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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의 성경 독자를 위한 번역 제안
-구약 번역 관련-

1)강소라*

본고에서는 구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충실
히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어 자체로도 쉽고 정확한 번역을 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여덟 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소제목에 제안을 간단히 제시했으며,
그 아래에는 그 제안에 해당하는 성경의 예를 한 가지 이상 들어 설명하였다.
이 제안들은 중요도 순서로 정리된 것이 아니며, 어떤 항목의 내용은 다른 항
목의 내용과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모두 원문에 좀 더 가깝
고 충실한 번역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는 제안으로서, 번역된 단어나 표현
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어 사용자들이 번역자
가 의도한 의미를 적절히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
대로 제공받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본고에 나오는 한글 번역과 장절은
개역개정 의 번역과 장절을 따랐다. 또한 참고한 한글 번역으로는 개역개
정 과 바른성경 , 영어번역본으로는 KJV, NIV, NAU, NRS, NLT, TNK가
주된 번역본이다.

1. 가능한 원문의 단어를 생략하지 않고 빠짐없이 번역하라
히브리어 접속사 w> 의 경우는 한국어로 매번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으
로 옮기면 불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문맥을 살펴 넣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창세기 16:2의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d"a' ar<P,의 번역에는
‘사람(~d"a')’이란 단어가 생략되고 ‘들나귀’로만 번역되었다. 이스마엘이 들
나귀 같은 존재라는 의미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원문에 나오는 단어의 번역을
빼지 말고 가능한 다 넣어 번역하면서 동시에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여, ‘들나
귀 사람’보다는 ‘들나귀 같은 사람’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 한세대학교 초빙교수, 구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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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히브리어 yKi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 번역본에서 번역
이 안 된 채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의미보다도 yKi가 ‘왜냐하
면’이나 ‘진실로’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번역을 하는 것
이 적절하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yKi의 번역이 생략되면 yKi 문장과 그 앞
문장이 관련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시편 4:8을 “나를 안전히 살
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로 번역하기보다는 “ …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로 옮기거나 “진실로, 나를 안전
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로 번역하면 나의 안전한 삶의 근거
가 바로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또 시편 107:1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이유를 제
시하는 yKi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정작 yKi의 번역을 생략한다면, “감사하라” 다
음에 나오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문장은 앞의
감사하라는 명령이나 권유와는 별개로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하는 문
장으로 해석되기 쉽고, 앞의 감사하라는 명령과의 관련성이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 점을 못보고 지나치기 쉽다.
또 번역에 자주 생략되는 부류에 인칭대명사나 인칭대명사 접미어가 있다.
창세기 12:1은 “ …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 ”로 번역되어,
원문에 나오는 인칭대명사 접미어인 ‘너’가 대부분 생략되었다. 하지만 원문
에 따라 “너의 땅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로 번역하면 원문
에 보다 충실한 번역이 되고, ‘너’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아브람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강조되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비슷하게, 창세기 39:10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로 번역되
었다. 그러나 원문에 따라 “ … 요셉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녀와 동
침하지 아니하였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로 번역한다면 원문에도 충
실하고, ‘그녀’가 세 번 반복된 점이 부각된 점을 쉽게 놓치지 않게 된다.

2. 가능한 원문에 없는 말을 번역에 덧붙이지 말라
개역개정 과 바른성경 모두 아가 2:7의 #P'x.T,v, d[; hb'h]a;h'-ta,을 “내 사
랑이 원하기 전에는”이라고 번역하여, 내 사랑이 솔로몬임을 넌지시 암시한
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냥 “사랑(hb'h]a;h')이
원하기 전에는”이라고 나온다. 또한 여기서 ‘사랑’은 추상명사 ‘사랑’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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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 이나 바른성경 에서 제시하는 솔로몬으로 해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더 정확한 표현으로 번역하라
창세기 30:27의 vxn는 개역개정에서 ‘깨달았다’로 번역되었지만, 원래 이
동사는 ‘점을 쳐서 알아내다’(to learn through divination; NAU, NIV, NRS,
TNK)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깨달았다’로 번역하지 말고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해야 적절하다. 또 다른 예로, 창세기
9:24의 !j"Q'h; AnB.의 !j"Q'h;은 관사와 형용사의 조합으로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Gesenius §133g). 그러므로 ‘작은’ 아들
(younger son, 개역개정, KJV)이 아니라 ‘막내’ 아들(the youngest son, NAU,
NIV, NLT, NRS, TNK)로 번역하여 정확한 의미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번역본은 욥기 29:4의 dAsB.를 원래 의미인 ‘우정’이나 ‘친밀한 관
계’로 번역했다(NIV, NLT, NRS, NAU). 하지만 개역개정 은 무슨 이유인지
‘기름’으로 번역하였다. 근거가 미비하다면, 원래 의미대로 번역하여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하겠고, 두 가지 이상 번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본문에 써주고 나머지는 각주에 넣어주어 의미의 가능성
을 열어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바로 아래에서 더 다루겠
다.

