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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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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isdom’ revealed in ‘love’ and ‘woman’ of the song of songs
- Focusing on the criticism between the text of Wisdom Literature and 

The song of songs -
Do, Hiju

For believers who follow Christ in the Catholic Church, the Bible always 
gives the fundamental strength. Among them, The song of songs shows the 
love journey that a woman pursues and completes in the patriarchal culture 
more than 2,000 years ago. This journey also shows the way to meet God 
(see The song of songs 8,6). 

The song of songs were last edited in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influence of Hellenistic culture. Therefore, we can find 
expressive affection and freedom to seek love. Until now, however, the The 
song of songs has been interpreted only in terms of the Allegory, Typological 
viewpoint, or has been categorized only as the poetry literature of love songs. 
However, the woman and the love of The song of songs can be seen to be in 
agreement with the wisdom and meaning of the Wisdom Literature that the 
nation of Israel pursued and wanted to keep. This was confirmed through the 
textual criticism of Wisdom Literature. 

The love of The song of songs recalls the blessings of Genesis 2,18-25 
and invites us to return to that blessing time. And because the source of 
wisdom comes from God, the woman of The song of songs and her love both 
have divine dignity. Therefore, this article is to escape from being interpreted 
as simply Allegory, Typological viewpoint. I also want it to get away from 
being classified only as the literature of love songs.  

Considering that The song of songs is formed and edited in the influence 
of Wisdom Literature, we want to reveal the richness of the interpretation that 
The song of songs has as a canon. And I recall that, beyond the times, 
modern women are passing on messages like living water that spring from the 
garden of all blossoming god.

Key words: The Wisdom, Wisdom Literature, The song of songs, Woma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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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가서의 ‘여자’와 ‘사랑’에서 드러나는 ‘지혜’
-지혜문학과의 본문 간 비평을 중심으로-

가톨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성경말씀은 항상 근원적 
힘을 준다.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 2000 여 년 전의 가부장 문화 속에서 한 여자
가 추구하고 완성해가는 사랑의 여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정은 또한, 하느님을 
만나는 길임도 보여주고 있다(아가 8,6 참조).

아가서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 유산과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안에서 최종 편
집되었다. 따라서 노골적인 애정표현과 사랑을 찾아가는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가서는 우의적, 예형론적 관점에서만 해석되어 오거나, 
사랑노래의 시가문학으로만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아가서의 여자와 그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하고 간직하고자 했던 지혜문학의 지혜와 의미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지혜문학과의 본문비평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가서의 사랑은 창세기 2,18-25의 축복을 되새기게 하며, 그 축복의 시간
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초대한다. 지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지혜로 드러나는 여성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
리고 지혜의 근원이 하느님으로부터 옴을 알려주기에, 아가서의 여자와 그 사랑
은 모두 신적인 존귀함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고는 아가서를 단순히 우의적이고 
유형론적으로 해석하는데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사랑노래의 문학으로만 분류
되는 것에서도 벗어나고자 한다.

아가서가 지혜문학의 영향 안에서 형성되고 편집되었음을 고찰하며, 정경으로
서 아가서가 지니고 있는 해석의 풍요로움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대를 뛰
어넘어 현대의 여성들에게도 온갖 꽃이 만발한 하느님의 정원에서 샘솟는, 생수
와 같은 메시지를 건네주고 있음을 상기해본다. 

주제어: 지혜, 지혜문학, 아가서, 여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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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

아가1)서는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아가 1,1), ‘노래 중의 노래’(song 
of songs)라고 불린다. 주인공 여자와 그녀의 사랑에는 죽음도 이기는 ‘야(hy"))훼
의 불길(tb,h,l.v;)’2)이 담겨있다(아가 8,6 참조). 여자와 그 사랑은 일상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 가는 길을 깨닫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녀 간의 사
랑은 인간 삶의 가장 격정적인 체험이며 죽음조차 이기는 강렬함을 담고 있기 때
문이다(아가 8,6 참조). 이스라엘의 지혜 또한, 아가서의 여자와 그 사랑처럼 죽
음을 이기는 생명의 나무이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교훈이다(잠언 3,18; 4,23 
참조). 

오늘날까지 아가서는 지혜문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기보다는, 단순한 시가
문학3)으로 이해되거나 우의寓意적 관점4)에서만 해석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

1) 우리 말 성서 이름 “아가”는 중국성서 이름 “雅歌”에서 왔으며 ‘맑고 바르고 우아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참조,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룻
기·아가·코헬렛<전도서>·애가·에스델』, 구약성서새번역 4, 임승필편역, (서울;천주교중
앙협의회, 1993), 39.

2) ‘야(hy"))’는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YHWH)의 앞글자 야(hy ") yah)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다. 하느님의 이름을 담고 그의 불길을 강조하고 있기에 신성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야훼의 불길’로 표현하고자 한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의 특징으로 리듬, 단어, 하모니를 들었다. 구약성서에서는 특히 
시편, 예언서, 지혜문학서에 시적이며 문체적으로나 리듬적으로나 잘 다듬어진 언어의 
특성을 보여주는 글들이 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평행대구(parallelismus 
membrorum)와 운율에 관한 것이며, 특히 운율에 대해서는 현대에도 액센트와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조, 옷토 카이저, 『구약성서 개론』, 이경숙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1), 359-366.

4) 김혜윤, 『성경여행 스케치1』, (서울: 바오로딸, 2006), 109에 따르면, ‘알레고리
(Allegory)적 방법’이라고도 한다. 초세기 학문의 두 중심지, 시리아지역의 안티오키아
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서로 다른 학문 방법론을 제시했고, 우의적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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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는 지혜문학서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자와 그 사랑은, 하느님을 경외
하고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아가
서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지혜의 모습과 그 메시지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오랜 시간, 아가서의 여자와 그 연인은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 때문에 단순한 
결혼식 축가나 예술성 있는 시로 분류되고, 우의적 예형론적으로만 접근되어졌다. 
우의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 예형론적5)으로는 ‘교회와 주님’으로 해
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에는 아가서를 유대교의 정경6)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
을 한 랍비 아키바(Rabbi Akiva,50-137년)의 권고도 한몫 했다.7) 그는 아가서를 
‘손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책’으로 인정하지만 오직 우의적 해석의 관점에서 보
기에만 그렇다고 했다.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 때문에 아가서의 자구적 해석에는 
맹렬히 반대한 것이다. 

아가서의 전통적 해석 방법이던 우의적 해석은 역사의식의 발전과 함께 18세
기부터 도전받기 시작했다.8) 19세기부터 고고학과 성서학의 발전으로 아가서 해
석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시각도 열리게 되었다. 아가서 해석의 변천사와 정경 속
에 아가서가 자리 잡게 된 순서를 서론에서 좀 더 명확히 살펴보며, 아가서가 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부각된 방법이다(안티오키아 학파는 역사적 문자적 해석방법을 
중시했다). 알레고리적 방법은 도덕적, 신비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분명한 준거 없이 은
유적으로 설명하여 진리에 접근하고자 한다. 문자나 사실 아래 그 진의가 따로 있다고 
믿는 해석방법이다. 

5) ‘예형론(typologie)'은 어떤 일정한 타입(type)을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안티오키아 
학파에 속한 그리스도교 주석가들이 구약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국한하여 문자적
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펴보아야만 명백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예형론적 해석을 알렉산드리아 학파처럼 광범
위하게 하지 않고 최소화하여 분명할 때만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참조, 전영준, 『성경
에서 시작하는 영성생활』,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4), 36.

6) 라틴어로 ‘카논(canon)'이며 정경(正經)은 신앙의 진리와 이 신앙을 바탕으로 행해지
는 윤리생활을 규정하는 척도로서 해당 종교의 최고 규범이 되는 책을 말한다. 그리스
도교 정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있으며 ’하느님 말씀‘으로 인정받고 교회 전례에
서 쓰일 수 있는 책들이다. 이에 대해 참조, 김혜윤, 『성경여행 스케치1』, 69-70.

7) 아키바는 “성문서 모두가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거룩한 책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하다”
라고 했다. 

8)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에 아가서에 대한 드라마 가설이 제기되었고, 제의 신화적 해석
도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참조, 옷토 카이저, 『구약성서 개론』, 이경숙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1), 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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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문학으로 분류되었고 우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정리해보고자 한
다. 단순한 시가문학이라고 분류되기에는 정경으로서의 아가서의 위치와 솔로몬
이라는 저자 제시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9). 

본문에서는 이러한 아가서의 해석을, 시가문학이 아닌 지혜문학이라는 정경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하여 이제까지 우의적 해석으로 아가서를 하느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등의 관계로만 한정된 시각에서 바라보던 관점에 자
구적10)인 해석을 보충하여 더욱 풍부한 의미를 밝혀보고자 했다. 아가서와 유사
한 본문을 가진 지혜문학과의 본문비평을 통해서 아가서가 시가문학이 아니라 지
혜문학의 주제를 강하게 담고 있는 지혜서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주인공 여자
의 사랑이 바로 지혜를 의미하고 그 지혜는 젖과 꿀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며, 하
느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딸인 아가서의 여자와 그 사랑이 제시하고 있는 지혜가, 민
족성과 여성성, 신성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도 함께 보여주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가서의 여자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딸로서 존귀함을 자각
했고(아가 7,2 참조), 사랑을 찾고 이루어가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아가 
8,10.12 참조)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가 추구하고 이루어 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느님이 함께 했으며 죽음을 이기는 구원을 노래한다(아가 
4,13; 8,6 참조). 

결론에서는 이러한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을 요약하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들에게도 아가서가 성경적 원천으로서 지혜의 소중한 특성을 알려주고 있음을 확
인해 보고자 한다. 아가서는 현대보다 더욱 엄격한 가부장 시대를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한 여성이 이스라엘의 딸이라는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신성한 고백을 들려준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계시의 원천
인 성경이 보여주는 여성의 훌륭한 원형(元型)이 된다.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 안

9) 아가서는 대표적인 지혜문학인 잠언과 코헬렛 뒤에 있으며 지혜서와 집회서 앞에 있
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잠언 1,1; 코헬 1,1; 아가 1,1 참조)을 저자로 제시하며, 잠
언과 코헬렛과 동일한 저자를 언급하는 점도 아가서의 지혜문학적 성격을 보여준다.

10) 자구적(字句的)의미는 기록된 문장의 어법적 문법적 의미인데, 성서해석의 기본 출발
점이 된다. 교회에서는 자구적 의미에 우의적, 도덕적, 신비적의미를 포함한 영성적 해
석을 종합해서 성서 해석하기를 권장한다. 이에 대해 참조, 『가톨릭교회교리서』, (서
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115-1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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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신 업적들을 가르침과 말씀들로 드러내었으며 말씀들은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준다.”11) 그리고 “말씀은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영구적인 원천이 되는 능력”12)이 되기 때문이다. 아가
서는 20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결정적 아
름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알려주는 소중한 유산이 된다.

2. 아가서의 해석 연구사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에스델, 룻기, 애가, 전도서 등과 함께 축제오경(다섯 두
루마리)으로 불리며 유대 민족의 축제 때 읽혀졌다. 유대인들은 과월절 축제 전례 
때에 이 아가서를 낭독하며 죽음을 이겨낸 기쁨을 함께했다(아가 8,6 참조).13) 또
한, 보통 일주일간 음악과 춤과 놀이로 계속되는 결혼축제에서 불려지기도 했
다.14) 아가서 책 전체에 하느님을 의미하는 ‘야(hy"))’의 이름은 8,6f의 ‘야(hy"))훼의 
불길(tb,h,l.v) ;’을 고백할 때 한번 불리어지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초세기
부터 많은 학자들이 아가서가 경전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랍비 아키바와 같은 우의적 해석은 지지를 받
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아가서를 시가문학으로 분류하면서 온전한 지혜문학에 속하는 것에 반대한 
학자도 있다. 특히 머피(R.E. Murphy)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아가서는 지혜서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며 시가문학으로 분류했다.”15) 이에 의견을 같이하는 학자로 

11) 『계시헌장』, 2항.
12) 『계시헌장』, 21항.
13) 아가는 기원후 시대에 유대인들의 주요 축제 때 낭송된 ‘축제 두루마리’ 중 하나이

며, 기원후 5세기 이전에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참조, 주교회의 성
서위원회 편찬, 『룻기·아가·코헬렛<전도서>·애가·에스델』, 구약성서새번역 4, 임승필편
역, (서울;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31-33. 

14)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입문 Ⅲ』,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8-40 참조.

15) 롤랜드 E. 머피, 『생명의 나무-성서의 지혜문학 탐구』,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
바오로, 199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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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W.H. Schmidt)는 “지극히 예술적이고 시적으로 형성된 개인적이지 않고 
오히려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경향을 띈 선창(先唱)을 위한 노래”16)라고 아가서를 
해석했다. 카이저(O. Kaiser) 또한 아가서가 개체시들의 모음집이라는 시적인 특
성을 강조한다. “아가서 안에 개체시들이 수집·수록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옳다. 
통일적인 작품 구성이나 사고의 전개는 찾아 볼 수 없다”17)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가서가 경전에 속해진 순서를 살펴보면 아가서는 정경이 확립될 당시18)부터 시
가문학보다는 지혜문학으로서 그 고유의 의미를 인정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서를 암기하여 구전으로 전해주었으며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에는 자음만으로 글을 썼다. 글에 모음을 더하여 읽기 쉽도록 한 구약
성경을 ‘마소라 텍스트(masoretic text)'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아가서가 축제오
경에 속하는 책들 사이에 있다. 이를 제외한 현재의 그리스도교 정경의 기본이 
된 희랍어로 쓰여진 칠십인역19)과 라틴어로 쓰인 불가타 성경20)에는 모두 지혜문
학서 사이에 들어있다. 칠십인역에서 기본 텍스트로 정해지고 번역된 히브리어 
편집본은 마소라 텍스트보다 초기 형태의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가
서가 이미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도 지혜문학의 범주에 속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현대에도 독일에서 최초의 가톨릭 구약개론서를 총괄 편집한 쳉어

16)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입문 Ⅲ』, 40.
17) 옷토 카이저, 『구약성서 개론』, 이경숙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1), 406.
18) 90년경, 그리스도교인이 점점 늘어나자 유대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얌니아

(jamnia)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회의를 열어 성령의 감도를 받은 책을 선정하고 그 
외 다른 책들의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했다(현재 가톨릭 성경에 있는 제2경전이 
누락되고 신약성경이 빠졌다). 얌니아 회의가 역사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유무
에는 찬반논란이 있다. 

19) 기원전 3-1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있는 구약성경을 그리
스어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설에 70명(72명)의 학자가 70일간 번역했고 나중에 
맞추어보니 개별적으로 번역한 것이 모두 일치했다고 해서 ‘70인역’라는 이름이 붙었
으며 셉투아진트(Septuagint)라고도 부른다. 그리스도교 전례의 중심이 된 70인역 외
에도 그리스어 번역본은 아퀼라, 테오도시온, 심마쿠스본 등 다양하게 있었다. 이에 대
해 참조, 김혜윤, 『성경여행 스케치1』, 76.

20) 정치·문화의 언어가 라틴어가 되어감에 따라 그리스어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이 생겨
났다. 예로니모 성인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을 시도하고 70인역의 그리스어 
번역을 참조하여 완성한 구약성서 라틴어 역본을 칭한다. ‘베르시오 라티나 불가타
(Versio Latina Vulgata)'이며 약칭하여 ’불가타(Vulgata)‘라고 한다. 이에 대해 참조, 
김혜윤, 『성경여행 스케치1』,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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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nger)가 아가서를 지혜문학의 범주에 넣고 있고, 슈빈호르스트-쉔베르거(L. 
Schwienhorst-Schonberger) 또한 이에 함께 하고 있다.21) 

대표적인 시가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도 사실은 지혜문학의 관점에서 최
종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대학자들은 보고 있다.22) 시편 1장의 “오히려 주님
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시편 1,2.5)”라는 
구절은 지혜문학의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아가서는 단순한 결혼
식 축가나 예술성 있는 시가문학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지혜문학의 의미를 결정적
으로 보여주는 지혜서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가서의 내용이 사랑노래모음집이라는 데에는 동
의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밝혀 보고자 한
다.23) 본 논고는 이 중에서도 아가서를 지혜문학이라는 정경적 관점에서 바라보
고자 한다. 본 논고를 통해 지혜문학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가 아가서의 ‘여자’ 
그리고 ‘사랑’과 동일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아가서의 
여자와 사랑이 상징하는 지혜의 민족적 특성과 여성성, 신적인 구원성까지 확인
해 보고자 한다. 이는 창세기 2,18-25의 축복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모든 
연인들을 초대한다. 

본문에서는 지혜문학인 잠언과 욥기, 코헬렛, 지혜서, 집회서의 본문 중에서 
아가서와 유사한 표현을 가진 단어와 문구를 비교해보고 그 내용상의 연관성을 

21)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이종환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679-682 참
조; L. Schwienhorst-Schönberger, Alttestamentliche Weisheit im Diskurs, 
ZAW 125 (2013), 118-142.

22) 시편의 최종 편집이 이루어진 시기는 기원전 200-150년 사이로 보고 있으며, 시편집
의 가장 후대 부분들과 후기 지혜문학과의 명백한 관계는 시편집의 최종형태가 지혜 
학교의 환경에서 갖추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학교는 성전 귀족정치 및 헬레니
즘화 풍조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으며 토라 지혜와의 결부, 예언자적 경건과 보수적인 
요약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조,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632-634.

23) 첫째로 자구적 의미의 신학적인 의미를 더욱 넓히는 것이고, 둘째는 히브리 시문학, 
은유, 구조적인 면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중해연안의 문헌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다. 셋째는 페미니스트적, 심리학적, 영성적 해석 등의 다양성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참조,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옮김, (서울: 가톨
릭출판사, 2014), 94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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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아가서가 우의적 예형론적 또는, 사랑노래로만 해석될 
수 있는 시가문학이라기 보다는 지혜문학의 메시지를 결정적으로 담고 있음을 확
인해보고자 한다. 아가서의 여자와 연인이 추구하는 8,6-7의 ‘야(hy"))훼의 불길
(tb,h,l.v) ;’인 사랑은 결국 지혜가 추구하는 하느님인 ‘야(hy"))’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
이다.

