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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역 누가복음에 사용된 종교/의례 어휘들

방원일(2016.12.23.)

1.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1882)는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가 발간한 최초의 한글번역 성경
(쪽복음)으로 평가된다. 로스의 번역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1-1. 번역과 출판이 국내가 아니라 만주에서 이루어졌다. 로스는 만주에서 의주 출신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번역을 진행했다. 1875년 의주 상인 이응찬(李應贊)을 만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
며 1877년경에는 백홍준(白鴻俊), 서상륜(徐相崙), 이성하(李成夏) 등 한국인 조력자가 넷 이상이 
된다. 그들과의 공동작업 결과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번역을 출판하게 된다. 번역에는 의
주 출신들이 구사한 서북지방 방언이 지배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예) “하느님 아밤”, “예수 오맘”

1-2. 로스는 스코틀랜드장로교 선교사로 이후 내한한 미국 선교사와는 선교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졌다. 예를 들어 당시 중국 선교사들은 신명칭 ‘God’의 번역으로 토착적 신명을 차용하자는 입
장(上帝파)과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자는 입장(神파)이 대립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은 전자에, 
미국 출신은 주로 후자에 속했다. 로스의 ‘하느님/하나님’ 사용은 상제파의 입장이 한국어 번역에 
계승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로스가 속한 중국 선교사 그룹은 예수회 중국 선교 전통을 암묵적으로 계승하여 토착 어휘와 문화
를 인정하고 선교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컸다. 로스는 만주 선교에서 조상제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1-3. 로스는 그리스어 원문으로부터 번역을 시도하였고, 당대 문헌비평의 성과 위에서 작업하고자 
하였다. 1883년에 나온 요한복음 번역에는 권위 있는 원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간음하다 잡힌 여
인 이야기’(8장 앞)가 생략되었다.

2. 로스는 1882년부터 시작된 쪽복음 번역들을 종합하고 수정하여 1887년에 최초의 신약성경 완
역인 <예수셩교젼셔>를 출판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로스 번역을 사용하기보
다는 새로운 번역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1900년에 신약을 완역한 <신약전서>가 출판되었고 1911
년에 최초의 신구약 번역인 <셩경전셔>가 출판되었다. 
1938년에 <셩경전셔>를 대폭적으로 수정한 <셩경개역>이 나왔고, 해방 후 이를 한글맞춤법통일안
에 따라 손질하여 1961년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 출판되었다. 현재 개신교회에서는 이를 
1998년에 손질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개역개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1977년에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이 나왔으나 신명칭 등 몇 가지 이유에서 
개신교계의 반발로 인해 천주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번역의 필요에 따라 <표준새번
역>(1993)과 <새번역>(2001)이 나왔으나 역시 교계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3. 이하에서는 로스역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어휘들을 정리하되, 필요에 따라 이후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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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들을 참조하였다. 

<약어 정리> 
1882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
1887 <예수셩교젼셔> 
1900 <신약전서> 
1961 <개역한글> 
1977 <공동번역> 
2001 <새번역>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1. 제사에 관련된 말들
유교 의례의 용어로 이해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문화

1:6
[1882] 게명과 네를 좃차 여 흠이 업스되
[1887] 쥬의 겡계와 례의 다 좃차 기 글읏함이 업되
[1900] 쥬의 계명과 례의릴 조차 야 흠이 업지라
[1961]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1977]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2001]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1:9
[1882] 제사의 규레를 좃차 제비를 어더 쥬의 뎐에 들어가 분향니
[1900] 졔의 젼례 라 제비 아 쥬의 셩소에 드러가 분향더라
[1961]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1977] 사제들의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 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뽑아 정하였는데
[2001]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6:4
[1882] 하느님의 뎐에 들어가 딘셜한 을 취여 먹고
[1900] 하님의 뎐에 드러가 진셜 을 집어 먹고
[1961]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1977] 하느님의 집에 들어 가 사제들밖에 먹을 수 없는 제단의 빵을 먹고
[2001]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향단香壇/분향하는 제단(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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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빌다/기도, 축복, 축수, 절
기도 대신에 ‘빌다’라는 동사형이 사용되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에서 “죵야를 하느님게 빌
고”(6:12)라고 한다. 반면에 1884년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에서는 ‘祈禱다’가 사용
되었다. 

1:13
[1882] 너의 비넌거시 이무 들녀시니
[1900] 네 빈 거 드신지라
[1961]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1977] 하느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 주셨다.
[2001]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주셨다.

