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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한 부족 사람들이 모닥불을 가운데 피
워두고 발을 구르며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큰 광
장에 모여 남녀가 짝을 맞추어가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
나요?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일은 신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노래나 춤에 익숙하지 않고, 리듬이나 
박자에 익숙하지 않으면 노래하고 춤추는 일은 사
실 조금 어렵고 재미없는 일이 되고 말꺼에요. 게
다가 노래나 춤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것이 
아니어서 노래를 불러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
한다면 재미도 없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할
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 나라, 자
기 민족의 말로 노래하고 어릴 때 부터 들어왔던 
익숙한 리듬과 춤이라면 아마 정말 정말 신나고 
즐겁겠죠?

자기 말로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장 잘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메시지를 암송하고 그 교훈들을 되새길 때도 자신
의 음악과, 악기, 멜로디 등으로 노래 부르고 춤출 
때 가장 잘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일을 돕는 역할
을 ‘종족음악학’(ethnomusicology)이라 부르며 
그것이 특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쓰이게 될 
때 ‘종족예배학’(ethnodoxlology)이라고 부른답
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유대
인들의 악기인 수금, 열 줄 달린 비파, (33:2), 소
고와 나팔 (81:2~3), 심벌즈와 플룻(150:3~5)과  
같은 고유한 악기를 사용했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
든 민족에게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
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
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
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시 22:27 ~28).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 보

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
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각 민족이 가진 그들만
의 음악과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답니다. 

가나의 바글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회복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보기예요. 빌립목사님은 사람들이 노래
를 지어부를 때 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느꼈어요. 
가나의 바글리 부족에게 이미 20년 전부터 신약
성경이 자기 말로 번역되어 있었지만, 교회 성
장은 더디기만 했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빌립 목
사님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바
글라 부족의 전통음악에 맞춰 만들어진 새 노래
를 듣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검은 안경 때
문에 안 보였겠지만, 이 새노래들을 들을 때에 눈
물이 났습니다.” 바글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된 가사와 자신들만의 음악 형태에 맞게 노래할 
때, 전과는 전혀 다른 영혼의 감동을 느꼈던 것이
지요. 빌립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 이 노래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The Power of the Word, 56~57쪽)  “여러 해 
동안 우리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
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다. 그러나 악
한 영을 예배하는 데 우리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음악으로 말씀의 구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http:/ethnodoxology.org/docs/
SampleInsert.pdf) 

이야! 얼마나 신나고 멋진 일이예요? 바글라 음
악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기
쁘게 각 민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
양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방법들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불러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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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ana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엄마나 아빠에게 혹시 전통 가락
으로 된 찬송을 아시는지 여쭤보세
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
려 봅시다.

욥기

시편

19:13-27
42:1-10
33: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