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성경론


성경에 관한 진리의 중요성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고 기초는 성경
이다.
 바른 성경관을 가질 때 믿음과 실행에서
신실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의 계시, 영감, 보존, 정경, 해석 등에
관한 진리는 믿음과 교회의 터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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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론의 중요성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Search the
scriptures).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scriptures)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
니라(요 5:39).



그리스도는 성경기록의 성취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
이 이것이라(눅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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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론의 중요성


성경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pure)(잠30:5)

성경을 읽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눅
11:28)


성경은 성화(sanctification)의 도구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
씀은 진리니이다(요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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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한 믿음과 순결한 교회의 기초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If the
foundations b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시11:3)



너희는…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
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 되
시나니(엡 2:20)



고대로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보고
읽고 지킨 성경과 성경에 관한 가르
침과 현대 학자들의 주장을 바로 분
별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갖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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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말씀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
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높이셨나이다.(for thou hast magnified thy word
above all thy name)(시 138:2)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됨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으며, 모든 속성이 결
합되어 그분의 말씀을 성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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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하늘에 정착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음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settled)
(시 119:89)

 주의 증거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시 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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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의 경로


영원히 하늘에 정착된 말씀 성경기록자를 예비하심 계시 영
감 자필원본 보존(사본의 배포 정경 번역 해석(조명) 적
용 지킴 성취) 영광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서 움이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씨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
게 빵을 주는 것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
는 일에서 형통할 것임이라(사 5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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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의 경로
1.

예비(Preparation)

2.

계시(Revelation)

3.

영감(Inspiration)

4.

정경(Canonicity)

5.

보존(Preservation)

6.

번역(Translation)

7.

해석(Interpretation)

8.

적용(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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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을 예비하시는 단계



B.C. 1500년 – A.D. 100년 (1600년)



40여 명의 거룩한 사람들
 왕, 정치가, 의사, 목자, 사도, 어부



일관성 있고 공통된 주제
 하늘에 속한 영역과 땅에 속한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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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들의 예비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
이라.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속 중심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시며(사49:1)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민족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렘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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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위해
합당한 사람을 예비하심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예
비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은 그 대언
자에게 적합하게 주어졌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위해 각각
의 저자를 예비하셨다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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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하셔서
시편의 시를 기록하게 하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비하셔서
로마서라는 논리적인 성경기록을
기록하게 하심.
 성경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
들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예비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때에 가장 적합
한 사람이 되게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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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시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과 뜻
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것. 곧, 자신
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그 끝은 진리이다

2. 계시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
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The secret
things belong unto the LORD our God: but those things which
are revealed belong unto us and to our children for ever, that
we may do all the words of this law)(신 29:29)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중의 일부가 계시되어 우리
에게 속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터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속하게 된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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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자와 일반적 섭리자로 나타내시는 것



범위: 모든 사람에게 도달함



방법: 사람 속의 양심과 하늘의 해, 달, 별 등을 다 포함함
 창조와 섭리 (시 19:1-6)(시 104:24)(행 14:17)(행 17:27-28)
 역사 (시 9:16)(단 4:25)
 사람의 양심 (롬 2:14,15)



제한성: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곧 사람의 죄악됨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포
함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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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시


하나님께서 사람이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
도록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분의 인격에 의해 행하신 특별한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는 것



특별 계시의 왕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의 완성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친밀히 자신을 계시
하신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계시 임.
 하나님의 현현, 꿈과 환상, 천사들,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 여러 사건
들(출애굽, 밤람, 민22장, 미 6:4-5 )과 같은 다른 종류의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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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의 특징


객관성 : 창조의 일반 계시든지 기록된 말씀에 의한 특별 계시든지
계시는 항상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임.



명제성 : 진리가 단어와 말을 사용하여 문장으로 되고 문서로 기록되
어 보존되고 전파됨



특별성 :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특별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 따라서 사람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지음을 받음.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 권위를 부여함.



최종 권위: 하나님께서 저자이시므로 권위가 있음.“주가 이같이 말
하노라.”(구약성경에만 700번 정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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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감


진리를 기록하시는 단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후 이 계시를 문자의
형태로 기록하게 하심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
대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



영감의 산물은 자필원본(autograp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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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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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영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하니(딤후3: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모든(All)은 라틴어로 '플레너리'(plenary)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등을 의미함(잠30:5, 롬15:4 비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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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기록
기록:: 축자영감


성경 기록은 그리스어 그라페(graphe)
에서 나옴.
 그라페 : 기록하다
 따라서 성경기록은 기록된 말씀(단어)임
 말(단어)로 주신 영감(verbal inspiration) 곧 축자 영감을 의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성경은 구약성경임.
 성경 기록이야말로 영감의 목적이며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목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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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기록
기록:: 축자 영감


영감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며, 결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
들을 가리키지 않음.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사람이 영감을 받았다고 가르침.



