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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혜서와 묵시록(Wisdom and Apocalyptic)

번역: 방원일

현대 성서학계에서 참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가 지혜서(Wisdom)와 묵시록 현상

(Apocalypticism)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내가 이 논문에서 종교학자로서 바라는

것은, 성서학 분야 전문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제와는 다른 전제들에 입각해서 질문

들을 제기하고, 일반적으로 고찰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해

서 이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묵시록 문헌에 나타나는 지혜서 인물의 신화에 대한 질문이나, 지혜서와 묵시록 문헌

이 예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대한 질문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보다 에둘러가는 접근 방식을 택해서, 유대교나 기독교 출처에서 벗어난 자료들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내가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 새로운 물음과 범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혜서와 묵시록

을 포함한) 후기 고대 시기의 많은 종교 현상들이 국제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나의

전제 때문이기도 하다.1) 나는 한스 디터 베츠(Hans Dieter Betz)의 다음과 같은 주장

에 찬성한다. “유대 묵시록 현상, 그리고 뒤이은 기독교 묵시록 현상은 자체로만, 혹은

<<구약성서>>로만은 이해될 수 없다. 그것들은 헬레니즘 혼합현상(Hellenistic

syncretism)의 전반적인 발달 안에서 나타난 특별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2) 다만

나는 혼합현상이라는 개념이 갖는 설명으로서의 유용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그리고 헬레니즘의 종교 형태와 고대의 종교 형태 간의 연속성을 강조한

다는 점에서 베츠와는 의견이 다르다.3)

나는 베츠와 폰 라드(von Rad)의 다음 견해에 동의한다. 즉 묵시록 현상은 비밀이나

천상의 책, 현자의 천상 여행 등의 요소들의 단순한 목록으로 축소될 수 없다. 왜냐하

면 그러한 모티브들은 근동의 고대 종교 내에서 발견될 수 있고 헬레니즘 종교의

모든 양태들에서는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4) 본 논문에서 내가 탐구하고자하는

것은 후기 고대 묵시록 문헌에서 이 요소들이 조합된 유형과 그 밑바탕에 있는 사회

구조이다.

1) 다음을 볼 것. J. Z. Smith. "Native Cults in the Hellenistic Period," History of Religions,
11 (1971), esp. 236-239.

2) H. D. Betz, "Zum Problem des religionsgeschichtlichen Verständnisses der Apokalyptik,"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63 (1966), 409; English transl. Journal for Theology
and Church, 6 (1969), 155.

3) Smith, op. cit.
4) 다음 내용들을 비교할 것. G. Widengren, The Ascension of the Apostle and the Heavenly
Book (1950);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4 ed. (1965), Vol. II, p. 327;
Betz, op. cit. 392f. (135f.).



- 2 -

Ⅰ

베로수스(Berossus)의 <<바빌로니아카(Babyloniaka)>>의 단편을 고찰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5) 베로수스는 바빌론의 마르둑의

사제로, 기원전 290-280년경에 책을 저술해서 안티오쿠스 1세 소테르(Antiochus I,

Soter)에게 헌정하였다.

베로수스에 관한 증언들(tesstimonia)은 두 범주로 나눠진다. 그리스와 로마 저자들

로부터 알 수 있는 바에 따르면, 그는 천문학자이자 점성술가였고(비트루비우스

(Vitruvius), <<건축 십서(De arch.)>> 9.6.2; 플리니우스(Pliny), <<박물지

(N.H.)>> 7.123), 바빌로니아의 시빌(Babylonian Sibyl)과 관련이 있는 묵시론자였다

(파우사니아스(Pausanias), 10.12.9; <<수다(Suda)>> “델피의 시빌” 편(s.v. Sibulla

Delphis); cf. 코레네의 모세(Moses Chorene), <<아르메니아 역사(Hist. armen)>>

1.6). 유대교와 기독교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에 따르면, 그는 신화학자이자 역사가였

다(요세푸스와 에우세비우스. 이 둘은 분명히 알렉산더 폴리이스토르(Alexander

Polyhistor)에 의한 베로수스의 발췌문에 의존한다). 이 두 형태의 증언들은 분명 베로

수스의 다른 측면들을 평가하고 다른 직업으로 그를 분류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증언들은 우리가 묵시록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전반적인 유형 드러낸다. 그

유형은 점성술적 결정론에 의해 지배되는, 창조로부터 최후의 파국에 이르기까지의

우주와 인간들의 역사이다.

베로수스와 바빌로니아의 시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시빌과

유대인 시빌리네스(Sibyllines)의 관계, 특히 <<시빌의 신탁(Oracula Sibyllina)>>의

97-154행, 809-829행의 개정에 관련해서 그 관계를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

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 전승은 극히 불명확하다. 파우사니아스(Pausanias)

의 가장 오래된 증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사는 히브리인

들 중에 사베(Sabbē, 보다 최근에는 삼베데(Sambēthē)나 삼바티스(Sambathis)로 수

정되었다)라고 불리는 여자 예언자가 있다. 사람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베로수스이고

어머니가 에리만데(Erymanthē)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가 바빌로니아의 시빌이라

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집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10.12.9; cf. 가명(假名)

유스티누스(pseudo-Justin), <<그리스인들에게 드리는 권고(Cohor, ad Graecos)>>

37.3)6) 이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자. 나는 베로수스를 전하는

5) 베로수스 단편의 편집본으로는 다음을 볼 것. F. Jacoby, Die Fragmente der griechischen
Historiker (1923-), Vol. IIIC, no. 680, pp. 364-397. 더 오래된 편집본으로는, F. Schnabel,
Berossos und die babylonisch-hellenistiche Literatur (1923), pp. 250-275. 슈나벨의 글은
베로수스를 다루는 가치 있는 유일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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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들의 역사적 정확성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대신에, 베로수스 내의 몇

요소들만을 언급하도록 하겠다.7)

<<바빌로니아카>>는 창조로부터 최후의 멸망까지 세계의 역사를 기술하고 그

사이의 바빌로니아 역사의 시대구분을 제공한다.8) 베로수스는 세계 역사를 기술할

때에는 잘 알려진 신화 전승을, 바빌로니아 역사의 시대구분을 할 때는 역시 잘 알려진

연대기 전승을 주로 사용한다. 많은 세부 사항들이 묵시록 문헌의 모티브들과 상응하

기 때문에 흥미롭다. 오아네스(Oannes)의 홍수 이전의 책들에 관한 전승(F1, Jacob

y)9), <아트라하시스(Atrahasis)>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 <길가메

시(Gilgamesh)>로 대표되는 전승들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우주창생과 홍수 전승을

포함한 시수트루스(Xisuthrus)의 숨겨진 책(F4), 외국 왕들의 통치와 우상숭배 및 종

교적 쇠퇴 발생의 상호관련성(F11) 등이 그러한 사항들이다. 남아있는 핵심적인 묵시

록 단편(F21)에는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상호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들은 불에 휩쓸릴

것이며 세계는 홍수에 잠겨서 태초에 존재했던 물의 카오스로 되돌아갈 것이다.10)

6) 일반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볼 것. A. Piretti, La sibilla babilonese nella propaganda
hellenistica (1943)―특히 pp. 215-301. 특수한 연구로는 다음을 볼 것. J. Geffcken, "Die
babylonische Sibylle," Nachrichten von der Akademis der Wissenshaften zu Göttingen,
Phil-hist. Kl. (1900), 88-102; W. Bousset, "Die Beziehungen der ältesten jüdischen Sibylle

zur chaldäischen Sibylle,"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3 (1902),
23-49; K. Mras, "'Babylonisc' und 'ertryäische' Sibylle," Wiener Studien, 29 (1907),
25-49; E. Schürer, Geschichte der jüdischen Volkes im Zeitalter Jesu Christi, 4 ed. (1909),
Vol.III, pp. 563-547; P. Schnabel, Berossos, pp. 69-93; H. C. Youtie, "Sambathis," Harvard
Theological Review, 37 (1944), esp. 213-2l7; V. Tcherikover, et al., Corpus Papyrorum
Judaicarum (1964), Vol. III, pp. 47-52; A. M. Denis, Introduction aux pseudépigraphes
grecs d'Ancien Testament (1970), esp. pp. 113f; V. Nikiprovetsky, La troisième Sibyylle
(1970), pp. 88-122.

