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본문(TR)과 킹제임스성경(1611) 

                                                                                                                                                                           신광철 목사 

성경을 좀 더 깊게 연구하다 보면 자연히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원어성경을 살피고 다른 역본

들을 참고하게 된다.  필자는 한글 개역과 킹제임스성경 영어역본을 함께 보는 가운데 킹제임

스에서도 장점들을 발견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전후로 킹제임스성경

이 한글 역본으로 나와 보급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킹제임스성경 오리지날 1611년도 판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겨주

신,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전무오하게 된 성경이라고 하면서 한글 개역성경과 그 밖의 

다른 역본들은 다 잘못된 성경으로 평가절하 하고,  무가치한 성경으로 치부하는 발언들이 거

침없이 퍼지고 있다. 

 

물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WCC가 발족하고, 기타 배교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들이 다

양하게 나타나면서, 성경 역본들도 상업 이익을 목적으로 현대화 번역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것

은 사실이다.  그 중에 잘못된 성경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한글 개역성경이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북한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평양이 한국

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대 부흥운동이 시작하였고,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일제에도 굴하지 않고 

피흘려가며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분들이 많으며,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이래로 역시 믿음지키려고 고난 당하고 순교한 성도들

도 많았고, 또  6.25 동란 때 남한에는 기독교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지만 이북의 기독교 피난민들이 남한 각처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

여 전쟁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있었는데 오직 한글 개역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

다.    성령님이 한글 개역성경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100% 완전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다고 본다.  오직 

킹제임스성경만 이 시대에 100% 완전무오한 성경이니 모두 킹제임스성경으로 바꾸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필자는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개역성경이 킹제임스성경 보다도 더 명확하게 잘 번역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개역을 선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설 것이며(사40:8),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며(벧전1:23,25),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다(마5:18).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전달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의 원본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필사본의 역본들을 통해서라도 그의 뜻

을 전달하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 중에 포함된 것이 한글 개역성경이다.   한글 개역과 킹제

임스성경을 포함한 여러 역본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100% 영감을 받은 완전무오한 성경인가를 논하는 것은 큰 모순이

라고 본다.   킹제임스성경(1611)도 계시의 원본이 아닌 여러 필사본들에서 뽑은 역본(version)에 불과하다.  

 

킹제임스성경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1611)이 공인본문(TR)에서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TR은 무엇인가?    TR은 라틴어 Textus Receptus(received text)를 요약한 것인데, 로마 카톨릭의 사제이며 인문학자인 에라스무

스(Erqasmus)가 그리스어 신약을 1516년에 최초로 출간할 때  활자로 인쇄되는 최초의 인쇄기로 출판하였고,  책이 처음 나오자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 없이 사람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2판, 3판, 4판, 5판 계속 인쇄되어 잘 팔리자 그 책서문에 라틴어로 

“Textum ergo habes, nun cab omnibus receptum (이 책의 독자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활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적힌 것

이 “공인본문(TR: Text Receptus)” 이라고 말하게 된 동기이다.  에라스무스는 그 TR을 작성할 때 비록 비잔틴 본문 형식(Byzantine 



text-type)의 사본에 바탕을 두었지만, 그가 TR을 편집할 때는 비잔틴 본문과는 다르게 라틴 벌게이트(Latin Vulgate-로마 카톨릭의 공인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추가로 넣어 역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순수 그리스어 사본의 역본들은 마치 모자라는 성경인것 처

럼 보이게 되었다.     

 

라틴 벌게이트(Latin Vulgate) 성경은 교황 다마서스 1세(Damasus 1)가 옛 라틴어 성경이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당시 통용되

는 라틴어로 개역하라는 지시(A.D.382)에 따라 제롬(St. Jerome)이  새로운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고(A.D.383-405), 트렌트 공의회

(1545-1563)에서 공식 로마 카톨릭 성경으로 지정된 성경이다.   공인본문(TR)은 순전한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아니고 거기에 라틴어 

사본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샤프(Schaff) 라는 학자는 킹제임스성경(1611)의 신약에 대략 80군데가 그리스어 사본이 아닌 라틴어 

사본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글 개역성경에 빠져있는 구절들이 킹제임스성경에 있는 것은 그 당시 에라스무스가 TR에 삽입한 

