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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승 목사의 Commentary Survey1)

1. 좋은 주석이란

1) 좋은 주석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영감으로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2) 좋은 주석은 현대의 독자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함으로 시대적 갭을 극복하게 한다.

3) 좋은 주석은 일차적으로 본문 자체의 단어, 문법, 구조, 문맥, 배경 등에서 단서를 찾아 해석한다.

4) 좋은 주석은 성경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5) 좋은 주석은 성경의 일차적인 기록 목적과 상황을 보여준다.

6) 좋은 주석은 불필요한 학문적인 논쟁을 설명하느라 애쓰지 않는다.

7) 좋은 주석은 학문적인 2차 자료에만 깊이 의존하지 않는다. 

8) 좋은 주석은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9) 좋은 주석은 주석자와 성도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10) 좋은 주석은 구절과 본문 자체의 시야를 넘어서 성경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폭넓은 시야를 보여준다.

1) 이 자료는 특별히 성경 연구와 설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시간과 재정의 낭비 없이 좋은 주석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곳에 소개된 주석들은 전부 영문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번역되어 
있다. 이 자료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식(Personal Inductive Bible Study)으로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주석들을 직접 읽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자료나 주석에 대한 문의는 kissdei@gmail.com으로 하
길 바란다. 이 자료를 개인 목적이 아닌 공개적(Ex: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학교에서 강의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자료의 모든 내용에 대한 오류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자는 현재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하늘사랑교회
(www.hnsrchurch.org)를 목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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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 주석 선정 기준

1)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 

성경 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2) 그렇기 때문에 주
석을 읽을 때 저자의 신학적 배경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곳의 추천 주석들의 
저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며 오류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을 공유하지 
않은 자유주의적인 주석들은 추천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2) 바른 주해 방법

주석가들 가운데는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본문의 단어, 구절, 구조, 문맥과 배경을 통해 찾으려
는 노력 없이 학문적인 2차 자료에 의존해서 많은 정보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주석가들이 있다. 이곳의 추천 주석들
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 바른 주해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쓴 책들이다. 물론 주석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주
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별로 이런 기준에 부합한 책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책들도 존재한다.

3) 배경과 상황에 대한 풍성한 자료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연구하더라도 단어나 문장이 보여주지 않는 배경과 상황까지 알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자
료들을 위해 배경 주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배경 주석들은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본문에 대해서는 
깊이 않은 내용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본문에 대한 풍성한 종교, 문화, 정치, 지리, 관습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주석이 좋은 주석이다. 

4) 묵상과 목회를 위한 유익

주석들 가운데는 특정한 계층을 겨냥하고 만든 학문적이며 비평적인 주석들이 있다3). 이런 주석들은 성경 연구자
나 설교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석 가운데는 신학적 적용의 원리들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책들이 있는데 
너무 단편적이지 않고 연역적인 정리가 아니라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는 놓치기 쉬운 부
분을 해석하여 줌으로 도움을 주는 주석들이 있다. 특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적용의 방향성과 단서를 제공하는 주석들
은 크게 도움이 된다.4)

2) 구약 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후대의 특별한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위해 편집된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예언에 대해서 부정함으로 이사야의 경우에는 3-4명의 저자를 주장하기도 한다. 신약 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의 확실한 내적, 외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3) Ex) Hermeneia Commentary는 특정한 학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주석이다.
4)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석이 NIV Application Commentary(NIVAC)이고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T(ZECNT)라는 주석 시리즈가 출간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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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석 사용시 유의점

1) 주석을 성경 해석의 유일한 길잡이로 삼으면 안 된다. 주석은 성경 해석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하다.

2) 본문에 대해서 한 권의 기본 주석, 1-2권의 보조 주석을 보는 것이 적당하다. 

3) 직접 본문을 연구하지 않고 주석만을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4) 주석은 각 부분에 대한 명확한 중심사상과 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주석이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6) 자신의 수준과 목적에 적합한 주석을 찾아야 한다.5)

4. 성경 연구를 위해 유용한 컴퓨터용 프로그램6)

BibleWorks L47) ★58)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이다. 수십 종류의 원어 사전과 문법 자료가 들어 
있다. 7.0 버전 이상의 특징은 신약 전체 구절에 대한 Diagram을 제공하고, 각 구절이나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
(resources)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전 버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수십 개의 다양한 언어
를 사용할 수 있고, 영어 성경도 30여 가지가 들어 있다. 한글 패치 파일을 사용하면 한글 성경 약 10여 종류를 함

5) 주석들을 추천한 책들을 보면 학자들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 많다. 이런 추천 주석들은 실제적으로 성경 연구나 설교에 있
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 추천한 주석들도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별 도움
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곳의 추천 주석들은 한 본문을 깊이 있게 주해하고 연구할 때의 유용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다.

6) 아래 설명한 소프트웨어 외에도 많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들만을 선별한 것이다.
7) Level 1(Easy to use) - Level 5(Difficult to use) : Level은 학문적 논의, 원어 사용 등에 대한 지식의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다. 이 점수가 낮은 것은 쉽게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L4, 5의 경우에는 학문적인 목적이나 성경 원어를 사용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적인 자료들이다.

8) ★1(Not recommending) - ★5(Strongly Recommending): 별의 숫자가 높을수록 강하게 추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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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바이블 렉스 실행 화면

께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경 원어에 탁월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원어 전문가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
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BW 8.0 이상의 버전부터는 기본적으로 한글 개역 성경을 포함하고 있다. 8.0이 7.0과 
달라진 점은 신구약의 외경들과 그 번역들을 포함하고 있고, Chain Reference Bible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 자료들
을 각 구절마다 편집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약의 Sentence Flow Transcriptions를 제공하는 점이다. 

또한 7.0까지는 module로 판매하던 Beyond the Basics 등의 책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www.bibleworks.com). 

2015년 현재는 Bibleworks version 10을 판매하고 있다.

바이블 렉스 L3 ★4.5

한국의 브니엘 성경 연구소(www.bniel.net)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다. 성경의 단어들의 원어를 신학 사전들의 도움
을 받아 해설해 놓았다. TDNT(TDOT)나 NIDNTT(NIDOTTE) 등으로 찾아본다면 수 십 페이지의 분량에 이르는 단어 
설명을 한글로 잘 번역했다. 원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된다. 모든 한글 단어를 원어와 연동시켜 놓아서 한
글 단어를 클릭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원어와 그 해설을 보여준다. 원어는 한글로 발음을 표기해 두었다. 몇 종류의 
원어 사전들을(TWOT, TDNT, NIDNTT 등)를 번역하여 종합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어 단어 연구를 위해 목회적이
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신약의 경우에는 고전 헬라어 용법, 구약의 LXX의 용법, 신약의 
장르마다의 용법을 따로 구별하여 해설해 놓았다. 영어로 된 신학 사전들 가운데 구약은 TWOT를 번역한 것이고, 신
약은 TDNT Abridged의 내용과 유사하다.