5:33
[1882] 요안의 데자는 자주 금식며 빌고
[1887] 요안의 뎨자 자로 게 여 빌고
[1900] 요한의 뎨 자조 금식며 긔도고
[1961]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9:28
[1882] 산에 올나가 빌러더니
[1900] 긔도시러 산에 올나가샤
[2001]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11:1
[1882] 예수 한곳에셔 빌더니 다 / 빌기를 갈으쳐
[1887] 예수 한 곳에셔 빌물 다 한 뎨자 갈오 쥬아 우리 빌기 가라처
[1900] 예수ㅣ  곳에셔 긔도시고 임의 치시매 / 우리의게 긔도 치쇼셔 니
*글은 히브리성서를 일컫는 표현. “글에 닐온” 구약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
19:46
[1882] 글에 닐너시되  집은 비넌 집인데
[2001]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복을 빌다’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축수(祝壽)를 사용
1:42
[1882] 네가 츅슈물 엇고
[1887] 네가 복이오 너의  바도 한 복이로다
[1900] 네가 빈 바의게도 복이 잇니라
[1961] 네가 복이 있으며
[1977]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2001]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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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1882] 너의를 욕넌쟈를 츅원며 너의를 멸시넌쟈를 위여 빌고
[1887] 악언 쟈 츅슈며 너 업시 너기 쟈 위여 빌며
[1900] 너희 져주 쟈 위야 복을 빌며 너희게 사오납게  쟈 위야 긔도며
[1961]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1977]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2001]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RSV]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abuse you

9:16
[1882] 예수 다슷와 고기두를 취하여 하늘을 울어러 축슈고
[1900] 예수ㅣ  다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샤 하을 우러러 츅슈시고

9:26
[1882] 인자가 자긔와 텬부와 밋 텬사의 영화로써 강님 
[1900] 인도 긔와 아바지와 거륵 텬의 영광으로 강림 에
[196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1977]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
신 뒤에 
[2001]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22:17
[1882] 잔을 바다 츅슈고
[1900] 잔을 밧으시고 츅샤신 후에
[2001]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24:30
[1882] 을 가셔 츅슈고
[1900] 을 가지샤 복을 비시고 여 주시니
[1961]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1977]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2001]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예수 승천 장면에서 사용된 ‘절하다’라는 표현. 절을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 수용한 로스의 입장
이 나타난다.
24:52
[1882] 뭇사람이 절고
[1900] 무리가 절고
[1977]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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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책 말미의 용어풀이에서:
“셩뎐은 하느님게 절며 제넌 곳인데 에루사렴에 잇너니라”

3. 호칭 문제
현재 번역과 다른 명칭이 많이 등장함.

제사장
“제사는 하느님의게 제딜이넌 직분이라”

제자들이 예수를 부를 때
5:5
[1882] 시몬이 갈으되 녕감 우리 죵야 들입부고
[2001]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5:17
[1882] 션와 바리인
[1887] 바리인과 법 가라치 쟈
[1900] 바리인과 교법
[2001]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

20: 46 
[1882] 션를 조심라
[1900] 셔샤관을 삼가라
[1961] 서기관들을 삼가라 
[2001]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4. 기독교 의례
새로운 의례 관련 명칭들: 밥팀네, 할네, 사밧일, 넘넌절

3:3
[1882] 회의 밥팀네를 뎐여
[1900] 뉘웃쳐 곳치 셰례 젼파매
[2001]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22:1
[1882] 누룩금년절  일옴은 넘년졀 이데 갓가우니
[1900] 유월졀이라 누룩 업  먹 졀긔가 갓가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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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응험應驗
24:44
[1882] 모쇼의 뉼네와 선디의 글과 밋 시편에 긔록한  나를 갈으친거시 다 반드시 응험리라
[1900] 모셰의 률법과 션지쟈와 시편에 나 쳐 긔록 거시 다 마자야 겟다
[2001]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38
[1882] 텬사의 말갓티 게 응험하소셔
[1900] 말대로 일우여지이다
[2001]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술
1:15
[1882] 쳥쥬와 독쥬
[1900] 포도쥬나 쇼쥬
[1961] 포도주나 소주
[1977] 포도주나 그 밖의 어떤 술도
[2001] 포도주와 독한 술을 

신비경험의 표현. 빈 무덤에서 “텬사가 현셩여”(1887)라고 진술. 顯聖
顯聖=現夢(?)
1:22
[1882] 그 셩뎐 안에셔 현셩 본줄을 알고
[1887] 셩뎐 에셔 본바 이물 알문 형용으로써 보이고
[1900] 셩소 안해셔 나타냄을 본 줄을 아  형용으로써 을 치고
[1961]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1977]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2001]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RSV] they perceived that he had seen a vision in the temple

1:35
[1882] 셩신이 쟝차 네게 강님여
[1977] 성령이 너에게 내려 오시고 
[2001]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5. 귀신, 치병
예수의 병고침은 귀신쫓음이었다. ‘프뉴마 아카타르콘’(unclean/foul spirit)은 “샤귀”(4:35, 이후 
번역에서는 귀신, 마귀)나 “귀신”(4:41)으로 번역되었다. 귀신들림은 로스 역에서 ‘귀신 붙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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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역에서는 “몹슬귓것이 들녀”라고 표현된다.
성서원문과 번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관점은 더러움과 악함, 깨끗함과 병나음이 같은 계열의 개념
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4:27
[1882] 오직 수리아의 만이 졍물 어덧다
[1900] 조찰을 엇은 사이 그 즁에 나도 업나 오직 수리아인 나아만 이니라
[1961]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1977]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 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
[2001] (나병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4:33
[1882] 회당에 한사람이 더러운 샤귀의 신에 붓튼되야
[1900] 회당에  사이 잇서 더러온 샤귀의 혼이 붓허
[1961]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1977]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가 들린 한 사람이 와 있다가 큰 소리로
[2001]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RSV]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who had the spirit of an unclean demon

