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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yheîl{a/-~ve(b.
우리 하ㄴ님의 이름으로

,

시편 20편 번역, 이 대선 목사

`dwI)d"l. rAmïz>mi x:Ceªn:m.l;

WTT

Psalm 20:1

다윗의 시편, 성가대 지휘자에게

hr"+c' ~AyæB. hw"hy>â ^ån>[;y:)

2

시련의 날에, 여바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나이다.

`bqo)[]y: yheìl{a/ Ÿ~veÛ ^ªb.G<f;y>÷
야곱의 하ㄴ님의 이름이 당신을 안전하게-높이-들어-올리시기를 바라나이다.

vd<Qo+mi ^ïr>z>[,-xl;(v.yI

3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후원군을 당신에게 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d<)['s.yI !AY©CimiW÷
｢치욘으로부터｣03 그 분께서 당신을 지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t,_xon>mi-lK' rKoïz>yI

4

그 분께서 당신의 모든 곡식제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나이다.

`hl's,( hn<åV.d:y> ^ßt.l'A[w>
｢당신의 번제를｣03 기름진-것으로-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쎌라).

^b,_b'l.ki ^ïl.-!T,yI)

5

그 분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처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aLe(m;y> ^ït.c'[]-lk'w>)
그리고 ｢당신의 모든 전략을｣03 그 분께서 성취하시기를 바라나이다.

^t,ª['WvÜyBi« Ÿhn"ÜN>r:n>

6

우리는 당신의 승리로 울려퍼지도록 소리치겠나이다.

lGO=d>nI Wnyheîl{a/-~ve(b.W
｢우리 하ㄴ님의 이름으로｣03 우리는 기를 세우겠나이다.

`^yt,(Ala]v.mi-lK' hw"©hy>÷ aLeî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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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ㅎ바님께서 당신의 모든 청원들을 성취하시기를 바라나이다.

yTi[.d:ªy" hT'Û[;

7

이제는 내가 아노라!

Axïyviñm. hw"©hy> Ÿ[;yviîAh yKiÛ
여ㅎ바님께서 그의 기름부으신 자를 구원하신 줄을,

Av+d>q' ymeäV.mi WhnE[]y:â
거룩한 그의 하늘들로부터 그 분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실 줄을

`An*ymiy> [v;yEå tArªbug>Bi÷
그의 오른 손의 구원의 능력들로 ,

~ysi_WSb; hL,aeäw> bk,r<b'â hL,aeä

8

더러는 4륜 마차들을, 그리고 더러는 말들을,

`ryKi(z>n: Wnyheäl{a/ hw"ßhy>-~veB. ŸWnx.n:¦a]w:
그러나 <우리는>02 ｢우리 하ㄴ님 여ㅎ바님의 이름을｣03 찬양하도록 하겠노라!

Wlp'_n"w> W[år>K' hM'heâ

9

｢그들은｣03 굴복하고 쓸어질 것이다,

`dd")A[t.NIw: Wnm.Q;÷ª Wnx.n:ïa]w:
그러나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굳세게 설 것이다.

h['yvi_Ah hw"ïhy>

10

여ㅎ바님이시여! 승리를 주소서!

`Wnae(r>q'-~Ayb. WnnEï[]y: %l,M,ªh;÷
우리가 부르는 날에, ｢/이/그\ 왕으로 하여금｣03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소서!

코레누

시편20:1 다윗의 시편, 성가대 지휘자에게
시편20:2 시련의 날에, 여바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야곱의 하ㄴ님의 이름이 당신을 안전하게-높이-들어-올리시기를 바라나이다.
시편20:3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후원군을 당신에게 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치욘으로부터｣03 그 분께서 당신을 지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시편20:4 그 분께서 당신의 모든 곡식제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당신의 번제를｣03 기름진-것으로-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쎌라).
시편20:5 그 분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처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전략을｣03 그 분께서 성취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시편20:6 우리는 당신의 승리로 울려퍼지도록 소리치겠나이다.
｢우리 하ㄴ님의 이름으로｣03 우리는 기를 세우겠나이다.
여ㅎ바님께서 당신의 모든 청원들을 성취하시기를 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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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20:7 여ㅎ바님께서 그의 기름부으신 자를 구원하신 줄을,
거룩한 그의 하늘들로부터 그 분께서는, 그의 오른 손의 구원의 능력들로,
그에게 응답하실 줄을, 이제는 내가 아노라!
시편20:8 더러는 4륜 마차들을, 그리고 더러는 말들을,
그러나 <우리는>02 ｢우리 하ㄴ님 여ㅎ바님의 이름을｣03 찬양하도록 하겠노라!
시편20:9 ｢그들은｣03 굴복하고 쓸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굳세게 설 것이다.
시편20:10

여ㅎ바님이시여!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는 날에, ｢/이/그\ 왕으로 하여금｣03

시편 20편 개요.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소서!

