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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호칭의 비교와 대안 연구 

―히브리어 성경, 칠십인역과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심으로―

채은하*

1.들어가는 말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장애라는 실을

인간의 긴 역사에서 결코 피하거나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

서 장애인의 호칭 문제는 장애인에 한 집단  편견이나 무의식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런 에서 히 리어 성경(BHS)과 다양한 번역 

성경들, 이를테면 최 의 번역 성경인 칠십인역(LXX)1)을 비롯해서 최근

(1998/1999/2001) 한국교회(구교 포함)가 개정 출 해서 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세 종류의 한 공인 성경들(�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한성서공회 번역/출 )과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우리말 완역 신구약 합본 �성경� (2005)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번역 성경들에서 발견되는 장애인 호칭

들을 통해 장애인에 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인식과 태도를 어느 정도 가

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  있는 말 으로서 교회와 성

도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 이 되므로 장애인의 호칭 문제는 매우 민감하

고 요하다.2)

이것을 해 본 논문은 먼  히 리어 성경에 나타난 표 인 장애인 호

칭들을 찾아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칠십인역과 최근 개정 혹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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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을 해 히 리어 성경은 BHS를, 칠십인역은 랄 스(A. Rahlfs)가 편집한 본문을 사

용할 것이다: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슈투트가르트 히 리어 구약성서� (한국

어 서문 ) (서울: 한성서공회, 2008); A.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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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된 4개의 한  공인 성경들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장애인 호칭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1990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안  호칭들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3)

2.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과 번역들

히 리어 성경(BHS)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호칭들은 표 으로  

rWE[i, vrexe, ~Leai, x:SePi를 들 수 있다.4) 이들 가운데 첫 번째 rWE[i는 시각 장애인, 

~Leai과 vrexe는 언어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용어 x:SePi는 지

체 장애인에게 붙여진 용어들이다.5) 이 장애인 호칭들에 한 칠십인역의 

번역을 살펴보면, rWE[i는 칠십인역에서 부분 tuflo,j로 번역하고 있다. 그

리고 vrexe는 모두 kwfo,j(언어 혹은 청각 장애 혹은 모두에게 용 가능)로 

번역하고 있고, 주로 언어 장애인을 가리키는 ~Leai은 어느 특정 용어가 아니라 

다양하게 du,skwfoj, mogila,loj, a;laloj 혹은 kwfo,j 내지는 evneo,j로 번역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지체 장애인 x :SePi에 하여 칠십인역은 모두 cwlo,j로 번역하고 

있다. 이 외에 히 리어 동사 [l;c'의 분사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칠십인

역은 이 동사에 하여 모두 다른 그리스어 동사들을 수동 형태로 번역하

여 지체 장애를 묘사하고 있다(evpiska,zw 창 32:31[32]; suntri,bw 미 4:6, 7; 

avpwqe,w 습 3:19). 이것을 볼 때 히 리어 동사 [l;c'와 이를 번역한 그리스어 

용어들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장애인 호칭이 아니라 지체 장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rWE[i, vrexe, ~Leai과 x:SePi와 같은 

히 리 용어들은 히 리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표 인 장애인 호칭이며,

~Leai을 제외하고는칠십인역은 일 성있게 tuflo,j, kwfo,j와 cwlo,j로번역하

고 있다. 히 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을 요약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3) 이 문제를 해 신구약성경의 일부분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안”, 140-160; 채은하, “한  공인 성경들의 장

애인 호칭과 안-복음서와 사도행 을 심으로”, ｢성경원문연구｣34 (2014), 162-180.

4) 사해 문헌 역시 이런 네 종류의 장애인들(rWE[i, vrexe, ~Leai, x:SePi)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있다 

(1QSa 2:6). 

5) 1990년부터 정부는 장애인을 크게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장애 등

과 같이 분류하는 장애인 복지법을 따르고 있다. 성경에서 정신 장애에 한 언 은 불분명

하거나 소수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서 자주 언 되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장애에 해

당하는 장애인 호칭만을 다루려고 한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서울: 

양서원, 1997),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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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히 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에 나타난 주요 장애인 호칭들

의 <표 1>에서 본 것처럼 장애인 호칭에 한 히 리어 성경과 칠십인

역은 비교  규칙 으로 일 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성경

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과 나아가 한  공인 번역 성경들(�개역개정�, �새

번역�, �공동개정�, �성경�)의 것들을 각각 비교하면서 그 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6) 이 은 칠십인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7) 칠십인역 본문은 BHS의 것과 다르다. 

rWE[i
(‘iwwēr, blind)

vrexe
(ḥērēš, deaf)

~Leai
(’illēm, dumb)

x:SePi
(pissēaḥ, lame)

히

리

어 

성

경 

출 4:11;  19:14;

21:18; 신 27:18;

28:29; 삼하 5:6, 

8(x2); 왕하 25:7; 

욥 29:15; 시 146:8;

사 29:18; 35:5;

42:7, 16, 18, 19(x3);

43:8; 56:10; 

렘 31:8; 39:76);

52:11; 애 4:147); 

습 1:17. 

(동물에 용: 

신 15:21; 말 1:8)

출 4:11; 

 19:14; 

시 38:13[14];

58:4[5]; 사 29:18;

35:5; 42:18, 19;

43:8.

출 4:11; 

사 35:6; 

시 38:13[14]; 

잠 31:8. 

(우상에 용:

합 2:18; 

동물에 용: 

사 56:10)

 21:18; 

삼하 5:6; 5:8(x2);

9:13; 19:26[27]; 

욥 29:15; 

잠 26:7; 

사 33:23; 35:6; 

렘 31:8. 

(동물에게 용: 

신 15:21; 

말 1: 8, 13)

칠

십

인

역 

tuflo,j: 

출 4:11; 

 19:14; 21:18; 

신 27:18; 28:19; 삼

하 5:6, 8(x2); 

욥 29:15; 

시 145:8(BHS

146:8); 사 29:18;

35:5; 42:7, 16, 18, 

19(x2); 43:8(x2);

61:1; 습 1:17. 

