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적 언어의 기원과 분화1)

 1) 바벨탑 사건과 언어의 혼잡

 일 년간 계속된 대홍수가 끝나고(AM 1657년, BC 2344년) 5세대를 거치면서 아라랏산 주변에 정박하

여 살아 왔던 노아의 후손들은 동남쪽으로 남하하여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두 

하천 사이의 땅’이라는 뜻) 지방인 시날평야(수메르로 고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한다. 당시에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에는 약 6,700여종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방언이 포함되지 않았고, 완전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다른 언어만을 말하고 있

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언어들이 원래는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다.2) 

 한편 시날평야는 기름진 평지에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 그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변에 성

을 쌓았으며, 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니므롯의 주도로 거대한 바벨탑(Babel Tower)

을 쌓았다고 한다(바벨론 통치 66년 되던 해는 AM 1825년, 창 조 이 후 

666,666일 지났으며, BC 2176년 7월 2일이다)3). 이러한 탑의 건설은 ‘통

합된 힘’을 과시한 통치수단이면서 ‘신에 대항하여 사람의 이름 을 내기 위

한’ 것이었으며 사람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하나

님께서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흩 어져야 하

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이름을 내 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창11:8-9)

 언어의 기원과 관련하여 언어학에서도 진화론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과거의 미개한 언어로부터 즉, 여

러 지역에서 진화된 원숭이들이 웅얼거리던 소리로부터 언어가 발생하여 이것이 각각의 진화 단계를 

거쳐 지금의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4) 그리고 결국 언어의 근원을 말해주는 성경은 

언어학적인 역사 연구 자료로 다루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의 창세기 11장은 언어에 관

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것이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

다는 것은 언어의 기원과 다양성에 대하여 말해주는 단서로서 처음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언어

로부터 바벨탑 사건이라는 혼잡을 통하여 다양한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1) 양승원, [성경과학파노라마], 성경과학연구소 2020, 6장 참고 
2) 언어학자인 최백성 박사는 [바벨탑 사건의 역사성에 대한 언어학적 증거]를 통하여 언어의 기원과 다양성을 

성경의 바벨탑사건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였던 언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다양한 언어로 나
뉘었다고 말하고 있다. 참조; http://ejmc.or.kr/ency/place/0355.html

3) E.W.Faulstich, [Bible Chronology and The Scientific Method], Chronology books 1990, pp174 참조. 또한 
AM(아담창조이후, Anno Mundi) 2117년, BC 1884년 8월 31일 야곱의 7세 때 일식 나타나며 창조이후 
773,377일 지났다.

4) 진화론에는 두 가지 인종의 기원설이 있는데 하나는 다지역 발생설(多地域 發生設)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 지역 
발생설(單一地域 發生設)이다(성경과학 파노라마 5강 인류의 기원 참조). 언어도 여러 지역의 원숭이들이 각각 
따로 유인원으로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고 그들이 쓰는 말이 지금의 언어가 되었다는 설과 한 지역에서 언어가 
기원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다양한 방언이 생겼다는 설, 두 가지 설로 나뉘어져 있다.



 2) 언어의 능력, 정보를 가진 에너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언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창1:1, 1:3).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언어)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요1:1). 이것은 언어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엄청난 능

력 곧 정보와 함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창1:1, 1:3, 요1:1)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온다(요11:43-44). 이것도 역

시 언어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요11:43-44)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는데 이것을 듣고 각 사람들

이 자기가 난 곳의 방언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며 놀라는 모습이 나타난다(행2:4-8). 이것은 바벨탑 사건

에 대한 심판으로 언어가 흩어진 것이 일시적으로 나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2:4)

 요한계시록 7장에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계

7:9-12). 이것은 영원한 언어 문제의 해결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7:9~10)

언어는 에너지이다!

 이처럼 성경은 언어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과

학에 의해 뒷받침 된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된 공식인 [E=mC²]에서 E는 에너지 

m은 물질 C는 빛의 속도를 말한다. 이것은 아무리 질량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에너지는 물질로, 물질은 에너지로 서로 변환가능하며 

소리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빛 에너지가 전기나 열에너지로 변환 가능하다는 열역학 제 1법칙<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생명체 안에서도 이러한 질량을 가진 물질과 에너지간의 상호 변환을 볼 수 있다. 그 예로써, 식물들

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만들어 내고 딱총새우는 공기방울을 만들어내는 소리

를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공기방울 속에 담아 발사 한다. 반딧불은 몸에 있는 루시퍼라아제라는 효소

를 이용하여 질소와 함께 루시페린에 작용하여 빛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원자파괴장치(Cyclotron)라는 매우 강력한 장치가 있으면 에너지를 물질로 바꾸는 일도 가능한데 진공

상태에 빛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공간에 입자와 반입자와 같은 물질이 생성된다.



 이처럼 에너지는 물질로, 물질은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말도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

으며 질량을 가진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רבד, dabar)'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첫 번째 뜻은 [말

하다, 낱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뜻으로 [물건, 물질,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말이라는 것 곧, 언어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변환 가능하므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

론에 의해 언어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3) 발음과 자모음에 따른 언어 에너지의 크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각기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발음할 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것과 적게 쓰이는 것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우리의 언어는 각 자음과 모음마다 입안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르며, 그 위치가 입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그리고 입 아래에서 천장으로 

올라갈수록 발음하는데 많은 힘이 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소리에 따라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는 것

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mam, 마마 등이다. 이것은 다른 이유도 있

겠지만 발음하기 쉬운 단어, 곧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단어 ’m‘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우는 단어는 보통 아빠, papa, dad 인데 이 것의 발음을 구성하는 ’p‘역시 입 바

깥쪽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로서 에너지가 적게 드는 단어이다.

