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서울), 2012-6-28

탈북 노교수 “평양 표준어 성경으로 북 개방 이끌 것”
김현식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 팔순에 영어성경 번역 출간
김일성 일가 개인교사 20 년

“마지막 소망은 남북한 평화”

김현식 미국 조지 메이슨대 교수(왼쪽)가 평양 표준어로
번역한 성경.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십자가는 ‘십자 사형틀’로
번역했다.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1990 년대 초 김현식 평양사범대 교수는 모스크바의
국립러시아사범대 교환교수로 있었다. 어느날 옆방의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선물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창세기’라는 말은 ‘창 끝의 세기’인가 라고
생각했고,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인 줄 알았다. 이것도 책이냐며 성경을 집어던졌지만, 한편으론
‘여러 사람이 이토록 권하는 성경이라면 북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도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20 여 년 세월이 흘렀다. 성경의 내용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된, 팔순의 김씨는 그때 생각대로
영어 성경을 평양 표준어(문화어)로 번역했다. 27 일 펴낸 『하나님의 약속』이다. 38 년간
평양사범대 교수를 지낸 그는 1992 년 탈북했고, 한국을 거쳐 지금은 미국 조지 메이슨대 교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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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살면서 인권이란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언어의

힘으로

그는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해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좋은 단어,
의미있는 표현을 계속 접하면
교육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성경을

택한

건

정치색이 적어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파고들 수 있다고 믿어서다.
이번 작업을 종교적 차원으로만
바라보지 말아 달라는 게 그의 주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전체 내용은 아니다. 일단 요한복음서만 번역했다. 성경의 나머지 내용도
곧 번역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번역은 철저하게 평양 표준어에 기초했다. 십자가는 ‘십자 사형틀’로,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신약은 ‘예수 후 편’으로 썼다.
김씨는 이번에 영어와 평양말을 함께 적은 대역본도 내놨다. 최근 북한 내 영어 열풍이 뜨거워
북한말 성경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는 “우선 탈북자와
러시아의 고려인, 북한말을 할 수 있는 재일 교포들에게 책을 뿌릴 생각”이라고 했다. 요즘처럼
북·중 국경이 느슨한 상태에선 어떻게든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김 교수는 북에 있을 때 김정일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등 20 년간 김일성 일가의 개인교사로
활동했다. 그 만큼 핵심층과의 친분이 두터웠고 보고 들은 게 많았다.
“1990 년대 초 김일성 주석이 ‘미국과 싸우다 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장군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벌떡 일어나 ‘원자탄으로 지구를 다 깨트려 버리겠다’고 했죠. 이후
김 위원장은 군 최고통수권자가 됐고 지난해 죽기 전엔 핵무장하라는 유훈까지 남겼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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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권력자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20 년 지기라는 그는
“북한이 핵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장 부위원장의 개방적인 성향으로 볼 때 북한의 노선이 조만간
개혁개방으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평양이 변할까』라는 책도 집필 중인 노교수의 마지막 소망은 남과 북이 조금씩 양보해 평화의
토대를 놓는 것이다. “남북이 합치면 얼마나 좋은 나라 되겠습니까…” 인터뷰 도중 여러차례 눈물을
터뜨린 그의 코끝이 또 빨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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