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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1.
한국 기독교

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의 학문적 기독교 유산은 그렇

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생각
만 할 뿐 그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발표하는 것을 꺼려했다 우리는 기록으로
사상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꺼려했으며 원자료에 대하여 접근하기 위한 여
러 가지 문헌적 틀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성서번역자들이 원문
성경을 펴놓고 이제부터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혹은 제 국의 언어로 번역하려
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읽어내려 가면서 막힘없이 우리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게 번역해낸 결과에 따라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일까 하나의
단어나 구나 절을 번역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성서를 번역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면 유익
한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소개하려고 한다 특히 성서 번역과정에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문헌과 몇 가지 도구들을 소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원문성경으로부터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성서공회
문헌정보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와 각종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서번역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소
개하고 이 활용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하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헌정보학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2.
성서번역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문헌정보학적 입장

에서 보면 적어도 가지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원문정보이다
서번역의 측면에서 보면 원문정보란 번역의 대본이 되는 성경을 의미한다
번째는 그 원문을 번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생각해볼 수 있다
행본자료 연속간행물이나 논문집에 수록된 학자들의 의견 본문연구들이다

성
두
단
세

번째 정보는 우리가 번역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정보원이다 여기에는 백과사전 언어사전 명감 지도자료 콘코던스 색인과 초
록 등이 있다 이렇게 적어도 세 종류의 정보를 활용하여 하나의 대본에 의해
번역된 결과물 즉 번역성경이 발행된다 물론 번역성경은 또 하나의 원문정보가
된다 이러한 정보를 문헌정보학적으로 이것을 다시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자료를 차 정보원이 되며 세 번째의 자료를 차 정보원이라고 한
다 특히 차 정보원에 접근하기 위한 색인도구나 초록도구 문헌안내서를 차
정보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서를 번역하는데 필요한 정보원에 효율
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정보원에 대한 문헌정보학적 구분을 정의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차 정보
원래의 연구성과를 기록한 정보 즉 원문정보
를 의미하며 공식정보와 비공식정보가 있다 공식정보
란 정
보의 생산과 배포가 제도화되어 있어 정보원의 서지적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정보를 의미하며 단행본 학술지 특허자료 규격자료 회의록 등이 여기에 속
한다 비공식정보
란 정보의 생산과 배포채널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원으로 회색문헌
이라고도 하며 연구보고서 학위논
문 회의발표논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차 정보
차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소재정보
로 재가공 압축 축약 정리한 자료이다 자료의 가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용물
다양한 자료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열거하여 차 정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색인 초록 목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재포장
차 정보의 내용을 새로 가공하거나 정리한 자료로 사전
편람 연감 명감 핸드북 등이 있다
요약물

차 정보의 내용을 리뷰 혹은 다이제스트로 축약하여 특

정분야의 문헌을 분석 또는 평가한 자료로 리뷰
등이 있다

백과사전 요약

차 정보
차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정보원으로 초록
지 색인지 서지의 서지 문헌안내서 등이 있다

2.1.

CD-ROM

2.1.1. Bibleworks 5.0

년
가 처음 제작된 이후
년 판에는 개 언어로 된
권의 성서역본 개의 형태소분석 데이터베이스
개의
원어성경사전 개의 그리스 사전과 개의 히브리어 사전 또한 권의 참고 자
료를 포함한 가장 강력한 성경연구 검색도구이다 상세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
다
다양한 원문성경과 역본이 포함되어 있다
있는데
를 분석

는
개의

표준본문 칠십인역
히브리어구약본문
을 포함하고
본문 히브리어구약 칠십인역은 그 본문 자체에 모든 단어
해놓은
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리스어 히

브리어 라틴어는 물론 개의 현대역본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 스페인어 독일
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포루투칼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네덜란드어 인도네시
아어 스웨덴어 체코어 등의 번역 성경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영어성