(동물에 용: 

신 15:21; 말 1:8)

evktuflo,w: 

왕하 25:7; 사 56:10; 

렘 52:11.

kwfo,j:

출 4:11;  

19:14; 

시 37:14(BHS

38:14); 57:5(BHS

58:5); 사 29:18;

35:5; 42:18, 19;

43:8; 44:11(히

리 본문과 그 의미

가  다르다: 

한 번역은 히

리 본문을 따르고 

있다).

du,skwfoj:

출 4:11

mogila,loj:

사 35:6

a;laloj:

시 37:14 (BHS

38:14)

kwfo,j: 

합 2:18

evneo,j: 

사 56:10

cwlo,j:

 21:18; 

삼하 5:6, 8(x2);

9:13; 19:27; 

욥 29:15; 

사 33:23; 35:6. 

(동물에 용: 

신 15:21; 

말 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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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각 장애인(rWE[i)의 번역 문제

BHS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애인은 한 이든 혹은 두 이든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 rWE[i8)로서 출애굽기 4:11; 기 19:14; 21:18; 신명기

27:18; 28:29; 사무엘하 5:6, 8(x2); 열왕기하 25:7; 욥기 29:15; 시편 146:8; 이

사야 29:18; 35:5; 42:7, 16, 18, 19(x3); 43:8; 56:10; 미야 31:8; 39:7; 52:11;

미야애가 4:14; 스바냐 1:17에서 발견되고 있다.9) rWE[i는 한 무력 혹은 

무지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상황을 은유 으로 표 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도 한다. 이럴 경우 시각 장애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리키기 해서 장애 은유로 사용된 것이다(사 29:18;

35:5; 시 146:8). 이 단어는 칠십인역에서 시각장애인을 호칭하는 가장 일반

인 그리스어 tuflo,j로 거의 부분 번역되고 있지만10) 그리스어 동사     

evktuflo,w11)의 분사형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시각 장애

인에 한 표 인 히 리어는 rWE[i이고,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는 주로

tuflo,j로 번역하고 있다. 

이 게 시각 장애인 rWE[i에 하여 칠십인역은 주로 tuflo,j로 거의 기계

으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한  번역 성경들은 rWE[i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rWE[i에 하여 �개역개정�은 주로 ‘맹인’12)과 ‘보지 못하고’(사 43:8)

로 번역하고 있다. �새번역�은 ‘ 이 먼 사람’13)과 ‘못 보는 사람’14)으로,  

�공동개정�은 ‘소경’15) 혹은 ‘(앞) 못 보는 사람(장님)’16), ‘보지 못하는 

8) “rWE[i”, HALOT 1, 803.

9) rWE[i는 시각 장애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 인 형용사이고 동사는 ‘wr, 명사는 ‘awweret와 

‘iwwārôn인데 모두 시각 장애를 가리키고 있다: “rWE[i ‘iwwēr”, TDOT 10, 574-575; EDNT 3, 

377-378.

10) 출 4:11;  19:14; 21:18; 신 27:18; 28:29; 삼하 5:6, 8(x2); 욥 29:15; 시 145:8(BHS 146:8); 사 

29:18; 35:5; 42:7, 16, 18, 19(x2); 43:8(x2); 61:1; 렘 31:8; 39:7; 애 4:14; 습 1:17 (동물에 용: 

신 15:21; 말 1:8).

11) evktuflo,w는 왕하 25:7; 사 56:10; 렘 52:11에서 발견되는데 문자 으로 ‘시력을 잃다’는 뜻을 

갖고 있다. 왕하 25:7과 렘 52:11의 경우 호칭이 아닌 시력을 잃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상황

을 설명해 주고 있다. W. Bauer, W. Arndt and F. Gingrich, “tuflo,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831(이후 GELNT).

12) 출 4:11;  19:14; 21:18; 신 27:18; 28:29; 삼하 5:6, 8; 욥 29:15; 시 146:8; 사 29:18; 35:5; 

42:16, 18, 19(x3); 56:10; 59:10; 렘 31:8; 애 4:14; 습 1:17.

13)  19:14; 21:18; 신 27:18; 28:29.

14) 출 4:11; 욥 29:15; 사 29:9. 

15)  19:14; 21:18; 신명 27:18; 2사무 5:6, 8; 욥기 29:15; 이사 29:18; 35:5; 42:7, 16, 18, 

19(x2); 56:10; 59:10;  31:8; 애가 4:14; 스바 1:17.

16) 출 4:11; 시 146:8; 사 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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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7)로 번역하고 있다. �성경�에서는거의 ‘  먼 이(사람)’18)와 ‘보지 못하

는 이’(사 42:7)와 ‘  먼 이’(42:19)와 ‘두 을 뽑고’(렘 39:7)로 통일시켜 번

역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기존성경과는 달리 ‘장님’19)과 같은 단어는 거

의 빠지고 ‘소경’, ‘못 보는 사람’ 혹은 ‘맹인’으로 체 번역한 것은 장애인 

기피/차별 용어를 의식 으로 고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인 성경들은 비교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

(1998/1999/2001/2005년)에 번역(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 장애인’

이라는 립 인 호칭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한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

애인 호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각 장애인 rWE[i와 그의 번역들

실제로 rWE[i가 사용된 구 을 찾아보기로 한다. 먼  시각 장애(rWE[i)를 가

진 제사장의 제사 수행을 지하는 내용이 담긴 기 21:18의 히 리 본

문과 번역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Wrf' Aa ~rux' Aa x:Sepi Aa rWE[i vyai br'q.yI al{ ~Wm AB-rv,a] vyai-lk' yKi

1) pa/j a;nqrwpoj w-| a'n h=| evn auvtw/| mw/moj ouv proseleu,setai a;nqrwpoj 

cwlo.j h' tuflo.j…(LXX)

2) 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개역개정�)

17) 사 42:20; 43:8. 

18) 탈출 4:11;  19:14; 21:18; 신명 27:18; 28:29; 2사무 5:6, 8; 2열왕 25:7; 욥기 29:15; 시편 

146:8; 이사 29:18; 35:5; 16, 18, 43:8; 56:10;  31:8; 52:11; 애가 4:14; 스바 1:17.

