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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영 훈*1)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비교 범주의 설정
Ⅲ. 창세기 랍바와 상서정의의 주석 비교

1. 창세기와 서경(書經) 요전(堯典) 의 내용
2. 상상하여 기술하기와 상세히 재기술하기
3. 창의적 반론 제시하기와 논리적 반론 제시하기
Ⅳ.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미드라쉬(Midrash)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다라쉬(darash), 곧 ‘찾다, 묻다’에서

파생되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는 구절에서 다라쉬

가 이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1) 반면 미드라쉬라는 말은 성경

에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다. 역대하 13장 22절에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1) 김세권, 미드라쉬(Midrash)의 해석원칙(hermeneutics)과 수사법(rhetoric) , 성서학연구원심
포지움 20 (1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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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 책에 기록되니라.”라고 언급되고 있으며, 

역시 역대하 24장 27절에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라고 언

급되고 있다. 이 두 구절에서 미드라쉬는 ‘주석’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정확히 어

떤 뜻으로 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2) 그러나 쿰란문서에서 발견되는 다라쉬라

는 용어가 ‘탐구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그 대상이 분명하게 성경

의 해석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미드라쉬라는 용어가 성경을 해석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데 쓰였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후 제2 성전 파괴로 인

하여 유대교의 문화가 랍비 유대교로 전환되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랍비 문학은 풍부하게 발전해나간다. 또한 200년경 미쉬나가 정리되

고 6세기 초에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성립되면서 랍비 유대교가 확고히 자리 잡

게 되었고, 성경을 다각도로 해석하려는 랍비들의 시도로 활발해지면서 ‘미드라

쉬’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이 다량 생산되었다. 그러나 과연 미드라쉬를 정확

하게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방대함 탓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용되는 미드라쉬의 정의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

는데, “랍비들의 해석기법 중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 해석 전통을 수집한

모음집을 일컫기도 하며, 더 넓게 랍비들의 해석 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개

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3) 즉, 랍비 문학이 발전하면서 성서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겨난,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과 경향, 그에

따른 결과물 등이 ‘미드라쉬’라는 명칭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미드라쉬 작품들은 성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

한 랍비들의 의견이 그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교 전통 안에서도 경전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석서는 끊임없이 생산되어 왔다. 한(漢)나

라 무제 때가 되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로 오경(五經) 체계가

확립되고 오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오경박사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2) 권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이수민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08), 32.
3) 홍국평, 미드라쉬 악가다 , 신학논단 78 (2014):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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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유교는 관학의 역할을 하였으

며 수나라 때부터 시행된 과거제도에 의해 그 사회적 중요성은 점차 높아졌다.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전에 대한 표준해석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당나

라 태종 때에는 공영달(孔穎達)이 주도한 오경정의(五經正義)가, 명나라 때에는

호광(胡廣)이 참여한 오경대전(五經大全)이 편찬되었다. 물론 경전에 대해 주석

하는 작업이 관학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유교적 전통이 수기치인

(修己治人)에 충실한 만큼 경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서는 유대교

안에서 랍비들이 성서를 해석하는 ‘미드라쉬’라는 전통을 만들었던 것처럼 유교

안에서도 경전을 해석하는 전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이처럼 각 종교 전통하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성서 혹은 경전을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특히 유대교의 미드라쉬 전

통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성경에 대해 랍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그 방식에 있어 매우 독특한 특성

을 보인다. 이에 본고는 유대교의 미드라쉬에 나타난 랍비들의 서술 경향을, 경

전에 대한 주석 전통이 유구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유교의 주석과 비교해 봄으

로써 미드라쉬의 서술 특징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고자 한다. 하지만 두 종

교전통은 매우 다른 역사 속에서 발전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비교의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

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유대교와 유교 안에서 각기 발견할 수 있는 성서와 경

전 해석 전통 또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특징을 대표적인 것으

로 꼽을 수 있는지 또한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아주 한정된 영

역에서 유대교의 미드라쉬와 유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비교해 볼 것이다. 그에

따라 설정한 범위 내에서 유대교와 유교의 성서와 경전을 해석하는 몇 가지 대

조적 경향을 발굴해 보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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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교 범주의 설정

유대교의 미드라쉬와 유교의 주석서에 나타나는 서술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서