라틴 벌게이트(Latin Vulgate)의 영향 때문이다.   그 당시 에라스무스가 잘못된 사본들로 공인본문(TR)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나중에 

TR로 번역한 킹제임스성경(1611)에서 그 오류들이 나타남으로 입증되었고,  여기에 그 오류들을 몇가지 소개하려 하는데 이것은 킹

제임스성경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자는 목적일 뿐이다.  킹제임스성경에는 다른 성경에 없는 좋은 점

도 간직하고 있다.  역본들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 킹제임스성경도 우수한 성경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킹제임스성경(TR)에 삽입된 라틴어 Vulgate사본 내용들 

성경구절 킹제임스성경 1611           킹흠정역 (밑줄: 라틴어 Vulgate 사본에서 온 것) 

마27:35 And they crucified him, and parted his garments, 
casting lots: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
ken by the Prophet, They parted my garments 
among them, and upn my vesture did they cast lots.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는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그들

이 서로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사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요8:9-10 And they which heard it, being conuicted by their 
owne conscience, went out one by one, beginning 
at the eldest, even unto the last:  and Iesus was 
left alone, and the woman staning in the midst. 

When Iesus had lift up himself, and saw none but 
the woman, he said unto her, Woman, where are 
those thine accusers?  Has no man condemned 
thee? 

Greek Text:   
But when they heard it, they went away, one by 
one, beginning with the eldest, and Jesus was left 
with the woman being before him.  Jesus lifted 
himself up and said to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

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고 그 여자는 한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어

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리스어 사본: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 많은 자부터 하나

씩 떠나갔고, 예수는 그의 앞에 있는 여인과 함께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그들이 어

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행9:5-6 And he said, Who art thou Lord?  And the Lord 
said, I am Iesus whom thou persecutest:  It is hard 
for thee to kick against the prickes. 

And he trembling and astonished said, Lord , what 
will thou have me to do?  And the Lord said unto 
him, Arise, and go into the city, and it shall be told 
thee what thou must do.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

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찍을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사울이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

리라, 하시니            



 

 

 

 

 

 

 

 

 

 

 

 

 

 

 

 

 

 

 

 

 

 

 

 

 

 

 

 

 

성경구절 킹제임스성경 1611         킹흠정역 (밑줄: 라틴어 Vulgate 사본에서 온 것) 

행10:6 He lodgeth with one Simon a tanner, whose house is by the 
sea side: he shall tell thee what thou oughtest to do.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행10:21 Then Peter went down to the men,  which were sent 
unto him from Cornelius, and said, Behold, I am he 
whom ye seek: what is the cause wherefore ye are 
come?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

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

로 왔느냐? 하니              

 

행21:8  And the next day we that were of Paul's company 
departed, and came unto Caesarea: and we entered 
into the house of Philip the evangelist, which was one 
of the seven; and abode with him. 

이튿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

르러 일곱 사람 중의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무니라.                   

롬13:9 For this,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t 
not kill,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Thou shalt not covet; and if there be any oth-
er commandment, it is briefly comprehended in this 
saying, namely,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
self.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

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

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골1:14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히2:7 Thou madest hi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thou 
crownedst him with glory and honour, and didst set 
him over the works of thy hands: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들 위에 세우시며               

히11:13 These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
es, but having seen them afar off, and were persuad-
ed of them, and embraced them, and confess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pilgrims on the earth.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

하였으되 멀리서 그 약속들을 보고 확신하며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

라 고백하였으니        

요일5:7-8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계1:8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saith the Lord, which is, and which was, and which is 
to come, the Almighty.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

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

침이라, 하시더라.                

계1:11 Saying, I am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and, What thou seest, write in a book, and send it un-
to the seven churches which are in Asia; unto Ephe-
sus, and unto Smyrna, and unto Pergamos, and unto 
Thyatira, and unto Sardis, and unto Philadelphia, and 
unto Laodicea.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

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

델피아,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초판 킹제임스성경(1611)과 현대 킹제임스성경의 달라진 점들 

