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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 
-시간: 2012년 9월 11일(화) 저녁7 시 00분 

-장소: GMU 채플실(미라클 센터 1층 대예배실) 

창세기 9장 27절 연구 

● Letter from EVP/CEO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GMU 가족 여러분.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라는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켄터키 주 루이빌의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육목사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팬(fan)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돌이켜 제자의 길을 찾은 경험과 
성경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담은 글로서,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 안산 동산교회의 김인중목사는 다음과 같은 서평을 했습니다. 
“ ‘Fan 이냐 제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저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로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요구 앞에 부족한 나 자신을 반성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남은 생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더욱 순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불같이 솟아 올랐습니다.” 
 

GMU 가족 여러분!  

모든 크리스챤은 응당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크리스챤과 제자는 동일합니다.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다음 3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가 14 장 26 절).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더 소중해야 합니다. 

(2)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7 절). 

예수님도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는데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33 절). 

(3)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엉터리 크리스챤이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만 다니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넓고 편한 길로만 다닌 크리스챤은 마태복음 7 장 31 절의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우리 선지 생도님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멋지게 사시다가  
어느 좋은 날 들림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규남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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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야벳 신학을 넘어서 셈의 신학으로> 

GMU 교수 김현완박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인류의 구원사와 역사를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와 구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 중의 
하나인 창 9:27이 서방신학에 의해 잘못 번역되고 잘못 이용되어 왔다. 
다음은 창 9:27에 대한 바른 해석과 관점을 기술한 것이다. 　 
 
(개역)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NIV) May God extend the territory of Japheth; may Japheth 

live in the tents of Shem, and may Canaan be his slave.  
       3       2                1 

                              

문법적 설명 
창 9:27은 세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 1번 구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다. 3번구의 주어는 “가나안” 이다. 그런데 2번 구에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었을 때에는 일반적인 문법상 앞에 나온 
구의 주어가 다음구의 주어가 된다. 그러므로 2번째 구의 주어도 “하나님” 
이어야 한다. 그래서 2번 구는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번역함으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게 했다. 그리고 영어성경 NIV는 “may Japheth live 
in the tents of Shem” 라고 야벳을 주어로 해서 번역해 놓았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영어성경 중에는 KJV가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  
(KJV) God shall enlarge Japheth, and he shall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Canaan 
shall be his servant. 
 

다음은 기존의 번역이 잘못된 것에 대한 설명이다. 
 

1) 2번째 구는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로 번역되어야 한다. 
한국어처럼 번역이 되려면 두번째 구의 동사 “”가 사역형 (히필) 

동사 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일반동사 (칼동사)이다. 물론 칼 
동사가 가끔은 사역의 의미를 말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려면 
앞뒤 문맥상 분명한 이유와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칼동사 “ ”를 사역형으로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두번째 구에는 
야벳을 나타내는 목적어 단어가 없다.  

한편 두번째와 세번째 구의 동사들이 첫동사와 와우 () 연속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역동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와우연속법은 시제를 연속하여 보는 것이지, 동사의 
형태까지 연속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나님”이 () 
복수이기 때문에 두번째 구의 주어 3인칭 단수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단수로 취급한다. 비록 
그 단어가 복수 형태의 어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사나 다른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언제나 단수로 취급한다. 오직 창 1:27, 3:22, 그리고 
11:7 만 3위 하나님 사이의 합의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복수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특별한 구절 외에는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수로 여겨진다. 그래서 첫번째구의 주어가 “하나님” 이라는 
복수 명사로 되어 있지만, “창대케하사” () 라는 동사는 3인칭 단수형으로 
쓰인 것이다.  

 
2) 3번째 구는 “셈의 종이 될 것이다”로 해석해야 한다. 

3번째 구의 마지막 단어 “그의 종” 이라는 구에서 “그의”가 누구를 
가리키는 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번역을 따르면 “야벳의 
종이될 것이다”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그의”라는 () 단어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3인칭 단수를 가리킨다. 앞에 나온 3인칭 
단수는 가장 가까운 것이 “셈”이고 다음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는 “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앞의 구의 
마지막 3인칭 단수 명사가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절 26절에서 분명히 
셈의 종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야벳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셈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정작 창세기를 기록하고 보관하여 온 
히브리(이스라엘)인들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9:27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야벳 신학의 오류 
이 성경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면, 두번째 구와 세번째 구의 예언에서 

