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송가 중에서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이 있

습니다. 이 찬송가의 영향으로 샤론의 꽃이 무

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

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의 영어 이름이 샤론의 장미 Rose of Sharon이

지요. 그러다보니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수
선화 חבצלת השרון를 샤론의 꽃 פרח השרון이

나 샤론의 장미 ורד השרון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무궁화

가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종종 하십니다. 남궁 

억 선생님께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적인 

의도에서 무궁화를 열심히 심으셨다고 말씀하

시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만나뵈었습니다. 분명

히 짚고 넘어갈 것은 샤론의 꽃이나 샤론의 장

미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서는 샤론의 수선화 חבצלת השרון라는 말이 아

가서 2:1에 딱 한번 나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

로다 (아 2:1)

비록 우리말 성경에서는 수선화라고 번역하기

는 하였지만, חבצלת השרון은 meadow saffron(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입니다. 우리나

라에서 섬유유연제 중에서 샤프란이라고 부르

는 것이 saffron을 지칭하는 것인데, 성경의 수

선화는 이 사프론 꽃의 일종입니다. 

샤론의 수선화 חבצלת השרון 그리고 솔로몬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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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의 꽃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것이 솔로몬의 

백합입니다. 이 또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말이지요. 대부분 솔로몬의 백합을 머리 속에 

떠올리는 이유는 누가복음 12:27 때문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

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눅 12:27).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의 백합이라는 말은 

없고, 백합꽃을 솔로몬의 옷과 비교했을 뿐인데 

그냥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솔로몬의 백합이라

는 말로 굳어져 버린 거지요. 

어찌되었든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합화가 무엇

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백합화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크리논 κρίνον (코이네 그리스어)이 성경

에 딱 두번 마 6:28; 눅 12:27에 나오는데, 다 똑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면 이 꽃이 무슨 꽃이지 

알겠는데 딱 두번 그것도 똑같은 상황에서 사용

되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구약성서 그리스어(LXX에서 사용

된 고전 그리스어)에서도 κρίνον이라는 말이 사용되

고 있는데, 꽃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

기도 하고, 백합화 שושן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

용될 뿐더러, 수선화 חבצלת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신약성서에 나

오는 백합이 붉은 색의 아네모네라고도 소개하

는데요, 이것은 달만(Dalman Orte)의 견해를 인용

한 것입니다. 달만이 이런 주장을 하게된 이유

는 솔로몬의 옷은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이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자주색의 꽃이 피는 대표 

종이 아네모네이기 때문입니다. 달만의 견해는 

매우 의도적인 해석이고, 저는 오히려 일반명
사 꽃을 의미한다는 것을 더 지지하는 편입니

다. 솔로몬의 백합이라는 말은 지우고, 그냥 솔

로몬의 옷과 꽃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셨다고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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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학명이 Hibiscus 

syriacus L.입니다. 학명은 일반적으로 그 

꽃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무궁화꽃

의 학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중해 

동편 레반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리아

가 무궁화의 원산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

엘에서도 무궁화와 비슷한 꽃들을 많이 봅

니다. 그러나, 그 무궁화가 샤론의 수선화와 

솔로몬의 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려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