Logos Bible L3 ★5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성경 관련 자료 프로그램(Bible Reference Library Program)이다(www.logos.com). Logos는 
사전에서 주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성경 자료를 Logos 프로그램에 내장시켜서 교차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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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로고스 프로그램의 실행화면

다. Logos는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대의 패키지가 존재한다. 가격이 비싼 패키지일수록 더 많은 책들이 포함되
어 있다. Logos의 탁월한 점은 포함되어 있는 자료 내의 모든 단어, 주제, 구절을 한 번에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이다. 만일에 요한복음 1:1의 자료를 찾고자 하여 이 구절을 검색하면 그 구절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자료(주석, 

성경, 사전, 책 등)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주석들과 많은 신학책들이 이 프로그램 형태로 나와 있
다.9) 2011년에는 개인이 소장한 Word 포맷의 자료들을 개인 library로 만들어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10) 이 프
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따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버에 개인별로 구매한 내역과 수정한 내용이 저장되기 
때문에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컴퓨터에서 메모 수정한 것이 자동으로 다른 컴퓨터에 수정되
도록 되어 있다.

9) 컴퓨터용 주석 사용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원하는 구절의 자료들을 쉽게 찾아 한 번에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내용
의 밑줄, 복사, 출력, 편집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강력한 휴대성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10) Personal Book Builer라는 기능으로 pdf 파일도 Word 2007 이후 포맷인 doxc형태로 변환하면 library로 만들어 다른 책들
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한글도 사용할 수 있으며,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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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들레헴 바이블 L1 ★5

한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96년부터 만들어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이다.11)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
만 약 20개의 한글12)과 영어 성경 구절을 찾거나 단어 검색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한글 성경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항상 켜놓고 필요한 구절을 찾거나 단어를 검색하여 워드프로세서로 편집하는데 사용할 수 있
다.

5. 주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 

1) 주석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상에 따른 분류13)

 학자                        목회자                             평신도
  NIGTC  SRNTC          NAC     ZECNT   NIVAC     BST  IVPNTC  NBC

  WBC         PNTC        EBC   MacArthur TO/NTC          Wiersbe 

Anchor    BECNT     NICOT/NT        Barclay       CBC   Boice  

11) 베들레헴 바이블은 '세례'를 '침례'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각 성경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를 txt로 고친 다음에 노트 패트
나 워드 프로세서로 그 파일을 읽어서 단어 바꾸기 기능을 통해 쉽게 수정할 수 있다.

12) 현재는 '한글 개역판'과 '한글 개역 개정판'은 저작권 문제로 홈피에서 구할 수 없고 Naver 등에서 검색해야 한다. 
13) 주석에 대한 개괄적인 용도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주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깊이 있는 성경 연구의 필요가 없거

나 영어에 제한이 있다면 간결하고 쉬운 주석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학문적 목적이 강한 주석일수록 내용이 많
고, 복잡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붉은 색으로 표시한 주석들은 각 부분에서 가장 유용한 주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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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ll Volume Commentary

Zondervan NIV Bible Commentary L2 ★4

Expositor's Bible Commentary를 신구약 각 1권씩으로 줄인 주석이다. Abridged 

Expositor's Bible Commentary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New Bible Commentary와 같
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는 도표나 그림 등이 NBC보다는 많이 들어 있
고 약간 더 자세하다(Logos)14).

New Bible Commentary (NBC)15) L1 ★5

각 분야의 저명하면서도 복음적인 학자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단권 주석 가운데는 가장 
잘 만들어졌다. 단권 주석이기 때문에 각 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개관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주석이다. 한글로는 
'IVP 성경 주석(신, 구약 2권)'으로 번역되었다(Logo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L3 ★5

G.K. Beale과 D.A. Carson이 편집자로 신약 성경에 사용된 구약 성경 인용 부분만을 주
석한 것이다. 많은 최고의 신약 학자들이 기고자로 참여했고, 구약 인용 본문에 대한 아주 
유용한 통찰력과 해석의 관점을 제시한다. 구약과 관련한 신약 본문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단권 주석이다(Logos).

3) Medium Volume Commentaries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BC) L3 ★3.5

총 12권으로 되어 있다. 사이즈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구약이 신
약보다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중형 사이즈의 주석 가운데는 가장 좋고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16) 성경 전권에 대한 기본적인 주석으로 사용할만하다. 다른 단권 주석보다 더 
상세하고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도 있다(Ex: 시편, 마태복음). 출간된 지 20년
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지만 신판이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Logos).

14) 어떤 컴퓨터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각 주석마다 괄호 안에 기록했다.
15) 각 부분별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좋은 책들은 붉은 색으로 표시했다.
16) www.cbd.com 에서 이와 같은 전집류를 다른 곳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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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ndale OT/NT Commentary (TO/NTC) L2 ★5
신구약 전권이 각권별로 나와 있다. 이 주석은 성경 공부를 위한 주석으로 만들어진 만

큼 불필요한 학문적 논쟁이나 학설보다는 간략한 설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주석은 성
경 각 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통독용이나 설교 준비를 위한 준비용으로 적극 추
천할만하다. 구약의 D. Kidner, J. Baldwin, 신약의 L. Morris가 집필한 책들은 좋은 통찰력
과 해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글로도 거의 번역되었다(Logos).

Bible Speaks Today (BST) L1 ★3(구약) ★5(신약)
신약은 완간되었고 구약은 아직 몇 권이 미출간 상태이다. 신약이 구약보다 전체적 질이 

높다. 내용이 간략하고 평신도들도 쉽게 읽고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목회적으로
도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신약은 John Stott가 여러 권을 집필했다. 한글로도 거의 번역
되어 있다(Logos).

Barclay's New Daily Bible Study (NDBS) L2 ★4
Barclay가 집필한 책들은 신약만 나와 있다. Daily Bible Study라는 이름으로 2001년에 

새로 편집하여 출간했다. 바클레이는 탁월한 헬라어 지식으로 원어 자체의 뜻을 잘 해설하
고 있고, 유대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
석한다.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목회적 통찰력을 얻는데도 도움
이 된다. 현재 한글로도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다(Logos).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IVPNTC) L2 ★3.5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참여했다. 이 주석은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하
고 있다. BST나 TNTC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저명한 학자들의 간결한 해석을 원
하는 경우나 본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Logos).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CBC) L1.5 ★3

성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이나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는 평신도
를 위해 NLT을 기본 번역으로 해서 만들어진 주석이다. 성경 각권이 두세 권씩 묶어서 출간
되고 있다. 내용 설명 이후에 구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몇몇의 유명한 저자들(J. Oswalt, D. Bock, R. Martin, G. Osborne)이 참여했지만 나머
지 저자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다(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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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rge Volume Commentaries17)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T & NT (NICOT & NICNT) L3 ★4

원어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서 따로 설명하면서 깊이 있는 본문의 연구와 해석을 제공한다. 

불필요한 학문적 논쟁 등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학문적 완성도도 높아서 논문 등을 쓸 때 
중요한 참고도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주석은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의 깊이 있는 배경 지식
과 해석에 대해서 통독하는 것으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성경 전체에서 몇몇 책은 아직 
집필 중이어서 빠져있다. 책 별로 편차가 크며, 집필된 지 오래된 책들은 개정판이 나오고 있
다. 과거에는 최고의 복음주의적 주석 시리즈였지만 현재는 이 주석의 구약은 NAC, 신약은 
PNTC나 BECNT를 참고하는 것이 더 좋다(Logos).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PNTC) L3.5 ★4.5

신약 주석 가운데 PNTC는 BECNT와 같이 대부분이 아주 유용하다. 현재 신약 주석 가운
데서는 가장 유용하고 좋은 주석 시리즈이다. 그중에서도 Leon Morris, Peter O'Brien, D.A. 