성경기록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
을 예비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이며 절대무오하며 완전한 것은
기록자가 아니라 기록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임.

23

축자영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all the words)으로 살 것
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이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all the words)과 그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
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출24:3-4)



이제 너는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에 영원무궁토록 있게 하라(사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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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 데오프뉴스토스



그리스어 데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숨(호
흡)을 쉰다를 뜻하는 프네오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이 숨(호
흡)을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뜻임 (VINE 그리스어 신약성경 단어
사전).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inspired of
God)이라 번역했음.



따라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



인간의 언어(글자), 곧 자필원본에 기록된 글자는 하나님의 숨
을 담은 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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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감에 관한 두 이론


(축자 영감)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를 담은 그릇(문자)을 준비하
시고, 기록자의 손을 빌려서 일일이 모든 그릇에 진리를 빈틈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넣으심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
체.



[개념 영감] 하나님께서 진리를 기록자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기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자기가 준비한 그릇에
넣음. 따라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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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
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
으로 개념적으로 영감받은 것[개념 영감]
인가? 아니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
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숨
을 불어넣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주신대
로 기록된 것인가?



성경기록자는 결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개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자기의 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의 모든 단
어를 선정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하였음.

27

하나님의 영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
(any private interpretation) 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대
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
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moved by the Holy Ghost) 말하였음이라.(벧후 1:20-21)
 성경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님
 성경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들 위에 움직이심으로써 생긴
것이므로 성령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저자요, 성경의 원천이심
 성령님은 성경 기록을 위해 능동적 역할을 하셨고 대언자들은 피동
적 역할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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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감동을 받아 : 페로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 페로(phero)는 동반하여(함께) 나르다를 의
미함. (사도행전 27:17에서는 밀려가더니(driven)로 번역됨)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은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거나
단순히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들
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함.



따라서 이들은 성령님의 권능 속에 파묻혀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
로 말씀을 기록함.



고대 교회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 성령님께서 구술해 주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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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하늘로부
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에 들은 것이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벧후 1:12-19).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
임을 기술함(16절).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었음
(17-18절).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비
교하여 보여 주면서, 그 대언의 말씀이 곧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들
임을 보여 줌(19절).



그리고 기록된 영감의 말씀이 주님을 직접 만난 것보다 더 확실한
(sure) 것임을 증거함.



계시보다 경험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30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나사로를 내 아
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28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로 하여
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 받는 장소로 오지 말
게 하소서, 하거늘 29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30 그
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설득되
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눅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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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에 관한 주의사항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영감이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의 마음에 이른 개념이요, 또한 이런 사람들이 성령
님의 영향이나 감독하는 것을 자기 말로 표현한 것이다.”라
는 잘못된 가르침을 붙들지 않도록 해야 함.



이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붙들게 되면 디모데후서 3:16과 베
드로후서 1:20-21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영감의 대상이 성경
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자(사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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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에 대한 바른 표현


영감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
기 위한 수단이다.



영감은 하나님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감이란 자필원본에만 적용된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들(단어들)을 숨을 쉬며 불어내심에 따라 대
언자나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말씀들을 기록하였
다.



영감은 글자(jot:획)와 글자의 부분(tittle:점)에 이르기까지 확
대되었다(마 5:18).

33

획과 점

D
34

신약의 구약 인용


사도행전 15장 15-17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
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
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
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아모스 9장 11-12
 그 날에 내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
을 옛날과 같이 12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
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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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구약 인용


사도행전 15:16-17은 아모스서 9:11-12 과 축어적으로(단어 대 단
어) 같지 않기 때문에 번역과 설명이 추가된 구절임



야고보가 아모스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든지, 혹은 누가
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 그 구절을 번역하
셨고 자유롭게 설명을 추가하셨을 것임.



기록된바 : 성령님께서는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번역한 부분을
성경기록으로 부르심



따라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부분을 성경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으며, 번역되고 자유롭게 설명이 추가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에 영감이 불어넣어졌다고 볼 수 있음.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임(딤
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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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구약 인용


구약의 관주가 인용되면서 자유롭게 설명이 추가된 경우
 마태복음 4:15-16, 이사야 9:1-2에서 인용
 마태복음 13:35, 시편 78:2-3에서 인용
 마태복음 21:5, 스가랴 9:9에서 인용
 사도행전 13:22, 시편 89:20에서 인용



구약의 관주가 그대로 인용된 경우
 마태복음 5:21, 출애굽기 20:13에서 인용
 마태복음 5:27, 출애굽기 20:14에서 인용
 마태복음 5:43, 레위기 19:18에서 인용
 마태복음 22:32, 출애굽기 3: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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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구약 인용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대로 인용된 경우
 마태복음 2:15, 호세아 11:1에서 인용
 마태복음 2:18, 예레미야 31:15에서 인용
 마태복음 5:38, 출애굽기 21:24에서 인용
 마태복음 9:13과 12:7, 호세아 6:6에서 인용



