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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한글판 성경 단어 해설집 (임시 공개용)

김정수 해설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의 언어는 1930년대의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나 애매한 

표현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만 설명한 것'입니다. 

1930년대 사용되던 한국말의 단어 뜻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2011. 8. 1. 목회연구소

차례

1. 어려운 낱말. 

2. 모호한 표현. 

3. 본문 수정. 

4. 표준말, 맞춤법 등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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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낱말 
 

가납(嘉納): 기꺼이 받음 (말 1:8) 
가속(家屬): 집안 식구 (창 45:11) 
가이사(Caesar): 로마 제국의 황제     
               (마 22:17) 
가증되게(可憎되게):가증하게(시 88:8) 
가편(可便): 찬성하는 쪽 (행 26:10) 
각(脚): 몸을 쪼갠 다리 등의 부분      
       (삼상 11:7) 
각방(各方): 여러 방향 (렘 49:32) 
간단(間斷): 사이가 끊김 (습 3:5) 
간악(奸惡): 간사하고 악독함 (시 41:6) 
간역자(看役者): 공사 감독자 (출 3:7) 
간칭(杆秤): 대저울 (잠 16:11) 
감계(鑑戒): 거울삼기 (신 28:46) 
감사무지(感謝無地): 더할 수 없이 
감사함 (행 24:3) 
감정(憾情): 원망하는 마음 (잠 26:24) 
갑주(甲胄): 갑옷과 투구 (삼상 17:54) 
강령(綱領): 일의 큰 줄거리(시 119:160) 
개가(凱歌): 싸움에 이긴 자의 노래     
           (삼하 1:20) 
개동시(開東時): 동틀 때 (창 44:3) 
개유(開諭): 타이름 (호 2:14) 
개정(開廷): 재판을 시작함 (욥 11:10) 
개창(疥瘡): 옴 (신 28:27) 
거루: 거룻배, 작은 배 (행 27:16) 
거룻줄: 큰 배에 거룻배를 묶는 줄     
        (행 27:32) 
거류자(居留者): 연고 없는 곳에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 (시 39:12) 
거접(居接): 몸을 붙여 삶 (겔 29:11) 
거제(擧祭): 높이 들어 바치는 제사     

           (레 7:14) 
거제물(擧祭物):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  
               (출 29:28) 
건과(愆過): 실수 (대하 33:19) 
건포도병(乾葡萄餠): 건포도 떡        
                   (대상 16:3) 
겁약(怯弱): 겁이 많고 약함 (렘 51:46) 
격절(隔絶): 사이가 떨어짐 (욥 28:4) 
견강(堅强): 굳셈 (창 49:24) 
견책(譴責): 꾸짖음 (신 28:20) 
경각간(頃刻間): 순식간 (욥 21:13) 
경갑(脛甲): 정강이 가리개 (삼상 17:6) 
경겁(驚怯): 놀라고 두려워함      
           (욥 41:25) 
경대(敬待): 높여 대우함 (딤전 5:3) 
경문(經文): 성경 구절 (마 23:5) 
경성(警醒): 정신 차리고 조심함      
           (시 127:1) 
경쇠(磬쇠): 타악기의 하나 (삼상 18:6) 
경수(經水): 월경 (창 18:11) 
경심증(驚心症): 놀라는 병 (신 28:28) 
경야(經夜): 밤샘 (창 19:2) 
경영(經營): 계획 (창 11:6) 
경점(更點): 싯점, 시각 (시 90:4) 
경책(警責): 꾸짖음 (대하 24:27) 
계대(繼代): 대를 이음 (민 32:14) 
계시(啓示): 하나님이 알려 주심       
           (렘 14:14) 
계의(計議): 계략 (호 10:6) 
계자(季子): 막내아들 (수 6:26) 
계한(界限): 한계 (욥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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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雇價): 품삯 (렘 22:13) 
고물: 배의 꼬리 (마 4:38) 
고범죄(故犯罪): 일부러 지은 죄       
               (시 19:13) 
고빙(雇聘): 모셔 들임 (삿 18:4) 
고살(故殺): 일부러 죽임 (민 35:16) 
고살자(故殺者): 일부러 죽인 자       
               (민 35:16) 
고용군(雇傭軍): 고용한 군대 (렘 46:21) 
고의: 홑바지 (출 28:42) 
고토(故土): 고향 (욥 30:8) 
고해(苦海): 고난의 바다 (슥 10:11) 
곡간(穀間): 곡식 창고 (마 3:12) 
곤액(困厄): 재앙 (욥 20:22) 
골육(骨肉): 한 조상의 자손들 (창 13:8) 
골육지친(骨肉之親): 한 조상의 자손들  
                   (레 18:6) 
골절(骨節): 뼈마디 (욥 4:14) 
공구(恐懼): 몹시 두려워함 (신 28:20) 
공궤(供饋): 음식을 드림 (창 45:23) 
공도(公道): 공평한 도리 (창 18:19) 
공력(功力): 힘쓴 것 (창 30:30) 
공법(公法): 공평한 법 (암 5:7) 
공성퇴(攻城槌): 성벽이나 성문을 
부수는 무기 (겔 4:2) 
공세(貢稅): 세금 (시 72:10) 
공수(空手): 빈손 (창 31:42) 
공장(工匠): 기술자 (왕하 22:5) 
공직(公直): 공평하고 올곧음 (잠 12:5) 
공직(供職): 직무를 수행함 (출 39:26) 
공효(功效): 보람 (사 32:17) 
과동(過冬): 겨울나기 (사 18:6) 
과하(過夏): 여름나기 (사 18:6) 
관(管): 대롱 (욥 40:18) 

관리장(官吏長): 공무원의 우두머리    
               (왕상 4:5) 
관영(貫盈): 가득 참 (창 6:5) 
관장(官長): 고을 원 또는 통치자      
           (왕상 4:7) 
관정(官庭): 관청의 뜰 (마 27:27) 
관제(灌祭): 부어 바치는 제사,전제(奠祭)  
           (빌 2:17) 
광포(廣布): 널리 알림 (시 41:6) 
괘념(掛念): 걱정 (삼하 13:33) 
괴악(怪惡): 이상하고 악함 (삼하 13:12) 
교계(較計): 견주어 따짐 (창 23:15) 
교도(敎導): 조언 (왕상 12:6) 
교중(敎中): 교회 안 (고전 5:12) 
교창(交窓): 빗살창 (왕상 6:4) 
교합(交合): 성교 (레 18:22) 
구로(劬勞): 아기를 낳는 수고(욥 39:16) 
구변(口辯): 말솜씨 (삼상 16:18) 
구속(救贖): 구원 (출 6:6) 
구속(拘束): 속박 (고전 7:15) 
구축(驅逐): 몰아냄 (욥 38:13) 
구합(媾合): 성교 (신 27:20) 
국문(鞠問): 심문 (왕상 8:32) 
국세(國稅):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      
           (롬 13:7) 
군(君): 우두머리 (호 3:4) 
군급(窘急): 다급함 (삼상 28:15) 
군기(軍器): 무기 (대상 12:33) 
군기고(軍器庫): 무기 창고 (왕하 20:13) 
군박(窘迫): 괴롭힘 (창 49:23) 
군축(窘逐): 바짝 쫓음 (애 3:43) 
군호(軍號): 암호 (삿 20:38) 
굴혈(窟穴): 굴, 소굴 (사 32:14) 
궁구(窮究): 끝까지 연구함 (욥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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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성(宮星): 별자리의 하나 (왕하 23:5) 
궁창(宮墻): 궁궐의 성벽 (애 2:7) 
궁정(宮庭): 궁궐의 뜰, 왕실의 살림    
           (왕상 5:9) 
궁창(穹蒼): 하늘 (창 1:6) 
권계(勸戒): 타이르고 경계함 (살전5:14) 
권고(眷顧): 돌봄 (창 21:1) 
권념(眷念): 보살핌 (창 8:1) 
권도(勸導): 권유함 (고전 7:6) 
권면(勸勉): 힘써 권고함 (스 6:14) 
권병(權柄): 권력 (단 4:3) 
권속(眷屬): 집안 식구 (창 18:19) 
권위(勸慰): 위로 (롬 12:8) 
권징(勸懲): 권고와 징계 (욥 7:18) 
궐(闕): 빠짐 (삿 21:15) 
궤계(詭計): 속임수 (민 25:18) 
궤사(詭詐): 간사하고 거짓됨 (시 34:13) 
궤휼(詭譎): 거짓되고 간사함 (욥 5:12) 
궤휼자(詭譎者): 거짓되고 간사한 자   
               (사 24:16) 
귀정(歸正): 바르게 돌아감 (고전 11:34) 
극락(極樂): 더할 수 없는 기쁨 (시43:4) 
근심(勤實): 부지런하고 진실함(잠22:29) 
근실히(勤實히):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시 119:4) 
근채(芹菜): 미나리 (마 23:23) 
금고(禁錮): 가둠 (레 13:4) 
금령(禁令): 무엇을 막는 명령 (레 4:2) 
금수(禽獸): 짐승 (롬 1:23) 
급거히(急遽히): 서둘러 급히 (잠 25:8) 
긍휼(矜恤): 불쌍히 여김 (출 33:19) 
긍휼히(矜恤히): 불쌍히 (출 33:19) 
기경(起耕): 논밭을 일굼 (창 45:6) 

