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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에스겔 28장 13-14절

가. 히브리어 본문
Út,k;sUm] hr…q…y ] ˆb,a,AlK: t;yyIh; µyhiloa‘AˆGæ ˆd,[eB] 28:13
bh;z ;w ] tq'r“b;W ˚]penO ryPis' hpevy] :w ] µh'vo vyvir“T' µlo h}y…w“ hd;f]Pi µd ,ao
Wnn…wOK Úa}r'B;hi µwOyB] ˚]B; Úyb,q;n“W ÚyP,TU tk,al,m“
] wS
T;kL
] h
; t
' h
] I vaeAyneba
] ' ˚wO] tB] t;yyIh: µyhiloa‘ vd,qo rh'B] ÚyTitn' W“ ˚ke
O h' jv'm m
] i bWrK]AT]a" 28:14

나. LXX(70인역) 본문
28:13

ejn th'/ trufh'/ tou' paradeivsou tou' qeou' ejgenhvqh" pa'n livqon

crhsto;n ejndevdesai sarv dion kai; topazv ion kai; smarv agdon kai;
an[ qraka kai; sap
v feiron kai; ia
[ spin kai; arj gurv ion kai; crusiov n
kai; ligurv ion kai; ac
j at
v h n k a i ; am
j eqv uston kai; crusolv iqon kai;
bhrulv lion kai; onj uc
v ion kai; crusiov u enj ep
v lhsa" tou"; qhsaurou"v
sou kai; ta"; ap
j oqhkv a" sou ejn soi; ajf∆ h|" hJmevra" ejktivsqh" suv
28:14

meta; tou' ceroub e[qhkav se ejn o[rei aJgivw/ qeou' ejgenhvqh"

ejn mevsw" livqwn purivn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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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번역

가. 개역개정
28:13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
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가 준비되었도다.
28: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나.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28:13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홍옥수와 황옥 백수정과 녹

주석과 마노 벽옥과 청옥과 홍옥과 취옥 온갖 보석으로 뒤덮였고 너의 귀
걸이와 네가 걸친 장식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네가 창조되던 날 그것들

이 모두 준비되었다.
28:14

나는 우람한 커룹을 너에게 보호자로 붙여 주었다.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다.

다. 새번역
28:13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네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
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네가 창조되

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28:14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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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IV
28:13

You were in Eden, the garden of God; every precious stone adorned

you: ruby, topaz and emerald, chrysolite, onyx and jasper, sapphire, turquoise
and beryl. Your settings and mountings were made of gold; on the day you

were created they were prepared.
28:14

You were anointed as a guardian cherub, for so I ordained you. You

were on the holy mount of God; you walked among the fiery stones.

마. NRSV
28:13

You were in Eden, the garden of God; every precious stone was your

covering, carnelian, chrysolite, and moonstone, beryl, onyx, and jasper,
sapphire, turquoise, and emerald; and worked in gold were your settings and
your engravings. On the day that you were created they were prepared.
28:14

With an anointed cherub as guardian I placed you; you were on the

holy mountain of God; you walked among the stones of fire.

바. JPS
28:13

thou wast in Eden the garden of God; every precious stone was thy

covering, the carnelian, the topaz, and the emerald, the beryl, the onyx, and
the jasper, the sapphire, the carbuncle, and the smaragd, and gold; the
workmanship of thy settings and of thy sockets was in thee, in the day that

thou wast created they were prepared.
28:14

Thou wast the far-covering cherub; and I set thee, so that thou wast

upon the holy mountain of God; thou hast walked up and down in the midst
of stones of fire.

원어로 성경읽기 구약편

121

사. 본문에 대한 사역
28:13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온갖 값비싼 돌이 너를 덮고

있었다. 곧 홍옥수, 황옥, 월장석, 녹주석, 얼룩마노, 벽옥, 청옥, 터키석, 취
옥과 황금이다./1) 네 악기공예품들과 네 광물공예품들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네게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28:14

너는 지키는 자로써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

의 거룩한 산에 두어 너가 (거기) 있었고, 불타는 돌들 속을 거닐었다.