아가서의 우의적 해석의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교회에서는 교부 히폴리투스
(Hippolytus of Roma, 235년 순교)가 처음으로 아가서를 우의적·예형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오리게네스(Origenes,185~254년),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 354~430년)도 그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종교개
혁자 루터((M.Luther,1483~1546년)24)와 칼빈(J.Calvin,1509~1564년)에게까지 영
향을 주었다.25) 이러한 해석은 18-19세기 중반까지 이어오다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사랑의 시들이 발견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적 해석
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6) “델리취(K.Delitzsch)는 아가서를 여섯 막으로 구
분된 하나의 드라마로 이해했다. 슈뫼킬(H.Schmökel)은 제의 신화적 해석 안에
서 신들의 성혼식(聖婚式) 대본으로 보았다.”27) 

19세기 중반부터 아가서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해석은 더욱 심각하게 도전 
받기 시작했다. 플라톤적 이원론28)과 영지주의29)의 영향으로 성(性)에 대해 오랫

24) 루터는 우의적· 예형론적 해석을 원치는 않았지만, 아가서에 대한 그의 해석은 전통
적인 입장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아가 1,4의 ‘가뭇한 피부’를 ‘교회의 죄악’이라고 
예형론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참조, 한철호, 『문자적 해석으로 본 아가서의 하나
님의 사랑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년, 7, 각주 17 참조. 

25) Ibid, 7 참조.
26) ,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 『신학지남』, 292(2007), 124 참조.
27) 다산을 기원하는 제의 신화적 관점은, 출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아가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참조,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673-675.

28) 플라톤은 『법률』이라는 저서에서 영혼의 가장 높은 기능은 몸을 벗어나 신들의 세계
에 닿는 것으로 사색하고 이러한 몸과 영혼에 대한 그의 이원론 사상은 보통 몸의 존
재를 경멸하는 사상으로 서양사상사와 기독교 교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성을 육
체적 정욕의 죄로 규정한 것은 그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그의 이원론은 데카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존재론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음
을 기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조, C.A. 반 퍼슨, 『철학적 인간학 입문 몸 영혼 정
신』 (서울: 서광사, 1989). 

29)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ticism)는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에 나타난 사상과 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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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부정적이던 역사적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하고, 성(性)이 창조주의 선물과 축
복으로 다시금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30)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아가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도 생겼다31)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아가서의 여자는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며,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예루살렘처럼 어여쁘고 두려움까지 자아내는, 귀족집 
따님”(1,8; 4,7; 6,4;7,2 참조)으로 선언된다. 긍정적 자아인식과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함께 보여주는 여성의 성경적 원천이다. 이는 아직 가부장제의 흔적이 남
아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도 하느님이 부여해 주신 ‘성’의 근
원적 존귀함을 깨닫고 또, 기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빛나는 등불(시편 
119,105)’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 아가서와 유사한 단어와 문구를 비교하는 본문의 양이, 
전체 지혜문학의 각 본문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다양한 지혜문학과 아가
서를 비교하고 있기에 문학적, 언어학적, 신학적, 상징적인 면에서 좀 더 깊이 있
는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다만 본 연구는 아가서의 주인공 여자와 
그 사랑이, 하느님을 알려주고 하느님이 함께 하는 지혜와 일치하며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물질세계는 악하고 그노시스(Gnosis, 지식)를 통해서만 구원받으며 악한 물질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교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이에 대해 참조, 송혜
경, 『영지주의의-그 민낯과의 만남』, (경기: 한님성서연구소, 2014). 33 참조. 

30)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년)는 그의 <몸의 신학> 가르침을 
통해 이를 강조했다. 남녀 간의 성이 자녀출산이라는 목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
일체의 사랑을 담은 인격적 친교를 통해 상호증여의 진정한 삶을 이루어가는 본질적인 
존재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사랑Ⅰ·Ⅱ-요한 바오로 2세의 ‘몸신학’-」, (서울; 사람과 사람, 2013).

31)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문화와 문헌연구를 통해 아가서 문헌과의 문학적, 문
화적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참조, 장세훈, 「아가서의 해석사와 그 정경적 위
치」, 『How 주석시리즈 22』,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39. 



- 9 -

Ⅱ. 지혜문학과 아가서

1. 지혜문학이란

지혜는 ‘호크마(hm'k.x)')))))’로서 현실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해 준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토라(모세오경)를 
지키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중심사상으로 한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적인 
앎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가는 실천적 방법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해 내려오던 민족의 지혜전통을 바탕으
로, 이웃한 근동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고유의 성찰 안에서 지혜문학을 발전시켰
다. 특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유배를 통해서 직접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에 노출되기도 했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는 헬레니즘이라
는 새로운 문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까지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지혜문학을 정립하였다.32) 

이스라엘 종교의 고유한 독창성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지혜의 재해석화로 
볼 수 있다. 이는 잠언에 영향을 준 이집트의 ‘아멘엠오페의 가르침’33)과의 유사
성에서도 드러난다. 주변국들의 지혜는 삶에 대한 일반적인 성찰과 삶을 올바로 
살아가려는 보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을 하느님 경외로 본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잠
언 1,7).” 이스라엘의 지혜는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가르침으로 넓혀졌으며 이것이 주변국의 지혜와 

32)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570-571 참조.
33) 기원전 1960년경 아멘엠헤트 1세가 통치한 이집트 신왕국 서기관들의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서기관들은 기도와 예배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신들과 만나려
고 했다. 이 가르침은 3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행법(parallelism)과 4행으로 된 
절 단위를 가진다. ‘아멘엠오페의 가르침’은 잠언 22,17~24,22와 특히 유사함이 많으
며 뛰어난 경건의식을 느끼게 한다. 이에 대해 참조, J.L. 크렌쇼, 『구약지혜문학의 이
해』,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01-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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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지혜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된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혜
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는 사랑해 주고 나를 찾는 이들을 나는 만나 준다(잠
언 8,17)’라는 고백을 한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시 된
다.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참다운 지혜를 가지는 길
임을 거듭 강조한다. 

화이틀리(C.F.Whitley)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헬레니즘 시
대에 이르기까지 주위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자
신의 특유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스라엘의 지혜가 그 사회 모든 계층의 지도
와 이익을 위해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이 주변 민족들의 지혜와 구별된다”34)라고 
한다. 이렇게 ‘모든 지식이 하느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지혜의 시작이 된다. 그 실천적 방법으로 생명을 주는 율법과 그 계명을 지키기
를 민족의 전통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혜의 핵심주제는 유배 이후 신
앙의 정체성을 쇄신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또 밀려들어 오
던 헬레니즘 문화에 노출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더욱 뚜렷
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 

지혜문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자들은 누구일까? 지혜문학에서는 인간 경험
의 성찰을 중요시한다. 반복되는 인간의 경험과 그 성찰을 통해 인간 사회와 우
주 속에 어떤 법칙과 교훈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을 하
는 것이 지혜요, 행복이다. 잠언과 코헬렛, 아가서는 현자인 솔로몬의 이름을 빌
려 저술하고 있다.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현자의 상징이기 때문이
다. “현자는 생활 속에서 체험한 것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조화
의 비밀을 밝혀낼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욥이 던졌던 질문(욥기 6,1-13)처럼 혼
란스러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질서를 깨닫고 따르는 이다.”35) 

지혜문학은 일반적인 삶의 교훈을 많이 강조하기에 지혜문학을 읽다 보면 신
앙을 배제한 교육 지침서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가 추
구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토라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를 실천하면 삶의 축복도 받
음을 알려준다는 점이 일반적인 교육 지침서와는 다르다(잠언 3,2; 4,10 참조). 

34) C.F.화이틀리,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독창성』, 안성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1), 189 참조.

35) 안토니오 보노라, 『코헬렛』, 이선영 옮김, (서울: 성서와 함께, 1999),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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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현세적 축복을 받기 위해 실천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과, 참된 축복을 받
기 위한 지혜로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토라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은 분명 차이
가 있다. 계속해서 고찰해 갈 아가서도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그 시작과 끝이 삶에 대한 교훈적 성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다. 궁극적 지향점을 하느님께 둔다. 

다음에서는 아가서에 대해 간락하게 살펴 본 후 지혜문학에 속하는 욥기, 잠
언, 코헬렛, 지혜서, 집회서를 아가서와 비교하고자 한다. 아가서와 지혜문학에 
속하는 정경의 본문에서 유사한 표현을 가진 구절을 찾아 비교하며 아가서가 가
진 지혜문학적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가서의 주인공 여자와 사랑이 드러내
고 있는 지혜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 지혜의 특성인 민족성과 여성성, 신성성도 
함께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아가서의 형성시기와 구조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아가 1,1)”라는 서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
이, 아가서에는 솔로몬 시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화 또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담고 있는 단어들도 함께 있다. 
따라서 최종편집이 이루어진 것은 기원전 2세기로 볼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형성
되어 왔던 시기를 살펴본다면 그 기원을 기원전 10세기, 곧 왕정초기인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 또한 아가서에 많이 나타나는 사랑의 시가(詩歌)는 
8-6세기까지 융성했던 이집트의 시가문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가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리꽃’과 ‘수선화’등의 식물은 이집트 나일 강의 
자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아가 2,1-1; 5,13; 7,3 참조). 아가서
의 중요한 구조적 특징 중 하나인 상대방의 말을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것도 이집
트의 사랑노래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 외에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단
어나 행동이 드러난다. “‘정원’은 페르시아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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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즘 문화의 특색인 신랑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는 것(아가 3,11), ‘야경꾼(아가 
3,3; 5,7)’ 등의 표현이다.”36)

이를 통틀어 볼 때 아가서는 기원전 10-9세기경부터 주변국인 메소포타미아
와 이집트의 사랑 노래에서 영향을 받았고, 헬레니즘 문화의 충격 안에서 유대인
의 정체성을 가지고 최종 편집되었다. 아가서의 구조 또한, 명확하게 하나의 구조
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학자마다 아가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
르게 구분하기 때문이다. “네 가지 구분이 유력한데 우의적 해석의 구조, 드라마
적 구조, 제의 신화적 구조, 사랑노래의 합성구조 등이다.”37)

이렇게 아가서를 보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 학자들의 구조이해가 다르지만 현
대에는 사랑노래 모음집인 하나의 합성물로 보려는 하이네페터(H.J.Heinevetter)
의 의견에 많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잔니 바르비에로
(C.Barbiero)도 자구적 해석에 기초하여 아가서를 아홉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였
다. ‘이 구분은 서사적인 단일성이 아니라 시적이고 서정적인 단일성’이며 아래의 
표는 이러한 구분에 따른 것이다.38) 이 구분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친구들이 서
로 응답하며 부르는 역동적인 상호성도 보여준다.

36)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옮김, (서울: 가톨릭출
판사, 2014), 66-75 참조.

37) 첫째, 로베르트(A.Robert)는 우의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점진적 
발전 과정의 묘사로 보고, 아가서의 구조를 다섯 개의 시와 종결, 추가대목으로 구분
했다.둘째, 델리취(K.Delitzsch)는 아가서를 연인들이 사랑을 이루는 하나의 드라마로 
보고 여섯 장으로 나눈다. 셋째, 슈뫼킬(H.Schmökel)은 신들의 성혼식 대본으로 보고 
세 장면으로 구분했다. 넷째, 엑숨(J.Ch.Exum)과 쉐아(W.H.Shea), 도르시
(D.A.Dorsey), 하이네페터(H.J.Heinevetter)는 아가서가 각 사랑 노래들을 포괄하는 하
나의 합성 구조라고 제시한다, 이에 대해 참조,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673-678 참조.

38)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52-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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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장·절 내용

1 서론 1,1-2,7

제7연으로 구성되며 사랑의 왕적(솔로몬)이며 
신적인 성격(풍요신의 상징인 노루와 들사슴)을 

내세운다. 2,3-6절을 통해 창세2장의 유토피아를 
떠오르게 한다.

2 여자와 어머니의 
노래 2,8-2,17

봄과 여자에 대한 묘사는 연인들이 자연 속으로 
통합됨을 표현한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묘사는 

여자에 대한 묘사로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3 밤의 노래 3,1-5
여자가 찾는 것은 사랑이며 결국은 하느님을 향한 
길이다. 연인은 어머니의 방인 자신들의 기원으로 

돌아온다(3,4)

4 친구들의 노래 3,6-11
헬레니즘 시대의 축혼가로 3,7절의 가마의 

중심에는 인격화된 사랑을 의미하는 약혼녀가 
있다.

5 남자의 노래 4,1-5,1
신체묘사(Wasf, 와스프)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지며 성경의 다른 책들에 제시된 성에 대한 
부정적 개념과 대비된다.

6 여자와 친구들의 
노래 5,2-6,3 사랑의 구체적인 현실인 삶의 일상을 묘사한다. 

6,2-3에서 연인의 유대는 오해보다 강하다.

7 남자와 친구들의 
노래들 6,4-7,11

6,10의 여자의 신격화는 5,10-16의 남성의 
신격화에 대응하며, 창세 1,26의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7,11은 
창세 2,23을 명시적으로 되풀이한다. 

8 여자와 남자의 
노래 7,12-8,4 7,12은 사랑을 찾아 떠나는 창세 2,24에 버금가는 

사랑의 출애굽적 성격을 보여준다. 

9 결문 8,5-14

8,5-7은 아가서의 신학적 종합이다. 사랑이라는 
실재는 신학적인 차원으로 전이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지평을 열어준다(신명 6,5-8, 탈출 34,14 

참조)

[표 1] 잔니 바르비에로의 해석에 따른 아가서의 구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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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잠언과 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가서와 유사한 단어와 표현을 가진 구절을 찾아 아가서와 
비교하며 지혜문학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가서에는 잠언에서 쓰는 표
현을 함께 쓰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잠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
는 여성의 이원론적 표현에서 탈피한다. 잠언은 긍정적 여성상으로, 결혼제도 안
에서 합법적 인정을 받는 아내로서 ‘네 샘터(잠언 5,18)’를 언급한다. 그리고 부정
적 여성상으로는 남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낯선 여자(잠언 5,3)’를 언급한다. 아가
서는 ‘여자’라는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지만 이러한 이원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
델을 보여준다. 또한 잠언 31장의 ‘훌륭한 아내’라고 칭송받는 어머니 역할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아가서의 여자는 가부장제가 제시하는 오라버니들의 간섭에서 탈피하여 진정
한 사랑을 찾아 연인과 함께 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아가 8,2 참
조). 새로운 여성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잠언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아
가서의 문구를 통해 아가서의 지혜문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아가서 저자가 제시하
고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잠언 저자의 의도
와 편집의 전체적인 의미를 간략히 파악하고 아가서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잠언은 제시하는 여러 저자들의 이름39)을 보아서도 궁전에서 일하던 여러 전
문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40) 잠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
과 사회를 통하여 구전되고 기록되어 오던 문헌을 정리해서, 기원전 4-3세기경에 
중요한 편집 작업이 이루어졌다. 잠언은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가르침이며 권고이다. “잠언의 참된 의도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인격을 형성
하며, 인생이 진정 무엇인지, 어떻게 인생을 잘 대처해 갈 수 있는지를 명령을 하
기보다 독자를 설득하고 그가 (올바른) 인생길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극하고자 한
다.”41) 

39) 솔로몬(1,1; 10.1; 25,1), 현인(22,17; 24,23), 아구르(30,1), 르무엘 왕(31,1)으로 소개
한다.

40) 박요한 영식, 『잠언-이스라엘의 지혜와 교훈』, (서울: 성바오로, 1998), 26-31 참조.
41) 롤랜드 E. 머피, 『생명의 나무-성서의 지혜문학 탐구』, 43-44. 



- 15 -

잠언 5장은 특히 여자에 대한 이원적인 관점을 함께 보여준다. 5,3에 나오는 
‘낯선 여자’를 조심하라는 문구는 지혜의 길을 추구하려는 아들에게 ‘여자’라는 
이미지의 부정적 모습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어진 5,18에 나오는 ‘젊은 시절의 아
내’는 남편에게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 이미지다. 잠언 5장 안에서 여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잠언저자의 표현을 아가서는 하나의 통합된 여성상으로 
제시한다. 잠언보다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추측하는 아가서는 잠언 5장에서 표현
되는 이원적인 여성상을,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관능적이면서도 성실한 인물로 
전환시킨다. 아가서의 여자는 이교신 숭배가 가져오는 불행을 은유하던 낯선 여
자라는 부정의 이미지(잠언 5,3 참조)에서 벗어난다. 또한, 결혼이라는 가부장제 
문화아래서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순종적이기만 한 아내(잠언 5,18 참조)의 이미
지에서도 벗어난다, 아가서는 여자를 ‘사랑’이라는 본질을 추구하는 주체적 한 인
물로 통합시킨다. 

아가서는 잠언에서 ‘낯선 여자’를 표현했던 관능적 단어들을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주인공 여자를 표현할 때도 함께 사용한다. 성을 도구적으로 기능적으
로만 바라보던 남성의 시각에서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는 여성의 시각으로의 전환
을 드러낸다.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성은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찬미와 기쁨의 원천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아가서의 상호역동성에서
도 드러난다. “아가서에서 여자와 성(性)은 경계할 위험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요 
칭송의 대상이다. 이 작업은 참된 지혜와 성이 가진 아름다움과의 유사성을 보여
주었다.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은 서로 만나기”42) 때문이다. 

다음 표는 잠언에서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유사한, 아가서의 구절을 찾아 
요약해 보았다. 이 표의 각 구절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가서가 어떻
게 지혜문학과 연관성을 지니며, 남녀 간의 사랑을 토대로 그 속에 들어 있는 지
혜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지 고찰해 본다.