성경구절 1611년도 킹제임스성경                       변경된 현대 킹제임스성경 

창39:16 until her lord came home until his lord came home 

민6:14 and one lamb without blemish and one ram without blemish 

삼상18:27 David arose, he and his men David arose, and went, he and his men 

삼상28:7 And his servant said to him And his servants said to him 

왕상8:61 Let your heart therefore be perfect with the 
Lord your God 

Let your heart therefore be perfect with the Lord 
our God 

렘34:16 whom ye had set at liberty whom he had set at liberty 

렘38:16 So the king sware secretly So Zedekiah the king sware secretly 

신26:1 which the Lord giveth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수3:15 Jordan overfloweth all his banks at the time 
of the harvest 

Jordan overfloweth all his banks all the time of 
the harvest 

수13:29 half tribe of Manasseh half tribe of the children of Manasseh 

삿11:2 and his wives sons grew up and his wife’s sons grew up 

왕하11:10 that were in the Temple that were in the Temple of the Lord 

왕하18:8 from the tower of the watchmen to the 
fenced cities 

from the tower of the watchmen to the fenced 
city 

대상7:5 were men of might were valiant men of might 

대하28:11 the fierce wrath of God is upon you the fierce wrath of Lord is upon you 

욥39:30 where the slain are, there is he where the slain are, there is she 

렘49:1  why then doth their king inherit God why then doth their king inherit Gad 

겔3:1 unto thy people unto the children of thy people 

단3:15 into the midst of a fiery furnace into the midst of a burning fiery furnace 

단6:13 Daniel which is of the captivity of the chil-
dren of Judah 

Daniel which is of the children of the captivity of 
Judah 

욜1:16 Is not the meat cut off before your eyes Is not the meat cut off before our eyes 

말4:2 with healing in his wings, and shall go forth 
and grow up 

with healing in his wings, and  ye shall go forth 
and grow up 

마12:23 Is this the son of David? Is not this the son of David? 

눅1:3 having had perfect understanding of things having had perfect understanding of all things 



   

 

킹제임스성경(1611)의 번역상 오류들 
      

   ¡  마27:50, 마28:19 
        (Matt.27:50) Jesus, when he had cried again with a loud voice, yielded up the ghost.  
         (Matt.28:19) Go ye therefore, and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예수님의 영(pneuma)과 성령(pneuma)을 “Spirit”이 아닌 “ghost(유령)”으로 오역함.   “ghost”는 죽은 

               사람의 혼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놀라게 하는”이란 옛 영어 “goestan”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에 영향을 끼친 위클립 성경(1395)에는 “hooli goost”로 번역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91회나 “ghost”로 번역했는데 “성령 훼방죄”를 지적하는 마12:31과 대조적이다. 

   ¡  요1:32 
       And John bare record, saying, I saw the Spirit descending from heaven like a dove,  
        and it abode upon him.   
                   성령(the Spirit)을 인격체가 아닌 그것(it)로 표현하였다. 

 

성경구절 1611년도 킹제임스성경                    변경된 현대 킹제임스성경 

눅19:9 This day is salvation come to this house, 
forsomuch as he also is the son of Abra-
ham 

This day is salvation come to this house, forso-
much as he also is a son of Abraham 

요7:16 Jesus answered them, My doctrine is not mine Jesus answered them, and said, My doctrine is not 

요15:20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the Lord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롬3:24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Jesus Christ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롬12:2 prove what is that good, that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고전12:28 helps in governments, diversities of tongues Helps, governments, diversities of tongues 

고전15:41 another of the moon and another glory of the moon 

고후5:2 For in this we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For in this we earnestly desiring to be clothed 

고후11:32 the King, kept the city with a garrison the King, kept the city of the Damascenes with a 

딤전1:4 rather than edifying rather than godly edifying 

딤후4:13 when thou comest, bring with thee, but especial-
ly the parchments 

when thou comest, bring with thee, and the books, 
but especially the parchments 

벧전2:1 and envies, and evil speakings and envies, and all evil speakings 

요일5:12 he that hath not the Son, hath not life he that hath not the Son of God, hath not life 



  ¡  롬 8: 16 

        The Spirit itself beareth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성령(the Spirit)을 인격체가 아닌 그것(it)로 표현하였다. 

  ¡  롬 8: 26 
        Likewise the Spirit also helpeth our infirmities: for we know not what we should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itself maketh intercession for us with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성령(the Spirit)을 인격체가 아닌 그것(it)로 표현하였다. 