경 즉
를 포함하고 있다
번역을 위한 성경본문연구에 필요한 차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개의 그
리스어사전과 개의 히브리어 사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의 참고자료가 포
함되어 있다

문법적 및 어형적 검색이 수월하다
은 형태분석기
와 지시어입력기
기능을 이용하여 복잡한 문법적 어형적 검색을 단순화시켜 준다 각
단어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검색하면 검색된 성경구절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각 단어로 구성된 절에 대하여 상세한 통계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형태소분
석
를 이용하여 좀더 세분된 정확한 검색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단어 단어군 절 문장 시제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다 새로운 세대의 검
색엔진으로는 시각적으로 복잡한 질문을 구성할 수 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하
여 구문분석을 통하여 가능한 한 복잡한 탐색조건을 만들어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원문성경과 사용언어의 언어장벽을 깨뜨려 준다
에는
기능이 있어서 단순히 마우스 포인터만을 사용하여 그리
스어나 히브리어단어의 어형분석을 볼 수 있으며 마우스가 움직임에 따라 그리
스어나 히브리어의 사전적 정의를 볼 수 있다
평행본문 보기가 가능하다
여러 역본 보기 기능에서 하나의 창에서 각각의 본문을 모두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보면 같다

이용자의 수준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고급이용자로 구분을 두
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역본을
에 직접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기능
성경본문의 편집이 더욱 용이해 졌다
절
및 어휘의 통계를 분석해 볼수 있다
공관복음서 대조 기능이 있다
화면의 배치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이용자가 편의대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해지고 세밀해졌다

2.1.2. Scholar's Library:

출판사항
개 이상의 성경과 성경 참고자료를 장의

데이터베이스로 제작

하고 여기에
라는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성경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참
고자료를 동시에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원문성경 이외에 번역성경으로는
영어성경만을 수록하고 있어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참고하기가 어렵다
는 점이 불편하다 이
검색엔진은
사가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의 자회사를 만들 정도로 강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만든
다

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성경연구 시작메뉴
는 성경구절 연구와 성경주제 연구
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구절 연구
창에 성경구절이나 성경구절의
이름을 입력하여 본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주제 연구
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입력하여 모든 관련 성경본문을 찾아내도록 한다

의 기본검색화면 본문연구와 주제연구
에서는 성경구절에 대한 안내와 성경본문 참고자료로 그 기
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 검색창 기본구조

평행본문 보기 모든 다른 역본들과 대조본문보기 성경본문
번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한 단어연구를 안내해주며 각 성경본문에 대한 탐색결과
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의 기타 도구들

성경본문 안내와는 달리 주석도구
에서는 원어도구 메뉴
를 사용하여 원문성경에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성경의 장별 그리고 절별로 상
세히 분석해주고 있다
개의 그리스어 사전 그리스어 히브리어 분석사전 콘
코던스 등에 수록된 설명을 자세히 볼 수 있다

2.2.

2.2.1 ATLA Religion Database
출판사항
미국신학도서관협회
의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자 서명 주제 정간물 및 학술지 여러 저자가 함
께 출판해 낸 에세이
와 논문들 종교 및 신학분야에 관한 단행본의 리뷰
에 수록된 논문의 키워드로 접근이 가능하다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성
서 고고학 문화와 사회 교회사 선교 에큐메니즘 목회 세계종교 및 종교 연
구 신학 철학 윤리학에 관한 자료에 대한
개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학술지의 목록을 보려면
을
접속하면 된다 또한 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성서학
에
관한 서지정보만을 추출하여
라는 또 다른
으로 제작하여 매년
월 출시하고 있다 이 성서학
색인데
이터베이스에서는 종의 성서학 전문학술지 에 수록된
건의 성서학 및
성서고고학에 관련된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화면구성은
와 동일함으로 여기서는
를 다루기로 한다
는 저자명 서명 성경구절 주제 학술지의 키워드로 기본검색이 가능
하며 모든 접근방법에 부라우저 기능을 이용하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또
한 검색의 정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논문의 발행연도
레코드의
형태
언어에 따라 제한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된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반출
이 가능하여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의 검색화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 검색결과 간략 화면

