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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상적 언어로의 성경 번역을 위한 제안
-봐브( ) 접속사의 기능-

한동구*

1. 문제의 제기
구약성경이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밝혀내기란 쉽
지 않다. 이에 비하여 신약성경은 코이네 그리스어, 즉 민간에서 보통 사람들
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이 점은 성경을 보다 쉬운 언어로 또 일
상적 언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신학적 요구에 근거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
한 요구는 비단 성경이 기록될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경은 쉽고 일상
적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동일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쉬운 일상적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요구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위 ‘표준 성경’을 들 수 있다. ‘표준 성경’이란 예
배나 성경 교육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으로, 이는 마치 계시의 표
준과 같아 다른 번역 성경의 사용을 방해할 뿐 아니라,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
고, 또 종교-정치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한다.
오랫동안 한국 개신교에서는 개역한글판 성경이 표준 성경처럼 여겨졌
다. 이 성경은 “소위 ‘가라사대’ 성경”이다. 그 이후에 ‘가라사대’라든지, 어려
운 한문투의 표현을 약간 개정한 개역개정판 성경이 나와 표준 성경으로서
의 개역한글판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개
역한글판 성경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서술
어는 여전히 고전사극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르매”와 같은 어투들로 가득하
다. 이런 고전적 어투로 된 서술어1)의 경우, 시제2) 인칭3) 태4) 및 전하고자 하
는 미묘한 감정5) 등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을 대부분 모호하게 만든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이러한 고전 어투가 제거된다면, 성경은 쉬운 일상어로 전
*
1)
2)
3)
4)
5)

평택대학교 교수, 구약학.
여기에서 서술어란 히브리어의 경우 동사를 말하며, 한국어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를 말한다.
과거, 현재 및 미래
1인칭, 2인칭, 3인칭 및 단수와 복수를 모두 포함함.
능동, 수동 및 사역
존칭, 평칭, 하칭 등의 표현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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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어와 한글 사이에
는 문법구조가 달라,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
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법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전하고
자 하는 의미나 상황이 다소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봐브( )-접속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유의해야 하는 특수
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히브리어 봐브-접속사는 대등한 단어나 문장을
연결할 때 ‘와(과)’ 혹은 ‘그러나’의 의미로 사용한다.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
아닌, 봐브-접속사를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경우, 병렬적으로 연결
된다. 이렇게 연결된 문장을 한국어에서는 중문이라 부른다.
히브리어에서는 봐브-접속사를 사용한 중문이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
지 않은 경우에 복문으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복문이란 한 문장에 대
등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문을 통하여 다양하게 연결되는 경우를
말한다. 복문에서는 ‘주문장-부문장’ 혹은 ‘부문장-주문장’의 구조를 이루고 있
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7:6의 경우,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봐브-접속사를 사용
하여 중문으로 표현하였으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복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rmoale wyl'ae ~Alv'ba. ; rm,aYOw: ~Alv'b.a;-la, yv;Wx aboY"w:
개역 :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개역개정 :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안:
후새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6)
RSV: And when Hushai came to Ab’salom, Ab’salom said to him, “ … ”

위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봐브-접속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히브리어
에서는 봐브-접속사를 사용하였으므로, 대등한 두 개의 문장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어 번역문에서는 첫 번째 문장을 시
제-부문장으로 번역하여, 부문장과 주문장이 결합된 복문으로 이해하였다.
한국어 번역의 경우,7) “이르매”라는 동사적 표현을 통하여 이 미묘한 상황
을 전하고 있다.8) 두 개의 대등한 문장의 연결인지, 한 개의 부문장과 한 개의
6) 한동구, 신경향 히브리어 문법 개정 (서울: 도서출판 B&A, 2008), 44.
7) 여기에서 표준새번역 과 공동번역 은 이해를 돕는 유연한 번역으로 “원문에 충실한” 일
대일 번역과는 거리가 멀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8) 개역한글 에서 개역개정 으로의 차이는 “가로되” 대신에 “이르되”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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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장의 연결인지 이해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아마도 봐브
( )-접속사의 단순한(혹은 일차적인) 의미를 따라, 병렬적으로 연결된 문장,
즉 중문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영어 번역문과 같이 복문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후새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다
음과 같이 말했다: … .”
더욱이 영어의 경우, When과 같은 접속사가 시제부문장을 이끌고 있어, 명
확하게 부문장과 주문장이 결합된 복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When과 같은 접속사가 없으므로, 단순하게 부사어( …
때)를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봐브-접속사가 이끄는 다양한 형태의 종속문/부문장과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제-부문장(§2), 원인-부문
장(§3), 비교-부문장(§4), 결과-부문장(§5) 그리고 목적-부문장(§6).

