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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전서
제27판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김창락*

1. 총괄적 안내
1. 신약성서의 본문비평에 이용되는 사본들은 그리스어 사본들과 고대의
여러 가지 번역들의 사본들이다.
2. 그리스어 사본들은 우선 외형상(外形上)으로 세 가지 부류로 크게 분
류된다. 즉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이다.
3. 파피루스 사본은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본을 일컫는다. 대문자 사본은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이며 소문자 사본은 소문자로 기록된 사본이다. 필기
의 재료로 아주 초기(2-3세기)에는 파피루스가 사용되었으며 4세기부터는
주로 피지(皮紙)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
지(羊皮紙) 또는 송아지의 가죽으로 만든 우피지(牛皮紙)가 많이 사용되었
으며 12세기부터는 종이가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스어 사본들은 8세
기말까지는 대문자로 기록되었으나 9세기부터는 소문자로 기록되기 시작
했다. 따라서 사본의 겉모습(필기 재료와 서체)을 보고 대략적으로 그 사
본의 발생 연대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4. 지금까지 발견된 파피루스 사본은 100개이다(NTG 27판에는 98개만 등
2
3
록되어 있음). 그것은 각각 1 ,
,
, ... 9 8 이라고 표시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문자 사본은 300 여개다. 대문자 사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된
*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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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는 모든 대문자 사본을 일관되게 표시하기 위하여 01, 02, 03,
...0301이라는 식으로 0 +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다. 둘째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와 그리스어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A, B, C, ...Z, 그리고 이어서 , , , , , , , , , 를 부호로 사용한
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히브리어의 첫째 자음 을 맨 먼저 사용한다.
그러므로 으로부터 시작하여 에 이르기까지 영어와 그리스어 알파벳 대
문자를 이용하여 표시되는 대문자 사본은 45개이다. 그러므로 1번부터 45
번에 이르는 대문자 사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즉 01= ,
02=A, 02=B, 03=C, ...035=Z, 036= , ...045= 이다. NTG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즉 1번부터 45번까지는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
고 그 나머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즉 046, 047,...0301이다.
5. 소문자 사본은 약 2900 개이다. 이것은 1, 2, 3, ...2892로 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이 소문자 사본의 약 80%는 이른바 비잔틴(Byzantine) 본문을
대변한다. 비잔틴 본문은 일명 코이네(Koine) 본문이라고도 한다. 비잔틴
본문 또는 코이네 본문은 4세기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신약성서의 본문으로 보편
화되었다. 이 비잔틴 본문은 초기의 중요한 파피루스 사본들과 대문자 사
본들의 본문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비잔
틴 본문은 신약성서의 원래의 본문을 구축하려는 본문비평 작업에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비잔틴 본문을 대변하는 사본들은 NTG의 비평장
치란에서 증거를 제시할 때에 개별적으로 지칭되지 않고 반드시 집단적으
로 지칭될 따름이다. NTG는 전체 소문자 사본들 가운데서 본문비평에 유
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6. 신약성서의 본문비평에 이용되는 고대 번역본의 언어들 가운데서 우
선 주요한 세 가지를 들면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이다. 이 고대 번역본
들은 그 번역문을 근거로 해서 그것의 대본으로 사용된 그리스어 사본의
원문을 역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限)에서 이용된다. 그런데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번역본들도 그 원
본(原本, Urtext, original text, autograph)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다양한 사본들만 남아 있다. 그래서 이 각 언어의 번역본들을 분류하고 정
리하는 비판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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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틴어 번역본들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그 한 가지는 약 2세기
후반부터 북부 아프리카와 유럽의 여러 곳에서 번역되기 시작한 라틴어
번역들이다. 이것을 일컬어 고대 라틴어 번역본(Vetus Latina version 또는
Old Latin version)이라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이른바 불가타 번역본
(Vulgata version 또는 Vulgate version)이다. 불가타 번역본은 4세기 말경
에 제롬(Jerome)이 번역한 라틴어 신구약성서이다. 구약성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으로 번역한 것이지만 신약성서는 그리스어 사본들과 대조
하면서 기존의 고대 라틴어 번역들을 수정한 것이었다. 불가타 성서는 발
행 초기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여
중세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표준적인 성서로
받아들여졌다. 고대 라틴어 번역본들은 신약성서의 전체 번역이 아니고 영
역별로 나눈 부분적인 번역이었다. 이 고대 라틴어 번역본들은 불가타 번
역본이 나온 이후에도 13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승 발전되었다.
8.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라틴어 번역의 사본은 약 70개이다. 이 사본들
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 계시록으로 분류하여 명
칭을 붙이는데 주로 영문 알파벳의 소문자를 사용하며 보충적으로 그리스
어 알파벳의 소문자 , , , , 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동 서신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수록하고 있는 고대 라틴어 번역은 ff, l, t이다. ff는
9세기에, l은 7세기에, t는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작성된 사본이다. 불
가타 번역본은 그 사본이 무려 8,000개 이상이나 되며 교부들의 글 속에
인용된 것도 수천 개에 이른다. 이 사본들 및 인용문들은 서로 사이에 많
은 차이가 있다. 본문비평에서 불가타 번역본의 본문을 일컬어 vg라고 표
시한다. vg는 이 여러 사본들 중의 특정한 어느 사본의 본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타 번역의 여러 사본들을 비교 검토하여 만들어 낸 네 개
의 권위있는 비평본들 사이에 일치하는 본문을 가리킨다. 이 네 비평본은
1590년에 교황 Sixtus V가 발행한 <Sixtus판>(=Editio Sixtina)와 1592년에
교황 Clement VIII가 발행한 <Clement판>과 1889-1954년에 Wordsw orth
에 이어서 White가 제작한 <Worthw ords/ White판>과 1983년에 독일의
Stuttgart 성서공회가 발행한 <Stuttgart판>이다. 이 네 비평본은 각각 vgs ,
vgc l , vgw w , vgs t 라는 부호로 표시한다.
9.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은 원래부터 수적으로 많지 않으며 보존된 것도
매우 적다. 특히 공동서신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시리아어 번역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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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네 가지 부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즉 3/ 4세기경에 생긴 고대
시리아어(Vetus Syra) 번역들, 4/ 5세기경에 생긴 <Peschitta 번역본>,
507/ 08년에 나온 <Philoxenos 번역본>, 615/ 16년에 나온 <H arkel 번역본>
이다.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들은 주로 네 복음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Peschitta 번역본>은 시리아 지역에
가장 강력히 유포된 번역이다. 이 <Peschitta 번역본>에는 베드로후서, 요
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이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이 특징이다. 현재로 이 <Peschitta 번역본>은 5세기와 6세기에 제작된 사
본이 약 350개 보존되어 있으며 sy p 로 표기한다. <Philoxenos 번역본>은
신약성서의 정경 전체를 포함하는 최초의 시리아어 번역본이지만 이 번역
본은 그 사본들과 함께 통째로 분실되었고 다만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
한삼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이 몇몇 사본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이것들이
<Philoxenos 번역본>에 속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Philoxenos 번역
본>은 sy p h 로 표기한다. <H arkel 번역본>은 Thom as H arkel이 616년에 번
역한 것인데 신약성서의 문서 전체가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시리라어 번
h
역이다. 이것은 sy 로 표기한다.
10. 콥트어 번역본은 여러 가지 방언들로 나뉘어져 있다. 그 가운데서
주요한 것 몇 개만 보기로 들면 사히드(Sahid) 방언, 보하이르(Bohair) 방
언, 아크밈(Acmim) 방언이다. 콥트어 번역의 사본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co로, 사히드 방언의 사본은 sa로, 보하이르 방언의 사본은 bo로, 아크밈
방언의 사본은 ac로 표기한다.
11. 개별 사본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의 부
호 오른쪽 어깨에 위첨자를 붙여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본의 어떤
1
2
1
2
1
자리의 글발(text)이 교정되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 , B , B , C ,
C2 등등으로 표기한다. 1 , A 1 , C1 은 각각 첫번째에 교정된 읽기를 가리키
며 2 , B2 , C2 는 두번째로 교정된 일기를 가리킨다. *, B*, C*는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있는 그대로의 읽기를 가리킨다. Ec , Fc , 048c 는 원래의 필사자
또는 후대의 어느 교정자의 손으로 교정된 것을 가리킨다. 대규모의 사본
인 , B, C, D에 1, 2, c 따위의 위첨자 어깨 부호가 붙었을 경우에는 그
러한 교정이 수행된 특정한 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NTG 27판 *5-*6쪽 참
조).
어떤 사본의 어떤 자리는 보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또는 재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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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imp sest)의 경우에는 재생의 상태가 불선명하지 하기 때문에 그 자리
에 적힌 글발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판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리의 글발을 짐작해서 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짐작해서 재구성해 낸
v id
v id
vid
읽기임을 표시할 때에는
, A , B 로 표기한다.
어떤 사본에는 본문에 기입되어 있는 것과 다른 읽기가 난 외에 기록되
mg
mg
mg
어 있다. 이렇게 난 외에 기록되어 있는 읽기는
, A , B 등등으로
표기한다.
정리하면: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의 읽기
1
= 사본의 어떤 자리의 원래 읽기를 첫번째로 교정해서 적어 놓은 읽
기
2
= 사본의 어떤 자리의 원래 읽기를 두번째로 교정해서 적어 놓은 읽
기
Ec =E 사본의 어떤 자리의 읽기를 원래의 필사자 또는 후대의 어느 교정
자가 교정해서 적어 놓은 읽기
v id
A =A 사본의 어떤 자리의 글발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짐
작해서 재구성해 낸 읽기
mg
B =B사본의 난 외에 기입되어 있는 다른 하나의 읽기
12. 라틴어 번역을 집단적으로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latt=전체 라틴어 전승이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lat(t)=전체 라틴어 전승 가운데서 단지 몇몇 증거만 예외로 하고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lat=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Vulgata)가 공동으로 동일한 그
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s
cl
ww
st
vg=불가타(Vulgata) 번역본의 주요한 간행본들(vg , vg , vg , vg )이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에 해당하는 라틴어 표현을 사용했다. 즉 4대 불가타
간행본들이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공통적으로 증거한다는 뜻이다.
it=고대 라틴어 증거들 전체 또는 대다수가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증
거한다(it=Itala).
13. 고대 시리아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은 표시로써 특수한 의미를 나타
낸다.
sy=모든 시리아어 번역들이 상응하는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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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에 기입되어 있는 읽기
h **
**
sy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안에 표를 붙여 놓은 읽기들을 가리킨
다. 이 읽기들은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
낸다.
hm g

