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

우선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네피림은 ילפנ
 라고 쓰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라는 의미로 일반명사입니다. 즉, 홍수이후에도 ם

민수기13장(민13:32~33)에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

다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아들들1)'에 의해 태어난 거인족(네피림)으로 불리웠는데,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 중(아낙, 르바임...)에도 태어났던 것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

니다(창6:5, 레20:15,18). 이런 거인 족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해왔고 노아의 대홍수 이

후나 이전에 그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 중 첫 번째는 천사로 해석하는 신학적 의견이 있

습니다. 정동수 목사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중간중

간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소돔과 고모라 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

불 사건...)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해석도 있는데, 경건한 셋의 후예와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의 결합으로 

거인족이 태어났다는 신학적 의견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결함(성장호르몬의 비정상적인 분

비)이나 육체와 관련된 이상(거인병 등)에 의한 거인 족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고 추측합

니다. 

성경에서 네피림들은 그들이 생긴 계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엠 족속(Emims, 영어로 에밈즈), 주즈 또는 수스 족속(Zuzims, 

주짐즈), 아낙 족속(Anakims, 아나킴즈), 레파 또는 르바 족속(Rephaims, 르바임즈), 잠줌밈 

족속(Zamzummims, 잠줌밈즈) 등이 거인 족으로 불렸습니다. 두 글자인 '임' 혹은 '임즈'(im)

가 공통으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인 족들에 대하여 성

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로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될 정

도로 거대한 거인들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십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창14:5) 

"과거에 그곳에서 엠 족속이 살았으니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큰 족속이었더라. 그

들은 또한 아낙 족속처럼 거인들로 여겨졌으나 모압족속은 그들을 엠 족속이라 불렀더라."(신2:10,11) 

"그것 역시 거인들의 땅으로 여겨졌고, 옛날에 그 곳에는 거인들이 살았으니 암몬 족속은 그들을 잠주

밈 족속이라 불렀더라. 그들은 강하고 많으며 키가 큰 족속들이었더라."(신2:20,21) 

"르바임(거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 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아홉 규빗이요 광이 네 규

빗이니라"(신3:11)

1)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혹은 히브리어로 'Ben-Ha-Elohim')이라는 칭호는 구약성경에서 총 다섯 번 
나오는데 모두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한다. 다섯 번 중 세 번은 욥기에 나온다(욥기 1:6, 2:1, 
38:7). 나머지 두 군데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
들이 택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창 6:2)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
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녀들을 낳았을 때에며, 이들은 옛적의 
강력한 사람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창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