7) 이러한 연구들의 최근의 예로는 다음을 볼 것. W. Spoerri, Untersuchung zur babylonische
Urgeschichte (1961).

8) 반면에 나는 묵시록과 같이 국제적인 종교 현상을 다룰 때 유적인(genetic) 주장은 방법론적

으로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한다. 다음을 볼 것. H. Ludin Jansen, Die
Henoch-Gestalt (1939), pp. 74-81. 그는 베로수스를 "das Vorbild der henochitischen

Geschichtsübersicht"라고 주장한다. 또 다음과 비교할 것. M. Hengel, Judentum und
Hellenismus (1969), pp. 348-352.

9) 그의 이름이 쐐기문자 목록에 “최초의 고대 현인”으로 실려있다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오아네

스라는 인물을 확인하는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을 볼 것. W. C. Lambert, "Catalogues of Texts and Authors,"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1 (1957), 73f.

10) 이 묵시록 단편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J. Bidez, "Bérose et la grande année," Mélanges
P . Fredericq (1904), pp. 9-19; P. Schnabel, "Apokslyptische Berechnung der Endzeiten
bei Berossos," Orientalische Literaturzeitung (1910), 401f.; Schnabel, Berossos, pp.
94-109; W. Gundel in F. Boll-C. Bezold, Sternglaube und Sterndeutung, 4 ed. (1931),
pp. 200-205 (다음의 주석과 비교해볼 것. W. and H. G. Gundel, Astrologumena (1966),
pp. 45-46, n. 14) 그리고 B. L. van Waerden, "Das grosse Jahr und die ewige Wiederkehr,"



- 4 -

“원(原)묵시록적(proto-apocalyptic)”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이 책에 관련해서 우리

에게 중요한 것은 작품의 성격에 대한 주장이나 묵시록의 기원에 대한 범바빌로니아

적인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11) 중요한 것은 책의 저자의 성격에 대한 주장이다.

셀레우코스 시대는 바빌로니아 “학파”가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바빌로니아 지식인들

의 주요 활동이 천문학, 점성술, 수학, 역사기술, 그리고 고대 의례 지식의 복원에

이르렀던 때였다. 베로수스는 바로 그 셀레우코스 시대 때 학식 있는 바빌로니아 사제

였다. 이 바빌로니아 지식인들은 후에 풍부한 그리스와 이집트의 천문학 및 점성술

문헌과 스토아 철학학파를 통해 정점에 이르게 될 새로운 사유의 단초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서기관 체제(scribalism)와 연속선상에 서 있었고

수메르 시기로부터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현인들에 이르는 단절 없는 전통에 이어져

있었다. 이 서기관 체제야말로 지혜서와 묵시록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 베로수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인 것이다.

서기관들은 교육을 받은 유식 계층의 엘리트 집단으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사

안 모두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소중한 역할을 했던 지식인 귀족이었다. 그들이

도맡은 역할은 다양했다. 문화유산의 수호자, 지적인 혁신자, 지혜문학이 문화를 넘어

유통되게 한 세계여행자, 법률가, 의사, 점성술사, 점술가, 주술사, 과학자, 궁정 대신,

언어학자, 해석가 등.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스스로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수하였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원형인 조상에 대한 전기와

성인전을 기술하였으며, 다른 이들의 작업을 보존하고 그것에 주석을 달았다. 그들은

천상에, 설계도에 써 있는 것에 따라 율법을 창조한 신에, 천상의 궁정에 있는 선생님

이었던 신에, 자기들의 서기관 활동을 투사하였다. 그들은 서기관과 서기관 활동들을

신적 지혜라는 인물을 통해 실체화하였다. 그들은 숨겨진 천상의 토판(土版), 신의

말씀에 의한 창조, 태초와 종말에 관하여 사색하였고 그럼으로써 창조의 비밀을 간직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암기하고 기억하였

으며, 기록하였다.

서기관 지식의 진수는, 알트(A. Alt)의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면, 목록학

(Listenwissenschaft)으로서의 특성이다.12) 목록학은 목록들과 분류체계에 의존한다.

그것은 선례(先例)를 확립함으로써, 유형, 유사성, 관련성을 관찰하고 그것들의 반복

에 주목함으로써 발달한다. 그러한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은 모든 새로운 상황에 한정

Hermes, 80 (1952), 129-155.
11) 예레미아스(A. Jeremias)와 같은 고전적인 범바빌로니아 학파 일원들이나, 궁켈(Gunkel)과

부세트(Bousset)와 같은 완화된 형태에서 볼 수 있다.

12) 다음을 볼 것. A. Alt, "Die Weisheit Salomos,"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76 (1951),
139-144. 그리고 다음 논평에 주목할 것. von Rad, Theologie, Vol. II, pp.317f. 다음을 더
볼 것.. W. von Soden, "Leistung und Grenze sumerischer und babylonischer

Wissenschaft," Welt als Geschichte, 2 (1936), 411-464, 50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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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숫자의 범례들을 관련시키는 데 있었다. 그들의 목표―서기관이 두브샤르

(dubshar), 소페르(sopher), “칼데아인”(Chaldean), 랍비(rabbi) 중 어떤 이름으로 불

리던 간에―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그 절대적 완전성에 다름

아니었다. 이 완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범례(paradigm)와 특수한 사례

사이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연결시키는 복잡한 해석학과 해석의 기술을 발달

시켰다.

서기관의 이러한 신앙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중요한 지적 성취인 거대한 바빌로니아

오멘(omen) 시리즈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13) 이 신앙은 역사 서술을 포함하여

모든 다른 문학 장르에 퍼져 있다. 서기관에게 어떤 사건들이 선례에 비춰 볼 때 중요

성을 가진다면, 그것들의 유형이, 그것들의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한, 그는

동일한 텍스트를 멀리 분리된 두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메르 문학 중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의 하나가 <수메르와 우르의 파괴에

대한 애가(哀歌)>인데, 이 작품은 기원전 2500년의 구티(Guti) 인의 침입을 애도하며

기원전 2100년경에 지어진 것이다.

우룩의 불행 때문에, 아가데의 불행 때문에, 나는 가슴이 찢어집니

다.

우룩의 여인은 울었습니다. 그녀의 권세가 떠나갔다고.

아가데의 여인은 울었습니다. 그녀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우룩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약탈과 수치 때문에 울었습

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관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신랑, 좋은 시절의 남편 마르둑이 내게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동일한 텍스트가 기원전 287-286년에 헬레니즘 군주 안티고누스(Antigonus)의

파괴 행위를 애도할 때 다시 복사되었다.14) 이 동일한 텍스트가 수메르 “본래의”

종교적 표현인 동시에 헬레니즘 바빌로니아 “본래의” 종교적 표현인 것이다. (이

러한 예들에서 “후대의 복사”라는 관념은 기각되어야 한다.) 힉소스 인의 침입이

이집트인들에게 본보기(pattern)를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티 인의 침

입은 외국인이 바빌로니아에 침입해서 지배하는 모든 행위들을 해석하는 본보기

를 제공해주었다.

13) 오멘과 신탁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J. Nougayrol, et al, La divination en Mésopotamie
(1966); A. L. Oppenheim, Ancient Mesopotamia (1964), pp. 206-227.

