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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
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
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
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요4:20)

그 대화의 내용은 매우 간결하지
만 그 안에는 극과 극으로 다른 사
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신앙

관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
는 장소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
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을 찾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에서는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
전이 있기 때문입니다(대하 3:1이하).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
심에서 예배와 제의를 드렸다면, 
예루살렘의 시온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듯이 그 산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었다는 이야기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
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심 산 위
에 성전을 짓고 제의를 드린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요세푸스(37-약100CE)라는 1세기
의 유대인 역사가는 그리심 산의 성
전이 알렉산더 대왕시절에 예루살
렘 성전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고학
자들의 노력으로 그리심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의 연대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심 산의 성전 터
로 추정되는 지역을  20년 넘게 발

▲ 사마리아 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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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면서 1만7천 개 이상의 금화
와 은화들을 발굴했고, 수천 점의 
토기와 양, 염소, 소, 비둘기의 뼈
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성전 터를 발견하
였는데요. 그 중 오래된 성전은 기
원전 5세기,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말한 때 보다 대략 1세기 전에 세
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참

조. 다른 성전은 기원전 2세기에 건축되었음). 
이 시기는 에스라-느헤미야와 동시
대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로 와서 대략 12
년을 있었습니다(445-433 BCE). 그
리고는 유다를 바꾸어 놓았습니
다.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잊고 살았
던 율법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람
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
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
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느
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 느
헤미야의 모든 수고는 헛것으로 돌
아가버렸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여호와 하나
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
님을 섬기고 제의를 돕는 레위인
들에게 그들이 받아야할 몫을 제
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
나님의 성전을 떠나 흩어져 버렸
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유다의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마
리아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
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이 있던 유다에 비해서 그 제의나 
율법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같습
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들
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
갔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
다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
다. 그들을 통해서 율법과 예배의 
체계를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사

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의 제사장들
과 레위인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느헤미야의 공백 시
기 제대로 자신들의 몫을 받지 못
하여 살 길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
을 떠났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받아들여 그리심 산에 예루살렘 성
전과 같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
을 사마리아의 가장 거룩한 성소
로 삼은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된 성전과 그 주변의 마을들
의 규모를 토대로 그리심 산의 제
사장과 레위인들의 주거 지역과 제
의 구역의 면적이 대략 400두남(약 

12만평)이나 되었다는 것을 알아냈
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레위인
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사
마리아로 이주한 것이지요. 
    사마리아의 제의는 급속도로 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
기에 이르러서는 사마리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못지 않은 권위를 

▼ 그리심 산의 사마리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 두루마리, 그리고 출애굽기 20:17 뒤에 첨가된 명령

דאתה כנענאה  לארע  אלהך  יהוה  יעאלנך  הלא   והיה 

 עלל לתמן למירתנה ותקים לך אבנים רברבן ותשיד

 יתון בשיוד ותכתב על אבניה ית כל מלי ארהותה הדה

 והי במעברכנון ית ירדנה תקימון ית אבניה האלין

תמן ותבני  גריזים  בהר  יומן  יתכון  מפקד   דאנכי 

עליון תגיז  לא  אבנים  מדבח  אלהך  ליהוה   מדבח 

 ברזל אבנים שלמן תבנה ית מדבח יהוה אלהך ותסק

 עליו עלאן ליהוה אלהך ותדבח שלמים ותיכל תמן

ירדנה בעבר  היוא  טורה  אלהך  יהוה  לקדם   ותחדי 

בבקעה טיתב  כנענאה  בארע  שמשה  מיתי  אזרע   אחרי 

קבל גלגלה איצטר מישר חובה קבל שכם



I 이익상 holinesscode@me.com ❖ 유물과 함께 보는 성경과 역사

가진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사
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세
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무척 
뿌듯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율법
을 고쳐썼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읽는 성경인 사마리아 오
경(Samaritan Pentateuch)이 탄생합니
다.  사마리아 오경과 유대인들의 
성경은 매우 소소한 부분에서 차
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
가 엄청난 신학적인 대립의 원인
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마
찬가지로 십계명을 신앙의 토대로 
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그 내
용이 동일한 우리 말 성경의 십계

명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출
애굽기 20:17  뒤에 내용을 첨가하
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유
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
시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회반죽을 바르라. 그 위에 이 율법
의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요단 
강을 건너고 오늘날 내가 네가 명
령한 이 돌들을 그리심 산에 세우
라.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너의 하
나님을 위한 돌제단을 만들어라. 
제단 위에는 철을 두르지 말아׳

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온전히 돌로 만들어야 한다. 그

리고난 다음 그 위에서 여호와 하

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너는 제물
을 드리고 그 곳에서 제물을 먹어

야한다. 너는 요단 건너편 해지는 
곳 길갈 앞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

하는 땅 세겜 앞의 모레 상수리 나

무가 있는 그 산에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요한복음 4:20에 소개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그 여인이 들었던 
바로 이 사마리아 오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