42)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79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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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내용 아가서 내용

1

“낯선 여자의 입술은 꿀을 
흘리고 그 입속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 끝은 쓴 
흰쑥처럼 쓰디쓰고 쌍날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저승을 향한다”(5,3-5)

감미로움
은 

위험과 
경계의 
대상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생청을 흐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오”(4,11)

여자가
생명의 
계명을 
의미

2
“네 샘터가 복을 받도록 하고 
네 젊은 시절의 아내를 두고 

즐거워하여라”(5,15-19)

도덕의 
강조

“그대는 닫힌 정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정원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라오”(4,12.15)

여성의 
거룩함과 
주체적 
사랑을 
강조

3
“그 남편이 질투로 격분하여 
복수하는 날에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는다”(6,34)

간통에 
대한 
질투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8,6-7)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불길

4 “잠자리에 몰약과 침향과 
육계향도 뿌렸어요”(7,17)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유혹

“향초와 육계향 온갖 
향나무와 함께 몰약과 침향 

온갖 최상의 향료도 
있다오”(4,14)

사랑하는 
이에 
대한 
환대

5

“지혜가 언덕 위,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네거리에 서 
있다. 성읍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대문간에서 외친다”(8,2-3)

지혜의 
외침과 
인격화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3,2)

사랑의 
인격화를 

제시

6
“나를 얻는 이는 생명을 얻고 

주님에게서 총애를 
받는다”(8,35)

지혜는 
생명을 
준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8,6)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표 2] 잠언과 아가서 비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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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5,3-5 아가 4,11ab
 hn"p.JoTiâ tp,nOæ yKiÛ

`HK'(xi !m,V,ämi ql'Þx'w> hr"_z" yteäp.fi

“낯선 여자의 입술은 꿀을 흘리고 그 입속
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hr"äm Ht'yrIx]a;w>â)
`tAY*Pi br<x,äK. hD"ªx;÷ hn"+[]L;k;( 

그 끝은 쓴흰쑥처럼 쓰디쓰고 쌍날칼처럼 
날카롭다.

tAdår>yO h'yl,g>r:â
`Wkmo)t.yI h'yd<î['c. lAaªv.÷ tw<m"+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
음은 저승을 향한다.”

%yIt:ßAtp.fi hn"p.JoïTi tp,nO°
%nEëAvl. tx;T;ä ‘bl'x'w> vb;ÛD> hL'_K;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생청을 흐
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오...”

1. 죽음의 꿀과 생명의 꿀

잠언과 아가서의 첫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같은 표현을 하지만 잠언과 아가서의 시작은 첫 구절부터 의미가 다르다. 잠
언은 “낯선 여자의 입술은 꿀(tp,nOæ)을 흘리고 그 입속은 매끄럽지만”이라고 훈계의 
의견을 말하려는 제시를 한다. 반면에 아가서는 “나의 신부여(hL'_K;)”라고 사랑을 
담은 호칭으로 여자를 부른다. 기원전 4-3세기에 최종 편집된 것43)으로 보는 잠
언은 ‘낯선 여자의 입술은 꿀을 흘리지만… 그 걸음은 저승으로 향한다(잠언 
5,3-5)’고 경고한다. 이곳에서 ‘낯선 여자’란 모든 여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밀려오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44) 이러한 권

43) 잠언 1-9장은 유배이후에 오래된 자료를 수용하여 제일 마지막으로 잠언본문의 앞에 
첨가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참조,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651.

44) Ch. Maier, “Die Fremde Frau in Proverbien 1-9”. Eine exegetische und 
sozialgeschichtliche Studie (OBO 144),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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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솔로몬 시대에 성행했던 우상숭배와 그 불행한 결과를 기억한 잠언 저자와 
최종 편집자의 의견으로 볼 수 있으며, 7장에서도 다시 드러난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며, 민족이 당하는 불행은 이것을 어기는 우상숭배로서 일어났다고 구약성
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신명 5,1-10 참조). 잠언의 최종편집시기에는 헬레
니즘문화에 매혹되는 젊은이들이 많았기에 잠언 저자는 낯선 여자가 주는 고통을 
강조함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잠언의 이 구절은 저자가 ‘낯선 여자’라
는 은유를 사용하여, 성에 대한 헬레니즘적, 이교도적 개념에 거리를 둠을 보여준
다. 대신하여 이스라엘에서 조상들이 간직했던 전통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을 기리
고자 하는 것”45)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
다.

잠언 2,16-19에서 언급되었던 낯선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권고는 5장에서 
더욱 발전되어 언급되고 6장 7장에서도 거듭 강조된다(잠언 6,24-29; 7,5-27 참
조). ‘조심하라’는 간절한 가르침이 반복되는 것은 당시의 교육 대상자인 젊은이
들이 이런 위험에 많이 빠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이다. “잠언 5,1-2에 소개되고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젊은 학생들의 조용
한 귀 기울임과 5,3이하의 낯선 여자의 입술을 대조가 된다. 그녀의 기만적인 연
설에 의해, 지혜에 의존하고 있던 교육의 언어는 힘을 잃게 되고 5,7-14는 그 처
참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46) 

잠언 5,3에서 낯선 여자의 말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입속은 기름과 같이 매
끄럽다고 한다. 이어지는 5,18-19에서는 낯선 여자를 쫓아감으로써 빠지게 될 불
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하고, 그녀에게 흠뻑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 여자는 너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영양 너는 언제나 그의 가
슴에서 흡족해하고 늘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잠언 5,19).” 잠언 5,15-20의 단
락은 결혼 안에서 성적인 일치가 주는 기쁨과 충만함을 극찬하고 있다. 이는 삶
에 주어진 샘물이며 신선한 자극을 주는 상징이다. 이 구절은 아가서의 표현을 

1995 참조.
45)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337p.
46)R.B.Raymond,J.A.Fitzmyer,R.E.Murphy, The New Jerome Biblical Commentary, 

By Prentice-Hall, 1990, 4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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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게 하며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47) 
잠언 5,3-5와 6,24-29, 7,5-27의 문구는 잠언의 저자가 자칫 여자 전체에 대

해 혐오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저자를 오해하게도 한다. 그러나 앞 
뒤 단락과 잠언서 전체를 읽어보면 모든 여자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혐오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낯선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 여성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것은 젊은이들을 이스라엘의 전통사상으로 교육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현자들의 공통된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젊은
이들에 대한 권고는 코헬렛 7,26과 집회서 9,3에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다. “저자는 자신이 교육하던 젊은이들이 아내의 품을 떠나 다른 여인에게서 기
쁨을 찾음으로써 받을 불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 더욱 강하게 표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코헬 7,26; 집회 9,3 참조).”48) 

아가서는 이러한 이교신 숭배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거나 ‘아내’라는 역할 안
에서만 여자의 긍정적 의미를 찾음에서 벗어난다. 아가서의 여자는 아직 결혼제
도에 속하지는 않는다. 아가서의 여자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야훼의 
불길(아가 8,6f)’이 담긴 사랑이며 결혼은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따라 오는 것
이다. 아가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탐구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결혼이라는 윤리
는 진정한 사랑에 따라오는 것이지 사랑에 앞서는 것이 아님을 제시해 주고 있
다. 

잠언 5,3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낯선 여자의 입술이 흘리는 
꿀’이라는 표현은 아가서 4,11ab에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발전된다. ‘그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오’라는 같은 표현을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지지는 
않는다.49) 아가서에서 신부인 여자의 입술은 생청(꿀)을 흘리지만 잠언의 ‘낯선 
여자’와 달리 꿀과 젖을 준다. 크리네츠키(G.Krinetzki)는 “4,11b의 ‘꿀과 젖’에서 
심층심리학과 연관된 의미를 본다. 그는 꿀을 사랑과 혼인에서의 다산성의 상징
으로, 젖을 신랑에 대한 신부의 모성적 감정의 표현으로 해석한다.”50) 

47) ibid 457 참조.
48) N. Calduce-Beuaapes and L. Vermeylen(edit), Treasures of Wisdom. Studies 

in Ben Sira and the Book of Wisdom, FS M. Gilbert.Leuven: Leuven Univ. 
Press, 1999 참조.

49) H.J.Heinevetter,"komm nun, mein Liebster, Dein Garten ruft dich!" 130 참조.
50) G. Krinetzki, Kommentar zum Hohenlied, 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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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 심리적 해석 이외에도 ‘젖과 꿀’이라는 단어에서 젖과 꿀이 흐르
는 땅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여정을 떠올릴 수 있다.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기를 
당부하였다(신명 1,5 참조).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은 바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
이 계명을 지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
다(신명 6,1-3 참조).” 아가서 4,11b에서는 계명을 지킴으로서 얻게 되는 젖과 
꿀이 ‘여성에게서 흐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느님의 계명을 지
키기를 권장했던 지혜문학의 주제가 여성에게서 드러나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
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잔니 바르비에로(C.Barbiero)도 아가서의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약속된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다(탈출 3,8.17; 레위 20,24; 신명 6,3; 32,13-14; 이사 7,15; 욥 20,17). 여
자를 약속된 땅과 동일시하는 예가 된다(아가 2,16-17; 4,6 참조)”51)라고 설명한
다. 아가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잠언 
4,13)’를 여자에 은유하여 그녀의 입술과 혀 밑에 생명을 주는 ‘젖과 꿀’이 들어
있다고 한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딸인 여자는 이스라엘의 지혜(hm'k.x)')))))를 간직하고 
생명의 계명을 지키기를 권유하며, 그녀의 입술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나는 젖과 
꿀이 담겨 있다. 

아가서 4,11a의 ‘생청’을 흘리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
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과 동일시된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달콤함과 감미
로움을 고백한다. 아가서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지혜가 여성으로서 의인화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구절도 떠올리게 한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꿀
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다네(시편 19,8-11 참조).” “당신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 말씀 제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시편 119,103).” 아가서의 
4,11ab는 ‘계명을 따르는 삶이 장수와 수명과 행복을 가져 온다(잠언 3,1-2)’는 
지혜문학의 대표적인 메시지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1)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334-3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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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5,18  아가 4,12.15

%Wr+b' ï̂r>Aqm.-yhi(y

`^r<)W[n> tv,aeîme xm;ªf.W÷  

“네 샘터가 복을 받도록 하고 네 젊은 시
절의 아내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hL'_k; ytiäxoa] lW[ßn" Ÿ!G

 “그대는 닫힌 정원, 나의 누이 나의 신
부여”

 ~yIm:å raEßB ~yNIëG: !y:å[.m; 

`!An*b'l.-!mi ~yliÞz>nOw> ~yYI+x; .

“그대는 정원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
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라오.”

2. 남편의 샘터와 레바논의 물 

잠언과 아가서의 두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잠언은 ‘낯선 여자’를 따라감으로서 빠지게 될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신의 아내에게 충실해야 하며 그녀에게 “흠뻑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잠언 
5,19-20). 왜냐하면 ‘자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
하는 편이 낫습니다(1코린 7,9 참조)’라는 사도 바오로의 권고가 있듯이 모든 남
자는 그 자신의 아내를 가지고 그녀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신의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혼외의 정사는 어리석은 것이다. 솔로몬으로 대변되고 있는 잠언
의 저자는 성서적 시각에 따라 일부일처의 혼인을 지지한다.”52) 또한, 아내를 샘
터에 비유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샘은 중요했으며 우물과 샘터를 기반으
로 자신의 땅을 정하고 가축을 돌보았다(창세 21,25 참조). 

잠언은 아내를 의미하는 ‘샘터’ 앞에 남성의 소유를 강조하는 ‘네’를 붙여 가
부장제 안에서만 아내와 샘터가 가지는 여성의 한정된 존재의미를 보여준다. 성
서 안에서 ‘우물’과 ‘샘’은 자주 상징 언어로 사용된다. 하느님 자신이 ‘생수가 솟
는 샘’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예레 2,13)”에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샘은 

52) Harold Lindsell, HARPER STUDY BIBLE(NRSV), Grand Rapids Michign: 
ZondervanPublishingHouse, 1991, 잠언 5,18 주석 참조,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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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였는데, 이러한 소유 개념을 잠언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하여, 샘터를 아내로 표현했다(2열왕 18,31; 예레 38,6).”53) 

또 다른 예는 잠언 31,10-31에서 묘사되는 훌륭한 아내에 대한 제시이다. 
“아내는 어두울 때 일어나 음식을 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꾸며 
가난한 이를 도와주고 주님을 경외한다(잠언 31,15-30 참조).” “비현실적이기까
지 한 이러한 아내에 대한 칭송은 ‘마싸 임금 르무엘의 말로서 그의 어머니가 가
르친 것(잠언 31,1 참조)’이라고 소개된다.”54) 이렇듯 잠언의 여성관은 긍정적 모
델로서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를 제시하지만,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의 관점을 넘
어서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가서의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에 매여 있지 
않다. 

근동 세계에서 ‘정원(Ÿ!G)’과 ‘샘(!y:å[.m;)’은 모든 이가 원하는 것이며 위험한 짐승
과 침입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작은 낙원이었다. 아가서의 남자 
연인은 아가서 4장의 시작부터 연인인 여자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12-15절에서
는 여자를 정원에 비유한다. 그녀는 연인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정원이며 우물
(raEßB.)이 된다. 이 정원은 자기 안에 생명의 샘을 지닌 파라다이스다. 아가서의 여
자는 자기 안에 ‘정원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
(아가 4,15)’를 간직하고 있다. 일 년 내내 만연설이 쌓여있고 울창한 나무가 자
라는 레바논의 숲은 정원의 이상적 모델로 인식되었다. 

에제키엘 31장에서도 ‘레바논의 향백나무는 하느님의 정원, 에덴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부러워하는 나무’로 표현된다(에제 31,3.9 참조). 창세기 2장에도 하느
님이 꾸미신 네 개의 강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정원에 대한 설명이 있다(창세 
2,5-17 참조). 사랑하는 연인에게 여자는 ‘정원의 샘’이요 ‘레바논에서 흘러내리
는 시내’가 된다(아가 4,12.15 참조). 여자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아가서 4장의 
남자의 노래는 창세기 2장 23-25절에서 선언되었던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이 된
다’를 회상하게 한다. 남자와 여자,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에
덴의 정원이며 파라다이스인 낙원의 이상적 모습이다. “아가서 저자는 그 행복한 

53) 박요한 영식, 『잠언-이스라엘의 지혜와 교훈』, 91-92 참조.
54) N. Calduce-Beuaapes and L. Vermeylen(edit), Treasures of Wisdom. Studies 

in Ben Sira and the Book of Wisdom, FS M. Gilbert. Leuven: Leuven Univ. 
Press, 1999 참조.



- 23 -

공간을 ‘파르데스’(parades)라고 기술하는데 오늘날의 낙원을 의미하는 ‘파라다이
스’55)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다. 또 아가서의 여자는 그녀가 허락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닫힌 정원’의 ‘샘’에 비교된다.”56) 

그녀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 2,23)’를 외쳤
던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린다. 요르단 강의 세 개의 주요원천은 헤르몬 산맥에
서 시작되며 그 물은 약속의 땅에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율법을 강조하는 지
혜처럼, 아가서의 여자도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타
르굼57)에 따르면 생수는 “레바논에서 솟아나 이스라엘의 땅을 적신다. 사실 이스
라엘 자손들은 ‘생수’의 원천과 같은 율법 규정들을 공부하며 예루살렘에 세워졌
고 레바논이라고도 불리는 성전 제단에서 깨끗한 물을 붓는다”58)라고 전한다. 

정원은 이스라엘인들에게 넓지 않은 작은 공간이라도 소중한 곳으로 통했다. 
사막지형의 영향이 강한 유다 광야와 사해주변은 보통 우기인 겨울에도 건조하
다. 풍부한 물이 공급되고 온갖 식물과 열매들로 가득 찬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은 매력적이며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아가서에서 정원은 바로 여자로 은유
되며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된다(1,16b-17; 7,12; 8,5c 참조). 식물의 목마름
을 풀어주는 물은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 채워 줄 수 있는 샘솟는 사랑을 의미한
다. 또한 성전에도 정원이 있었다. “이스라엘인들은 각 가정마다 뜰을 가꾸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즐겨 심었다(1열왕 5,5; 시편 128,3 참조). 부유한 가정은 
넓은 정원을 가꾸었는데 식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 필요
했다. 하느님의 집인 성전에도 올리브나무가 자라는 ‘정원’이 있었다(창세 13,10; 
시편 52,10).”59) 

아가서의 정원과 우물은 다른 지혜문학에서 언급되었던 의미와 달리 여자의 
뜻에 따라 열려지고 닫혀지는 정원과 우물이다. 남성은 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55) 페르시아어로 '숨겨진 곳'이라는 뜻. 천국이라는 의미로 자주 해석된다. 주로 종교적 
의미의 천국을 가리키는 Heaven과는 다르게 기후가 좋고 먹고 살기 편한 곳을 지칭
할 때 쓰는 경우가 많다.

56)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아가서 묵상』, 박요한 영식 옮김, (서
울: 성바오로, 2002), 102.