기계(器械): 연장, 무기 (창 4:22) 
기동(起動): 움직임 (출 21:19) 
기롱(譏弄): 실없이 놀림 (삿 8:15) 
기사(奇事): 신기한 일 (출 11:9) 
기색(氣塞): 숨이 막힘 (창 45:26) 
기색(氣色): 얼굴빛 (에 1:14) 
기숙(寄宿): 제 집이 아닌 곳에 머묾    
           (시 30:5) 
기식(氣息): 숨 (창 6:17) 
기악(妓樂): 기생의 풍악 (단 6:18) 

낙성(落成): 건축을 마침 (느 12:27) 
낙성식(落成式): 건축 마침을 축하하는 
예식 (신 20:5) 
낙헌(樂獻): 기뻐 바침 (레 22:23) 
낙헌제(樂獻祭): 기뻐 바치는 제사     
               (레 22:18) 
난류(亂類):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리    
           (삼하 20:1) 
난봉: 난봉꾼 (대하 13:7) 
난산(難産): 아기를 어렵게 낳음       
           (창35:17) 
남 자손(男 子孫): 친손, 아들의 자손   
                 (수 17:2) 
남녀노유(男女老幼): 남녀노소 (수 6:21) 
남색(男色): 남자끼리 맺는 성 관계     
           (왕상 14:24) 
남창(男娼): 몸을 파는 남자 (욥 36:14) 
낭실(廊室): 복도 (왕상 6:3) 
내탕고(內帑庫): 임금의 창고(왕하20:13) 
냉과리: 잘못 구워서 잘 타지 않는 숯  
        (시 102:3) 
노복(奴僕): 남자 종 (창 26:14) 
노류(老幼): 늙은이와 어린이 (애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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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鸕鶿): 가마우지 (레 11:17) 
녹명(錄名): 등록 (민 11:26) 
논단(論斷): 논하여 판단함 (레 19:16) 
놋점장(놋店匠): 놋 기술자 (왕상 7:14) 
누설(縷絏): 오라, 포승 (욥 36:8) 
늑탈(勒奪): 강탈 (창 21:25) 

다불과(多不過): 많아야 기껏(고전14:27) 
다자(多子): 자식이 많음 (신 33:24) 
담(毯): 털로 짠 담요 (아 3:10) 
담군(擔軍): 짐꾼 (왕상 5:15) 
담무스(Tammuz): 식물(植物)의 신     
                 (겔 8:14) 
담부(擔負): 짐 지기 (대하 34:13) 
담책(擔責): 책임 (삿 19:20) 
답조(答詔): 회답하는 조서 (스 5:5) 
당(黨): 동아리, 패거리 (고후 12:20) 
당아(塘鵝): 사다새 (레 11:18) 
당아새(塘鵝새): 사다새 (시 102:6) 
대금(貸金): 돈을 꾸어 줌 (시 15:5) 
대서(代書): 대신 글을 씀 (롬 16:22) 
대승(戴勝): 오디새 (레 11:19) 
대언(代言): 대신하여 말함 (겔 37:4) 
대연(大宴): 큰 잔치 (창 21:8) 
대작(大作): 크게 됨 (욘 1:4) 
대질(對質): 양쪽을 맞세워 따짐(욥9:32) 
대척(對蹠): 말대꾸 (창 31:36) 
대회향(大茴香): 향기로운 풀의 하나   
               (사 28:25) 
도략(韜略): 병법 (잠 8:14) 
도량(度量): 길이와 부피 (욥 11:9) 
도륙(屠戮): 함부로 마구 죽임 (출32:27) 
도말(塗抹): 아주 없앰 (출 17:14) 

도수(都數): 합계 (삼하 24:2) 
도임(到任): 일자리에 이름 (행 25:1) 
독종(毒腫): 독한 부스럼 (출 9:9) 
독처(獨處): 혼자 사는 것, 홀앗이      
           (창2:18) 
돌쳐: 돌이켜 (출 14:2) 
동관(同官): 등급이 같은 관리 (마18:28) 
동남(童男): 사내아이 (욜 3:3) 
동녀(童女): 계집아이 (왕상 1:3) 
동독(董督): 감독 (왕상 5:16) 
동록(銅綠): 구리의 녹 (마 6:19) 
동사(同事): 함께 일함 (삼상 14:45) 
두문불출(杜門不出): 문 밖을 나가지 
않음 (느 6:10) 
두호(斗護): 두둔함 (출 23:3) 
득의(得意): 일이 바라던 대로 됨      
           (창40:14) 
등경(燈檠): 등잔걸이 (마 5:15) 
등사(謄寫): 베낌 (신 17:18) 

라합(Rahab): 바다의 괴물 (욥 9:13) 
랍비(rabbi): 스승 (마 23:7) 

마광(磨光): 갈아 빛냄 (사 49:2) 
마문(馬門): 말의 문 (대하 23:15) 
만만(萬萬): 수만 (신 33:17) 
만상(萬象): 모든 것 (시 33:6) 
만세수(萬歲壽): 만 년 장수, 오래 삶   
               (왕상 1:31) 
만안(萬安): 아주 평안함 (스 5:7) 
망대(茫昧): 모자라고 어리석음 (욥 8:9) 
망자존대(妄自尊大): 함부로 자기를 
크게 여김 (시 38:16) 
매복(埋伏): 숨어 살핌 (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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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약(盟約): 굳은 약속 (수 9:20) 
면려(勉勵): 격려 (왕하 18:32) 
면박(面帕): 면사포 (창 24:65) 
면책(面責): 눈앞에서 꾸짖음 (시 80:16) 
명록(名錄): 명분 (느 2:20) 
명정(命定): 명하여 정함 (사 41:4) 
명칭(皿秤): 접시저울 (잠 16:11) 
모년(暮年): 늘그막 (욥 42:12) 
모만(侮慢): 거만, 교만 (잠 29:8) 
모맥(牟麥/ 麰麥): 보리 (수 3:15) 
모반(謀反): 반역을 꾀함 (삼하 15:31) 
모살(謀殺): 미리 짜고 죽임 (출 21:14) 
모해(謀害): 해치려고 꾀를 씀         
           (삼하 21:5) 
목도(目睹): 눈으로 봄 (창 44:21) 
목백(牧伯): 지방 장관 (스 1:8) 
목자장(牧者長): 목자들의 우두머리    
               (삼상 21:7) 
몽설(夢泄): 몽정 (신 23:10) 
몽학(蒙學): 어린아이의 공부, 초등 교육  
           (갈 3:24) 
묘성(昴星): 별자리의 하나 (욥 9:9) 
무도(舞蹈): 춤 (삿 21:21) 
무론남녀(無論男女): 남녀를 가리지 
않음 (출 36:6) 
무론사생(毋論死生): 죽든 살든 상관 
없음 (삼하 15:21) 
무론원근(毋論遠近):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음 (에 9:20) 
무소불능(無所不能): 못 하는 것이 없음  
                   (욥 42:2) 
무시로(無時로): 아무 때나 (레 16:2) 
무신(無信): 믿음 없음 (신 32:20) 
무용(武勇): 용맹함 (삼상 16:18) 