인용할 때 약간의 해석이 추가된 경우
 마태복음 1:23, 이사야 7:14에서 인용
 마태복음 3:3, 이사야 40:3에서 인용
 마태복음 4:4, 신명기 8:3에서 인용
 히브리서 10:5-7, 시편 40:6-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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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구약 인용


베드로전서 1:23-25에서 사도는 이사야 40:6-8을 인용함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
할 씨에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그리고 담대히 진술하기를 복음으로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이것이
니라 라고 함



베드로는 이방민족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기록했으므
로, 그들은 분명 원본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필사본을 지니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아
마도 그들은 아람어나 그리스어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영감과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번역본
들과 필사본에까지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39

영감에 대한 질문


질문 :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완전
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절대무오
한 성경을 쓸 수 있을까요?



대답 :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자필
원본에 영감이라는 역사적이고도
성경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40

4. 정경


정경의 확립: 기록자가 성경의 감동을 받아
문자로 기록한 진리를 성령이 인도하셔서
수신자(교회)가 진리로 인정하게 함
 정경(canon)의 의미: 측량하는 막대기
 정경은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
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였음. 바
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하는바
권위 있는 잣대로 사용됨.
 구약성경의 39권과 신약성경의 27권만을 의미함. 외경 등은 포함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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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의 확립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BC 450년경)와 말라기가 기
록된 시대에 끝이 났음.



신약 성경의 경우 AD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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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의 발견


정경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한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43

정경의 조건


이 책이 권위가 있는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책이 대언의 성격이 있는가?
 (벧후 1:20)(히 1:1)



이 책이 믿을 만한가?
 (행 17:11)



이 책이 역동적인가?
 (히 4:12)



이 책이 수용되었는가?
 (살전 2:13) (벧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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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기록 매체


파피루스
 이집트에서 풍부하게 자란 파피루스로 만듬
 단어들을 분리하지 않고 강세 표시나 구두점이 없이 기록(엉셜 사본)
 파손되기 쉬움
 7세기까지 지속됨



양피지(Vellum)
 약 3-15세기까지 파피루스 사본들을 대체
 송아지와 영양의 말린 가죽
 장으로 잘라서 Codex로 만듬
 대부분 대문자(엉셜)사본
 9세기부터는 소문자사본(Miniscules)



종이
 14C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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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의 형태


두루마리



코덱스(Codex) : 책의 형태로 된 필사본

이사야 두루마기

시내사본 코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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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필사


필사본(Manuscript] : 원본을 손으로 써서 복사한 사본



역본(Version) : 원본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번역된 사본
 페시타(Peshitta] : 시리아어 역본(AD 150)
 구 라틴 벌게이트 : 라틴어 역본 (AD 157)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

페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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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성경 본문의 출처
1.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들 [필사본]

2.

고대 역본들

3.

교부들의 인용문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에라스무스 신약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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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성경 본문의 출처
1.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들 [필사본]
 비잔틴 본문(Byzantine Text)
 비잔틴제국의 수도사들이 필사한 그리스어 공인본문
 전통본문(Traditional Text) 또는 시리아 본문(Syrian Text)

 알렉산드리아 본문(Alexandrian Text)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한 서기관이 필사한 현대역본의 본문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 시내 사본(Codex Aleph 또는 Sinaiticus),
바티칸 사본(Codex B 또는 Vaticanus)

 서방 본문(Western Text)
 가이사랴 본문(Caesarean Text)

코덱스 시나이티투스
49

신약성경 본문의 출처
2.

고대 역본
 주로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역본
 구 라틴 역본
 2세기 말에 만들어진 라틴어역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or 불가타)
 교황 다마수스의 명에 따라 교부 제롬이 AD 405년에 그 당시 존재했던
부패한 라틴역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구 라틴 역본을 수정하여 만든
역본
 로마 카톨릭교회의 공식 라틴 성경이 됨

 구 시리아 역본들, 페시타(Peshitta)
 AD 150년 경에 작성된 가장 오래된 신약성경 역본

 콥트 역본(이집트어 역본)
 고딕 역본(초기 독일어 역본), 아르메니아 역본, 이디오피아 역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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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성경 본문의 출처
3.

교부들의 인용문(Patristic Citations)
 초기 교부들의 글
 성구집 : 교훈, 찬송, 성경구절 인용문
 외경과 같은 기록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았으나 종종 성경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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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비평이란
비평이란??