4. 한 단어나 구가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한 경우 둘 다 넣으라
4.1. 대조적이거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창세기 25:18b의 ynEP.-l[;는 ‘~의 맞은편에’(개역개정, KJV, NRS, TNK)라고
번역되었으나, 이 전치사 관용구는 ‘~의 면전에서, 앞에서’뿐 아니라 ‘~와 대
적하여’(in hostility, in defiance of: NAU, NIV, NLT)의 뜻도 갖고 있다. 창세
기 25:18하반은 16:12에 기록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었
음을 나타내는 구절로서, 16:12d와 짝을 이루는 구절이다. 창세기 16:12는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문장 모두를 병행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럴 경
우 이 전치사구의 보다 적절한 번역은 ‘~와 대적하여’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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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택하여 번역에 쓰고 각주에 나머지 하나의 번역을 제시해 주어 독자
들이 다른 의미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번역이 가능한 경우
출애굽기 17:16에 나오는 Hy" sKe-l[; dy"-yKi의 번역은 쉽지 않다. 개역개정,
KJV, NAU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이라고 번역했고, NIV는 “왜냐하면
손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들렸다”와 “왜냐하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
항하여 들렸다” 두 가지로 번역했고, NLT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항
하여 주먹을 들어올렸다”로 번역했으며, TNK는 “하나님 보좌 위의 손,” NRS
는 “하나님의 깃발 위의 손”으로 번역하는 등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번역을 제공하고 다른 번역(들)은 각주에 넣
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5. 인칭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임의로 넣지 말고 인칭대
명사 그대로 번역하라
창세기 9:27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
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에 의
하면 27하반은 27상반과 의미상 연결되는 문장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셈의 장막
에 거하는 주체가 야벳임을 은연중에 나타낸다(NIV, NLT). 하지만 원문에서
는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ve-yleh\a'B. !Kovy. Iw>)’이라고 되어 있어서, 셈의 장
막에 거하는 주체가 야벳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27하반절의 의미를 해석해서 독자에게 번역해주기 보
다는 원문에 있는 인칭대명사를 그대로 두어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덧붙여 27절 전체는 기원의 의미를 담은 세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기를,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식으로 번역하기를 제안한다.
다른 예로, 창세기 39:4상반의 wyn"y[eB. !xe @seAy ac'm.YIw:에서 wyn"y[eB.(lit. ‘그의 눈
에, 목전에’)의 ‘그의’는 몇몇 번역본에서 보디발을 가리키는 ‘그의 주인’으로
번역되거나 암시되었다( 개역개정 , 바른성경 , NLT, TNK). 그러나 ‘그
의’(KJV, NAU, NIV, NRS)라고 번역해도 충분히 보디발임을 짐작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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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굳이 ‘그의 주인’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그의’로 번역
하면 그가 단지 보디발뿐이 아닌 하나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4절과
연결되는 하반부 20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이나 간수 앞에서 얻은 은혜는
그들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tn) 하나님의 은혜(ANxi)이며 인애(ds,x,)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절의 wyn"y[eB.의 인칭대명사 접미어를 ‘그의’로 번
역한다면, 20절과 연결하여 그가 가리키는 대상이 보디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보디발의 눈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은혜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위의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가리키는 인칭대
명사 ‘그녀’는 ‘여인’ 또는 ‘그 여인’으로 번역되었다(10, 12, 13, 14절). 그러
나 ‘여인’이란 단어는 잠언 9:13의 tWlysiK.