3. 동사분해

절 t:yyIh: (hy:h; [come to pass, become, be]의 칼, 완료, 2인칭, 남성, 단
13절

수,“너가 있었다”
)/

Úa}ræB…hI (ar; B ;

접미사,“너가 지음을 받다”
)/

[create]의 니팔, 부정사, 2인칭 남성단수

Wnn; w O K

( ˆWK [be established])의 폴랄, 완료, 3

인칭, 복수,“(그것들이) 세워졌다(준비되다”
)
절 ÚyTit'n“W ( ˆt'n ; [give, put, set]의 칼, 완료, 1인칭, 단수, 2인칭 남성단
14절

수접미사,“내가 너를 두었다”
)/

T; k ] L ; h ' t ] t i (˚]l' h ;

[go, come, walk]의 히트파

엘, 완료, 2인칭, 남성, 단수,“너가 거닐다”
)

4.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

1)

Út, k ; s u m ]

: 원형은 <메쑤카>(hk; s u m ] cover,“덮개”
)로 추정할 뿐이다

(HALOT, 605쪽의 단어앞 *표시를 참조). 침멀리는“온갖 돌이 너의 의복
(garment)이었다”
로(Zimmerli, Ezekiel 2, 82), 블록은“온갖 돌이 너를 장식
(adorn)하다”
로 번역한다. 마소라 학자들도 마소라 본문의 이상한 모음부
호에 어려움을 느낀 듯하며, 특히나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칠십인역

1) BHS의 분리기호 아트나흐를 ( / ) 으로 전반절과 후반절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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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온갖 돌을) 너가 묶다”
(ejndevdesai, bound on)로, 불가타역은“덮고
있는”
(operimentum, covering)으로, 심마쿠스역은“너를 둘러싸다”
(periefrase se,“[담장을] 두르다”
)로 번역했다(The Book of Ezekiel
25-48, 99). 우리는 학자들이 보통 추정하고 있는 견해를 따라“너를 덮
고 있었다”
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2)

hr; q ; y “ ˆb, a , A lK;(온갖

값비싼 돌) : 에스겔 28장 13절에 나타나는 9가지

보석은 제사장 흉패에 사용되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셋째 줄 보석(풍신자
석, 마노, 자수정)이 제외된 9가지다. 한편 칠십인역은 14가지 보석(셋째
줄과 은, 금까지 포함)인 것이 독특하다. 9가지 보석에 대한 여러 번역들
을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

출 28:17-20
39:10-13

첫
째
줄

겔 28:13

겔 28:13
(LXX)

개정∙천주교∙표준

∙NRSV∙
∙JPS
NIV∙

1. µd,ao
홍옥수

1. µd,ao savrdion
홍옥수 홍옥수

홍보석/홍옥수/홍보석

루비(홍옥)/홍옥수
/홍옥수

2. hdf]Pi
황옥

2. hf]Pi topavzion
황옥 토파즈

황보석/황옥/황보석

토파즈(황옥)/
귀감람석/토파즈

3. tq,r,b;
6. µlo h}y… smavragdon
에메랄드/문스톤/
금강석/백수정/금강석
에메랄드(취옥) 문스톤(월장석) 에메랄드
에메랄드(취옥) (월장석)
4. ˚] penO
터키석

둘
5. ryPis'
째
사파이어(청옥)
줄
6. µlo h}y…
문스톤(월장석)

10. vyvir“T' a[nqraka
녹주석 목탄

황옥/녹주석/녹주석

11. µh'vo savpfeiron
홍마노/마노/홍옥수
얼룩마노 사파이어
12. hpev]y ; i[aspin
재스퍼(벽옥) 재스퍼

창옥/벽옥/벽옥

귀감람석/베릴/베릴
오닉스(얼룩마노)
재스퍼(벽옥)

ajrguvrion 은
crusivon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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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
줄