14. 콥트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은 표시로써 특수한 의미를 나타낸다.
co=모든 콥트어 번역들이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ms
sa =사히드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하나가 그 제시된 그리
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ms
bo =보하이르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하나가 그 제시된 그
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sam s s =사히드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
본들이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bom s s =보하이르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둘 내지 네 개의 사
본들이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pt
p a r tim
bo (=bo
)=보하이르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다섯 또는
그 이상의 사본들이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bo?=보하이르 방언으로 된 번역은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하는
지 확실하지 않다. 즉 가능하기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sa?=사히드 방언으로 된 번역은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즉 가능하기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15. 그리스어 사본들은 신약성서의 원래의 본문을 재구성하거나 본문 전
승의 역사를 해명하는 데 얼마만큼 이용될 수 있느냐는 질적 기준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분류된다. 첫째는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사
본들이다. 둘째는 주로 본문의 전승사를 밝히거나 본문을 해명하는 데 필
요한 사본들이다. 셋째는 본문을 재구성하거나 본문을 해명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 사본들이다. 이들은 비잔틴 계통의 본문(=코이네 본문)
을 대변하는 사본들이다.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본들은 적극적 증거 자료로 제시된다. 적극적 증
거 자료는 본문란에 채택된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와 이 본문을 반대하는
증거들이다.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본들은 소극적 증거 자료로 제시된다.
소극적 증거 자료는 주로 본문사적 또는 본문해명적 관심 때문에 인용되
는 증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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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증거 자료로 인용되는 증거들은 상비(常備) 증거들이다. 상비 증
거란 필요한 자리에 언제나 제시되는 증거라는 뜻이다. 상비 증거는 다시
일등급 상비 증거들과 이등급 상비 증거들로 분류된다. 일등급 상비 증거
들에 속하는 사본들은 파피루스 사본들, 대문자 사본들 가운데서 비잔틴
코이네 본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사본들, 그리고 고대의 본문 형태를 제
공하는 몇몇 소문자 사본들이다. 이등급 상비 증거들에 속하는 사본들은
아주 중요한 코이네-대문자 사본들과 일연의 소문자 사본들인데 여기에
속하는 소문자 사본들은 본문사적으로 특별한 흥미가 있는 것이며 비잔틴
코이네 본문에 가까운 것이다.
소문자 사본들의 80%는 비잔틴 본문을 대변한다. 비잔틴 본문은 코이네
본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NTG 25판까지는 이 본문을 코이네 본문이라 부
르고 이 본문을 대변하는 사본들을 라고 표기했다. GNT는 이것을 비잔
틴 본문이라 부르고 Byz라고 표기했다. 그런데 NTG는 26판부터 이 비잔
틴 계통의 코이네 본문을 대다수 본문(Mehrheitstext, Majority text)이라
부르고 이 대다수 본문을 대변하는 사본을 으로 표기했다.
Byz와 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은 Byz 또는 를 포함하지만 Byz
또는 보다 그 함유 범위가 더 크다. 즉 은 코이네 본문을 대변하는 사
본들을 포함하며 여기에 추가해서, 그때 그때의 자리에서 코이네 본문과
동일한 읽기를 나타내는 이등급 상비 증거들의 사본들을 또한 포함한다.