무저갱(無底坑): 밑이 없는 구덩이     
               (눅8:31) 
무할례당(無割禮黨): 할례를 부정하는 
무리 (엡 2:11) 
무함(誣陷): 남의 없는 잘못을 꾸며 해침  
           (출 23:1) 
물화(物貨): 물품 (느 10:31) 
미구(未久): 오래지 않음 (시 106:13) 
미동(美童): 남창 (신 23:17) 
미말(尾末): 끄트머리 (고전 4:9) 
미명(未明): 날이 밝기 전 (왕상 3:21) 
미항(美港): 아름다운 항구 (행 27:8) 
민답(悶沓): 몹시 괴로움 (겔 3:15) 
민장(民長): 지도자 (느 4:14) 
민회(民會): 시민 총회 (행 19:39) 

박격(迫擊): 몰아침 (창 49:19) 
박석(薄石): 얇고 넓적한 돌 (대하 7:3) 
박수: 남자 무당 (출 7:11) 
박장(拍掌): 손뼉침 (욥 27:23) 
박재(雹災): 우박 재앙 (계 16:21) 
반일경(半日耕): 나절갈이 곧 한 나절 (6 
시간 가량) 안에 갈 넓이 (삼상 14:14) 
반차(班次): 신분의 차례 (대상 24:1) 
반포(頒布): 널리 알림 (출 34:5) 
반포(斑布): 색실을 섞어 짠 천 (출28:4) 
반포자(頒布者): 널리 알리는 이       
               (딤후 1:11) 
발등상(발凳床): 발받침 (대상 28:2) 
발명(發明): 밝힘 (행 19:33) 
발행(發行): 출발 (창 13:3) 
방불(彷佛): 비슷함 (히 7:3) 
방석(放釋): 석방 (시 105:20) 
방석: 작은 방석처럼 만들어 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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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것 (겔 13:18) 
방술(方術): 요술 (시 58:5) 
방장(方將): 방금, 곧 (마 9:18) 
방주(方舟): 네모난 배 (창 6:14) 
배도(背道): 진리를 저버림 (살후 2:3) 
배도자(背道者): 진리를 저버린 자     
               (시 101:3) 
배설(排設): 차려 베풂 (창 21:8) 
배약(背約): 약속을 저버림 (레 26:25) 
배역(背逆): 배반하고 거역함 (수 22:18) 
백숙모(伯叔母): 백모와 숙모 곧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 (레 18:14) 
백숙부(伯叔父): 백부와 숙부 곧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레 20:20) 
백주(白晝): 대낮 (신 28:29) 
백철(白鐵): 흰 쇠붙이 (겔 27:19) 
백체(百體): 몸의 모든 부분 (욥 10:8) 
백탁병자(白濁病者): 오줌이 희고 걸게 
되는 병자 (삼하 3:29) 
번병(番兵): 당번인 병사 (삿 7:19) 
번제(燔祭): 온통 사르는 제사 (출20:24) 
번제단(燔祭壇): 온통 사르는 제단     
               (출 30:28) 
번제물(燔祭物): 온통 사르는 제물     
               (출 10:25) 
번제소(燔祭所): 번제 장소 (레 4:29) 
번폐(煩弊): 번거로운 폐단 (말 1:13) 
범과(犯過): 잘못을 저지름 (레 5:5) 
범사(凡事): 모든 일 (창 24:1) 
범인(凡人): 보통 사람 (욥 24:24) 
변리(邊利): 이자 (출 22:25) 
변명(辨明): 따지며 밝힘 (욥 13:6) 
변박(辨駁): 비판하여 반대함 (욥 24:25) 
변백(辨白): 변명, 해명 (욥 13:15) 

변사(辯士): 말솜씨가 아주 좋은 사람   
           (행 24:1) 
변역(變易): 바꿈 (창 31:7) 
변전(邊錢): 변돈, 변리를 받는 빚      
           (겔 22:12) 
보발군(步撥軍): 공문 배달부 (대하30:6) 
보수(報讎): 앙갚음 (민 35:12) 
보수일(報讎日): 앙갚음의 날 (렘 46:10) 
보수자(報讎者): 앙갚음하는 사람      
               (신 19:6) 
보인(保人): 보증인 (욥 16:19) 
보장(保障): 은신처 (신 32:38) 
보주(保主): 보증인 (욥 17:3) 
복록(福祿): 복과 소득 (욥 21:16) 
복명(復命): 명령 수행에 대한 보고     
           (왕하 22:9) 
복술(卜術): 점 (레 19:26) 
복술자(卜術者): 점장이 (신 18:10) 
본수(本數): 본래의 수 (창 43:21) 
부(富): 부유함 (왕상 3:11) 
부고(府庫): 창고 (에 3:9) 
부득불(不得不): 아니 할 수 없이      
               (고전 9:16) 
부명(父命): 아버지의 명령 (창 50:12) 
부복(俯伏): 머리를 숙이고 엎드림      
           (시 72:11) 
부속(附屬): 종속 (민 25:3) 
부여조(父與祖): 아비와 할아비 곧 
조상들 (창 49:26) 
부의(賻儀): 돈이나 물건으로 장례를 
도움 (겔 24:17) 
부종(附從): 붙어 따름 (신 11:22) 
부지(扶支): 어려움을 견딤 (대하 18:34) 
분문(糞門): 똥을 내가는 문 (느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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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방(分房): 부부가 서로 다른 방에서 잠  
           (고전 7:5) 
분벽(粉壁): 분칠한 벽 (단 5:5) 
분변(分辨): 변별 (신 1:39) 
분요(紛擾): 소란함 (삼상 28:15) 
분의(分誼): 분깃 (수 22:25) 
분정(分定): 갈라 놓음 (신 4:19) 
분천(噴泉): 솟구치는 샘 (신 8:7) 
분한(憤恨): 분노와 원한 (신 29:23) 
불가불(不可不): 아니 할 수 없이      
               (눅 14:18) 
불가승수(不可勝數): 헤아릴 수 없이 
많음 (대하 12:3) 
붕우(朋友): 벗 (시 122:8) 
붙접지: 가까이 붙지 (시 101:3) 
비류(匪類): 불량배 (삿 19:22) 
비사(比辭/ 譬詞): 비유의 말 (욥 27:1) 
비소(誹笑): 비웃음 (욥 27:23) 
비위(脾胃): 지라와 위, 또는 뱃속      
           (딤전 5:23) 
비자(婢子): 계집종 (창 24:61) 
비자(榧子): 비자나무의 열매 (창 43:11) 
빙거(憑據): 근거 (눅 6:7) 
빙물(聘物): 남의 집에 가져가는 예물, 
또는 신랑이 처가에 보내는 예물       
           (창34:12) 
빙자(憑藉): 의지함 (출 35:29) 

사경(四更): 밤 1~3시 (마 14:25) 
사경(四境): 온 땅 (신 16:4) 
사곡(邪曲): 마음이 간사하고 비뚤어짐  
           (신 32:5) 
사관(史官): 나라의 역사를 적는 관리   
           (눅 2:7) 