는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문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드라쉬와 유교

주석서가 대상이 되는 원전을 해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어떤 원전을 택하여 해

석한 기록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각 기록들이 선택하고 있는 원전의 성격이

상통하는 지점이 있어야 비교의 의미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또한 다른 두 전

통의 기록을 비교하는 만큼 기록이 쓰인 시기가 어느 정도 유사한 시기여야 할

것이다. 전혀 다른 시대에 쓰인 두 기록을 비교하는 것 또한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대교의 창세기 랍바와 유교의 상서정의를 비교 대상으
로 삼고자 한다. 창세기 랍바는 성경의 창세기에 대해 랍비들이 해석한 문헌
이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록이 담긴
문헌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는 성서라고 할 수 있으며 유대 종교전통

의 상징적 시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상서정의는 오경 중 하나인 서경(書經)

4)에 대해 주석한 책이다. 서경은 유교에서 전설적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는
요임금과 순임금에 대한 기록에서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왕의 발언과

정치 행위를 기록한 역사서이다. 공자가 편찬했다고 전해지나 대부분 후대에 작

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판본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역사의 의미를 매우 중시하는 유교적 종교전통하에서 옛 성인들의 모습을 살

필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위 있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세
상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성경 중에서도 그 시작을 알리는 권위 있는

문헌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서경의 첫 편은 요전(堯典) 으로 시작되

고 있는데 요임금은 유교에서 전설적 성인으로 추앙받는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4) 한대(漢代) 이전까지는 서(書)로 불렸으며, 한대(漢代) 이후에는 상서(尙書)라고 불렸다. 
이후 송대(宋代)부터는 서경(書經)이라 지칭되었다. 본고에서는 서경으로 통칭한다.



유대교의 창세기랍바와유교의 상서정의의주석비교 107

권위를 인정할 만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창세기와 서경 요전 이 각 종교전
통의 상징적 권위를 지닌 인물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

였다. 

창세기 랍바는 제2 성전이 파괴되고 랍비 유대교 문화가 확립되어 가는

400~500년경에 쓰인 문헌이다. 할라카를 대상으로 한 기록보다 성경 해석 방법

의 스펙트럼이 훨씬 다양하다.5) 글의 도입부에는 대상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제

시되어 있으며 그 구절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차례로 기술하였다. 같은 성경

구절 안에서 해석의 주제가 몇 번 달라지는데 주제별로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

다. 반면 상서정의는 당나라 2대 황제인 태종(재위 : 626~649) 시기에 쓰인 책

으로 공영달이 태종의 명을 받아 서경을 주석한 책이다.6) 이 주석은 표준 주

석이 되어서 “마침내 명경고시(明經考試)의 필수적인 법규가 되었고, 천하의 선

비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경전이 되었다.”7)고 한다. 서경에 대한 앞 시대
학자인 공안국(孔安國)의 주(注)가 제시되어 있고 원문과 공안국의 주석에 대한

의견이 소(疏)로 수록되어 있다. 창세기 랍바보다 100~200년 정도 뒤에 쓰인

주석서이지만 서경을 주석한 공신력 있는 기록 중에 시대 차이가 짧은 책이므
로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Ⅲ. 창세기 랍바와 상서정의의 주석 비교
1. 창세기와 서경 요전 의 내용

본고에서는 보다 범주를 좁혀서 창세기 랍바8, 1-10의 내용과 상서정의
5) 권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148.
6) 상서정의는 공영달의 개인 저작이 아니다.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어 여러 학자가 참
여한 결과물이나 본고에서는 상서정의의 소(疏)를 공영달의 의견으로 간주하여 서술하
였다. 尙書正義序 를 보면 참여한 학자들이 명시되어 있다.