Carson 등이 집필한 주석들은 완성도가 높다(Logo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f New Testament (BECNT) L418) ★4.5

BECNT는 헬라어 원어를 중심으로 단어, 문법 구조 등도 다루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하다. 각 부분에 대한 문맥 정리와 요약이 잘 되어 있다. 깔
끔하고 사용하기 쉽게 편집이 되어 있다. Darrel Bock의 누가복음은 자세한 내용면에서 
David Garland의 고린도전서는 적절한 해설이 탁월하다. 마태복음도 간결하고 정확한 해석이 
좋다(Logos).

New American Commentary (NAC) L3 ★4.5(구약), ★2.5(신약)

NAC는 가장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주석 시리즈로 조만간 전권이 완결될 것으로 보인다. 

복음적이면서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학문적으로 사용해도 
전혀 무관하다. 다른 주석이 별로 깊이 다루고 있지 않은 구약의 경우에 가장 유용한 주석들

17) 이 외의 주석들 외에도 많은 주석들이 있다. 유명한 주석이라고 하더라도 비평적 관점 때문에 학문적인 용도로만 주로 사
용되는 주석들은 제외했다(Ex: ICC, Heumeneutica, Anchor Bible).

18) L4 이상은 원문(헬라어와 히브리어)을 중심으로 문법 구조 및 학문적인 이슈들을 복잡하게 설명한 경우가 많다. 물론 책마
다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주석들은 간단한 
성경 연구나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어렵고 방대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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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 구약의 여러 책들은 탁월한 완성도와 깊은 해석을 제공하여 성경 연구와 설교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신
약은 대부분 완성도가 별로 높지 않아 추천할만하지 않다(Logos). 

Socio-Rhetorical New Testament Commentary (SRNTC) L4 ★2.5

Asbury 신학교의 Ben Witherington III 교수가 주도적으로 저술하고 있는 신약 주석이다.  

신약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 특성과 문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해설한다. 

마태복음의 C. Keener와 히브리서의 D. deSilva 외의 나머지 책들은 Witherington III 교수 혼
자 집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방대하다. 부분적으로 당시의 사회적 문학적 상황
을 참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Logos). 

Word Biblical Commentary (WBC) L4 ★2.5

WBC의 장점은 각 절에 대한 원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각 부분에 대한 상세한 
bibliography가 제공되는 점이다. 주석 집필에 참여한 학자들도 학문적으로는 지명도가 있는 
교수들이다. 성경 연구용이기 보다는 학문적 목적이나 한 두 절의 자세한 주해에 도움을 받
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경 연구과 설교에는 불필요한 학문적 논의와 이론의 소개가 
많다. 한글로 전권이 번역되었다(Logos).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NIGTC) L5 ★2.5

NIGTC는 원어를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신약 연구를 할 경우에 필요한 주석이다. 설교 
준비나 성경 연구를 위한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추천할만 하지 않다. 그러나 이 중에서 
G. K. Beale의 Revelation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가장 깊이 있고 방대한 내용과 정확한 해석
을 제공한다(Logos).

NIV Applicaiton Commentary (NIVAC) L2 ★4

원리와 적용의 샘플을 보여줌으로 설교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주석이다. 이 
주석도 저자에 따라서 현저한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몇몇 저자들의 책들은 해석과 원리와 
적용의 차원을 참고하는데 모델로 삼을만하다(책별 추천 주석 참고). 깊고 논쟁적인 내용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내용상의 흐름과 이해를 위해서는 유용하다(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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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ZECNT) L2 ★4.5

목회자들과 성경 교사들을 위해 2009년부터 새롭게 출간되고 있는 주석 시리즈이다. 이 주
석은 너무 상세하고 불필요한 해설에 식상한 많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주석의 
장점은 단락별 중심 주제와 구조(structure) 그리고 주해적 개요(exegetical outline)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각 절별 해설에 매이지 않고 내용을 전체 구조와 개요 안에서 설명하려
고 애를 썼다.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이런 장점이 다른 모든 주석들보다 아주 탁월하게 부각된
다.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시험, 지혜, 부’에 관한 중심 주제와 구조 안에 포함시켜서 해설함
으로 다른 주석들처럼 절별 해설에 매달리다가 흐름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 내용
도 불필요한 논쟁에 매달리지 않고 간결하게 설명하고자 애썼다. 이제까지 출간된 책들은 그동안 신약 주석계에서 아
주 탁월한 주석들을 써온 저자들로서 앞으로 나올 책들의 저자들도 같은 급의 저자들이 참여했다면 아주 기대되는 
좋은 주석이다. 

Baker's New Testament Commentary (BNTC) L3 ★3.5

Calvin 신학교의 교수였던 W. Hendriksen이 8권을 발간했고 그의 사후에 Reformed 신학
교의 교수였던 S. Kistenmaker이 나머지 4권을 같은 개혁주의적 관점(Reformed perspective)

에서 집필했다. 개요 부분의 설명과 특별히 저자 논증이 탁월하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해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목회자들에게는 유용한 부분들이 많다(Logos).

Concordia Commentary L3 ★2.5

루터교의 학자들이 저술한 주석이다. 구약의 경우에도 각 부분 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설을 시도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900 페이지, 아가서는 1200 페이지 분량에 달할 정도
로 아주 자세한 책들이 종종 있지만 완성도는 높지 않다. 깔끔한 편집, 원어의 해설과 그 
특징,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설과 적용은 이 주석의 특징이다(Logos).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L3 ★2

여러 기독교 교부들의 저작에서 성경의 각 부분에 대해서 해설하고 설교한 좋은 내용을 
찾아 편집한 주석이다. 편집이 잘 되어 있고, 성경 해석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
되었는지 알 수 있다. 2009년 완간되었고, Logos 형식으로도 나왔다(Logos).19)

19) 이와 비슷하게 개혁주의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의 저작들을 발췌 편집한 Reformed Christian Commentary (IVP)가 출간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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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L2 ★2

사진과 그림이 많이 들어 있으며 중요한 내용 설명 중심의 주석이다. 큰 판형에 가격이 비
싸다. 깔끔하게 편집되어 있고, 수준 있는 평신도를 위해 만든 주석이다. 단, 복음주의적 성경
관을 갖지 않은 저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컴퓨터용 PDF 파일이 들어있는 CD-Rom이 주석과 
함께 제공된다. 

Interpretation L2 ★1

약간은 비평적인 시각을 포함하며 별로 깊이가 없다. 각 권별 성경 공부 교재까지 함께 출
간되었다. 주석에 비해서 오히려 각 권별 성경 공부 교재가 유용하다(Logos).

5) Partial Commentaries

Baker Wisdom & Psalm Commentary L3 ★2.5

현재, 잠언(T. Longman), 아가서(R. Hess), 시편(J. Goldingay, 3권), 전도서(Craig 

Bartholomew), 욥기(T. Longman)가 출간되었다. 시가서만 나온 주석으로 시편은 다른 주석들
에 비해서 상당히 자세하지만 해설과 묵상의 수준은 평범하기 때문에 다른 시가서 주석에 비
해 유용하지 않다 (Logos).

The Minor Prophets L4 ★3.5

몇몇 학자들이 나누어 집필한 주석으로 학자들에 따라서 완성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 D. 