57)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
58)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아가서 묵상』, 103.
59) Idid, 344-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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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는 4,12의 ‘닫힌’과 ‘봉해진’이라는 표현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아가서 4,12b의 ‘봉해진’이라는 분사는 어휘소로 
8,6ab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녀 자신이 이미 합일의 ‘인장’이 되는 것이다. 4,12b
는 4,12a의 ‘닫힌’과 병행을 이룬다. 여자가 안으로부터 자신을 ‘닫았다’면 이미 
‘봉인된’ 것이며 외부로부터도 닫혀졌다.”60) 페르시아말로 파라다이스는 에덴동산
에서 추방되기 전의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암시로 가능하다(창세 2장 참조). 그 낙
원에 대한 묘사는 나르드 향기와 불어오는 바람과 연인에 대한 초대로 드러난다. 
아가서 5,1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만남이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로 묘사되
며, 마르 2,19-20의 결혼식의 모습을 추측하게 한다.61)

또한, 인장은 사랑하는 연인들만의 배타성을 표현한다. 연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그들 두 사람 만이 가질 수 있는 한 몸이 되는(창세 2,24) 사
랑의 비밀을 간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인들의 사랑은 타인들에게 닫혀지고 
스스로 봉인되게 한다. 그러나 여자의 사랑이 오는 곳은 주님으로 상징되는 레바
논 산이라는 신성한 곳(예레 18,14)이고, 하느님께 열려있기에 정원에는 온갖 향
료와 시들지 않는 맛깔스러운 과일들이 열린다(아가 4,16 참조). 왜냐하면 그 사
랑은 ‘야)훼의 불길(아가 8,6f)’이며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레바논 산으로 열려있다. 열려있는 사
랑만이 살아 있는 사랑이다.”62) 

아가서 4,15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간직하고 추구하게 된 여자의 신
적 존귀함이 드러난다. 잠언의 샘터는 남편의 소유 하에 있는 아내를 의미하지만, 
아가서의 샘과 우물은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는 닫는 자유를 지닌 우물이다. 여자
는 사랑하는 이에게는 정성껏 가꾼 정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정원을 살리는 
물을 레바논 산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 아가서의 여자는 늘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으므로, 주체적인 판단 하에 자신의 사랑을 연인과 나눈다.

60) Idid, 349 참조.
61) R.B.Raymond, J.A.Fitzmyer, R.E.Murphy,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Prenctice-Hall, 1968, 509p, 각주 15 참조.
62)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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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6,34  아가 8,6def

`~q")n" ~AyæB. lAmªx.y:÷-al{)w> rb,G"+-tm;x] ha'în>qi-yKi(

“그 남편이 질투로 격분하여 복수하는 날
에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는다.”

ha'_n>qi lAaßv.ki
`hy")t.b,h,îl.v; vaeÞ yPe§v.rI h'yp,§v'r>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
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
니다.”

3. 질투와 구원의 정열

잠언과 아가서의 세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지각없는 자이며, 자신을 망치는 자이다(잠언 
6,32 참조). 왜냐하면 그 남편은 질투로 격분하여 무자비하게 복수할 것이며, 어
떠한 보상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잠언 6,34-35 참조). 이스라엘 민
족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간음해서는 안 된다(탈출 21,3)’라는 강력
한 권고를 한다. 이러한 권고는 성서의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레위 20,10; 
신명 22,22). 지혜문학이 편집되던 시기에 여자는 당연히 남편의 소유물이었으며 
가문과 부족의 재산이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남편과 가문에 대한 심각
한 도전이었으며 치욕이 되었다. 

현자이자 젊은이들을 교육하던 잠언의 저자는 자신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불
행에 빠지지 않도록 잠언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아가서에서는 이러한 질투를 가부장적이고 재산적 이해를 떠나서 참다운 혼
인관계의 본질적 요소로 본다. 사랑의 본질을 벗어난 남성의 질투를 진정한 사랑
에 대한 여성의 정열로 승화하여 표현한다. “아가 8,6d에 나오는 정열(ha'_n>q)은 질
투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질투’는 무엇보다도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잃는 두
려움에서 나오는 격렬한 감정이다. 구약성서에서는 여자에 대한 남성의 질투(민수 
5,11-31), 분노 및 복수만 이야기한다(잠언 6,34-35; 27,4 참조).”63) 

아가서 8,6def에서는 질투에 대한 구약성서의 일반적인 사용에서 벗어나 여

63)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703-7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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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에 정열이라는 말을 담았다. 인간적 상황이었던 질투는 이제 ‘야훼의 불길
(아가 8,6f)’을 간직한 여성의 정열적 사랑으로 승화된다. 질투를 승화시킨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아가 8,6d)’이며 저승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의 구원
적이고 신적인 차원을 드러내며 그 본질을 밝혀준다. 아가서의 여자는 8,6def에
서 혼인관계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모든 연인들 사이에서의 정열을 표현한다. 저
승처럼 억센 정열의 불길에서는 구원의 성격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불길은 ‘야훼
의 불길’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불길’은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에 함께 했다.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나무(탈출 
3,2)에서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파라오의 손길에서 구해주시리라 선
언하신다. 또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도 불기
둥(탈출 13,21-22 참조)이 함께했다.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도 하느님은 시나이 
산의 ‘불속에서(탈출 19,18)’ 내려오셨다.

우상숭배를 경고하시며, “주 너희 하느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다(신명 4,24)”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사랑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
는 구원의 사랑인 것이다. “8,6cd에서 사랑의 강렬한 측면이 부각되었다면 8,6f
에서는 그 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야훼의 불길’인 사랑은 두려워하고 피해야 
하는 불길이 아니라 노예의 삶에서 해방을 가져다주신 구원자 하느님의 불길이
다.”64) 질투는 공포에 떨게 하지만 정열은 구원을 가져온다. 구원은 따뜻한 위로
와 생명을 준다. “사랑은 ‘야훼의 불길’이며 아주 강한 불길이다. 이는 절대적인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한 히브리식 표현의 하나이다. 사랑은 신의 불길 가운데 하
나다.”65) 

아가서 8,6def는 잠언 6,34와 비슷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지만, 잠언의 주
제를 좀 더 발전시킨다. 잠언에서는 ‘질투로 복수하는 날에는 조금도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는 가부장 문화 속의 남편의 질투를 표현한다. 그러나 아가서는 무엇
보다도 사랑의 본질에 담긴 정열(질투)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열(질투)
은 가부장적이고 재산적 이해를 벗어난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출애굽
과 시나이 현현의 ‘불’, 그 구원 체험과 연관시킨다(탈출 13,21-22; 19,18 참조). 

64) Ibid, 710-711 참조.
65)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아가서 묵상』,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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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7,17 아가 4,14

`!Am)N"qiw> ~yliªh'a]÷ rmoð ybi_K'v.mi yTip.n:ï

“잠자리에 몰약과 침향과 육계향도 뿌렸어
요.”

!AmêN"qiw> ‘hn<q' ~Koªr>k;w> ŸD>r.nEå
tAlêh'a]w: rmo… hn"+Abl. yceä[]-lK' ~[iÞ 

`~ymi(f'b. yveîar"-lK' ~[iÞ

“나르드와 샤프란 향초와 육계향 온갖 향
나무와 함께 몰약과 침향 온갖 최상의 향
료도 있다오.”

아가서의 여자가 선포하는 사랑이 담긴 정열의 불길은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던 
하느님 사랑의 구원적 특성을 상기시킨다. 

4. 관능적 향료와 성별의 기름

잠언과 아가서의 네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잠언 7,17은 ‘간음녀’가 젊은이를 붙잡아 유혹하는 한 장면이다. 잠언 7,14에 
나오듯이 서약 제물의 봉헌 후에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친교의 잔치가 있다(레위 
7,16 참조). 이러한 친교를 핑계 삼아 ‘간음녀’는 자신의 침상에 귀한 향료를 뿌
렸다고 말하며 젊은이를 유혹한다. 이러한 향료는 아가서 4,14에서 다시 표현되
는데 바로 여성을 의미하는 정원에 가득한 향료들이다. 이번 단락에서는 이러한 
향료에 대한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 잠언과 아가서를 비교하면서 같은 표현이지만 
아가서에서는 더욱 성숙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일 먼저 ‘샤프란’이라는 향료를 살펴본다. 샤프란은 노란색 식물이며 원산
지는 서남아시아다. “히브리어 카르콤(~Kor>K)은 ‘샤프란’으로 번역되며, 여기서 나
오는 진액은 염색제, 향신료로 사용되는데, 30그램의 진액을 위해서는 약 4,300
개의 샤프란 꽃이 필요하다.”66) 아주 귀한 향료임을 알 수 있다. 몰약(rmoð)은 성서
에서 자주 언급되는 향료에 속한다. 아가서에서도 여러 번 나타난다(1,13; 3,6; 
4,6 참조). ‘몰약’의 재배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66)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아가서 이야기』, (서울: CLC, 201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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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지67)라는 원료에 향을 넣어 만든다. 
몰약은 강한 향수의 구성성분도 되고 방부효과가 있는 귀한 향료다(시편 

45,9; 에스 2,12). “장례 치를 때에도 몰약은 사용되었다(요한 19,39 참조).”68) 
다른 향료와 섞어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향료(탈출 30,23-29)가 
되기도 했다.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목적을 지닌 몰약은 여자를 상징하는 정원
에 최상의 향료와 함께 있다. 모두 여자의 존귀함을 증거 하는 단어가 된다. 

‘침향(~yliªh'a]÷)’은 몰약과 함께 도유용 기름에 사용되었다(탈출 20,23-29). 집회
서 24,15의 지혜에 대한 찬미에서도 발삼과 함께 언급된다. “발삼은 히브리어에
서 늘 복수형을 취하며, 여러 종류의 알로에에서 추출된 향료를 말한다.”69) 침향 
또는 발삼인 알로에는 사막식물로 중동, 아프리카 남부가 원산지며 보통 치료약
으로 쓴다. ‘육계(!Am)N"q)’는 계수나무 껍질에서 채취되는데, 원산지는 인도이며, 오
늘날에도 향료와 양념으로 사용된다. 집회서에서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로 ‘계피’
와 ‘몰약’이 사용되기도 한다(집회 24,15 참조). 

이처럼 다양한 식물들이 아가서 4,14에서는 하나의 정원에 함께 있다. 이러
한 향료들의 원산지가 지중해와 인도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역이 활발했던 
헬레니즘 시대에 아가서의 최종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된
다. 아가서 4장에서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신체에 숨겨진 신성함을 노래하며 
결정적으로 연인을 정원으로 묘사한다(4,12 참조). 최상의 고급 향료들로 가득 찬 
정원은 연인에 의해 여자 자신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아가서 4,14는 13절과 함께 창세 2,9-10의 낙원을 떠올리게 하고 연인들의 
매력을 상징한다. “‘어여쁜 정원지기 소녀, 또는 연인들의 과수원’이라는 주제는 
이집트 시들의 영향을 느끼게 하지만 아가서의 정원은 남자의 사랑 앞에 여자가 
마음을 여는 순간까지 봉해져 있다.”70) 아가서의 남자는 잠언 7장에서 간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젊은이와 다르다. 자신이 먼저 거룩함과 성별을 의미하는 향료
를 언급하며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을 칭송하고 그녀의 초대를 기다린다.

67) 소합향나무에 깊은 상처를 내어 놓으면 태양열에 의해 수액이 흘러서 상처에 모이게 
된다. 이것이 수지이며 정제하여 향료를 얻는다.

68)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139 참조.
69) Ibid, 356-358.
70) Henry Wansbrough, The New Jerusalem Bible Study Edition, 1994,1035 참조.



- 29 -

잠언 8,1-3  아가 3,2
hm'îk.x'-al{)h]

`Hl'(Aq !TEïTi hn"©Wbt.W÷ ar"_q.ti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슬기가 목소
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ymiîArm.-varoB.
`hb'C'(nI tAbåytin> tyBeÞ %r<d"_-yle[]

 

지혜가 언덕 위,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네거리에 서 있다. 

tr<q"+-ypil. ~yrIï['v.-dy:l

 `hN"ro*T' ~yxiät'p. aAbßm. 

성읍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대문간에서 
외친다.”

hb'äb.Asa]w: aN"÷ hm'Wq’a'
tAbêxor>b"åW ‘~yqiw"V.B; ry[iªb' 

hb'Þh]a'v, taeî hv'§q.b;a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5. 외치는 지혜와 찾는 사랑

잠언과 아가서의 다섯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이제 잠언 8,1-3에서 지혜는 인격체가 되어 언덕 위, 네거리와 성읍 어귀 성
문 곁에서 외치고 있다. 그 목적은 ‘어리석은 이들에게 영리함을 터득하게 해주고 
진실과 올바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잠언 8,5-7 참조). 이는 잠언 1,20-21에서도 
언급되었다. 지혜는 도시의 중심가가 있던 가장 높은 곳이나 거리모퉁이 혹은 광
장에서 외친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성읍(tr<q)어귀 성문 곁에서도 많은 이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공공활동이 
이루어지던 대표적인 장소에서 지혜는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주는 교훈을 듣기
를 권고한 것이다. 

성문(rIï['v.)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판결이 이루어지던 곳이다(룻 4,1-12 참
조). 아모스 예언자도 ‘성문에서 공정을 세워라(아모 5,15 참조)’라고 외치며 정의
로운 사회를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현인들이 학생들을 가르친 곳도 바로 이 성
문에 딸린 방에서였다. 성문에서 가르치는 지혜의 표상은, 정의롭게 율법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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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지혜의 전승과 연관되어 있다. 지혜가 성문 가까이 있는 것은 정의를 실천
하는 일에 연관되어 있음을 가리킨다.”71) 더불어 잠언 8장에서는 지혜의 인격화
가 두드러지는데, “인격체가 되어 말을 하는 지혜를 폰 라트는 자연 안에 내재해 
있으며, 인격화로 표현되는 지혜”72)라고 설명했다. 

잠언에서 드러나는 지혜의 본성은 일부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
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지혜다. 지혜를 추구하는 길을 걸으
려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는 발견된다. 잠언은 젊은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혜는 하느님
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데, 한계와 애매성과 불확실성을 인식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 알도록 이끌어 준다. 지혜의 핵심은 하
느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데서 
드러난다. “창조에 내재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 관한 모든 의미의 원천이다. 하느
님으로부터 왔고, 지혜 또한 하느님의 계시이며, 창조된 세상에 대한 인간경험과 
연구는 신성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같은 의미에서 지혜의 중심은 ‘하느님에 대
한 경외’이다. 이 신적인 소통은 지식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사랑의 면에서 온다
.”73)

아가서의 여자 또한 ‘지혜의 외침을 들을 사람을 찾아 헤매는’ 잠언의 지혜와 
같다. 여자는 ‘산과 언덕을 뛰어넘어 오던(아가 2,8)’ 연인이 사라지자 한밤이 되
었지만 성읍과 거리와 광장을 돌아다니며 찾는다. 마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외치는 지혜처럼 애절하게 성읍을 돌아다닌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것(아가 3,4; 5,7)’은 크나큰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집에서 나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모험이다. 시장과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여자가 혼자 걷는다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집 밖의 세계는 사랑을 방해하는 많은 ‘여우’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아가 
2,15 참조).”7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

71) 박요한 영식, 『생명의 샘과 인생길』, (서울: 성바오로, 1999), 100-101.
72) G. 폰라트, 『구약성서신학-이스라엘의 지혜와 신학』, (왜관: 분도출판사, 1980), 88 

참조.
73) R.B.Raymond, J.A.Fitzmyer, R.E.Murphy,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Prenctice-Hall, 1968, 454 참조.
74)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아가서 이야기』, 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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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는다. “야경꾼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거의 희망을 잃
어 버렸을 때 예기치 않게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이를 찾는다.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75) 그리고 그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아가 3,4c 
참조). “내 어머니의 집인 나를 잉태하신 분의 방으로 인도할 때까지(아가 3,4de 
참조).”

본 단락의 핵심 주제는 ‘찾다(vq;B')’이다. 잠언의 지혜는 생명을 주는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아가서의 여자는 ‘야훼의 불길’인 사
랑을 나눌 이를 찾는다. 아가서의 모습에서 창세기 2,20-24을 떠올려 볼 수 있
다. 하느님은 당신 손으로 빚으신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협력
자를 ‘찾지 못하는 것(창세 2,20)’을 보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 아가서에서도 
‘찾다’라는 표현은 연인을 갈망하는 ‘갈망하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아가 3,1 참
조). 이 ‘찾다’라는 동사는 성서에서 ‘하느님을 찾음’을 나타내기도 한다(호세 5,6;
이사 65,1 참조). 

아가서에서 여자가 찾는 것은 사랑이지만 8,6-7의 사랑은 ‘야훼의 불길;’이기
에 하느님에 대한 추구도 함께 한다. 잠언 8,1-3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킬 학생을 
찾는 지혜의 모습이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찾는 여자의 모습으로 다시 표현된다. 
여자의 사랑에는 ‘야훼의 불길’이 담겨 있기에 결국 지혜와 사랑 모두 하느님을 
향한 초월의 갈망을 제시하고 있다. 

75)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아가서 묵상』,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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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8,35  아가 8,6c
¿yaec.moÀ yaic.moâ yKiä

`hw")hy>me !Acªr"÷ qp,Y"ïw: ~yYI+x; Îac'äm'Ð

“나를 얻는 이는 생명을 얻고 주님에게서 총
애를 받는다.”

hb'êh]a; ‘tw<M'’k; hZ"Ü[;-yKi(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6. 생명의 지혜와 죽음을 이기는 사랑

잠언과 아가서의 여섯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인격화된 지혜는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는 이는 ‘생명을 얻고 주님의 총애를 
얻을 것(잠언 8,35)’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이 실린 잠언 1-9장은 개별 잠
언들이 수집된 잠언 10-31장의 서론으로 가장 나중 단계(기원전 200년경)에 편집
되었다. 따라서 10장 이하의 내용들을 재조명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잠언 1,7; 9,10)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잠언 
8,35에서는 지혜 자체를 생명과 연관시키는데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선언하는 아
가서의 주제와 연결됨을 고찰해 볼 수 있다. 

지혜는 생명을 주고 사랑은 생명의 한계인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다. ‘주님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주님과 함께 있던 지혜(잠언 8,22-31 참조)’는 이스
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교훈을 듣고 지켜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여성지
혜76)는 잠언 8,7에 나오는 진실(tm,a/)과 8,20에 나오는 정의(qd,c,)와 공정(jP'v.mi)))의 길
을 걸으며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일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소개된다. 지혜는 생명
의 길과 죽음의 갈림길에 대해 말한다(잠언 8,22-36 참조).”77) 

76) 랑(B. Lang)은 여성지혜가 아시리아 여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집트의 
ma'at(추상적인 ‘정의’ 혹은 여신으로 의인화되기도 한다)에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고 보았다. 또한 그 모습이 학교지혜(school wisdom)가 의인화된 것으로서, 지혜의 
여신이 ‘서기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서의 신적인 수호자’로 존경받았던 다신(多
神)을 섬기는 과거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조, 
(Monotheism and the Prophetic Minority (SWBAS1; Sheffield: Almond Press, 
1983) 51).