사관(舍館): 여관 (삼하 8:16) 
사기(詐欺): 속임질 (수 7:11) 
사기(史記): 역사 기록 (대하 33:19) 
사기(事機): 일의 낌새 (삼하 15:11) 
사사(士師): 지도자 (민 25:5) 
사생자(私生子): 부부가 아닌 사이에 
낳은 자식 (신 23:2) 
사술(邪術): 사악한 요술 (민 23:23) 
사신(邪神): 요사스러운 귀신(삼상15:23) 
사신(使臣): 임금이 보내는 외교관      
           (수 9:4) 
사실(査實): 자세히 알아봄 (신 17:4) 
사위(詐僞): 꾸미고 속임 (호 4:2) 
사유(私有): 사사로운 소유 (대상 29:3) 
사유(赦宥): 용서함 (왕상 8:39) 
사자(嗣子): 계승자 (삼하 14:7) 
사자(獅子): 사나운 짐승의 하나(시57:4) 
사자(使者): 심부름꾼 (삼상 11:3) 
사자(使者): 천사 (창 16:7) 
사정(事情): 일의 형편이나 까닭       
           (창 40:14) 
사죄(死罪): 죽을죄 (행 25:11) 
사지(死地): 죽을 곳 (잠 5:5) 
사지놓이(四指놓이): 네 손가락의 나비  
                   (렘 52:21) 
사체(死體): 주검 (창 15:11) 
사취(詐取): 속여 빼앗음 (호 12:7) 
사통(私通): 간통 (겔 16:32) 
사특(邪慝): 간사하고 악함 (삼하 22:27) 
사화(私和): 개인적인 화해 (마 5:25) 
삭도(削刀): 머리털을 미는 칼 (민 6:5) 
산문(産門): 아기를 낳는 어미의 성기   
           (호 13:13) 
산울타리: 살아 있는 나무로 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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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4:23) 
산파(産婆): 아기 낳는 일을 돕는 사람  
           (창 35:17) 
삼경(三更): 밤 11~1시 (눅 12:38) 
삼관(三館): 세 여관 (행 28:15) 
삼성(參星): 별자리의 하나 (욥 9:9) 
상거(相距): 거리 (창 32:16) 
상고(商賈): 장사꾼 (창 23:16) 
상납(上납): 품질 좋은 납 (민 31:22) 
상등(上等): 높은 등급 (출 30:23) 
상론(相論): 상의, 의논 (마 22:15) 
상번제(常燔祭): 매일 바치는 번제     
               (민 28:3) 
상사(喪事): 사람이 죽은 일 (창 24:67) 
상약(相約): 서로 약속함 (삿 20:38) 
상직군(上直軍): 당직자 (욥 27:18) 
상한(傷寒): 추위로 나는 병 (신 28:22) 
상합(相合): 서로 맞춤 (엡 4:16) 
상해(傷害): 다치게 함 (시 35:4) 
색(色): 색욕, 음행 (유 1:7) 
생축(生畜): 집짐승 (창 34:23) 
석청(石淸): 바위틈에 사는 벌의 꿀     
           (마 3:4) 
선가(船價): 뱃삯 (욘 1:3) 
선대(善待): 좋게 대우함 (민 10:29) 
선인(船人): 뱃사람 (계 18:17) 
선인(先人): 조상 (신 19:14) 
선종(善終): 잘 죽음 (욥 29:18) 
선척(船隻): 배 (왕상 22:48) 
선파(宣播): 외침 (삿 5:10) 
설만(褻慢): 무례함 (느 9:18) 
성일(聖日): 거룩한 날 (출 31:14) 
세계(世系): 계통 (창 10:32) 

세약(細弱): 가냘픔 (창 41:6) 
소고(小鼓): 작은북 (출 15:20) 
소성(蘇醒): 죽다싶이 되었다가 살아남  
           (스 9:8) 
소위(所謂): 이른바 (마 10:42) 
소위(所爲): 행한 일 (창 31:28) 
소제(素祭): 곡식 제사 (출 29:41) 
소제물(素祭物): 곡식 제물 (레 2:3) 
소화(燒火): 불사름 (출 12:10) 
소회향(小茴香): 향기로운 풀의 하나   
               (사 28:25) 
속(贖): 종을 풀어 줌 (신 9:26) 
속량(贖良): 종을 풀어 줌 (레 19:20) 
속량물(贖良物): 종을 풀어 주는 값으로 
내는 재물 (사 43:3) 
속신(贖身): 종을 풀어 줌 (출 21:8) 
속전(贖錢): 종을 풀어 주는 값 (출 
21:11) 
속전(贖錢): 죗값으로 내는 돈 (출30:12) 
속죄소(贖罪所): 죄를 속하는 곳       
               (레 16:13) 
손할례당(損割禮黨):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무리 (빌 3:2) 
쇠패(衰敗): 이울어 망함 (잠 5:11) 
수(壽): 오래 삶 (왕상 3:11) 
수공물(手工物): 손으로 만든 것       
               (시 115:4) 
수금(囚禁): 옥에 가둠 (시 68:6) 
수금(竪琴): 하프 (창 4:21) 
수문(水門): 물문 (느 3:26) 
수보(修補): 고치고 채움 (느 4:7) 
수욕(羞辱): 부끄럽고 욕된 것 (창34:14) 
수용물(需用物): 필요한 물건 (스 6:9) 
수운(輸運): 큰 짐을 나름 (왕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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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水源): 물의 근원 (시 78:15) 
수원(隨員): 수행원 (왕상 10:2) 
수은제(酬恩祭):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  
               (왕상 3:15) 
수응(酬應): 요구를 따름 (창 34:11) 
수족(水族): 물짐승 (욥 26:5) 
수종(隨從): 시중 (왕상 1:4) 
수종자(隨從者): 시중꾼 (출 33:11) 
수직(守直): 지킴 (민 3:8) 
수척(瘦瘠): 야윔 (시 6:2) 
수축(修築): 고쳐 쌓음 (왕상 11:27) 
수탐(搜探): 찾아 냄 (창 44:12) 
수한(壽限): 나이의 한도 (삼하 7:12) 
순(筍): 여린 줄기 (슥 6:12) 
순적(順適): 순조로움 (창 24:12) 
술사(術士): 요술장이 (수 13:22) 
시기(猜忌): 시새움 (창 26:14) 
시랑(豺狼): 승냥이와 이리 (시 44:19) 
시립(侍立): 서서 모심 (왕상 10:5) 
시방(時方): 이제 (삼하 12:23) 
시신(侍臣): 가까이 모시는 신하       
           (왕하 22:12) 
시신(屍身): 주검 (행 5:6) 
시위(侍衛): 모시고 지킴 (왕하 11:8) 
시위자(侍衛者): 모시고 지키는 이     
               (삼상 22:17) 
시위청(侍衛廳): 경비대 청사 (느 3:25) 
시은좌(施恩座): 은혜를 베푸는 자리   
               (레 16:13) 
시제(施濟): 베풀어 구제함 (잠 21:26) 
시종(侍從): 모심, 모시는 종 (창 45:1) 
식굿(Sikkuth): 우상의 하나 (암 5:26) 
식물(食物): 먹거리 (창 47:12) 
식양(式樣): 모양 (출 25:9) 

신(腎): 남자의 성기 (신 23:1) 
신(信): 믿음 (사 26:2) 
신(神): 영 (느 9:20) 
신(神): 하나님 (빌 3:19) 
신낭(腎囊): 불알 (신 23:1) 
신당(神堂): 귀신을 모신 집 (삿 9:27) 
신문(訊問): 조사하며 캐어 물음(삿8:14) 
신문소(訊問所): 조사하는 곳 (행 25:23) 
신복(臣僕): 신하 (창 20:8) 
신복(臣服): 신하가 됨 (왕하 17:3) 
신사(神社): 귀신을 섬기는 사당(롬2:22) 
신설(伸雪): 원한을 풀고 부끄러움을 
씻음 (삼상 25:39) 
신원(伸寃): 원한을 풂 (신 10:18) 
신접(神接): 귀신을 만남 (레 19:31) 
신접자(神接者): 귀신을 만나는 사람   
               (신 18:11) 
신청(信聽): 곧이들음 (렘 29:8) 
신칙(申飭): 조심하게 함 (출 19:21) 
심리(審理): 따져서 처리함 (왕상 3:28) 
심비(心碑): 마음 속 (고후 3:3) 
심화(心火): 심한 근심 (삼하 13:2) 

아문(衙門): 관청 (마 26:3) 
아전(衙前): 실무 관리 (대하 24:11) 
악창(惡瘡): 심한 부스럼 (욥 2:7) 
안돈(安頓): 안정되게 함 (민 13:30) 
안식년(安息年): 일곱 해마다 한 번씩 
쉬는 해 (레 25:5) 
안존(安存): 차분함 (잠 17:27) 
암혈(巖穴): 바위굴 (사 2:19) 
앙화(殃禍): 재앙 (잠 12:21) 
애가(哀歌): 슬픈 노래 (삼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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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찬(愛餐): 잔치 (유 1:12) 
야료(惹鬧): 괜히 소란을 피움         
           (삼상 18:10) 
양각(羊角): 양의 뿔 (수 6:4) 
양문(羊門): 양을 가지고 드나드는 문   
           (느 3:1) 
양선(良善): 착함 (갈 5:22) 
양척(兩隻): 원고와 피고 (욥 9:33) 
양피(陽皮): 남자의 성기 끝을 덮은 
살가죽 (창 17:11) 
어거(馭車): 부림 (삼상 8:11) 
어린갑(魚鱗甲): 고기비늘처럼 만든 
갑옷 (삼상 17:5) 
어문(魚門): 물고기를 가지고 드나드는 
문 (느 3:3) 
어응(魚鷹): 물수리 (레 11:13) 
어인(御印): 임금의 도장 (단 6:8) 
어전(御殿): 임금의 집 (에 1:10) 
어주(御酒): 임금의 술 (에 1:7) 
억탈(抑奪): 억지로 빼앗음 (겔 18:7) 
얼: 탈이나 사고 (시 106:32) 
엄몰(淹沒): 물 속에 가라앉힘 (렘 47:2) 
엄위(嚴威): 큰 위엄이 있음 (시 47:2) 
엄장(嚴壯): 엄하고 장함 (단 8:23) 
여간(如干): 어지간함 (잠 15:17) 
여망(餘望): 남은 희망 (행 27:20) 
여상(如常): 한결같음 (출 4:7) 
여손(女孫): 외손, 딸의 자손 (수 17:6) 
여수히(如數히): 정한 수 대로 (출 5:18) 
여출일구(如出一口): 한 입에서 나오듯 
일정함 (왕상 22:13) 
여황(女皇): 여자 황제 (계 18:7) 
역대지략(歷代誌略): 역대기(왕상14:19) 
역사(力士): 장사 (삿 3:29) 