고등 비평(Higher Criticism) : 저자, 기록연대, 명칭 등에 대한
의문을 포함하여 본문의 진짜 여부와 관련된 학문적 원리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 : 친필 원본의 원문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본문의 진실성과 관련된 학문적 원리
 다양한 사본들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감별하고
본문의 이문[하나의 사본이 다른 사본과 다른 부분]들을 비교하여
가장 정확한 본문을 결정하는 것
 비평 본문(Critical Text) : 모든 필사본의 증거를 비평적으로 평가하
고 비교함으로써 친필 원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편집된 성
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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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비평


현대 과학적 성경 비평의 기초
 자연주의(Naturalism) :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함. 성경의 영감성, 무
오류성,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을 부인하고 인간의 책처럼 다룸
 경험주의(Empiricism) : 믿음(faith)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사실로 수용함.

53

성경 비평


본문 비평의 Cannons
1. 본문비평가는 반드시 훈련된 학자이어야 한다(The textural
critic must be a trained scholar)
2. 사본에 관한 모든 종류의 내적 및 외적 증거가 그 고유의 가치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Every kind of evidence, internal and
external, concerning a manuscript must be taken into
account according to its intrinsic value)
3. 본문의 출처가 반드시 분류되어야 한다. 사본의 개수보다는 이문
의 출처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The sources of the text must
be classified, and the authorities for the variants must be
weighed rather than numbered)
4. 일반적으로 오래된 본문이 근래의 본문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원문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The reading of an
older manuscript is generally preferable to that of a latter,
because it is presumably nearer th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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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비평


본문 비평의 Cannons (계속)
5. 일반적으로 긴 본문보다는 짧은 본문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긴
본문이 생략보다는 삽입 및 첨가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In general, the shorter reading is preferable to the longer,
because insertions and additions are more probable than
omissions)
6. 난해하고 모호한 본문이 단순하고 작성이 쉬운 본문보다 선호된
다(The more difficult and obscure reading is preferable to
the one that is simple and easy in construction)
7. 교리적 논쟁이 없는 본문을 지지하기 위하여 교리적 논쟁이 확
실시 되는 본문은 제거되어야 한다(A reading which bears the
hallmarks of doctrinal controversy should be ruled out in
favor of one to which no suspicion i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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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비평


본문 비평의 Cannons (계속)
8. 주요 엉셜사본인 시내사본, 바티칸사본,
에프라엠사본 알렉산드리아사본이, 특히
시내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고대 역본과
니케아종교회의 이전 인용문에 의해 확
증되는 경우 다른 모든 사본들보다 더 가
치가 있으며, 우리에게 원문으로 추정되
는 본문을 제공한다. (The primary
uncials, Sinaitic, Vatican, Ephraem,
and Alexandrian, especially the first
two, if sustained by ancient versions
and ante-Nicene citations, outweigh
all later authorities, and give us
presumably the original text.)

웨스트코트

호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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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비평


본문 비평에 대한 평가와 증거
 AD 150년경에 있었던 페쉬토 시리아 역본, 3세기의 큐레토니안 시
리안 역본, 2세기의 구 라틴 역본 등, 고대역본은 대부분 수용본문
에 기초함
 AD 110-397년 사이에 살았던 교부들이 작성한 인용문은 대부분
수용본문에서 나온 것임
 AD 66년에 기록된 Magdalen Papyrus, P64의 세 조각 양면에 기록
된 마태복음 26:23, 31은 수용본문과 정확히 일치함
 시내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복음서에서만 3,000 군데가 차이가 있음
 웨스트코트와 호르츠는 현재 발견된 5,225개의 사본중 99% 이상이
수용본문과 일치하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 AD 250-350 사이에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이 수용되었을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
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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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하나님은 한 성경만을 쓰셨다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경 구절의 예
개역성경 (NIV)

흠정역 (KJV)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His ways
are always prosperous)

시 10:5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His ways
are always grievous)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The words of a gossip are like
choice morsels)

잠 26: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The words of a talebearer
[are] as wounds)

주께서…즐거음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You…increased their joy)

사 9:3

주께서…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Thou…not increased the joy)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Israel was a spreading vine)

호 10:1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Israel is
an empty vine)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your
tithes every three years)

암 4:4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your tithes after three years)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Such a person
goes into great detail about what he
has seen)

골 2:18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intruding into those
things which he hath not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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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사본 출처 – 두 도시


안티오크 (Antioch)



알렉산드리아 (Alaxand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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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오크


BC 300년 경에 셀레쿠스 1세가 세운 도시



초기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



성경 보존의 중심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니콜라스의 고향(행 6:5)



최초로 많은 수의 이방인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곳(행 11:1921)



최초로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Christian)으로 불림(행
11:26)



예루살렘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움(행 11:29-30)



선교사를 파송함(행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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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오크


바울사도의 1, 2차 전도여행의 출발지(행 13:1-3)(행 15:40)