 에너지의 양이 다른 것은 자음과 모음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난다. 자음과 모음 중에선 자음에 에너지

가 더 많이 있다. 따라서 자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모음은 쉽게 변한다. 이에 대한 예로써 히브리어

에는 모음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언어를 [섬목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모음이 달라도 뜻이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모음에 비해 자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히브리어가 지금의 

99%정도로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 

Korean 돌고래

Hebrew (Dolpin)

Chinese   海豚(Hǎitún)

Vietnam Cá heo

Greek δελφινι

Afrikaans dolfyn

Russian дельфин 

German Delphin

French dauphin

Spanish delfín

Italian delfino

English dolphin

 

Korean 길

Hebrew ( )Derek

Chinese   (道)路
Vietnam Cach/Đường
Greek δρόμος
Afrikaans straat 
Russian улица(daroga)
German Straße
French route, rue
Spanish calle 
Italian strada
English street

  또 다른 예로써 [돌고래]의 이름을 살펴보자.5) 각국의 돌고래를 뜻하는 단어들을 보면 모음은 조금씩 

변하였지만 자음은 ‘d’(ㄷ), ‘l’(ㄹ)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음은 조금씩 변화되어 나타나지만 자음은 ‘l’(ㄹ) 발음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남아 

있으며 단지 순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5) 전 세계 각국 언어의 단어들을 서로 비교해 보고 싶다면 다음의 사이트가 유용할 것이다. 
  URL; http://www.logosdictionary.org/pls/dictionary/new_dictionary.index_p 



 이런 예를 보더라도 자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고 모음만 변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음이 모음보

다 에너지가 크므로 변화도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벨탑 사건 때 어쩌면 이러한 자음의 자

리 바꾸거나 모음의 변화를 통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언어는 성조를 붙여 그 높낮이를 둠으로써, 또 어떤 언어는 어순을 바꿈으로써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

드셨을 것이다. 이는 갖은 반찬을 비빔밥에 섞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덩

어리가 큰 자음은 덩어리 채로 비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다.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가진 언어

들로 중국어가 있다. 그런데 휘파람소리로 언어체계를 갖고 의사소통을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곳

은 스페인령의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라고메라 섬이다. 

  

 라고메라 섬은 원주민들이 계곡을 가로 질러 의사 소통을 할 때 사용하던 ‘실보(Silbo, 휘파람)’라고 불

리는 독특한 휘파람 언어가 있으며 이것은 16세기 스페인 이주자들이 정착한 이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21세기 초까지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스페인의 오지 카나리아 제도. 이곳에 위치한 ‘대왕의 계곡’이라는 마을은 협곡이 많아 가까운 거리라

도 왕래가 힘들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휘파람이라고 한다. 이 마을의 특별한 공용어로 휘파람 언어

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전화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휘파람 언어를 지키기 위해 6~7년 전부터 휘파

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소리의 높낮이와 길이에 따라 다 다른 뜻을 담고 있는 휘파람 언

어를 가르치는 휘파람 선생님은 이 마을의 영웅이라고 한다.6)

 4) 각국 언어의 공통성과 에너지 보존 

 그렇다면 위의 에너지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국 언어들 특히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아닌 서

로 언어 군이 다른 언어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히브리어의 아마르[רמא, amar]는 한국말로 [말]을 의미한다. '아마르'의 발음은 'amar'이고 '말'의 

발음은 'mal'이다.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는 단순한 울림의 차이임을 고려해 보면 모음이 달라졌을 뿐 

자음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말로 [거대한]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가달[לדג, gadal]은 영어의 ‘great'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자음

끼리 연결을 해 본다면 g-g, d-t, r-l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다른 것은 울림의 차이와 발음 세기의 차이

를 고려해 보면 자음이 같다고 말 할 수 있다. 

 히브리어의 바사르[רשב, basar]는 영어의 ‘flesh', 그리고 한국어의 ‘살(sa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의 ‘basar'와 영어의 ‘flesh'는 b-f, s-s, r-l로 순서만 바뀌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영어의 ‘flesh'와 

6) 라고메라섬: 아프리카 연안 북대서양에 위치하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Canary Islands)의 섬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화산
섬이다. 15세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신 대륙 탐험을 할 때 마지막 기항지로 이용되었고 그 당시에 머

물렀던 건물은 산 세바스티안(San Sebastián)에 있으며 현재는 관관 명소로 알려져 있다. http://www.cabildogomera.org/  

   http://wizard2.sbs.co.kr/resource/template/contents/07_review_detail.jsp?vVodId=V0000330208&vProgId=1000429&vMenuId=1007857&vVodCnt1=00020&vVodCnt2=00#



한국어의 ‘sal'은 s-s, l-l의 순서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국의 단어 10개 이상을 비교하여 보자.

한글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
행복한 Happy
슬픈 sad / sarrow
폭발 Explosion
거대한 Big/Giant
고맙습니다. Thanks
안녕하세요. Hello
둘 Two
셋 Three
아버지 Father
어머니 Mother
마립간 King
소리 Sound 

 그 외의 다른 나라들의 언어들을 살펴보더라도 시간이 지나 에너지가 약한 모음은 많이 변하였을 지

라도 자음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언어의 자음들이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에너지가 클수록 변화가 적

다는 원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세계 각국의 방언들이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바벨탑 사건에 의해 수많은 언어로 나뉘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모든 세상

이 다시금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듯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을 기대해 본다(계7:9-12).7)

7)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
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
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계7: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