역사(役事): 힘들여 하는 일 (출 1:13) 
연(鉛): 납 (욥 19:24) 
연갑자(年甲者): 나이또래 (갈 1:14) 
연달(鍊達): 단련으로 통달함 (히 12:11) 
연락(聯絡): 서로 이음 (출 26:4) 
연락(宴樂): 잔치 (신 16:14) 
연숙(鍊熟): 단련되어 익숙함 (렘 50:9) 
연혼(連婚): 사돈을 맺음 (대하 18:1) 
연휼(憐恤): 불쌍히 여김 (시 109:12) 
연휼히(憐恤히): 불쌍히 (시 102:14) 
열납(悅納): 기쁘게 받음 (창 4:4) 
열파(裂破): 찢고 부숨 (렘 4:20) 
염곡(鹽谷): 소금 골 (삼하 8:13) 
영(營): 병영 (대하 22:1) 
영걸(英傑): 영웅 (창 10:8) 
영걸(英傑): 영웅스러움 (대상 1:10) 
영문(營門): 군인 부대의 문 (삼상 10:5) 
영벌(永罰): 영원히 받는 형벌 (마25:46) 
영성(零星): 보잘것없음 (대상 16:19) 
영세(永世): 영원한 세대 (창 9:12) 
영속(永贖): 영원한 속죄 (단 9:24) 
영솔(領率): 거느림 (민 10:14) 
영장(伶長): 찬양 지휘자 (시 4:1) 
영장(營長): 부대장 (대하 26:11) 
영채(營寨): 군인 부대 (삼하 11:11) 
예조(豫兆): 조짐 (왕상 13:3) 
오살(誤殺): 실수로 죽임 (신 4:42) 
오예물(汚穢物):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  
               (겔 7:19) 
옥수(玉髓): 석영의 한 가지 (계 21:19) 
온량(溫良): 온화하고 착함 (잠 15:4) 
온역(瘟疫): 돌림병 (출 5:3) 
올응(兀鷹): 너새 (레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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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력(瓦礫): 기와 조각이나 자갈 따위   
           (욥 41:30) 
완력(腕力): 팔의 힘 (욥 30:21) 
완패(頑悖): 모질고 나쁨 (잠 7:11) 
왕도(王都): 서울 (수 10:2) 
왕성(王城): 왕궁의 성 (삼하 12:26) 
왕후(王侯): 크고 작은 나라의 임금들   
           (욥 21:28) 
외식(外飾): 겉만 좋게 꾸밈, 위선(僞善)  
           (마 6:2) 
요(料): 급료 (고후 11:8) 
요해처(要害處): 공격하기 좋은 지점, 
긴한목 (삼하 5:17) 
용력(勇力): 용맹한 힘 (왕하 18:20) 
용정(龍井): 용의 우물 (느 2:13) 
우거(寓居): 나그네로 삶 (창 12:10) 
우로(雨露): 비와 이슬 (삼하 1:21) 
우맹(愚氓): 어리석은 백성 (마 23:17) 
우슬초(牛膝草): 제물의 피를 묻혀 
뿌리는 데 쓰이는 약초 (출 12:22) 
우승(優勝): 더 나음 (신 7:14) 
우양(牛羊): 소와 양 (창 24:35) 
우준(愚蠢): 어리석고 굼뜸 (신 32:21) 
우택(雨澤): 비의 은택 (시 104:16) 
운제(雲梯): 아주 높은 사다리 (겔 4:2) 
원(寃): 원한 (잠 23:11) 
원시(元始): 맨 처음, 태초 (렘 17:12) 
원시(遠視): 멀리 봄 (벧후 1:9) 
원혐(怨嫌): 원망과 미움 (신 4:42) 
월망(月望): 보름날 (시 81:3) 
월삭(月朔): 초하룻날 (민 10:10) 
위(位): 자리 (왕상 1:35) 
위경(危境): 위태로운 지경 (시 107:20) 
위골(違骨): 뼈마디가 어긋남 (창 32:25) 

위광(威光): 두려운 기세 (창 49:3) 
위령(威令): 엄위한 명령 (합 1:7) 
위선(爲先): 우선 (레 23:10) 
위선(緯線): 피륙에 가로로 짜인 가닥, 
씨줄 (삿 16:13) 
위증자(僞證者): 거짓 증인 (시 27:12) 
위한(爲限): 마감 (삿 11:38) 
유리(流離): 떠돌이 (창 4:12) 
유명(幽冥): 지옥 (잠 15:11) 
유벽(幽僻): 호젓하고 외짐 (삼상 25:20) 
유사(有司): 지도자 (출 22:28) 
유사(有司): 총무 (대하 24:11) 
유암(幽暗): 깊은 어두움 (신 4:11) 
유여(有餘): 남음이 있음 (말 2:15) 
유여(裕餘): 넉넉함 (고후 8:14) 
유위부족(猶爲不足): 오히려 모자람    
                   (요삼 1:10) 
유전(遺傳): 대물림 (창 7:3) 
유전(遺傳): 전통 (마 15:2) 
유조(有助): 도움이 됨 (욥 15:3) 
유진(留陣): 군대의 머무름 (민 9:18) 
유치(幼稚): 어린 것 (신 28:50) 
유혼(幽魂): 죽은 이의 넋 (시 88:10) 
육계(肉桂):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출 30:23) 
육선(肉饍): 고기 반찬 (잠 17:1) 
육축(六畜): 집짐승 (창 1:24) 
은미(隱微): 희미함 (왕상 10:3) 
은사(恩賜): 은혜로 거저 주심 (렘31:12) 
은적(隱迹): 숨음 (삼상 23:22) 
은휘(隱諱): 꺼리어 숨김 (요 19:38) 
음령(陰靈): 죽은 자의 영 (욥 26:5) 
음부(淫婦): 음난한 여자 (겔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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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陰府): 지옥 (창 37:35) 
음실(陰室): 어두운 방 (렘 37:16) 
음예(陰翳): 구름 낀 어두움 (욥 28:3) 
응식(應食): 급료 (레 8:29) 
응험(應驗): 조짐 대로 이루어 짐      
           (겔 12:22) 
의(義): 옳은 것 (마 23:23) 
의문(儀文): 규정 (롬 2:27) 
의사(議士): 모사꾼 (대상 26:14) 
의원(議員): 의결권이 있는 사람       
           (눅 23:50) 
의원(醫員): 의사 (대하 16:12) 
의합(意合): 뜻이 맞음 (암 3:3) 
이(利): 날카로움 (계 14:14) 
이(利): 이익 (삼상 8:3) 
이거(移居): 이사 (마 1:11) 
이경(二更): 밤 9~11시 (삿 7:19) 
이만만(二萬萬): 이억 (계 9:16) 
이물: 배의 머리 (행 27:30) 
이상(異像): 신비한 현상 (창 15:1) 
이식(利息): 이자 (레 25:37) 
인(印): 도장 (겔 28:12) 
인(仁): 어진 것 (마 23:23) 
인봉(印封): 못 열게 하고 도장을 찍음  
         (렘 32:44) 
인분(人糞): 사람의 똥 (겔 4:12) 
인자(人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뜻함} (단 7:13) 
인자(人子): 사람의 자식 (민 23:19) 
인진(茵蔯): 더위지기, 사철쑥 (호 10:4) 
일경(一境): 한 지역 (창 17:8) 
일락(逸樂): 놀며 즐김 (눅 8:14) 
일월성신(日月星辰): 해와 달과 별들   
                   (신 4:19) 