시리아에 있던 그리스도교 신학 학파. 전승에 따르면 AD200년경
에 세워짐. 성경의 비유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알렉
산드리아 학파에 반대하여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인
성의 완전함을 강조했다. 4-6세기에 번성했던 안티오크 학파는
여러 명의 주요 신학자들을 배출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타르수스
의 디오도루스, 모프스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 성 요한네스 크리
소스토무스,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 등이 있다. [브리태니카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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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설립



로마에 이은 두 번째 큰 도시로서 많은 유대인이 거주했음



세계 문학과 과학의 중심지



기원전 100여년 경에 아테네로부터 철학과 교육을 받아들였고(행
17:16), 그 이후에 세상철학과 학문의 중심지가 됨(골 2:8)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 50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



유대주의와 풀라톤주의를 혼합하여 성경을 철학적 비유적(알레고
리)으로 해석하는 학문 체계 확립



기독교철학과 영지주의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 판테누스가 설립, 클레멘트, 오리겐
 오리겐 – 성경 부패의 아버지
 유세비우스와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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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스데반을 살해한 주동자 무리 가운데 있던 유대인의 고향(행 6:9)



아볼로의 고향. 처음에 그는 복음의 진리를 몰랐음(행 18:25)



사도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의 출발지(행 27:6)



멜리타 섬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배의 출발지(행 28:11)



후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계열의 아버지인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이
학파의 우두머리가 됨



고도의 학문 연구를 위해 2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 세워진 최초의
그리스도교 학파. 최초의 유명한 지도자들(판테누스, 클레멘트, 오
리겐) 아래서 이 학파는 알레고리적 성서해석 방법의 중심지가 되
었고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절충하는 사상을 따랐으며,
교리의 변화가 심한 시기에 이단적인 주장들과 맞서 정통 그리스
도교 가르침을 확립하려고 애썼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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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도시의 비교
로마

지리적

성경적

역사적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크기

가장 큼

두 번째 큼

세 번째 큼

위치

이탈리아(유럽)

이집트(아프리카)

시리아(아시아)

인종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

언급 회수 9번

3번

19번

특징

박해를 가한 곳

혼합

성경적

영향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이집트

소아시아, 시리아

성경해석

전통적, 교권주의적 학자적, 비유해석

성경적, 문자적

성경처리

첨가

삭제

보존

본문

서방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시리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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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안티오크 계열
 구약성경

전승경로

 레위지파 제사장
 에스라와 그의 계승자
 유대에서의 보전(AD 70년까
지)
 구 라틴역본 (AD 157)
 스페인과 영국과 독일 및 유
럽에서 보존 (AD 400-1515)
 모세 벤 나흐만, 티베리아의
맛소라들, 모세 벤 아세르, 야
곱 벤 하임에 의한 제 1 랍비
성경(다니엘 봄베르그판)
(1516-1517) 및 제 2 랍비 성
경(벤 하임 마소라 표준본문)
(1524-1525)
 틴데일 성경(1525), 루터성경
(1534), 킹제임스성경(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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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안티오크 계열


공인본문(TR)

 전통(비잔틴)

본문을 포함
하는 모든 신약성경

 절대

다수의 그리스어 신
약성경 사본들이 이 계열
에 속함

 페시타

시리아 역본과 고
딕 역본도 이 계열에 속함

 크리소스톰과

또
크와 소아시아의
부들의 신약성경
들은 일반적으로
문과 일치

안티오
다른 교
인용문
전통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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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안티오크 계열


비잔틴 본문을 쓴 성경의 전
승 경로
 구시리아 역본(AD 120)
 이태리교회(AD 157-180), 골
교회(AD 177-200), 켈트 교회
(AD 300), 발칸과 독일지역
(AD 400)
 비잔틴제국 동안 희랍교회 :
노바티안, 폴리시안, 보고밀,
아놀드, 카타리, 알비겐스, 왈
도파, 위클리프, 후스)(AD
312-1453)
 에라스무스 성경(1535), 스테
파누스 성경(1550), 베자 성
경(1598)
 틴데일성경(1525), 루터성경
(1534), 킹제임스성경(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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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안티오크 계열
 공인본문(Testus

Receptus)

 천주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
든 신약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한 본문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 때문
에 다수 본문, 널리 사용되었
기 때문에 보편적 본문이라
고함
 천주교회의 서방본문과 대비
되어 비잔틴 본문이라고 함
 루터와 킬빈등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사용한 본문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본문이라고
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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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안티오크 계열
 영어성경들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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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구약성경

전승경로

 레위지파 제사장
 에스라와 그의 계승자
 유대에서의 보전(AD 70년까
지)
 구 라틴역본 (AD 157)
 스페인과 영국과 독일 및 유
럽에서 보존 (AD 400-1000)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
 키텔의 Biblia Hebraica
(1937)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
(1966-1967)
 현대역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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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70인역 (Seputuagint)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