야벳의 족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두 구는 전부 셈을 축복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야벳족속들이 (백인들) 이 구절 전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야벳을 축복하는 것으로 왜곡시켜 번역해 놓고 셈족을 (황인종) 침략하고, 
흑인들을 (가나안) 노예로 지배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이 야벳족속의 후손인 서양 백인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서양신학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영적인 유업을 받은 셈 족속 
창 9:27절의 참뜻은 하나님이 셈족과 (유대인, 중동, 몽골, 한국)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족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셈족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 바로 앞의 26절에서도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셈의 
하나님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의 세아들들 중에 특별히 
셈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셈족에서 오신 것을 보면 역시 위에서 지적한 문법적 해석이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셈의 후손 한국인 
셈의 4대손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창 10:25). 두 아들 중에 

욕단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으로 이주하였다(26절). 그리고 다른 
아들 벨렉과 다른 족속들은 동방에서 서쪽으로 (성경의 번역은 동방으로 
되어있는데 잘못된 번역이다)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왕국을 
건설한다. 그 때 징계를 받아서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욕단의 
자손들은 언어의 혼잡을 경험하지 않고 최초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성경은 셈의 후손 벨렉을 따라 기술되다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 물론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셈의 하나님 이셨고,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셈의 후손은 다 복을 받은 것이다.  

셈의 4대손 에벨의 다른 자녀 욕단은 오늘날 몽골족과 한국인의 
조상이다. 이들은 셈의 후손으로서, 역사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셈의 영적인 
후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셈의 숨겨진 후손인 한민족에게 마지막 시대 
세계의 영적인 임무를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한국민족과 
함께 일하심으로 한민족이 세계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창9:27절을 제대로 해석해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영적 복을 
받았고, 얼마나 큰 사명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원어로 아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2013년도 봄학기 학생회 임원 소개 
회 장: 오정숙  

부회장: 김요셉(대학원), 조선희(대학부) 

총 무: 권유신(대학원), 김준(대학부) 

회계: 이혜숙(대학원), 이은주(대학부) 

Team mother: 양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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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오픈 하우스 
-1월 24일(목) 7:00 pm  

–GMU Chapel (MC 1층) 

-준비하신 학생회 임원진에게 감사 드리며 모든 

신입생을 환영 합니다. 

  

  

  

  

  
 

2013 봄학기 신입생 명단 
대학부 (20명)  

  

   
 이동현 이동혁 전신석 최경하 이하정 

    

 

김지경 성현준 전필순 진예진 조지원 

   
 

 

임하진 김제니 김정호 황세진 박영미 

   
  

신재혁 신재민 강희민  장수환 김혁 

대학원 M.A (6명) 

 
    

황미정 김경아 장금진 박재숙 안귀인 

 

    

최성희     

대학원 M.Div (7명) 

    
 

김미옥 장혜란 이낙용 염동권 이보라 

 
 

 

  

차윤권 김옥희 김성정   
 

 

 

 

 

 

 

 

 

 

 

 

신착도서 (New Arrived Book)안내 
WEBSTER'S SPANISH/ENGLISH DICTIONARY-KAPPA BOOKS | 

2006 

ELIJAH, A MAN OF LIKE NATURE- BACK TO THE BIBLE | 1965 

BUSINESS AS MISSION - JOHNSON | IVP | 2009 

PAUL - BRUCE. F.F | PATERNOSTER | 2000 

NEW TESTAMENT SURVEY - TENNEY L.C. MERRIL | EERDMANS 

| 1985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 피, 고든 | (도서출판)좋은 씨앗 | 2001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 카이저 월터 | 부흥과 개혁사 | 2010 

말씀의 징검다리 - 정장복, 김수중 | 홍성사 | 1983 

성경 해석학 - 램, 버나드 | 생명의말씀사 | 1974 

대적의 문을 취하라 - 제이콥스 신디 | 죠이선교회출판부 | 1996 

완덕의 길 - 예수의 성데레사 | 바오로달 | 1973 

무지의 구름 - 월터스 클리턴 | 바오로딸 | 1997 

헌법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 1992 

성구대사전 - 이성호 | 혜문사 | 1964 

성서주해 - 선교80주년기념출판위원회 | 성서주해 | 1967 

히브리어,헬라어 원어사전 - 로고스 | 로고스 | 1989 

토인비 역사의 연구 - 토인비 | 대하출판사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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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  

2013 가을학기신입생환영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행사와 식사를 준비하신 학생회에게 감사 드립니다.)  