77) 박요한 영식, 『생명의 샘과 인생길』, 106-109 참조.



잠언 8,22-31에서 지혜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폰 라트(G. von Rad)도 지혜
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혜를 세상적인 속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창조 안에서 하느
님에 의해 심어진 어떤 뜻’의 상징이다. 여성지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인간
화된 형상으로 때로는 신적실체를 지닌 속성으로 보여진다(잠언 8,31-33 참조)
.”78) 여성지혜는 창조 때부터 함께 한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세상 속에도 
인간화된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지혜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같이 억눌리고 가난한 이를 돌보시는 정의로
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야훼의 의지와 그분이 인간과 함께 하
는 것(곧, 그분의 구원)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지혜가 야훼 자
신은 아니지만, 지혜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의 본질이다. 이 안에서 야훼
는 자신을 현존케 하며 인간들로부터 찾아지기를 원한다.”79)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주는 생명에 대한 언급은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
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
명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
서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신명 11,26-31 참조)”라는 
신명기계 문헌을 떠올리게 한다. 요약하면 잠언 8,35에서 지혜를 얻는 이는 생명
을 얻는다고 말한다. 지혜는 생명에 이르는 태도와 접근 양식이며 이 양식 안에 
야훼는 현존하지만. 양식 자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아가서는 ‘하느님의 계명을 찾고 따르게 하는 지혜는 생명을 준다’라는 잠언
의 주제에서 더 나아가 ‘야훼의 불길’인 사랑이 생명의 한계인 죽음처럼 강하다는 
선언을 한다. ‘~ 처럼 강하다’라는 표현은 의미상 죽음을 이긴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이기기 때문이다. 죽음에 인간이 저항할 수 없듯
이 진정한 사랑에도 인간은 저항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한다. 가장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한 예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알려주셨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

78) John Barton and John Muddiman, The Oxford Bible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411 참조.

79)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1, (New York: Harper & Row,1962),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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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마태 10,39; 마르 8,35; 루카 9,24; 요한 12,25 참조).” “이 위대한 고백인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8,6c)’의 주어는 사랑(hb'h]a;)이다. 관사가 없기에 사랑이 
인격화 된 것을 의미한다. 죽음 앞에는 신체의 힘도, 지적인 능력도 맞서지 못한
다. 사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
이며 ‘죽음에 대한 생명과 사랑의 승리’는 아가서의 신학적 중심이다.”80) 

아가서 8,5c와 2,3에서 언급되었던 ‘사과나무’는 에덴동산의 사과나무(창세 
2,17: 3,6)를 떠올리게 한다. 그곳에서 여자는 남자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는 같은 사과나무아래서 연인을 깨워 ‘야훼의 불길’을 간직한 사랑을 고백한다.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큰물도 강물도 휩쓸어가지 못한다(아가 8,5-7).’ 이
제 여자의 사랑은 죽음의 시작이 아니라 죽음을 이김을 상징한다. 죽음을 이기는 
실제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사랑의 승리라는 주제는 이스라엘 인근의 고대 근
동지역의 신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사랑의 여신이 저승으로 내려가는 이
야기들에게도 공통된다. 

저승에 내려갔지만 살아 돌아온 이야기들은 인간이 풀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숙제를 풀고자 하는 실마리이다.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 “아가서 8,6-7은 우
가릿 문학에서도 놀라운 병행을 볼 수 있는데 식물과 생물의 신 ‘바알’과 죽음과 
저승의 신 ‘모트’의 투쟁장면이다. 바알의 누이이자 신부인 아나트가 저승에서 모
트를 죽이고 바알에게 생명을 되돌려 준다. 비슷한 주제를 가진 신화로 이난나와 
두무지81) 이쉬타르와 탐무즈82) 이시스와 오시리스83) 이야기 등이 있다.“84) 

80)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696-700.
81) 기원전 4000년전 수메르인들의 신화이다. 이난나(Inanna)는 자신의 누이인 에레스키

갈에게서 지하세계의 통치권을 빼앗으려다 실패해 지하세계에 갇힌다. 지혜의 신 엔키
(Enki)의 중재로 자신을 대신해 지하세계에 갇힐 대리인으로 남편인 두무지(Dumuzi)
를 지목한다. 자신이 지하세계에 갇혔을 때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두무지는 자신의 누이인 게쉬티난다와 함께 6개월씩 번갈아가며 지하세계에 살게 
된다. 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의 계절변화를 설명한다, 이에 대해 참조,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아가서 이야기』, 39p.

82) 가나안의 아나트에 대응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은 이쉬타르인데, 아나트도 이쉬타르
처럼 풍산과 사랑의 신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이슈타르는 자매인 언니 
에레스키갈이 다스리는 지하세계로 갔다. 에레스키갈은 이쉬타르를 지하세계에 가두어 
버린다. 풍산의 여신이 무능력해졌기에 동물들도 인간들도 땅도 무능력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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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는 이와 같이 생명의 기원과 죽음에 대한 극복이라는 신화적 사고를 반
영한다. 죽음은 인간실존의 최대 한계이며 숙제다. 사랑과 죽음은 인간 경험의 가
장 중요한 체험들이다. 아가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진실한 사랑만이 죽음과 겨
룰 수 있다. 사랑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과 맞서며 그보다 더 강하다
(아가 8,6-7 참조). 잠언에서는 ‘지혜의 길이 생명을 준다(잠언 8,35)’라고 강조했
다면 아가서 8,6c에서는 ‘사랑이 인간 생명의 한계인 죽음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
고 있다’고 선포한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성구갑85)같이, 인장처럼 연인의 몸에 함께 한다. 생명의 말씀을 담은 사랑
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다. 

켈(Keel)은 고대 근동의 여신신화86)와 성서에서 남편이 죽었지만, 그의 가족
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자 했던 예87)를 살펴보며 아가서 8,6c의 ‘죽음처럼 
강한 사랑’의 의미를 고찰한다. 혈연을 통해 단순히 대를 이어가는 형태에서 발전
하여, 죽음이라는 무자비한 폭행에 슬기로운 여성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켈은 
고찰한다. 이를 통해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씨앗’처럼 담겨 
있는 생명에 대한 소중한 존중이 확장되는 모습도 보여준다. “고대근동 신의 사
랑표현은 모두 여성형이었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아가 8,6c)’은 세대의 연결 안
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던 구약성서의 여성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대해 참조, F.R, 『고대 신화와 성서의 믿음』, 주원준 역, 129-130. 
83)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서 아내인 이시스 그리고 형제 세트와

의 싸움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의 신인 오시리스는 파괴의 신 세트에 의해 살해당한
다. 오시리스의 시체는 뿔뿔이 흩어져 나일 강에 뿌려졌지만, 이시스에 의해 수습되어 
부활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죽은 상태라 지하세계의 왕으로서만 군림하고 죽음의 장
소, 피라밋과 동일시된다. 이에 대해 참조, F.R, 『고대 신화와 성서의 믿음』, 주원준 
역, 139-140.

84)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696-702 참조.
85) 신명기 6,4-9절과 탈출기의 구절들을 양피지 조각에 적어 담고 있는 작은 상자이다. 

이 상자를 문설주에 붙이거나 기도할 때 사람의 이마나 왼팔에 부착하여 기도한다.
86) 우가릿 신화에서 죽음의 신(Mot)에 대한 여신(Anat)의 투쟁과 남편 오시루스의 죽음

에도 불구하고 아들 호루스를 얻는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87) 출산을 통해 죽음을 극복해 가려는 노력은 구약성서의 다양한 이야기 안에서 발견된

다. 룻의 딸들(창세 19,30-38), 다마르(창세 38,1-30), 롯(룻 4,1-22)의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참조, Keel, The Song of Song-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lated by Frederick J. Gaiser, Fortress Press Minneapolis.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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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자체와 동등한 에너지의 요소를 가지고 죽음의 폭행과 버릇없음과 격렬함과 
무자비함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은 보통 여성88)이었다.”89)

아가서의 사랑하는 연인은 자신의 온 존재를 즉각적으로 투신해서 죽음이라
는 격렬하고 무자비한 폭행에 맞서 사랑을 지켜내려는 다짐을 선포한다. “진실한 
사랑은 확실하게 사랑이 승리하기 위해 함께 신비스러운 힘을 공유한다. 아가서 
8,6f의 사랑의 열기는 맹렬한 ‘열기’에 비교된다. 열기는 또한 ‘야훼의 불길’으로 
인격화되고 최상의 히브리어로 번역된다. 아가서 8,6의 사랑은 높이 타오르는 강
렬함의 하나이다.”90) 잠언의 지혜가 생명의 길을 알려주며 하느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듯이 아가서의 사랑에도 죽음을 이기고자 하는 강렬한 '야훼의 불길'이 함
께 한다.

88) 교활하던지 아니던지 간에 미칼(1사무 19,9-17); 한 번에 모든 것을 건 아비가일(1사
무 25장); 그녀의 도시를 구한 마하카의 지혜로운 여인(2사무 20,14-22); 죽은 아들들
의 몸이 땅에 묻힐 때 까지 밤낮으로 독수리와 하이에나로부터 아들의 몸을 지킨 영웅
적인 여인 리츠바(2사무 21,8-14)가 있다. 이에 대해 참조, Keel, The Song of 
Song-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lated by Frederick J. Gaiser, Fortress 
Press Minneapolis. 272-274. 

89) Ibid, 272-275 참조.
90) R.B.Raymond, J.A.Fitzmyer, R.E.Murphy,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Prenctice-Hall, 1968, 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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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28,15.18 아가 8,7cde
h'yT,_x.T; rAgæs. !T:åyU-al

`Hr"(yxim. @s,K,ä lqeªV'yI÷ al{ïw> {

“금 덩어리로도 얻을 수 없고 그 값은 은
으로도 잴 수 없으며

rkE+Z"yI al{å vybig"w>â tAmåar"
`~ynI)ynIP.mi hm'ªk.x'÷ %v,m,îW 

산호와 수정도 말할 나위 없으니 지혜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하네.”

!Te’yI-~ai
!AhÜ-lK'-ta, vyaiø
hb'êh]a;B' ‘AtyBe

s `Al) WzWbïy" zABß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집의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
이랍니다.”

Ⅳ. 욥기, 코헬렛, 지혜서와 아가서 

1. 재물로 살 수 없는 지혜와 사랑

욥기와 아가서의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우츠 땅에 사는 욥은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
였다(욥 1,1). 욥은 어느 날 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고 온 몸에 고약한 병이 들었
다. 그가 고통 중에 하느님께 부르짖자 하느님은 응답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동
방의 땅에 사는 욥의 고백을 통해 보편적 인간 고통을 함께 고민한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 알려준다. 아가서와 욥기와의 본문비교에
서는 갖은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를 표현하는 문구와 사랑을 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내놓아도 살 수 없음을 표현한 아가서 8,7cde의 문구를 비
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가서가 지혜문학과 같은 주제를 공유했음을 확인해볼 것이다. 더
불어 욥기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에 대한 표현(욥기 42,13-15 참조)이 결론에
서 발전되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욥이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
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행동은 지혜문학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욥기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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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전되어 표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욥기는 이스라엘의 지혜서이며, 
이스라엘 지혜(hm'k.x)')))))의 전망 안에 머문다. 특히 지혜의 의인화는 욥기 28장에서 
두드러진다. 욥기의 지혜는 상선벌악에 관한 평범한 지혜가 아니다”91)라고 머피
(R.E.Murphy)는 욥기를 소개한다. 

욥은 자신의 선한 삶에 닥친 불행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결국 전능하신 하느
님의 뜻에 순명해야 함을 깨닫는데 이것이 바로 욥의 지혜다(42,1-6 참조). 욥이 
제기하는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지’라는 고민은 이스라엘 뿐 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의 보편적 고민이기도 했다. 따라서 욥기와 비슷한 주제를 
간직하고 욥기편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텍스트들도 여러 개 찾아 
볼 수 있다.92)  

이방인인 주인공을 내세워 이스라엘 민족은, 의인이 고통 받는 세상의 하느님
에 대해 무슨 말을 선포하고 싶었을까? 욥기의 저자는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
리하는 것이 곧 지혜’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는 온전히 하느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인간의 기술과 재산, 그리고 노력도 지혜에 대해서만은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음을 처절히 보여준다. 욥은 고통의 본질은 인간의 지각이
나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욥 42,3 참조). 욥기의 저자도 지
혜추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지혜(hm'k.x)')))))임을 
말해준다. “지혜는 창조 이전에 벌써 존재하는 것이며, 하느님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고 계신다. 욥기 28장은 어떤 피조물도 지혜를 완전히 파악할 수도, 손에 
넣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욥 28,22-27 참조).”93) 이러한 지혜의 값어치는 물질
로 계산 할 수 없다. 

욥기 28,15-19에서는 ‘진주’를 비롯한 다양한 보석들이 거론되고 있다. 16절
의 “‘오빌’은 인도, 남부 아라비아, 동남 아프리카의 특산물로 솔로몬도 오빌의 
금을 실어오기 위해 노력했다(1열왕 9,26-28; 10,11).”94) 16절의 ‘마노’는 보석의 
일종으로 석영에 속하며 같은 광물에서 나오는 ‘청옥’도 본문에서 제시된다. 17절

91) 롤랜드 E 머피, 『생명의 나무』, 80-82 참조.
92) 기원전 2000년경부터 전해 내려오던 「수메르 욥기」, 기원전 12세기경의 「바빌론 욥

기」, 기원전 1000-800년경의 「한 고통 받는 이와 그의 경건한 친구의 대화」등이다.
93) 박요한 영식, 『생명의 샘과 인생길』, 116-122.
94) 마진 H. 포우프, 『국제성서주석 · 욥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3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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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리’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만드는 공정이 
까다로워 비싸게 거래되었다. 18절의 ‘산호’는 주로 열대나 아열대의 맑고 앝은 
바다의 산호층에서 따며 지중해와 아프리카, 시칠리아 등이 원산지다. 19절의 ‘황
옥(토파즈)’은 노란색 보석이다. 이 모두가 다 구하기 힘든 비싼 보석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보석들로도 지혜를 살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 까닭은 한 평생 의인
으로 산 욥이 직접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인간적인 노력
이나 물질적 가치로는 지혜의 깊은 뜻을 얻거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욥은 자신의 선한 삶의 결과로 돌아온 현재의 불행에서 좀 더 근원적인 지
혜, 하느님의 해명을 듣고 싶어 한다. 하느님의 해명은 결국 욥기 38장 이후의 
‘푹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밝혀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근원적인 지혜는 인간의 노동으로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상선벌악의 지혜와 다르고 세상의 물질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
러기에 노동하는 인간이 지식으로 얻어 낸 물질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근원적인 
지혜 자체는 돈으로 살 수 없다.”95) 지혜의 가치는 산호와 수정과 진주보다 더하
기 때문이다(욥기 28,15.18 참조). 

지혜와 함께 아가서 8,6-7의 인격화된 ‘사랑’도 초월성을 간직한 ‘야훼의 불
길’이기에 인간이 가진 재산으로 사랑을 사려는 이는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8,7 참조). 물질적인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것
은 값을 매길 수 없고 살 수도 없다. 지혜와 사랑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함께 해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사랑은 ‘야훼의 불길’이기에 가부장문화 안에서 재산증
식의 이유로 사랑 없는 결혼이 성사되고 유지되는 관습에 저항한다(창세 29, 
25-27 참조). 성서에도 올바른 결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언급이 수차례 나타나
고 있다(창세 24장 참조). 특히 토빗서에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
을 이루어가는 토비야와 사라의 기도가 나온다.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해
로할 수 있기’를 청했다(토빗 8.6 참조).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지만 사
려 깊은 아내는 주님에게서 온다(잠언 19,14)’라는 구절은 젊은이의 마음 안에 사
랑이 생겨나는 것이 하느님만이 아시는 신비임을 말한다.”96) 

95) 박영식, 『고통은 왜 - 욥기 해설』, (서울: 성바오로, 2002), 278 참조.
96)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715-7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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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서의 여자는 8,7 이후로 이어지는 8,8-12에서 자신을 가두어 포도원지기
로 만들고(아가 1,6 참조), 성가퀴를 세우고(8,9b) 널빤지로 막아버리려는(8,9d) 
오라버니들에게 ‘내 가슴은 탑과 같다(8,10)’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그리고 은전 
천 닢으로 거래되는 포도밭(8,11)이 오직 자신에게만 속해 있다(8,12)고 주장한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아나서는 행로에서 재산과 사회적 관습에 매여 있는 
오라버니들의 방해에 좌절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여자는 주체적으로 사랑을 찾
고 살아가겠다고 선포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녀의 사랑 안에 ‘야훼의 불
길’이 함께 하며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한, 욥기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욥기 1-2장에서 이름도 없던 딸의 
존재가 42, 13-15에서 크게 격상된다는 것이다. “1-2장에서 함께 언급되었던 아
내의 존재위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딸들은 42,13-1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부각되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들도 그
들의 남자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97) 욥의 시대와 같은 명
백한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딸들에게 유산상속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
렇게 욥기 마지막 장에서

 딸들의 존재감이 부각된 점은 인상적이다. 욥기의 저술에서 본문보다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결론인 42,13-15을 통해 볼 때, 지혜문학 안에서 여
성에 대한 독자적 의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발전해 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아직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전에, 자유롭게 사랑을 찾아가는 아가서의 여자
는 ‘내 포도밭은 지키지도 못하게 하는(아가 1,6)’ 오라버니들에게 항거하고 ‘나의 
포도밭은 오직 나에게만 속한다(아가 8,12)’고 선언한다. 연인과의 진실한 사랑은 
어려운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숭고한 힘을 서로에게 준다. “진실한 사랑은 확실
하게 사랑이 승리하기 위해 함께 신비스러운 힘을 공유한다. 장애물이 무엇이던 
간에 진정한 사랑의 단순함과 진정성은 어떤 가격보다 더 크다. 지혜와 사랑은 
온갖 화려한 보물과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다.”98) 지혜
(hm'k.x)와 사랑(hb'êh]a;)이 지닌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환원할 수 없다. 