7) 유기우, 상서학사-상서에 관한 2천여 년의 해석사, 이은호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16),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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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전 의 주석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려 한다. 이에 먼저 각 주석이 대상으로 삼

고 있는 성경과 경전의 원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창세기 랍바8, 

1-10은 창세기 1장 26절을 다루고 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스리게 하자 하시고…8)

이 구절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 이어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랍비들은 창세기 랍바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
는 장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의 논점을 개발하여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상서
정의의 요전 편 주석 역시 서경의 가장 앞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요

전 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옛 도를 상고 하신 분은 요임금이셨다. … 덕이 드러난 광체가 사방으로 퍼져
가고 하늘과 땅에 이르렀다.9)10)

이윽고 희씨와 화씨에게 명령하였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살피고 본받아 사람들에게 농사의 때를 알려 주거라.”11)

희중에게 다시 명령하시어 동쪽 끝에 살게 하셨다.…다시 희숙에게 명령하시

어 남쪽 교외에 살게 하셨다.…다시 화중에게 명령하시어 서쪽에 살게 하셨다. …
다시 화숙에게 명령하시어 북쪽에 살게 하셨다.12)

서경의 첫 문장은 요임금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된다. 그 후로 기술되는 것

은 요임금이 세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요임금은

8) 성경 원문해석은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해석을 따랐다. (www.bskorea.or.kr)
9) 본 논문에 인용된 書經 堯典 의 번역은 이기동의 서경강설 번역을 참조하되 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부 수정하였다. 

10) 書經 堯典 , “曰若稽古帝堯.…光被四表,格于上下.”
11) 書經 堯典 ,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民時.””
12) 書經 堯典 , “分命羲仲, 宅嵎夷,…申命羲叔, 宅南交,…分命和仲, 宅西,…申命和叔, 宅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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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천체의 운행을 살펴 달력을 확정시킬 것을 가

장 먼저 지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라는 부족들에게 동

서남북의 지역에 살게 하면서 자연환경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시의 변화에 맞는

역법을 확립시키게 한다.13) 

이렇게 보았을 때 창세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행한 일을 세계 창조로 보고

창조의 일들을 순차적으로 기술했다고 한다면 서경의 요전 편은 전설적 성인

으로 추앙받는 요임금이 세상을 위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순차

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면에서는 세계 창조와 역법 제정으

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각 종교의 시원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상통하다고 볼 만 하다. 또한, 신에 대한 기록과 인간에 대한 기록이라는 차원에

서 보면 또한 극명히 다를 수 있지만 각 종교 전통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

분을 제시한 성서와 경전의 첫머리라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가 있

다. 이처럼 각 종교 전통 안에서의 권위와 다루고 있는 내용의 상징성을 고려했

을 때 창세기와 서경의 요전 에 대한 랍비들과 유학자들의 주석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상상하여 기술하기와 상세히 재기술하기

창세기 랍바와 상서정의의 주석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창세기
랍바가 보다 자유롭고 문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할라카를 대

상으로 하지 않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 미드라쉬 문학의 특징 중 하나로 ‘열

린 텍스트’로써 랍비들의 상상력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14) 반면 대조

적으로 상서정의에서 공영달의 주석은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고 경전의

내용을 상세히 풀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창세기 랍바8, 5를 통해 랍비들의 주석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

13) 이후로 몇 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지지만, 본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생략하
기로 한다.

14) 홍국평, 미드라쉬 악가다 , 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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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랍비들은 앞서 제시한 창세기 1장 26절을 다루면서 시편을 인용하여 하
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사건에 대해 주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소 탈맥락적이

며 상상에 근거하고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라삐 시몬이 말하였다. 찬양받으실 거룩한 분이 첫 인간을 창조하러 오셨을 때
사역천사들은 무리와 당파를 조성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무리는 (첫 인간이) 창
조될 것이라 하고 다른 무리는 그가 창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성경에서) 
과연 이르기를, “사랑과 진실이 서로 부딪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싸우리라.”(시

편 85,11) 하였다.15)

이 주석을 보면 랍비 시몬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

는 사건에 대해서 시편 85편 11절을 인용하여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

데 시편의 본문을 살펴보면 대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주석에서 말한 “사랑과 진실이 서로 부딪

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싸우리라”라는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즉, 랍비

시몬은 히브리어 단어의 이중적 의미를 통해 ‘만난다’와 ‘입 맞춘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부딪친다’와 ‘싸운다’로 고쳐 쓰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내용을 근거

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려 했을 때 천사들이 서로 무리를 나누어서 사람의

창조 여부에 대해 다투었다는 상황 묘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시편
85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11절을 의도적으로 다

르게 해석한 것이다. 시편 8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랍비 시몬이

전개하고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사역 천사들의 대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 시몬은 무리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지어 단

어의 이중적 의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미드라쉬 문학이 성경 본문을 매우 면

