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도주(야인)인가 포도즙(티로쉬)인가1)2)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사용된 빵과 포도주에 대하여 이야기 될 때에 포도주

가 아닌 포도즙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있다. 아마도 성경에서 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을 리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성경 원문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분명할 

것이라 생각되어 한글 흠정역 성경과 KJV, 원어 성경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1) 포도주는 야인, 포도즙은 티로쉬

포도는 껍질 안쪽에 외기성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 (Hansen)3)가 

들어 있어서 산소공급이 적어지면 포도에 있는 당을 이용하여 알콜 발효가 일어나

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1) 김명현, 양승원 공저, [경배와 예배], 성경과학연구소 2020, 부록 참고 
2) 유투브 성경과학연구소채널에서 강의 시청 가능. https://youtu.be/05uS5ne_CDI 
3) Martini, Alessandro. "Origin and domestication of the wine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Journal of Wine research 4.3 (1993): 165-176.



성경에서는 wine을 나타내는 포도주와 포도즙을 분명하게 다른 단어를 사

용하여 구분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방금 짜낸 포도과즙액(freshly pressed 

wine) 또는 새 포도주(fresh or new wine), 과즙액(must)을 나타내는 단어로 티로쉬

( , te·roshe', 38회 사용)를 사용하는 반면에 발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포도주

(wine), 거품이 일어나는(effervesce), 발효된(fermented), 취함(intoxication, 

banqueting), 술주정뱅이(wine-bibber) 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야인( , 

yah'·yin, 140회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티로쉬에 해당하는 단어로

는 글루코스(γλεῦκος, glyü'-kos, 1회 사용)가 사용되었고 야인에 해당하는 단어로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 33회 사용)가 사용되었다.

보통 흠정역 성경에서는 취하여서 부정한 일을 행했거나 부정적인 내용과 

연관될 때에는 wine을 포도주로 해석하여 번역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

는 포도즙으로 바꾸어서 해석이 들어간 번역을 하고 있다. 반면 개역개정 성경은 

대부분 포도주로 번역해 놓았다. 이후에는 성경에서 사용된 사례들을 보고 원어 성

경과 비교하여 포도주와 포도즙의 구분을 명확히 해 보고자 한다. 

2) 야인, 포도주와 포도즙의 혼동

흠정역 창세기 9장 20절에서 사용된 포도주의 원어는 야인( , yah'·yin)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도 티로쉬( , te·roshe')가 아니라 

똑같이 야인( , yah'·yin)이 사용되었음에도 흠정역 성경은 포도즙으로 번역하였다. 

해석이 들어가서 일관성이 없는 단어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창세기 16장 32절에서도 야인을 포도주로 번역하였지만 창세기 27장 25절

과 창세기 49장 11~12절에서는 똑같은 야인을 포도즙으로 번역해 놓았다.



“20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21 포도주( , yah'·yin)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창9:20~21)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포도주- , yah'·yin)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창14:18)

“32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 , yah'·yin)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창16:32)

“25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포도주- , yah'·yin)을 가져가니 그가 마

시더라.”(창27:25)

매일 드리는 헌물 중에 음료 헌물로 포도즙 사분의 일 힌을 드린다고 한 

단어도 실은 야인( , yah'·yin)이란 원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포도주로 변경이 필

요하다. 매일 포도즙을 신선한 과즙상태로 보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어 그대로 

포도주가 옳아 보인다. 레위기 10장에서는 독주와 함께 마시지 말라고 하는 표

현 때문에 야인( , yah'·yin)을 그대로 포도주로 번역해 놓았다. 해석에 따라 단

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8 이제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일 년 된 

어린양 두 마리를 드리라. 39 너는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양은 

저녁에 드리며 40 어린양 한 마리에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찧은 기름 사분

의 일 힌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포도주- , yah'·yin)를 사분의 일 힌

을 드리며”(출29:38~40)

“9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

( , yah'·yin)나 독주( , sha·kär')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레10:9)

3) 나실인과 포도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구별된 자(one separated)를 나사르 사람

(Nazarite, 이하 나실 인)이라 말한다(민수기 6장). 나실 인( , nä·zer', 명)은 히브

리어로 '나사르'( , nä·zar', 동)에서 파생된 말로 구별하다, 헌신, 봉헌이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나실 인의 규례중 하나가 서원을 하여 나실 인이 되면 포도소산물



을 먹어서는 안 되고(민6:3~4),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하며(민6:5), 시체를 만져

서도 안 되는 것이다(민6:6). 물론 나실 인의 서원한 기한이 지나면 다시금 포도주를 

비롯한 포도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다(민6:20). 