14) T. Pinches, Historical Records and Legends of Assyria and Babylonia (1902), pp. 477f.
이제 다음의 수메르어 번역을 볼 것. S. N. Kraemer in the Supplement to J. B. Pritchard's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p. 6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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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례적(혹은, 선호에 따라, 유형론적) 이데올로기는 꼭 묵시록 문학까지는 아니

라 하더라도 내가 묵시록 상황(apocalyptic situation)이라고 명명하고자 하는 상황으

로 이어진다. 소위 역사적 오멘들과 역사 서술 내의 다양한 본보기들로부터 많은 예들

을 꼽을 수 있겠지만,15) 나는 더 알려진 사례에 주목하고 싶다. 그것은 바빌로니아의

아키투(Akitu) 축제, 그리고 그것과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와의 관련성이다.

(기원전 1200년 근처가 더 그럴듯한 연대이기는 하지만) <에누마 엘리쉬>의 연대

를 이르게는 기원전 1600년으로 추정해온 이들이 있고, 아키투 축제에 대한 초기의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에누마 엘리쉬> 낭독과 왕의 의례적 굴욕이 나오는, 우리가

아카드어 텍스트에서 재구성한 신년 축제도 똑같이 고대의 것이라는 가정이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심지어 그 의례적 사건이 신화에 묘사된 사건들과 전혀

닮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의례학파가 죽고 되사는 신(Dying-Rising God)과

죽고 되사는 왕이라는 유형(이 유형은 두무지라는, 가능하긴 하지만 미심쩍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실 근동에 존재한 적이 없다)16)을 제시한 기초가 되었던 아카드 의례

텍스트가 고대 시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거의 이야기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텍스트는 셀레우코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쓰여진 헬레니즘 바빌로니아 문서이다.

그 텍스트는 분명히 헬레니즘 바빌로니아의 종교성을 증언하는 것이지, 앞선 시대의

실천에 대해서는 증언할 가능성만 갖고 있을 뿐이다. 헬레니즘 바빌로니아의 신년

축제는 당대의 외국의 지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유형론적으로 이해된,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의미도 갖고 있는, 이전 의례의 반복일 수도 있다. 혹은

그 텍스트는 헬레니즘 시기에 새로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

그 의례 텍스트는 마르둑 왕이 그의 성스러운 도시를 지켜주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도시에 돌아와 “바빌론 백성들의 자유를 확고하게 해줄 것”을

기도한다. 그런 후 사제가 “당신의 도시, 바빌론에 해방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이

구절에 대한 원래의 의례적 이해가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서 당대의 국가주의적 프로

파간다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후에 왕은 사제에 의해 마르둑 신상

앞으로 “귀를 잡힌 채 질질 끌려나오고”, 뺨을 얻어맞고 어의(御衣)가 벗겨진다. 그런

후에 왕은 신에게 부정하는 고백(“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을 하고나서 왕의

15) 다음을 볼 것. J. Nougayrol, "Note sur la place des 'présages historiques' dans extispicine

babylonienne," Annuaire de l'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 (1944-1945), 5-41. 그리
고 다음 고전적 연구를 볼 것. H. G. Güterbock, "Die historische Tradition und ihre

literarische Gestaltung bei Babyloniern und Hethitern bis 1200,"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1934), 1-91, 44 (1938), 45-149.

16) 지금은 이 쟁점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철저한 서지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특히 다음을 볼 것, W. von Soden, "Gibt es ein Zeugnis

dafür, dass die Babylonier an die Wiederauferstehung Marduks geglaubt haben?"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n. s. 17 (1955), 13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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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nsignia)를 돌려받는다. 이것은 경건한 바빌로니아 왕을 ‘의례적으로 살해’한 것일

까? 아니면 (만약 국가주의적 환상을 선호한다면) 불경한 외국인 셀레우코스 군주에

게 일어날 위협일까? 왕의 고백이 결정적이다.

나는 당신네 왕권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빌로니아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빌로니아를 전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에사길라 성전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전의 제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빌론을 [돌보았습니다.]

나는 바빌론 성벽을 때려 부수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 토착민 왕이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은 외국 통치자

에 의해 행해진 행위들이다. 1360-1200년과 1116-990년의 아시리아 인들의 지배

시기, 689년 센나카리브(Sennacharib, 산헤립)의 통치, 480-476년 크세르크세스

(Xerxes)의 통치, 마지막으로 316년 안티고누스의 통치 하에서 행해진 일들이다.

이스라엘 인들에게 키루스[고레스] 왕에 해당하는 존재가(예루살렘과 성전을 재

건하겠다는 고레스 왕의 약속은 히브리 성서의 유대교 판본의 결론을 이룬다.

<역대기하> 36: 23)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도 있었다. 바로 에사길라와 바빌론을

복원하기로 지정될 수 있었던 외국 왕들이었다. 티그라트 필레세르 3세(Tiglath

Pileser III, 디글랏빌레셀), 사르곤 2세(Sargon II),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

네부카드네자르(Nebuchadnezzar), 키루스, 알렉산더, 셀레우코스 1세(Seleukos I),

그리고 안티오쿠스 1세와 4세(Antiochus I & IV)가 그들이다. 신년 텍스트의 의

미는 분명하다. 만일 당신이 사악한 외국 왕들이 행동했듯이 행동한다면 당신은

신들에 의해서 왕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반대로 행동한다면, “왕

홀(sceptre), 왕관, 칼이 왕에게 남아있을 것이다.”17)

이 종교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논쟁은 <에누마 엘리쉬> 낭독에 의해 우주적 배경

안에 놓인다. 왜냐하면 <에누마 엘리쉬>는 단순한 우주창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

은 무엇보다도 마르둑의 도시 바빌론과 그의 사원 에사길라의 창조 신화이다. 원래

아시리아의 통치 제1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르둑의 왕권을 바빌론의 왕권

과, 세계 창조를 에사길라의 건축과 상호 관련시킨다. 마찬가지로 그 역도 성립한다.

17) 신년 의례 텍스트가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명제를 여기서 주장하기는 힘들다. 두 무리

중 첫째는 마르둑이 바빌론에 부재함에 초점을 두는 더 오래되고 분명치 않은 묶음을 말하는

데, 모두 출처가 아시리아이고 바빌로니아 의례와 신앙의 패러디로 보인다. 둘째 무리는

내가 안티-셀레우코스 프로파간다를 반영한다고 해석한 헬레니즘 시기의 연속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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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이나 에사길라를 파괴하고 마르둑을 무시한다면 세계는 해체되고 원초적인

물의 카오스로 돌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예들이 내가 묵시록 상황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모든 요소들이 존재하지

만, 그 요소들은 아직 묵시록 문학이라는 미래의 지향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우리는

베로수스나 아비데노스(Abydenos)와 같은 헬레니즘 바빌로니아의 저자들의 원-묵시

록적 저작들에서 이 전환의 시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18) 그러나 원래의 바빌로

니아 묵시록은 남아있지 않다.19)

나는 지혜서와 묵시록이 본질적으로 서기관의 현상이라는 점에서 둘이 관련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바로 서기관의 범례적 사고―범례적인 동시에 성찰적인 사고방식―

가 이 둘을 생겨나게 한 것이다. 이집트 자료를 조사하면 이 처음의 관점이 확장될

것이다.

II

이집트는 우리에게 바빌로니아의 현상과 유사한 다양한 현상을 제공해준다. 이집트

는 본질적으로 목록학에 의해 지배되는 서기관의 문화이다.20) 이집트는, 그리스어로

표현한다면 원-묵시록적이라고 묘사될만한 지적인 역사학자의 전통을 갖는다.(예를

들어 마네토(Manetho))21) 이집트는 힉소스 인(Hyksos)의 침입이라는 범례를, 모든

침략 행위와 외국의 지배를 해석하는 데 사용했을 뿐 아니라 묵시록 자료들에서도

사용한다.22) 실제로 이집트는 힉소스 인들을 혼동과 카오스의 신격 세트(Seth)와 동일

시하는 등 완전히 신화적인 방식으로 이 자료를 사용한다.23) 이집트는 [앞에서] 아키

투 축제에 대해 묘사했던 묵시록 상황에 비견되는, 고대적 스타일로 주의 깊게 쓰여진

의례 텍스트를 갖고 있다.(예를 들어 기원전 310년경의 <브렘너린드 파피루스(P.