 ¡  벧전1:11 
        Searching what, or what manner of time the Spirit of Christ which was in them did signify,  
        when it testified beforehand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the glory that should follow.  

                       성령(the Spirit)을 인격체가 아닌 그것(it)로 표현하였다. 

 ¡  행12:4 
        And when he had apprehended him, he put him in prison, and delivered him to four quaternions of soldiers  
        to keep him; intending after Easter to bring him forth to the people.  

                   유월절(Passover)을 이스터(Easter)로 표현하였다. 

 ¡  행19:37 
        For ye have brought hither these men, which are neither robbers of churches, nor yet blasphemers of your goddess 

               공인본문의 “i{erosulo"(히에로쉴로스: temples)”는 아데미신전(24절)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교회(churches)”로 오역하였다. 

 ¡  히10:23 
        Let us hold fast the profession of our faith without wavering;  

               공인본문의  “ejjlpij"(엘피스)”를 그 의미대로 “소망(hope)”이라 하지 않고 “믿음(faith)”으로 오역하였다. 

 ¡  계16:5 
        And I heard the angel of the waters say, Thou art righteous, O Lord, which art, and wast, and shalt be, because    
        thou hast judged thus. 

               공인본문(RT)의 “o}sijo"(호시오스)”의 의미는 “거룩하신이(holy one)” 인데 “앞으로 계실(shalt be)”로 오역함. 

 ¡  요한계시록의 “생물”과 “짐승”을 구별하지 않음 

        킹제임스 성경은 헬라어 " qrono""(드로노스: 보좌, 왕좌)를 히12:2, 계7:15, 계12:5 . . . . 계22:1 등에서는 모두  

      “왕좌(throne)”로 번역했지만 중요한 구절 계2:13과 계16:10에서만 유달리 동일한 원어를 “자리(seat)”로 번역했는데,   

        원어대로 번역하지 않으므로 계시의 명확성을 훼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계13:2에서 용(사탄)이 그의  

      보좌(throne)의 왕권을 짐승에게 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의 보좌와 사탄의 보좌를 구별못하게 됨) 

 

      또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속한 “생물(zwon조온: living thing)” 이 있고 

      사탄(짐승)의 보좌에 속한 “짐승(qhrijon데리온: beast)” 이 등장하는데 서로 구별하도록 다른 원어가 사용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계4:6,7,9, 계5:6,7,11, 계6:1,3,5,6,7, 계7:11, 계14:3, 계19:4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속한 

 “생물(zwon조온: living thing)” 을 모두 “짐승(beast)”으로 번역하였으므로 계시록 해석을 어렵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 사본에 분명한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1611)이 원어대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글개역은 원어대로 분명하게 계13, 14, 15, 16, 17, 19, 20장에 나오는 짐승의 보좌에 속한 것을 원어의  

 의미(qhrijon데리온: beast) 대로 “짐승” 이라고 표현하였고,  하나님의 보좌에 속한 계4:6,7,9, 계5:6,7,11,  

 계6:1,3,5,6,7, 계7:11, 계14:3, 계19:4은 원어의 의미(zwon조온: living thing) 대로 “생물” 이라고 표현했다.   

 

  참고:   qhrijon(데리온: beast)  =  “beasts” or “animals” of animal-like beings of a supernatural kind. 

                    zwon(조온: living thing)  = ’living thing or being” to denote beings that are not human and yet not really 

                                                                  Animals of the usual kind.      

                qrono"(드로노스: throne) = The throne of God — Rev. 7:15, 12:5, 22:1,3 . . . .  

                                                                    The throne of the dragon (or, beast) — Rev. 2:13, 13:2, cf. Rev.16:10 

                                                                                                        (Ref.  A Greek-English Lexicon, Arndt & Gingrich) 
 
 
 

그 밖의 킹제임스성경(1611) 오류들 
 

  ¡  사45:7 

        (1611 KJV)           “I make peace and create evil”    “나는 평안도 짓고 악(evil)도 창조 하나니”  

                                     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Ra: [r) 는 그 뜻이 악(evil), 고통(distress), 비참(misery), 손상(injury), 

                                         재난(calamity) 등이므로 용도가 다양한데, 도덕이나 윤리면의 죄성을 지적할 때만 영어로 evil이라고  

                                 표현(예: 시79:10, 잠8:13, 암5:14 등) 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evil)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표현이다.  