97) Athalya Brenner, SOME OBSERVATIONS ON THE FIGURATIONS OF WOMAN 
IN WISDOM LITERATURE, - Female Figurations in Job 참조.

98) R.B.Raymond, J.A.Fitzmyer, R.E.Murphy,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Prenctice-Hall, 1968, 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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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헬 7,26 아가 8,6ab
 rm:å ynI÷a] ac,’AmW

 hV'aih'(-ta, tw<M'ªm
~ydIóAcm. ayhi’-rv,a 

HB'Þli ~ymi²r"x]w:
h'yd<_y" ~yrIåWsa]

“나는 여자란 죽음보다 쓰다는 사실을 알아
내었다. 그는 올가미, 그 마음은 그물, 그 손
은 굴레다.”

^B,ªli-l[; ~t'øAxk;( ynIme’yfi

 ^[,êArz>-l[; ‘~t'AxK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
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셔요.”

2. 죽음보다 쓴 여자와 인장 같은 여자

코헬렛과 아가서의 첫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코헬렛은 ‘상선벌악’이라는 지혜문학의 기본주제에서 욥기의 저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 1,2)’라고 시작하는 코헬렛은 이러한 시작문구 때문에 허무주의자 
또는 회의주의자라고 오해받기도 한다. 그러나 코헬렛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그러한 삶 안에서 최대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
라고 독자를 초대한다.

그 지혜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한계를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이다(코헬 9,7-10 참
조). 인간이 가진 삶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단어와 표현에서 허무주의
적 성격이 드러날 뿐이다. 코헬렛은 성서의 어떤 문헌과 비교해도 삶의 현실적 
중요성을 놓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철저하게 현세적인 지혜를 제시해 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코헬렛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키던 교육자라는 직
무 또는 자료들을 모아 책을 구성한 편집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코헬렛의 끝
부분에서 ‘코헬렛은 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백성에게 슬기(t[;D))를 가르
쳤으며 검토하고 연구하여 수많은 잠언(lv'm')들을 지어내었다(12,9 참조)’라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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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헬렛은 직업적인 ‘현자(~k'x')’로서 일종의 학교를 
경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코헬렛(tl,h,qo)))))은 ‘소집하다’라는 동사의 여성 단수 분사
로서 집회와 연관되어 있으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며 진실한 말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애썼다.”99) 

현자 코헬렛은 자신이 가르치던 젊은이들이 계명을 지키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정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내의 품을 벗어나서 다른 
여성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불행을 7,26에 담았다. 코헬렛은 모든 여성들을 혐오
스러운 존재로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 코헬렛의 다른 본문에서는 아내와 정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결혼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밀려오는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빠져들어 민족의 
전통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한 관점을 ‘여성’이라는 은유를 통해 표현 한 것으
로 보여진다. 

코헬렛이 모든 여성을 혐오했다면 결혼제도 자체도 거부했어야 하지만 그는 
젊은이들에게 합법적인 결혼제도 안에서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권고하였
다. “코헬렛 4,11의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는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랴?’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코헬 7,26에서 여성을 부정적으
로 은유한 것은, 좀 더 후대 작품인 집회서 9,3의 ‘창부를 만나지 마라, 그의 덫
에 걸릴까 염려된다’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100) 아가서는 이러한 
관점을 극복한다. 아가서 8,6ab는 ‘연인에게 자신을 인장처럼 지니라’라고 말한
다. 여자는 죽음을 주는 올가미가 아니라 계명이 담긴 성구갑 같이 생명을 주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가서 8,6ab는 사랑에 대한 남녀 간의 본질
적 상태를 더욱 깊이 있게 제시한다. 

인장은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는 창세기의 선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여자는 아가서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랑의 증명을 요구
한다. “그녀는 끊임없이 두 사람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일치와 소유를 요청하는 사
랑의 본성을 표현한다(창세 41,42; 예레 22,24 참조).”101) 유대문화에서 팔과 가

99)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서울: 성서와 함께, 1998), 50-52. 
100) N. Calduce-Beuaapes and L. Vermeylen(edit), Treasures of Wisdom. 

Studies in Ben Sira and the Book of Wisdom, FS M. Gilbert.Leuven: Leuven 
Univ. Press, 1999 참조.



- 43 -

슴과 목 주위에 걸치는 남성의 인장은 서명에 사용되고 신분증명에 사용되었기에 
소중한 물건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자신이 인장처럼 소중함을 그리고 한 몸이 되
었음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어달라는 요청을 한다.

코헬렛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마카베오 시대 이전까
지 즉, 기원전 250-190년 사이에 형성되고 편집되었다. 저자는 코헬렛의 핵심주
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철학을 통해 유대교의 전통적인 지혜신학을 헬레니즘 철
학과 문화의 영향 안에서 재숙고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신학으로 성찰해 낸다. 코
헬렛은 상선벌악(행위-현상 연계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욥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
켜서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헬렛은 구약성경 지혜의 한 가지 근본모티브인 행위-현상 연계성이라는 관념
이 사람들의 경험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다(7,15-16; 8,12-14). 이러한 사유
는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깨끗이 단념함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
다는 헬레니즘 철학사유의 요점이자 주축(樞軸)이기도 하다.”102) 

앞서 잠언에서의 ‘낯선 여자’라는 문구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던 이교신
앙을 은유한 것으로 살펴보았다. 코헬 7,26-29의 ‘여자란 죽음보다 쓰다’라는 문
구도 이러한 관점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코헬렛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흔들
던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를 ‘여자(7,26-29)’에게 빗대어 표현했을 것이라는 현대
의 해석은 주목을 받고 있다.”103) 이에 반해 코헬렛과 형성시기도 비슷한 아가서
의 저자는, 여자라는 호칭과 그녀의 행동을 통해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고귀한 이의 딸로서 민족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
을 통해 ‘야훼의 불길’이 담긴 본질적 사랑을 고백한다(아가 8,6-7 참조).

코헬렛 7,25-29은 코헬렛 전문가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꼽는다. 
여자에 대한 혐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코
헬렛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머피(R.E.Murphy)는 “이러한 묘사는 지혜자
들이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여인에게 적합하다.”104)고 

101) R.B. Raymond, J.A .Fitzmyer, R.E. Murphy,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Prenctice-Hall, 1968, 510 참조.

102)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666-670.
103) Ch. Maier, Die Fremde Frau in Proverbien 1-9. Eine exegetische und 

sozialgeschichtliche Studie (OBO 14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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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한다. 즉 모든 여자가 다 죽음보다 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코헬렛은 전통적인 지혜사상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조의 헬레니즘 사
상과도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대의 전통적인 문헌에서도 여자 자체를 혐
오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105)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의 갈빗대 하나로 친히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함께 땅과 하
늘의 온갖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창세 1-2장 참조). 

코헬렛 9,9bc를 보면 ‘하느님께서 베푸신 네 허무한 인생의 모든 날에 사랑
하는 여인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는 구절이 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표
현을 통해 여성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로서 남자에 의해 사랑받는 모습을 
강조한다, 여자가 죽음보다 쓰다는 결과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이다. “죽음으로 빠져드는 이가 되는 것은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는’ 죄인의 선
택이다(코헬 9,26). 코헬렛과 그의 가르침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사람들에
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해서 잠언을 교정했다”106)라고 볼 수 있다. 

코헬렛 7,26-28은 당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며 민족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던 헬레니즘을 ‘여자(hV'a)’로 표현했다. 그녀를 따라가는 것은 ‘올가
미’가 되고 ‘그물’이 되며 ‘굴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불어 젊은이들을 교
육하던 저자가 자신의 제자인 젊은이들이 아내의 품을 떠나 남편이 있는 여자나 
간음녀의 유혹에 빠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크나큰 불행을 미리 막고자 했다. 이
렇게 여자가 ‘죽음보다 쓴 올가미요, 그물이요, 굴레’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가
서 8장 6절ab에서는 연인의 몸에 지니는 ‘인장(~t'øAx)’으로 제시된다. 

여자는 이제 연인을 향한 사랑을 담은 자신을 ‘인장처럼 가슴과 팔에 지니라’
고 노래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장은 선택된 하느님의 백성인 그들의 정체성
과도 같은 것이었다. “군주들과 귀족과 부자들과 큰 상인들은 목이나 팔에 인장
을 지니고 다녔다. 인장은 법적인 사용으로 신분을 드러내고 계약에 서명하는데 
쓰였고, 그 외에 어떤 사람을 인장처럼 만든다는 것은 하느님이 즈루빠벨에게 하

104) R. Murphy, Ecclesiastes, The Old Testament Biblical Commentary (Dallas, 
Texas: Word Books, 1992), 76.

105) 차준희, 「코헬렛은 안티페미니스트인가?」, 『구약논단』, 52(2014), 128 참조. 
106) A.Schoors (edit), Qohelet in the Context of Wisdom, Leuven: Leuven Univ. 

Press,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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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던 것처럼 선택하고 특별히 돌본다는 표지다.”107)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
날에 스알티엘의 아들, 나의 종 즈루빠벨아-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받아들
여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하깨 2,23).”

코헬렛 7, 26에서 여자는 죽음보다 쓴 올가미, 그물, 굴레가 되는데 아가서에
서는 사랑의 표지 그 자체가 된다. 인장은 일반적으로 끈으로 묶어서 고정시켜 
목에 걸거나(창세 38,18 참조), 반지에 새겨 손가락에 끼웠다(예레 22,24 참조). 
그것을 착용한 사람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인장(~t'øAx)의 어근인
(~t;x))은 동사 형태로 아가서 4,12에 나타나는데, 여자는 ‘봉인된 샘’으로 규정된
다. 봉인의 역할은 닫힌 것이 열리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인장이 그것을 지닌 사
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108) 이스라엘에서는 인장을 부적처
럼 지니기도 했으며 아가서 1,13의 몰약이 인장과 같은 의미로 은유되었다고 해
석하기도 한다. “아가서 1,13의 ‘애인의 가슴에서 밤을 지내는 몰약 주머니’는 연
인의 심장위에 있는 인장과 병행의 의미를 지닌다. 몰약은 성별되고 성스러운 기
능으로 인해 죽음을 이기는 것을 암시한다.”109) 

본인을 연인의 가슴과 팔에 지니라는 아가서 8,6ab의 요청은 신명기의 말씀
을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번
성하기 위해 계명을 담은 성구갑을 지니고 살라고 강조함이다(신명 6,5-9 참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신명 
6,4-5는 모든 이스라엘 인들이 매일 바치는 기도의 한 부분이다.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신명 6,8-9).” 이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 사이의 강력한 유대 관계
를 말해준다.

아가서 8,6ab에서 여자가 연인에게 자신을 ‘인장’처럼 연인의 가슴과 팔에 지
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의 관계처럼 최고의 친밀함을 요구하는 것이
다. 진실한 사랑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로 증명되며, 구원의 의미를 상징한
다. 또한 인장을 가진 사람은 그 인장에 담긴 뜻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된다. “‘인
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탐(~t'øAx)은 언제나 인장 자체를 의미하지, 인장 자국을 

107)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아가서 묵상』, 143.
108)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692-693.
109) Ibid, 6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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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장이 그것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Identity)을 상징하는 것처
럼, 여자는 남자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한다”110)라고 볼 수 있다. 

코헬렛 7,26에서 남자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올가미, 그물, 굴레’로 표현되던 
여자는 아가서에서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표징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사랑의 
속성인 일치와 타인에 대한 배재가, 봉인의 의미를 지닌 ‘인장’이라는 단어를 통
해 드러난다. 진실한 사랑은 인장처럼 어느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연인들만의 
고유하고 봉인된 세상이다. 

3. 사랑하는 여인과 인생을 즐김

코헬렛과 아가서의 두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코헬 9,7.9 아가 5,1ef

 ‘hx'm.fiB. lkoÜa/ %lEåhteîv]W* ^m,êx.l

 ^n<+yyE bAjß-bl,b

“너는 기뻐하며 빵을 먹고 기분 좋게 술
을 마셔라...

 hV'äai-~[i ~yYI÷x; hae’r>

 T'b.h;ªa'-rv,a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 

 

Wtïv. ~y[iêrE Wlåk.ai

s `~ydI(AD Wrßk.viw

“먹어라, 벗들아,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
라.”

코헬렛의 주제는 인간적 한계를 인식하고 하느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삶을 
즐기라는 것이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쾌락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 있게 허락된 날들을 최대한 기쁘게 즐기라고 조
언하는 것이다(코헬 8,16-9,10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코헬렛이 사랑이라는 삶의 
기쁨을 노래한 아가서와 연결되고 아가서 8,6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제시

110)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아가서 이야기』, 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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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또 다른 희망을 보여준다. 
그 사랑 안에는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그 무엇 ‘야훼의 불길’이 있기에 상대

방을 향한 이타적 순수함을 요구한다. “사랑을 향한 도전은 신앙의 자세를 기본
으로 유지 할 때에만, 초월적인 차원으로 완성될 수 있다.”111) 태양 아래의 모든 
노고에 대해 ‘허무로다 허무!’를 외치던, 현자 코헬렛은 8,15와 9,10을 통해 그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준다. 즉, ‘하느님 손 안에 있는 인간의 운명’을 인정하고 하
느님이 허락해주신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코헬렛의 제안은 현실
적 삶의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즐거움인 연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가서의 여정
에서 더욱 압축되어 나타난다. 코헬렛의 메시지는 아가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되었는지 제시된다.

코헬렛 9,7-9에 드러나는 ‘삶을 즐기라(‘hx'm.f)’는 충고는 현자인 코헬렛 자신
이 임금이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도 있어보았고, 태양 아래서 일어나는 현실 상
황에 대해 자세한 관찰도 해보았음을 전제로 한다. 8,16의 ‘지혜를 알려고 마음을 
쏟았다’는 고백은 지혜의 본질을 알기 위해 지성적인 탐구에 열의를 다하였음을 
알려준다. 인간이 삶의 노고로부터 연유하여 하느님에게서 기인하는 ‘기쁨’을 누
리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만이 가진 몫임을 강조한다. “코헬렛 8,17의 ‘애를 쓰다’
와 ‘주장하다’라는 두 동사는 코헬렛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세상 돌아가는 것
과 지혜를 깨달으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1에서는 모든 인간이 한 사람의 예
외 없이 모두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9,7-9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움을 행하고 인생을 즐겨야 한다’라는 주장이다.”112)

이러한 코헬렛의 충고는 아가서 5,1에서는, 후각에서 미각의 이미지로 넘어가
며 제시된다. 온갖 향료가 가득한 연인의 정원을 칭송하던 남자(아가 4,12-16 참
조)는 ‘몰약과 발삼을 거두고’ 이제 ‘꿀이 든 내 꿀송이를 먹고 젖과 함께 내 포
도주를 마신다(아가 4,12-16)’고 고백한다. 벗들까지 가세하여 연인들에게 먹고
(lkoÜa) 마시라(hteîv])고 권유한다. 아가서 2,7과 3,5에서 남자로부터 ‘사랑을 방해하
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던 친구들은 5,1ef에서는, 연인의 사랑을 축하해주고 사랑
에 취하도록 격려해 준다. 

111)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805-806 참조.
112) 박요한 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183-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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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던 연인들의 합일은 친구들에게 축하
받아야 할 일이다. 그들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젖과 꿀과 같이 싱그럽다. '꿀이 
든 꿀송이를 먹는(아가 5,1de 참조) 표현은 깊은 친교를 의미하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창세 2장 24절을 떠올리게 한다. 연인이 먹는 것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
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서 나는 꿀과 젖(신명 32,13-14; 탈출 23,19)이며 사랑의 
결합을 축하하는 결혼식에서 먹는 포도주를 떠올리게 한다(아가 5,1e 참조). 

남자는 그녀의 정원에서 꿀송이와 젖과 포도주를 마신다. 친구들은 연인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흠뻑 취하도록 권고한다. 코헬렛 9,7-9와 마찬가지로 삶의 즐거
움을 깊이 있게 향유할 것을 다독인다. 코헬렛과 아가서의 이러한 기쁨의 잔치는 
허무주의로 인한 쾌락이나 욕망에 의한 쾌락이 아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 안에서 충실하고자 하는 겸허한 감사요 기쁨(코헬 
9,7-9 참조)이다. 아가서 5,1의 잔치는 ‘야훼의 불길’인 사랑을 이루어가는 기쁨
이요, 죽음을 극복하는 구원의 사랑을 축하하는 잔치다. 코헬렛이 죽음이라는 한
계에 순응하는 현세의 지혜와 그 기쁨을 이야기 한다면, 아가서 5,1ef 에서는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는 ‘야훼의 불길(아가 8,6f)’이 가져오는 구원의 기쁨을 벗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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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8,6 아가 8,7ab

“만물을 지어 낸 장인인 지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어디 있겠는가?”

 al{Ü ~yBiªr: ~yIm:åItABåk;l. ‘Wlk.Wy
hb'êh]a;h'(-ta, 

t'Wp+j.v.yI al{å tArßh'n>W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
어 가지 못한답니다”

4. 지혜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 

지혜서와 아가서의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지혜서는 헬레니즘의 중심지이며 디아스포라의 유대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알
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공동체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가 희랍개
념들을 잘 알고 있고, 지혜 11-19장에서 드러나는 이집트의 특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지혜서는 지혜문학서중에서 가장 늦게 저술되고 편집되었다. 본문은 원
래 그리스어로 쓰였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라고 불리던 시기, 기원전 30
년에서 기원후 41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113), 아이러니하게도 로
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의 평화롭지 않은 희생이 강요
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지혜서는 정의를 강조(1,1)하고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신(2,23) 하느님
의 손 안에서 의인들의 영혼은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인간
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라고 선언하며, 지혜의 여러 가
지 본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다른 지혜문학에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지혜라고 설명했다면 지혜서는 지혜가 가진 본성을 7-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
고 지혜를 청하는 기도(9장)를 바친다.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이끌었
던 지혜에 대해 서술한다. 