성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나실 인은 '삼손'이라는 사사였다(삿13:5). 이후

에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나실 인이었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

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다(삼상1:11). 신약에서는 나실 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Ναζαρά, Nazareth)의 지명도 여기서 유래된 것으

로 보이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별되어 봉헌, 헌신되어진 나사렛 사

람(Ναζωραῖος, one separated)이었다(마2:23). 

“5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 , nä·zer')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삿13:5)

“11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

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

내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삼상1:11)

“나사렛(Ναζαρά, nä-zo-ri'-os)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

을 통해 말씀하신바, 그가 나사렛 사람(Ναζαρά, nä-zä-rä')이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마3:23)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나실 인( , nä·zer')의 서원을 하여(민6:2) 나실 인

이 되면 포도소산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는데(민6:3~4), 흠정역 성경 민수기 6장 3절

에서 포도즙으로 3번 표현된 단어의 원어 표현은 2번은 포도주를 나타내는 야인

( , yah'·yin)이고 1번은 과즙(쥬스)을 나타내는 미쉬라( , mish·rä')이다. 즉 포

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인 것이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

여 나사르 사람( , nä·zer')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 nä·zar') 주

께 드리거든 3 그는 포도즙(포도주- , yah'·yin)과 독주( , sha·kär')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포도주- , yah'·yin)의 식초( , kho'·mets)나 독주



( , sha·kär')의 식초( , kho'·mets)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과즙액-

, mish·rä')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4 그는 자

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

까지 먹지 말며”(민6:2~4) 

 

물론 나실 인의 서원한 기한이 지나면 다시금 포도주( , yah'·yin)를 비롯한 

포도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다(민6:13,20). 그런데 민수기 6장 20절에서도 흠정역 성

경은 야인( , yah'·yin)으로 되어 있는 원어를 티로쉬( , te·roshe')를 의미하는 

포도즙으로 번역하여 놓았다. 이 단어도 실은 포도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관성 있

는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13 나사르 사람( , nä·zer')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를 구별한( , nä·zar') 

날들이 차면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20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이것은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

는 어깨와 더불어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것이니라. 그 뒤에는 나사르 

사람( , nä·zer')이 포도즙(포도주- , yah'·yin)을 마실 수 있느니라.”(민6:13, 

20)

4) 주 하나님 앞에서 마시는 포도주와 십일조4)

성경에서 포도주( , yah'·yin)나 독주( , sha·kär')의 위험성을 언급하는 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신명기 14장은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소

출에서 십일조를 드릴 것에 대한 말씀으로 곡식과 포도즙( , te·roshe')과 기름

의 십일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신

14:22~23). 

“22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네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23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즙(포도주- , yah'·yin)과 기름의 십일조를 먹고 또 네 

소 떼와 양과 염소 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네 하나님 두려워하

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신14:22~23)

4) 유투브 성경과학연구소채널에서 강의 시청 가능. https://youtu.be/TjKf2KpJkEs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 너무 멀다면 돈으로 

바꾸어 거기서 소나 양이나 포도즙(실은 포도주- , yah'·yin)이나 독주( , 

sha·kär')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사고 주 하나님 앞에서 먹고 기뻐하라고 말씀하

신다. 주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서를 주목하길 바란다. 포도주나 독주가 사람을 취

하게 하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그 자체가 악은 아니기에 기쁨과 

흥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주 하나님 앞에서 마신다면, 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마신다면 이 또한 기쁨이 될 것이다. 