Stuart나 F. F. Bruce 등도 집필자로 참여했다.

JPS Tanakh Commentary L5 ★2

유대교 주석으로 모세 오경 전권과 에스더, 전도서 같은 책 몇 권이 출간되어 있다. 모세 

오경 중심의 주석이기 때문에  Torah Commentary로도 불린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

시 여기는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미쉬나나 고대 

랍비들의 구약 해석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히브

리어 실력이 필요하다(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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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ted but Useful Commentaries

John Calvin Commentary L3 ★4

칼빈 주석은 고전이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석이다. 칼빈 주석부터 성경 신

학적 주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원어와 문법에서부터 성경 해석의 

기초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용 포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Free Bibleworks 

Module을 구해 Bibleworks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20)(Bibleworks / Logos).

Matthew Henry Commentary L2 ★3.5

집필된 지 300년이 된 주석이기는 하지만, 성경 전권에 대해 '은혜로운 해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목회적이며,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하면 좋은 주석이다. 한글로도 전권이 번

역되어 있으며 한글로 번역 편집된 컴퓨터 파일도 쉽게 구할 수 있다. Bibleworks에 포함되

어 있고,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읽을 수 있다(Bibleworks / Logos).

Keil & Delitzsch Commentary L4 ★3

19C 중반에 나온 오래된 주석이기는 하지만, 가끔 최신 주석이 제공하지 못하는 좋은 통

찰력을 제공한다. 문법적인 내용을 잘 해설한다.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어

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읽는데 불편하다. 한글로도 오래 전에 번역되었다. Free Bibleworks 

Module을 구할 수 있다21)(Bibleworks / Logos).

Pulpit Commentary  L3 ★2

19세기 말 유럽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출판한 주석이다. 부분적으로는 다른 주석들이 자

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단어와 문법에 대해

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용하다(Logos).

7) Commentaries for Sermon

20) http://bibleworks.oldinthenew.org
21) http://bibleworks.oldinthene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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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rsbe Bible Exposition Commentary (전 6권) L1 ★5

주석이기 보다는 설교집에 가깝다. 원래 각 권별로 출판된 'Be Series'를 책으로 묶은 것
이다. 위어스비는 각 권의 내용을 통합적인 원리에 따라서 탁월하게 정리하며, 성경 연구의 
결과물이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한 훌륭한 모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설교문의 전 단계로서의 성경이 정리된 것을 참고하기에 아주 탁월한 자료이다. 신학생이라
면 반드시 정독해야 할 책이다. 한글로도 'Be 시리즈'로 번역되었다(Logos).

Boice Expositional Commentary L2 ★4

보이스의 주석은 주석이기 보다는 설교집이다. 설교 자체를 강해 설교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석으로 엮은 것이다. 한글로도 대부분 번역되어 있다. 책별로 완성도에 차이가 있다. 

조직 신학적인 해설을 주로 하고 있으며 19세기의 개혁주의 저자들의 책을 주로 인용하고 있
다.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와 같은 책들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창세기와 같은 
책들은 영적 해석을 하는데 유용하다(Logos).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L3 ★2.5

John MarArthur의 신약 주석으로 거의 완간 되었다. 각 절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해설을 하
고 있지만 성경 해석법에 있어서는 모델이 될 만하지 않다. 각 절을 문맥과 관계없이 떼어내
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해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주석서와 설교집을 혼합한 
형태의 상세한 성경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다(Logos).

Preacher's Commentary L2 ★2.5

제목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주석이다. 이 주석 
가운데 여러 책들은 성경 각 단락을 같은 주제나 단어를 사용하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설교
할 때 각 단락의 중심 주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성경 전권이 각권별로 나와 있다. 

이 주석의 필진들 가운데는 유명한 학자들(Walter Kaiser Jr., Douglas Stuart, Sinclair 

Ferguson)이나 유명한 목회자(Stuart Brisco)들이 몇 명 참여했다. 하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
은 일반 목회자들이나 심지어는 leadership으로 유명한 John Maxwell과 같은 사람도 필진으
로 참여함으로 주석의 수준 또한 다양하다(Logos).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LABC) L1 ★2.5

목회자보다는 평신도를 위한 성경 해설 및 적용집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대한 간략한 해설과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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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했다. 한글로도 번역되어 'LAB 주석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신약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을 가볍게 흩어 보기 위한 목적과 간략한 적용점을 참고하기 위해 사용할 만하다(Logos).

Holman Old and New Testament Commentary L2 ★1

설교자들이 설교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주석이라고 주장하지만 설교 작성에 거의 도
움이 되지 않는다. 단락이 너무 크게 끊어져 있고, 원리와 적용이 진부하다 (Logos).

8) Study Bibles

ESV Study Bible L1 ★5

많은 Study Bible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며 아주 유용하다. 개요의 부분은 복잡한 주석들을 
참고하는 것보다 이 책을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
하여 사용하기 좋게 만들었다. 전체 내용을 온라인에서도 사용하고 카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한글로 번역되었다(Logos / Bibleworks).

NET Bible L4 ★4.5

Dallas 신학교에서 주도해서 번역한 성경이다. 원어를 최대한 직역하기 위해 애썼다. 이 성경의 
특징은 6만 개가 넘는 Translator's Note(TN)와 Study Note(SN)를 제공하는 점이다. TN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사라지는 원어적 뉘앙스나 문법적인 특징들을 설명한 것이다. SN은 원어나 문
법에 관한 주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른 주석이나 자료들에서 찾아보기 어려
운 자료들로 원어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귀한 정보들이다. Bibleworks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
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net.bible.org)에서 NET Bible 성경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할 수도 있다(Bibleworks / Logos).

NIV Archaeological Bible L1 ★3

NIV Study Bible에 고고학적 자료들을 추가한 형식으로 나온 성경이다. 성경 시대의 고고
학적 발견과 연구를 간략한 글과 사진으로 나열했다. 성경 시대의 풍속, 문화, 종교, 지리 등
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가페에서 한글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9) Bible Dictionaries and Encyclopedias

 Zondervan Encyclopedia of the Bible (ZEB) L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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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dervan에서 이전에 나온 같은 이름의 백과사전을 최근(2009년)에 개정한 것이다. 컬러로 
인쇄되어 있고 수백 장의 시각 자료들 담겨 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총 5권이다(Logos).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SBE) L3 ★3

Wm. B. Eerdmans에서 출판된 5권짜리 성경 백과사전이다. 초판은 1923년에 나왔고 현
재 판매하는 사전은 1995년 개정판이다. 오래 동안 성경 사전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성경 사
전으로 주석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사전이다. Bibleworks에 기본적인 성경 사전으
로 포함되어 있다(1923년 판). Anchor Yale Dictionary와 같이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Bibleworks / Logos).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AYBD) L5 ★4

성경 인명, 지명, 단어 사전이지만 모든 사전 가운데 가장 방대한 성경 사전이다(전 6권, 

각권 1,200 page). 다른 성경 사전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집중적으
로 다룬다. 각 주제마다 상당한 분량의 논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
이 참여해서 만든 사전으로 비평적이며 종교적 시각이 강하지만 한 주제나 단어에 대한 깊
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아주 유용하다(Logos).

