들의

경전 중 첫 다섯 권인 ‘모세오경’ 혹은 경전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

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토라’는 단순히 책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행위이자 길이다. 히브리어에서 ‘토라’의 본래 의미는 “화살이 활을

떠나 과녁을 향해가는 궤적”이다. 이 궤적을 비껴나가는 행위 혹은

이 궤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타’라고 했다. ‘하타’라는 히

브리 동사의 의미는 “과녁을 빗나가다”와 “죄를 짓다”라는 두 가지 의

미가 모든 동시에 존재한다.

‘아보다’의 의미는 더욱 심층적이며 다의적이다. ‘아보다’라는 히브

리어 동사는 “예배하다”라는 의미 이외에 “노동하다; 직업으로 일하

다”라는 의미도 지닌다. 유대인 토라에서 흔히 ‘아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의미했으나, 그 이면의 의미인 “노동”의 의미를

15) Michael Fishbane, The Garments of Torah, Essays in Biblical 
Hermeneutic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 37. 

16) M. Pirke Avoth,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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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예루살렘이 없어진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예배”는 “일상의

노동”이란 명제를 새삼스럽게 드러낸 것이다.

마지막 단어 “헤세드”의 본래 의미는 “충성”이자 “신이 인간에게 내

리는 총애(寵愛)”이다. 우주를 떠받치는 세 원칙들 중에 하나인 “헤

세드”는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충성”이나 신의 변치 않는 사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향한 공감과 자

비정신이다. 힐렐이 말한 황금률을 유대경전의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랍비 요하난은 “자비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심지어는 시편 89

편 2절의 의미에서의 ‘헤세드’의 의미를 변경시켰을 뿐만 아니라, ‘토

라’와 ‘아보다’의 숨겨진 의미를 다시 드러내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Ⅵ. 나가는 글

랍비 아키바(기원후 40–137년)와 모세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모세는 신에게 땅에 있는 아키바의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부

탁한다. 모세는 허락을 받고 아키바의 토라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

었다. 아키바는 모세가 받은 토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

나 모세는 한 단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전한다. 아키바가 수업

을 마칠 무렵 학생들이 아키바의 토라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다음과

질문한다: “선생님 설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키바가 다

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할라카 러모쉐 미스-스나이 [(이것은) 모세

가 시내산에서 받은 구전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모세의 마

음이 편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17)

위 탈무드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모세와

아키바 간에 토라는 변모를 거듭하였고, 아키바는 자신이 속한 시대

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을 사용했으며, 둘째, 모세는

아키바가 만든 새로운 ‘토라’의 기원이 시내산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

에 평화를 얻었다는 점이다. 할비니는 랍비 경전의 신적 계시성을

“최소주의”와 “최대주의”로 설명한다.18) 할비니는 모세와 아키바의

17) Talmud Menakhot 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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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최소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신이 모

세에게 토라에 대한 개괄적인 원칙을 계시했으며, 후대 랍비들은 자

신들의 시대에 걸맞는 해석을 유추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세가 토라

를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아키바의 해석을 계시받지

않았다. 하지만 모세가 아키바 시대에 살았다면, 아키바와 같은 해

석을 개진했을 것이다. 최대주의 입장은 신은 시내산에서 이미 동서

고금의 모든 문전토라와 구전토라의 해석을 계시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신의 말씀으로 그 가치

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기억과 정신 속에 보존하였다. 랍비들은

구전으로 내려온 내용들을 반복낭송을 통해 암기하였다. 탄나임들은

기원후 10-220년, 경전을 반복 암송하는 동안 표면상으로는 전혀 상

관없을 것 같은 구절들을 연결시키는 ‘호로즈’를 통해 토라를 읽었고

대화를 통해 미드라쉬를 정교하게 완성하여 랍비유대교의 근간을 마

련하였다.19)

주제어: 미쉬나, 이크라, 호로즈, 시나고그, 미드라쉬, 랍비 아키

바, 모세, 구전토라, 문전토라, 프르케 아보쓰

18) D. W. Halvini, "On Man's Role in Revelation," From Ancient Israel to 
Modern Judaism, Vol. 11, [Fest. M.V.FoxJ, ed. J.Neusner, et al., Atlanta: 

Scholars Press, 1989. p. 30.

19) B. Sanhedrin, 99b. 



16    종교학 연구

< Abstract >

Horoz: The Principle of Mishnaic Interpretation

 Bae, Chul-Hyun(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 in 70 CE by Roman

Empire was the devastating blow enough to dismantle the ethos

of Jewish people. In the face of the catastrophic outcome of the

"failed" revolt, the Jews and their civilization adapted to the

new circumstances and tried to come up with an innovative

change of Judaism. The most central aspect of the transition in

the wake of temple destruction was the change of the center of

worship from Temple to synagogue. The oral Torah gradually

evoled into a fixed corpus of its own which eventually replaced

the written Torah as the main object of Jewish study and guide

for religious practice. In formulating the oral Torah, the guiding

principle of exegesis was "Horoz". Horoz in Hebrew means a

'chain' to link together independent quotations which had no

connections each others but which, once 'enchained', revealed

the hidden meaning together as well as illuminate mystic and

allegorical meaning of each quotation. Horoz was essential to

rabbinic interpretation of Torah. Rabbis believed Scripture

contained the sum of human knowledge in embryonic form. It

was incumbent upon the interpreter to find the allegorical

meanings on the surface of literal meanings of Scripture. Horoz

passed on a great legacy of canonic interpretation to later

Christian exegesis and Islamic taf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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