“24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셨을 때에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네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네게 너무 길어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손에 들

고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26 네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실은 포도주- , yah'·yin)이나 독주( , 

sha·kär')나 네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먹고 너와 네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27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신14:24~27)

신명기 1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일조 규례를 통하여 모든 소유의 공

급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지파인 레위(Levite-연합)지파를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름의 뜻

처럼 연합하여 재산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인들도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레위지파와 같이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함께 연합하여 나누는 은혜를 누리고 주와 함께 마시는 포도주와 

독주처럼 주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5)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신명기 14장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야인( , yah'·yin)이란 단어를 사용한 곳



에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 , te·roshe')으로 번역한 곳이 계속해서 발견된다. 신

명기 28장 39절, 신명기 29장 5절과 38절, 여호수아 9장 3절과 13절, 사사기 13장 

3~4절과 7절, 14절 에서도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바꾸어 번역해 놓았다. 아가 7장 9

절, 아가 8장 2절, 사무엘상 1장 14~15절, 느헤미야 1장 1절, 이사야 51장 1절, 아

모스 2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뀌어 번역되어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도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포도주에 대

하여 긍정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다. 포도주의 효능 중의 하나가 피로회복과 함께 

알코올을 통하여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포도즙으로 표현되어있음)를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것들을 받아주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전9:7).

“14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

이 나게 하시되 15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실은 포도주- , 

yah'·yin)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

이 나게 하시는도다.”(시104:14~15)

“네 길로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즙(실은 포도

주- , yah'·yin)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

라.”(전9:7)

  

포도주( , yah'·yin)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성경구절도 볼 

수가 있는데 레갑 사람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요나답은 레갑 사람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

지 말며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세우지 말며 무소유로 살면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 말씀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르침이지 모세의 명령이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 포도즙과 포도주와 과즙의 동시사용

호세아 4장 11절에서는 포도주와 포도즙이 동시에 언급되어 원어비교를 통

하여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이전에 포도즙으로 번역했던 것이 문



제가 있는, 해석이 들어간 번역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도주는 야인( , 

yah'·yin)으로, 새 포도즙은 티로쉬( , te·roshe')로 되어 있다. 야인으로 된 부분

은 포도주가 맞고 티로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새 포도즙이라기 보다는 그냥 포도즙

이 맞다. 이 구절을 통하여 포도주와 포도즙의 올바른 번역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10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

고 행음해도 늘지 아니하리라 11 행음과 포도주( , yah'·yin)와 새 포도즙

( , te·roshe')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호4:10~11) 

요엘 1장 5절에서는 포도주와 포도즙이 또한 동시에 언급되어 있는데 원어

를 비교하면 야인( , yah'·yin)과 아시스( , ä·ses')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포도

주와 과즙액(쥬스)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5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 , yah'·yin)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즙(과즙- , ä·ses')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그것

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요엘1:5)

미가서 6장 15절에서는 단 포도즙과 포도즙이 동시에 언급되어 있는데 원

어를 비교하면 실은 단 포도즙은 티로쉬( , te·roshe')로 되어 있고 포도즙은 

야인( , yah'·yin)으로 되어 있다. 단 포도즙은 그냥 포도즙으로 바꾸고 포도즙은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 하겠다. 

“15 네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하며 단 포도즙( , te·roshe')이 있어도 포도즙(포도주- , yah'·yin)을 

마시지 못하리라.”(미가6:15)

이사야 49장 26절에서는 과즙을 달콤한 포도주로 바꾸다 보니 다른 부분들

까지 오역이 되어버렸다. 달콤한 포도주는 아시스, 즉 과즙으로 되어 있고 자기 피

에 취하게 한다고 하였지만 실은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피를 살을 먹듯이 

가득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구속자

인줄 알리라고 하신다. 그래서 번역을 문장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즉 달콤한 포



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이 부분을 과즙처럼 자기 피를 가

득 마시게 하리니로 바꾸어 주는 것이 정확한 성경말씀의 표현이다.

“26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사49:26)

“26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과즙처럼 자기 

피를 가득 마시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사49:26, 교정번역, 김명현)

7) 신약성경에서 오이노스는 포도주

신약성경에서도 포도주와 포도즙에 대한 원어의 차이를 비교하면 올바른 번

역이 가능하다. 헬라어로 포도즙은 글루코스(γλεῦκος, glyü'-kos)로 사도행전 2장 13

절에서 1회 표현되어 있고 포도주는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로 신약성경에서 33회 

사용되었다. 그런데 흠정역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번역해 놓은 곳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새 포도즙으로 번역된 사도행전 2장 13절의 헬라어 원어는 글루코스(γ

λεῦκος, glyü'-kos)인데 새로운 이라는 단어인 네온(νέον)은 사용되지 않았다. 아마

도 영어KJV에서 new wine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새 포도즙으로 번역한 것으

로 보인다. 내용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이들이 포도즙만으로도 취하여 이상한 말을 말한다고 조롱

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포도즙(글루코스)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은, 또는 막 발효되기 



시작한 음료로서 알코올이 거의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12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

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13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글루코스,γλεῦκος, glyü'-kos)으로 충만하다, 하더라.”(행

2:11~13)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헬라어로 글루코스(γλεῦκος, glyü'-kos)가 사용된 것

을 제외하고는 와인(wine)의 헬라어 원어로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가 사용되었다. 