2. 시제-부문장
앞서 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봐브( )-접속사를 통하여 두 문장이 연결
될 경우, 선행하는 문장을 시제-부문장/종속문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선행 시제, 동시시제 및 후행시제 등 모두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연속적
행위를 나타낸다. 때로는 선행 시제, 동시 시제 및 후행 시제를 나타내는 접속
사와 결합하여 시제 부문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1) 대개 동시시제는 능동분사를 통하여 표현한다(창 19:1).
창 19:1a ~dos.-r[;v;B. bveyO jAlw> br,[,B' hm'dos. ~ykia'l.M;h; ynEv. WaboY"w:
창 19:1b hc'r>a' ~yIP;a; WxT;v.YIw: ~t'ar'q.li ~q'Y"w: jAl-ar>Y:w:
개역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
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개역개정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제안: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으로 왔을 때, 그 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
는 달리 변경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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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NIV:
The two angels arrived at Sodom in the evening, and Lot was sitting in
the gateway of the city.
When he saw them, he got up to meet them and bowed down with his
face to the ground.

창세기 19:1에서는 다섯 개의 문장이 모두 봐브-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19:1상반절에서 첫 번째 문장은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으로 왔다”이
며, 두 번째 문장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이다.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
모두 두 문장이 병렬적으로 연결된 중문으로 읽고 있다. 다만 한글 번역의 경
우 “마침”이라는 부사어를 통하여 동시 시제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그<=롯>가 보았다)의 연결의 경우, 두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으
므로, 한글 번역문에서는 병렬적으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행위는 지속적 행위이며, 그가 천사들을 본 행위는 일순간의 일이므로, 두
행위를 등가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행위이다. 따라서 영어 번역에서는 둘째
문장에서 마침표를 찍고, 셋째 문장을 새로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셋째 문장과 넷
째-다섯째 문장의 연결도 시제-부문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2) 선행 시제는 열왕기하 6:32에서 잘 보여준다. 이 경우 시제-부문장에 선
행 시제를 나타내는 접속사 ~r,j,B.(-전에)가 함께 사용되었다.

~ynIqZe >h;-la, rm;a' aWhw> wyl'ae %a'l.M;h; aboy" ~r,j,B.
개역 :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개역개정 :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제안:
그 사환이 그에게 오기 전에, 그는 장로들에게 말했다.
RSV: but before the messenger arrived, Eli’sha said to the elders,
NKJV: but before the messenger came to him, he said to the elders,

3) 후행 시제는 창세기 39:5에서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시제-부문장에
후행시제를 나타내는 접속사 za'me(-이래로)가 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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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hy> %r,b'y>w: … AtybeB. Atao dyqip.hi za'me yhiy>w:
개역 :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 복을 내
리시므로
개역개정 :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 복을
내리시므로
제안:
그(보디발)가 그(요셉)에게 그의 집안을 … 감독하게 한 이래로, 야훼께
서는 축복하셨다.
RSV: From the time that he made him overseer in his house …

3. 원인-부문장
주문장에서 진술, 요구, 위협 등을 나타낼 때, 부문장에서 이에 대한 원인/
근거를 필요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근거와 이유를 이끄는 접속사가 사용되
기도 하지만, 봐브-접속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1) 주문장에서 ‘요구’를 표현한 다음에, 이에 대한 근거를 봐브-접속사로 연
결하고 있다.
대상 14:10a

~T't;n>W ~yTiv.liP. ~yYITiv.lPi .-l[; hl,[/a,h; rmoale ~yhila{ Be dywID' la;vY. Iw:
ydIy"B.
대상 14:10b ^d,y"B. ~yTit;n>W hle[] hw"hy> Al rm,aYOw:

개역 :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
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개역개정 :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
신지라
제안: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다: “제가 블레셋에게로 다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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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간다면, 당신은 그들을 저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답하였다: “올라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KJV: And David enquired of God, saying, Shall I go up against the
Philistines? and wilt thou deliver them into mine hand?
And the LORD said unto him, Go up; for I will deliver them into thine
hand.

역대상 14:10은 다윗의 질문(대상 14:10상반)과 야훼 하나님의 답변(대상
14:10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윗의 질문(대상 14:10aβγ)에서는 조건-부
문장(대상 14:10aβ: 제가 블레셋에게로 다시 올라간다면)과 주문장(대상
14:10aγ: 당신은 그들을 저의 손에 붙이겠습니까?)으로 세분화 할 수 있고; 야
훼 하나님의 답변(대상 14:10bβγ)에서는 명령문으로서의 주문장(대상
14:10bβ: 올라가라!)과 원인-부문장(대상 14:10bγ: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번역과는 달리, 한글
번역에서는 결과-부문장처럼 번역하였다.
2) 시편 60:12(히13절)에서는 주문장에서 ‘화자의 의지를 진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원인-부문장을 봐브-접속사로 연결하고 있다.9)

Wnyrec' sWby" aWhw> lyIx'-hf,[]n: ~yhil{aBe
개역 :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개역개정 :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제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대적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KJV: Through God we shall do valiantly:
for he it is that shall tread down our enemies.