  ¡  시69:32 

        (1611 KJV)     . . .  And your heart shall live that seeke good(선을 찾는). 

        (Today KJV)   . . .  And your heart shall live that seek God(하나님을 찾는). 
 

  ¡  겔24:7 

        (1611 KJV)     . . .  she set it upon the toppe of a rocke, she powred it upon the ground(땅에 쏟고). 

        (Today KJV)   . . .  she set it upon the top of a rock, she poured it upon the ground(땅에 쏟지 아니하고). 
 

  ¡  딤후4:13 
        (1611 KJV)     . . .  The cloke that I left at Troas with Carpus, when thou commest, bring with thee,  but . . .  
        (Today KJV)   . . .  The cloke that I left as Troas with Carpus, when thou commest, bring withthee, 
                                      and the books, but  . . . .                       ( and the books은 나중에 삽입됨). 
 



 

  ¡  막5:6 

        (1611 KJV)     . . .  But when hee saw Iesus afarre off, he came and worshipped Him.(그가 달려왔다). 

        (Today KJV)   . . .  But when he saw Jesus afar off, he ran and worshipped Him.(그가 달려갔다). 
 
 
 
 

킹제임스성경(1611)에 첨가 되었던 외경들 
 

킹제임스성경(1611)에 또 다른 오점이 있다면 로마 카톨릭의 외경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경의 책들이 과연 하나

님의 영감을 받은 것인지 의심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미국 표준성경(ASV)이 등장할 무렵(1881-1885) 학자들 간에 이슈가 되자 

킹제임스성경 측은 마침내 1885년 외경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274년만에 외경들을 제외했다.   어떤 분은 외경들이 단순히 부록

으로만 킹제임스 성경에 게재 되었던 것이라고 변호하지만, 킹제임스(1611)에 보면 외경들이 구약의 말라기서 다음에 계속되는데 어

떤 구별이나 설명 없이 다른 책들과 똑 같은 문체와 형태로 인쇄되었으며 그대로 마태복음에 이어진다.   그 외경들은 아래와 같다. 
 
 

 Apocrypha Books: 
   
 1 Esdras, 2 Esdras, Tobit, Juditeh, Additions to Esther, Wisdom of Solomon, Ecclesiasticus, 
 Baruch, Letter of Jeremiah, Prayer of Azariah, Susanna, Bel and the Dragon,  

 Prayer of Manasseh, 1 Maccabees, 2 Maccabees. 
 

   

킹제임스성경(1611)은 그당시 존재한 5개 이상의 영역본을 참고 
 

킹제임스성경(1611) 이 나오기전 1382년 부터 이미 다른 영어성경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킹제임스성경의 공식 

설명서에도 언급하기를 번역자들이 비숍성경, 틴데일 성경, 마태성경, 카버데일 성경, 대성경, 그리고 제네바 성경에 근

거했다고 했으며,  킹제임스성경(1611) 역본은 거의 틴데일 성경(1525)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킹제임스성경

(1611)은 독창적 역본이 아니다. 
 
  *  죤 위클립(John Wycliffe)이 최초로 영어로 번역 (1382) 

  *  종교개혁 당시 윌리암 틴데일(William Tyndale)이 번역한 틴데일 성경(Tyndale Bible -1525) 

  *  틴데일이 순교 한후 죤 로저스(John Rogers)가 완성한 마태의 성경(Matthew’s Bible -1537)과 그 당시 이미 마일즈  

    카버데일(Miles Coverdale)이 완성하였던 카버데일 성경(Coverdale Bible) 

  * 기독교가 영국국교(The Church of England)로 수립되자 헨리 8세는 전국에 보급하는 성경을 다시 만들라 하여 

    마태의 성경(Matthew’s Bible)을 개역하여 대 성경(The Great Bible)을 출간(1538) 

  *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하여 제네바 성경(Geneva Bible)을 출간(1560) 

  *  제네바 성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공회에서 내 놓은 비숍 성경(Bishops’ Bible  - 1568) 

  *  영국 카톨릭 교도들이 망명하여 만든 두레이 성경(Douay-Rheims Bible(1582) 
 

 



 