어떤 곳은 포도즙으로 어떤 곳은 포도주로, 또는 술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

관되지 않는 번역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는 포도즙의 헬라어 원어는 글루코스가 아니라 모두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 즉 포도주이다. 이는 해석이 들어간 번역이다. 마가복음 15

장 23절과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도즙의 헬라어 원어는 글루코스

가 아니라 모두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이다. 왜 이러한 해석을 하였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알코올을 드시지 않았다는 대전제를 임의로 해석하여 번역에 

적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만 보더라도 포도주와 포도즙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17 사람들이 새 포도즙[포도주(오이노스)]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포도주(오이노스)]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

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포도주(오이노스)]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

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마9:17)

“23 그들이 몰약을 섞은 포도즙[포도주(οἶνος, oi'-nos)]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막15:23)

“15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포도주(οἶνος, oi'-nos)]이나 독

주(σίκερα, se'-ke-rä)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

님으로 충만하여”(눅1:15)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예수

누가복음 7장 33~35절에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세리의 친구



로서 포도즙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세례요한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알코올을 입에 대지도 않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술(포도주)을 즐기는 자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3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포도주(오이노스)]도 마시

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34 사람의 아들이 와

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포도주(오

이노포테스, οἰνοπότης: οἶνος (wine) +  πίνω (to drink))]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눅7:33~34) 

포도주의 치료효과와 가나의 혼인 잔치 기적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도주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3절, 9절, 10절에서도 포도즙으로 흠정역 성경은 번역해 놓았

지만 헬라어 원어는 모두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 즉 포도주이다. 예수님은 포도즙

이 아닌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로마서 14장 21절에서도 포도즙

이 아니라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 즉 포도주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술(wine)은 오이노

스(οἶνος, oi'-nos), 즉 포도주이다. 포도주를 술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은 아

니지만 자칫 포도즙은 포도주로 번역하고 포도주는 술로 번역하여 포도주를 부정적

인 이미지를 고정시키려는 해석이 원어에 대한 번역의 혼란이 생길 소지가 있어 보

인다. 반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사용하라(딤5:23)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은 포도즙이 아닌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 즉 포도주이다. 의도적으로 포

도주는 부정적인 것의 대명사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포도주가 

소화를 돕고 위에 존재하는 헬리코박터와 같은 세균의 증식을 저해하여 위 관련 질

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5)

“17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하라. 18 술포도주(오이노스)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

령으로 충만하라.”(엡5:17~18)

“23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포도

주(오이노스)을 조금 쓰라.”(딤전5:23)

5) 노임환, et al. "위장관: 생체 내, 외에서 Helicobacter pylori 생장 억제 물질의 탐색 및 효능의 검
증." 대한소화기학회지 40.3 (2002): 166-172.



집사와 감독의 자격

디모데전서3장과 디도서 1장에 언급된 집사와 감독은 각자의 책임이 있는

데 공통된 내용은 술에 내주지 아니함과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 한 아

내의 남편이다. 연로한 연자들도 술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

다. 여기서도 술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독주로 사용된 시케라(σίκερα, se'-ke-rä)가 아

닌 포도주(오이노스, οἶνος, oi'-nos) 이다. 여기서도 포도주를 술로 번역하여 포도주

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정시킴으로 원어에 대한 번역의 혼란이 생기고 있다.

