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이름

1. 수신학과 해석체계인 게마트라아

성경의 숫자 개념 속에는 수효, 수치, 수량, 시간 등 표면적인 기능 외에 상징

적(象徵的)이고 제의적(題意的)이며 신비적(神秘的)인 기능도 포함하는데 이를 일반 학

문에서는 수비학(數秘學, Numerology)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수신학(數神學)이라고

도 한다. 위의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14)이 마태복음의 저자에 의하여 언급되어 

유대인에게 아브라함부터 42대(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

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까지 14대) 만에 태어난 다윗왕의 혈통이 바로 예수그리스

도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림 1. 족보에 나타난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

이처럼 수와 문자를 이용하여 성경속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체계를 게마트리

아라고 하며 수신학의 한 방법이다. 이 기원은 수를 필요로 하여 문자를 수로 쓰기 시

작한 기원전 200년경으로 수-문자체계(Alpha numeric system)방법이 유대사회에 소개

가 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49:10)에 나오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הליׁש אבי, 야바실

로)’는 구세주의 도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된다. 이 ‘야바 실로’는 

10+2+1+300+10+30+5=358에 해당하는데 또한 구세주의 히브리어 ‘메시아(חיׁשמ)’도 

40+300+10+8로 합이 358이 된다. 그리고 모세의 구리 뱀(민21:9)인 ‘놋뱀(ׁשחנ, 

nachash)’도 50+8+300으로 358이다.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공통성 때문에 358을 구

원의 수(Salvation number)라고 부른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의 아들들(בני האלהים)’이란 단어는 맛소라 사본의 구약성

경에서 일곱 번 등장하며, 숫자 값은 1531)(2+50+10+5+1+30+5+10+40)으로 예수 부

1) 153(13+53+33 = 153)이라는 숫자는 세 개의 정육면체(입방체)를 만드는 수이며 각 정육면체는 



활 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라는 점을 들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과 연결시켜 교회(그물)속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다.

2. 하나님의 이름, 야훼와 성자 예수.

여호와가 성자 예수라는 사실은 그 이름의 히브리어 문자들의 뜻과도 연관되

어 있다. 10번째 문자 요드는 손을, 5번째 문자 헤는 보라를, 6번째 문자 바브는 못을, 

이 문자들을 연결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자국 난 손을 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과 구원의 히브리어 예슈아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야훼는 성자 예수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야훼(하나님, 26=2x13)

ה ו ה י
헤, 보라 바브, 못 헤, 보라 요드, 손

예호수아(예수, 391=17x23)

ה ׁש ו ה י
헤, 보라

쉬, 

전능자
바브, 못 헤, 보라 요드, 손

예슈아(구원, 391=17x23)

ה ע ו ׁש י
헤, 보라 아인, 눈 바브, 못

쉬, 

전능자
요드, 손

또한 예수의 히브리어( ) 숫자 값은 391(17 x 23)로서 구원의 히브리어

( )와 일치하는데 이는 희생제물(17: )로서 우리를 살리시고(23: ), 우리의 

지성소의 모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거룩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370, 371, 407도 세 개의 정
육면체 수이다. 



죄(23: )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391)을 이름과 그 숫자 값 속에 분명히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보여주며 야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그림 11. 야훼의 이름에 예수님이 드러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실 때 십자가에 달았던 명패인 [나사렛 예슈아 유

대인의 왕-]의 네 단어의 첫 글자는 (YHWH, 야훼)가 된다.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

님이심을 드러내주는 명패이지만 제사장들이 보고 자칭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무시

하려고 하였다. 

그림 13 여호와의 숫자 값인 26과 두 개의 육각별 수 13

 

히브리어 알파벳과 엘로힘의 첫 글자 인 '알레프'(Aleph)는 신성한 서문의 3, 

9, 10, 15, 23, 26 번째 문자의 위치에서 6번 발생하는데 이 서수(Ordinal Number)들

의 숫자의 총합은 86으로 '엘로힘'의 숫자 값이 된다.



그림 14.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와 엘로힘의 상관관계
 

3. 진리(64)와 지혜(서수37) 되신 예수 그리스도(2368=64*37)

37(지혜; -호크마의 서수 값)과 73(지혜; -호크마의 숫자 값)은 

모두 소수(prime number)2)이다. 37은 3형수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37은 숫자 중에서 

유일하다. (a)에서 37은 육각형인데 이것이 (b)에서 보듯이 64 개의 단위원으로 된 

4x4x4 큐브의 2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큐브의 두드러진 특징은 (c)에서 육각형

에 겹쳐서 표시된다. 37의 이러한 2차원으로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도 연

관되어 있다. 

그림 17. 육각별 들과 다양한 숫자 값: (a) 37, (b) 27, (c) 37, (d) 64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어( ) 숫자 값은 2368(888:예수 + 1480:그

리스도)이다. 73개로 이루어진 육각별 내부에 핑크색으로 된 37개의 (d) 육각큐브

(4*4*4=64)의 곱은 2368(37*64: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값)이 된다. 오른쪽의 파란색의 

육각형은 24개로 37*24, 즉 888(예수)이 된다. 37과 73의 연속된 수 373은 로고스 

(7x37.259 + 6x19.114)의 숫자 값이기도 하다. 

2) 소수(prime number)란 1과 자신을 제외한 다른 정수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특별한 수이다.



  신명기 4장 6절 쉐마 절(삼위일체를 강력히 증거 하는 구절)의 합계인 1118

은 111과 8을 분리하여 곱할 때는 예수(888=111x8)의 숫자 값과도 연결이 된다. 

그림 22. 쉐마 이스라엘, 신 4:6절은 예수를 드러낸다. 1118=>111*8

37개의 큐브(64)로 이루어진 육각별 2368은 창조주(The Creator=37x64)를 나

타낸다. 하늘색의 테두리 정육면체(64=4*4*4)의 투사체(37)는 24개로 총 합은 예수

(Jesus), 888(24x37)이 된다. 



그림 23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값 2368에 숨겨진 법궤의 비율 3:5

그리스도(CHRIST)는 1480(24x27+13x64=24x33 + 13x43)으로 24개의 3의 세제

곱수 27과의 곱 더하기 13개의 4의 세제곱 수 64( ; 진리)와의 곱이 된다. 그

리고 놀랍게도 64의 7배는 448이 되는데 이는 진실한 분( : 448=7x64, 

계3:7)의 숫자 값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값 2368(8*296)은 땅을 뜻하는 하아레츠의 숫자 값인 

296 곱하기 8로, 296x3(예수) + 296x5(그리스도)이기도하다. 이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율이 지성소안에 있는 법궤의 비율인 한 규빗 반(3) 대 두 규빗 반(5)과 일치한다(출

37:1).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 값의 비율로도 지성소의 법궤와 같은 하나

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익투스(ἰχθύς, ΙΧΘΥΣ)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영화 [쿠오바디스]에서 기독교인들

의 상징으로 나오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익투스는 그리스어

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Ιησους　Χριστος　Θεου　Υιος　Σωτηρ)’

의 약자라는 설도 있다(마태 16:16).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 숫자 값은 754(2 x 13 x 

29 = 13사랑 x 58은혜)이며 예수의 히브리어( ) 숫자 값은 391(17*23)로서 구원

의 히브리어( )와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