킹제임스성경(1611)의 좋은 점 

  ¡  사7:14  - “보라 한 처녀(a virgin)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 . .”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 . . .” (KJV, ASV) 
    

       위 본문 “잉태하여”는 히브리어(hara) 로 “잉태한” 이라는 형용사 이며,  “낳을 것이요”는 히브리어(yoledet)로 

     임박한 출산을 나타내는 “이제 막 낳으려는” 뜻의 분사구 뿐이며 본동사가 없다(participle of the imminent future:     

       Gensenius, Grammar, 1910, p.359).   본문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므로 히브리어 구문법으로 정리하면: 
     
      “the young woman (virgin) who is pregnant is about to give birth a son . . . .” 라고 표현할 수 있다. 

         “young woman (virgin)” 앞에 히브리어 원어(ha-alma)대로 정관사 “the(ha)”가 붙는 것은 뒤에  

      “who is pregnant” 수식어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 virgin shall conceive” 로 해야 한다고 한다. 

                                                                                        (source:  Denis Bratcher, Isaiah 7:14 Translation Issues) 
    

      그래서 킹제임스성경(KJV)과 킹제임스(1611)로 기초한 미국표준성경(ASV)에는 “a virgin(한 처녀)” 이라고 번역 

      했지만 기타 다른 영어 역본에는 모두 “The Virgin(그 처녀)” 라고 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통 처녀가    

      아니고 특별한 처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 번역은 마리아 숭배사상을 뒷밭침하는 로마 카톨릭 식의 표현 

      이다.  한글 개역성경은 마리아를 그냥 일반적 “처녀”로 표기해 놓았고,  한글 킹흠정역은 킹제임스 성경의 의미대로  

      “한 처녀”로 번역하였다. 

        
 
 

킹제임스성경(1611)에서 논란의 대상 

 

  ¡  요일5:7-8  -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위 밑줄친 부분은 에라스무스의 첫번째 TR(공인본문) 출판(1516)에는 없었으며, 3번째 출판(1522)에 등장하는데 

     그 구절(요일5:7-8)을 Comma Johanneum(요한의 콤마)라고 부른다.   마르틴 루터가 에라스무스의 2번째 출판  

     (1519)한 TR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만해도 요일5:7-8이 TR에는 없었다.   
 
 
       그래서 TR/Byzantine 사본에 없는 특별한 구절을 로마 카톨릭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Erasmus)가 새로 고안하여   

     삽입한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문제는 16세기 이전 공인된 그리스어 사본

 들에는  “요한의 콤마(요일5:7-8)”를 발견 할 수 없다는데 있다.  킹제임스성경(1611)은 TR 1522 년 3판 이후의  

     것으로 번역되었으므로 요일5:7-8을 포함하고 있다.   
                                                                              
 
 



 “요한의 콤마(요일5:7-8)”가 그리스어 사본에 정식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연대와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Codex Montfortianus 사본은 10세기경의 그리스어 사본을 복사한 것인데 Original 사본에는 요일5:7-8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복사과정에서 추가로 삽입한 것이며(Metzger),  에라스무스의 TR은 3번째 출판(Novum Testamentum)

 부터 “요한의 콤마(요일5:7-8)”가 등장한다(Edward Miller).    

                                                                     (TR 출판 참고: 1st Ed -1516,  2nd Ed -1519,  3rd Ed -1522,  4th Ed -1527,  5th Ed -1535) 
 
 
 
 
 
 
 
 
 
 
 
 
 
 
 
 
 
 
 
 
 
 
 
 
 
 
 
 

 

 

사본번호 사본이름 보관장소 사본에 등장한 시기와 내용 

61 Codex Montfortianus Dublin 1520년 등장, “Holy Spirit”, “three witnesses” 

629 Codex Ottobonianus Vatican 14-15세기 등장, 라틴어에서 번역하고 라틴어도 함께 기록됨 

918 - Escorial
(Spain) 16세기 등장 

88 Codex Regis Naples 11세기부터 난외 주로 기록,  16세기부터 본문에 넣음 

221 -  Oxford 10세기부터 난외 주로 기록,  15-16세기부터 본문에 넣음 

429 Codex Wolfenbuttel Wolfenbuttel 
(Germany) 14세기부터 난외 주로 기록,  16세기부터 본문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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