일향(一向): 한결같이 (민 30:14) 
일호(一毫): 털끝 만큼 (렘 38:14) 
임산(臨産): 아기를 낳을 때가 닥침     
           (창 35:16) 

자고(自高): 스스로 높임 (출 9:17) 
자금이후(自今以後): 이제부터 뒤      
                   (사 9:7) 
자긍(自矜): 스스로 자랑함 (삿 7:2) 
자민(子民): 자식 같은 백성 (시 149:2) 
자비량(自備糧): 생계를 스스로 마련함  
               (고전 9:7) 
자약(自若): 태연함 (욥 40:23) 
자의적(恣意的): 제 멋대로 함 (골 2:23) 
자주(紫紬): 자줏빛 명주 (행 16:14) 
자주자(自主者): 자유인 (갈 3:28) 
자책(自責): 스스로 꾸짖음 (삼하 24:10) 
자천(自薦): 자기를 추천함 (고후 3:1) 
자취(自取): 스스로 취함 (삼하 16:8) 
작벌(斫伐): 나무 베기 (신 20:19) 
잔멸(殘滅): 모조리 없앰 (렘 25:38) 
잔포(殘暴): 잔인하고 포악함 (단 9:27) 
잔포자(殘暴者): 잔인하고 포악한 자   
             (잠 5:9) 
잔해(殘害): 모질게 해침 (창 49:5) 
잠언(箴言): 가르치는 말 (왕상 4:32) 
장구(長久): 아주 오램 (신 5:33) 
장립(將立): 성직자의 자격을 줌       
           (대하 13:9) 
장부(丈夫): 건장한 사내 (사 46:8) 
장부(臟腑): 오장육부 (출 29:17) 
장색(匠色): 기술자 (삿 17:4) 
장수(長壽): 오래 삶 (창 15:15) 
장인(匠人): 기술자 (삿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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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長者): 맏아들 (욥 18:13) 
장중(掌中): 손아귀 (시 71:4) 
재화(災禍): 큰 사고 (삼하 12:11) 
잿밀: 밀기울 따위 (암 8:6) 
쟁변(爭辯): 논쟁 (욥 9:3) 
저상(沮喪): 기세가 꺾임 (삼하 17:10) 
저희(沮戱): 훼방 (스 4:5) 
적몰(籍沒): 형벌로 재산을 빼앗음      
           (스 7:26) 
적신(赤身): 벌거숭이 알몸 (욥 1:21) 
전(殿): 궁전 또는 큰 집 (삼하 22:7) 
전각(殿閣): 큰 집 (렘 6:5) 
전대(纏帶): 허리띠처럼 만들어 허리나 
어깨에 띠는 자루 (수 9:4) 
전리(田里): 시골 (느 13:10) 
전마(戰馬): 군대 말 (겔 27:14) 
전배(前陪): 앞장서는 하인 (삼하 15:1) 
전부(前夫): 전남편 (신 24:4) 
전옥(典獄): 감옥의 책임자 (창 39:21) 
전재(錢財): 돈 (겔 22:25) 
전정(殿庭): 궁전 뜰 (시 116:19) 
전제(奠祭): 술 제사 (출 29:40) 
전제물(奠祭物): 술로 된 제물 (창35:14) 
전지(田地): 논밭 (창 47:18) 
전집(典執): 볼모 잡기 (신 24:6) 
전집물(典執物): 볼모 (신 24:10) 
전철(煎鐵): 번철, 프라이팬 (겔 4:3) 
전통(箭筒): 화살통 (창 27:3) 
절일(節日): 명절 (출 32:5) 
점고(點考): 하나씩 짚음 (수 8:10) 
접족(接足): 발을 붙임 (창 8:9) 
정가(定價): 값을 매김 (레 27:8) 
정권(政權): 권력 (시 103:19) 

정명(定命): 정해 진 명령 (나 2:7) 
정미(精美): 깨끗하고 아름다움        
           (삼하 22:31) 
정배(定配): 귀양보냄 (스 7:26) 
정사(政事): 다스리는 일 (사 9:6) 
정세(丁稅): 인두세, 사람마다 일정하게 
물리는 세금 (마 17:25) 
정수(精水): 정액(精液) (레 15:17) 
정수(定數): 정한 수효 (왕하 25:30) 
정온(靜穩): 평온함 (사 14:7) 
정탐(偵探): 간첩 (창 42:9) 
정형(情形): 상황 (삿 20:3) 
젖동생: 젖어미의 아들이나 딸 (행 13:1) 
제구(諸具): 장비 (삼상 8:12) 
제금(提金): 자바라, 심벌즈 따위       
           (삼하 6:5) 
조각목(皁角木): 아카시아, 싯딤나무    
               (출 25:5) 
조복(朝服): 임금과 관리의 예복       
           (에 8:15) 
조상(弔喪): 죽음을 슬퍼함 (삼하 1:17) 
조요(照燿): 밝게 빛남 (행 12:7) 
족대(足臺): 발판 (대하 9:18) 
존숭(尊崇): 높이 받듦 (삿 13:17) 
종식(種植): 씨를 심고 식물을 심음     
           (겔 34:29) 
종일 종야(終日 終夜): 온 낮과 온 밤 곧 
24 시간 (민 11:32) 
종자(從者): 시중꾼 (창 24:32) 
종졸(從卒): 따라 다니는 심부름꾼      
           (행 10:7) 
죄과(罪過): 죄가 될 잘못 (삼상 24:11) 
죄얼(罪孼): 죄에 따른 재앙 (레 4:3) 
주(主): 영주 (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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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主母): 안주인 (왕상 17:17) 
주상(柱像): 조각한 기둥 (출 23:24) 
주석(朱錫): 놋쇠 (계 1:15) 
주석(註釋): 뜻풀이 (대하 13:22) 
주소(住所): 사는 곳 (창 27:39) 
주악(奏樂): 연주 (삼하 6:5) 
주흥(酒興): 술에 취한 흥겨움 (에 1:10) 
준가(準價): 제 값 (창 23:9) 
준승(準繩): 먹줄 (욥 38:5) 
준종(遵從): 순종 (렘 35:18) 
중다(衆多): 수효가 많음 (창 17:20) 
중보(中保): 둘의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중재자 (사 38:14) 
중수(重數): 무게 (출 30:34) 
중역(重役): 힘든 일 (신 26:6) 
증왕(曾往): 예전 (잠 24:30) 
증참(證參): 증인으로 참여함 (마 18:16) 
증험(證驗): 실제로 경험함 (신 18:22) 
지각(知覺): 깨달아 앎 (욥 11:12) 
지경(地境): 땅의 경계 (출 23:31) 
지계석(地界石): 경곗돌 (잠 22:28) 
지계표(地界標): 땅의 경계 표지, 경계표  
               (신 27:17) 
지공(支供): 이바지함 (왕상 9:11) 
지단(地段): 구역 (삼상 14:14) 
지로(指路): 길잡이 (행 1:16) 
지선(至善): 아주 착함 (스 3:11) 
지족(知足): 제 분수에 만족함 (딤전6:6) 
지존자(至尊者): 가장 높은 이         
               (삼상 15:29) 
지친(至親): 친척, 살붙이 (삼하 19:42) 
직고(直告): 직접 또는 사실 대로 아룀  
           (잠 29:24) 
진개(塵芥): 먼지와 쓰레기 (애 3:45) 

진력(盡力): 힘을 다함 (딤전 4:10) 
진설(陳設): 차려 놓음 (창 18:8) 
진설병(陳設餠): 차려 놓은 떡 (출25:30) 
진수(珍羞): 귀한 먹거리 (창 49:20) 
진실무망(眞實無妄): 참되고 거짓이 
없음 (출 18:21) 
진언자(眞言者): 귀신과 말하는 사람   
               (신 18:11) 
진찬(珍饌): 진귀한 음식 (잠 23:3) 
질려(蒺藜): 납가새 또는 찔레나무      
           (사 5:6) 
질시(疾視): 미워함 (신 28:54) 
질시(嫉視): 시기함 (시 73:3) 
징책(懲責): 징계와 책망 (레 26:28) 
징치(懲治): 징계하며 다스림 (창 15:14) 