역한 공식적인 그리스어 번역본
 70인역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BC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
발된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하였으며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오리겐이 헥
사플라의 제5단에다 70인역을 복사
했다고 주장함
 성경학자들은 AD200년 경에 오리겐

이 번역하여 헥사폴라에 넣은 것으로
주장함
 70인역 그리스어 필사본은 현재 존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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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천주교

라틴성경의 형성 과

정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역본

 교황 다마수스의 명에 따라
교부 제롬이 AD 405년에 변
개된 라틴성경과 알렉산드리
아 사본과 구 라틴 역본을 수
정하여 만든 역본으로 천주
교의 공식 라틴 성경이 됨
 천주교를 거부하고 초대교회
의 신앙을 지킨 신실한 믿는
이들은 이 역본을 사용한 적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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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알렉산드리아

본문(소수 본문).

 알렉산드리아 사본(Alexandrinus,
사복음서는 제외), 시내 사본
(Sinaiticus), 바티칸 사본
(Vaticanus)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교
회를 위해 가이사랴 주교 유세비우
스에게 복사본 작성을 명령함
 유세비우스는 안티오크가 아닌 알
렉산드리에서 그가 추종하는 오리
겐이 작성한 본문을 얻어와 50개
의 복사본을 만듬
 시내사본과 바티칸사본은 이 50권
중 2권이며 이집트 서기관들이 필
사했을 것임(A. T. Rober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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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비평본문(수정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에 기초
한 그리스어 본문
 1881년 웨스트코트/호르트가 TR
을 5604 군데를 수정하여 소위
수정 그리스어 본문 발행
 1898년 네슬레/알란드가 티센도
르프 8판과 위마우스 3판과 함께
편집하여 그리스어 신약본문 발
행
 비평 본문은 대부분의 현대 역본
들의 기초를 제공함.
 이 본문은 연합성서공회(UBS)의
제4판 그리스어 신약성경과
(USB-4) 그리스어 신약성경에
반영되어 있음.
74

성경의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시내사본(Sinaiticus)

 1844년 티센토르프 박사가 시내산의 동방 정
교회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
 벨럼에 기록한 Codex
 헤르메스의 목자, 바나바 서신 등을 포함
 4 세기경에 기록
 바티칸사본(Vaticannos)

 천주교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1841년에 발견됨
 벨럼에 기록한 Codex
 4세기경에 기록
 창세기 1:1-46:28, 시편 106-138편, 마태복음
16:2-3, 바울의 목회선신, 계시록, 히브리서
9:14 이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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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비평

그리스어 본문에 기초
한 현대역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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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들의 갯수
종류
파피루스
엉셜 사본

개수

WH/TR 수

WH/TR 비율

81

13/75

15% / 85%

267

9/258

3% / 97%

필기체 사본

2,764

23/2,741

1% / 99%

성구집

2,143

0/2,143

0% / 99%

5,255

45/5,210

1%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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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과
과 WH 본문의 차이
TR

WH

140,521 개의 그리스어 단어

5,640 군데가 변개됨

총 647 쪽의 그리스어 본문

9,970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변개됨

페이지 당 217개의 그리스어 단어

페이지 당 15.4 개의 그리스어 단어
가 변개됨

100% 그리스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의 7%가 변개됨

총 647쪽의 그리스어 본문

총 45.9쪽의 본문이 변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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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의 증거
밀라노
칙령

어거스틴

카톨릭
(천주교)

위클리프

종교
개혁
루터
청교도
쯔빙글리 라바디
칼빈
경건주의자
위그노파 휘트필드
영국국교회
웨슬리

성
경

초대
교회
시대

바울파

신약교회

연합형제단

몬타니스트

50 250
70

무디
스펄젼
구세군

후스파
모라비아 형제단
재침례파

노바티안

나사렛파
도나티스트

주
후

개신교

왈도파

1400

메노파/스툰드파

1800
1700

1900

2000

교회사의 증거


바울파, 보고밀파, 왈도파, 알비파, 재침례교도, 등



전통본문과 전통본문에서 발견되는 본문구절들을 반영한 번
역들을 사용함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고 믿음



이들에 의해 성경은 고대 프랑스어, 고대 독일어, 슬라브어, 고
대 영어와 중세 영어 및 다른 언어들로 번역됨



올리베탄 성경 서문에서 번역자들은 말하기를 “왈도파는 사
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부요하게 된 초대교회 이후로 항상 성
경 안에 담겨진 하늘에 속한 진리를 충만히 누렸다.” (사무엘
몰란드, History of the Evangelical Churches,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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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의 증거


