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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장해경*

1.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관한 수정 제안
신약성경의 기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용어를 전문
적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오는 구원을 해설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울은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신
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거기서
‘의’(명사 dikaiosu,nh) 또는 ‘의롭다 하다’/‘의롭다 함을 얻다’(동사 dikaiou/n/
dikaiou/sqai)라는 중심 개념은 ‘믿음(pi,stij)’이란 용어와 다음의 세 가지 어구
중 한 형태로 연결된다: 1) evk pi,stewj (9회)1) 또는 2) dia. [th/j] pi,stewj (6회)2)
또는 3) [th/|] pi,stei (1회)3). 이 세 부사구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dikaiosu,nh
qeou/)’ ―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 에 참여하기 위
해서 반드시 ‘믿음’과 어떤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위의 세 부사구들은 해당 문맥들 가운데서 내용상 별다른 차이 없이 동의
어처럼 쓰이고 있다. 우선 evk pi,stewj와 dia. [th/j] pi,stewj가 상호교대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은 로마서 3:20과 갈라디아서 2:16의 진술들을 서로 비교해보
면 금방 드러난다.4) 이 두 부사구는 또한 로마서 5:1-2, 갈라디아서 2:16상반,
그리고 로마서 3:28에서 [th/'] pi,stei와 동의어로 나타난다.5) 바울은 이외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1) 롬 1:17; 3:30상; 5:1; 9:30하; 10:6; 갈 2:16하; 3:8, 11, 24(이외에도 롬 3:26; 4:16과 갈 3:7, 9의
o`/oi` evk pi,stewj와 롬 9:32; 갈 3:22; 5:5의 evk pi,stewj를 참조하라).
2) 롬 3:22, 25, 30하; 4:13; 갈 2:16상; 빌 3:9하(이외에도 롬 3:31; 갈 3:14, 26; 엡 2:8; 3:12, 17; 골
2:12; 딤후 3:15의 dia. [th/j] pi,stewj를 참조하라).
3) 롬 3:28(이외에도 빌 3:9하의 evpi. th/| pi,stei와 롬 4:20; 5:2; 11:20의 th/| pi,stei를 참조하라).
4) 롬 3:20(dio,ti evx e;rgwn no,mou ouv dikaiwqh,setai pa/sa sa.rx evnw,pion auvtou/( dia. ga.r no,mou
evpi,gnwsij a`marti,aj)과 갈 2:16(eivdo,tej de. o[ti ouv dikaiou/tai a;nqrwpoj evx e;rgwn no,mou eva.n mh.
dia. pi,stewj VIhsou/ Cristou/( kai. h`mei/j eivj Cristo.n VIhsou/n evpisteu,samen( i[na dikaiwqw/men
evk pi,stewj Cristou/ kai. ouvk evx e;r gwn no,mou( o[ti evx e;rgwn no,mou ouv dikaiwqh,setai pa/sa
sa,rx)을 서로 비교해 보라.
5) 롬 5:1-2(Dikaiwqe,ntej ou=n evk pi,stewj eivrh,nhn e;comen pro.j to.n qeo.n dia. tou/ kuri,ou h`mw/n
VIhsou/ Cristou/ diV ou- kai. th.n prosagwgh.n evsch,kamen th/| pi,stei eivj th.n ca,r in tau,thn evn h-|
e`sth,kamen kai. kaucw,meqa evpV evlpi,di th/j do,xhj tou/ qeou/)와 갈 2:16a(eivdo,tej de. o[ti ouv di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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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h` evk pi,stewj dikaiosu,nh (롬 9:30; 10:6), h` dia. pi,stewj dikaiosu,nh (빌 3:9),
그리고 h` dikaiosu,nh [th/j] pi,stewj (롬 4:11, 13) 등의 표현들을 사실상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믿음’-부사구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할
것인가? 언어적-문법적 차원에서만 검토하면, 이 어구들은 모두 경우에 따라
서 ‘원인적(causal)’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도구적(instrumental)’ 내지는
‘방법적(modal)’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6) 이를테면 evk pi,stewj는 ‘원인적’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because of faith, on the basis of faith), ‘방법적’/‘도구
적’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다(by means of faith, through faith).7) 마찬가지로
dia. [th/j] pi,stewj도 ― 전치사 dia,가 소유격과 결합할 때 여러 가지 뜻을 나타
낼 수 있기 때문에8) ― ‘원인적’ 의미와 ‘방법적’/‘도구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
할 수 있다. 단순 여격인 [th/'] pi,stei는 문법적으로 세 가지 번역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원인적’으로(because of faith, on the basis of
faith) 또는 ‘도구적’으로(through/by faith), 혹은 ‘방법적’으로(in the way of
faith) 해석할 수가 있다.9)
만일 우리가 위의 세 ‘믿음’-부사구들을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는 ‘원인’/‘조
건’을 가리키는 것으로(causal/conditional) 해석한다면, 그것들은 “믿음 때문
에”(because of faith)/“믿음을 조건으로”(on condition of faith)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어구들을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도구’/‘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instrumental/modal) 해석한다면, 그것들은
“믿음을 통하여”(through faith)/“ 믿음의 방식으로”(in the way of faith) 등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개신교회에서 공인받아 사용되어온 한글 개역성경(1961년,
1998년의 개역개정 포함)은 바울의 ‘이신칭의’ 진술 가운데 등장하는 위의
세 ‘믿음’-부사구들(evk pi,stewj, dia. [th/j] pi,stewj, [th/'] pi,stei)에 대하여 주로

