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al, El, Yahweh, and "His Asherah"

저자인 Keel 과 Uehlinger 는 상징체계를 가지고 기원전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Kuntillet 'Ajrud에서 발견된 토기의 그림과 글을 연구하였다(cf. 이때는 대략 요아스(802-787BCE)의
때나, 여로보암 2세(787-747BCE)의 때를 시대적인 정황으로 추정한다). 두 저자들은 방법론적으로나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 그림 글을 함께 설명하지 않고, 이 둘을 나누어서 먼저 그 상징체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 글과 그림의 관계를 밝혀내었다.

1. Kuntillet 'Ajrud에서 발견된 토기에 쓰여진 글
Pithos A의 N의 Bes 이미지로부터 I로 향하는 히브리어 문장은 다음과 같은 두 줄의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다.

 ברכת אתכם... וליואשה ו...ך אמר ליהל...ה...אמר א
ליהוה שמרן ולאשרתה
말했다.... 예할렐(엘)에게 그리고 요아사(요아스?)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마리아의 יהוה와 그의 아세라앞에

Pithos B의 맨오른 쪽 사람(Y)의 어깨 위에도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א[מר אמריו
אמר לאדנ]י[ השלם את
ברכתך ל]י[הוה תמן ולאשרתה
יברך וישמרך ויהי עם אד]נ[י
아마리야에게 말했다.
주인에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테만의 יהוה와 그의 아세라 앞에서
그가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님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ליהוה התמן ולאשרתה...
... ונתן לה...כל אשר ישאל מאיש חנן
테만의 יהוה와 그의 아세라 앞에서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

2. יהוה ואשרתה의 이해-아세라는 누구인가?
"그의 아세라"라고 표현된 글귀의 아세라의 정체에 대해서는 네가지의 다른 의견이 있다: (1)
아세라가 우가릿의 EL의 아내인 여신 아세라라는 견해. (2) 일반적인 명칭의 용례는 여신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보통명사로는 "아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 (3) 아카드어

asÏirtu(m)이나, 페니키아어

asÏr(t)는 "거룩한 장소" 또는 "성소"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יהוה의 성소"로 "그의 아세라"를 이해해야한다는
견해. (4) 구약성서에서 אשרה가 "제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나무로 만들어진 여신을 가리킨다는
견해. 저자는 이 네가지의 견해 중에서 네번째의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아세라가 이스라엘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두 저자는 "Transparenc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나무의 형상과 아세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하게 여겨지다가 나중에는 아세라의 신적인 개념을 나무가 완전히 대치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복"과 "힘"을 상징하게 되었고, 아세라의 신적인 상징은 사라진 채로, 그 의미 만이 나무에
남겨져서 휠씬더 개인적인 실재로 철기 IIB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Kuntillet 'Ajrud에서 그려진 연꽃 봉우리 모양을 가진 나무의 형상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종려나무의
형상으로도 그려지게 되었다. 결국 나무의 형상이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그대로 신들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라는 신화적인 상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기원전 8세기에 "아세라"라는 여신의 의미는 사라진 중성의 "나무"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אשרה를 두 저자는 "신" deity가 아닌 "신과의 중재자" mediating entity로 이해하기를 제안한다.
왜냐하면, Pithos B의 ברכתך ל]י[הוה תמן ולאשרתה יברך וישמרך ויהי עם אד]נ[י라는 말에서 만약 주어가
"יהוה와 그의 아세라"가 된다면, יברך וישמרך ויהי עם אד]נ[י가 아니라, יברכו וישמרוך ויהיו אד]נ[י가 되어야
문법상 맞기 때문이다. 축복과 돌봄, 함께함의 주어가 남성 단수인 것은 주어를 יהוה로만 본 것이다.
왜냐하면, 신과의 중재자인 אשרה는 축복도, 지킴도, 함께함도 할 수 없는 그저 중재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3.  יהוה שמרן그리고 יהוה )ה(תמן
왜 그냥 יהוה로 충분한 것을 데만의 יהוה와 사마리아의 יהוה라고 사용하였을까? 데만과
사마리아에서 섬기는 두 다른 신을 의미하는 말일까? 저자는 다른 설명을 내어 놓는다. 첫번째는 같은
시대에 Khirbet el-Qom에서 발견된 글귀이다. 이 내용에서 יהוה가 우리야를 구하여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한 지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יהוה라고만 나온다( יהוה로 인하여 우리야는
복을 받으리라 )ברך אריהו ליהוה. 두 저자는 지명의 이름과 יהוה를 함께 붙여 사용하는 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두번째는 Pithos B의 글귀에서 나온 יהוה התמן이다. תמן이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다면, יהוה תמן이라고 사용했어야했다. התמן이라면 "테만"이라는 나라, 또는 지역이
아니라, "테만 사람"이라는 말이 더 옳다. 그러므로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Kuntillet 'Ajrud의 벽과
토기에 기록된 글과 그림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יהוה의 복을 주기 위한 글이며, 특별히 사마리아와
테만에서 온 사람들의 복을 비는 그림과 글이라는 가능성이다.

4. 텍스트와 그림의 연관성
이미 페이퍼의 시작에서 밝힌 바와 같이 텍스트와 그림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텍스트는 그림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림에서는 당대의 이웃 나라들의
신화적인 요소들이 담겨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들은 Kuntillet 'Ajrud가
대상들이 움직이는 교역로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한다. 종교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그림들은 교역로 중간에 있는 마을의 장식용 그림이라는 것이다. 이 무역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대상은 단지
유다 사람들 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린 그림과 글에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5. 결론
저자들은 Kuntillet 'Ajrud의 증거들로 보아서, 철기 IIB시대에 이스라엘에 유일신 신앙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 יהוה가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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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를 위한 적용
고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신앙에서 여호와  יהוה가 배우자가
있었다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Kuntillet 'Ajrud에서
발견된 토기를 증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Keel 과 Uehlinger는 Kuntillet 'Ajrud에서 발견된
그림과 글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이것이 יהוה가 배우자인 아세라 אשרה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두 저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1)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신앙에
가나안 신앙의 흔적들이 들어와서 서로 섞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2)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앙과 더불어 가나안 고유의 신들을 함께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יהוה가 아내인

אשרה를 가지고 있었다는 신앙은 (2)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아티클의 두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1)을 의미한다. 그 어느쪽이든 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성서의
예언자들이 줄곧 지적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