이대선 목사

이쓰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낭독해 온 전쟁 출군 낭독 시편이다.
사상17:45, 다윗과 골리앗; 사하8:4, 10:18, 씨리아 군대(700 대의 4륜마차, 4만 마병들)

첫 대지, 백성들의 기도문
시편 20:1, 전터에 나가기 전에 성가대 지휘자가 인도하는 승리의 개가
시편 20:2, 백성들이 야곱의 하ㄴ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들어-올려 보호하시라고 기도
하다.
시편 20:3, 백성들이 성소로부터 치욘으로부터 왕을 후원하시라고 기도하다.
시편 20:4, 백성들이 곡식제물들을 기억하시고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라고 기도하다.
시편 20:5, 백성들이 왕의 모든 전략을 왕의 뜻대로 성취되라고 기도하다.
시편 20:6, 백성들이 우리 하ㄴ님의 이름으로｣03 기를 세우겠다고 기도하다.

둘 째 대지, 왕의 응답문
시편 20:7, 왕이 여ㅎ바님께서 기름부으신 자를 구원하신 줄을, 알았다고 선포하다.
시편 20:8, 왕이 우리 하ㄴ님 여ㅎ바님의 이름을 전터에서 자랑하겠다고 선포하다.
시편 20:9, 왕이, 원수는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한다고 선포하다.

셋 째 대지, 백성들의 응답문
시편 20:10, 백성들이, 왕이 여ㅎ바님의 승리로서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다.

하ㄴ님의 이름, 여ㅎ바님의 이름, 성경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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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ㄴ님의 가족명,
[ㄹ]:

~

돌림철자

하ㄴ님 가족명 돌림철자 m(ㅁ)(the family tree letter), 아브라함의 이름풀이
하ㄴ님
~yhiêl{a/
아담
마하랄엘
머투쏼라흐
머투쏴알
라메흐
노아흐
쐼
함
예페트
예페트
티라쓰
투발
메쐬흐
마다이
마고그
고메르
미츠라임
나프투힘
아나밈
러하빔
루디임
테라흐
하란
나호르

~d"îa' (아버지, 3901 B.C
lael.l;hm] ; (3506 B.C
`xl;v'(Wtm. (창세5:21, 3214 B.C
laev'Wtm. (3214 B.C
%m,l+" (3027 B.C, 창세4:18
x:nO© (아버지, 2845 B.C, 창세5:29
~veÞ (2345 B.C
~x'ä
tp,yò<
tp,y<ë (아버지
`sr"(yti
lb't_ u
%v,m,Þ
yd:Þm'
gAgëm'
rm,GOæ
~yIr:c.mi (아버지, ~x'ä 아들, 창세10:6,
`~yxi(Tup.n:
~ymi²n"[]
~ybihÞ 'l.
~yYIdIWl.
xr;Tñ, (아버지 2025 B.C, 창세11:24
`!r")h,'
rAxàn,"

역상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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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

~r"êb.a;

싸라

hr"Þf'
`~h'(r"b.a; (아버지
hv,m (아버지 1528 B.C, 출에2:10
!Avm.vi (1108 B.C, 사사13:24
laeWmv. (1069 B.C, 민수34:20
dwI±D" (아버지 1041 B.C, 룻기4:17
!nO©m.a;
~Alv'ybia]
[:Wvß-tb; (어머니
a['m.viû
bb'úAv
!t'Ûn"
hmolv{ . (972 B.C, 사하5:14
zp'y_ lia/ (1010 B.C, 아버지 창세36:4,
`qlem( '[]
[n"mï .ti
zn:ßq. ~T'ê[.g:
ypiäc. rm'Aa
!m"ÜyTe
~['îb.x;r> (931 B.C, 왕하11:43
~['b.r"y" (931 B.C, 왕하11:26
hy"ïcm. ;a] (796 B.C, 왕하11:22
sAmê[' (762 B.C, 아모1:1
#Ama' (이사야의 아버지
Whyò"[v. y; > (아버지 762 B.C, 왕하19:2
bWvåy" ra'vÞ .
`zB;( vx'î ll'Þv' rheîm;
hV,ønm: . (697 B.C, 왕하4:13
!moåa' (643 B.C, 왕하22:26