밀히 살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성경 전체가 결합하여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결과

로 보인다.16) 성경의 모든 구절의 의미가 통한다는 전제하에 전체 문맥과 상관

없이 한 문장만 인용해도 의미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15) 권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156-157.
16) 권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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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비 시몬은 시편을 인용하여 창세기 1장 26절의 상황을 상상적으로 재구성

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설명은 더욱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랑은 (첫 인간이) 창조될 것이라 하였으니 그는 사랑의 업적을 완성할 것이
기 때문이다. 진실은 그가 창조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니 그는 온전히 거짓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그가 창조될 것이라 하였으니 그는 자선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
이다. 평화는 그가 창조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니 그는 온전히 싸움만 찾기 때
문이다.17)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사랑, 진실, 정의, 평화의 천사들이 각기 자기들의 의견

을 제시하는 장면을 상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랍비들은 이를 통해서 천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거를 활

용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어떤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창세기 랍바
에서 랍비들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태도는 자유로운 관점에서 창의성을 발휘
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공영달의 상서정의 요전 의 주석을 보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극
히 배제하며 원전의 내용을 상세히 보충설명 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난다. 공영달

은 서경의 원문에 대한 주석에서는 다른 경전이나 기록들도 인용하지 않고 주
로 원문만을 자세히 풀어쓰는 과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요전 의 일부 내용을 살

펴보도록 하자. 요전 에는 요임금이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달력을 확정하도록

지시한 후 이것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윤달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

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 너희들 희와 화야. 일 년은 366일이니 윤달로써 사
시(四時)를 확정하고 일 년의 달력을 완성해야 진실로 백공을 다스려서 모든 공
적이 빛날 것이다.”18)

17) 권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156-157.
18) 書經 堯典 , “帝曰 “咨汝羲曁和, 朞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定四時成歲, 允釐百工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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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영달은 이 요임금의 말을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풀어서 설명

하고 있다.

희씨와 화씨가 주관하는 바가 이와 같았으므로 요임금이 이에 술회하고 찬탄

하며 말했다. “아아, 너희들 희중, 희숙과 화중, 화숙아. 1년은 366일인데 12개월
로 나누면 남은 날이 다하지 않아 해와 달의 운행 도수가 차이가 나게 되니 만약
윤달로써 이지러짐을 보완하여 해와 달의 운행도수를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사시

의 절기가 정해지고 일 년의 달력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의 너희의 탁월함
이니 찬탄할 만하다. 또 이와 같은 달력을 가지고 계절을 알려주고 일하기 알맞
은 때를 알려주어 참으로 백관을 잘 다스려서 여러 공이 모두 넓혀지도록 해라

.”19)20) 

서경의 원문에 표현된 순임금의 말은 다소 간략함에 비해 공영달은 이 기록
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회와 화라고 언급한 부분을 희중, 희

숙, 화중, 화숙이라고 보다 구체적 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어주고 있다. 또한

원문에서는 윤달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공영달의 주석에서는 윤달

을 써야 하는 이유와 그 효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경

전을 읽는 독자들이 풀어 쓴 말을 통해 의미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즉 공영달은 다른 경전이나 문헌의 인용 없이 원전의 내용을 자신이 살았

던 시대의 어법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재기술 하는 방식으로 주석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앞서 살펴본 창세기 랍바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랍비 유대교 전통에서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데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
이 인간을 창조하는 상황을 보다 자유롭게 구성하는 저술 방식이 허용되고 있다. 

績咸熙.””
19) 본 논문에 인용된 尙書正義 堯典 의 번역은 김동주의 尙書正義1 번역을 참조하되
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부 수정하였다. 