6)
7)
8)
9)

ou/tai a;nqrwpoj evx e;rgwn no,mou eva.n mh. dia. pi,stewj VIhsou/ Cristou/) 및 롬 3:28(logizo,meqa
ga.r dikaiou/sqai pi,stei a;nqrwpon cwri.j e;r gwn no,mou)을 비교해 보라.
이 점에 관해서는 BDR, § 196, 198, 212, 223; M. Zerwick, Biblical Greek, J. Smith, trans. and
adaptation, SPIB 114 (Rome 1963=21982), § 58, 60, 112-114, 134-135를 참조하라.
BAGD, 295-298, s.v. evk ③.ⓕ; G. Lüdemann, Art. evk (evx) (EWNT I), 978.
BAGD, 223-225, s.v. dia, A. ①-⑤; A. Oepke, Art. diav (ThWNT II), 64-68; A. J. Heß, Art. dia,
(EWNT I), 712-713을 보라.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158-170, 특히 161-168; Blass and Debrunner, Grammatik, § 187202; Zerwick, Biblical Greek, § 51-6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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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번역을 취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구절들을 살펴보
면,10) 개역성경(1961년)은 evk pi,stewj와 dia. [th/j] pi,stewj를 구별하지 않은 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11회 번역하였고(롬 1:17; 3:22, 25, 30상, 30하; 4:13;
10:6; 갈 2:16상; 3:8, 24; 빌 3:9하)11), evk pi,stewj를 2회(롬 5:1; 갈 3:11), 그리
고 1회 등장하는 단순여격 pi,stei(롬 3:28)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하였다. 또
한 evk pi,stewj를 단 한 번 예외적으로 “믿음으로서”라고 번역하였다(갈 2:16
하).
그런데 이 부사구들의 번역에 있어서는 2005년에 4판이 출간된 개역개정
판조차도 개역성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두 역본 사이에서 유일하게 발
견되는 차이점은 개역성경이 갈라디아서 2:16하반의 evk pi,stewj를 “믿음으로
서”라고 번역하였던 것을 개역개정 이 어법에 맞추어 “믿음으로써”로 바꾼
것뿐이다. 한글 개역개정 의 해당 구절 번역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1. 칭의 문맥 내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말미암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
니라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
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3:30(2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
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롬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롬 10: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
셔 내리려는 것이요
갈 2:16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