19) �공동개정�(구약성경)에서 장님이라는 용어는 모두 3회 등장하는데(출 4:11; 민 16:14; 신 

28:29), 히 리어 rWE[i를 ‘장님’으로 번역한 경우는 출 4:11; 신 28:29이다. 

BHS rWE[i

LXX tuflo,j evktuflo,w

�개역개정� 맹인 맹인

�새번역�
이 먼 사람

못 보는 사람
이 멀어서

�공동개정�

소경

(앞) 못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이

앞 못 보는 소경/장님

�성경�  먼 이(사람) 이 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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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이 

먼 사람이나…(�새번역�)

4) 소경이든지 름발이든지 얼굴이 일그러졌든지…(�공동개정�)

5) 정녕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구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먼 사

람,…(�성경�)

의 구 에서 보듯이(특히  친 호칭들) 이 본문의 rWE[i가 나타나는 

기 21:18-20은 제사 행 에 합하지 않은 제사장의 자격 미달자를 언

한 것인데, 여기의 첫 번째 상이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 rWE[i이다. rWE[i는 

‘tuflo,j, 맹인, 이 먼 사람, 소경, 장님’으로 번역되고 있다. tuflo,j는 시각

장애인을 호칭하는 가장 일반 인 그리스어로서 거의 외 없이 rWE[i를 번

역한 것이다.20) 그런데 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맹인, 이 먼 사람, 소

경, 장님’과 같은 호칭들은 시각 장애인에 한 부정  의미와 뉘앙스를 담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재 공식 인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

지 않다.21) 오히려 이 용어들은 은유 으로 분별력이 없거나 인간/사물을 

제 로 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 어서 이 멀었다고 표 하는데 사

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 의 히 리어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

을 제안해 본다: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구든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곧 시각 장애인…”22)(  21:18) 

한편 rWE[i가 신체 인 시각 장애가 아니라 은유 으로 무기력하고 부도덕

한 사람에게 용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거짓 언자(사 56:10; 애 4:4)와 

이스라엘(사 42:19; 43:8)을 비난하기 하여 은유 으로 rWE[i를사용할 때도 

같이 시각 장애인으로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는 정반

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 할 때 하나님은 rWE[i를 시온으로의 귀환 명단

에 포함시키고 그들의 시력을 회복하신다(사 29:18; 35:5; 42:16; 렘 31:8)고 

20) tuflo,j는 신약성경에서 무려 50회 정도 언 되고 있는 시각 장애인에 한 표 인 호칭

이다(마 9:27, 28; 11:5; 12:22; 15:14(x3) … ; 행 13:11). 

21) http://blog.naver.com/touchhope/220427882486. 지 까지 시각 장애인은 ‘장님’, ‘ 사’, ‘소

경’ 등으로 불렸다(여 히 불리고 있다). “원래 이 같은 호칭들은 처음에는 앞 못 보는 사람

을 낮추어 사용되던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소경’은 종4품, ‘ 사’는 종8품에 해당하는 

직의 이름으로, 시각 장애인들이 이 직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때 시각 장애인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직명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각 장애인의 호칭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장님’은 조선 시  시각 장애인 기 인 ‘맹청’에서 시각 장애인들

이 손윗사람을 부를 때 존경의 뜻을 담아 사용하던 말이라 한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부정

인 상황에 빗 어 쓰이면서 이제는 비하 용어로 쓰이고 있다.”

22) 시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코가 불완 한 자, 지체가 불균형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 등이다. 이때 BHS를 비롯하여 한  번역 성경들은 시각 장애인을 가장 먼  언 한 

반면 칠십인역은 유일하게 시각 장애인보다 지체 장애인을 먼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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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 으로 표 하기도 한다. 한 특이한 것은 ‘고난 받는 종’의 역할 가운

데 한 가지는 시각 장애인에게 시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cf. 수의 사

역).23) 이 게 은유 으로 사용된 rWE[i도 역시 ‘시각 장애인’으로 번역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다. 시각 장애인을 은유 으로 표 한 스바냐 1:17과

이사야 35:5에 등장하는 rWE[i를먼  살펴보기로 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혹은 먼 사람, 소경)같이 행하

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 음이라…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지라.”(습 1:17, �개역개정�)

“그 때에 맹인(혹은 먼 사람, 소경)의 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

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사 35:5, �개역개정�) 

의 두 본문은 rWE[i에 하여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장애 은유를 사용하

고 있다. 스뱌냐의 경우 이스라엘의 무능과 무지를 실감나게 표 하기 

한 은유  rWE[i이고, 이사야의 본문 역시 반 의 상황이지만 시각 장애인의 

장애 제거를 민족의 회복을 실감나게 설명하기 해 은유 으로 표 한 것

이다.24) 이럴 경우 번역에 한 신학  주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의

미상 그 다 하더라도 원문에 있는 장애인 용어를 달리 번역하기는 어려우

므로 문자 그 로 시각 장애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번역은 가능하면 문자  번역에 충실해야 그 이후 폭 넓은 주석 -신학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는 조  다른 경우가 있는데 rWE[i를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사용

한 것으로서 BHS에서 두 곳(신 15:21; 말 1:8)이 발견된다.25) 칠십인역에서

도 마찬가지로 rWE[i를 tuflo,j로 번역하고 있는데 신명기 15:21의 한  번역

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거나 이 멀었거나(혹은 을 못 

보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신 15:21, �개역개정�) 

23) “rWE[i (‘iwwēr)”, TWOT 2, 655.

24) 채은하, “장애(인)와 치유: 온(Ohn) 신학으로서의 장애인 신학 시도”, ｢장신논단｣ 48:4 

(2016), 150, 154.

