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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지요. 우리말 뜻을 완전하게 전달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그 나라 말

에서 가장 가까운 말로 바꾸기도 한답니다. 흥부

가 주걱으로 뺨을 맞는 장면을 다른 나라 말로 이

야기해 줄 때, 주걱을 쓰지 않는 나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말씀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일년 내내 

무더워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을 본 적이 없는 아

프리카 사람들에겐 ‘눈같이 희게’  네 죄가 깨끗

하게 씻길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어야 

할까요? 가축으로 양을 길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에게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

명해야 할까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다른 민족의 

말로 번역할 때는,  곰곰히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

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

리켜 ‘목이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

답니다 (출 32:9, 33:3, 33:5, 34:9, 신 9:6, 13, 

31:27). 그러면, 목이 곧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

어에서는 ‘딱딱하다’ 혹은 ‘혹독하다’ 라는뜻의 ‘

케쉐’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는 마음을  ‘바꿀 생

각이 없다’, ‘완고하다, 완강하게 하다’라는 뜻으

로 사용된다고 해요. 

이말이 세계 다른 민족의 말로는 어떻게 전달되

었을까요? 먼저 우리말 성경에는 ‘목이 곧은’ 혹

은 ‘목이 뻣뻣한’이라고 번역이 되었답니다(출 

32:9, 34:9). 파나마의 San Blas Islands 에 사

는 구나 원주민 성경에서는 ‘꽉막힌 귀’ 로, 세인

트 루시아라는 조그만 섬 나라에서 사용하는 크

레올 불어에서는, ‘머리가 딱딱한’이라고 설명이 

되었고, 심지어 어떤 언어에서는 곤충의 부위에 

빗대어, ‘메뚜기 머리같이 딱딱한’이라고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각 민족의 말로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으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씌어져 있던 성경말씀

은 라틴어로 번역되어 오래 동안 전해져왔답니

다. 그러나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

슨 내용인지 알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한 카톨릭 신

부님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지요.그 때, 위클리

프라는 선교사님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영국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답

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교회는 성경은 라틴어로

만 쓰여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어로 성경말

씀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 선교사님을 ‘죄인’으로, ‘

목이 곧은 자’로 불렀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다고 혹은 굳어 있다고 말하

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

씀이어야 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

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스러워 하나님의 말

씀에 순종하지 않을때에도, 신명기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종종 ‘목이곧고’, ‘꽉막힌 귀’로 혹은 ‘머리가 딱딱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귀기울여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자신들의 마음의 말로 

번역된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

게 하시고, 귀와 생각을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해

요. 성경이 이 땅 모든 민족들의 손에 자신들의 말

로 전달되기까지,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함께기도해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

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

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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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함께 읽어요 생각해요

고집스럽고 거역하는

백성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나는 얼마나 잘 사과하나요? 

신명기 6:1-9
16:1-3
16:9-16
17: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