의 검색결과 화면

2.2.2
서울 한국신학정보연구원
년
로부터
년 가지 한국신학과 종교관련
종의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건의 서지정보와
건의 초록이 포
함되어 있다
년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년 현재
건의 서지정보와
건의 초록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전체필드의 키워드 저자명 기사명 정간물명으로의 검
색이 가능하며 권호 발행년 발행기관으로 제한검색 할 수 있다
한국신학종교정간물 색인초록
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화면을 보면 다

2.2.3 Dissertation Abstracts OnDisc: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출판사항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미국내 대학의 석박사학위 논문의 초록을 제공하는 데이
터베이스이다
건의 레코드가 수록되어 있다 주제분야와 검색필드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논문의 초록 은 물론 학위논문의
지도교수 학위수여기관 주제 학위제출자 학위논문의 물리적 사항에 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블리안 논리를 이용한 검색연산자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단어간의 간격이나 순서를 임의로 조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최근 학위를 받은 석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초록 정보는 물론
해당 논문의
페이지 까지 제공하고 있어 활용에 편리하다
에서는 종
교분야
의 석박사학위 논문
편의 초록과 첫 페이지를 온라인으
로 제공하고 있다

2.2.4 R&TA on CD-ROM: Religious & Theological Abstracts
출판사항
기독교 유대교 기타 세계종교에 관한 종교분야 학술지
여종에 에 수
록된
년부터 현재까지
건의 레코드가 수록되어 있다 년에 한번

자료가 갱신된다 검색엔진은 미국신학도서관협회의
매우 유
사하다 조합검색
의 검색식을 사용하며 저
자 논문명 성경구절 초록본문 학술지명 발행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화
면이 매우 단조로우며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간략화면에는 저자와 논문명만 보
이며 상세화면에 논문의 서지사항과 초록이 함께 보인다

2.2.5 The Catalogue de l´Ecole Biblique et Archeologique
Francaise (Catalogue of the Fench Biblical and Archaeological
School of Jerusalem)
출판사항
이 데이타베이스는
의 카드목록을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여
으로 제작한 전자형태의 서지정보이다 이것은 연구자들
이 성서학 및 고대 근동 고고학 연구에 관한 서지적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성서학에 관한
여권의 장서와
종의 학술지에 수록
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저자 제목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학술출판물
단행본 논문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서학자들은 성경의 각
책 장 절별로 주제표목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정 성경구절에
관한 깊은 서지를 가지고 있다 이 서지의
판은
에서 개발했다

2.3.

CD-ROM

2.3.1 Anchor Bible Dictionary on CD-ROM
출판사항
권으로 된
분량인
명의 국제학자들이 기고한
개의 항목
이 설명되어 있는
를 한 개의
에 수록
한 것으로 영어성경
의 본문과 사전 콘코던스를 주제 구절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아람어 독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스페인어 성
경 등의 언어별 성경검색이 가능하며 사전 소설 성경 설교 주석 등의 자료
유형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시 신약 구약 외경 혹은 오경 역사서 지
혜문학의 대주제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인용문구나 주기사항을 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시킬 수 있다

2.3.2 Thesaurus Linguae Graecae (TLG)
출판사항
데이터베이스는 캘리포니아대학이 진
행하는 프로젝트로 신약의 저자를 포함하여 호머
와
년 사이에 쓰여
진 모든 고대그리스 저자와 본문에 관한 데이터뱅크를 제작하는 것이다
는 그리스 파피루스
그리스비문
그리스 문학전집의
본문 구를 검색할 수 있으며 발행일
정경
저자 작품별
로 검색이 가능하며 한 저자나 작품을 계속해서 검색할 수 있는 자동 검색기
능이 있다 리델과 스콧의
의 그리스어 영어 사전
과 연결이 가능하며 검색결과를 저장 출력 편집할 수
있다 거의
함하고 있다