25) rWE[i 외에도 ~Leai(합 2:18; 사 56:10), vrexe(시 58:4)와 x:SePi(신 15:21; 말 1:8, 13)를 역시 사람이 

아닌 짐승(혹은 독사) 혹은 우상에게 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자 으

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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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 에서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한 성경들 모두 rWE[i에 하여

“ 이 멀었거나” 혹은 “ 을 못 보거나”로 번역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동물

에게 ‘시각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일 짐승에게 

‘시각 장애’라고 용한다면 오히려 본문 자체가 어색하고 희화될 수 있기

에 재 번역하고 있는 그 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rWE[i가 사람

에게는 ‘시각 장애인’으로, 짐승에게 용되었을 경우엔 ‘ 이 멀었다’나 

혹은 ‘ 을 못 본다’는 것으로 번역되는 것이 해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

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rWE[i를 은유 으로 사용하 을 경우 ‘시각 장애’라

는 립 인 호칭을 그 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언어 장애인(~Leai)과 청각 장애인(vrexe)의 번역 문제

BHS에서 언어와 청각 장애인에 해당하는 단어는 각각 ~Leai과 vrexe이다. 언

어 장애(인)를 가리키는 ~Leai은 출애굽기 4:11; 이사야 35:6; 56:10; 하박국

2:18; 시편 38:13[14](LXX 37:14); 잠언 31:8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주로 사람

에게 용되지만 개(사 56:10)나 우상(합 2:18)에게도 사용하고 있다. ~Leai은
칠십인역에서 어느 한 용어로 통일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하게(du,skwfoj 출

4:1126); mogila,loj27) 사 35:6; evneo,j28); 사 56:10; a;laloj29) 시 37:14(BHS 38:14);

kwfo,j 합 2:18) 번역되어 있다. 이 단어들 가운데 앞의 두 용어들은 칠십인

역에서 모두 한 번씩만 나타나는 희귀 단어들이어서 정확한 사용 범 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모두 언어 장애를 묘사하고 있다. ~Leai에 하여 한  

번역 성경들은 주로 ‘말 못하는 사람’과 ‘벙어리’로 번역하고 있다(아래의 

<표 3> 참조). 과거의 번역 성경들과 달리 ‘벙어리’라는 횟수가 고 신 

주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애

인’이라는 립 인 표 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a;laloj로 번역한     

시편 37:14(BHS 38:14)의 경우 사람에게 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역개

26) 이 그리스어는 ‘stone-deaf ’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LXX에서 단 1회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

다. 

27) mogila,loj의 의미는 아  말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포함하여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막 7:32에 나타나고 있지만 칠

십인역에서는 여기서만 한 번 나타나고 있다: “mogila,loj”, GELNT, 525. 

28) 이 단어는 ‘말할 수 없는 혹은 입을 닫은’이란 뜻을 갖고 있으나 꼭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

만을 언 하는 것이 아니며 칠십인역에서 잠 17:28과 사 56:10에 나타나고 있다: “evneo,j”, 

GELNT, 265. 

29) 이 단어는 체로 언어 장애를 가리키고 있다. 칠십인역에서 단 2곳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시 30:19(BHS 31:19)와 37:14(BHS 38:14). “a;laloj”, GELN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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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벙어리’로 번역하고 있다. ~Leai에 한 한 번역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언어 장애인 ~Leai과 그의 번역들

한편 청각 장애인을 가리키는 vrexe에 하여 칠십인역은 출애굽기 4:11;

기 19:14; 시편 58:4[5]; 이사야 29:18; 35:5; 42:18, 19; 43:8에서 언제나 

외 없이 kwfo,j로 번역하고 있다. vrexe 역시 신체 인 청각 장애 혹은 은유

으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 인 단어30)인데,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언어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모두에게 용할 수 있

는 그리스어 kwfo,j로 번역하고 있다.31) 그러나 히 리어의 경우 ~Leai은 언

어 장애인으로, vrexe는 청각 장애인으로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vrexe
와 kwfo,j에 하여 한  번역 성경들은 ‘못 듣는 자, 듣지 못하는 이, 귀 먹

은 자, 귀머거리’로 번역하고 있다(아래의 <표 4> 참조). vrexe에 하여 칠십

인역이 청각과 언어 장애인 모두를 가리키는 kwfo,j로 번역하고 있지만 한

 번역 성경들은 히 리어의 의미처럼 청각 장애인에 국한시키고 있다. 

vrexe에 한 성경들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0) “vr x ḥrš”, TLOT 2, 477.

31) kwfo,j는 언어와 청각 장애 모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언어 장애인인지 청

각 장애인인지 구분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어 장애인’을 가리키는 부

분은 마 9:32, 33; 12:22; 15:30, 31;  1:22; 11:14이고, 청각 장애인으로 이해된 곳은 마 

11:5; 막 7:32, 37; 9:25와  7:22이다. 채은하, “한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안-복

음서와 사도행 을 심으로”, 170; GELNT, 462; EDNT 2, 333.

BHS ~Leai

LXX du,skwfoj

(출 4:11)

mogila,loj

(사 35:6)

a;laloj

(시 38:13[14]

LXX 37:14)

kwfo,j

(합 2:18)

evneo,j

(사 56:10)

�개역개정�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

는(우상)

벙어리 

(개)

�새번역� 말 못하는 이
말을 못하던 

벙어리
말도 못하는 

(우상)

벙어리 

(개)

�공동개정� 벙어리 벙어리 벙어리
말 못하는 

(우상)

벙어리 

(개)

�성경� 말 못하는 이 말 못하는 이 벙어리
벙어리 (우

상)

벙어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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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각 장애인 vrexe와 그의 번역들

이처럼 언어와 청각 장애인을 가리키는 ~Leai과 vrexe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

는 출애굽기 4:11은칠십인역에서 각각 du,skwfoj와 kwfo,j로 번역되어 있다. 