Fausset's Bible Dictionary (Fausset) L2 ★3

19C 중반에 나온 성경 사전이다. Fausset은 고전적인 단권 주석인 Jamieson, Fausset and 

Brown Commentary의 저자 중의 한 명이다. 이 사전 또한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사용
되는 성경 사전 중의 하나이다. Bibleworks에 기본 성경 사전으로 포함되어 있다(Bibleworks).

 

Easton's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Easton) L2 ★3

19C 말에 나온 성경 사전으로 3964개의 주제로 성경에 나온 인명, 지명, 단어를 설명하고 있
다. Fausset 성경 사전과 함께 Bibleworks에 기본 성경 사전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림은 생략되
었다. 주제마다 간략한 내용과 함께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시한다(Bibleworks / Logos).

10) Hebrew Dictionaries22)

22) 아래 히브리 사전들은 Bibleworks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module로 따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전들이다. 각
각의 사전의 특징을 알아야 Bibleworks를 잘 사용할 수 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전의 약어는 Bibleworks 내의 약어를 수
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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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day Hebrew Lexicon (Holladay) L4 ★4

원 제목은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이다. BDB에 비해
서 간략한 히브리어 사전으로 간략한 단어의 뜻과 꼭 필요한 용례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이 사전
이 BDB보다 히브리어 기본 사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Bibleworks / Logos).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BDB) L4 ★3

오래 동안 가장 기본적인 히브리어 사전으로 사용되어온 책이다. Bibleworks 등에 기본적
인 히브리어 사전으로 포함되어 있다. Full BDB는 한 눈에 읽고 참고하기에 너무 산만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 히브리어 단어들을 Strong code화 해놓았기 때문에 (OT) Enhanced 

Strong Lexicon으로도 불린다. Bibleworks 내에 있는 Abridged BDB가 간략한 단어의 뜻과 
용례를 참고하기에 좋다. 또한 Abridged BDB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히브리어 인

명(人名)의 뜻을 제공한다(Bibleworks / Logo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L5 ★2

Bibleworks나 Logos 프로그램에서 헬라어 사전인 BDAG과 번들로 판매되는 히브리어 사
전이다. BDB보다 훨씬 방대하고 많은 용례가 실려 있다. 하지만 히브리어나 구약 전공자가 
아니라면 불필요하다(Bibleworks / Logos).

11) Greek Dictionaries23)

BDAG L4 ★5

본 이름은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ition으로 2000년에 출판되었다. BDAG은 이 책의 편집자들인 
Walter Bauer, William Danker, W. Arndt, F. Gingrich의 약자를 딴 것이다. 2판인 BAGD

에 비해서 3판이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 헬라어 사전으로 각 단어에 대한 '해설식 설명
(interpretative explanation)'이 특징으로 각 헬라어 단어를 개별 영어 단어로 옮길 때 사
라지는 뉘앙스를 알 수 있도록 단어의 뜻을 풀어서 해설한다. 성경뿐 아니라 고전 헬라어 
문헌들의 용례까지도 함께 수록했다. 상당히 자세하고 분량이 많다. Bibleworks에서 사용
할 수 있는 module을 따로 구매하는 것이 책보다 훨씬 유용하다(Bibleworks / Logos).

23) 아래 헬라어 사전들은 대부분 Bibleworks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전들이다. BDAG는 module로 따로 구입이 가능하
다. Bibleworks 8 이후에는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던 Gingrich와 LEH 사전도 module로 구입해야 한다. 이전 버전의 정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전들을 Bibleworks 8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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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rich Greek Lexicon (GING) L4 ★3

이 사전의 본래 이름은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nd edition으로 1979년에 출판되었다. 편집자들의 약어를 따서 
BAGD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BDAG의 제2판이다. Bibleworks 7에는 GING라는 이름으로 
BAGD의 축약판이 들어 있다(Bibleworks).

Friberg Analytical Lexic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Fri) L5 ★3

신약 성경 헬라어는 다양한 manuscripts에 여러 가지 변화 형태로 존재한다. 이 사전은 이
런 여러 변화 형태들을 총망라할 뿐 아니라 이런 변화 형태들의 가능한 의미들과 문법 형태를 
모두 제시한다. 중급 이상 헬라어 사용자에게 적합한 사전이다(Bibleworks / Logos). 

Abridged Liddell and Scott's Greek-English Lexicon (LS) L5 ★3
Liddell & Scott Greek-English Lexicon의 요약판으로 Little Leddell이라고도 불린다. LXX에 나

오는 헬라어 단어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LEH 사전이 없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다. Bibleworks에서는 LS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전은 중급 이상의 헬라어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Bibleworks / Logos). 

Liddell & Scott Greek-English Lexicon (Oxford LS) L5 ★2
Oxford 대학교에서 출판한 고전 헬라어(classical Greek) 사전이다. 이 사전은 성경 헬라어뿐 

아니라 고전 헬라어를 총 망라한 사전으로 고급 헬라어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호머로부터 비잔틴 
시기까지의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헬라어 문헌을 망라한다. Bibleworks에서 사용하려면 따로 
module을 구매해야 한다(Bibleworks / Logos). 

UBS Greek Dictionary (UBS) L3 ★4
UBS Greek New Testament에 부록으로 달려 있는 간략한 사전이다. 단어의 뜻만을 간결하

게 제시하는 헬라어 사전이다. 가장 기본적인 헬라어 단어의 뜻만을 살펴볼 때 유용하다
(Bibleworks / Logos).

Thayer Greek Lexicon (Thayer) L4 ★2
19C에 나온 헬라어 사전으로 헬라어를 스트롱 코드화 했다. 따라서 (NT) Enhanced Strong 

Lexicon으로도 불린다. 구약의 BDB와 거의 비슷하게 편집되어 있고 지난 100년간 가장 많이 사용되
어온 헬라어 사전이다. Bibleworks 기본 헬라어 사전 가운데는 가장 상세하다(Bibleworks / 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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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w-Nida Lexicon (LN) L5 ★4
원 제목은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이다. 일반적인 헬라어 사전과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진 사전이다. 단어들의 의미를 93개의 의
미론 영역(semantic domain)으로 카테고리화 한 뒤에 각각의 헬라어를 그 의미 영역의 서브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domain 1은 Geographical Objects and Features이고 이 아래에 A. Universe & 

Creation / B. Regions Above the Earth / C. Regions Below the Surface of the Earth와 
같은 서브 카테고리가 17개 존재한다. 예를 들어, Domain 1의 A. Universe & Creation 항목
을 찾아보면 우주나 창조와 관계된 네 개의 단어들(ko,smoj aivw,n ouvrano.j kti,sij)이 나오고 

각 단어들이 어떤 의미와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Bibleworks / Logo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EH) L5 ★4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Bibleworks 내에서는 

LEH라는 약칭으로 사용된다. 이 사전의 편집자들인 Johan Lust, Erik Eynikel, Katrin Hauspie

의 약자가 LEH이기 때문이다.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LXX)을 위해 만들어진 헬라어 사
전이다. LXX의 헬라어 중에는 신약 헬라어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LXX를 읽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한 신약 헬라어가 구약의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
지를 찾는데도 유용하다(Bibleworks / Logos).