“2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

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3 자기를 술포도주(파르오이논, πάροινον)에 내주지 아

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

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포도주(오이노 폴로, οἴνῳ πολλῷ)에 내

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딤전3:2~3,8)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포도주(파르오이

논, πάροινον)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디도서 1장 7절)

“3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

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포도주(오이노 폴로, οἴνῳ πολλῷ)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디도서 2장 3절)

포도즙 틀인가 포도주 틀인가-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8, 10, 19~20절, 16장 19절, 19장 15절에서 모두 포도즙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가 헬라어 성경에

서 사용되었다. 반면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는 그대로 오이노스(οἶνος, oi'-nos)를 

포도주로 번역하였다. 일관성이 부족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해석에 따른 

일관된 번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번역은 해석이 아닌 사실을 사용해야하기에 

아쉬운 면이 있다. 물론 다른 부분의 번역은 흠정역이 다른 성경번역보다 훌륭한 

것은 인정한다.



“8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

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

포도주(오이노스)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10 바로 그 사람은 하나

님의 진노의 포도즙포도주(오이노스)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

로 고통을 받으리니...19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포도주(오이노스) 틀 속에 던지니 20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포도주(오이노스) 틀이 밟혔고 포도즙포도주(오이노스)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에 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계

14:8,10,19~20) 

“19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

도즙포도주(오이노스) 잔을 주시니라.“(계16:19)

“15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

도즙포도주(오이노스) 잔을 주시니라.“(계19:15)

“2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

주(오이노스)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계17:2)

8) 포도주의 건강관련 효능 

누가복음 10장 33~34절에서는 포도즙포도주의 효능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다. 즉 상처 난 부위에 포도주를 부어주어 염증제거 및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하

는 것이다. 포도와 포도주에 들어있는 알코올과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

가 향세균성, 항바이러스 및 항곰팡이, 항세균성 역할을 한다.6)7)8)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6) Anna Choi, et al. “포도송이가지 추출물의 항염증 및 미백효능에 대한 연구-Studies on 
Anti-Inflammatory and Anti-Melanogenic Effect of Grape Fruit Stem Extract” Kor. J. Herbol. 
2017；32(3)：71-78 

7) Lee, Kyung-Soo, Yoon-Hee Moon, and In-Chul Jung. "Effect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beef jerky ripened by wine." Journal of Life Science 18.11 (2008): 1538-1542.

8) Miean, Koo Hui, and Suhaila Mohamed. "Flavonoid (myricetin, quercetin, kaempferol, luteolin, 
and apigenin) content of edible tropical plant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49.6 (2001): 3106-3112.



불쌍히 여겨 34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포도주(오이노스)]을 붓고 그의 상

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눅

10:33~34)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포도주(오

이노스)를 조금 쓰라고 조언해 주고 있다. 실제로 포도주가 소화를 돕고 위에 존재

하는 헬리코박터와 같은 세균의 증식을 저해하여 위 관련 질환을 개선하는데 도움

이 되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9)

“23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포도

주(오이노스)을 조금 쓰라.”(딤전5:23)

 

포도와 관련된 음료와 포도주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10) 적포도주(red wine)

가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

(Resveratrol)을 함유하고 있어 지방을 태우고 혈당수치와 혈압을 낮춰주며 유방암과 

폐암을 유발하는 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기도 한다.11) 레스베라트톨은 항암, 항산화 

작용과 심장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식이제한(calorie restriction) 효과를 도와주는 

SIRT1이라는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켜 항당뇨, 항비만, 항노화 및 신경 보호 작용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2) 

9) 노임환, et al. "위장관: 생체 내, 외에서 Helicobacter pylori 생장 억제 물질의 탐색 및 효능의 검
증." 대한소화기학회지 40.3 (2002): 166-172.

10) http://www.health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57 Resveratrol의 항산화 효과, 
경상대학교병원 함종렬 교수, 헬스미디어 참조 

11) Cueva, Carolina, et al. "An integrated view of the effects of wine polyphenols and their 
relevant metabolites on gut and host health." Molecules 22.1 (2017): 99.

12) 허형삼, et al. "식이제한에 의한 노화조절의 분자기전." 분자세포생물학뉴스 21.1 (2009): 
19-28.



구조는 포도의 껍질이 많이 함유된 적포도주의 경우 trans-resveratrol이 대

부분이고 백포도주는 cis-resveratrol이 주로 존재한다. 

포도엔 단맛을 가진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으

며, 수분이 많아 갈증해소에도 좋다. 우울증에 예방효과가 있고 엔도르핀, 세로토닌 

호르몬 생성에 촉진을 준다. 그리고 지방세포 생성의 억제를 도와주어 비만을 예방

해주며, 포도의 폴리페놀 성분은 충치예방과 구취제거에도 효과가 있다. 