7. µv,le
5. ryPis' liguvrion
히아신스(풍신자석) 사파이어(청옥) 풍신자석
8. wObv]
마노

넷
째
줄

4. ˚] penO ajcavthn
터키석 마노

사파이어(청옥)

남보석/홍옥/남보석

터키석(청옥)/ 터키석
/석류석

9. hm;l;j]a'
3. tq,r,b; ajmevquston
홍옥/취옥/취옥
자수정 에메랄드(취옥) 자수정

베릴(녹주석)/에메랄드
/녹섬석

10. vyvir“T'
녹주석

x/x/황금

황금

11. µh'vo
얼룩마노
12. hpev]y;
재스퍼(벽옥)

3)

청보석/청옥/청옥

bh; z … w “

crusovliqon
황금/x/황금
귀감람석
bhruvllion
베릴
ojnuvcion
오닉스

: 13절의‘보석 나열’
은 <베자하브>(
“그리고 금”
)에서 전반절

이 끝남을 알 수 있다(분리기호 [아트나흐]). 그러나 BHS에스겔 편집자는
<베자하브>를 다음 절과 연결시킬 것을 비평란에 제안했다. 침멀리도
‘보석 나열’전체를 후대 첨가부분으로 가정하면서 본문을 과도하게 수
정해“그리고 금으로 짜였다”
로 읽는다(NIV, 주교회의 성서위원회도). 그
러나 마소라 본문 그대로“금”
을‘보석 나열’10번째 항목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Úyb, q ; n “ W ÚyP, T u tk, a l, m ]

: 번역하기 매우 난해한 부분이다. 우선 첫 단

어 <멜레켓>(tk, a l, m ] )은 수공예품, 장신구(handiwork, craftsman)이며
(HALOT, 586), <투페카>(ÚyP,Tu)는 네 소고들이며, <우네카베카>(Úyb,q;n“W)
는 네 지하광물들로 옮겨볼 만하다(HALOT, 719). 그러나 이렇게 옮기면
문맥이 다소 어색해진다고 여긴다(
“네 소고들과 네 지하광물들의 장신
구”
).
그로 인해 칠십인역은 마소라와는 전혀 다르게“네가 네 보물들과 네

124

2009년 겨울호 성서마당

곳간들을 금으로 가득 채웠다”
로 읽고 있고, 시리아역은“네 집이 금으로
가득 찼다”
로 번역했다. 침멀리는 아예 이 문구를 알 수 없다고 보아 번
역조차 하지 않았고(“…”으로), 블록도 <투페카>를 <야파>(hpy, 아름다
운)로 보아“너의 멋진 장인솜씨와 네게 있는 장신구들”
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투페카>는 음악악기를 총칭하는 대표 단어로 사용된
듯 보이며, 또한 <네케브>도 모든 지하광물을 통해 만든 수공예품을 총
칭하는 것으로 볼 만하다. 따라서 본문은 악기공예품과 광물공예품 두 상
품들을 지칭한다고 볼 만하여“네 악기공예품들과 네 광물공예품들”
로옮
겨 본다.

5)

˚]kewOSh' jv'm ]mi bWrK T] a'