이등급 상비증거들

Byz

<그림 Ⅰ>
16. 대다수 본문을 증거하는 사본들이 수적으로 거의 균등하게 두 쪽으
로(간혹 세 쪽으로) 갈라져 있을 경우에는 그 각 쪽을 pm (=permulti, 아주
많은 사본들)이라 표기한다. pm은 본문란의 재구성된 본문을 지지하는 증
거 자료로도 제시되며 이 본문을 반대하는 증거 자료로 제시된다. 이 pm
이 본문을 반대하는 증거 자료에만 제시되어 있고 본문을 지지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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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의 자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도 pm은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
임을 뜻한다.
이와 달리 은 어느 한 쪽의 증거 자료로만 나타난다. 이 본문을 지지
하는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 읽기와 본문은 일치하지
만 본문을 반대하는 읽기의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는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pm

pm

의 읽

pm

pm

pm
<그림 Ⅱ>

<그림 Ⅲ>

17. 이등급 상비증거들은 중요한 것들만 선발해서 제시하며 그 나머지는
집단적으로 표시한다. pc(=pauci: wenige H andschriften, a few
m anu scripts)는 소수의 사본들을 가리킨다. al(=alii: andere H andschriften,
some m anu scripts)은 몇몇 사본들을 가리킨다. al은 pc보다 좀 더 많음을
과 차이를 나타내는 이등급 상비증거들이지만 pm은
뜻한다. pc와 al은
이 2등분 또는 3등분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 . 해설 방법에 대한 안내
1.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순서는 맨 처음에 그리스어 사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역본들, 그 다음에 교부들의 인용이 잇따른다. 그리스어 사본
들의 배열 순서는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구집이다.
번역본의 순서는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게오르기아어,
고트어, 에티오피아어, 슬라브어이다.
2. NTG에는 그리스어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과 교부들의 인용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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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으로 떼어 놓았으며 소문자 사본 다음에는 마침표(.)를 표시했
으나 해설에는 각 사항 사이에 모두 콤마(,)를 찍었다.
3. NTG에는 본문을 증거하는 자료를 각 항목의 맨 끝에 두었으나 해설
에서는 맨 앞에 갖다 놓았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이
기 위해서이다.
4. - -는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다른 읽기의 증거가 제시된다는 것을 가
리키며 ___는 다른 항목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가리킨다.
5. 본문에 제시된 읽기를 각 해설의 첫 머리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
생시켰다.
(text)라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본문의 글발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본문의
공백에 무엇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 text)라 표시하고 그 아래는 공백으로
두었다.
6. 적극적 증거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와
본문의 읽기와 다른 대안적 읽기를 증거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독자가 양쪽의 증거 자료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원래의
읽기에 가까운 것인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문의 읽기가 증
거상으로 너무나 명백하여 증거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에는 본문의
읽기에 반대하는 증거만 제시했다. 이러한 증거를 소극적 증거라 한다. 소
극적 증거자료는 본문의 전승사를 밝히려는 관심 때문에 제시된 것이다.
소극적 증거자료만 제시된 경우에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자료는
그 소극적 증거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비 증거들이다.
7. 제1장과 나머지 제2-5장은 해설 방식을 다르게 했다. 제1장에서는 제
시된 증거자료를 모두 설명적으로 해설했으며 제2-5장에서는 증거자료를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어려운 부호만 골라서 해설했다.
8. 야고보서의 본문비평에 증거로 인용되는 사본들은 다음과 같다.
1) 일등급 상비 증거들
20
, 2 3 , 5 4 , 74 ;
(01), A(02), B(03), C(04), P(025), (044), 048, 0166, 017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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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739.
2) 이등급 상비 증거들
K(018), L(020), 81(1044), 323, 614, 630, 1421, 1505.
3)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
69, 322, 623, 945, 1243, 1846, 1852, 1881, 2298, 2464, 2495.