~Leai에 한 du,skwfoj는 칠십인역에서 여기서만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사

으로 증에 해당하는 청각 장애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

vrexe에 한 kwfo,j는 청각 장애인 혹은 언어 장애인 둘 모두에게 용되기

에 이 구 에서 장애인 목록의 반복을 피하려면 kwfo,j는 언어 장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어번역에서도 약간의 혼란이 있다. 즉 세 개의 

어 성경(KJV, NRS와 NIV) 가운데 NIV는 히 리어 ~Leai(du,skwfoj)을 청각 

장애인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KJV와 NRS는 언어 장애인으로 번역하고 있

다: “who makes him dumb, or deaf (or seeing or blind)?” 여기에서 장애인들

의 등장 순서를 보면 차례로 ~Leai과 vrexe이다. 이 호칭들과 칠십인역과 한  

번역 성경들의 번역을 다음과 같이 비교함으로써 안  번역을 제안해 보

고자 한다:

rWE[i Aa x:Qepi Aa vrexe Aa ~Leai ~Wfy"-ymi Aa ~d'a'l' hP, ~f' ymi wyl'ae hw"hy> rm,aYOw: 

hw"hy> ykinOa' al{h] 

1) ei=pen de. ku,rioj pro.j Mwush/n ti,j e;dwken sto,ma avnqrw,pw| kai. ti,j 

evpoi,hsen du,skwfon kai. kwfo,n ble,ponta kai. tuflo,n ouvk evgw. o ̀qeo,j (LXX)

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 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개역개정�)

BHS vrexe

LXX kwfo,j

�개역개정�
못 듣는 자(사람)(출 4:11; 사 29:18; 35:5; 42:18, 19; 43:8), 귀먹은 

자(  19:14)

�새번역�
듣지 못하는 이(출 4:11;  19:14; 사 29:18; 43:8), 

귀먹은 자(사람)(사 35:5; 42:18, 19; 43:8)

�공동개정�
귀머거리(출 4:11;  19:14; 사 29:18; 35:5; 42:18, 19), 듣지 못하

는 이(사 43:8)

�성경� 귀먹은 자(이)(출 4:11;  19:14; 사 29:18; 35:5; 42:18, 19;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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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님께서 그에게 말 하셨다. “ 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새번역�)

4) 야훼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 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를 만들고 을 열어주거나 앞 못 보는 장님이 되게 

하느냐? 나 야훼가 아니더냐?”(�공동개정�)

5)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 하셨다. “ 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귀먹게 하며, 보게도 하고  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성경�) 

이런 장애인 호칭들의 비교를 통해 출애굽기 4:11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 하시기를, 가 사람에게 입을 지

어주셨는가? 가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혹은 보는 자나 시각 장애인’

이 되게 하는가? 나 여호와가 아닌가!” 이런 번역들은 가장 립 이고 표

인 장애인 호칭을 담은 본문이 될 것이다. 

덧붙여 짐승과 우상에게도 용된 ~Leai의 번역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야 56:10에서 ~Leai을 evneo,j로 번역하고 있는데, 한  번역 성경들은 모두 

‘벙어리’ 혹은 ‘벙어리 개’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에서 ~Leai은 무시와 탐욕

과 나태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개로 비유하고 한층 더하여 ‘짖

지도 못하는 개’로 표 하기 한 것이다. 이들은 짖지 못하는 개일 뿐만 아

니라 한 가지 장애를 더하여 ‘보지도 못하는 rWE[i’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 구

은 이 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스라엘의 수꾼들은 ‘보지 못

하는 자들’이요 ‘짖지도 못하는 개들’이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워 있는 

자들이요…”(사 56:10). 이 게 할 때 시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에 한 

부정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고 잘못된 지도자들의 나태와 탐욕을 비유

으로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Leai이 동물에게만 아니라 유일하게 우

상에게 용한 경우가 있는데 칠십인역은 그 ~Leai을 kwfo,j로 번역하고 있다

(합 2:18). 이것에 해 한  번역 성경들은 주로 “말도 못하는 우상”(“벙어

리 우상” - �성경�)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부분의 한 성경들이 

번역한 것처럼 “벙어리 우상”보다는 “말도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으로 두

어야 할 것이다. 비록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벙어리 우상’이라고 하게 되

면 언어 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인이 우상의 부정  특징에 개입되기 때문

이다. 

한편 잠언 31:8상반의 BHS 본문은 ‘말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Lea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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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 말해  것’을 언 하고 있는데, 칠십인역은 ‘~Leai’에 해당하는 부

분을 생략한 채 다음과 같이 달리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 으로 의 

입을 열어라.”32) 한  번역 성경들은 모두 히 리 본문처럼 ~Leai을 포함시

켜서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Leai이 나타나는 이 의 상반 은 이 게 번

역되어야 할 것이다: “ 는 언어 장애인을 해 입을 열라…”

이상과 같이 언어와 청각 장애인에 한 ~Leai과 vrexe와 이것들을 번역한 

그리스어 용어들은 체로 일 성 있게 장애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

 번역 성경은 여 히 속어 인 표 들이나 장애의 단편  상을 묘사

으로 표 하고 있다( 의 <표 3>, <표 4> 참조). 이런 부분은 차기 성경 번역

에서 장애인에 한 립 인 호칭으로 번역해야 할 것들이다. 

2.3.지체 장애인(x :SePi)의 번역 문제

BHS에서 지체 장애인을 지칭하는 표 인 단어는 x :SePi이다. 이 단어는 

기 21:18; 사무엘하 5:6, 8(x2); 9:13; 19:26[27]; 욥기 29:15; 잠언 26:7; 이

사야 33:23; 35:6; 신명기 15:21; 말라기 1:8, 1333)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칠

십인역은 모두 외 없이 cwlo,j로 번역하고 있다. x:SePi의 사  의미는

부분의 사 들이 ‘다리가 불편한’ 혹은 ‘다리를 는’ 정도의 의미만 달

할 뿐 특별한 설명을 더하고 있지 않다.34) x:SePi에 하여 장애의 상태를 어

느 정도 알 수 있는 구약의 본문이 있다. 그 는 므비보셋의 경우로써 사무

엘하 4:4를 보면 므비보셋이 장애를 갖게 된 연유를 이 게 설명해주고 있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

보셋이라 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히 도망하다가 아이

가 떨어져 게(xs;P') 되었더라”(�개역개정�). 므비보셋의 상태가 히 리어 

xs;P'의 니팔형으로 설명되고 있다(삼하 5:6, 8). 한 그는 두 발이 모두 장애

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삼하 9:13). 나 에 므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엎

드려 을 한 이 있는데(삼하 9:6), 그 다면 이 단어는 다리나 발에 장애

가 있어서 걷는 일이 불편한 것은 맞지만 걷지 못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칠십인역은 히 리어 x :SePi를 언제나 cwlo,j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

어의 뜻은 조  더 포 으로 신체 특히 다리(혹은 발)나 손이 기형이거나 

기능 으로 마비되거나 손실되어서 불편한 경우, 때로는 단순한 상처를 입

32) a;noige so.n sto,ma lo,gw| qeou/ (잠 31:8상). 

