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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중반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책 중의 하나가『떨
기나무』
이다(김승학 저, 2007, 두란노). 구약성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
한 사건 중의 하나인 출애굽 여정과 그와 관련된 시내산을 찾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이 책의 구절마다 배태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또한 2009년 가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에게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시내산과 출애굽에 대한 것이었다. 과연
『떨기나무』
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며 미
디안 지역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
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느 단체에서는 위 책의
영향을 받아 시내반도에 있는 기존에 시내산으로 알려진 제벨 무사(Jebel
Musa)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이 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책을 읽을 때 짚고 넘어가
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글에서 라오
즈 산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역사지리적∙고고학적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성서고고학이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어
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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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 말

2.1.『떨기나무』
의 접근방법의 문제점

가. 성서지명과 현대 지명의 동일시(Identification of Biblical Sites)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적지들이 성서의 어느 지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 등지에서 발견된 텔을 비
롯한 유적지들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지명과 같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성서, 역사자료(이집트와 메소포타미
아 지역 등의 고대 근동 역사자료, 유세비우스의 오노마스티콘(Wolf 1971)
등), 남아 있는 현대 지명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견물들(비문과 오스트라
콘 등의 문헌, 시대별의 거주지층 등)을 들 수 있다(성서 지명을 이러한
자료로부터 역추적하는 방법으로는 Aharoni 1967: 94-117을 보라). 이 네
가지를 종합하더라도, 확실하게 성서 지명을 확인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다.
『떨기나무』
의 저자가 시도하고 있는 접근 방법은 현대 지도 또는 전승
에 성서와 관련된 것이 사용되고 있음을 바탕으로, 그것들이 성서에 나와
있는 장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와
디 무사(Wadi Musa)가 모세의 간헐천으로 성서 기술과 관련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이다(본문 48-53쪽). 현대 지명이 옛날 성서 지명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성서 기술과 직결되
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현대 지명으로 길갈이라는 마을이
남아 있어 그곳을 성서의 길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도
에 나타난 지명들은 그 지도가 제작된 시대의 수준과 정보를 나타내는 것
이지, 성서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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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상반된 예가 있다. 현재 게젤로 알려진 텔 엘 자즈리(Tell elJazari. MR 1425.1407)는 아랍어 이름에 히브리어 게젤(rzg)의 자음들이 남
아 있어 동일시할 수 있음이 클레몽 갼노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헌데, 그
주장 이후 2년이 지나고, 텔 부근에서 클레몽 갼노에 의하여 발견된 히브
리어-헬라어로 기록된 경계 비문에 게젤이란 이름이 있어 그 장소를 게
젤로 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Dever, 1993). 그러나 블레셋의 다섯 도
시 가운데 하나인 에크론( ˆwrq[)과 그 이웃에 있는 삼손과 관련 있는 딤
나(팀나, Timnah[[nmt])에 대하여서는 다르다. 일찍이 올브라이트는 성서
에크론의 이름이 남아 있는 카트라를 에크론으로, 현재 성서의 에크론으
로 알려진 텔 미크네를 성서의 엘트케(엘테케, Eltekeh)로 동일시하였고
(1925), 벤자민 마자르는 팀나를 팀나의 자음이 남아 있는 장소인 키르벳
티브네(Khirbet Tibneh)와 동일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서의 에크론이 현
재 팀나로 주장되고 있는 텔 바타쉬로 동일시하였다(1953). 그러나 1950
년대 중반 키부츠 르바딤에 거하였던 나탄 아이들린이 텔 미크네/키르벳
엘-무칸나 남쪽의 큰 평지가 텔의 일부이고 이 지역과 그 언덕은 블레셋
도시의 두 요소라고 인식하였고, 1957년 요셉 나베가 문헌, 전략적 위치,
지표조사에 드러난 고고학적 발견물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지점이 블레셋
의 다섯 도시 중 하나인 에크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발굴을 통하여
알려진 블레셋의 물질문화(Meehl, Dothan and Gitin, 2006)와 특히, 1996년
에 발견된 비문을 통하여(Gitin and Dothan, 1997) 텔 미크네(키르벳 엘-무
칸나)가 성서의 에크론으로 텔 바타쉬가 성서의 팀나(Mazar 1997: 1-9)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환언 하면 현대 남아 있는 아랍어 지명이 자
음이 배태하고 있는 고대 성서 지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현대 지명에 남아 있는 성서 지명의 자음 글자

성서고고학 시내산에 대한 역사지리적∙고고학적 고찰

79

또는 이름 전체의 전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이다. 저자의 출발점은 고대 지명의 자음들이 남아 있는 현대 아랍어 지
명이 아니라 성서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름들이다(예, 와디 무사,
이드로의 집터 등).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고대 문헌이 없다는 점
이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지명에 대한 고대 문헌
의 서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책 내용 가운데 그러한 증거를 보여 주는 곳
은 하나도 없다.