<아트 그룹 미메솨흐 핫소케크> : 14전반절

의 번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아트>(
“너는”
)을 전치사 <엣>(
“~함
께”
)로 보아“그룹과 함께”
로 읽는 견해(침멀리, 알렌[L.C. Allen, WBC
에스겔], NRSV, 천주교 주교회의, 새번역, 칠십인역은 <미메솨후 하소
케크>를 생략한 채“그룹과 함께”
만으로 읽는다)와, 둘째, 2인칭 대명사
로 보아“너는 그룹이다”
로 읽는 견해이다(블록의 주석, NIV, JPS와 한글
개역개정).
“그룹과 함께”
로 읽는 견해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룹은 보통 왕이
아니라 왕의 수종을 드는 생물이기에 두로 왕이“그룹이다”
라기보다는,
두로 왕이“그룹과 함께”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이
다. 반면“너는 그룹이다”
로 보는 견해는 2인칭 대명사 <아타>가 사용된
740가지 이상을 조사해 보면, 본문처럼 자음 <헤>( h )탈락이 나타나는 경
우가 더러 나타난다(민 11:15; 신 5:27).
<미메솨흐>는‘기름부음’
을 뜻하며 <핫소케크>는‘덮음’
을 의미한다.
이 두 개의 명사가 속격구문으로 모두 앞의 그룹을 꾸며 주고 있다. 이 경
우 뒤에 있는 <핫소케크>는 앞의 것의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해석하
는 것이 좋다(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
128p). 따라서 <핫소케크>(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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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를 무엇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guardian)로 이해할 수 있다.

5. 설교에 적용하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말씀 모음(25-32장)은 예루살렘 포위의 개시
(24장)과 도성의 멸망(33장) 사이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 모음집은 에
스겔서의 전환점이자,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넓혀 준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이은 두로에 관한 심판 말
씀은 26장-28장 19절까지 이른다. 오늘 본문은 4개의 커다란 단락(26장
[두로 성에 대한 예언], 27장[두로 성에 대한 애가], 28:1-10[두로 왕에 대
한 예언], 28:11-19[두로 왕에 대한 애가]) 가운데 마지막 단락이다. 에스
겔 28:11-19절은 다시 4부분으로 짜였다. 11-12상반절은 서문, 12하반
절-14절은 두로 왕의 최상급 부와 고귀한 지위를, 15-18절은 두로 왕의
오만과 야훼의 심판을, 19절은 주변의 놀람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본문(11-19절)은 3, 4세기 교회 교부들 예를 들면, 터툴리안,
오리겐, 예루살렘의 시릴, 제롬 등에 의해 사탄에게 적용되어 사용됐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즉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두로는 좁은 해안을 따라 산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훌륭한 항구들을 잘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해 탐험
과 교역과 식민지 개척을 놓고 헬라인과 경쟁하였다. 이들의 국제적인 성
격으로 인해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나 발달된 문화는 이들로부터 생긴
알파벳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페니키아 문명 제일의 도시가 두로였으
며, 역사상 난공불락의 성으로 두로의 벽을 뚫은 최초의 인물은 알렉산더
였다.
성경은 이 같은 두로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에
덴에 있던 아담의 지혜보다 더 지혜가 충만했고,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그
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세상에서 살았다. 최초의 인간은 벌거벗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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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두로 왕은 대제사장 의복같이 보석들로 장식된 옷을 입고 세상을 지
배하는 축복을 누렸다. 9개의 보석 목록은 분명 출애굽기 28장 17-30절;
39장 10-13절에 대제사장의 가슴 판에 붙어 있던 12개의 보석 목록으로
부터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로 왕은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담의 범죄와 같이 두로는 무역의 풍성함을
압제로 사용했고, 그의 아름다움을 교만으로 변질시켰으며, 지혜라는 선
물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능가하지 못한 채 죄를 악용하는 데 사용했으
며, 결국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폭력적인 두로로 변질되었다. 결국 그의
애가는 다른 애가들과 동일하게 끝이 난다.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겔 26:20; 27:36; 28:19).
두로의 번영은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번영과 영광을 하나
님으로부터 받은 피조된 실체였다. 그런데 그 특권이 도덕적 책임과 조화
되지 못한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적 신
분과 동시에 만민을 위한 제사장의 신분을 갖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전
히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삶은 이기적이고 세상을 위한 책임에 무감각
해져있다. 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처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두로의 멸망은 그리스도인
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홍성민 서강대학교(B.E.)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
로회신학대학교 신학석사과정 구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비상임
연구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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