33) 신 15:21과 말 1:8, 13에서 이 단어는 모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에게 용되고 있다. 

34) “xs;P'/x:SePi”, BDB,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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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도 가리킨다.35) 이처럼 cwlo,j는 발이나 다리에 마비나 결손이 있는 

지체 장애인에게 통용되는 일반 인 호칭으로서 x:SePi와 다르지 않다.36) 그

런데 신약성경(�개역개정�)에서 이 단어는 ‘못 걷는 사람’(마 11:5; 15:30;  

7:22; 행 3:2; 8:7; 14:8)과 ‘ 는 사람’(마 15:30; 21:14; 막 9:45;  14:13, 21; 요 

5:3)으로 번역되고 있다. 더욱이 마가복음 9:45에서 사용된 cwlo,j는 단 장

애인을 지칭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x:SePi/cwlo,j는 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 

걷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리나 발(혹은 팔)의 단이나 마비이든 혹은 경미

하게 는 정도의 장애가 있든 일반 으로 다리나 발 혹은 팔의 장애가 있는 

모든 지체 장애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37)

반면 한  공인 성경들은 x :SePi/cwlo,j에 하여 조 씩 달리 하고 있는데 �

개역개정�은 주로 ‘다리 는 자’(  21:18; 삼하 5:6, 8; 9:13; 19:26; 욥 

29:15; 사 33:23; 35:6)로 번역하고 있다. �새번역� 역시 ‘다리 는 자’(  

21:18; 삼하 5:6; 9:13; 19:26; 욥 29:15; 사 33:23; 35:6)로, �공동개정�은 ‘ 름

발이’(  21:18; 삼하 5:6, 8; 19:2738); 사 35:6), ‘ 는 자’(삼하 9:13), ‘ 뚝발

이’(욥 29:15; 사 33:23)로 번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x :SePi/cwlo,j를 

모두 ‘다리 는 사람’(  21:18; 삼하 5:6, 8; 9:13; 19:27; 욥 29:15; 사 33:23;

35:6)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듯 한 성경의 번역들은 x :SePi를 칠십인역에

서 모두 cwlo,j로, 한 성경에서는 �공동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리 

는 자(사람)’로 일치시키고 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한 성경들은 

x :SePi/cwlo,j를모두 ‘다리를 는 장애인’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SePi 외에도 BHS는 지체 장애에 하여  다른 히 리어 [l;c'39)를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창 32:31[32]; 미 4:6, 7; 습 3:19). 이 단어에 한 그리

스어 번역은 다양한 동사들(evpiska,zw 창 32:32; suntri,bw 미 4:6; avpwqe,w 습 

3:19)40)의 수동 형태로 상처를 입거나 불편한 다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

35) GELNT, 457, 889.

36) H. Balz and G. Schneider, EDNT 3, 490-491.

37) 지체 장애인은 신체  결함으로 상지, 하지  척추에 마비, 단, 운동 제한 는 변형

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

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7.

38) �개역개정�의 삼하 19:26이 �공동개정�과 �성경�에는 19:27로 표기되어 있다. 

39) “[lc”, HALOT 2, 1030. 

40) evpiska,zw는 ‘다리를 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칠십인역에만 나타나고 있다; suntri,bw는 

‘깨지다’, ‘부서지다’, ‘멍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신약성경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

다(마 12:20; 막 5:4; 14:3; 9:39; 요 19:36; 롬 16:20; 계 2:27). avpwqe,w는 ‘거부, 소외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은유 으로 사용되고 있다. evpiska,zw는 불편한 다리나 몸을 나

타내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suntri,bw와 avpwqe,w는 주로 은유 으로 쫓겨나거나 거부된 상태

를 표 하고 있다. GELNT, 103,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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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단어([l;c')는 지체 장애인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라기보다는 

불편한 다리를 묘사하는 지체 장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게 x :SePi/cwlo,j가한 성경들에서 주로 “다리 는 자, 름발이, 

뚝발이”처럼 번역한 것은 지체 장애인 체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x:SePi/cwlo,j는 지체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을 포함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체 장애인’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41) 특히 2001년

에 개정한 �공동개정�은 한 곳을 제외하고는(삼하 9:13) x:SePi/cwlo,j를 모두 

“ 름발이” 혹은 “ 뚝발이”로 번역하고 있다. x:SePi/cwlo,j에 한 한 성경

들의 번역과 이들의 사용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지체 장애인 x:SePi와 그의 번역들

x:SePi가 나타나는 여러 본문들 가운데 표 으로 사무엘하 5:8하반의 본

문을 통해 x:SePi의 번역들을 비교하고 그에 한 안  번역을 제안해 보고

자 한다:

tyIB'h;-la, aAby" al{ x:SepiW rWE[i Wrm.ayO !Ke-l[;

41) 신약성경(마 11:5; 15:30, 31; 막 9:45;  7:22; 14:13, 21; 요 5:3; 행 3:2; 8:7; 14:8; 히 12:13)

에 자주 등장하는 cwlo,j는 다리나 발 혹은 팔의 단 내지는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

로 호칭하는 것이 하다는 연구가 있다. 채은하, “한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안-복음서와 사도행 을 심으로”, 167. 