나. 비잔틴 시대 교회 전승 (Byzantine Tradition)

지금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시내 반도의 제벨 무사(이 산도 모세산이라
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가 비잔틴 시대부터 알려진 것이어서 구약성서의
시내산과는 거리가 먼 비잔틴 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는데(본문
400-401쪽) 필자의 의견으로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오히려 전승이 비
잔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더욱더 성서지명과 관련이 있는 지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잔틴 전승은 그 이후 생겨난 무슬림 전승보다
그 역사가 더 앞선 것이기에 더 신빙성을 가지게 된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 당시에 남아 있는 전승을 바탕으로 하여 적어도 지금부터 1,500
년 전의 전승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왜 하필이면 비잔틴 시대에 캐서린 수도원을 시내반도에 세우
게 되었는가?”
이다.

다. 신약성서 시대의 시내산 언급(Mentioning of New Testament concerning
Mt. Si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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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애굽 당시의 정황 (Historical Context in Exodus)

『떨기나무』
의 저자는 시내반도가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
었으므로 제벨 무사는 시내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
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내반도 전역에 이집트 군사
들이 주둔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
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가나안 땅 내의 정황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기인 후기 청동기 시대에 여
전히 이집트의 통치하에 있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여 이집트 19왕
조, 심지어 제20왕조 초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집트의 세력이 있었음이 드
러났다. 벳샨의 이집트 통치자 거주 건물은 이집트 형식을 보여 주며 건
물에서 발견된 상형문자와 람세스 3세의 석좌상, 다량의 이집트 토기들은
분명한 이집트 거주를 보여 주고 있다(Building 1700과 Building 1500;
Mazar, 2006: 59-169). 므깃도에서도 람세스 3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 람
세스 6세까지 이집트 세력이 주둔하고 있었음이 입상 발판이 발견됨으로
드러났다(Shiloh, 1993). 라기스와 텔 세라에서 드러난 건물과 발견물도 이
를 뒷받침한다(Singer, 1994).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들어온 땅이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집트가 패권을 차지하였을 때는 중
요지역에 행정관을 두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이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더욱 컸다. 그러하기에 이집트는 많은 군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전 14세기의 아마르나 문서에 의하면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그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수의 이집트 군사를 파병할 것을 바로에게 요
청하고 있다(EA 55, EA 151등, Moran 1992). 므깃도 같은 곳은 방어하기
위하여 100명의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EA 244), 다른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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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고작해야 20명의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
고 있다(EA 151, Moran 1992: 238-239). 이와 같은 사실은 가나안 내에
서의 이집트 지배 세력이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
이다. 또 한편, 여전히 이집트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시기인 주전 13세
기에 람세스 2세의 아들이었던 메렌프타가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을 원정하였다는 것은(Pritchard, 1950: 376-378) 거꾸로 이집트의 지
배세력이 전 지역에 걸쳐서 행사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집트 지배 세력이 원정지역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면 왜 그가 원정을 하
였겠는가? 따라서, 출애굽 당시, 시내반도가 이집트의 지배 세력이 머물
렀던 지역이었음으로 시내반도에 시내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

마. 나바티아인들 (Nabateans)

책에서 나바티아인들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아들 중 장남 느바욧과 연결시키고 있다(예:
본문 254쪽). 이것은 저자가 현재 남아 있는 유적과 역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보여 주는 것 중의 하나로서, 나바티아인들은 주전 2세기에 활동
하기 시작하였으나, 주후 106년 시리아의 통치자였던 코르넬리우스 팔마
가 나바티안 왕국을 로마로 합병시키면서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
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마카비 전쟁 때, 유다와 요나단을 도와준 일로
마카베오 상 5장 24-28절과 9장 35절에서 언급되었고, 신약성서 고린도
후서 11장 32-33절에서 아레다 왕이 언급되고 있다. 비록 이들의 기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나바티아인’
이란 이름이 저자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느바욧과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나 언어학적인 이
유로 학자들에 의하여 거절되었다(Graf,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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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언하면, 주전 2세기에서 주후 2세기까지 활동하였던, 나바티안의 전
승과 그보다 몇백 년 앞선 구약성서의 내용과 연관 지어 역사를 서술하
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2.2. 떨기나무 내용에 대한 고고학적인 견해

책 떨기나무 내용 가운데 고고학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를 골라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홍해 도하 기념 솔로몬 기둥

저자는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원형으로 된 기둥이
누웨이바와 하끌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누웨이바에는 원형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하끌에서는 자리만 남아 있고 물에 잠겨 있다고 사
우디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다(본문 99-119쪽, 232-237쪽, 234
쪽의 사진). 지금까지의 발굴 가운데, 솔로몬 시대 때의 기둥이라고 알려
진 것은 없다. 또한 그 당시의 궁전이나 행정 건물을 볼 때에 기둥을 사
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발견된다(Reich 1992, Herzog 1992). 다만,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으나, 주전 10세기 이후부터 사용된, 기둥으로 떠 받쳐지
는 기둥머리가 발견되었는데, 곧 원시 이올리안 주두(柱頭, Proto-Aeolic
capital)이다(Shiloh, 1979, Mazar, 1990: 426-427). 기둥이 발견되지는 않았
으나, 이 주두들이 네모난 모양을 하고 있어 만약 그 기둥이 있었다면 그
모양이 네모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Reich, 1992: 213. Fig. 10; Mazar,
1990: 475, Fig. 11.8을 보라). 원기둥이 주로 사용된 시대는 로마 시대 이
후의 것으로 책 234에서 보여 주고 있는 기둥의 모습을 보아서도 로마 시
대 또는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그 기둥의 위쪽 부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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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무언가를 떠받칠 모습을 지니고 있지, 기념비로 여겨질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