18) 아비데노스에 관해서는 다음을 볼 것. Jacoby, Fragmente, Vol. IIIC, no. 685.
19) 나는 지금 할로(Hallo)가 다음 책에서 해석한 아카드의 “예언”을 묵시록으로 간주하고 있다.

W. W. Hallo, "Akkadian Apocalypses," Israel Exploration Journal, 16 (1966), 231-242;
cf. A. K. Gregson-W. G. Lambert, "Akkadian Prophecies,"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8 (1964), 7-30. 나는 <<시빌의 신탁>> III과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마니(Mani)에 이르는

다른 묵시록 작품들에 보존되어 있는 바빌로니아 자료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0) 예를 들어 다음을 볼 것. G. Maspero, "Manuel d'hiérarchie égyptienne," Journal asiatique,
ser. VIII, 11 (1888), 250-280.

21) 와델(W. G. Waddell)에 의한 마네토의 로엡 판(Loeb edition, 1940)을 볼 것.

22) 힉소스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고전적인 저작을 볼 것. R. Weill, La fin du moyen empire
égyptien (1918), esp. pp. 22-68, 76-83 and 605-623. 그리고 최근 연구로는, J. Yoyette,
"L'Égypte ancienne et les origines de l'antijudaisme," Revue d'histoire des religiones,
163 (1963), 133-143.

23) J. G. Griffiths, "The Interpretation of the Horus-Myth of Edfu,"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44 (1958), 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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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mner-Rhind)>에 있는 <전복하는 아포피스의 서(Book of Overthrowing

Apophis)>)24) 그러나 바빌로니아와는 반대로, 우리는 이집트에서 거의 이천년에 달

하는 시기에 걸쳐서 완전히 개화한 다양한 묵시록들을 만날 수 있다.25) 그래서 이집트

의 경우에 우리는 묵시록 형태를 탐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묵시록화

(apocalypticization)의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 가능한 자료들로는, 네페르티(Neferti)의 성직자 묵시록(기원전 1900년

경)26), 소위 <민중 연대기(Demotic Chronicle)>(기원전 2세기)27)와 <양의 저주

(Curse of the Lamb)>(기원후 1세기 초)28)와 같은 민중 텍스트들, <도공(陶工)의

신탁(Potter's Oracle)>29)이나 <아스클레피오스(Asclepius)> 9장 24-26에 보존되어

있는 계시록(지금은 나그함마디(Nag Hammadi) 문서의 콥트어 개정을 통해 복원되었

다)30)과 같은 1세기 그리스어 자료들, 그리고 <<시빌의 신탁>> III.350-361,

24) 다음 번역을 볼 것. R. O. Faulkner in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22 (1936),
121-140; 23 (1937), 10-16, 166-185; 24 (1938), 41-53.

25) 포괄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다음을 볼 것. C. C. McCown, "Egyptian Apocalyptic

Literatur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8 (1925), 357-411. 그리고 J. Doresse,

"Apocalypses égyptiennes," La Table ronde, 110 (1957), 29-39. 다음 저작도 주목해야 한다.
H. Gressmann, Der Messias (1929), pp. 417-445.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적으로
고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S. Schott, "Altägyptische Vorstellungen vom

Weltende," Analeta Biblica, 12:3 (1959) = Studia Biblica et Orientalia, Vol. III, pp. 319-330
그리고 G. Lanczkowski, "Eschatology in Ancient Egyptian Religion," Proceedings of the
IX International Congress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1960), pp.129-134.

26) 이 텍스트의 번역으로는 다음을 볼 것.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2ed. (1955),
pp. 444-446 (to be cited as ANET2). 그리고 R. O. Faulkner, et al., The Literature of
Ancient Egypt (1972), pp, 234-240. 이 작품의 프로파간다로서의[?] 성격에 대한 주장을
보려면 다음 연구를 볼 것. G. Posener, Littératura et politique dans l'Égpyt de la Xll
dynastie (1956), pp. 21-60, 145-157. Cf. W. Helck, Die Prophezeihung der Nfr. tj (1970).

27) W. Spiegelberg, Die sogenannte demotische Chronik des Pap. 215 der Bibliothèque
Nationale zu Paris (1914). 최근의 이탈리아어 번역이 있다. E. Bresciani, Letteratura
poesia dell'antico egitto (1969), pp. 551-560. 다음이 고전적 연구로 남아있다. E. Meyer,
"Ägyptische Dokumente aus der Perserzeit, I: Eine eschatologische Prophetie über die

Geschichte Ägyptens in persischer und griechischer Zeit," Sitzungsberichte der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hist. Kl. (1915), 287-304.

28) J. Krall, "Vom König Bokchoris," Festgaben zu Ehren Max Büdingers (1898), pp. 1-11;
A. Moret, De Bocchori Rege (1903), pp. 35-49; J. M. A. Janssen, "Over Farao Bocchoris,"
in Varia Historica aangeboden aan A. W. Byvanck (1954), pp. 17-29.

29) 다음 편집본을 볼 것. L. Koenen, "Die Prophezeiungen des 'Töpfers'," Zeitschrift für
Papyrologie und Epigraphik, 2 (1968), 178-209. 이것은 이전의 모든 편집본들보다 뛰어나
며 중요한 이차 문헌들을 모두 인용하고 있다.

30) 다음을 볼 것. A. D. Nock-A. J. Festugière, Corpus Hermeticum, 2ed. (1960), Vol. II,
pp. 322-335. 콥트어 본문(Nag Hammadi, V1:8)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M. Krause and

P. Labib, Gnostishe und hermetische Schriften aus Codex II und Codex VI (Berlin, 1971);
J. Doresse, "Hermes et la gnose: À propos de l'Asclépius copte," Novum Testamentum,
1 (1956), 54-69 그리고 M. Krause, "Ägyptisches Gedenkengut in der Apokalypse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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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80(cf. III.46-54, 75-92; V.512-632; XI.245-314)에서 복원할 수 있는 더 오래된

프톨레마이오스의 자료들이 있다.31) 이 텍스트들 사이에는 이천여 년에 달하는 연대

기적 범위와 다양한 언어와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이 다양한 문서들을 비교함으로써

이집트 묵시록의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A)(1)예언자가 왕 앞으로 와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왕이 물었

던 모든 것을 왕에게 선언했다. (2)이것들은 그 상황이 닥칠 때 왕

이 했던 말들이다.

(B)(3)땅에 무질서가 발생해서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보아라. (4)사

회 관계가 전도되었다. (5)종교적 의무들이 무시된다. (6)자연의 순

환이 무너졌다. (7)외국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집트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8)전세계가 뒤죽박죽이 되었고, 신들도 고통을 받았다.

(9)신들이 이집트를 버렸다. (10)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되었

다.

(C)(11)그러나 신들이 보낸 위대한 왕이 출현할 것이다. (12)외국인

들은 쫓겨갈 것이다. (13)모든 관계들이 복원될 것이다. (14)모든

선한 것들이 백성, 당, 신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집트는 다시 생명

의 땅이 될 것이다.

(D)(15)이렇게 예언자는 왕 앞에서 이야기를 마쳤고, 그가 말해준

지혜에 대해 큰 상을 받았다.

전체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재, 미래의 재난, 그리고 미래의 약속 사이에서 전환

되는 치유와 재난의 종말론(Heils- und Unheilseschatologie) 구조이다. (A)보

통 예언자와 왕의 만남으로 구성되는, 예언의 이야기 틀로 기능하는 도입부가

있다. (B)재난들은 백성(3-5), 우주(6, 8, 10), 신들(8-9)에 고통을 주는 일련의 전

복들로 인식된다. 그 원인은 외국인들의 침략으로 간주된다.(7) 외국인들은 힉소

스 유형과 동질화되어 신화적인 방법―이것은 구약의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에

상응한다32)―으로 해석된다. (C)신적인 왕의 회복의 약속(11)이 뒤따른다. 그는

카오스(즉 외국인들(12))를 몰아내고 선한 질서(13-14)를 복원할 것이다. (D)이야

기가 마무리된다.