BHS x:SePi
LXX cwlo,j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

다리 는 자

(사람)

 21:18; 

삼하 5:6, 8;

9:13;

19:26[27]; 

욥 29:15; 

사 33:23; 35:6

 21:18; 

삼하 5:6; 9:13;

19:26[27]; 

욥 29:15; 

사 33:23; 35:6

삼하 9:13  21:18; 

삼하 5:6, 8;

9:13; 19:27; 잠

언 26:7; 

욥 29:15; 

사 33:23; 35:6

름발이

 21:18; 

삼하 5:6, 8;

19:27; 잠 26:7; 

사 35:6

뚝발이
욥 29:15; 

사 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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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floi. kai. cwloi. ouvk eivseleu,sontai eivj oi=kon kuri,ou (LXX)

2)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

하리라 하더라(�개역개정�)

3) 그래서 ‘  먼 사람과 다리 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새번역�)

4) 이리하여 소경과 름발이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공

동개정�)

5) 여기에서 “다리 는 이와 먼 이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났다.(�성경�)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이끄는 군 가 여부스 족속을 침략하려 하자 여부

스 사람들이 어떤 경우라도 다윗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 

해 먼 사람과 다리 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군 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표 한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맹인과 다리 는 자로 하여  

루살렘의 입성을 엄격하게 하는 법을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42) 이 선

포 때문에 장애인들이 실제로 루살렘 입성을 할 수 없었는지는 알 수 없

다. 어 든 한  번역 성경들은 x :SePi/cwlo,j를 ‘다리 는 사람’ 혹은 ‘ 름발

이’로 거의 통일시켜서 번역하고 있다. 이 게 ‘다리 는 사람’, ‘ 름발이’ 

혹은 ‘ 뚝발이’와 같은 번역은 속어에 속한 차별 인 용어로서 요즘 일상

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에 성경의 언어로는 하지 않다. 따라

서 사무엘하 5:8하반은 시각 장애인 rWE[i/tuflo,j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다

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기를, ‘시각 장애

인과 지체 장애인’은 그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x :SePi와 더불어 본 연구가 선택한 모든 종류의 장애인(rWE[i,
vrexe, ~Leai)이 나타나는 이사야 35:5-6상반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구 의 장

애인 호칭들을 다른 번역들과 비교함으로써 그에 한 안  번역을 최종

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단어들을 심으로 히 리어 원문과 그의 

번역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n"x.t;P'Ti ~yvir>xe ynEz>a'w> ~yrIw>[i ynEy[e hn"x.q;P'Ti za'
~Leai !Avl. !rot'w> x:SePi lY"a;K' gLed;y> za' 

1) to,te avnoicqh,sontai ovfqalmoi. tuflw/n kai. w=ta kwfw/n avkou,sontai to,te 

àlei/tai wj̀ e;lafoj o ̀cwlo,j kai. tranh. e;stai glw/ssa mogila,lwn o[ti evrra,gh 

42) 채은하,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실과 장애인 신학의 한 시도”, ｢구약논단｣ 14 

(2008),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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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n th/| evrh,mw| u[dwr kai. fa,ragx evn gh/| diyw,sh| (LXX)

2) 그 때에 맹인의 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

며 그 때에 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는 노래하

리니…(�개역개정�)

3) 그 때에 먼 사람의 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

이다. 그 때에 다리를 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가 노

래를 부를 것이다…(�새번역�)

4) 그 때에 소경은 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 때에 

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가 풀려 노래하리라…(�공동

개정�)

5) 그때에 먼 이들은 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

때에 다리 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는 환성을 터뜨리

리라…(�성경�)

이 구 에히 리어 rWE[i, vrexe, x :SePi와 ~Leai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

데 처음 세 용어들에 하여칠십인역은 외 없이 tuflo,j, kwfo,j, cwlo,j로 번

역하고, ~Leai은 mogila,loj로 언어 장애를 묘사하고 있다. 지 까지 앞에서 제

안한 것을 기 로 이 구 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

고자 한다: “그때에 시각 장애인의 이 열릴 것이며 청각 장애인의 귀가 

들릴 것이다. 그때에 지체 장애인은 사슴처럼 뛸 것이며 언어 장애인의 

는 기뻐서 소리치게 될 것이다…” 이 게 시각, 청각, 지체 그리고 언어 장

애인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런 용어들이 재 장애인에 한 포 이고 표

인 분류이기 때문이다. 한 장애인을 호칭할 때 가능한 한 속어 이

고 특정 장애의 형태나 모습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이를테면, 지체 장애인

에 하여 뚝발이, 청각 장애인에 하여 귀가 먹은 사람으로 묘사) 이런 

표 이 종종 장애인의 장애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3.결론 및 나가는 말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에서 조사한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을 가리

키는 표 인 4개의 히 리어 용어들(BHS)과 이를 번역한 칠십인역

(LXX)의 그리스어들과 그것에 한 4개의 한  공인 성경들의 호칭들을 

비교함으로써 안  번역들43)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려고 한다.

43) 정부는 1980년 이후부터 장애인 조사를 제도 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990년부

터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장애 등을 장애인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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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장애인 호칭들의 비교와 안  번역

지 까지 보았듯이 히 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은 장애인 호칭들을 비교

 단순하고 일 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무도 다

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 원어만으로 장애의 정확한 상태나 종류를 찾는 일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 리어 성경과 칠십인역

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은 특정 장애의 모습이나 형태를 묘사하는데 집

하기보다는 일 성 있고 립 인 용어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  

번역 성경들은 최근에 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 히 속어들 혹은 부

한 표 들이거나 비하 인 언어로 장애인들을 표 하고 있다. 아마도 호

칭의 문제는 우리 말 특성상 존 와 하  그리고 비하의 어투가 뚜렷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1990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호칭들이 통일되었다고 하지

만 이런 용어들은 주로 사회복지나 장애인 련 부분에서 통용되고 있을 

뿐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한 이것들은 지 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익숙한 호칭들이 아니었기에 쉽게 사용되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호칭 문제는 인간의 역사만큼 길고, 각 시 의 정신을 담고 있다. 장애인은 

사회  편견이나 차별  시선과 제도 때문에 좌 하기도 하지만 호칭이나 

용어 때문에도 지 않게 상처를 받는다. 과거에 사용하던 많은 장애인 호

BHS 칠십인역
�개역개 �

(1998)

�새번역�

(2001)

�공동개 �

(1999)

� 경�

(2005)

대안  

번역

rWE[i tuflo,j

맹인,

눈이  사

눈이  사

,

못 보는 사

경,

눈  이(사

),

못 보는 사

눈  (이)

