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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교수-양광호 목사 대담

“북한 주민들 구약·신약을 藥으로 잘못 이해”

김현식 조지메이슨대 북한학 연구 교수와 양광호 페어팩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인터뷰는 지난
28 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김 교수의 평양성경연구소에서 이뤄졌다.
이후 전화 인터뷰가 추가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평양어 성경을 발행한 이유에 대해 “쉬운 성경으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에도 성경은 보급돼 있다. 한국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1977 년 펴낸
공동번역본의 북한판인데, 문장의 어미 부분과 일부 철자법만 평양 표준어로 고쳐져 있다. 또
한국의 공동번역본과 마찬가지로 유일신 개념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표기돼 있어 100%
개신교 성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 60 년 넘게 이어진 분단으로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한글성경을 거의 이해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성경’을 ‘성(性)에 관한 책’으로, ‘구약’이나 ‘신약’을

약학(藥學)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 1960 년대 초에
‘언어혁명’을 벌여서 말과 글에서 한자어와 외래어 대부분을 순수 국어로 다듬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양어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약’은 ‘예수 이전편’, ‘신약’은 ‘예수 이후편’으로,
‘십자가’는 ‘십자가 형틀’, ‘유월절’은 ‘건너뜀 명절’로 용어를 바꿨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으로 고쳤다.
특히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한 데 대해 김 교수는 “요한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한복음에 이어 누가복음을 평양말로 번역 중이며,
향후 5∼6 년 내에 신·구약 번역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가 평양어 성경을 내기까지는 준비 기간만 5 년이 걸렸다. 실제 번역은 하루에
12∼14 시간씩 매달려 꼬박 3 개월이 소요됐다. 번역본은 영어성경 The NET Bible (2011 년판)을
사용했다. 번역 과정에서는 KJV, NIV, NLT 등 다양한 버전의 영어성경과 일본어 및 러시아어 성경,
헬라어본 성경 내용과도 대조·비교했다. 신학·과학·법학 전문가들과 영어성경교육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았다.
그는 “향후 이 성경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남은 나의 인생 소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써 주셔서 평양어 성경
번역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여든 해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었다.
그는 북한의 교수양성기관인 평양사범대(현 김형직 사범대)에서 1950 년대 초부터 38 년간
러시아어 교수로 근무했다. 김일성의 눈에 들어 71 년부터 20 년 가까이 김일성 처가쪽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활동했다. 59 년에는 6 개월 동안 김정일의 러시아어 가정교사를 맡기도 했다.
남들은 인생을 정리할 회갑(回甲) 무렵, 김 교수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운명에 직면했다. 91 년,
교환교수로 러시아에 머물던 그는 6·25 전쟁 때 헤어져 미국에 살고 있던 누나를 만났다. 42 년
만이었다. 하지만 김 교수의 가족 상봉 소식이 북한 정보부서에 알려지고 ‘들어오라’는 소환지시가
떨어졌다. 북으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건 죽음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가 선택한 것이 탈북
망명이었다. 92 년 한국에 들어온 김 교수는 10 년간 머물다 2003 년 도미해 재미 북한학자로 또
한번 변신했다. 지금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부인 김현자(56)씨의 만남도 극적이었다. 탈북

전, 전통한복 디자이너였던 부인 김씨가 남북공동민속축제 참석차 러시아에 머물 때 김 교수가
통역을 맡았다가 사랑이 싹텄다. 올해가 결혼 20 년째다.
김 교수의 신앙도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어릴 적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그가 15 세 때
어머니는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의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다. “현식아, 주일학교에서
너를 가르치는 최순직 선생처럼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거라.” 고 최순직 목사는 훗날
예장대신 및 백석 교단 설립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다.
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 땅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 교수는 김일성의 유물론에
흠뻑 젖었다. 탈북 후에는 92 년 예수 재림 소동을 빚었던 이단 단체인 다미선교회의 재림 교리에
기대를 걸었다가 낙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유물론이 다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학 강의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때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내가 너를
전쟁터에서 살려냈고, 북한에서 러시아 땅으로 끌어냈고, 다시 이곳(한국)으로 인도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때는 98 년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면서 언급한 그의
주일학교 교사 ‘최순직’ 목사를 충남 천안에서 직접 만난 것.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요즘도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때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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