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상식(11) 

셀 라(Selah)
   ‘셀라’라는 말은 구약 시편에 71회, 하박국에 3회 나온다. 하박국 3장에는 
찬미의 기도 중에 들어있는 것을 보아 이 말이 음악과 관계있는 용어인 것 
같다. 이 ‘셀라’라는 말을 빼고 읽어도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
움이 없음을 보아 이것이 음악 연주나 몸짓 등에 대한 신호라는 것인 듯싶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의 뜻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셀라’라는 말의 어원을 확
실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도 가장 유력하게 부각되는 히브리 어근은 
‘살랄’ 인데 그 뜻은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이다. ‘셀라’라는 말의 뜻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은 대략 세 가지이다.  
   첫째,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2,3세기 전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했는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 역’이라 한다. 이 ‘70인 역’에서는 ‘셀
라’를 ‘디압살마’라고 번역했다. 그 뜻은 ‘음악에 있어 막간 여흥’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셀라’는 ‘잠시 멈춤’, ‘간주(間奏)’, ‘더 크게’ 등을 가리키는 음악 연
주 시의 신호다.
   둘째, 아람어 해석 성경인 타르굼과 같은 유대교 전통이나 초대 교회 때 
신학자 제롬 등은 ‘셀라’의 뜻을 ‘영원히’로 보았다. 물론 어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셋째, 모빙클(Mowinckel) 같은 구약 학자는 예배에서 시편이 연주되다가 이 
단어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시로 회중이 땅에 
부복하도록 되어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설명처럼 ‘셀라’라는 표시에서는 강조를 위
해 악기를 더 세게 연주하거나 노래를 더 크게 하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
다. 그래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내가 읽고 있는 것이 운율이 있는 
시가(詩歌)로구나!”하는 생각으로 감흥을 높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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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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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 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이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시25:4-6,12,13)

   표지설명 /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정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
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1-4)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성도들

   PCUSA(미국장로교)에 속한 새크라멘토의 시온장로교회는 교단
의 동성결혼 정책과 신학의 자유주의 노선에 반대하여 시가 300
만 달러 이상의 현재의 교회 건물과 모든 교회 재산을 포기하고 
성도 97%의 찬성으로 지난 8월 30일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 PCUSA는 교회의 모든 재산이 자연히 
교단에 귀속되고 노회가 처분권을 가진다. 물론 ‘은혜로운 결별 정
책’(GDP)이 있어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재산을 유지하며 탈퇴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 교회가 속한 새크라멘토노회는 지난 5
월 정기노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 재산을 유지한 채 교단을 탈
퇴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 원천봉쇄했다. 그래 성도들은 자신들의 
헌금으로 세운 교회 건물인데 하루아침에 갈 곳도 없고 또 다시 
예배 장소를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철훈 담임목사는 성경 말씀을 버리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결정한 교단과 믿음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눈물과 땀으로 지은 성전과 교회 재
산을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한 
교인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또 청년들과 EM, 자녀들까지 300여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할지 아직 모르나 우리는 배에
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현
재 ECO(복음주의언약장로회)교단 가입을 당회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기독일보 2015.9.1. 김준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