Vocabula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VGNT) L5 ★2
신약이 기록된 코이네 헬라어는 공식 헬라어가 아닌 민간에서 구전적인 용도로 사용되던 헬

라어였다. 따라서 신약 헬라어 단어가 고전 헬라어 문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C 말
에 이집트에서 많은 고대 파피루스 문헌들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은 공식 문서가 아닌 계산서, 

가계부, 개인 편지와 같은 것들이었다. 1900년대 초부터 모으기 시작한 자료들을 가지고 1930

년에 초판이 나왔다. VGNT는 파피루스와 같은 문헌에서 코이네 헬라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최
초로 제공한 사전이다. 현재는 이 사전의 역할을 BDAG이 대신한다(Bibleworks / Logos).

12) Theological Dictionaries24)

24) '신학 사전'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성경 원어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할 뿐 아니라 단어의 어근과 성경 외적 문헌들
을 참고하여 본래의 의미뿐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전이다. Abridged 판이 아니면 대부분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한글로 만들어진 성경 소프트웨어가 '바이블 렉스'이다. 학문적 
목적이 아닌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바이블 렉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TWOT와 Abridged TDNT 정도를 사
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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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TDNT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TWOT) L4 ★4.5
두 권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신학 사전으로 Bibleworks의 히브리어 사전에 기본적으로 포

함되어 있다. NIDOTTE와 같은 방대한 분량이 아니면서도 어근의 설명에서부터 신학적 용법
의 설명까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바이블 렉스 구약편은 TWOT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구약 원어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다(Bibleworks / Logos).

NIDOTTE & NIDNTT L5 ★3
원 제목은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 New 

Testament Theology이다. 신구약 성경 단어의 성경 내외적 배경과 용례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신학 사전이다. 신약 4권, 구약 5권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약은 VanGemeren이 편집자로 
미국과 영국 신학자들이 집필했고, 신약은 독일어로 출판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사
전은 TDNT와는 달리 표제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닌 영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사전의 
마지막 권은 표제어를 정리해 둔 인텍스로 되어 있다(Pradis / Logos).

Abridged NIDNTT L4 ★3.5

NIDNTT를 한권으로 줄여 놓은 사전이다. 이 사전은 중요한 단어들만을 한권으로 모아서 정

리했다. 중요한 헬라어 단어에 대한 헬라적 배경, 구약 LXX와 신약에서의 사용 용례를 아주 잘 

정리했다. 단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생략된 경우가 종종 있다(Pradis / Logos).

Theological Dictionary of OT / NT (TDOT & TDNT) L5 ★1

신약의 경우에는 Kittel 신학사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독일 학자들이 성경의 각 단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정리해놓은 신학 사전이다. 신약 10권, 구약 15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TDOT 영어판은 아직 출간 중에 있다. NIDNTT 등에 비해서 오래 되었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학문적인 용도 외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Logos).

Abridged TDNT L4 ★3

10권짜리 TDNT를 한권으로 줄여 놓은 사전으로 Little Kittel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Abridged NIDNTT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Bibleworks / 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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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신약과 구약 ZIBBC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NT) L4 ★2

독일에서 출판된 3권짜리 신약 신학 사전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TDNT과 비슷한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NIDNTT보다 편집은 잘 되어 있고 내용은 비슷하다(Logos). 

13) Other Reference Books

Zondervan Illustrated Bible Backgrounds Commentary 

(ZIBBC) L2 ★4

신약 세트(4권)는 2002년에 구약 세트(5권)은 2009년에 나왔다. 성경 각

권 연구를 할 때 참고할만한 배경 주석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했

다. 특히 사회적, 문화적 내용에 대한 배경 연구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Pradis 신약만 / Logos 전권).

Robertson's Word Pictures (RWP) L4 ★4

신약 학자인 A. T. Robertson이 1933년에 출판한 6권짜리 신약 단어 해설집이다. 헬라어 
사전과 다른 점은 각 절마다 주해적인 관점에서 단어를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절마다 
중요한 헬라어 단어와 그 내용을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헬라어 원
어가 성경 각 절에서 어떤 의미와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좋은 자료이다. 

간단한 주석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Bibleworks 7까지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Bibleworks 

8부터는 저작권 문제로 빠졌다(Bibleworks / Logos).

Vincent's Word Studies (VWS) L4 ★3 

M. R. Vincent가 1887년에 출판한 2,720 페이지에 달하는 신약 헬라어 해설집이다. 

RWP와 거의 비슷한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RWP보다는 간략하다. 각 절마다의 헬라어 단어
의 의미와 뉘앙스를 해설하고 있다(E-Sword / Logos).

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 (TSK) L3 ★4

성경 관주 모음집이다. 성경 전체의 간 절과 단어마다 관계된 모든 관주를 한 책에 담아 놓았다. 

책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Bibleworks에서 각 절마다 TSK를 사용할 수 있다. TSK의 개정판인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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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IVP Reference 안에 포함된 다양한 책들

TSK도 나왔다. 각 절마다 너무 많은 관주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산만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는 꼭 참고해야 하는 자료이다(Bibleworks / Logos).

Essential IVP Reference Collection (Logos Software) L3 ★5

성경의 배경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참고 사전들을 사용해야 한다. 아래 
목록의 책들은 전부 단권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대부분 아주 유용한 책들이다. 

이 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담은 것이 Essential IVP Reference Collection

으로 Libronix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IVP에서 나온 다음의 Reference 

Books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붉은 색으로 된 사전은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꼭 사용해야 하는 참고 서적들이며,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다. 각 
권으로 구입하기 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내용을 쉽게 검
색해서 참고할 수 있어 유용하다.

• New Bible Commentary ('IVP 성경주석'으로 번역) ★5

• New Bible Dictionary ('새 성경 사전'으로 번역) ★5

•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T ('IVP 구약 배경 주석'으로 번역) ★4

•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T ('IVP 신약 배경 주석'으로 번역) ★4

•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3

•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3

• Dictionary of the Later NT and its Development ★3

• Dictionary of NT Background ★3

• New Dictionary of Theology ★3

•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3

•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3

• New Bible Atlas ★3

• Hard Sayings of the Bi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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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명 NICOT WBC NAC NIVAC TOTC BST 기타 기타 설교 및 묵상용

창세기 
V. Hamilton 

★4
(하늘색 보조 주석)

G. Wenham 
★3.5

K. Mathews 
★5

(초록색 필수 주석)

J. Walton 
★4

D. Kidner 
★3

D. Atkinson(1-11)
J. Baldwin(12-50)

W. Brueggermann 
★2.5 TOTC

출애굽기
B. Strawn
출간 예정

J. Durham
★2.5 

D. Stuart 
★5

P. Enns 
★4 R. Cole A. Motyer

EBC 
W. Kaiser 

★3

OT Library
B.S. Childs

★3.5
BST

레위기
G. Wenham  

★4
J. Hartley

★3.5
M. Rooker

★3.5
 R. Gane

★3

R. Harrison D. Tidball
EBC 

L. Harris
★3

Concordia
Kleinig 

★5
(노란색 유용한 주석)