단락에서는 지혜의 창조적 특성(지혜 8,6)을 살펴보고, 아가서 8,7에 나
오는 죽음과 같은 자연의 힘도 ‘야훼의 불길’인 사랑을 끌 수 없음을 함께 고찰해

113)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693 참조.



- 50 -

한다. ‘만물을 만들어 낸 지혜(지혜 8,6)’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지혜 1,13의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기에 지혜의 능력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
명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혜는 전통적으로 창조와 연결되어 왔고(잠언 
8,22 참조), 지혜는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하며 통솔한다(지혜 1,7; 7,24; 8,1 
참조). 지혜서 9,18에서는 결국 이러한 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한다. 

지혜서 8,6에서 언급되는 ‘만물을 지어 낸 장인인 지혜의 능력’이 죽음을 이
기는 불멸을 추구하듯이, 아가서의 사랑 또한 죽음을 의미하는 큰물과 강물에 휩
쓸려 가지 않는다. “히브리인의 사고에 의하면 죽음과 저승세상은 종종 남자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끊임없는 힘처럼 의인화된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탈출할 수 
없고 마지막에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114) 이러한 강력한 힘에 아가서의 여자는 
도전한다. 큰물과 강물과 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죽음에도 연인의 사랑은 파괴되
지 않는다. 아가서 8,6f의 ‘야훼의 불길’을 간직한 사랑은 이어지는 8,7ab를 통해 
그 구체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엄청난 자연의 힘도 사랑을 압도할 수 없다. 최고
의 혼돈인 카오스의 힘인 죽음도 그러하다. 8,7a의 물의 은유는 직접적인 대조에 
의해 8,6ef의 불의 은유와 연결된다.”115) 

아가서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8,6의 문구는 8,7
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문구의 아름다움은, 이집트의 시
나 다른 어떤 시들과의 유사함에 주목할 수 있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6f에 
나오는 야훼의 불길에 대한 언급은, 7ab의 물이라는 반대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그 원시적인 힘도 사랑보다 강하지는 못하다. ‘강물’은 급류와 유사하지만, 압도
적인 힘, 냉혹한 상징으로서 중요하다.”116) 

사랑과 죽음 사이의 힘겨루기(아가 8,6 참조)는 공포스러운 자연의 큰 힘들 
사이의 힘겨루기(아가 8,7 참조)로 현실화된다. 두 구절 모두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언급되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끝맺음으로 하느님이 드러내신 창조의 사랑

114) R.B.Raymond, J.A.Fitzmyer, R.E.Murphy,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Prenctice-Hall, 1968, 510 참조.

115) A. Lacocque, Romance, She Wrote,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1998, 170.

116) R.E.Murphy, The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196-198 참조.



- 51 -

이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주었듯이(창세 1,1-10 참조), 여자의 사랑도 죽음과 같
은 혼돈과 공포를 이겨낸다고 선언한다(아가 8,7ab). 

이 세상의 모든 물을 합해서도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없는데 이 사랑에는 하
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큰 물’이라는 표현은 원래 창조신과 카오스의 물 
사이의 투쟁에 적용되는 것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우가릿 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
에서도 증언된다(하바 3,8-9: 이사 17,12-13 참조). ‘큰 물’은 ‘죽음’의 동의어이
며, 아가서 8,6c의 사랑이 ‘야훼의 불길(아가 8,6f)’이라고 했을 때에만 이 세상의 
물 전체로도 그 불길을 끌 수 없다.”117) 시편저자도 큰물은 혼돈과 죽음의 공포
를 불러오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
를 들이쳤으며(시편 18,5-6)’라고 언급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던
들 물살이 우리를 뒤덮고 급류가 우리 목 위로 넘쳐흘렀으리라. 거품 뿜는 물살
이 우리 목 위로 넘쳐흘렀으리라(시편 124,2-5)’라고 이스라엘을 적대자들의 손에
서 구해주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한다.”118)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물과 강
물은 죽음과 지하세계를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은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하면 어떠한 공포와 어려
움도 이겨낼 있다고 위로와 힘을 주신다. 아가서의 여자도 이러한 확신을 8,6의 
사랑에 적용한다. 왜냐하면 여자의 사랑에는 ‘야훼의 불길’이 담겼기에 혼돈과 죽
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다. “‘네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
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이사 43,2).’ 진실한 사랑은 신적
인 차원에 속하고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특성과 함께 한다.”119)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느님의 지혜보다 더 큰 능력을 찾을 수 없듯이(지혜 
8,6 참조),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공포도 물리칠 수 있다(아가 8,7ab 참
조).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큰물과 강물로도 끌 수가 없다. 이로써 아가서가 가진 
핵심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내어주어 한 몸을 이
루는(창세 2,24)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랑에는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또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받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인 공포와 죽음까지도 
이기는 힘을 가진다. 

117)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714 참조.
118)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아가서 묵상』, 146-147 참조.
119)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7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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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집회서와 아가서

집회서는 아가서보다 조금 후대의 것이며 기원전 190년경에 편집되었다고 본
다. 아가서와 코헬렛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에 열려있었던 만큼이나 집회서는 
자신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방어적인 태도로 자신을 닫는다. 이스
라엘 민족의 정체성인 ‘주님을 경외하여 율법과 계명을 준수할 것’을 다시금 강조
한다(집회 17,11 참조). “모든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함이니, 모든 지혜안에 율법
의 실천이 들어있다(집회 19,20).” 

여자에 대한 태도에서는 잠언과 코헬렛처럼 ‘낮선 여자’가 의미하는 죽음으로 
가는 유혹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 집회서 저자들도 성에 대해 보다 자
유로우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헬레니즘 문화에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계한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
성과 도움을 주지 않는 여성으로, 여성에 대한 시각을 한정한다(집회 9,1-9 참
조). “좋은 여자(아내)와 나쁜 여자에 대한 언명들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집회
서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표상들과의 깊은 연계가 모색되고 있다.”120) 

집회서는 다른 지혜문헌들보다 민족적 의식을 강조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hm'k.x)')))))의 정체성은 24장의 이스라엘의 땅을 묘사하는데서 두드러진
다. “집회서 24장에서 언급되는 향료와 나무들은 아가서의 정원에 핀 나무와 향
료와 유사하다.”121) 아가서에서 정원은 여자로 은유되었는데 이제 시온과 예루살
렘에 자리 잡은 지혜(집회 24,10-11)는 그 정원, 사랑의 정원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다. 이렇듯 아가서의 ‘여자’와 ‘사랑’에서 드러난 민족화와 존귀함은 집회서의 
‘지혜’가 보여주는 민족화, 존귀함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아가서의 여자는 고귀한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이스라엘의 딸이다(아가서 
6,12; 7,2 참조). 집회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적 전통 안에서 우주 질서의 비

120)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716.
121) 집회 24장의 정원의 식물들은 아가서에서와 동일하다. 포도나무·야자나무·향백나무·

삼나무·향료 모두 아가서 4,14에 나타난다, 정원자체도 아가서 4,13와 같은 단어로 불
린다. 24,18-20에서는 아가서 5,1과 4,11에 나오듯 꿀과 같이 단 지혜를 선물한다. 이
에 대해 참조,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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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내용  아가서      내용

1 “레바논의 향백 
나무처럼”(24,13a)”

지혜를 신성한 
레바논 산의 

나무로 
비유(지혜의 

민족화)

“레바논의 향기 
같구려”(아가서 3,9: 
4,8.11.15:5,15:7,5)

여자를 신성한 
레바논 산의 

향기에 
비유(사랑의 

민족화)

2

“엔게디의 
야자나무처럼”(24,14a), 

“내가 친절을 포도 
순처럼 

틔우니”(24,17a) 

지혜가 봄의 
새싹처럼 

싹틈을 의미

“엔 게디 포도밭의 
헤나 꽃송이어라” 
(1,14) “포도나무 

꽃송이들은 향기를 
내뿜는다오” (2,13.15; 

6,11;7,9.13)

연인을 생명 
가득한 장소와 

식물에 
비유하고, 

사랑이 
무르익어감을 

의미

3
“영광스러운 그 
백성에게 뿌리를 
내리고”(24,12)

이스라엘 
민족에 

뿌리내린 지혜

“오 귀족집 
따님이여”(7,2)

아가서의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인 고귀한 

이의 딸

4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약의 

글”(24,23)

지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속재산인 
계약의 글

“압미나딥의 병거에 
올라타게 

되었네”(6,12)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이 
담겼던 병거에 

비유

밀(지혜)을 보듯이(집회 24,12 참조), 아가서도 연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자의 
사랑 안에 민족적 의식을 담았다(아가 7,2 참조). 이는 헬레니즘의 문화적 도전에 
응답하는 서로 다르면서도 유사한 두 방식이 된다.

[표 3] 집회서와 아가서 비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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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24,13a 아가 4,11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s `!An*b'l. x:yrEîK.

“레바논의 향기 같구려”

1. 레바논 산의 지혜와 사랑

집회서와 아가서의 첫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집회서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많은 장소가 언급된다. 첫 번째로 
‘시온’인데,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 잡은 산으로 다윗이 성을 쌓은 거룩
한 곳이다. 두 번째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다. 세 번째는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이며 네 번째로는 엔게디와 예리코를 들 수 있다. 집회서의 지혜와 아가서의 
여자는 이러한 장소에 비유되고 그 상징성을 부여받는다. 

지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장소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뿌리내리고 그 속
에서 크고 있는 향백나무와 삼나무처럼 자란다. 아가서의 여자는 광야에서 오고
(3,6), 레바논 산에서도 내려오며(4,8), 그 산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4,11). 광야
와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상징한다. “아가서
의 ‘여자’는 인간의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광야에서 오고 신성한 레바논 산
에서도 온다(아가 3,6; 4,8 참조).”122)

레바논산은 예루살렘의 서북쪽에 있으며 안티레바논 산맥에 속한다. 해발 
3000미터가 넘는 높은 산이기에 만연설이 쌓여있어 아람어로 ‘흰 것’이라는 ‘라
반’의 어원이 되었다. 고온 건조한 사막지형에서 일 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높은 
산은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고대인은 신들이 
사는 곳이라 믿기도 했다. 자연히 사자나 표범 같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어려
운 동물들도 많이 살았다. “고대인들은 이런 높은 산에 신이 살고 있다고 믿고 
이 산을 신성시했다. 길마메쉬 서사시에도 레바논 산을 ‘신(Ishtar, 사랑의 여신)
의 거처, 백향목의 산’으로 소개한다.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이 산에 사람

122)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259-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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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고, 표범과 사자가 득실거리기에 또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장소는 곧 신들의 거처라는 상징이 된다.”123) 

무덤이 있는 시온 산에 자리 잡고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내린 
지혜는 이제 신성한 레바논 산의 울창한 향백나무처럼 자란다(집회 24,10-13 참
조). 넓은 침엽수림(이사 40,16 참조)과 꽃들이 피어 있는 레바논 산은 하느님의 
정원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레바논 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느님의 정원으로 
상상되기도 했다(에제 31,8-9 참조). 그래서 레바논은 약속된 땅과도 연결되기도 
한다.”124)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호세 
14,6)’,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호세 
14,7)’,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호
세 14,8)’라는 표현 안에서이다.

신성한 레바논 산에서 자라는 향백나무(zr<a)는 존귀함을 상징한다. 레바논의 향
백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인의 이미지로도 표현되었다(시편 92,13 참조). 
그러기에 레바논의 향백나무는 지혜로운 현자의 모범인 솔로몬 왕이 궁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으며(1열왕 7,2-3 참조), 성전 건축에도 사용되었다(1열왕 6,9.15. 
16.36; 7,12 참조). 이러한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30미터 높이에까지 이를 수 있
었으며, 신방의 들보(아가 1,17)와 가마의 기둥들(아가 3,9)로도 사용되었다. 

사랑하는 연인을 보며 아가서의 남자는 칭송한다. “그대의 옷의 향기는 레바
논의 향기 같구려(아가 4,11).” 여자 또한 남자를 보며 “그이의 모습은 레바논 같
고 향백나무처럼 빼어나답니다(아가 5,15)”라고 응답한다. 이처럼 레바논 산의 향
백나무는 성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의미 있는 나무다.125) 레바논 산에서 내려온 
여자에게 존귀함을 상징하는 향백나무의 향기가 배여 있다. 여자가 간직하고 있
는 사랑에도 존귀함의 향기가 배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레바논은 여자가 하는 
사랑의 신적 속성을 알려주고 있다.

레바논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민족주의적 성격이다. 아가서 
7,5e에서 여자는 ‘레바논의 탑(l+D"g>Mi)’과 같다고 칭송된다. 레바논은 안티레바논 산

123)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아가서 이야기』, 210-216 참조.
124)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339-340 참조.
125) John Barton and John Muddiman, The Oxford Bible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6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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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24,14.17  아가1,14: 2,13

“엔 게디의 야자나무처럼”

“내가 친절을 포도 순처럼 틔우니”

Ÿrp,KoÜh; lKo’v.a, 
ymeÞr>k;B. yliê ‘ydIAD

 s `ydIG<) !y[eî

“나의 연인은 내게 엔 게디 포도밭의 헤나 
꽃송이어라.”

 rd:ßm's. Ÿ~ynIïp'G>h;w>

 x:yrE_ Wnt.n"å 

“ 꽃송이들은 향기를 내뿜는 다오,”

맥을 지칭할 수 있으며 특히 집회서 24장 13b에서도 언급되는 이스라엘 국경지
대의 헤르몬 산악지대를 떠올리게 한다. 이 산악지대는 다마스쿠스 건너편에 있
는 적들을 살피는 요새이다. 아가서는 이렇게 집회서 44장에서 저자가 민족들의 
조상들을 칭송하듯, ‘레바논의 탑’을 통해 요새를 만든 솔로몬을 상기시킨다. 그
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전통들을 되새기며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가서 4,11의 ‘레바논’은 7,5e에 나오는 ‘레바논의 탑’이라는 구절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집회서 저자는 셀류코스 왕가의 헬레니즘화 정책 앞에 이스
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스라엘의 딸인 여자는 신성한 산의 향
기를 풍기는 고귀한 여인이 된다. ‘레바논의 향기(아가 4,11)’를 상징하는 여자는  
사랑의 기원이 신성한 산에서 옴을 강조한다. 집회서에서 지혜가 민족의 산인 ‘레
바논에 있는 향백나무처럼(집회 24,13a)’ 자란다고 고백하는 의미와도 일치한다고 
본다. 

2. 생명의 장소인 지혜와 사랑

집회서와 아가서의 두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아가서 1,14에서 연인을 ‘엔 게디 포도밭의 헤나 꽃송이’로 비유한다. 집회서 
24,14.17에서도 지혜는 ‘엔 게디의 야자나무처럼 자라고, 그 친절을 포도순처럼 
틔우고’ 있다. 그래서 지혜는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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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24,18).’ 이렇게 집회서와 아가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각각 생명력 있
는 속성을 표현한다. 

헤나(rp,KoÜ) 꽃송이는 사해 주변의 무성한 오아시스(엔 게디)에, 광야로 둘러싸
인 곳에 핀다. 식물이 자라기 힘든 광야에 둘러싸인 오아시스에 헤나 꽃송이가 
활짝 피는 모습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상징(아가 8,6 참조)’한다. 그래서 “헤나 
꽃은 생명을 기원하는 의미로 죽은 이들의 무덤에 놓이기도 했다.”126) 실상 오아
시스에는 온갖 종류의 향료와 과일이 재배되었고 고대에는 헤나 꽃이 향료로 높
이 평가되기도 했다. 헤나 꽃은 높이가 3미터까지 자라는 관목으로, 장미와 비슷
한 향기가 나고 희고 노란 꽃을 피운다. 오늘날 이것은 염료(빨강-주황색)이며, 
아랍 여인들은 머리카락과 손톱을 물들이는 데에 많이 사용한다. 