3 . 야고보서 본문비평장치 해설
표제(Inscriptio)
(text)
이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들: ( , B) K, 81 ('
630, 1241) pc
K 사본, 81번 사본, 소수의 사본들(pc)은 본문에 제시된 꼭 그대로의 읽
기를 증거한다.
( ) 속에 제시된 사본들은 본문에 제시된 읽기와 비슷하게 일치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읽기를 증거한다. <부록 II>에 그 차이점이 명시되어 있
다.
사본에는
라고 씌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제 자리
에 적혀 있지 않고 문서의 밑 쪽에 하기(下記, subscriptio) 되어 있다.
가 표제 자리에 적혀 있으나 제2의 손으로
B 사본에는
첨가된 것이다.
부호는 어순이 바뀌어 있음을 뜻한다. 즉 사본, 630 사본, 1241 사본
에는
로 적혀 있다.
- -> 대치
(+
)
P 사본, 33번 사본, 1739번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은 이 읽기를 증거한
다. 즉 33번 사본, 1739번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에는
로 씌어 있다. 다만 P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은
다음에
를 첨가했다. 즉
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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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번 사본, 614번 사본, 945번 사본, 1505번 사본은 어순을 달리 한다.
즉 <부록 II>를 찾아보면
이다.
- -> 대치
L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이 이 읽기를 증거한다. 그러나 049번 사본과
69번 사본에는 어순이 다르게 되어 있다. 즉 <부록 II>를 찾아 보면
로 적혀 있다.

제1장
1:1
( text)
-> 첨가
본문 속에 부호가 표시된 자리에
를 첨가한다. 이 읽기를 증거
하는 사본은 429, 614, 630, 그리고 소수의 사본들(pc)이다.
1:3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을
으로 대치한 사본은 110, 1241, 그리
고 소수의 사본들(pc)이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디디무스(Didymu s of
Alexandria)의 글 가운데서 일부분(Did p t )이 그러하다.
___
(text)
-> 바꿈
본문의
의 어순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
어져 있다. 즉 본문의 세 낱말을 각각 1, 2, 3이라는 번호로써 지칭한다면
2 3 1 (
)이라는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은 629와 소수의 사
본들(pc), 불가타 번역본(vg)이다.
- ->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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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를 증거하는 사본은 429, 614, 630과 소수의 사본들
p
(pc), 그리고 고대 시리아어 번역인 페쉬타(Peschitta)판 번역본(sy )이다.
- -> 바꿈
1 (
)만 적혀 있는 사본은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B사본(B2 )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ff이다.
- -> 생략
세 낱말을 모두 생략한 사본은 하르켈(H arkel)판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
h
pt
(sy ), 교부 어그스틴(Au gustine)의 글 가운데 일부분(Au g )과 교부 아르노
비우스(Arnobiu s)의 글이다.
1:5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B, C, L, P, , 33,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와 많은 사본들(pm)이다.
- -> 대치
를
으로 대치한 사본은 K, 049, 69와 많은 사본들(pm)이다.
1:6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429, 522, 630과 소수의 사본들
(pc)이다.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522와 소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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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pc)이다.
1:7
(text)
-> 생략
본문에 제시된 를 생략한 사본은 , 아마도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
*v i d
한 원래 그대로의 C사본(C ), K, 522, 1241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불가타(Vulgata)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불가타 번역
ms
*
의 한 사본(vg )이다. C 는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사본의 읽기
를 가리키며 v i d 는 그 자리의 사본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
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뜻이다.
1:8
( text)
-> 첨가
부호가 표시된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326, 621, 630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H arkel
판 시리아어 번역본 안에 표를 붙여 놓은 읽기(sy )이다. 표를 붙인 읽
기는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 읽기임을 뜻한다.
**

h 88

**

1:9
(text)
-> 바꿈
본문에 제시된
2-4 (
- -> 바꿈
14 2 (
___
(text)
-> 생략

를
)로 바꾼 사본은 B, 이다.

)로 바꾼 사본은 720과 소수의 사본들(p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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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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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11
(text)
-> 생략
를 생략한 사본은 614, 630, 1505와 소수의
본문에 제시된 첫번째
사본들(pc), 그리고 불가타(Vulgata)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나
타내는 불가타 번역의 한 사본(vgm s )이다.
___
(text)
1

-> 생략
본문에 제시된 두번째
다.

를 생략한 사본은 B와 소수의 사본들(pc)이

1:12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A, , 1448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시릴(Cyril of Alexandria)의 글이다.
___
(text)
.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B , , 1739와 대다수 사본
23
*
들( )이다.
, , A, B , C*와 P에는
의 목적어
이 생
략되었다. C(*)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부록 II>에서 찾아보면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C*)에는
이라 적혀 있다.
- -> 바꿈
로 바꾼 사본은 K, l, 049, 6, 69, 1735와 몇몇 사본들(al),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ff이다.
___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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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23
본문에 제시된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은
, , A, B, , 81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ff(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종), co(모든 콥트어 번역들),
pt
그리고 Did (교부 디디무스의 글 가운데 일부분)이다.
- ->첨가
부호가 표시된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C, P, 0246과 대다
h
수 사본들( ), 그리고 하르켈(H arkel)판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sy )이며 C
사본은 정관사 를 생략했다[ (- C)].
- -> 첨가
를 첨가한 사본은 4, 33, 323, 945, 1241, 1739와 몇몇
이 자리에
사본들(al), 그리고 vg(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p (고대 시리아어
페쉬타판 번역본), Ath(교부 아다나시우스의 글), Did p t (교부 디디무스의 글
가운데 일부분), Cry(교부 시릴러스의 글)이다.
1:13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로 대치한 사본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 429, 630, 1505, 1611과 소수의 사본들(pc)이다.