-시간: 2013년 2월 19일(화) 저녁7 시 00분 

-장소: GMU 채플실(미라클 센터 1층) 

2.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를 발급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학생증 및 도서관 

ID카드 신청서(문서서식에서 다운로드가능)를 작성 하시어 도서관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 제출하신 사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2월 22일 까지 신청하신 

분은 무료이며 이후에 신청하시거나 분실 및 재 신청인 경우 $2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도서관 ID가 없으시면 도서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3. 도서 반납 연체료 및 분실 도서 부과 안내  

연체료 및 분실도서(Fines & Lost Books)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책은 기간 전에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납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하루에 책 한 권당 25센트의 연체료가 있으며, 자료가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책 한 권당 현재가격+$5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2013 봄학기 Syllabus (강의소개서) 와 Book List (교재 리스트) 

2013 봄학기 Syllabus (강의소개서) 와 Book List (교재 리스트)가 

강의 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GMU 강의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 하신 후 2013 Spring 봄학기 리스트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과서 구입 문의-은혜서점(Tel: 714-393-5451, 

714-446-1006) 

5. 저녁 식사 쿠폰 안내 

저녁 식사 쿠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신 

분들은 재무처에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강 신청 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별도로 한 학기 13 장/$50 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김요셉 식당 책임자 학우) 

6. 1098- T Tuition Statement 개인별 세금 보고용 등록금 납부 상태 

증명서 우편발송 완료 안내  

개인 세금 보고용 1098-T Tuition Statement 증명서가 준비되었으며 

직접 픽업하지 않으신 분은 모두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재무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7. 도서관 및 행정 보조 목회실습 지원자 모집       

도서관 및 행정 보조 목회실습 지원자 모집합니다. 일정과 시간은 

구자혁 행정처장님과 허동현 학생학장님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화,목 저녁 2 교시)   

8. 2013 가을 학기 성적표 발송 

2013 가을 학기 성적표를 개인별로 학교에 등록된 E-mail로 발송해 

드립니다. 메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E-메일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홈페이지의 온라인 서비스메뉴를 

통해서 변경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9. GMU 유학생 설명회 안내 

GMU 유학생 비자 학생들에게 필요한 SEVIS 업무와 CPT, OPT, Social 

신청 및 세금보고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회 및 유학생이 알아야 할 

비자 및 이민법 설명회를 실시 예정이오니 유학생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못 참석하는 경우 가족, 친지, 친구가 꼭 

대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 2013 년 3 월 14 일 목요일 (오후 3 시), (317 호 강의실)  

-SEVIS 준수 및 유의 사항, CPT, OPT 안내 (허동현 교수) 

-Social Number 및 Tax Return 절차와 이해 (구자혁 행정처장) 

-유학생이 알아야 비자 및 이민법 (김한주 이민법 변호사)  

10. Federal Financial Aid (정부학비보조) 설명회 

Federal Financial Aid (정부학비보조) 설명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학비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진행 순서, 해당 범위, 준수 사항 

등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자: 2013 년 3 월 21 일 목요일 (오후 3 시),  

-장소: MC317 호 

11. 2013 봄 학기 학생 기도회 안내 

2013 봄 학기 학생 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학생은 졸업 전까지 2 회 이상 필히 참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시간: 2013 년 3 월 22 일(금)저녁 7:30- 3 월 23 일 (토)오전 

-장소: 은혜 기도원 

-특별순서: 산상기도회 및 예배, 친교, 바비큐 파티 

12. Federal Financial Aid (정부학비보조) 신청자 개별 면담 

Federal Financial Aid (정부학비보조)신청하신 분들은 학비 정산 및 

개인별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 구자혁 행정처장 

-상담일정: 월, 화, 목 오후 2시 – 오후 9시  

* 꼭 일정을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학교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GMU School News  

GMU 후원자 명단(Sept 11,2012 –Feb 8,2013) 

후원교회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최혁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미주비젼교회 (이서 목사) 

샌디에고갈보리교회(김상민 목사), 예수사랑은혜교회(하만진 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목사), 생수의 강 선교교회 (안동주 목사), 

갈보리복음교회 (나두호 목사), 센디엔고 사랑교회(박병섭 목사)  

후원자 
육정모,육용복, 안승연, 이창수, 이달은, 박재임, 염동해,김태원, 박근중, 

구본철, 이현범, 강태녀 등 

============================ 

GMU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