20) 尙書正義 堯典 , “羲 和所掌如是, 故帝堯乃述而嘆之曰 “咨嗟, 汝羲仲 羲叔與和仲 和
叔. 一期之間, 三百有六旬有六日, 分爲十二月, 則餘日不盡, 令氣朔參差, 若以閏月補闕, 令
氣朔得正, 定四時之氣節, 成一歲之歷象, 是汝之美可嘆也. 又以此歲曆告時授事, 信能和治
百官, 使之衆功皆廣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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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서정의에서 공영달이 주석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은 주관적 개입을 배
제하고 원전을 상세하게 재기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차이는 미드라쉬 문학과 중국의 경전 주석서의 장르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상서정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편찬한 책으로 공적인 참고서의 성
격을 지닌다. 이에 공영달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옛 사람들의 기록을 열람하고 지금 기록의 다르고 같음을 정하여 바른 것은
두고 틀린 것은 없앴으며 번잡한 것은 줄이고 간단한 것은 늘렸다. 이것은 또한
감히 억측하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이전의 기록들에 근거한 것이다.21)

이러한 언급만 보아도 당시 상서정의의 편찬이 객관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공영달의 주석 경향 역시 이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창세기 랍바는 전혀 다른 장르적 특성을 보인다. 상
서정의가 편찬되던 시기에 유교는 관학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반면 창세기 랍
바가 저술되던 시기는 유대인들이 제2 성전을 잃고 떠돌며 자신의 정체성을 위

태롭게 지켜나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 미쉬나와 탈무드를 완성해

가면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노력했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연결

된다는 믿음 하에 이를 해석하고자 시도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러티브를 다루

는 미드라쉬의 영역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독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할라카를 다루는 미드라쉬와 달리 여러 가능한 해

석을 보태어 성경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홍국평은 이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유대 종교 지식인들이 벌이는 지적 유희의 산물”22)이라고까지 표현

하면서 조선 시대 유교 지식인들이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던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창세기 랍바와 상서정의는 모두 권위 있는 성서와 경전에 대
21) 尙書正義序 , “覽古人之傳記, 質近代之異同, 存其是而去其非, 削其煩而增其簡. 此亦非敢
臆說, 必據舊聞.”

22) 홍국평, 미드라쉬 악가다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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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석서임은 같지만 그 편찬의 목적이 상이한 다른 장르의 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록을 비교해 보는 것은, 각 종교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

는 경전에 대한 해석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의 상이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

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창의적 반론 제시하기와 논리적 반론 제시하기

다음으로 대조적인 특징을 한 가지 더 살펴보자. 창세기 랍바8, 1, (2)~(4)의

내용을 보면 랍비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고 언

급했을 때 단수 명사로 기록하였는데 왜 다른 성경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만들

었다’고 했는지에 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성경 안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의 논의로 볼 수 있는데 그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삐 이르미아 벤 베아자르가 말하였다. 찬양받으실 거룩한 분이 첫 인간을 창
조하실 때, 양성공유인으로 창조하셨다. 이는 (성경에서)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
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23)

라삐 스무엘 바흐 나흐마니가 말하였다. 찬양받으실 거룩한 분이 첫 인간을 창
조하실 때, 그를 둘로 따로 보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톱으
로 둘로 쪼개시어 등 하나는 이쪽으로 또 등 하나는 저쪽으로 놓으셨다.24)

어떤 이가 그에게 맞서 반박하였다. (성경에서는)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
고”(창세 2,21)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의 (두) 쪽 중에 하나”, 곧
(성경에서는) “성막의 둘째 편에(젤리아)” (탈출 26, 20)라고 이르지 않았는가!25)

랍비 이르미아 벤 베아자르가 문제를 제기한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

23) 권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149.
24) 권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149.
25) 권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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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수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랍비는 하나

님이 처음에 ‘양성공유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의

문제 제기는 성경 안의 표현들은 일관되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

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은 자신의 상상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어

서 두 번째 랍비 역시 기상천외한 답변을 한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한 후 톱으로 남자와 여자를 쪼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자신의 상상에 기반하고 있는 발언이다. 그런데 어떤 랍비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있음을 들어 이 의견을 반박

한다. 그러자 그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갈빗대(젤리아)’라는 단어를 찾아서 옆

부분이라는 다른 뜻이 있음을 통해 재반박을 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반론하는 것이기는 하나 성경 구절의 의미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했

다기보다는 단순하게 단어의 연결고리를 찾아 의견을 전개한 것이다. 이로 볼 때

랍비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어긋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문학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을 통

해 반론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

하는 것 역시 그 구절이 쓰인 의미 맥락을 고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연결

지점을 찾아 반론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 반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랍비들 스

스로가 자신만이 완벽하고 확실한 답을 제시하려 했다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가능한 대안을 풍부하게 만들어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확