Asclepius," in XVII Deutscher Orientalistentag, Vorträge (1969) Zeitschrift des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Supplementa 1), 48-57.

31) 프톨레마이오스 프로파간다의 이 사례를 연구한 것으로는 다음을 볼 것. W. W. Tarn,

"Alexander Helios and the Golden Ag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22 (1932), 135-160.

32) <예레미아서> 4: 6이하; 6: 22이하. 다음을 볼 것. B. Childs, "The Enemy from the North

and the Chaos Traditiion," J . of Biblical Literature, 78 (1959), 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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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 창조신화와 왕권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이 텍스트들

모두를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 주제와 관련된 것은 이 텍스트에 나오는

“재난들”과 풍부한 이집트 예언 전승33)과 지혜 전승34)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가르침들

간의 밀접한 상응 관계이다. “재난들”에 관한 부분은 <카케페레소아베의 애도(The

Lamentations of Khakheperre-Soabe)>, <이푸웨르의 권고(The Admonitions of

Ipu-Wer)>, <어떤 사람이 그의 바와 벌인 논쟁(The Dispute of a Man with his

Ba)>(특히 103b-130a행)35)와 같이 잘 알려진 자료들과 비슷하다. 재난들은 널리 보급

되어 있는 “경고”와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시사항들을, 잘 알려진 예로는 <죽

음의 서(Book of the Dead)> 125장의 “부정적 고백”(Negative Confession)―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36)―의 지시사항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문제는 지혜서와 묵시록의 관련성을 이해

하기 위해 서기관 체제에 중점을 두자는 나의 제안과 어울리는 것이다.

신탁과 오멘의 해석으로 표현되었든, 법적인 판결로 표현되었든, 성스러운 텍스트

의 해석학으로 표현되었든, 아니면 다른 다양한 역할들로 표현되었든, 어찌 되었건

서기관들이 가졌던 범례에 대한 관심은 복잡한 해석 기술의 발달로 이어졌고, 이 해석

기술은 고대의 선례와 원형의 계속 변화하는 중요성을 발견하는 작업에 사용되었다.

(때로는 이러한 관심이 고대의 선례와 원형을 꾸며내는 데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해석 기술은 동부 지중해 세계의 서기관 중심지들에 널리 퍼져서 국제적인 것이 되었

다.37) 자료를 “업데이트”(update)하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텍스트들은 사용되고 재사

용되고, 주석이 달리고, 해석되고 재해석되었다.

“업데이트” 과정은 모호한 메시지들과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을 담고 있는 예언 신탁

과 묵시록 전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유대교 묵시록 문헌을 위해 다양한 해석 기술들

33) 다음의 포괄적인 조사를 볼 것. G. Lanczkowski, Altägyptischer Prophetismus (1960).

34) 풍부한 서지사항을 담고 있는 다음 논문을 볼 것. J. Leclant, "Documents nouveaux et

points du vue récents sur les sagesses de l'Égypte ancienne," in La Sagesse du
proche-orient ancien: Colloque du Strabourg, 17-19 mai, 1962 (1963), pp. 5-26.

35) 이 텍스트들의 가장 최근 번역으로는 다음을 볼 것. Faulkner, The Literature of Ancient
Egypt, pp. 230-233, 210-229, 201-209.

36) ANET2, pp. 34-36 그리고 Ch. Maystre, Les déclarations d'innocence: Livre des morts,
chapitre 125 (1937). 다음의 그리스어 번역을 볼 것. Euphantus, quoted in Porphyry, De
Abstinentia, IV.10. 125장을 포함한 <죽음의 서>가 에우독소스(Eudoxus)에 의해 그리스어
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J. G. Griffiths, "A Translation from the

Egyptian by Eudoxus," Classical Quarterly, 15 (1965), 75-78.
37) 고대의 사례로는, 오멘 시리즈와 주석들이 널리 유포되어서 어카드어로는 수사(Susa), 누지

(Nuzi), 하투샤(Hattusha), 콰트나(Qatna), 하조르(Hazor) 등 넓게 분포된 유적지에서 발견

되었고, 엘람 어, 히타이트 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볼 것. (다음을 볼 것. A. L. Oppenheim,

Ancient Mesopotamia, p. 206.) 헬레니즘 사례로는 다음의 근본적인 저작을 볼 것. D.

Daube, "Rabbinic Methods of Interpretation and Hellenistic Rhetoric,"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2 (1949), 2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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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었다.38) 그 기술들 각각에는 분명히 대응하는 이집트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어 면밀한 비교 조사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쿰란 자료들(1QpHab, 1QpMicah,

1QpNah, 4QpPs 37, 1QpPs 68, 1QpZeph 등)에서 사용된 페쉐르(pesher) 기법에 대해

서는 <민중 연대기>의 해석 과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39)

이 “업데이트” 과정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 자료를 다루는 것에

비해 이집트 자료를 다룰 때 더 까다롭다. 대부분의 경우 한 전승 안에서 비교할만한

다양한 개정판들(예를 들면 <제4 에스라서> 12장과 <다니엘서> 7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개는 분리된 모티브들에 대한 분석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창조 신격에 기도를 올리는 요소들의 전승에 대해 섬세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분석한

한스 디터 베츠의 작업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40) 그러나 <도공의 신탁>이라는

한 이집트 텍스트는, 루드비히 쾨넨(Ludwig Koenen)의 선구적인 작업을 통해 해석된

것처럼,41) 전승의 역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할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예이다.

쾨넨의 작업은, 예언의 이야기 구조틀이 한 파피루스(<그라프 파피루스(P. Graf)>

29787)에서만 발견되는 반면에 실제 예언은 두 개정판(<라니에르 파피루스(P.

Ranier)> 19813과 <옥시린쿠스 파피루스(P. Oxyrhynchus)> 2332)에 보존되어 있다

는 사실에 의존한다. 이것은 같은 전승의 변형들을 비교하고 편집의 요소들과 해석을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42) 몇 개의 추가적인 파피루스 단편들이 “도공” 전승

에 속하는 것으로 가설적으로 간주되어 왔다.43) 쾨넨이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

지는 않았지만, 한 단편(<소시에타 이탈리아나 파피루스(P.S.I.)> 982)은 유대인들처

럼 외국인을 카오스적인 침략자로 간주하는 추가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44)

고대 지혜서의 주요한 발견은 성스러운 왕이라는 범례적 인물이다. (바빌로니아에

서나, 이집트에서나 유대에서나) 궁정과 사원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서기관은 왕이

38) 예를 들어, D. S. Russell,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1964), pp.
183-187 et passim.

39) 이 상응하는 것을 연구한 학자로는, 내가 알기로는 다음 학자가 유일하다. F. Daumas,

"Littérature prophétique et exégétique égyptienne et commentaries esséniens," Mémorial
A. Gélin (1961), pp. 203-211.

40) Betz, "Zum Problem des religionsgeschichtlichen Verständnisses der Apokalyptik,"

398-409 (= 138-154).

41) L. Koenen, "Die Prophezeiungen des 'Töpfers'" (supra, n. 29); "The Prophecies of a
Potter: A Prophecy of World Renewal Becomes an Apocalypse," in D. H. Samuel, ed.,

P roceedings of the Twelf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pyrology (1970), 249-254.
42) 다음 상세한 논의를 볼 것. Koenen, "Die Prophezeiungen," 187-193. 다음 요약을 볼 것.

E. Loebel-C, H. Roberts, The Oxyrhynchus Papyri. Vol. XII (1954), p. 89.

43) 다음을 볼 것. R. A. Pack, The Greek and Latin Literary Texts from Greco-Roman Egypt,
2ed. (1967), nos. 2488, 2639 and note 44, below.