1:15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B2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
한 B사본)와 대다수 사본들( )이다. 이 대다수 사본들( ) 가운데서 2 3 ,74 ,
, A, B*, D, P에는
의 목적어
이 생략되었다.
-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L, , 181, 323, 1739
와 몇몇 사본들(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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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을
945, 1241, 1739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text)

으로 대치한 사본은 322, 323,

.

-> 대치
를
본문에 제시된
n
로 대치한 사본은 K, 623, 2464와 몇몇 사본들(al)이다.
- ->
로 대치한 사본은 1241이다.
___
(text)
1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와 몇몇 사본들(al)이다.
___
(text)

으로 대치한 사본은

, P, 522, 614, 630, 1505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사본), A, C, p, ( ), 1739와 대다수 사본들
(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vg),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sy)이다.
(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부록 II>에서 찾아보면
로 되어 있다. 즉 대신에
가 대치되었다.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 (이 자리를 교정
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와 B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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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614, 1505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1832, 2138과 소수의 사본들(pc)이다.
- -> 추측
디빌리우스(Dibeliu s)는
(Dibelius cj).
- -> 대치

라고 추측했다

를 증거하는 사본은 (ff)이며, Aug(교부
어그스틴의 글이 또한 그러하다고 에스티우스[Estiu s]가 추측함)의 글이다.
ff는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종이며 ( )로 묶은 것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
다는 것을 뜻한다.
- -> 대치
를 증거하는 사본은 2 3 이다. [그리고
하우크(Fr. H auck)는 1의
대신에
라고 추측했다].
1:18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을
으로 대치한 사본은 1739*v i d ,
2298과 소수의 사본들(pc) 및 vgc l (클레멘트판 불가타 간행본)이다. 1739번
사본은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읽기가 이러한 것이라
짐작된다(1739*v i d ).
- -> 대치
으로 대치한 사본은 614, 630, 2495와 몇몇 사본들(a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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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이다.
___
(text)
h

.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B와 대다수 사본들( )이다.
-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c , A, C, P. , 945, 1241, 1739와 몇몇 사본들
c
(al)이다. 는 이 자리가 12세기경에 어느 교정자의 손으로 이렇게 교정되
어 있음을 뜻한다.
1:19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 B, C, 81, 945, 1739와 몇몇
사본들(al), lat(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y h m g (H arkel판 시
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주), bo(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ac(모든 아크밈
방언 번역들)이다.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 그대로의
사본)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부록 II>에서 찾아보면
로 되어
있다.
- -> 대치
74 v i d
로 대치한 사본은
, A, 2464, vgm s s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

간행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불가타 번역의 사본들), sa(모든 사히드 방
m ss
언 번역들), bo (보하이르 방언 번역 가운데 몇몇 사본들)이다.
- -> 생략
이것을 생략한 사본은 1838과 소수의 사본들(pc)이다(이것은 성구집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ex lect.].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P, 와 대다수 사본들( ) 및 sy h (H arkel판 시리아
어 번역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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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B, C, P , 945, 1739와 소
*

수의 사본들(pc), lat(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a(모든 사
히드 방언 번역들), bo(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이다.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P c , , 0246과 대다수 사본들( ), vgm s s (불가타 번
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불가타 번역의 몇몇 사본들),
sy p .h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와 하르켈판 시리아어 번역본), bom s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한 사본), ac(모든 아크밈 방언 번역들)이다.
- -> 대치
*
로 대치한 사본은 A( ), 33, 81이다.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A 사본의 내용은
이다.
1:20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B, C3 , K , 69,
81과 몇몇 사본들(al),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디디무스의 글(Did)이
다. C3 는 C 사본의 이 자리가 약 9세기에 어느 교정자의 손으로 세번째
이렇게 교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C*, P, 0246, 1739와 대다수 사본들
( )이다.
1:21
( text)
-> 첨가
부호가 붙어 있는 자리에
___

를 첨가한 사본은 P와 18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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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으로 대치한 사본은 L, 049, 1, 623, 1241, 2464와 몇몇 사본들(al)이다.
1:22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C2 , 88, 621, 1067, 1852
와 몇몇 사본들(al)이다. C2 는 C 사본의 이 자리가 약 6세기에 어느 교정
자의 손으로 두번째로 이렇게 교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1501과 수수의 사
본들(pc)은
앞에
를 첨가했다. 즉
로 되어 있다
___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 A, C, P, ,
1739와 대다수 사본들( )이다.
- -> 어순 바꿈
본문의 어순을
으로 바꾼 사본은 †(NTG 25판), B, 614,
630, 1505와 몇몇 사본들(al), 그리고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이다.
74

1:23
(text)
-> 생략
본문에 제시된
를 생략한 사본은 74 v i d , A, 33, 81, 945, 1241, 1739와
몇몇 사본들(al), 그리고 vgm s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
이는 불가타 번역의 한 사본), sy p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bo(모든
74 v i d
74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이다.
는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
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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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88, 621과 몇몇 사본들
pt
(al), 그리고 Cass (교부 카시오도루스의 글 가운데 일부분)이다.
___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614와 소
수의 사본들(pc)이다.
- -> 생략
본문의
를 생략한 사본은 547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p
sy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이다.
1:24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614, 1505와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vgm s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한 사본), sy h (하르켈판 시리아어
번역본)이다.
- -> 생략
를 생략한 사본은 429, 630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ff(고대 라틴
어 번역의 한 가지), t(고대 라틴어 번역의 한 가지), Hier (제롬의 글)이다.
1:25
( text)
74 v i d
부호가 붙은 자리의 본문을 증거하는 사본은
, , A, B, C,
0173, 33, 81, 945. 1241, 1739와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latt (모든 라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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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들), sy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co(모든 콥트어 번역들)이다.
- -> 첨가
부호가 붙은 자리에
p

를 첨가한 사본은 P, 와 대다수 사본들(
시리아어 번역본)이다.