왈도파와 성경

 왈도파들이 사용한 "구 이딸라 성경"(Old Itala Bible)은 주후 157년 경

으로 추정함.
 그들이 사용한 성경 본문은 2세기 경의 하층민의 거친 라틴어로 된 안

티오크 계열 본문임.
 왈도파는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여러 차례

심한 박해를 받았으나, 유럽 전역에 바른 성경 본문을 전달하였음
 올리베탄은 왈도파의 지도자로서 왈도파 성경을 불어로 번역함. 이 올

리베탄 성경(올리베탄은 캘빈의 친척)은 제네바 성경의 기초가 됨
 루터는 독일의 테플 성경(Tepl Bible)을 사용했으며, 왈도파 성경을 독

일어로 번역하여 독일어 루터 성경을 출간함
 이탈리아의 디다체 성경은 왈도파 성경 본문 계열에 속한 성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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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의 증거


왈도파와 성경

 왈도파는 성경과 신앙 서적으로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그들은

행상인으로 시골집이나 귀족의 성을 방문해서는 직물이나
보석을 팔려고 내놓았다. 그리고 다른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예, 아주 진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불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들 행상인들은 보배로운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어
놓았다. (아미티즈)
 17세기에 자행된 잔혹한 박해 동안 살았던 왈도파의 인도자 Leger은 그의 저

서 ‘삐에몽 골짜기의 복음적인 교회들의 역사’(1669)에서 로마 카톨릭의 고
대 성경사본은 위조로 가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개혁시대에 수용 원문
(Received Text)을 출간한 베자(Beza)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오늘
날 프랑스가 모국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골짜기의 왈도파 덕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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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성경 역사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 John Ross
가 RV와 중국어성경으로부터 번역하여 신약
성경 출간(1876-1887)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성경실행위원회와 성경
번역자회가 성립(1893)되어 RV와 ASV로부터
구약성경을 번역 출간(1906)



신구약성경을 합본하여 구역성경을 출간
(1911)



구역성경을 개정한 개역판 출간(1938)



한글개역성경 출간(1961)



표준 새번역 출간(1983)
 UBS 그리스신약성경 3판
 Kittel의 히브리어 구약성경
 BHS (슈트가르트비블리아 헤브라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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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보존
보존


진리를 보호하는 과정



하나님의 진리가 중간에 (필사본 가운데서) 유실되지 않게 지
켜주셔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게 하
시는 것



완전한 보전이 없는 완전한 영감은 의미가 없다.



성경의 보존을 부인하는 사람들
 원본은 완전하지만 사본은 완전하지 못하며 더더욱 번역은 완전
하지 못하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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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영감을 주신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
로 안전하게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
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
씀이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은 잃어버린바 되지 않았다.
 영감은 1차적 기적이며 보존은 2차적 섭리이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자기가 받은 본문을 보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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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

예레미아 36:1
36:1-32



사악한 여호야김 왕(요시야의 아들)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첫 번째 사본 즉 자필 원본을 불사름.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주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렘36:4).



왕이 그
을 태운
시 다른
에 있던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
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거기에 기록하고(렘36:32).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들
뒤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
이전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렘3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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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관한 약속의 말씀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에 정착되었나이다(시119:89).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
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
적부터 알았나이다(시119:152).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
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사
40:8).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단련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
존하시리이다(시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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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관한 약속의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
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
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
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
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
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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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관한 경고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거기에 더
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
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6).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집 뜰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
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전
하라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렘26:2).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
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계2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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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변개자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
는(corrupt)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
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같이, 하나님
에게서 난 것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니라(고
후2:17).



오히려 감추어 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
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
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deceitfully)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
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
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고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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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의 구약 필사 원칙
1.

양피지는 정결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유
대인이 준비해야 한다. 가죽은 반드시 정결한 동물에서 취한 힘줄로
묶어야 한다.

2.

각 열은 48줄보다 적거나 60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잉크는 검정색 외에 다른 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별한 방
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4.

서기관은 기록할 때 글자나 단어를 기억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그
는 반드시 자기 앞에 인증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단
어를 필사하기 전에 반드시 큰 소리로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 <주 :
예를 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를 필사
할 경우 당신은 반드시 히브리어로 “처음에(브레시스)”, “하나님
(엘로힘)”, “창조하시니라(바라)”, “하늘(에스 하샤마임)”, “땅
(와 에스 하 아레츠)”라고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 이것은 일체의 오
류나 중복이나 누락 등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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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의 구약 필사 원칙
5.

서기관은 매번 “하나님(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 펜
을 경건하게 닦아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함을
기록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룩한 존함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온 몸을
씻어야 한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와 단락간의 간격, 펜의 사용, 양피지의 색
등에 관해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7.

두루마리를 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이 끝난 후 30일 후에 이
루어졌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두루마리를 폐기하였다. 한 장에 한
개의 실수가 있는 경우 그 장을 폐기하였다. 어떠한 쪽도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전체 필사본을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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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의 구약 필사 원칙
7.