44) 다음의 충실한 논의를 볼 것. V. Tcherikover, et al., Corpus Papyrorum Judaicarum,
Vol. III (1964), no. 520 (pp. 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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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지혜를 통해서 사회와 우주의 질서 중심이 되었다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과

신화들을 발견하고, 발달시키고, 명료화하고, 창조하였다. 고대 “원-묵시록 상황”에서

왕의 구원의 힘, 적을 파멸시키기, 통치와 법의 확립은, 태초에 신이 카오스를 패배시

키고 우주와 사회 질서를 창조했다는 신화 전승과 서로 연관되었다. 이 유형은 우주

창조론으로부터 신년 축제까지, 왕가의 찬양 시편과 연대기로부터 대관식 의례까지

매우 다양한 자료들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집트에서 이것은 두 중요한 왕권 유형으로

표현된다. 하나는 아몬-레(Amon-Re)의 태양 신화 군(郡)이고, 다른 하나는 오시리스

-호루스(Osiris-Horus)의 근본적으로 지하적인 신화 군이다. 새로운 파라오를 신의

아들로, 다시 말해 태양신이 [당시에] 통치 중인 파라오의 모습을 하고서 새로운 파라

오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져 잉태된 아들로 묘사하는 아몬-레 유형에서는 태양신이

태초의 섬에서 태어나서 카오스의 힘을 물리치고 우주와 질서를 확립하는 우주창생

이야기를 제시한다. 모든 살아있는 파라오를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로, 모든 죽은

파라오를 지하세계의 왕 오시리스로 묘사하는 오시리스 유형에서는 오시리스의 동생

세트와 오시리스-호루스 간의 태초의 투쟁을 제시한다. 세트는 오시리스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를 살해했는데, 이는 우주적이고 사회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호루스는

세트를 살해하고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한다.45) 복잡한

왕권 이데올로기에서 이들 두 유형은 흔히 결합된다. “원-묵시록” 자료들에서 이들

두 왕권 유형은 이에 상응하는 재난 유형을 낳는다. 아몬-레 이데올로기는 태양의

일식과 폭풍우를 통해 카오스를 표현한다. 이에 반해 오시리스 패턴에서는 나일 강의

범람과 같은 우주의 카오스의 표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반란이나 외국

인의 침략을 통해 카오스적인 것을 표현한다. 이들 두 계열의 재난도 마찬가지로 결합

된다.

내가 “원-묵시록 상황”이라고 명명한 이들 전승의 고대의 예들은 풍부하며(예를

들면 메렌프타(Merenptah)의 찬가46)와 람세스 4세(Ramses IV)47)) 이들 요소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도 존속된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프톨레미 5세

(Ptolemy V)를 위한 제드(Djed) 축제 거행을 기념하는 기원전 196년 3월 27일의 로제

타 석(Rosetta Stone) 포고령일 것이다.

젊은 왕―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자―왕관의 주인, 영광스

러운 자, 이집트를 일으켜 세우고 신들에게 경건한 자, 적을 압도

하는 자, 인간의 문명 생활을 회복한 자……태양과 같은 왕……

45) 아몬-레 신화 군의 “전승사”에 있어서는 다음 책에 비할 것이 없다. J. G. Griffiths,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1960).

46) ANET2, pp. 58 and 377.
47) ANET2, pp. 3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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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아들……신과 여신으로부터 솟아난 자(아버지 오시리스

의 복수를 한,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와 같은)가 통치

하던 때……

이 도입부 구절 뒤에 텍스트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외국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중심적인 정치적이고 우주적인 행위, 즉 리코폴리스(Lycopolis)의 반란을 진압하

는 것을 묘사한다. 처음에 왕은 나일 강이 넘쳐 반란 진압을 할 수 없었다. 그러

나 그는 “물이 나오는 여러 지점들을 둑으로 막아” 나일 강을 통제하였다. 이 전

략적인(그리고 우주창생의) 행위를 완수한 후, 그는 “사원과 모든 이집트인에 해

를 끼친……불경한 인간들”의 도시 리코폴리스를 향해 진격하였다. 그는 “폭풍으

로 도시를 점령하고, 전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이시스와 오시

리스의 아들 호루스, 그리고 헤르메스처럼, 도시 안의 불경한 사람들을 모두 멸

진하였다.”48)

대관식, 왕권의 갱신, 혹은 개선 경축과 연관된 이와 같은 텍스트들은 왕에게 봉사하

는 서기관에 의해 창조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 텍스트들은

예형론적 목적―한 특정한 왕을 고대 유형의 실현(혹은 반복)으로서 제시하는 것―을

위한 범례의 사용을 보여준다. 조지 포세너(Georges Posener)가 잘 증명했듯이, 이러

한 동일한 프로파간다적인 관심은 가장 오래 전부터 존재한 “묵시록”인, 기원전 1991

년의 네피르티의 묵시록을 낳는다. 이 이야기는 현인 네페르티가 제4왕조 스네프루

(Snefru) 왕 앞에서 예언의 형식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제12왕조 건국자

암메네메스 1세의 통치를 지지하는 노골적인 프로파간다의 한 부분이다.

레(Re)는 땅을 재창조하기 시작해야 한다.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태양이 가리어지고 아무것도 비취지

않는다.……[태양이] 구름에 가리어지면,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적들이 동쪽에서 쳐들어왔고, 아시아인들이 이집트로 밀

려내려 왔다.……나는 이 땅이 재난에 빠져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이다.……레는 사

람들로부터 떠났다.……아메니(Ameny)라는 이름의 남쪽의 왕이 올

것이다.……49)

48) 다음 번역을 따랐다. E. Bevan, A History of Egypt Under the ptolemaic Dynasty (1927),
pp. 263-268. (강조는 내가 한 것이다)

49) 다음 번역을 따랐다. W. E. Simpson, The Literature of Ancient Egypt, pp. 234-40. 이
책의 주26에 인용된 문헌들을 볼 것. 그 외에, A. Volten, Zwei altägyptische politische
Schriften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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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는 정복될 것이다. 레의 세계 재창조는 그의 통치와 더불어 시작될 것이

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이집트에서 이천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발견된다. 사건 이후의

예언(vaticinia ex eventu)을 사용하면서, 예언자들은 한 특정한 왕의 등극을 (일식,

반란, 외국인으로 표현되는)카오스의 극복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의 확립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텍스트들이 묵시록 현상을 “지향하긴 하지만”, 원숙한 묵시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언과 프로파간다가 특정한 왕에게서 분리된 이후이다. (바빌로니아와

유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이것이 가능해 진 것은 오직 토착 왕권이 중단된

그리스 로마 시대 들어서였다. 나는 묵시록 현상(apocalypticism)을 왕의 후원이 결여

된 지혜서라고 기술하고 싶다.(이 정의는 최소한 다음 두 이론을 의문시하는 효과가

있다. 두 이론은 묵시록 현상이 일반적인 박해의 상황에서 생겨난다는 “최루성 이론

(lachrymose theory)”과 그것이 하위계층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최근의 유행 이론을

말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래된 모델은 외국인혐오의 국가주의적 프로파간다가 될

수도 있다. 재난들이 반헬레니즘이나 반유대인 논쟁들―특정한 왕을 옹호하는 예언보

다는 외국인에 적대적인 예언―로 환원된 <도공의 신탁>의 몇몇 단편들이 그런 예이

다. 혹은 왕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묵시록을 통해 완전히 우주화될 수도 있다(이것은

다양한 신의 왕권 이데올로기에 상존하는 경향이기도 하다). 나는 쾨넨의 연구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가 <도공의 신탁>의 다른 개정판들에서 이 과정이

작동하는 다양한 단계들을 확인하고자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이야기 틀(오직 2세기경의 <그라프 파피루스> 29787에만 전한다)에는

시원적 중요성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아멘호텝 왕(제18 왕조)의 치세에, 한 도공이 헤르메스-토트

(Hermer-Thot)의 명을 받아 그[?]가 기술을 연마하는 헬리오스-레

(Helios-Re) 섬으로 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신성모독의 행위에

동요한다. 그들은 그릇을 가마 밖으로 밀쳐내고 깨뜨린 후, 도공을

왕 앞으로 끌고 간다. 도공은 이 행위를 예언적 징표로 해석해서

스스로를 변호한다. 그릇이 깨진 것처럼, 이집트도, 그리고 사악한

신 티폰-세트(Typhon-Set)의 추종자들의 도시도 멸망할 것이다.50)

이어지는 예언은 우주적이고 사회적인 질서의 파괴와 카오스의 회귀에 대해 말한

다. (특이할 정도로 불명확한 언어로 묘사된) 구원자 왕이 “태양으로부터” 나와서 질

서, 이집트, 우주를 다시 확립할 것이다.