), 그리고 sy h (하르켈판

___
( text)
-> 첨가
부호가 붙은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33과 소수의 사본들(pc)이다.
___
(text)
-> 생략
본문에 제시된

를 생략한 사본은

74

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1:26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C, P, 0173, 33, 69,
945, 1241, 1739와 몇몇 사본들(al), lat(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bo(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이다.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614이다.
___
( text)
부호가 붙은 본문의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B, C, P, , 0173,
33, 81, 69, 945, 1241, 1739와 몇몇 사본들(al), latt(모든 라틴어 번역들),
sy(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모든 콥트어 번역들)이다.
- ->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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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가 붙은 자리에
을 첨가한 사본은 049와 대다수 사본들
( )이다. ( pc)는 소수의 사본들에는 어순이 약간 바뀌었음을 뜻하는데 <
부록 II>를 찾아보면
이 그 앞의 낱말
앞에 놓여 있음을 나
타낸다.
___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___
(text)

을

으로 대치한 사본은 B이다.

.

본문에 제시된
본들( )이다.
- -> 대치

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C, 33, 1739와 대다수 사

를
로 대치한 사본은 †(NTG 25판), B, P, , 0173, 33, 81,
1505, 1852와 몇몇 사본들(al)이다.
___
(text)
1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P, , 0173, 33, 1739와
대다수 사본들( )이다.
- -> 대치
를
로 대치한 사본은 B, C, 1505, 1852와 몇몇 사본들(al)이다.
1:27
( text)
-> 첨가
부호가 붙은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A, 610, 621과 소수의 사본
p
들(pc), 그리고 sy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이다.
- ->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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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가한 사본은 소수의 사본들(pc), ff(라틴어 번역의 일종), vg (불
h **
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본들), sy (하르켈
**
판 시리아어 번역본에서 표가 붙은 부분의 읽기), co(모든 콥트어 번역
들), Spec(어그스틴 위서)이다.
m ss

___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이 자리가 12세기에 어느
*
교정자의 손으로 교정된
사본), A, B, C (이 자리가 약 6세기에 두번째
로 어느 교정자의 손으로 교정된 C 사본), P, , 33, 81, 614, 630, 1241,
1505, 1739와 몇몇 사본들(al)이다.
- -> 생략
를 생략한 사본은 * (이 자리를 교정하지 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2
사본), C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C 사본), 049와 대다수 사본들( ),
그리고 Did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디디무스의 글)이다.
___
(text)
74

c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와
74
대치한 사본은
와 Lact(교부 락탄티우스의 글)이다.
___
(text)

로

-> 대치
본문에 제시된
을
로
대치한 사본은 614, 1505와 소수의 사본들(pc), (sy h )이다. sy h 는 하르켈판
시리아어 번역본이며 (syh )는 이 읽기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뜻
이다.

제2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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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6 7 1-5)
614, 630, 1505, al, sy, sa

m ss

, bo.

[해설]
al: 몇몇 사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m ss
sa : 사히드 방언 번역 중의 몇몇 사본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1-5)
33, pc, vgm s .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m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한 사본
2:2
*
tx t , B, C, , 630, 1505, pc.
( text)
[해설]
*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 -> 첨가
2
, A, P, 33, 1739,
[해설]
2
: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 대다수 사본들

사본

2:3
(text)
txt B, C, P, , 614, 630, 945, 1241, 1505, 1739,
h

pc, ff, sy .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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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h
sy : 하르켈판 시리아어 번역본
- -> 대치
, A, 33,

, bop t .

[해설]
: 대다수 사본들
pt
bo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___
( text)

74 v i d

tx t
, , A, B, C, , 33, 81, 614, 630, 1505, pc, ff,
s t .w w
h
vg
, sy , bom s s .
[해설]
74 v i d
: 74 는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백하지 않지만 이렇게 교정해서 읽을 것으로 짐작된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한 가지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 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m ss
bo : 보하이르 방언 번역 가운데 몇몇 사본들
vg

s t .w w

- -> 첨가
P, 1739,
[해설]

, t, vgc l , syp , co

: 대다수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 ent판 불가타 성서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co: 모든 곱트어 번역들
___
(text)
txt A, (C*),
sy h , Cry.
[해설]

, 33, 81, 614, 630, 1505, pc, 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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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대로의 C 사본에는
pc: 소수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

Cry: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의 글
- -> (2 3 1)
B, 945, 1241, 1243, 1739, pc, ff,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 ->

365
74 v i d

,

2

, (C ), P,

p

, sy , bo

[해설]
74 v i d
74
:
는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교정해서 읽을 수 있다고 짐
작된다.
2
(C ):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C 사본에는
: 대다수 사본들
p
sy :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___
(text)
txt , A, B*, C, 049, . lat
[해설]
B*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B 사본
: 대다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___
-> 대치
2
ms
h
B , P, , 33, 323, 614, 630, 945, 1505, 1739, al, vg , sy ,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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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
B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B 사본
al: 몇몇 사본들
m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한 사본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___
(text)
.

-> 대치
(A:

), 33, (t), vg

[해설]
(A:
): A 사본에는
(t):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t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
음. <부록 II>에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아니 했음.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 가 생략됨
[해설]
- : 사본에는

가 생략되어 있다.