10) 위의 각주 1-3을 보라.
11) 개역성경은 롬 1:17; 3:30상; 10:6; 갈 3:8, 24에서 evk pi,stewj를, 롬 3:22, 25, 30하; 4:13; 갈
2:16상; 빌 3:9하에서는 dia. [th/j] pi,stewj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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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갈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 3: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
라
빌 3:9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1.2. 칭의 문맥 내에서의 “믿음으로/믿음으로써”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 3: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 2:16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써( 개역 :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
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 3:9하 …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필자는 위의 1)항에서 인용한 바울의 칭의론적 ‘믿음’-부사구들(evk pi,stewj, dia. [th/j] pi,stewj, pi,stei)에 대한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의 통상적 번역
인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각 문맥에 따라서 “믿음을 통하여” 또는 “믿음으
로[써]”로 개정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는 번역은 우리말 독자들로 하여금 바울의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바울의 세 가지 ‘믿음’-부사구가 칭의의 ‘원인’/‘조
건’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칭의의 ‘도구’/‘방법’을 가리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해당 구문의 문법적 분석만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다. 문법적
으로는 세 구문이 모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각 경우마다 다르게
번역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의 저작
(Corpus Paulinum) 전체를 신학적으로 조망하며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
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12)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이 근거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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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가? ―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다. 우리는 심지어 ‘믿음’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게 되는 결정적인 질문은 과연 이 조건을 ‘누가’ 채우고 만족시키는가? ―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다.
이 큰 주제에 관하여 필자는 여기서 상술하지 않겠다. 다만 사람들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즉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떻게’ 처음 생기게 되는가?
라는 문제에 관하여 가장 시사하는 바가 많은 바울서신의 본문들을 주석적으
로 고찰한 이전의 연구를13)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제시하겠다. 즉, 바울의 칭
의론적 문맥에서 사용된 세 가지 ‘믿음’-부사구는 모두 근본적으로 ‘원인’/‘조
건’의 의미(propter fidem)가 아니라 ‘도구’/‘방법’의 의미(per fidem)로 해석해
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부사구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원인’/‘조건’(“왜냐하면 그가 믿기 때문에”, “만일 그가 믿는다면”, “그가 믿
는 한에 있어서”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
하는 ‘도구’/‘방식’(“믿음을 통하여” 또는 “믿음으로써” 등)을 가리키는 것으
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사구들을 거의 다 “믿음으로 말미암
아”라고 번역함으로써 ‘믿음’을 마치 칭의/구원의 ‘이유/원인’인 것처럼 생각
하도록 오도한다. 사전적으로 ‘말미암아’의 어간동사인 ‘말미암다’는 ‘…에’
또는 ‘…으로’라는 격조사와 결합하면 오로지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
인이나 이유가 되다”는 의미만을 나타낼 뿐이다.14) 아마도 한글 개역성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그 성경의 번역 당시
에 대본으로 참조하였던 중국어 성경의 영향이 아닌가 추정된다.15)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번역의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믿음에 의하여”도 합당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의하여’의 어간동사
12) 예를 들면, 바울도 빌 3:9하반에서 ‘믿음에 근거한 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h` dia.
pi,stewj Cristou/( h` evk qeou/ dikaiosu,nh evpi. th/| pi,stei) 또한 행 3:16상반도 참조하라: evpi. th/|
pi,stei tou/ ovno,- matoj auvtou/ [=Cristou/]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13) 장해경,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원(The Genesis of Saving Faith)”, ｢신약신학 저널｣ 3 (2000),
278-302. 이 졸고에서 필자가 믿음의 ‘발생/기원’에 관하여 고찰한 바울의 본문들은 롬
1:16-17; 3:21-28; 10:5-8; 15:17-19; 고전 2:4-16; 고후 2:14-7:4 (특히 3:2-3; 4:3-6); 갈 3:1-25;
엡 2:8-9; 살전 1:5-6 등이다.
14) 국립국어연구원(편), 표준국어대사전 상 (서울: 두산동아, 1999), 2040, s.v. ‘말미암다’, ①.
15) 중국어 성경들은 바울의 ‘믿음’-부사구들을 대부분 “因信”(‘믿음으로 말미암다’)으로 번역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갈 2:16a-b는 Chinese Union Version에서 “既知道人稱義, 不是因行律
法, 乃是因信耶穌基督, 連我們也信了基督耶穌, 使我們因信基督稱義, 不因行律法稱義”로,
Chinese New Version에서도 “既然知道人稱義不是靠行律法, 而是因信耶穌基督, 我們也就信
了基督耶穌, 使我們因信基督稱義, 不是靠行律法”으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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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依)하다’는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다”라
는 뜻을 나타내는데16) 그 어느 쪽의 의미를 취해도 적합하지가 않다.
차라리 조금은 애매한 “믿음으로”가 그보다 더 나아 보인다. 표준국어대
사전 은 “…으로”라는 격조사의 의미를 모두 열한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논하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의 수단·도구” 또는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 또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조사”의 세 가지 의미로 좁혀진다.17)
“믿음으로”보다 좀 더 나은 번역은 “믿음으로써”이다. “…으로써”가 더 특
수하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이기 때문이다.18)
그러나 가장 좋은 번역은 “믿음을 통하여”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전에 따르
면, “통하여”의 어간동사인 “통하다”는 크게 여덟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 그 중에서 ‘믿음을 통하다’라는 표현에 적용 가능한 것은 “어떤 물체를 매
개로 하거나 중개하게 하다”라는 뜻밖에 없다.19)
필자가 제안하는 “믿음을 통하여” 또는 “믿음으로써”라는 번역은 수많은
영어 및 독일어 성경역본들이 바울의 ‘칭의론’ 문맥에서 거의 규범적으로 채
택하고 있는 “through faith”/“by faith” 및 “durch Glauben”/“aus Glauben”이라
는 번역과 상통한다. 이 사실은 그 번역이 원문의 뜻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오랜 세월의 신학적 연구가 검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evk pi,stewj나 dia. [th/j] pi,stewj가 하나님이 주어인 능동태 동사
‘의롭다 하시다(dikaiou/n)’ 또는 사람이 주어인 수동태 동사 ‘의롭다 하심을
얻다/받다(dikaiou/sqai)’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대개 “믿음을 통하여”라고, 그
리고 가끔 더 나은 어감을 위해 “믿음으로[써]”라고 번역할 것을 강력히 추천
한다. 그 전치사 구들이 가끔 ‘의(dikaiosu,nh)’라는 명사와 결합될 때도 “믿음
에 의한 의” 또는 “믿음에서 나온 의”보다는 “믿음을 통한 의”라고 번역할 것
을 권유한다.
더 나아가 evk pi,stewj나 dia. [th/j] pi,stewj가 ‘칭의’의 문맥 외에서 등장하는
다음의 바울서신 구절들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한 개역개정 성
경을 “믿음을 통하여” 또는 “믿음으로[써]”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1.3. 칭의 문맥 외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16) 표준국어대사전 중, 4879-4880, s.v. ‘의3’, ‘의하다’.
17) Ibid., 4839, s.v. ‘으로’, ⑤- ⑦.
18) Ibid., 4839, s.v. ‘으로써’, ②.
19) 표준국어대사전 상, 6419-6420, s.v. ‘통13’, ‘통하다’, 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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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 3: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
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 3: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3: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
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엡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살전 3:7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
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딤후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 있게 하느니라