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서정의에서 공영달이 다른 경전을 인용하거나 다른 주석의 의견에
반박하는 모습은 매우 다른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주석의 대상이 되는 서경
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옛 도를 상고 하신 분은 요임금이셨다.26)

26) 書經 堯典 , “曰若稽古帝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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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은 요전 편의 첫 문장이다. 여기서 상고(詳考)라고 번역되고 있는

‘계(稽)’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 공영달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경의 원문에
대한 주석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지 않고 최대한 원문의 내용을 재

기술하는데 치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앞서 공안국이 남겨놓은 주석에도 주

석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다. 그 방식을

살펴보자. 공영달은 우선 다른 경전들에서 ‘계(稽)’가 쓰인 부분을 들어 ‘계(稽)’

의 의미를 풀이한다.

시경(詩經)에서 “점괘를 상고하신 무왕께서”라고 일컫고, 서경 홍범 편에
서 점괘를 상고하는 일을 稽疑(의심스런 일이 있으면 점을 쳐서 상고함)라고 하
였으니, 여기서 稽를 考라 한 것은 경전의 일반적인 풀이이다.27)

공영달은 우선 이전 학자들이 ‘계(稽)’를 상고로 풀이한 것에 대하여 시경과
서경에서 이 글자의 쓰임을 확인한 후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경전에서의 글자 쓰임을 확인했을 때 ‘계(稽)’를 상고로 풀이하는 것이 적합하다

는 것이다. 이는 한 단어가 다른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영달은 이어서 이전 시대

권위 있는 주석가인 정현(鄭玄)의 주석이 이러한 의미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정현은 예언서(緯書)를 믿고는 ‘계(稽)’를 ‘동(同)’의 뜻으로 보고 ‘고(古)’를 ‘천
(天)’의 뜻으로 풀이하여, “능히 하늘에 순응하여 그 뜻에 맞게 행해야만 하늘과
공이 같아진다.”라고 말한다.28)

여기서 공영달이 문제 삼고 있는 정현의 주석은 정현이 ‘계고(稽古)’라는 글자

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稽)’를 ‘동(同)’으로 ‘고(古)’를 ‘천(天)’으로 보아 마치 요

27) 尙書正義 堯典 , “詩稱 “考卜惟王.” 洪範考卜之事, 謂之稽疑, 是稽爲考, 經傳常訓也.”
28) 尙書正義 堯典 , “鄭玄信緯, 訓稽爲同, 訓古爲天, 言“能順天而行之, 與之同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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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하늘이라는 초월적 존재에 얽매인 인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점이다. 이

에 대해 공영달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정현의 주석을 비판한다.

서경은 세상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의 일과 관련되어야 한
다. 사람을 하늘에 잡아매고 뜻을 취함이 없어 또한 고(古)가 천(天)이 되었으니

경전에는 이러한 풀이가 없다. 고귀향공(高貴鄕公)등이 모두 정현을 잘했다고 여
긴 것은 독실한 논의가 아니다.29)   

여기서 공영달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정현의 주석이 요임금을 하늘이라는

인간사 밖의 이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서경이라는 책이 인간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인인 요임금을 초월적 이치에
의존하는 인물로 해석되는 뜻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은 앞서 살펴본 랍비들의 반론제기 방식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공영달의 주석

은 다른 경전에서의 단어 풀이를 사실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경전의 전체적인

집필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여 그것의 올바른 독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랍비들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 구절이 쓰인 전체 맥락과

의도보다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반박의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이는 공영달이 말하고 있듯이 서경은 인간사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
는 신의 뜻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 

즉, 유대교와 유교의 종교적 특성은 당연히 성서와 경전에 반영되어 있고 그러한

근원적인 종교적 태도의 차이가 문헌을 해석하는 경향에도 드러나는 것이다. 유

대교의 종교 전통을 고려하면 창세기의 해석을 합리적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
가 비합리적 시도일 수 있다. 세계를 만든 신의 뜻에 접근하는 일은 인간의 사고

차원에서 하나의 합리적 정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

간의 수준에서 가능한 여러 의미 맥락을 제시하여 초월적인 그 뜻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해 놓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은

29) 尙書正義 堯典 , “書爲世敎, 當因之人事, 以人繫天, 於義無取, 且古之爲天, 經無此訓. 
高貴鄕公, 皆以鄭爲長, 非篤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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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