9) 봐브-접속법은 원칙적으로 산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법이다. 그렇다고 시 문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법은 아니다. 다만 번역 과정에서 문법적 요소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를 산
문처럼 번역한다면, 시문장의 아름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쉬운 일상적 언어로의 성경 번역을 위한 제안 / 한동구 149

3) 창세기 22:12에서는 주문장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봐브-접속사로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근거절
이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는 yKi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봐브-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10)
12aαβ hM'Wam. Al f[;T;-la;w> r[;N:h;-la, ^d>y" xl;v.Ti-la; rm,aYOw:
12bα hT'a; ~yhil{a/ arey>-yKi yTi[.d;y" hT'[; yKi
12bβ yNIM,mi ^d>yxiy>-ta, ^n>Bi-ta, T'k.f;x' al{w>
개역 :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
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개역개정 :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안:
그는 말했다: “너의 손을 그 소년에게 뻗지 말아라, 또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조차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다.
NRSV:
He said, “Do not lay your hand on the boy or do anything to him;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since you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from me.”

4. 비교-부문장
두 사실 간의 비교를 표현할 때에도 종종 봐브-접속사로 연결하여 표현하
기도 한다.
욥 5:7

@W[ WhyBig>y: @v,r,-ynEb.W dL'Wy lm'['l. ~d'a'-yKi

10) 출애굽기 23:9에서도 봐브(w>) 접속사로 이끄는 이유절과 yKi 접속사로 이끄는 이유절이 중복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방 나그네를 너는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 너희는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이며, 또 왜냐하면(yKi)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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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 :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
개역개정 :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제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
KJV: Yet man is born unto trouble, as the sparks fly upward.

5. 결과-부문장
봐브-접속사로 이끄는 문장이 결과-부문장을 나타낼 때도 있다. 이 때의 형
태는 봐브-접속사와 당위 명령형(Jussiv)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특별히 부정
문이나 의문문에서 자주 나타난다.
민 23:19 ~x'n<t.yIw> ~d'a'-!b,W bZEk;ywI lae vyai al{
개역 :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
시도다
개역개정 :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
회가 없으시도다
제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도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는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KJV: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neither the son of man, that he
should repent
호 14:9(히10) ~[ed'yEw> !Abn" hL,ae !bey"w> ~k'x' ymi
개역 :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
느냐
개역개정 :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
느냐
제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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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 수 있겠는가?
ASV: Who is wise, that he may understand these things?
prudent, that he may know them?

민수기 23:19a에서는 주문장(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다음에 부문장을
이끄는 부사어 ‘그러므로’를 통하여 결과-부문장을 분명하게 표현하였으나,
호세아 14:9(히10절)에서는 부문장을 이끄는 부사어 ‘그러므로’ 없이, 결과부문장으로 표현하였다.

6. 목적-부문장
봐브-접속사로 이끄는 문장에서도 목적-부문장을 표현하기도 한다. 목적부문장은 부사절로서, 주문장의 한 구성 요소인 목적절과는 다른 기능을 한
다. 그 용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11) 의문문(삼하 9:1, 3), 기원문
(시 51:9) 또는 명령문(왕상 11:21) 다음에 봐브-접속사로 이끄는 목적-부문장
을 표현한다. 봐브-접속사로 이끄는 문장이 때로는 부정-목적-부문장(출
28:43; 30:20; 삼하 13:25)을 나타내기도 한다.
시 51:7(히9)

rh'j.a,w> bAzaeb. ynIaeJ.x;T.
!yBila. ; gl,V,mWi ynIsBe .k;T.

개역 :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개역개정 :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제안: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RSV: Purge me with hyssop, and I shall be clean;
wash me, and I shall be whiter than snow.
출 30:20
개역 :

Wtmuy" al{w> ~yIm;-Wcx]r>yI d[eAm lh,ao-la, ~a'boB.

11)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 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 2003), 754(§16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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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개역개정 :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죽지 않기 위해, 물로 씻어야 한다.
NIV: Whenever they enter the Tent of Meeting,
they shall wash with water, so that they will not die.

봐브-접속사로 이끄는 부문장을 한글 번역에서는 결과절로 번역하였으며,
영어 번역에서는 단순한 병렬문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결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목적-부문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
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출애굽기 30:20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어 모두 결과절로 번역하였다. 그러
나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목적-부문장으로 읽어야 한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죽지 않기 위해, 물로 씻어야 한다.”

7. 나오기
이상의 고찰에서 쉬운 일상 언어로의 성서 번역의 장애 요소를 살펴보았
다. 먼저 한국어 성경에 나타나는 고전 어투의 서술어를 일상적 어투로 전환
한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훨씬 분명할 뿐 아니라, 본문의 가독성이 훨
씬 높아져서 쉬운 독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어법과 한국어 어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봐브-접속사로 연
결된 문장을 번역할 때, 모두 병렬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부문장으로 번역한다면, 본문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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