차(差): 조금 못함 (스 1:10) 
차서(次序): 차례 (창 43:33) 
차일(遮日): 햇빛 가리개 (사 40:22) 
차착(差錯): 틀림 (창 43:12) 
착념(着念): 마음을 둠 (렘 31:21) 
착심(着心): 마음을 붙임 (잠 23:12) 
참람(僭濫): 분수에 넘침 (마 9:3) 
참소(讒訴): 거짓으로 남을 고소함      
           (삼하 19:27) 
창군(槍軍): 창을 쓰는 군인 (행 23:23) 
창기(娼妓): 창녀 (신 22:21) 
창대(昌大): 크게 번창함 (창 9:27) 
창상(創傷): 칼날 따위에 다친 상처     
           (창 4:23) 
창수(漲水): 넘치는 큰물 (삼하 22:5) 
창애: 덫의 한 가지 (욥 18:9) 
창일(漲溢): 물이 불어 넘침 (창 7:18) 
창졸간(倉卒間): 매우 급한 사이(잠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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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질(瘡疾): 피부병 (딤후 2:17) 
창포(菖蒲): 향료를 만드는 풀 (출30:23) 
창화(唱和): 노래를 마주 부름(삼상18:7) 
채(砦/ 寨): 요새 (대하 17:12) 
채주(債主): 빚쟁이 (출 22:25) 
책벌(責罰): 잘못에 대한 벌 (왕하 19:3) 
처결(處決): 결정하고 처리함 (행 24:22) 
천(薦): 추천 (행 1:23) 
천산(千山): 일천 군데 산, 많은 산     
           (시 50:10) 
천신(薦新): 철 따라 새로운 수확물로 
제사함 (겔 20:40) 
천연(遷延): 미룸 (단 2:8) 
천은(天銀): 순은 (대상 29:4) 
천자(擅恣): 교만하고 거리낌 없음      
           (신 1:43) 
천천(千千): 수천 (신 33:17) 
철공(鐵工): 금속 기술자 (삼상 13:19) 
철성(鐵城): 견고한 성 (겔 4:3) 
철장(鐵杖): 쇠막대기 (욥 40:18) 
철퇴(鐵槌): 쇠몽치 (시 74:6) 
첨(諂): 아첨 (욥 11:19) 
첩놓이지(疊놓이지): 포개어 지지      
          (학 2:15) 
체번(替番): 당번 바꿈 (삿 7:19) 
체부(遞夫): 우체부 (욥 9:25) 
체용(體容): 몸매 (왕상 1:6) 
체휼(體恤): 몸소 처지를 함께하며 도움  
           (히 4:15) 
초개(草芥): 지푸라기 같이 하찮은 것   
           (출 15:7) 
초급(焦急): 다급함 (욥 19:27) 
초달(楚撻): 훈계하는 매질 (잠 13:24) 
초등(超等): 뛰어남 (창 49:3) 

초망(抄網): 채그물 (합 1:15) 
초모(招募): 불러 모음 (왕하 25:19) 
초인(招引): 끌어 들임 (행 14:19) 
초혼자(招魂者): 죽은 이의 넋을 부르는 
사람 (신 18:11) 
총(寵): 남다른 내리사랑 (창 29:31) 
총담(총毯): 털로 짠 담요 (계 6:12) 
축사(祝謝): 감사 기도 (마 8:6) 
충신(忠信): 충실하고 미더움 (계 19:11) 
취리(取利): 이자를 받음 (느 5:7) 
치도(治道): 길을 냄 (시 78:50) 
치부(致富): 부자가 됨 (창 14:23)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 (왕상 6:7) 
치소(嗤笑): 비웃음 (렘 18:16) 
치솟거리(嗤笑ㅅ거리): 비웃음 거리    
                     (렘 51:37) 
치심(置心): 마음을 둠 (시 62:10) 
친백성(親百姓): 친자식 같은 백성     
               (딛 2:14) 
칠칠절(七七節): 유월절로부터 49일 
되는 날 (출 34:22) 
침로(侵擄): 침범 (삼상 23:27) 
침륜(沈淪): 가라앉아 버림 (렘 51:64) 
침수(寢睡): 주무심 (단 6:18) 
침향(沈香): 진을 향료로 쓰는 나무     
           (시 45:8) 

탐람(貪婪): 지나치게 탐냄 (렘 6:13) 
탐리(貪利): 이익을 탐냄 (시 10:3) 
탐색(貪色): 이성 관계를 지나치게 
추구함 (고전 6:9) 
탐식(貪食): 음식을 탐함 (잠 23:21) 
탐식자(貪食者): 식탐이 많은 사람     
               (잠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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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패(蕩敗): 다 써 버림 (잠 13:23) 
태장(笞杖): 회초리나 몽둥이(고후11:25) 
태형(笞刑): 매 맞는 벌 (신 25:2) 
택정(擇定): 선택 (수 20:2) 
토둔(土屯): 작은 언덕 (겔 4:2) 
토설(吐說): 숨기던 것을 털어 밝힘     
           (시 32:3) 
통변(通辯): 통역 (창 42:23) 
통책(痛責): 엄하게 꾸짖음 (잠 27:6) 
통촉(洞燭): 자세히 굽어 살핌 (시 5:1) 
통회(痛悔): 마음 아프게 뉘우침       
           (시 34:18) 
퇴: 툇마루 (겔 40:12) 
퇴축(退縮): 움츠리고 물러남 (시 44:18) 
투기(妬忌): 질투 (창 30:1) 
투절(偸竊): 남의 것을 훔침 (호 4:2) 
특심(特甚): 특별히 심함 (왕상 19:10) 

파기(破器): 깨진 그릇 (시 31:12) 
파단행(巴旦杏): 아몬드 (창 43:11) 
파상(破傷): 부서짐 (레 24:20) 
파선(破船): 타고 있는 배가 부서짐     
           (왕상 22:48) 
파쇄(破碎): 깨부숨 (시 74:14) 
파수(把守): 경비 (삼하 13:34) 
파약(破約): 약속을 깸 (민 30:2) 
판벽(板壁): 벽을 널판으로 덮음 (학1:4) 
패괴(敗壞): 부스러짐 (창 6:11) 
패괴(悖乖/ 悖壞): 어그러짐 (욥 16:7) 
패려(悖戾): 모질고 사나움 (잠 11:20) 
패장(牌將): 작업반장 (출 5:6) 
편급(褊急): 성질이 좁고 급함 (미 2:7) 
편답(遍踏): 널리 돌아다님 (시 48:12) 

편당(偏黨): 치우친 당파 (고전 11:19) 
편만(遍滿): 널리 가득함 (창 9:7) 
편벽(偏僻): 치우치고 외짐 (출 23:3) 
폄론(貶論): 헐뜯어 말함 (골 2:16) 
폐일언(蔽一言): 한 마디로 싸잡음     
               (히 7:7) 
포장(褒獎): 칭찬 (삼상 19:4) 
표적(表迹): 드러난 자취 (출 12:13) 
풍비(豊備): 풍부히 갖춤 (욥 36:31) 
풍사(諷詞): 풍자시 (미 2:4) 
풍성(風聲): 소문 (삼하 22:45) 
풍재(風災): 바람 재앙 (신 28:22) 
피살(被殺): 죽임 당함 (신 21:1) 
피살자(被殺者): 죽임 당한 자 (신32:42) 
피장(皮匠): 가죽 기술자 (행 9:43) 
필역(畢役): 큰 일을 마침 (왕상 3:1) 
핍근(逼近): 아주 가까이 닥침 (겔 24:2) 
핍근히(逼近히): 아주 가까이 가게     
               (마 3:10) 
핍절(乏絶): 남은 것이 없음 (신 28:48) 