<주 : 만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필사를 모두 마친 후에
세 개의 실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 그는 다시 창세기부
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필사해야만 했다. 당신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규칙들이 지나치다고
보는가? 이들은 자신들이 필사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
씀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계열 성경들 가운데
행해진 것 같이 마음대로 말씀을 첨가하고 삭제하고 변개한 사람들
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

8.

그들은 모든 말씀과 모든 문자의 수를 계수했다. <주 : 히브리 구약의
각 쪽에 기록된 모든 문자들을 계수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들
은 얼마나 엄격했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보존하
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었다.> 그리고 한 글자라도 빠지거나 더
해지거나 또는 한 글자가 다른 글자와 닿을 경우, 즉시 그 필사본을
폐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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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의 증거


5338개의 고대 그리스어 사본의 9599%가 보존된 전통 수용 본문임.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말씀을 보
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심.
 기록된바
 기록되었으되
 눅 4:14-21
 이 성경 기록이 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
었느니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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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대한 관찰


보존이 없는 영감은 아무 가치도 없음.



관심 사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느
냐”가 아니고“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느냐, 보
존하실 능력이 있느냐”하는 것이다.



질문: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사‘절대확실’
한 성경을 필사하게 하셨는가?



대답: 그렇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존이라는 역사
적 섭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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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번역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과정



번역이란 한 언어로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의 말씀들로 옮기는 것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신약시대의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치 않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번역해야만 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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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예


서기관 에스라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읽은 뒤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들려줌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느8:8).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
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막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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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기법
1.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y) 기법
 축자 영감 즉 단어 단어가 영감을 받았음을 믿지 않고 개념 영감
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기법
 성경을 읽는 사람이 쉽게 뜻과 사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함.
 NIV가 대표적인 동적 일치 기법으로 번역된 성경임
 진리를 담는 그릇 수를 상관하지 않고 개념을 담음
 형식적 일치(Formal Equivalence) 기법 : 진리를 담는 그릇
수를 원본과 유사하게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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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일치 기법의 예


마가복음 14:5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300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에서는
1년 분 봉급 (one year's wage)라고 번역함



이런 주장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 등은 1년 치 봉급, 10평, 세 바구니, 50센티미터 등으로
바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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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기법
2.

형식적 일치(Formal Equivalency) 기법



원본의 단어 단어가 영감되었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해서 번역자는
각각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로 단어 대 단어의
형식적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번역함.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적용된 기법
 번역자는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원래의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번역
하는 작업만을 수행함.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의 축자 영감과 섭리적 보존을 믿고 그
와 같은 원칙 하에서 동적 일치 기법을 피함.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KJV)을 높이셔서 400년 동안 온 세
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였으며, 영어가 그리스어, 라틴어에
이은 국제어로 형성되는 기초를 만들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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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기법의 차이 비교

[KJV] But I fear, lest by any means, as the serpent
beguiled Eve through his subtilty, so your minds
should be corrupted from the simplicity that is in
Christ (고후 11:3)
[NIV] But I am afraid that just as Eve was deceived
by the serpent’s cunning, your mind may somehow
be led astray from your sincere and pure devotion
to Christ (고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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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석
해석((조명
조명))


진리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



해석이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짐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빛을 주셔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조명)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관한 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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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방법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한다.
(창세기 하루, 계시록의 열두 지파, 십사만 사천 명, 천년왕국 등)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해석한다.



말씀의 올바른 해석
(존 필립스 지음/한 봉래 역,
전도출판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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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
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자녀들
이 혼동에 빠지지 않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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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용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



믿음과 삶 – 성령의 열매 - 영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
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
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
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
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롬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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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삶 - 성령의 열매 - 영광
 하나님의 말씀 보존의 역사는 최종

적으로 인간의 순종(하나님의 말씀
을 keep, observe)으로 보존됨
 말씀을 “지키다”에 해당하는 헬

라어 ‘테레오’의 어원적(語源的)
의미는 망보다, 지켜보다, 보호하다,
등으로서, 파수꾼이 망을 보는 것
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명령
등을 준수하다는 의미로도 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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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삶 - 성령의 열매 - 영광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

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
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히 2:1-2)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

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
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the word of God,
which effectually worketh also in you that
believe)(살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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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상징과 기능
 거울 : 계시하는 책 (약 1:23-25)
 씨 (마 13:18-23)(벧전 1:23-25)
 등 ( 燈 ) : 조 명 하 는 책 ( 잠 언 6:23)( 시

119:105) (시119:130)
 칼 : 죄를 깨닫게 하는 책 (히 4:12)
 쇠망치(방망이) (렘 23:29)
 물 : 깨끗케 하는 책 (요 15:3)(엡 5:25-

27 (시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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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성취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free course)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glorified)(살후 3:1)
 너는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prosperous)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움이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씨뿌리는 자에게 씨
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는 것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prosper) 것
임이라(사 55:10-1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
리라(fulfilled)(마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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