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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어 ( יהוה요드-헤이-바브-헤이)를 기원후 3세
기 이후로 번역한 그리스어 구약성경에서는 “주님”
(κύριος, 쿠리오스)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기원
전에 번역된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는 “이아오/야오”
(ιαω)로 번역했다.
ΑYΤWI EA[N ΔΕ ΨYΧΗ ΜΙΑ]
[ΑΜΑPΤΗ A]KOYCIWC E[K TOY ΛΑΟΥ ΤΗC]
[ΓΗC] EN TWI ΠΟΙΗCAI MIAN AΠ[Ο ΠΑCWN]
[T]WN ENTOΛWN IAW OΥ Π[OIHΘΗCETAI]
[KA]I ΠΛΗΜΕΛΗCΗ ΚΑΙ ΓΝ[WCΘΗ]
■ 쿰란 4번동굴에서 발굴된 그리스어 번역 레위기 4:26-28
[AYTW H AMAPTIA] HN HMAP[TEN]
(DSS 4Q120-4QpapLXXLevb)
[EN AYTH KAI OICEI XI]MAIPAN EΞ [AIΓWN]

그리스어 레위기, 하나님의 이름
(DSS 4Q120-4QpapLXXLevb)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굳이 우리 식으로 빗대어 표현하

이)라는

네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ㄷㅎㅁㄴㄱㄱ”이라고 써놓은 것과

히브리어 성경 뿐 아니라, 고대 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문제

름은 י

(요드),

ה

(헤이),

으로 기록합니다

ו

(바브),

ה

(헤

(Tetragrammaton).

스라엘 주변의 나라에서도 이스라

엘 민족의 하나님을  יהוה라고 소
개합니다

(참조. 메사 석비).

영어로는

YHWH 라고 쓰지요. 그런데 영어
철자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네

개의 글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표기 전통

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

은 곧 매우 난처한 경우를 맞이합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그러나 이

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

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
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는 원래부
터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은 관

습처럼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었거든요.

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룩

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
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
스로 드러내신 이후에 한번도 불

러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 יהוה
(요드-헤이-바브-헤이)

는 모세 이후 몇

백년 뒤에 결국 아무도 어떻게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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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모르는 이름이 되어버렸기

름을 가르쳐 주실 때

(출 6:3),

그이

조. 히브리어 ‘요드’  י는 영어로 Y, I 또는 J 로

이 개정되면서 Jehovah로 영어식 표기가 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 יהוה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

름 יהוה를 Iehovah(Jehovah, 흠정역

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뀜)

인들은 성경에서 이 거룩한 하나
 השם하쉠),

또는 “주님”

(히.

(히.  אדני아도

나이)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영

어 성경에서는 יהוה를 “the Lord”

라고 번역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
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
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의 이름 יהוה를 “여호와”라고 읽

습니다. 아마 우리 말 성경에서 하

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과감하게(?)
부르는 것은 초기 영어 성경 번역

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1611년 이래로 영어 성
경의 표준이 된 흠정역
Version, KJV)

(King Jame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서 모세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이

환원이 가능함).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흠

를 어떻게 읽어야할 지 알 수 있는

미국표준역 (Amerian Standard Version,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고대 셈어

정역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번역한
ASV)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을 Jehovah 라고 번역했거든요.
우리나라로 성경이 전래될 때, 아

마 영미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들이 사용하던 성경책의 하나님
이름 Jehovah 를 그대로 음역해
서 “여호와”로 표기한 것은 아닐까
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

지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유대인

들도 알지 못한  יהוה의 모음 음가
를 알았을까?” 이것은 매우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
도나이’

(יהוה, ADONAI)의

모음을 떼

어다가 그대로 히브리어 (YAHOWAH)
에 적용해서 발음한 것입니다

■ 1611년에 출판된 흠정역 (King James Version) 영어 번역 성경

(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
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가지 중
요한 고고학 발굴의 도움을 얻었
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에 위치
한 고대 에블라

(Ebla, Tel-Mardikh)에

서 1974-1976년 사이에 8,000여

개의 토판들이 대규모로 발견되었
습니다. 이 돌판들은 대략 2,500-

2,250 BCE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토판들에 새겨

진 신들의 이름 가운데에 이스라엘

의 하나님의 이름 יהוה를 고대 서
아시아식으로 읽을 수 있는 단서

가 발견된 것입니다. 신의 이름이

쓰여진 에블라 토판의 쐐기 문자
를 읽으면 ‘이아베일루’

(Ia-á-ve-i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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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서 “요드-헤이-바브-헤이”가
나올 때마다 “주님”(아도나이)이라고 읽었다. 빨간색
점들이 히브리어 모음이다.

③ 일군의 성서학자들은 “아도나이”의 모음 음가를 그
대로 가져와서 “요드-헤이-바브-헤이”에 붙인 후, 하
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예호바)일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①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어알
파벳 “요드-헤이-바브-헤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썼
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읽지
않아서 아무도 이 이름을 어떻게 읽는 지를 알지 못
한다.
기)와 람세스 2세 Ramesses II (기원

만, 기원 이전에 번역된 그리스어

발음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의 하

던땅

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Ia-ve-ilu)
um-ilu)

또는 ‘이아우움일루’

(Ia-ú-

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나님의 이름을 ‘야웨’ 라고 읽을 수
하나님의 이름을 ‘야웨’라고 읽

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대표적

전 13세기)의

기록에서 샤수들이 살

(가나안)을

가리켜, “야오(를 섬

기는) 샤수의 땅” (ta Shasww yhwaw) 이

증거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

은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 구약

으로 두 개를 더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사

BCE)부터

기록된 그리스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는 이집트 18 왕조 (약 1550-1295

지중해 동편 이스르엘 골

짜기-아쉬켈론-시나이 반도 지역
에 이르는 지중해 동쪽 해변가에
살았던 샤수

(Shasu)에

대한 아멘호

텝 3세 Amenhotep III

(기원전 14세

본들입니다. 기원후 3세기 이후에

יהוה가 나올 때마다 유대교의 전
통을 따라,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
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쿠

리오스’(κύριος, ‘주님’)으로 번역했지

구약성경(DSS

4Q120-4QpapLXXLevb)

알파벳 ΙAW (YAW, ‘이아오/야오’)로 바
꾸어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

마도 ‘이아오/야오’와 비슷한 발음

의 ‘야웨’가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
더 가까운 발음이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라 부
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