아가서의 여자는 ‘나의 연인은 내게 엔 게디 포도밭의 헤나 꽃송이(아가 
1,14)’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엔 게디에 포도밭은 없다. “엔 게디는 사해바다 서
쪽에 위치한 푸른 오아시스 지역이지만, 포도원은 그곳에 없다.”127) 따라서 지역
을 나타내는 지명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은유로 보기도 한다. “엔 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우물’이나 ‘샘’으로 자주 표현되는 여자의 
몸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128) 아가서 1,12.13에 이어지는 14절은 사랑의 발
전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고, 사막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엔 게디가 ‘죽음을 
이기는 사랑(아가 8,6)’을 노래하는 아가서의 편집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한다. “엔 게디는 유다 광야의 오아시스로서 유다 전승은 이곳을 아가서 편찬의 
적격지로 생각했다. 교부 오리게네스(Origenes,185-254년)129)는 몰약과 꽃들 가
운데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바로 엔 게디 포도원의 헤나 꽃송이라는 자의적 해석
을 한다.”130)

126) Ibid, 140-141 참조.
127)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아가서 이야기』, 119. 
128) Ibid, 119 참조.
129) 오리게네스는 "엔게디는 유다 지방에 속하는 곳으로, 신부가 하는 말의 자의적 의미

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1의 나르드 향은 신랑의 췌치를 느끼게 해 주었고 둘째 나의 
연인은 나에게 매우 잘 묶여진 향료 주머니가 되어 내 젖가슴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
다. 셋째, 그는 엔게디 포도원의 헨나 꽃송이 같아 몰약과 꽃들 가운데서 가장 달콤한 
것보다 더 달콤하다. 여자는 먼저 나르드향을 말하고 이어서 몰약주머니와 언게디의 
헨나 꽃송이를 언급하면서 사랑의 점진적 발전을 가리키고 있다(Simonetti,182)"고 언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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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24,17에서 지혜는 ‘친절을 포도 순처럼 틔우니’라고 선언한다. 포도열
매를 맺기 위해 싹을 틔운 포도순은 진실한 사랑을 찾아 헤매였던 아가서의 여자
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 또한 포도나무(nIïp'G>)에 꽃이 피었는지 꽃망울이 열렸는지
(아가 7,13 참조) 몇 번이나 확인하며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어가기를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가서의 여자는 야경꾼들과 파수꾼들의 조롱 속에서 연인을 찾아 
헤매이고(아가 3,3: 5,7 참조), 여자의 어머니는 포도밭을 망치는 여우들을 걱정
했다(아가 2,15 참조).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죽음처럼 강한 사랑(아가 8,6c 참
조)’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집회서 24장에서 묘사되는 정원은 아가서에서 여자의 몸과 여자 그 자체로 
상징되는 정원과 유사하다. 비슷한 향료와 식물이 자라나는 곳이다. ‘계피’와 ‘유
향’과 ‘몰약’과 ‘포도순’ 그리고 ‘꿀과 꿀송이’가 있는 정원이다. 집회서의 정원이 
민족적인 특성과 존귀함을 강조한다면, 아가서의 정원(Ÿ!G)은 여자의 성적인 성숙
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으로 열매 맺는 사랑을 보여준다. “아가서 
2,13.15; 6,11; 7,9.13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향기를 내뿜는 포도나무의 꽃송이
들’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딸인 여자의 성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그리고 
사랑을 이루려 노력하는 고유한 가치를 말해준다. 꽃핀 포도나무는 매우 아름다
운 향기를 발하고 알찬 열매를 보증한다.”131) 그리고 “꽃이 피도록 기다리는 시
간은 사랑이 성숙하는 시간이며 ‘포도나무와 석류가 꽃을 피울 때’에 여자는 그에
게 사랑을 줄 것이다”132) 

성숙해가는 연인을 바라보는 남자도 함께 감동하고 성숙해 간다.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는다. 
신비한 눈빛, 그녀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133) 집회서 24,14의 ‘야자
나무’와 아가서 2,13의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식물이라는 점에서 유사
하다. 야자나무와 포도나무는 모두 사랑의 여신과 연관된 생명력 있는 식물이다. 
아가서의 연인은 ‘사랑’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했
고 기다렸다. 8,6-7에서 제시하는 ‘야훼의 불길’이 함께하는 진실한 사랑은 나와 

130)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아가서 묵상』, 53-54.
131)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194.
132) Ibid, 639.
133)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아가서 묵상』,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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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24,12 아가 7,2

“영광스러운 그 백성에게 뿌리를 내리고”
bydI_n"-tB;

 “오 귀족집 따님이여”

다른 타인의 모습을 받아들이고자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성장의 과정이다.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기다림으로 성장 한다.”134) 
집회서 24,14.17의 지혜 또한 ‘나에게 순종하는 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
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집회 24,22)’ 염려하며 ‘지혜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3. 지혜와 이스라엘의 딸

집회서와 아가서의 세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지혜가 ‘영광스러운 백성’에게 뿌리를 내렸다고 집회서 24,12는 이야기한다. 
아가서의 여자도 ‘야훼의 불길(아가 8,6f)'이 담긴 사랑을 추구하기에, 그 사랑 안
에는 ‘영광스러운 하느님 백성’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본다. 여자의 몸은 아가서 
곳곳(아가 1,15; 4,1-5; 7,2-10)에서 온갖 향료와 과실이 가득한 정원에 비유되었
다. 지혜 또한 집회서 24장에서 풍성한 이스라엘 땅의 식물로 은유되어 자라나고 
향기를 풍긴다.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 내린’ 지혜는 아가서 7,2의 ‘귀족집 
따님이여’라는 구절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을 보여준다. ‘야
훼의 불길’을 간직한 여자가 지혜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 이웃한 근동지역의 지혜를 받아 
들여 잠언, 욥기, 코헬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등의 지혜문학으로 열매를 맺었
다. 집회서는 특히 민족적 전통을 강조하는데 그 본질적 핵심이 ‘지혜’ 즉, ‘지극
히 높으신 하느님 계약의 글(집회 24,23)’을 경외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다. 그러기에 지혜는 ‘그분께 사랑받는 도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뿌리를 내리
고자 한다(집회 24,11-12).’ 

134) Ibid, 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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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고귀한 존재가 된다. 아가서의 여자 또한 고귀
한 ‘귀족 집 따님(아가 7,2)’으로 불려진다. 이 표현은 귀족으로서의 외형적인 지
위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적 특성을 강조한다고 보여진다. “‘귀족 집 
따님’이라는 표현은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하고 반지와 같은 장신구를 단 여
성적인 것을 비교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니며, 여성이 지닌 ‘완전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35) 

이러한 존귀한 호칭에 담긴 뜻은 사랑의 본질적 특성도 드러내고 있다. “‘존
귀함’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너그러운, 자유로이 주는’ 사람을 뜻한다. ‘고귀
한’ 사람의 특징으로 함축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136) 더불어 ‘귀족 집 따님
(아가 7,2)’이라는 호칭에는 바로 앞 절에서 언급된 솔로몬의 여성형인 ‘술람밋
(tyMiêl;WVå)’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적 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어지는 노래에서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지명을 언급하는 것과도 조화된다. 여인
은 이스라엘의 딸이라는 점에서 ‘고귀한 이의 딸’이다.

‘귀족 집 따님’인 여자는 바로 앞 절 7,1에서만 유일하게 ‘술람밋’이라고 불린
다. 술랏밋은 솔로몬(hmo)l{v.)의 여성형이며 ‘평화’를 의미한다. 평화를 상징하고 있
기에 남자인 임금은 그녀를 평화롭게 하고 여자인 왕비는 남자를 평화롭게 한다
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인물은 진정한 사랑 안에서 ‘평화’와 솔로몬 시대의 번
영을 찾는 것이다. 술람밋이라는 이름은 또한 ‘살렘’이라 불리던 예루살렘(~il'_v'Wry>)
을 떠오르게도 한다. 이 경우 그녀는 거룩한 도성을 상징하는 여인, 곧 ‘예루살렘
의 여인’이 될 수 있다. “술람밋은 아랍어로는 술렘이라 불린다. 또한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기에 슬랏밋은 예루살렘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마지막
으로 ‘평화’를 뜻하기도 한다. 슬랏밋에는 이 모든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137) 

더하여, 슬랏밋의 남성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지혜를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슬랏밋도 지혜를 찾는 사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기드온에서 솔로몬은 꿈을 
꾸었고, 하느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분별력을 청한다. 하느님은 기꺼이 지혜로이 
분별하는 마음과 더불어 부와 명예도 주신다. 이 이야기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135) R.E.Murphy, The song of so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185 참
조.

136) J. Conrad, nadab, in ThWAT, vol. V, 244 참조.
137)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56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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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24,23  아가 6,12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계
약의 글이고”

 yviäp.n: yTi[.d:êy" al{å

tAbßK.r>m; ynIt.m;êf' 

 `bydI(n"-yMi[;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미나딥의 병
거에 올라타게 되었네”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됨을 보여준다(1열왕 3,6-14 참조).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
를 갈구하는 기도에서 시작되었고 하느님께 얻은 하느님의 선물이 된다.”138) 

아가서의 여자는 민족적 정체성인 지혜를 사랑으로 드러냈다. ‘나는 내 연인
의 것 그이는 나를 원한답니다(아가 7,11)’처럼 서로의 매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
로 형성한다. “술람밋은 지혜를 찾는 영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의 연인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대표한다.”139) 이러한 지혜를 주고
받는 사랑은 존귀하다. 집회서 24,12와 아가서 7,2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사랑은 
하느님을 따르는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각자 그 존재를 실현시키고 있다. 

4. 지혜와 암미나딥의 병거

집회서와 아가서의 네 번째 비교 본문은 다음과 같다.

집회서 24,23에서 이스라엘과 하느님 사이의 ‘계약의 글’은 지혜를 의미한다. 
아가서 6,12에 나오는 ‘암미나딥’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
고 있다. “암미나딥을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 볼 경우 ‘고귀한 내 백성의 병
거들 위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140) 

지혜는 하느님의 궤를 운반하는 수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르

138) J. Duplacy, 「신앙」, 『성서신학사전』, X, 레옹-뒤푸르 편, 김영환외 옮김, (광주가톨
릭대학교 출판부, 2003), 917.

139) 엘레나 보세띠,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아가서 묵상』, 137 참조.
140) Ibid,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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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인 ‘토라’를 나타낸다. 이스라엘 민족의 딸인 여자는 ‘암미나딥의 병거’로 은유
된다. 이로써 그녀의 민족성과 그녀가 추구하는 사랑의 신성을 함께 드러낸다. 집
회서 24,23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정착한 지혜인 토라가, 모세의 율법으로 구
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모세의 율법인 토라
는 율법조문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지혜가 전체 토라 안에 표현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집회서 지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살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머피
(R.E.Murphy)는 신명기의 선언을 들어 설명한다. “창조와 율법을 연결 짓는 시
편 19장,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미를 하느님 백성에게 지혜가 내려졌다
는 증거로 묘사하는 신명 4,6-9에 따라 준비된 것이다.”141)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여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
나 하고 말할 것이다(신명 4,6-9 참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한 토라가 ‘야곱의 회중의 상속재산(집회 
24,23)’이며 ‘모세의 율법(집회 24,23)’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집회서가 이해
하고 있는 ‘토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토라가 
지혜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선포됨으로써 그 토라는 민족의 일상적인 삶을 인도
하는 가르침과 거의 같은 뜻을 갖는다(바룩 4,1; 욥 28,28 참조).”142) 아가서의 
여자 또한 ‘암미나딥의 병거(아가 6,12)’에 비유되고 있는데 아가서 6장의 구성 
안에는 전체적으로 민족적 자부심이 드러난다. “6장 4절의 첫머리에서 북왕국의 
옛 수도였던 티르챠와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식의 강조는 이
스라엘의 문화적 정체성이 세련된 헬레니즘 문화에 위협 받던 상황을 반영한다
.”143) 

여자를 의미하는 아가서 6,12의 ‘암미나딥의 병거’와 유사한 이미지로 ‘티르
챠’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여자가 간직한 사랑은 ‘야훼의 불길’
이기에 ‘암미나딥의 병거’는 사랑을 완성하는 싸움에 나가는 병거이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병거가 된다. “아가 6,4-12을 살펴보면 여자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은 

141) 롤랜드 E 머피, 『생명의 나무』, 278 참조.
142) 박요한 영식, 『생명의 샘과 인생길』, 173-175 참조.
143)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5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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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군대(4절)뿐만 아니라 천상의 군대(10절)와 엘리야의 불수레(12절)까지 연
상시키는 ‘암미나딥의 병거’로 은유된다.”144) 이렇듯 ‘하느님 계약의 글’인 지혜
(집회 24,23)도 ‘나의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집회 24,12)’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한다. 그리고 아가서의 남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아가 
6,12)’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한 존귀한 ‘암미나딥의 병거’에 올라타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통해 구원의 자리를 만들어 간다.

144) Ibid, 555-5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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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문에서는 지혜문학에 속하는 잠언, 욥기, 코헬렛, 지혜서, 집회서와 아가서
의 유사한 구절을 비교하여 보았다. 아가서의 주인공 여자와 그녀가 추구하는 사
랑은 다른 지혜문학에서 말하는 지혜와 그 의미가 일치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
다. 나아가 아가서의 여자와 사랑은 지혜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찾
아 볼 수 있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체험인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에는 바로 
하느님이 함께 하는 구원의 불꽃, ‘야(hy"))훼의 불길(tb,h,l.v);’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가 8,6-7 참조). 이는 지혜가 추구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가서는 고대 근동과 헬레니즘의 개방된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서 이를 승화시켰다. 여자와 그 연인의 짧지만 강렬한 사랑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가지는 소중한 지혜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남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낯선 여자(잠언 5,3)’와 같은 유혹적인 여성이거나, 순종
적인 ‘아내(잠언 5,18)’와 같은 두 가지 여성의 모습은 아가서에서 통합된다. 진실
한 사랑을 찾고 완성해가는 여자의 모습으로 제시된다. 아가서의 여자는 욥기 · 
코헬렛 · 지혜서 · 집회서처럼, 가부장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의 역
할에서도 벗어난다. 독립적으로 삶을 개척해가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가서는 인간 삶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체험인 남녀 간의 사랑에 지혜 개념
을 적용하여 풀어간다. 이스라엘 민족이 삶의 체험에서 ‘하느님 공경’이라는 지혜
를 통해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듯이, 아가서의 여자 또한 사랑의 추구를 통
해 죽음을 이기는 길을 발견한다. 이렇듯 지혜문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아가
서의 여자와 그 사랑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본론의 본
문비평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듯이 아가서는 결혼식 축가나 예술시라는 시가문학
의 단순한 성격보다는 지혜문학의 주제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정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제시했던 아가서의 여자와 그 사랑이 보여주는 지혜의 3가지 특징
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족적 정체성이다. 이스라엘의 지혜는 근동지역의 
여타 지혜문헌들과 형식과 표현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야훼신앙이라는 고유
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지혜를 따르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곧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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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는 것이다(잠언 7,1-3). 아가서에서 드러나는 사랑 역시 이집트의 연애시
와 헬레니즘 문화에서 많은 표현과 내용을 참고했지만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잃
지 않았다. 아가서의 여자는 ‘계약의 궤’를 운반했던 ‘암미나딥의 병거(6,12)’에 
비유된다. ‘그녀의 두 눈은 헤스본의 밧 라삠 성문가에 있는 못이며, 그녀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 탑과 같다(아가 7,5참조).’ 이렇게 아가서의 여자
는 자신이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스라엘의 ‘귀족 집 따님(아가 7,2 
참조)’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여성의 주체성이다. 잠언 8장에 드러나는 인격화된 지혜는 여성형이
다. 이집트의 정의의 여신 ‘마아트’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다. 여성지혜라 불리는 
지혜의 여성형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신학적 성찰 안에서 재정
립되었다(잠언 8,22-31; 집회 24장; 지혜 6,22-11,1). 아가서에서 가장 두드러지
는 것도 사랑을 찾고 추구하는 여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다. 그녀는 우
주와 삶의 질서를 간직하고 그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애쓰는 여성지혜와 유사성을 
지닌다. 그녀도 사랑이라는 실재에 숨어있는 지혜의 신적 질서를 보여주고 실현
시키고자 애쓴다. 

아가서의 여자는 ‘나에게 골을 내며 포도원지기로 만들어 내 포도밭은 지키지
도 못하게 하는 오라버니들(1,6)’에게 침묵하지 않는다. ‘위험한 밤에 성읍을 돌아
다니며 내 사랑하는 이를 찾고(3,2),’ ‘잠들었지만 마음은 깨어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린다(5,2).’ 자신을 집안의 경제적인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오라버니들 앞에서 
‘나는 성벽, 내 가슴은 탑과 같지만 그이 앞에서는 화평을 청하는 여자(8,10)’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여자의 주체적 모습은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사랑’의 
순수한 본질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한 여자의 실존적 투쟁을 보여준다.

셋째는 신성함이다. 지혜와 여자, 그리고 사랑의 기원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는 것을 말해줌으로서 그 존재의 신적인 존귀함을 깨닫게 해준다. 이스라엘의 지
혜는 바빌론 유배 전까지는 대체로 이웃 근동의 표현 양식들을 빌려오는 모습이
었지만, 유배 이후에는 직접 이웃의 문화를 겪고 깊이 있는 고백을 한다. 이는 지
혜문학에서 두 가지 특징으로 결론지어 진다. 첫 번째는 지혜에 대한 이해의 변
화이며 두 번째는 지혜가 가진 변화지 않는 본질적 요소를 고백함이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키도록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과, 그 지혜 안에서 바로 하느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주신다는 깨달음이다. “지혜는 창조계와 역사 안에 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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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수용되고자 애쓰는 비밀자체이다. 올바른 삶을 살아
가는 지식은 실천이성의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며 계시지혜다. 토라를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은 하느님의 비밀이자 선물인 지혜를 찾아 만나고 함께 한
다(신명 4,6-8 참조).”145) 

아가서의 여자는 신성한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내(5,15)’이며, ‘새벽빛처
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 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
아낸다(6,10).’ 또한 아가서의 여자는 8,6ab에서 ‘자신을 인장처럼 연인의 팔과 
가슴에 지니라’라고 한다. 이를 통해, 신명기가 선언하는 초자연적인 하느님 사랑
의 은유를 인간의 모습과 관계로 옮겨온다(신명 6,6-8 참조). 인간적 사랑의 체험
은 아가서 8,6-7에서 ‘야훼의 불길’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다시 신학적 차
원으로 전환된다. 그녀가 찾고 이루어가는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처럼 강
하고 저승처럼 억센’ 지혜와 일치한다. 아가서의 연인은 지혜문학이 강조하는 세
상적 가치146)인 남녀 간의 사랑이, 초월적인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까지 아가서와 지혜문학과의 본문 간 비평을 통해 아가서가 단순한 시가
문학이 아니라 지혜문학의 유산을 풍부히 담고 있고 더욱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아가서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은 다시금 에덴동산의 축복으로 연
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아가 8,5; 창세 2,23-25 참조). 이스라엘의 딸인 아
가서의 여자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의 여성들도 여성이라는 존재의 신적 
‘존귀함’을 더 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듯, 하느님은 2000여 년 
전부터 아가서를 통해 온갖 꽃이 만발한 사랑의 정원에서 샘솟는 지혜를 끊임없
이 우리에게 건네신 것이다. 

145) 에리히 쳉어, 『구약성경 개론』, 570-573.
146) 전형적으로 지혜문학에서는 이 세상의 사물들은 세상적인 그 자체의 가치로서 고찰

된다. 오히려 이것은 하느님의 초월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에 대해 참조, 잔니 바르비
에로, 『아가서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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