2:5
(text)
tx t

*

*

, A , B, C , 33, 945, (1241), 1739, pc

[해설]
*
A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A 사본
C*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1241):
앞에
를 붙임. 즉
pc: 소수의 사본들
- -> 대치
322, 323, pc, (vg)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부록 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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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 -> 대치
(+

2

2

61, al), A , C , P, ,

, ff, co?, Prisc

[해설]
(+
61, al): 61번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은 여기에
를 더 첨가했다. 즉
A 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A 사본
2
C : 이 자리를 두 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한 가지
co?: 전체 곱트어 번역들이 이러한 지 확실하지 않다
Prisc: 교부 Priscillianu s의 글
___
(text)
-> 대치
(Hbr 6,17),

*

, A

[해설]
(Hebr 6,17)
: 히브리 6장 17절에 의거하여
로 대치했다.
*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사본
2:6
(text)
tx t

, B, C2 , 049, 33, 1739,

[해설]
C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대치
*v i d
A, C , 614, 630, 1505, al, sy

, l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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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v i d
C :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 -> 대치
74 v i d

,

[해설]
74 v i d
74
:
는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___
(text)
.

-> 대치
74

*

, , A, pc
[해설]
*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 -> 생략함
623*
[해설]
623*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623번 사본은 이 자리에
을 생략함
2:7
(text)
-> 대치
74

, A, , 33, 81, 614, 630, 1505, al, sy h
[해설]
al: 몇몇 사본들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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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text)
-> (1 3 2)
C,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___
(text)

1241

-> 대치
322, 323, vg, sa m s s bo
[해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a : 사히드 방언 번역 가운데 몇몇 사본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m ss

- *
623 , C, pc
-> 생략함
[해설]
-623*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623번 사본은 해당 어구를
생략했다.
pc: 소수의 사본들
2:10
(text)
txt

, B, C, pc, latt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대치
P,

NTG 제27판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 김창락

57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대치
, 81, 945, 1241, (1739), 2298, al
[해설]
(1739): 1739번 사본에는 약간 달리
II> 참조
al: 몇몇 사본들

로 되어 있음. <부록

- -> 대치
A, 614, 630, 1505, 2464,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대치
33
___
(text)
.

txt

, A, B, C, pc, lat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 -> 대치
P, , 1739,

, vg

m ss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 (614), 2495, pc
[해설]
(614): 614번 사본에는 약간 달리

로 되어 있음. <부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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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대치

2:11
(text)
,

.

-> 대치
( )...
( )
C, 614, 630, 945, 1241, 1505, 1739, 1852,
2464, al sed
, 614, 630, 1505, 2464, al
[해설]
여기에 제시된 사본들은 모두 본문의
와
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다. 다만 sed 이하에 제시된 사본들( , 614,
630, 1505, 2464, al)은 본문의 를 로 바꾸었다.
.

( )...
( ):
( ),
( ).
( )와
( ): 를 (
) 안에 묶은 것은 여기에
제시된 사본들 가운데 동사의 어미 변화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
는 사본들이 있음을 뜻한다.
sed : 그러나(but)
al: 몇몇 사본들
(text)
-> 대치
, 614, 630, 1505, 2464, al
___
(text)
.

-> 대치
74

___

, A,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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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

-> 대치
74

, A

2:12
(text)
-> 대치
74

2:13
(text)
tx t

*.2

, B, C*v i d , , vgm s s , bo, Cry. Hes(P illeg.)

[해설]
*.2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사본과 이 자리를 두 번째
교정한 사본
*v i d
C : C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
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의 모습은 이렇
게 읽을 수 있으리라 짐작함.
m s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
Cry: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의 글
Hes(P illeg.): 교부 Hesychiu s의 글(P 사본을 오독했기 때문이다)
- -> 대치
(+

[해설]
(+
A, 33, 81): A, 33, 81 세 사본은
첨가함
1739c : 1739 사본은 이렇게 수정되어 있음
al: 몇몇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대치

c

A, 33, 81) A, 33, 81, 323, 945, 1241, 1739 , al, sa
다음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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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 , 1739 , sy

p

[해설]
2
C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
1739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1739번 사본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 -> 대치
1

, al, lat, sy

h

[해설]
1
: 이 자리를 첫번째 교정한 사본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과 불가타 번역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2:14
(text)
-> 생략
B, C , 1243, pc
[해설]
*
C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 (2 1)
A, C, pc
[해설]
pc: 수수의 사본들
- -> 대치
049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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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630, 1505,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대치
1872,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2:15
( text)

tx t , B, 33, 69, 81, 323, 945, 1241, 1739, pc, ff, bo, Spe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 -> 첨가
h
m ss
A, C, , , vg, sy , bo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bo

m ss

: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몇몇 사본들

- -> 첨가
1735, pc,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___
(text)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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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A, (33), 81, al
[해설]
(33): 33번 사본은

대신에

로 되어 있음. <부록 II> 참조

al: 몇몇 사본들
- -1785, pc
-> 생략
[해설]
-1785, pc: 1785번 사본과 소수의 사본들은 접속사를 생략함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txt , B, C, K,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첨가
A, P, , 33,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2:16
(text)
-> 대치
v id

A, , 33 , 81, 945, 1241, 1739, (2298), al, bo

pt

[해설]
33v i d : 33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으리라 짐작함
(2298): 2298번 사본에는 약간 달리
로 되어 있음.
<부록 II> 참조
al: 몇몇 사본들
bop t :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 가운데 일부분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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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 pc

