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와 시(노래)

잠시 시(Poetry)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하셨던 전도사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싶다고 말이지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시들을 한개씩 읽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길지 않게 말이지요.

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시편일 겁니다. 하지만, 성서 안에는 시편에서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에도 시(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안쪽으로 들여 쓰기를
하여서 '이 부분은 노래(시)입니다'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를 예로 들어서 보자면,
미리암의 노래인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보셔도 21절에서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여 쓰기를 한 것은 그냥 한국어
성경 편집자가 편의상 보기 좋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시(노래)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시)가 분명한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시라는 것이 리듬과 운율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고 한다면, 단번에 알아 볼 수 있는 시(노래)뿐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의 서술부분 (Narra-

tive) 에도 운율과 리듬이 있다는 것이 히브리어 성서의 특징입니다. 이야기들에서 생기는 리듬과 운율은
번역된 성경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성경을 어렵게 생각할 것같아서, 일단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노래) 부분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하면서 맛뵈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Biblical Poetry)를 전공하는 분을 알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야기 가운데에 갑자기 노래(시)가 있는가?

처음은 왜 이야기(내러티브) 가운데 갑자기 노래들이 있는가의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조선시대의 사관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옆자리에 앉아서 그 사건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벌어진 사건(과거)을 성서 기록자가 살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인 사건 fact 은 객관적일 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수집하여 기록한 사람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사건의 배열이나 과거의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노래)의
부분은 특별하게

역사적인 사건과 성서 편집자의 의도를 아주 의미있게 엮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서에서 시(노래)로 된 부분은 성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본문이라고들 추론합니다.
그 오래된 시(노래)를 굳이 성서의 편집자가 인용하였거나,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성서 편집자의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곧바로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Heroes)가 떠오르듯이 시(노래)는 성서의 이야기의 심볼(Symbol)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나 온김에 미리암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로드를 기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