명의 저자와 그리스어로 쓰여진

편 이상의 개인 저작을 포

2.3.3 The Dead Sea Scrolls Electronic Reference Library
출판사항
사해사본의 이미지를 최초로 디지털라이즈한
의 차 버전이다 세계
적인 사본학자 임마누엘 토브
사 편집을 책임지고 있다
년
이후
개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에 대한
여 개의 이미지정보
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이미지는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영어번역도 함
께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검색방법을 사용하여 단어 혹은 구 검색을 할 수 있
으며 각각의 사본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2.3.4 The Theological Journal Library Version 5
출판사항
영어성경과
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종의 신학관련 정기간행물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분량의

개
에서는

에 포함되어 있는 학술지의 발행사명 학술지명 주제명으로 검색이 가능하
다 검색기능에는 기본검색
과 성경구절
검색기능이
있어 저자와 성경구절로 검색이 가능하며 정기간행물명을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다 주제별
성경참조별
브라우저 기능이 있
어 신속한 검색을 돕고 있다 판의 특징으로는 각 학술지의 완전 본문 각주
서평등이 수록되며 인쇄본의 페이지가 보존되어 있어 인용이 용이하다 논문내
용이나 성경본문으로의 하이퍼텍스트 점프기능이 탁월하다

2.3.5 Packard Humanities Institute (PHI) Database on CD
출판사항
는 주로

를 보완하고 있다

현재에는 펜실바니아 대학 본문 컴퓨터분석센터
가 제작한 라틴어와 원문성
아랍어와 곱트어 본문

경
의 검색이 가능하다

2.3.6 Word Biblical Commentary : 54 volumes on CD-ROM
출판사항
전 권의 내용과 네슬알란드

판

라틴 불가타 등의

개 언

어로 된 성경 본문과 각종 참고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장의
이다 본
문과 각종 참고자료를 각각의 창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링크 기능이 있다 성
경연구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쉽게 해놓았으며 강력한 검색기능
을 가지고 있다 검색엔진은
을 사용하고 있다

2.3.7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CD-ROM Edition.
출판사항
켈러와 바움가르트너
의 히브리어 사전 판을 영어
로 번역한 것을
으로 제작한 것이다 히브리어성경 벤시라 사해사본
등에서 확장한 종합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다 게제니우스
와 브라운 드
라이버 브리그
라 할 수 있다

와 같은 사전의 출판이후 눈에 띠는 사전이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3.
데이터베이스의 뛰어난 장점이라면 방대한 데이터의 검색이 빠르
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의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레코드
데이터필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이것을 토대로 개발한 검색엔진에 따라 다
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성서번역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엔진의 효율성도 각기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의 검색엔진의 기능은 매우 뛰어나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여러
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제작한 회사가 다르더라도 상당수가
혹은
라는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의 검색기능이 전자형태의 성
경과 참고자료를 찾아내고 보여주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의 검색엔진과
의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으므로 여기
서는

의 검색엔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기본 검색창에서 검색할 대상을 선택한다

기본검색의 경우 탐색문 언어 탐색유형 콘코던스 구 주제
성경책선택범위 특정 성경 책 장 절의 범위를 지정한다

자료선택

고급검색의 경우에는 기본검색보다는 탐색의 유형을 보다 세분할수 있는
선택기능과 단어목록 필터검색 형태소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연산자
를 사용하여 검색의 특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검색대상 선택창

기본 검색창

고급검색창

4.
성서번역에 있어서
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에 담겨진 수십
권의 언어사전과 주석 도표 지도 통계 다른 언어로 번역된 여러 성경들 구
문분석 콘코던스 등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형 디지털검색엔진의 개발로 성경의 각 책 장 절별로 각 구문 절 단어에 대
하여 다양한 참고자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원문성경에 쓰이는 단어
나 구 절의 정확한 분석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 성경을 완성하는 중요한 참고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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