자’라고 복수 명사를 사용하는 비일관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적

인 반론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서경은 인간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인본주의 전통을 지닌

유교의 근원적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한 특성이 정현의 주석에 공영달이 논리적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대교와 유교의 근본적 종교

전통의 차이가 이러한 주석 기술의 차이를 낳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창세기 랍바8, 1-10의 내용과 상서정의 요전 의 내용을 통해

유대교와 유교의 주석을 비교해 보았다. 창세기 랍바에서 랍비들은 창세기
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서정의
를 쓴 공영달은 주관적 개입 없이 경전을 상세히 재기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는 미드라쉬가 자유로운 해석과 창의력을 허용하는 문학적 장르에 가깝다면 상
서정의는 객관적 저술이 중요한 공적인 참고서와 같은 책이었다는 차이에서 기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좀 더 근원적으로 창세기 랍바와 상
서정의가 쓰인 시기에 두 종교가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 안에 놓여 있다는 점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창세기 랍바는 유대인들이 제2 성전이 파괴된

후 흔들리는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쓰였지만 상서정의는 유교가
관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시기에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영

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그 일관성을

의심하지 않으며 다양한 해석을 추가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반면 관학으로서 유

교는 독자들에게 객관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또한 창세기 랍바의 랍비들은 반론에 대응하면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탈
맥락적으로 활용하고 상상적인 주관에 의해 창의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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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반면 상서정의를 쓴 공영달은 단어의 쓰임새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책이 쓰인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다른 학자의 주석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

다. 이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문헌 중 창세기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랍비 문학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접근 방식이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유대교와 유교의 근원적인 종교적 차이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가 경전을 해석

하는 경향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물론 글의 시작에서 전술한 것처럼 본고에서 다루는 비교의 영역은 매우 제한

적이며 너무나 다른 두 종교전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종교전통이 그 시원으로 삼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 대조적

인 해석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그 의의

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미드라쉬, 창세기 랍바, 창세기, 서경, 상서정의, 유대교, 유교, 주석

투 고 일: 2021. 12. 08.
심사종료일: 2021. 12. 16.
게재확정일: 2021. 12. 24.



120   종교학 연구

참고문헌

김동주. 尙書正義1.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김세권. 미드라쉬(Midrash)의 해석원칙(hermeneutics)과 수사법(rhetoric) . 성서학
연구원심포지움 20 (1999): 1-12.

스템베르거, 권터. 미드라쉬 입문. 이수민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08.

왕대일. 성서해석에 있어서 Intertextuality의 활용 . 구약논단 9 (2000): 9-38.

유기우. 상서학사-상서에 관한 2천여 년의 해석사. 이은호 옮김. 서울: 예문서

원, 2016.

이기동. 서경강설.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홍국평. 미드라쉬 악가다 . 신학논단 78 (2014): 289-321.



유대교의 창세기랍바와유교의 상서정의의주석비교 121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n Commentaries in Genesis Rabbah of 
Judaism and Shangshu Zhengyi of Confucianism

: With a Focus on Comparison of Commentaries on Genesis 1:26 and 

Yaodian of Shujing

Yoo, Young-Hoon (Seoul National Univ.)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orks of Jewish Midrash and the 

commentaries on the Confucian Classics.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Genesis 

Rabbah of Judaism and Shangshu Zhengyi (尙書正義) of Confucianism were selected. 

When these texts are compared, the following differences can be found. First, creative 

re-visioning versus detailed re-interpretation: Genesis Rabbah presents a creative 

interpretation of rabbis using their imagination in re-visioning the Book of Genesis, 

while Shangshu Zhengyi, written by Kong Yingda (孔穎達), is a detailed 

re-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n scriptures without the author's subjective perspective. 

Second, creative explanation versus logical objection: In providing explanation of the 

Biblical text, Genesis Rabbah freely uses passages from other parts of the Bible in a 

decontextualizing manner based on imaginative subjectivity, while Shangshu Zhengyi 

objectively present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erms by providing examples of the 

use of the terms in other scriptures and criticizes the commentaries of other scholars. 

The scope of comparison in this study is very limited and the results cannot be 

readily generalized.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limited but 

insightful findings on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of commentaries in Jewish and 

Confuci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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