아브라함
모쐬ㅎ
쓈쑌
쎠무엘
다비드
암논
아비쏼롬
바트쓔아
쓈아
쑈바브
나탄
쎨로모
엘리파즈
아말레크
팀나
가ㅇ탐 커나즈
오마르 처피
티만
러하브암
야라브암
아마츠야
아모쓰
아모츠
여쏴야후
쑈아르 야쑤브
마헤르쏼랄 하씌바즈
머나쎄ㅎ
아몬

(1955 B.C, 창세17:5

역상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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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mß r. >yI (627 B.C, 왕하23:31
~yqIy+ "Ahy> (608 B.C, 왕하23:34
hy"m.x,n>û (445 B.C, 에즈2:2

이르머야후
여호야킴
너헴야

`lae( WnM'î[i

임마누엘

`^yTi(t;n> ~yIßAG !Amïh]-ba; yKi² ~h'êr'b.a; ^m.vi hy"Üh'w> ~r'_b.a; ^ßm.vi-ta, dA[± areîQ'yI-al{w>
먼저 히브리어를 죽 읽어 내려간다. 다음에는 연대표를 죽 읽어 내려간다. 그리고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m(ㅁ)

family tree letter 가족명 돌림철자가 이스라엘 역

사와 구약성경에 미친 어마한 영향력을 묵상해 보면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족보와 비교해 보라!
반절표(아트나흐)가 온

~r'_b.a;

아브람까지가 상반절이다. 이름

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상반절이다.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다. 그리고 이름

~r'_b.a;

~r'_b.a;

~r'_b.a;

아브람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은

아브람은 아브람의 친 아버지인

“고귀하신” 테라씨를 연상케 한다고 본다면, 아브람이란 이름은 늘 과거로 돌아가
게 하는 이름이다. 아브람은 고귀한 가정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다.
하반절에 나오는

~yIßAG !Amïh]-ba;은

!Amïh]-ba;

아브하몬의 뜻은 “..의 군중의 아버지”다.

”나라들의 군중들의 아버지“란 뜻이다. 이제부터 이름 아브라함

을 풀어보자.
이름

~h'êr'b.a;

아브라함은

!Amïh]-ba;

아브하몬과

~r'_b.a;

아브람의 합성어다.

~r'_b.a; 아브람에서 -r"-(ㄹ)를 가져다가, !Amïh]-ba; 아브하몬 중간에 넣으면
mïh]-r"-ba; 아브+(ㄹ)+함 = ~h'rê 'b.a; 아브라함이 된다. 따라서 ~h'êr'b.a; 아브라함
은 mïh]-ba; 아브+함에다 -r"-(ㄹ)를 넣어 나온 이름이다.
그러면, ~r'_b.a; 아브람에서 특히 r(ㄹ) 철자를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저 옛
날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을 때다. 그래서 모음은 털어버리고 자음철자만
가지고 예기하는 것이 오리려 편하다. 아브람의 아버지 이름이

xr;Tñ,

테라흐다. 이

-r-(ㄹ) 철자가 들어 있다. xr;Tñ, 테라흐는 세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
가 있었다: `!r")h' 하란, rAxàn" 나혼, ~r"êb.a; 아브람이다(창세11:26). 그리고 딸
hr"Þf' 싸라다(창세17:15). 그런데 아버지 xr;Tñ, 테라흐로부터 4명의 자녀들의 이
름 5개에 -r-(ㄹ) 철자가 빠짐없이 들어있다. 이 -r-(ㄹ)를 가족명 돌림철자 (the
family tree letter)라 칭한다. 다른 말로 말해서, xr;Tñ, 테라흐 가정은 -r-(ㄹ)
철자 돌림 가정임에 틀림없다. xr;Tñ, 테라흐는 -r-(ㄹ) 철자를 직계 가족명을 식
이름 중간에

별하는 중요한 철자로 작명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ㄴ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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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b.a; 아브람에서 -r-(ㄹ) 철자를 취해서 mïh]-ba; 아브-함에다 -r-(ㄹ) 철자를
넣어 ~h'r
ê 'b.a; 아브라함을 만드시면서도, ~h'rê 'b.a; 아브라함은 xr;Tñ, 테라흐의 직계
자식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창명하셨다. 이 점은 하ㄴ님께서도 사람이 만들어 사
용하는 공식을 사용하신 좋은 본보기가 된다.
더 나아가서,

!Amïh]-ba;