5:12
[1882] 쥬 만약 즐기면 능이 나를 간졍케 실이다
[1900] 쥬ㅣ 만일 고져 시면 저 조케 시리이다
[1961]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1977]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2001]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6:18
[1882] 더러운 귀신으게 달년던자
[1887] 더러운 귀신의 억졔 바 된 쟈
[1900] 더로온 샤귀의게 고난 밧 쟈
[1961]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
[1977] 더러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2001]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RSV] those who were troubled with unclean spirits were cured

7:21
[1882] 병넌쟈와 증환잇넌쟈와 밋 악귀붓툰쟈를 곳티고
[1887] 예수 모단 병과 위험 병과 악귀 붓은 쟈 곳치며
[1900] 예수ㅣ 알 것과 질병과 악 샤귀 들닌 사을 만히 곳치시고
[1961]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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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2001]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11:15
[1882] 귀왕 빌시불을 빙쟈여 귀신을 넌다
[1887] 뎌귀 왕 비시불 빙쟈여 귀신 넌다
[1900] 샤귀의 왕 벨셰불을 빙쟈야 샤귀 다
[1961]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1977]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2001]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17:14-17
[1882] 납풍이 간졍한디라
[1900] 뎌희가 가면셔 곳 긋지라
[2001]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961]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977]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2001]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RSV]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1882] 열어 사람이 졍티 안앗너냐
[1900] 열 사이 다 긋을 밧지 아니엿냐
[2001]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1961]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977]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었느냐
[2001]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원문에서 ‘프뉴마’만 사용된 경우에도 맥락에 맞게 귀신이라고 번역되었다.
9:39 
[1882] 귀신이 붓텨
[1900] 샤귀가 잡으니

예수를 ‘프뉴마’로 일컫는 예외적인 경우
24:37
[1882] 녕혼을 본가니
[1961]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2001]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RSV] supposed that they saw a spirit

예수의 ‘능력’에 관련된 표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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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나를 지넌쟈 이스니  능미 나로 말무야 나아오물 닷노라
[1900] 누가 나 졋니라 대개 내게셔 능이 나간 거 아노라
[1961]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1977] 분명히 나에게서 기적의 힘이 뻗쳐 나갔다. 누군가가 내 옷을 손에 댄 것이 틀림없다
[2001]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23:8
[1882] 됴넘 것 보기를 바미라
[1887] 그 아못 징죠  것 보기 바미더라
[1900] 그 이샹 젹 심 보기 람일너라
[1961]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1977]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2001]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RSV] he was hoping to see some sign done by him

6. 천사
사자(使者), 천사 등이 혼용
2:13
[1882] 문득 열어 텬사이서 사쟈과 함께 하느님을 칭찬여
[1887] 텬군이 이서 사쟈과 함 하나님 숑양여
[1900] 하 군가 텬와 치 잇서 하님을 찬숑야
[1961]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1977]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001]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RSV]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7. 지옥
원문의 불분명한 지옥 개념의 번역
10:15
[1882] 디부에 어티리라
[1900] 디옥에 러지게리라
[1961]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977]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2001]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RSV] You shall be brought down to Hades

16:22-24
[1882] 누걸이 죽어 텬사 붓들어 암라함의 품에 닐으고 부쟈 한 죽어 쟝사 디옥 달년 가운
데 눈을 들어 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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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마참 누걸이 죽으니 텬사 붓드러 압라함의 품에 두고 부쟈  죽어 장사 지옥 고상 
가온셔 눈 들어
[1900] 텬가 밧드러 아브라함 품에 두고 부쟈도  죽어 장매 디옥에 잇서 고통 에 
눈을 드러
[1961]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1977]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
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보니 
[2001]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
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RSV]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bosom.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and in Hades, being in torment, he lifted up his eyes

[1882]  이 불치 가운데셔 달년이 심니
[1887] 이불 치 가온셔 고상이 심니이다
[1900] 이 화염 가온 잇서 고로옴이 심니이다
[1961]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001]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8. 기타
[1882] “습틀에 못질소셔”
[2001] 그 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7:24
번 하늘에 이긔셔 번듯 뎌기셔 빗남갓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 24:27)
-동방번개 교단 명칭의 유래가 되는 구절

*징조
하늘의 딩됴로써 보이물 구니

21:25
[1882] 일월셩신이 쟝차 딩됴가 이서
[1900] 일월셩신에셔 중죠가 잇고
[1961]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2001]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