나. 메노라 모티브(Menorah motif in rock incisions)

저자는 본문 여러 부분에서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보여 주
고 있다(137, 144, 314, 324, 336, 362, 388, 394쪽). 이들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림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글자이다. 미디안 지
역에서 발견된 암각화 그림 가운데, 메노라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것을 출
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시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문
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고고학적, 역사문헌적인 자료를
통틀어 메노라 모티브는 구약성서 시대에 발견된 적은 하나도 없다. 지금
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주전 2세기 때의 하스모니안 마
지막 왕인 마타디아스 안티고누스의 동전에 나온 것으로 그것도 대략적
으로 윤곽만 그려진 것이다(Moshorer, 1982: 87-97). 예루살렘의 야손의
무덤 벽에 묘사된 다섯 개의 대략적으로 새겨진 메노라들도 하스모니안
시대 또는 헤롯 시대로 편년되었다(Rahmani, 1967: 73-74). 주후 1세기의
것으로 확실하게 편년된 것을 두 가지 들 수 있는 하나는 로마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다.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메노라가 분명 장식
되었고, 예루살렘 유대인 지역에서는 발굴을 통하여 1969년 아비가드에
의하여 발견된 두 개의 석회 조각에 새겨진 메노라가 있다(Habas, 2003).
후자의 것은 비록 부분이지만, 분명히 일곱 가지를 가진 메노라가 삼각형
모양의 받침 위에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지에는 꽃봉오리 모양
을 가진 장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bas, 2003: 329-332). 따라서
바위에 새겨진 메노라 장식은 후대의 것으로 출애굽 당시의 것과는 거리
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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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기(Pottery Sherds)

떨기나무 저자는 본문 중에서 미디안 광야의 유물 가운데 유일하게 토
기 사진 한 장을 보여 주고 있다(본문 170쪽). 이 토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눈금자가 없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저
장용 항아리(storage jar)이던지 아니면 외손잡이 단지(jug)이던지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기의 일부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사진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토기의 목 부분
과 몸체 부분이 연결된 토기 조각으로 목 아래쪽에는 수평으로 몇 줄의
새겨진 선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다섯줄의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와 비슷한 장식이 초기 철기시대(주전 1200-1000년)에 두로의 영향을 받
아 팔레스틴의 도르 등지에서 발견된, 토기벽 두께 자체가 두껍고 매우
큰 항아리(pithos)의 물결무늬에서 확인되지만, 그 형태는 사진에서 보여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떨기나무』
에서 보여 주는 것은 중기 청동기
시대 또는 무슬림 시대의 특징적인 장식으로 출애굽 시대의 것과는 거리
가 멀다. 사실, 미디안 지역의 토기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곳의 고고학적 발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결과인데,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 출애굽 당시 미디
안에서는 오히려 채색된 토기가 사용되었다(Amiran, 1969, 이 토기는 텔
아비브 도시의 에레츠-이스라엘 박물관에 일부 전시되어 있다).

3. 나오면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
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접하게 된다. 대중 매체들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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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놓은 것들을 골라 사람들의 시청률과 주목을 잡고자 부단히 노력하
고 있고, 과학과 여러 가지 이론들의 힘을 빌어 비신앙인들은“하나님 없
음”
과“성경의 역사성 없음”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의 역사성 없음)을 주
장하고 있다. 반대급부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담보하고 있는 성경은 사람들의 어떠한 행
위(물리적, 심리적, 영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성을 유지할 것이다. 인
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인문, 자연, 사회)의
영역 안에 갇힐 수 없다. 변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
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할
현대인들을“신앙 없음의 세계”
(World without Belief)로 인도하는 데 위에
서 언급한 일들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만일, 이러한 현대
인들에게 교회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타당하지 않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신앙을 내세운다면 그 신앙의 핵심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더불어 역사적이지 않게 된다. 동일하게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신
앙인들에게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가 아닌
계몽주의 시대 이전 어느 시점이라도 만일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
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혀 역사성이 없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
는 것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탕과 근거가 없
는 신념(Belief without Base)이 아니다. 그 바탕 가운데 하나가 역사성을
기초로 하는 신념인데, 그 역사성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바로 고고학이다.
이 글은『떨기나무』
에서 보여 주는 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성
과 여정 곳곳에 묻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 대하여 폄하하
거나, 무시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이 책에서 시내산의 위치와 출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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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을 재건하고자 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들과 아울러 역사지리적, 고
고학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질문“성서의 사건이 있었던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
가?”이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서 고고학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과 대답할
수 없는 그 한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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