2. ‘오직’에 관한 수정 제안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원문에서 선행하는 부정적 의미의 부사(ouv( ouvk(
ouvc( ouvci, 등)나 접속사(ouvde,)나 불변화사(mh,( mhde,)나 문장(mh. ge,noito)과 연결
된 상관 접속사 avlla,나 접두사 de,를 거의 빠짐없이 “오직”이라고 번역한다.
영어로 말하자면, “not/no … but …” 형식의 구문 안에서 ‘but’에 해당하는 단
어를 “오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한 구절이 무
수히 많은데, 개역개정 은 그 오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같은 구절의 예
를 들자면, 로마서 내에서만 19곳이 발견된다:
롬 1:17하 …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
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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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롬 2:29상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롬 3:4상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7: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
이라
롬 8: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
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
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롬 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
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
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
라
롬 11: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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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 13:14 (13절의 부정적 명령과 연결되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나 ‘오직’은 부사로서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
만”이란 의미를 나타낸다.20)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본문들에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오직”이라고 번역한 곳마다 “오직”이란 단어를 생략해버리고 선행
하는 부정의 진술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든지, 전후 문맥에 어울릴 경우에는
“오히려” 또는 “그러나”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인다.

(투고 일자: 2012. 10. 11.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6.)

20) 표준국어대사전 중, 4494, s.v. ‘오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