사

시각 

장애인

~Leai

du,skwfoj

mogila,loj

a;laloj

evneo,j

kwfo,j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혀)

벙어리,

말 못하는 이

벙어리,

말 못하는 

이(자)

언어 

장애인

vrexe kwfo,j

못 듣는 자

귀 은 자

듣지 못하는 

자

귀 은 자

귀 거리 귀 거리

듣지 못하

는 자

청각 

장애인

x :SePi  cwlo,j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자 절뚝발이

절름발이

다리 저는 

자

지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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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들이 재 속어이거나 장애의 유무 없이 남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때 

여 히 은유 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은유  사용은 역으로 장애인에 

한 부정  인식으로 연결되곤 한다. 때문에 성경에서 장애인에 한 

립 이고 비차별 인 호칭들의 사용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얼마 까지 세계교회 의회(WCC)는 장애인을 장애가 아닌 구나 갖

고 있는 능력의 에서 ‘능력이 다른 사람’(differently abled people, DAP)

으로 호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장애인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갖

게 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장애의 실이 간과되었다는 지 에 따라  

신 PWD(people with disability)를 공식 용어로 채택, 사용하고 있다. 그 이

유는 장애는 신체 이든 정신 이든 물리  장애 내지 한계로 받아들여야

지 거기에 어떤 능력이나 해석이 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 이 더 설득

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장애우(障碍友)’라는 용어가 

한때 장애인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장애인에 하여 유독 우호 인

태도나 호칭 역시 일종의 차별 내지는 동정의 시선이 될 수 있다는 단 때

문에 재 공식 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 으로서 신앙과 신학 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향이 크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사고나 태도와 행동

의 기 를 성경에서 찾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

들은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사회  그리고 신학  함의를 자연스럽게 

담게 된다. 때문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장애인 호칭에 한 속어의 사용이

나 편견과 무시가 담긴 호칭 사용은 자제해야 할 당 성을 갖는다. 이런 

에서 미래의 한  번역 성경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 호칭들에 하여 

그에 한 공식 인 분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재 한국에서는 시각 장애

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 그리고 정신 장애인을 장애인

의 공식 인 범주 내지 용어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 호칭들은 재

로선 장애인 호칭에 있어서 가장 포 인, 다시 말하면 가장 립  이미

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재의 이런 표 인 장애인 호칭

이 미래에 시 의 변화와 요청에 따라 달리 바뀔 수 있다.44) 언어와 정신은 

시  흐름에 바 게 되는 것이 분명하기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장애인 

44) 근  이 의 한국에서는 지 은 공 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신’(病身)이란 용어를 장

애인 호칭으로 사용했다. 병신이란 본래 한자어 病身에서 온 말로서 그 원의는 병든 몸 혹

은 아  몸이라는 뜻이다. 병신이란 말의 원의는 립  가치를 지녔다. 그러다가 병신이라

는 단어는 몸을 심으로 정상/비정상, 주체/타자, 우/열, 강/약, 유시(有視)/무시, 동화/이화

(異化)를 뚜렷이 구분하는 성향으로 바 게 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 병신이란 말에는 차별

과 배제와 억압의 시선을 담고 있다.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 문학연구｣ 24 (2003), 

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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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의 최근 변화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히 리어 성경에 나타난 rWE[i, vrexe, ~Leai과 x:SePi에 하여 칠십

인역의 번역과 재 사용하고 있는 한  공인 번역 성경들(�개역개정�, �새

번역�, �공동개정�, �성경�)의 용어들을 검토해서 립 인 용어들 즉 “시

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을 안 인 장애인 

호칭으로 번역할 것을 주장하고 제안한다. 

<주제어>(Keywords)

히 리어 성경, 칠십인역, 시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BHS, LXX, blind, dumb, deaf, lame.

(투고 일자: 2017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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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erms Referring to 

People with Disabilities (PWD) and Their Alternatives: 

Centering on Hebrew Bible, LXX, and Recently Revised and 

Newly Translated Korean Bible Versions

Unha Chai 

(Hanil Univ.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 lo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WD) appear in the Hebrew Bible (BHS45)). 

It is because disabilities can neither be avoided nor overlooked in human history. 

Therefore, their terms could be a public barometer to judge their society’s mass 

bias or unconsciousness concerning PWD. In this respect, it is of significance to 

find out which terms are used for PWD in BHS and how they are translated in 

LXX and recently revised and newly translated Korean Bible versions. The Korean 

Bible versions chosen for this essay are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 “The Commo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1999)” and “Seong-kyung (2005)” published by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The terms representatively referring to PWD are rWE[i, vrexe, ~Leai and x:SePi in 

BHS. In LXX46) they are usually translated as tuflo,j for rWE[i, kwfo,j for vrexe and 

cwlo,j for x:SePi. However, ~Leai is translated into various words like du,skwfoj, 

mogila,loj, a;laloj, kwfo,j or evneo,j rather than a specific word. As shown, each 

Hebrew term is quite regularly translated into Greek words like tuflo,j, kwfo,j

and cwlo,j in LXX except ~Leai. The Hebrew terms are usually translated as “the 

blind, the dumb, the deaf, and the lame” in English versions like the KJV, NRS 

and NIV.

This essay seeks to compare the four Hebrew terms for the PWD in BHS and 

their translations into Greek words in LXX and various Korean Bible versions 

mentioned above, and to find out their alternatives. It is noticeable that their 

titles in Korean versions are translated into more neutral and sound designations 

than in older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However, this essay points out that 

45)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7; 1997).

46) A.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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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more to be done, and alternatively proposes to align these terms in the 

Old Testament according to the terms used i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0), and to adopt the terms 시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and 지체 장애인 for the four Hebrew terms studied in this paper. 

The language of the Bible is very powerful and influential to Bible readers 

because it is God’s Word. Therefore the terms or titles for the PWD are to be 

revised to words with sound, neutral meaning and nuance according to the spirit 

and fashion of our times. It is carefully proposed that the translations are to be 

neutral and non-prejudiced at any 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