“도공”은, 도공의 물레에서 태양, 신들, 인간을 창조한 양 머리를 한 고대의 신 크눔

50) Koenen, "The Prophecies of a Potter," 249.



- 16 -

(Chnum)의 신현(神顯, epiphany)이다.51) 그는 전통적으로 왕에게 신탁을 주는 사람이

고, <도공의 신탁>의 주제와 매우 유사한 헬레니즘 시기의 번호[?]를 포함하고 있

다.52) 그래서 깨진 그릇에 대한 그의 묵시록적 해석은 <예레미아서> 19장의 예언적이

고 상징적인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크놈이 그의 그릇이 깨지도록 한 것은

세계를 완전한 해체와 카오스로 집어던진 것이다. 그러나 재창조의 주제는 배경에

의해서도 제시된다. 헬리오스-레 섬(이집트 어로는 화염의 섬)은 전통적으로 태양신

의 출생지이고 그가 카오스와 암흑의 힘을 패배시키는 장면이 연출되었던 곳이다.53)

이렇게 해서 멸망과 회복을 예견하는 예언은 고대 이집트 신화의 두 주제 모두와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 배경 위에서,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전개된다.

틀이 되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동일시 될 수 있는 재난들이나 사물을 바로잡는

특정한 왕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이집트 원본의 번역이라면, 그리고 만약 (흔히 주장되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파피루스(P. Trinity Colledge Dublin)> 192b와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원본의 작성

연대가 기원전 4세긴 3세기 중반으로 추정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

다.54) 그러나 나는 이 두 가정 모두 무척이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더 그럴 법한

가정은 이 텍스트가 원래부터 기원전 130년 경, 하르시에시스(Harsiesis)의 반란의

시기에 생산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토착민의 통치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

하였다는 것이다.55) 그러나 이 반란은 금세 진압되었고, 어느 토착민 왕도 프톨레미

가(家)를 뒤집어엎지 못했다.

이 텍스트는 (옛 오시리스-호루스 유형을 따라서) 모호한 용어로 “티폰 사람들

(Typhonians)”에 의해 이집트가 황폐하게 된 것과 “태양에서 나오고 가장 위대한

여신 이시스에 의해 세워진” 왕이 가져올 영원한 구원을 묘사한다. 그러나 쾨넨이

언급했듯이, 이 텍스트는 개별적 특성들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이집트 인들이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음을 증언한다. “그리스 인들을 물리친 것은 그(약속되어 있는

구원자 왕)가 아니다. 그가 알렉산더를 멸망시킨 것도 아니다. 멸망은 수호신이 떠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그는 실려 나간 신들의 동상들을 회복하는 이도 아니

다. 신들은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도공의 예언은 특정한 왕을

지지하는 프로파간다라기보다는 그리스 인들을 적대시하는 프로파간다이다.”56) 이

51) 도공과 크놈을 동일시한 것은 다음 글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의 해석자들도 모두 이에

따르고 있다. W. Struve, "Zum Töpferorakel," Raccolta G. Lumbroso (1925), 274.
52) 다음의 예를 볼 것. L. Kikosy, "Prophecies of Ram Gods," Acta Orientalia Hungaricae,
19 (1966), 341-358 esp. 343f.

53) 다음의 주장과 인용된 문헌을 볼 것. Koenen, "Die Propbezeiungen," 184f. and esp. n.

12.

54) Lobel-Roberts, Oxyrhynchus Papyri, XII, 92f.
55) Koenen, "Die Prophezeiungen,"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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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토착의 신적인 왕권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해진 특징적인 묵시록적

전환을 나타낸다―모든 결정적인 역사적 행위와 주도권은 인간으로부터 신의 영역으

로 넘겨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온건한 이 희망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

레우코스 왕조는 서로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지속되었다. 그

리하여 엘리트들, 즉 (이 신탁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크놈의 서기관 성직자들은 이

예견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일련의 지적인 삽입들을 도입하였다. 다행히 이들 중

몇몇이 분리되어서 <라니에르 파피루스> 19813(3세기)과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2332(3세기 후반)에는 45줄 가량의 밀접하게 상응하는 내용과 놀라울 정도의 변화와

삽입을 보여주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삽입들 중에서 우리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2332의

31-34행에서 볼 수 있다. 두 개정판의 예언에서는 약속된 왕에게 55년간의 통치가

할당되었다. 그런데 후대의 주석에서는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자료집] 편집자가 제안

한 재구성을 받아들인다면) 55년이 선한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양

복카리스(Bokcharis the Lamb)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 인들이 몰고 올 악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선언한다.

양 복카리스의 예언(이것은 양머리를 한 도공 신 크놈의 예언과 비슷하다)은 1세기

초의 민중 파피루스 내에 존재하고, 마네토로부터 위-플르타르크, 아엘리아누스

(Aelian), <<수다(Suda)>>에 이르는 그리스-이집트와 그리스-로마 문헌에서도 언

급된다.57) 이 예언에서는 약속된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복카리스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900년 간 이집트의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 시기는 대략 기원전

790년부터 기원후 192년에 해당된다. 만일 55년이 마지막 악의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

라고 가정하고 위의 연대에서 55를 뺀다면, 새 시대를 향한 전환기의 시작점으로 얻게

되는 연대는 기원후 137년이다. <옥시린쿠스 파피루스>가 저술되고 있던 때에 이

연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일견 이 예언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37년이

라는 연대는 새로운 소티스[천랑성(天狼星)] 주기(Sothis cycle)와 눈에 띌 정도로

가깝고, 그래서 쾨넨은 그 예언이 사실 크게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약속된 회복은

다음 주기―그 기간은 139-1599년에 이른다!―의 어느 시점에 찾아올 것이다. “구체적

인 구원자 왕에 대한 관념이 실질적으로 사라진……도공의 예언은 역사적 현실에

의해 다시 빚어진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그 무엇, 새로운 세계 주기의 예언

이 되었다. 원래는 이집트의 왕권 개념에 기초를 두었던 예언이 묵시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58)

56) Koenen, "The Prophecies of a Potter," 252.

57) 위의 주28에서 인용된 문헌들을 볼 것.

58) Koenen, "The Prophecies of a Potter," 253. 다음 글의 더 충실한 논의와 비교할 것. Koe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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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남아있는 파피루스들이 그 신탁이 3세기 후반에 유통되었다는 것을 가리

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후대의 복사본(<옥시린쿠스 파피루스>)

에 시작과 끝 부분 이야기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텍스트가 모든 역사적 맥락에

서 분리되어서 국가의 회복보다는 우주의 갱신에 대한 그림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 <도공의 신탁>은 서기관의 지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원래

의 이집트 장르에서 분리되어 묵시록이 되었다. 바빌로니아 베로수스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이집트에서는 전통의 계승자인 서기관의 역사적 유형들은 우주적 역사의 범

례, 세계의 창조, 파괴, 재창조의 순환 주기로 전환되었다.(이집트에서 베로수스와 유

사한 저작 <<소티스의 책(Book of Sothis)>>과 함께, 마네토의 <<에집티아카

(Aegyptiaka)>와 위-마네토의 서신들을 비교할 수 있다.)59)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전승 두 경우 모두에서(그리고 나는 유대교에 대해서도 동이한 점을 주장하고 싶다),

이 발달을 근동 서기관체제(이것에 스토아의 영향이나 이란의 영향이 있었음을 가정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다) 내의 내적인 “궤도”로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

다.