TOTC

민수기
T. Ashley 

★2
P. Budd 

★2
R. Cole 

★4
G. Wenham

★5 R. Brown
EBC 

R. Allen 
★4

TOTC

신명기
P. Craigie 

★4
D. Christensen 

★3
E. Merril 

★3.5
D. Block

★5
J. Tompson 

★4 R. Brown
Smyth & Helwys

M. Biddle
★3.5 

TOTC

여호수아
M. Woudstra 

★3.5
T. Butler  

★2.5 
D. Howard 

★5
R. Hubbard

★4
R. Hess

★3
K&D 
★3

Concordia
Hastad  
★3.5

NIVAC

사사기 
 B. Web

★4
T. Butler  

★2.5 D. Block 
★5

Y. Lawson
★4

A. Cundall
★3

M. Wilcock
★4.5 BST

룻기
R. Hubbard

★4
F. Bush 
★ 3.5

D. Atkinson
★2 NIVAC

6. 성경 각권별 추천 주석
각 책별로 성경연구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주석에 ★5을 주고, 그 주석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주석들을 평가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5과 출애굽기의 ★5의 주석이 같은 수준
은 아니다. 이곳에서 ★의 점수는 각 권 자체 안에서 주석을 비교하는 기준이다. ★5은 필수 주석으로, ★4 이상은 보조 주석으로 사용하면 된다. 초록색은 각권별로 가장 유용하
면서 탁월한 주석이다. 하늘색은 필주 주석에 버금가거나 보완하는 추천 보조 주석이다. 노란색은 그 책에서는 유용하지만 다른 책들의 주석들과 비교할 때 탁월하지는 않은 주석
이다(노란색은 그 책에서는 ★5을 줄 수 있는 주석이 없어서 ★5을 받게 된 경우이다). ★3 이상의 주석은 유용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평가를 받은 다른 주석을 참고한 뒤
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얻는데 사용하면 좋다. ★1, ★2의 주석들은 성경 연구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없는 것은 아직 평가하지 못한 책들이다. 성경 각 부
분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목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주석 선정 기준과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주석들 가운데 Technical
이란 설명이 붙은 주석들은 원어와 문법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다양한 학문적 이론을 소개한 주석들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거나 설명이 복잡할 수 있다. 여러 주석
들에서 높은 수준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best commentators는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설교 개요 정리나 묵상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간략하면서 좋은 주석들은 따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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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명 NICOT WBC NAC NIVAC TOTC BST 기타 기타 설교 및 묵상용

삼상․하 D. Tsumura
★1

 R. Klein 
A. Anderson 

★3 

R. Bergen 
★5

 B. Arnold 
★4 J. Baldwin

EBC
R. Youngblood 

★3

Westminster
Eugene Peterson 

★3
TOTC

왕상․하 R. Hess
출간 예정

F. Peretti
T. Hobbs 

★3

P. House 
★5

A. Konkel
★3

D. Wiseman
★3.5

K&D
★3

Smyth & Helwys
W. Brueggermann 

★2.5
TOTC

대상․하 
K. Bodner
출간 예정

상 R. Braun ★3 
하 R. Dillards ★4

Technical 

J. A. Thompson 
★ 5

A. Hill
★3.5

M. Selman
★3

M. WIlcock
★4 BST

에스라/
느헤미야

C. Fensham
★5

H. Williamson 
★4

M. Breneman 
★4 

D. Green
출간 예정

D. Kidner 
★4

R. Fyall 출간 예정
TOTC

R. Brown

에스더
R. Hubbard
출간 예정

F. Bush 
★4

K. Jobes 
★4

J. Baldwin(1st)
D. Reid(2nd)

★5
TOTC

욥기
J. Hartley 

★2.5

 D. Clines 
★3.5

Technical 

R. Alden 
★3

D. Magary
출간 예정

F. Andersen 
★5 D. Atkinson

Preacher's 
D. McKenna 

★4

Baker
T. Longman

★4
TOTC

시편

R. Jacobsen
N.deClaisse-Walford

B. Tanner
★3

P. Craigie 
M. Tate  
L. Allan 

★3

R. Cole(1권)
J. Sheperd(2권)

출간 예정

G. Wilson(1권) ★4
J. Grant(2권 
출간예정)

D. Kidner 
★4.5

insightful
M. Wilcock

EBC 
W. VanGemeren 

★ 5

Baker
J. Goldingay

★3
Wiersbe Be Series

잠언  
B. Waltke 

★3.5
R. Murphy

 ★2.5

D. Garrett 
★3

P. Koptak
★5

D. Kidner 
★4.5

concise
D. Atkinson

Baker
T. Longman 

★ 3.5
NIVAC

전도서
T. Longman 

★4
R. Murphy 

★3.5

I. Provan 
★5

M. Eaton D. Kidner
★4

Baker 
C. Bartholomew

★3

NIVAC

아가
T. Longman 

★ 3.5

D. Garrett
★5

Technical

L. Carr
★3 T. Gledhill

Concordia 
C. Mitchell

★3
p.1,200

Baker 
R. Hes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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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명 NICOT WBC NAC NIVAC TOTC BST 기타 기타 설교 및 묵상용

이사야
J. Oswalt 

★5
J. Watts 

★3 
G. Smith 

★4.5
J. Oswalt 

★4
J. Motyer

★4
K&D
★3.5

E. Young 
(Eerdermans) 

★4
TOTC

예레미야
J. Tompson 

★5
P. Craigie and etc.

★3 

F. B. Huey 
★3.5

A. Dearman
★3.5

R. Harrison 
★4

D. Kidner
★4

OT Library 
L. Allen

★4

Bruggermann 
★3.5 BST

애가 
R. Hubbard
출간 예정

P. House 
★5

Technical
TOTC

에스겔 
D. Block 

★5
L. Allen 

★4
 L. Cooper 

★3
I. Duguid 

★4.5
J. Taylor

★3
C. Wright 

★3.5

Preacher's
D. Stuart

★4
NIVAC

다니엘 
R. Wooden
출간 예정

J. Goldingay
★2.5

무천년설

S. Miller
★5

전천년설

 T. Longman 
★3.5

J. Baldwin ★5
무천년설

R. Wallace

Preacher's 
S. Ferguson 

★4
무천년설

TOTC

호세아
J. Dearman

(호)
★4 D. Stuart

(호-욘) 
★4.5

Technical

D. Garrett(호. 욜)
★4.5

G. Smith
(호, 암, 미) 

★5
D. Hubbard(호) NIVAC

요엘
L. Allen
(욜-미)

★5

D. Baker
(욜, 오, 말)

★3
D. Hubbard(욜, 암 D. Prior(욜, 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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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명 NICOT WBC NAC NIVAC TOTC BST 기타 기타 설교 및 묵상용

아모스

L. Allen
(욜-미)

★5

D. Stuart
(호-욘) 
★4.5

Technical

B. Smith 
F. Page(암 오 욘) 

★4

G. Smith
(호, 암, 미) 

★4
D. Hubbard(욜, 암 J. Motyer(암) NIVAC

오바다
D. Baker

(욜, 오, 말)
★3

T. Alexnader(오)

요나
J. Bruckner

(욘, 나, 합, 습) 
★4 

D. Baker(욘)
★3.5 NAV

미가

Ralph L. Smith 
(미-말) 

★3

 K. Barker, W. 
Bailey(미-습) 

★4

G. Smith
(호, 암, 미) 

★4
B. Waltke(미) D. Prior(욜, 미, 합)

B. Waltke(미)
★3

Technical
NIVAC

나훔

P. Robertson
(나-습) 

★5

J. Bruckner
(욘, 나, 합, 습) 

★4 
D. Baker(나-습)하박국 D. Prior(욜, 미, 합)

스바냐

학개

P. Verhoef
(학-말) 

★5

R. Taylor, 
E. Clendenen

(학. 말) 
★4

M. Boda
(학, 슥)

★3 J. Baldwin
(학-말) 