페닐에틸 아세테이트(phenylethyl acetate)라는 물질은 포도 껍질 내의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 Saccharomyces cerevisiae)가 가지고 있는 ATF1 호소/에 

의하여 포도 안에 있는 당과 함께 폴리페놀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물질이다. 이 물

질은 포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초파리를 자극하여 유인하기도 하는데, 좋

은 포도일수록 더 강한 향기를 발하여 더 많은 초파리가 모이게 된다.13) 

성경 창세기 40장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만든 포도주에서 (초)파리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요셉의 꿈 해석이후 3일 만에 다시 복직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1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主) 이

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창40:1 흠정역)

“4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곳에 있었다. 바로

의 대신들이 술 맡은 자가 가져온 포도주에서 많은 파리들이 있는 것과 떡 맡

은 자의 빵에서 돌 소금이 있는 것을 보았다.”(야살의 책 2권 46장 4절)

빵 맡은 관원장은 돌소금(소금 덩어리)가 발견되어 감옥에 가고 결국엔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도 좋은 포도를 사용하여 좋은 향기로 인한 초파

리의 생성 때문이기에 술 관원장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다시 인정받은 것으로 추

측이 된다. 반면 빵 관원장은 소금을 잘 가공하지 않은 것이기에 게으름과 불성실

함으로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4) 

벨기에 연구팀은 와인을 만들 때 쓰는 효모(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의 전

체 유전자를 분석해 꽃향기인 ‘페닐에틸 아세테이트’를 만드는 효모의 유전자를 규

13)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7853 술이 향기로운 까닭은, 동아사이언스 기사 참
고. 관련 논문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1124714007773 
Christiaens, Joaquin F., et al. "The fungal aroma gene ATF1 promotes dispersal of yeast cells 
through insect vectors." Cell Reports 9.2 (2014): 425-432. 

14) 버드나무말씀연구회 이상준 역, 『야살의 책 2』, 이스트윈드(서울) 2016, 46장 4절(p70) 참고.



명했는데, 그 결과 TOR1과 FAS2라는 두 개 유전자에 유전자 가위기술(일명 크리스

퍼)을 이용하여 돌연변이를 만들어 페닐에틸 아세테이트의 생산이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했다. 돌연변이 효모로 만든 와인에선 꽃향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15)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 2009년 5월 29일자에 의하면 사람의 피부에 

무려 1,000여 종류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포도에 있는 비타민C와 항산

화물질과 포도 씨에 풍부한 폴리페놀이란 성분이 피부에 존재하는 유해한 박테리아

와 곰팡이균의 생성을 억제하는 항균기능도 있으며 플라보노이드의 항염증, 항알러

지, 항바이러스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16)17) 피부개선, 즉 기미 여드름, 잔주름을 제

거해주는 등의 효과와 항염증 및 미백효과가 있다고 한다.18) 

포도의 안토시아닌 성분과 각종 비타민은 눈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주어 

눈의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고 백내장 예방에도 탁월하다. 이처럼 포도와 포도주는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을 유지시키는 탁월한 선물이다. 

15)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171110/87196631/1 와인에서 진한 꽃향기? 유전자 
편집으로 식탁 더 풍성해진다, 동아사이언스 2017년 11월 10일자 기사. 관련 논문 - 
https://mbio.asm.org/content/mbio/8/6/e01173-17.full.pdf de Carvalho, Bruna Trindade, et al. 
"Identification of novel alleles conferring superior production of rose flavor phenylethyl 
acetate using polygenic analysis in yeast." MBio 8.6 (2017): e01173-17.

16) Lee, Kyung-Soo, Yoon-Hee Moon, and In-Chul Jung. "Effect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beef jerky ripened by wine." Journal of Life Science 18.11 (2008): 1538-1542.

17) Miean, Koo Hui, and Suhaila Mohamed. "Flavonoid (myricetin, quercetin, kaempferol, luteolin, 
and apigenin) content of edible tropical plant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49.6 (2001): 3106-3112.

18) Anna Choi, et al. “포도송이가지 추출물의 항염증 및 미백효능에 대한 연구-Studies on 
Anti-Inflammatory and Anti-Melanogenic Effect of Grape Fruit Stem Extract” Kor. J. Herbol. 
2017；32(3)：7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