하감(下瞰): 굽어봄 (신 26:7) 
하물(荷物): 옮길 짐 (행 27:10) 
하속(下屬): 아랫것, 하인 (마 26:58) 
하수(河水): 강물 (창 41:2) 
한(恨): 원망이나 한탄 (욥 42:6) 
한(限): 한정이나 제한 (행 17:26) 
한담(閑談): 한가한 담화 (잠 11:13) 
한재(旱災): 가뭄 재앙 (신 28:22) 
할례당(割禮黨): 할례를 주장하는 무리  
               (엡 2:11) 
함소(含笑): 웃음을 띰 (욥 29:24) 
함해(陷害): 해악에 빠뜨림 (욥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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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合瘡): 상처가 아묾 (욥 7:5) 
합환채(合歡菜): 부부의 정을 
북돋운다는 식물로서 지중해 일대에 
자생함 (창 30:14) 
항오(行伍): 군인의 전투 대형 (출13:18) 
해(害): 해로움 (시 40:14) 
해만(海灣): 바닷가가 뭍 쪽으로 휘어 
들어온 곳, 후미 (수 15:2) 
해빈(海濱): 바닷가 (삿 5:17) 
해양(海洋): 한바다 (잠 3:20) 
해자(垓字): 성곽을 두르는 못 (단 9:25) 
행각(行閣): 본채를 둘러싸게 지은 행랑  
           (요 5:2) 
행구(行具): 여행 장비 (삼상 10:22) 
행리(行李): 여행할 차림 (렘 46:19) 
행선(行船): 배로 감 (행 20:13) 
행장(行裝): 여행할 차림 (행 21:15) 
행장(行狀): 행적을 적은 글 (왕상11:41) 
향연(香煙): 향기로운 연기 (레 16:13) 
향응(饗應): 융숭히 대접함 (에 2:18) 
향촌(鄕村): 시골 (민 32:42) 
현황(眩慌): 매우 황홀함 (왕상 10:5) 
혐원(嫌怨): 미움과 원망 (신 19:4) 
혐의(嫌疑): 싫어함 (욥 19:17) 
협착(狹窄): 아주 좁음 (애 1:3) 
형극(荊棘): 가시나무 (사 5:6) 
호각(號角): 호루라기 (시 98:6) 
호곡(號哭): 소리 내어 욺 (창 50:10) 
호리(毫釐): 아주 적은 것 (삿 20:16) 
호산나(Hosanna): '영광스럽도다' 또는 
'구원하소서' (마 21:9) 
호행(護行): 보호하며 함께 감         
           (삼하 19:40) 
혼절(昏絶): 까무러침 (단 8:27) 

홀(笏): 왕을 비롯한 관리들이 서로 만날 
때 신분에 따라 손에 드는 물건(창49:10) 
홍사(紅絲): 붉은 실 (창 38:28) 
홍포(紅袍): 붉은 예복 (마 27:28) 
화곡(禾穀): 벼 같은 곡식 (시 72:16) 
화관(花冠): 화환 (사 3:20) 
화광(火光): 불빛 (시 78:14) 
화광석(火光石): 불빛 나는 돌 (겔28:14) 
화목제(和睦祭):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 바치는 제사 (출 20:24) 
화대(華美): 화려함 (욥 40:10) 
화석(火石): 부싯돌 (겔 3:9) 
화염검(火焰劍): 불칼 (창 3:24) 
화인(火印): 불도장, 낙인 (딤전 4:2) 
화전(火箭): 불화살 (시 7:13) 
화제(火祭): 태우는 제사 (출 29:18) 
화제물(火祭物): 사르는 제물 (레 4:35) 
환도뼈(還刀뼈): 넓적다리뼈 (창 24:2) 
황무(荒蕪): 몹시 거칠어 쓸모가 없음   
           (출 23:29) 
황양목(黃楊木): 회양목 (사 41:19) 
황적(荒寂): 거칠고 적막함 (애 1:4) 
황충(蝗蟲): 누리 또는 풀무치(왕상8:37) 
회정(回程): 발길을 돌림 (창 33:16) 
회향(茴香): 향료로 쓰이는 풀의 하나   
           (마 23:23) 
횡행(橫行): 마구 돌아다님 (시 12:8) 
효용(驍勇): 용맹함 (삼하 23:20) 
효유(曉諭): 타이름 (행 12:21) 
후견인(後見人):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갈 4:2) 
후대(厚待): 아주 잘 대우함 (창 12:16) 
후부(後夫): 훗남편 (신 24:3) 
후사(後嗣): 대를 잇는 자식 (창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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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욕(詬辱): 꾸짖고 욕함 (시 44:16) 
후패(朽敗): 썩어 문드러짐 (욥 13:28) 
훈도(訓導): 교육자 (롬 2:20) 
훤화(喧譁): 시끄럽게 떠듦 (삼상 4:14) 
훼상(毁傷): 크게 다침 (삼하 12:18) 
흉갑(胸甲): 가슴을 가리는 갑옷 (계9:9) 
흉벽(胸壁): 가슴 높이의 낮은 담      
           (전 9:14) 
흉용(洶湧): 세차게 일어남 (출 15:10) 
흑암(黑暗): 캄캄함 (창 1:2) 
흑운(黑雲): 먹구름 (히 12:18) 
흔단(釁端): 둘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실마리 (삼하 2:27) 
흔연히(欣然히): 기쁘게 (행 8:39) 
흠향(歆饗): 제물을 받아들임 (창 8:21) 
희년(禧年): 안식년 일곱 번을 지낸 다음 
해, 곧 50 년에 한 번씩 오는 해로 종을 
해방하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 줌     
(레 25:10) 
힐문(詰問): 묻고 따짐 (창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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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호한 표현 
 

가릴는지: = 선택할는지 {'감출는지'로 
오해할 수 있음} (빌 1:22) 
개: = 집짐승의 하나 {'개'(個)로 오해할 
수 있음} (시 68:23) 
공(空)히: = 거저 {'공연히'로 오해할 수 
있음} (민 20:17)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 그 후린 
자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죽일 자가 후린 
자인지 후림을 당한 자인지 모호함}    
(출 21:16) 
나라로: = 나라가/ 나라로 하여금     
           (사 26:2) 
네: = 너의 {'네'(4)로 오해할 수 있음}  
      (요이 1:13) 
더불어 손을 칠: = 보증할 (욥 17:3) 
마귀를 정죄하는: = 마귀가 받는 
{마귀를 정죄하는 것이 죄인 줄로 오해할 
수 있음} (딤전 3:6) 
비판(批判): = 심판/ 판단 {개역 성경의 
“심판(153), 판단(126), 비판(8)”이 모두 
어근이 같은 헬라말 “κρίνω, κρίσις, 
διὰκρισις”에서 번역된 것임} (마 7:1) 
씨: = 자식 (욥 21:8) 
아우요: = 아우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옷니엘인 줄로 오해할 수 
있음} (삿 1:13) 
이르지: = 오지 {'빠르지'로 오해할 수 
있음} (잠 26:2) 
제자나: = 제자이면서도 {'제자 
또는'으로 오해할 수 있음} (요 19:38) 
 

3. 본문 수정 

 
나가지: = 나아가지 (딤후 3:9) 
났느냐: = 낳았느냐 (사 45:10) 
내: = 네 (민 18:11) 
사라지지: = 살라 지지 {불에 타서 없어 
지는 것이므로 "살라 지지"가 자연스러움} 
(출 3:2) 
오른손에: = 오른손의 {토씨 "의"의 
실제 발음이 "에"와 같은 탓으로 "의"를 
"에"로 잘못 적은 곳이 이 밖에도 많음} 
(시 20:6) 
유대에: = 유대의 {순종할 대상이 
"유대"인 것처럼 표현됨} (롬 15:31) 
이스라엘에: = 이스라엘의 {순종할 
대상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표현됨}   
(롬 11:30) 
자라: = 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므로 높임말이어야 함} (민 22:10) 
하늘에: = 하늘을 (사 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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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말, 맞춤법 등 교정 
 
가릿대: = 갈빗대 (욥 40:18) 
간조(乾燥): = 건조 {메마름} (신 8:15) 
년부년(年復年): = 연부년 {해를 
거듭하여} (삼하 21:1) 
년사(年事): = 연사 {한 해 농사의 형편}  
             (시 65:11) 
늣: = 느치 (욜 1:4) 
방축(防築): = 방죽 (레 11:36) 
석가래: = 서까래 {왕상 6:9,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서까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전 10:18) 
쓰레: = 써레 (욥 39:10) 
연련(戀戀): = 연연 {마음이 끌림}     
             (창 34:3) 
임군: = 임금 (시 47:2) 
자갈: = 재갈 (왕하 19:28) 
종용(從容): = 조용 (창 25:27) 
착고(着錮): = 차꼬 {죄수의 발에 채우는 
형벌 도구} (삼하 3:34) 
참예(參預): = 참여 (창 49:6) 
팟종이: = 팥중이 {메뚜기 비슷한 팥색 
곤충} (레 11:22) 
포행(暴行): = 폭행 (행 21:35) 
포행자(暴行者): = 폭행자 (딤전 1:13) 
호상군(護喪軍): = 호상꾼 {남의 
장례를 도우며 참여하는 사람} (창 
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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