★4
스가랴

G. Klein(슥)
★4

Technical
B. Webb(슥)

말라기

R. Taylor, 
E. Clendenen

(학. 말) 
★4

D. Baker
(욜, 오, 말)

★3

N.T. Wright(말)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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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명 NICNT WBC NAC NIVAC TNTC BST NIGTC BECNT PNTC 기타 설교 및 묵상

마태복음 
R. France 

★4
D. Hagner 

★3
C. Blomberg 

★3.5
M. Wilkins 

★4 R. France
M. Green

★4.5
insightful

J. Nolland 
★3.5

D. Turner 
★5

organized, 
condensed

L. Morris 
★4

EBC
D. Carson

★5
Technical

BST
NIVAC

마가복음 
W. Lane 

★3.5
best classic

1권 R. Guelich 
 2권 C. Evans 

★2  

J. Brooks 
★3

D. Garland
★4 R. Cole D. English R. France

★2.5 R. Stein
J. Edwards 

★5
well explained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3
NIVAC

누가복음 
 J. Green 

★5
insightful

 J. Nolland 
★2.5

R. Stein 
★2.5

D. Bock
★4

L. Morris
★4 M. Wilcock H. Marshall 

★2  

D. Bock 
★5

Technical

P. Head
출간 예정

Concordia
Just Jr.  

★4

NIVAC
TDNT

요한복음 
L. Morris 

★5
insightful

Beasley-Murray 
★2.5

 G. Borchert 
★3

G. Burge
★3 C. Kruse B. Milne

★3
R. Bauckham

출간 예정

A. Kostenberger 
★4.5

Technical

D. Carson 
★5

well organized
NIVAC

사도행전 

F.F. Bruce 
★4

strong 
backgrounds

S. Walton
출간 예정

 J. Polhill
★3

A. Fernando
★5

great 
applications

I. H. Marshall J. Stott
★3

S. Porter
출간 예정

D. Bock
★ 4.5

Technical

D. Peterson
★4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3.5 
NIVAC

로마서 
D. Moo 

★4
too long

J. Dunn ★2
dizzy!

R. Mounce 
★2.5

D. Moo 
★3.5

shorter than 
NICNT

F. F. Bruce
J. Stott
★4.5

insightful

R. Longenecker
출간 예정

T. Schreiner 
★5

 Technical

L. Morris 
★ 5

classical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3 
BST

고전
G. Fee 

★4 A. Clarke M. Taylor
출간 예정

C. Blomberg 
★4 L. Morris D. Prior A. Thiltsen 

★3.5

D. Garland 
★5
best 

commentator

B. Rosner & R. 
Ciampa

★3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3 

TNTC

고후 
P. Barnett 

★3.5
R. Martin 

★3
D. Garland 

★5
S. Hafemann 

★4 C. Kruse P. Barnett M. Harris
★3.5

G. Guthrie
출간 예정

M. Seifrid
출간 예정

T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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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명 NICNT WBC NAC NIVAC TNTC BST NIGTC BECNT PNTC 기타 설교 및 묵상

갈라디아 
Y. Fung 

★3

R. Longenecker 
★5

a little diffused
Technical

T. George 
★3.5

S. McKnight
★3 R. Cole J. Stott

★4 
F.F. Bruce 

★4 

D. Moo
2013.11 
출간예정

D. Carson
출간 예정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4
BST

에베소서
F.F. Bruce 

★3.5
A. Lincoln 

★3.5
P. Wolfe
출간 예정

K. Snodgrass
★3.5 F. Foulkes J. Stott M. Turner

출간 예정
F. Thielman

P. O'Brien 
★5
best 

commentator

Exegetical
H. Hoehner ★3

too much 
p.1,200

BST

빌립보서
G. Fee 

★4

G. Hawthorne, 
R. Martin(개정)

★4.5

R. Melick
★2.5

F. Thielman
★3  R. Martin A. Motyer

P. O'Brien 
★5

Technical

M. Silvas 
★4

G. Hansen 
★3 TNTC

골로새서

빌레몬

F.F. Bruce 
★4

P. O'Brien 
★5

Technical

D. Garland
★4.5

N. T. Wright
★2.5

D. Lucas
★4

J. Dunn 
★2  

G. Beale
출간 예정

D. Moo
★4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2.5

BST
NIVAC

살전/살후 
L. Morris 

★4
F.F. Bruce 

★3.5
 D. Martin 

★3
M. Homes

★3 L. Morris J. Stott
C. Wanamaker

★4
Technical

J. Weima
출간 예정

G. Green 
★5

well explained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2
TNTC

목회서신 
P. Towner 

★3.5

W. Mounce 
★5

Technical

T. Lee 
H. Griffin 

★3

W. Liefeld
★3

Douglas Guthrie
★3.5

J. Stott
★4

G. Knight III 
★4

Technical

S. Porter
출간 예정

R. Yarbrough
출간 예정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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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명 NICNT WBC NAC NIVAC TNTC BST NIGTC BECNT PNTC 기타 설교 및 묵상

히브리서
F.F. Bruce 

★4
W. Lane 

★4
D. Allen

★3
G. Guthrie

★4 Donald Guthrie R. Brown P. Ellingworth 
★3.5

D. Carson
출간 예정

P. O'Brien
★5

Socio-Rhetorical  
D. deSilva 

★2.5
BST

야고보서
J. Adamson 

★2
R. Martin 

★3
 K. Richardson 

★2.5
D. Nystrom 

★4 D. Moo A. Motyer P. Davis 
★4 D. McCartney D. Moo

★3.5

ZECNT25)

C. Blomberg 
★5 

suitable for 
pastors

ZECNT

벧전
P. Davis 

★3
J. Michaeles 

★2.5
T. Schreiner 

★5

S. McKnight 
★2.5

W. Grudem
★5 E. Clowney T. Martin

출간 예정
K. Jobes 

★2
S. Hafemann

출간 예정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TNTC

벧후

유다서

R. Bauckham 
★4

not believing 
Peter as the 

author!

D. Moo 
★4 M. Green D. Lucas

C. Green
S. Hafemann

출간 예정
G. Green

★4
P. Davis

★3.5 TNTC

요한서신
H. Mashall 

★4
S. Smalley 

★3.5
Daniel L. Akin 

★3.5
G. Burge

 ★3 J. Stott D. Jackman D. Carson
출간 예정

R. Yarbrough 
★4

C. Kruse 
★5

Socio-Rhetorical
 Witherington TNTC

요한계시록 
R. Mounce 

★4
전천년설

D. Aune 
★3.5

무천년설

C. Keener
★2.5

무천년설

L. Morris
★4.5

무천년설

M. Wilcock
★4

무천년설

G. Beale 
★5

무천년설

too long, very 
valuable, 
Technical

G. Osborne 
★4.5

전천년설26)

well organized, 
Technical

D. Carson
출간 예정

Cf)이필찬27)

(이레서원)
★5

무천년설

TNTC

25)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26) 전천년설과 7년 대환난 등을 해석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 잘 정리되어 있는 좋은 주석이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책들을 참고해야 한다.
27) 한글판이지만 소개한 이유는 Mounce, Aune, Beale, Osborne의 주석들을 종합 요약 번역한 것 같은 주해집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