아브-하몬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

ㄴ님 가족이름 돌림철자 나열을 보면,
명의 돌림철자인

!Amïh]-ba;

m(ㅁ)자가

xr;Tñ,

테라흐의 가족명에서는 하ㄴ님 가족

m(ㅁ)자가

없다. 그러나 하ㄴ님께서는

아브-하몬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xr;Tñ,

테라흐의 가족을 하ㄴ님의

가족으로 받아 들이셨다고 본다. 하ㄴ님 가족의 돌림철자
사용하면서

xr;Tñ,

~d"îa'

아담으로 시작해서 27절에선

아브라함이 마지막 글자로 끝난다. 역상1:1-27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가족명 돌림철자(the family tree letter)를
tp,y<ë

m(ㅁ)이나 -r-(ㄹ)를

테라흐의 증조부의 아버지 이름들로 소급해 올라 갈 수 있을가?

역상1:1-27에 보면, 1절의 첫 글자가

`~h'(r"b.a;

들어 있는

예페트 자식 7명 중에서

%v,m,Þ

멜레흐,

찾아보자. 역상1:5에선, 노아의 아들

yd:Þm'

마다이,

gAgëm'

마고그,

rm,G고
Oæ 메

~(ㅁ)를 돌림철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tp,y<ë 예페트와
`sr"(yti 티라쓰, lb't_ u 투발은 t(ㅌ)를 돌림철자로 가졌다. 오직 !w"åy" 야반만 돌림
철자가 없다. 역상1:11에선, ~yIrc
: .mi 미츠라임은 4 아들들이 있었다: `~yxi(Tup.n:
나프투힘, ~ymi²n"[] 아나밈, ~ybiÞh'l. 러하빔, ~yYIdIWl 루디임. 아버지부터 자식들 모
두가 ~(ㅁ)자를 돌림철자를 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상1:36절에도 zp'y_ lia/ 엘
리파즈의 7명 아들 중, 5개의 이름들이 ~(ㅁ)를 돌림철자로 사용했다: `qlem
( '[] 아
말레크, [n"m
ï .ti 팀나ㅇ, zn:ßq. 커나즈, ~T'ê[.g: 가ㅇ탐, ypiäc. 처피, rm'Aa 오마르, !m"ÜyTe
르들 4명이

티만.
역상1장에서 찾아본 돌림철자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역상:1-27의 첫 글자가

~d"îa'

`~h'(r"b.a; 아브라함이다. 모두 ~(ㅁ)자를 돌림철자
로 가진 이름들이다. 그리고 뚜렷하게 tp,y<ë 예페트의 자식들과 zp'_ylia/ 엘리파즈의
자식들이 ~(ㅁ)를 돌림철자로 사용했다. 그러면 ~d"îa' 아담의 ~(ㅁ)자가 돌림철자
의 원조인가? ~d"îa' 아담을 지으신 ~yhiêl{a/ 엘로힘의 ~(ㅁ)이 돌림철자의 원조라
아담이고 마지막 글자가

고 본다.
흥미있는 점들은,

~yIlvñ; 'Wry>

여루쏼라임에서

[:Wvß-tb;

드에게 낳은 4명의 아들들의 이름 돌림철자로는, 어머니

바트-쓔아가

dwI±D" 다비
[:Wvß-tb; 바트-쓔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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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ㅆ)를 돌림철자로 사용했다는 점이다(역상3:5). 이는 [:Wvß-tb;
바트-쓔아의 자식들을 dwI±D" 다비드가 낳은 다른 자식들로부터 쉽게 구별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dwI±D" 다비드의 자녀들 중에서 구약에서 유명한 이
름들인 ~Alv'ybia] 아비쏼롬과 hmolv
{ . 쎨로모ㅎ에는 ~(ㅁ)자가 돌림철자로 사용되
었는데, list를 보다싶이 ~(ㅁ)자 돌림철자가 붙은 이름들이 거의 모두다 구약의
름철자중 하나인

흐름을 잡아가는 유명한 인물들이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또한
쓈아에도
름에는

dwID± 의
" 첫아들 장자 !nO©m.a; 암논과 [:Wvß-tb; 바트-쓔아의 첫아들 a['m.viû
~(ㅁ)자 돌림철자가 사용되었는데, list를 보다싶이 거의 모든 장자들 이

~(ㅁ)자

돌림철자가 사용되어 내려 온 전통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동의할

것이다. 한 마디로

~(ㅁ)자

돌림철자는 구약의 인물들과 함께 꼬리를 물고 내려

오면서 거듭거듭 사용된 전통으로, 물질적인 증거로서, 구약의 기록들을 사실로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ㅁ)자

돌림철자가 사용된 전

`zB;( vx'î ll'Þv' rheîm; 마헤르 쏼랄 하씌 바즈에서
`zB;( vx'î ll'Þv' rhEmï ; 마헤르 쏼랄 하씌 바즈 = `lae( WnM'î[i 임마누

통을 찾아내려가는 글은

끝을 맺

는다.