tv,ae( 개역개정 에 ‘미련한 여인’으

로 번역됨)처럼 원문에 hV'ai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고, ‘그녀’라고 번역해
도 한국어로 다 이해 되므로, ‘여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
다.
덧붙여, 구약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특히 시편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예는
원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으로 지칭된 경우 개역개정 이나 바른성경 에서
는 ‘당신’이 아닌 ‘주’로 번역된 경우이다. 한국어로 하나님을 존칭으로 부르
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신’을 ‘주’로 번역했기 때
문에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를 때와 3인칭으로 부르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당신’
으로 부를 때에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기도나 긴밀한 관계를 나타냄을 함축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로 부를 때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언
급하거나 ‘당신’으로 부를 때와는 다른 상황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함
축된 의미를 알아채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주 여호와의 ‘주’를 의미할 때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2인칭에는 ‘당신’, 3인칭에는 ‘그’, ‘주’일 때는
‘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6. 가능한 어순이나 문법 구조를 바꾸지 말라: 특히, 어순이
나 문법 구조가 바뀌어 병행법이나 강조의 효과가 사라지
는 경우
창세기 12:1의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의 첫 마디는 “가라(^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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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개역개정 이나 바른성경 은 한국어 어순을 따라 번역하였으
므로 “가라”는 명령이 그 문장의 맨 끝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원문의
“가라!”라는 명령을 강조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너는 가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라고 번역한
다면, 한국어로도 어색하지 않고, “가라!”가 도치되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원
문과 마찬가지로 “가라!”라는 명령을 강조할 수 있다.
시편 1:2상반의 Acp.x, hw"hy> tr:AtB. ~ai yKi은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에 그의 기
쁨이 있다”라고 문자적인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문자적 번역이 한
국어로 아주 매끄럽지 않게 들릴 수는 있으나, ‘여호와의 율법’이란 구를 문장
의 처음에 둠으로써 율법을 강조할 수 있고, 2하반의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그가 밤낮으로 읊조린다”와 병행구가 되어 역시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이나 바른성경 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또는 기뻐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은 1:1과 1:2하반에서처
럼 주어를 ‘그’로 맞추고 ‘그가 ~을 하지 않는다/한다’의 구조로 맞추려는 의
도일 수 있다. 하지만 1:2상반은 1:1과 1:2하반과 병행된 의미를 가지면서도
기본 구조인 ‘주어 +동사’의 틀을 깨고 주어를 ‘그’에서 ‘그의 기쁨’으로 바꿈
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지 않고 문자적
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본다.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인 역대하 36:23의 마지막 문장은 l[;y"w>(‘올라가
라’)인데 개역개정 , 바른성경 은 이 마지막 문장을 그 앞의 문장인 AM[i
wyh'l{a/ hw"hy>(‘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와 바꿔 번역하였다.
이 두 내용은 에스라 1:3에서도 같은 순서로 나오고, 순서를 바꿔서 번역해야
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의 어순을 철저히 따르는 게 적절하다
고 본다.

7. 가능한 히브리어 수사법(병행법, 수미쌍관, 교차대구 등)을
표현하여 번역하라
시편 32편은 전체적으로 세 용어를 하나의 묶음으로 쓰는 기법을 사용하
고 있다. 특히 1-2와 5절은 시편 32편의 전체적 주제인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죄와 관련된 세 용어를 각각 사용한다.
먼저 1-2절에는 [v;P,, ha'jx
' ], !wO['의 순서로 나오고, 5절에는 ha'jx' ], !wO[', [v;P,의
순서로서 1-2절에 나오는 죄와 관련된 용어를 순서만 바꿔 반복하여,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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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5절의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역개정 은 1-2절의
[v;P,, ha'jx' ], !wO['를 각각 허물, 죄, 간사로 번역하였으나, 5절에서는 !wO['을 ‘간사’
가 아닌 ‘죄악’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5절의 죄악이 2절의 간사와 같
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게다가 5절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로 시작하는데 개역개정은 이 문장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와 순서를 바꿔 번역함으로써 원본에 나오
는 세 용어의 언어유희도 나타내지 못했고 원본의 내용도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했다.

8. 가능한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는 같은 한국어 단어로 번역하
라: 특히 반복되는 중요 단어나 언어유희 등의 예로 쓰일 때
요나 1장에는 lwj(‘던지다’)이란 동사가 네 번 나오며 반복과 언어유희의
효과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에 던지셨다(4절). 선원들이 배를 가
볍게 하려고 짐을 던졌다(5절).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12절).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15절).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
풍을 바다에 던지신 것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기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음
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개역개정 이나 바른성경 은 한국어로 표현을 매
끄럽게 하기 위해 4절의 ‘던지다’를 ‘내리시다’와 ‘보내다’로 번역했기 때문
에 독자들은 앞서 설명한 언어유희의 효과와 연결성이나 함축된 의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만다.
또 다른 예로서, 시편 1:1의 첫 단어 yrEv.a;는 ‘얼마나 행복한가!(how happy!)’
라는 뜻으로 시편 2:12의 마지막 문장의 첫 단어로 나와 수미쌍관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어는 1:1에서는 ‘복 있는’으로 번역되었고 2:12에는 ‘복이
있다’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두 단어를 유사한
뜻을 가진 각각 다른 두 품사로 이해하게 된다. 게다가 2:12의 경우에는 ‘복이
있다’가 문장 맨 끝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을 1:1과 연결시켜 이해하기 어
렵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yrEv.a;를 원래 뜻으로 번역하여 문장 맨 앞에 두어,
1:1은 ‘얼마나 행복한가! … 사람은’으로, 2:12은 ‘얼마나 행복한가! … 모든 이
들은’으로 동일하게 번역한다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국어로 도치문이 형성되어 yrEv.a;를 두드러지게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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