아마도 순수한 묵시록은, 특히 재난과 관련해서 <도공의 신탁>과의 친족 관계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던 헤르메스의[<<헤르메스 전서>> 내의] <아스클레피오스

(Asclepius)> 24-26행에 보존되어 있는 잘 알려진 묵시록에 가장 잘 나타날 것이다.60)

<아스클레피오스>에서 재난은 우주화되고 더 이상 왕을 통한 구원의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재난은 세계의 “늙은 나이”의 특성이고, 세계가 진행되어 어느 불특

정한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신이 “땅을 태초의 상태로 되물려서” “우주의 재탄생”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도공의 신탁>에서 소티스 주기와 상호 관련되었던 이집트의

갱신은, <아스클레피오스>에서는 거대한 우주년(World Year)과 상호 관련된 우주

주기가 된다. 나그 함마디에서 출토된 콥트어 개정판에서는 주기적 성격이 더 두드러

지고 약속된 재창조의 미래적 성격이 강조된다.61) 도공 전승의 최종적인 변형은 락탄

티우스의 <<신의 교훈(Divine Institutes)>> 제7권에 나타난다. <<시빌의 신탁>>,

<아스클레피오스>의 묵시록, <히스타스페스의 신탁(Oracles of Hystaspes)>의 인

용구들이 한데 섞여서,62) 파괴와 재창조의 주기적 성격은 기독교 특유의 방식으로

"Die Prophezeiungen," 189f. 다음 글에서도 천랑성의 요소가 인식되었지만 잘못 해석되었

다. U. Wilcken, "Zur Ägyptischen Prophetie," Hermes, 40 (1905), esp. 558f. 그리고 W.
Struve, "Zum Töpferorakel," 279. Cp. R. Reitzenstein-H. Schaeder, Studien zum antiken
Synkretismus (1926), p. 42.

59) 위-마네토에 대해서는, W. G. Waddell, Manetho, pp. 208-211.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유사
점들을 비교할 것. W. Scott, Hermetica (1926), Vol. III, pp.491-493.

60) Reitzenstein-Schaeder, Studien, pp. 38-40; Nock-Festugière, Herès Trismégiste, Vol.
II, pp. 288, 379-381.

61) J. Doresse, The Secret Books of the Egyptian Gnostics (1960), pp. 245-248; Doresse,
"Apocalypses égyptiens," 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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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서 최후의 파괴, 심판과 구원의 종말론적 환상으로 변화되었다.63)

III

내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것은, 지혜서와 묵시록이 근본적으로 서기관의 현상이라

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 둘은 범례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 범례를 새로

운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근동 서기관의 특징적인 활동인 목록학

에 의존하는 현상이다. 이것들이 역사서술 자료들에 적용될 때, 많은 경우 원-묵시록

적 요소들을 분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묵시록 장르는 아직 존재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 역사적 유형이 우주창생과 왕권 전승에 상호 연결될 때, 그리고 이에 동반되는

재난과 약속의 구조가 외세의 지배라는 조건을 향할 때, 묵시록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여전히 묵시록이라는 문학 형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원-묵시록 문학과 묵시

록 상황은 둘 다 헬레니즘 시기 이후의 바빌로니아 자료들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자료들은 고대 서기관 전승이나 활동과 긴밀한 연속선상에 있다.

이집트에서는 이 동일한 요소들이, 다른 이집트 지혜서 자료들과 긴밀한 친족 관계

에 있는 문학적 묵시록들과 병존하면서도 얼기설기 엮이면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도공의 신탁>에 관한 쾨넨의 저서를 따라서, 네페르티에서부터 라탄티

우스에 이르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와 예언에서부터 서기관 전승의 역학을 구성하는

해석과 재해석의 기술들을 강조하는 묵시록 현상과 종말론에 이르는, 2500년 동안의

“궤도”를 탐사하였다.

이 조사의 과정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묵시록 현상의 몇 가지 특성들이 나타났

다. 묵시록 현상은 왕의 궁정과 후원이 결여된 지혜서이다. 그러므로 묵시록 현상은

후기 고대 동안 종교 박해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토착 왕권의 중단이라는 트라

우마의 표현으로서 표면화된다. 묵시록 현상은 민중적 종교 현상이라기보다는 유식

계층의 종교 현상이다. 그것은 지중해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것은 외부(가장

흔하게는 이란의) 영향을 받은 혼합현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발생한 전승사의 내적인

부분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를 더 이어나가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근동 서기관

62) 다음 책에서 <<시빌의 신탁>>과 <도공의 신탁>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치되는 요소들에

주목할 것. E. Norden, Die Geburt des Kindes (1924), p. 55. 그리고 <<시빌의 신탁>>과
<아스클레피오스>의 묵시록 사이의 일치점들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볼 것. W. Scott-A.

S. Fergison, Hermetica, Vol. IV, pp. x-xvi, 416-419.
63) <히스타스페스의 신탁>, <<시빌의 신탁>>, <아스클레피오스>의 묵시록의 관계에 대해

서는 다음을 볼 것. H. Windisch, Die Orakel des Hystaspes (1929), esp. pp. 26-33, 4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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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에서 역사적 선례와 프로파간다로부터 묵시록 현상으로 나아간 움직임을 조망했

듯이, 우리는 단일한 전승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들을 탐구할 수 있겠

다.64) 묵시록 현상이 오멘과 같은 고대 지혜서나 점성술 같은 헬레니즘 지혜서와 어떠

한 관계성을 갖는지를 확실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혹은

<진주의 찬가(Hymn of the Pearl)>와 <조시모스의 환상(Visions of Zosimos)>같은

비기독교적인 영지주의와 연금술 텍스트 안에서 묵시록적 모티브들이 어떻게 급진적

으로 내면화되었는지를 연구하는 쪽으로 더 밀고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담론의 세계에는 묵시론자가 꿈꾸어온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최종적인 종말(Endzeit)

이 있는 법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피터 브라운에 의해 진전된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고자 노력했다.

마니교가 로마 제국에 전파된 것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그것은 조각그림 맞추기(jig-saw puzzle)와 차이니즈 박스(Chinese

boxes)이다. 조각그림 맞추기 접근 방식은 마니교를 오로지 종교

혼합현상의 산물로 본다. 학자들은 마니교 신념의 어느 조각그림이

로마 세계의 어느 종교 집단에 호소했는지를 묻는다.……이 접근은

심각한 한계가 있다. 나는 차이니즈 박스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마

니교도가 되거나 마니교도를 선호하는 것은 한 집단을 선호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 집단은 독특하고 복합적인 구조들을 갖고 있다.65)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συν-χεράννυμι)로서의 혼합현상에 대한 최근의 생물

학적인 해석을 버리고 [***](συν-χρητίζειν)로서의 혼합현상에 대한 이전의 사회기

능론적 이해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66)

후기(後記)

바빌로니아 자료를 더 확장해서 다룬 것으로는 다음 나의 글을 볼 것. "A Pearl

of Great Price and A Cargo of Yams: A Study in Situational Incongruity," History

of Religions, XV (1976), 1-19. 나는 이 논문[3장]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확인해준

다음 글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 R. Drews, "The Babylonian Chronicles and

Berossus," Iraq, XXXVII (1975), 39-55.

64) 이집트 마지막의 토착민 왕 넥타네보(Nectanebo)를 둘러싼 복잡한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전승들이 훌륭한 예가 될 것이다.

65) P. Brown, Religion and Society in the Age of Saint Augustine (1972), p. 108.

66) 이 논문은 노트르담 대학교에 있는 로센스티엘 재단(Rosenstiel Fellowship)의 후원 아래

작성되었다. 노트르담 대학 신학부의 도움과 호의에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