엘로 보

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5뷰)를 보라.

~(ㅁ)자 가지고 아담 족보에서 철자놀이를 작성한 저자는 hv,m 모쐬ㅎ
놀랍게도, hv,m 모쐬ㅎ 이름까지도 m-(ㅁ)자를 돌림철자로 가지고 있음을 본
hv,m라는 이름은 에집트 왕국의 공주가 지었다. 이 돌림철자의 비밀을 모르고
철자

다.
다.

지었지만, 하ㄴ님의 섭리라는 큰 폭 안에서 만들어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더 나

~(ㅁ)자를 가족명 돌림철자로 사용하는 전통은 이사야 시절까지 내려간
다: ~yhiêl{a/ 엘로힘 > ~d"îa' 아담 > `~h'(r"b.a; 아브라함 > hv,m 모쐬ㅎ > `lae(
WnM'î[i 임마누엘(이사7:14). 비로서 ~(ㅁ)자 돌림철자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
도의 예시적 이름이었던 `lae( WnM'î[에
i 서 끝이 났다. w. to. a;lfa kai. to. w=( o`
아가서

prw/toj kai. o` e;scatoj( h` avrch. kai. to. te,lojÅ 태초로부터, 구약이 기록되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이 되었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m-(ㅁ)자를

돌림철자

로 가졌던 이름들이었음을 진열표가 보여준다.
나는 첫 자음이요 그리고 마지막 자음이다, 첫째요 맨나중이다, 시작이요 끝

`lae( WnM'î[i 임마누엘을 가리킨다. WnM'î[i 임마누에서 [는 무성자음이기 때문에 M-(ㅁ)가 첫 유성자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음이다,는
WnM'î[i 임마누의 첫 유성자음 M-(ㅁ)자가 돌림철자로 사용된 ~yhiêl{a에
/ 서 발견된다.
첫째요,는 ~yhiêl{a/ 엘로힘이요 맨나중이다,는 `lae( WnM'î[i 임마누 엘이다. 시작이요
이다. 나는 첫 자음이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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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iêl{a/

엘로힘, 끝이다 =

`lae( WnM'î[i

임마누 엘. 돌림철자

M-(ㅁ)자로

계시

22:13 말씀을 풀어보았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은 다윗 족보에 속한다고 글을
쓴 반면에,

~(ㅁ)자

가족명 돌림철자 글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이, 하ㄴ님의 가족 중 하나인 다윗족보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 필요성
을 입증하는 글이다.
E.

`$yttn ~ywg !wmh-ba yk ~hrba $mv hyhw ~rba $mv-ta dw[ arqy-alw

글, 이대선 소망교회 찬양 선교사
P.S: Albert Einstein은 middle 이름이 없다. 아버지 이름은 Hermann Einstein.

~hrba의 ba의
~hrba에서 ba는

어린아이들이 “아ㅂ”ㅓ지라고 부르는데서 기인한다. ba는 가정
에서 “아버지”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욥기
29:16), 종인

[v'äylia/

엘리쏴는

WhY"ëliaeä

엘리야후가 불마차에 태워져서 하늘로 들

어 올려질 때 주인인 WhY"ëliaeä 엘리야후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불렀고
(왕하2:12), 또한 예루살렘과 유대의 주민을 보호하는 자를 아버지라 불렀다(이사
22:21). 더 나아가 예언자나(왕하6:21), 제사장(사사18:19), 권위를 가진자(왕하
6:21), 할아버지(창세28:13), 조상(창세10:21),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로의 아브라
함(신명26:5), 이쓰라엘의 아버지로서의 하ㄴ님을 부를 때에도 “ba”라는 칭호를
사용했었다(이사63:16). 하ㄴ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 ~rba 아브
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나라들의 군중들의 아버지”라는 뜻의
(창세17:5)

~hrba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글, 이대선 소망교회 찬양 선교사

결론
ㅁ자 돌림철자가 없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다윗왕 시편20편이 우리의 본이 된다.
돌림철자가 없는 다윗의 삶, 시편 20편에서 공통점을 찾아낸다.
하ㄴ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으로, 이름이 나의 삶 속에서
존귀함을 받고 역사하도록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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