[해설]
*
C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2:17
(text)
-> 대치
( )
L, 049, 323, 2464, , Hier, Prim
[해설]
( ): 사본에 따라 동사의 어미 변화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
: 대다수 사본들
Hier: Hieronoymu s(=Jerome)의 글
Prim : 교부 Prim asius의 글
2:18
(text)
,
->(4 2 3 1)
,
(ff), [Pfleiderer cj ]
[해설]
(ff): 고대 라틴어 번역인 ff는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어순
을 나타냄.
[Pfleiderer cj ]: Pfleiderer가 이렇다고 추측함
___
(text)
54 v id
-> 생략
, pc, ff
[해설]
54 v id
: 5 4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으리라 짐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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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___
(text)
txt

, A, B, C, P, , 33, 69,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대치
54 v i d

, , Cass
[해설]
54 v id
54
: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으리라 짐작함
: 대다수 사본들
Cass: 교부 Cassiodoru s의 글
___
( text)

txt

, A, B, P, , 33,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_ _
-> 대치
C,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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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xt

65

, B, 69, 614, 630, 1505, al, Pel (P illeg.)

[해설]
al: 몇몇 사본들
Pel (P illeg.): 교부 Pelagius의 글 (P 사본을 오독했기 때문이다)
- -> 어순 바뀜
74

, A, C, , 33, 1739,

, vg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___
tx t , B, C, , 33, 81, 323, 614, 630, 1241, 1505, 1739, al, ff
( text)
[해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 -> 첨가
74
v id
, A, P . , vg, sy
[해설]
v id
P : P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으리라 짐작함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변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2:19
(text)
tx t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3 4 1 2)
(K* om. 1),
[해설]

74

,

, A, 2464,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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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m. 1):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K 사본은 이 어순을
나타내지만 1번 낱말 즉 라는 정관사를 생략함
: 대다수 사본들
*

- -> (4 1 2)
69,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2 4)
- -> (1 4 2)
B, 614, 630, 1505, 1852,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1 3 4 2)
vid

C, 33 , 81, 1243, pc
[해설]
33v i d : 33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으리라 짐작함
pc: 소수의 사본들
- unu s deu s
ff
[해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인 ff는 unu s deu s(=한 분이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 번역함
- -> (1 2 4)
495, 1241, 1739, 2298
2:20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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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w w

tx t B, C , 323, 945, 1739, pc, vg
, sa
[해설]
*
C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vgs t .w w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 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대치
74

, ff

[해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 -> 대치
2

cl

, A, C , P, , 33, . t, vg , sy, bo
[해설]
C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cl
vg : Clem ent판 불가타 성서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2:22
(text)
txt

c

, B, C, P, , 049, 1739,

[해설]
c
: 이 자리가 12세기에 교정된 사본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대치

, vg, sy,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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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33, 630, pc, ff, vg

m ss

[해설]
*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pc: 소수의 사본들

사본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m s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
본들
___
( text)
-> 첨가
614, 630, 1505, 1852, al, vgm s s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
본들
2:23
(text)
m ss

txt , A, B, C, P, 049, 33, 1739, , vg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
본들
- -> 생략
, L, , 614, 623, 630, 1505, al, la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y: 모든 시리아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___
(text)
20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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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614, 630, 1505, 1852, al, sy
[해설]
al: 몇몇 사본들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2:24
( text)

tx t

54 v i d

, , A, B, C, P,
1739, pc, latt, sy, co

69

h

, 33, 81, 614, 630, 945, 1505,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첨가
, Pel
[해설]
: 대다수 사본들
Pel: 교부 Pelagius의 글
2:25
(text)
-> (1)
623, al, ff, vg

c l .w w

[해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w w : Clemen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 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 -> 대치
0C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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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대치
mg

C, K , L, 945, 1241, 1739, 2298, 2464, al, ff, sy

p .(h m g )

, bo

[해설]
mg
K : K 사본의 난외주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y p .(h m g )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및 이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
는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주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대치
61,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2:26
(text)
-> 생략
-B, 1243, pc, syp , Hier
[해설]
- 부호: 생략되었음을 뜻한다
pc: 소수의 사본들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Hier: Hieronim us(=Jerome)의 글
p

- -> 대치
ff, Or
[해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Or: 교부 Origen의 글
___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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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
33, 69, 945, 1241, 1739, 2298,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 text)

2 0 .74 v i d

txt

,

, B, , 81, 614, 630, 1505, al

[해설]
:
사본 그리고 명확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읽
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74 사본
al: 몇몇 사본들
2 0 .74 v i d

20

- -> 첨가
A, C, P,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제3장
3:1
(text)
-> 대치
L, 630, (Spec) [Blass cj ]
(바뀜) [해설]
(ex itac.): ex etacism o. 이것은 이러한 필기상의 착오가 생긴 원인
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즉 동일한 발음의 낱말을 혼동함으로
써 생긴 착오임을 밝힌다.
(Spec) [Blass cj ]: Spec은 어그스틴 위서(僞書)를 가리키며 ( )로
묶은 것은 어그스틴 위서에 이와 근소한 차이가 나는 표현
이 있음을 뜻한다. [Blass cj ]은 Blass가 이렇게 추측했음을 뜻
한다.
3:2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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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614, 1505, pc, vg

m ss

, Cass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m s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Cass: 교부 Cassiodoru s 의 글
___
(text)
.

-> 대치
, C*, 614, 630, 1505, 1852, al, t, vgw w , Cyr
[해설]
*
C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C 사본
al: 몇몇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ww
vg : Wordsw 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의 글
3:3
(text)
txt B2 , L, , 049, 33, 69, pm, lat, bo, ( , A, B*, K sine
acc.; * add.
)
[해설]
2
B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B 사본
pm: 많은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A, B*, K sine acc.; * add.
): (
)는 그 속에 제시된 사
본들이
를 지지하지만 근소한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sine acc.는 목적격 없이 라는 뜻이며, add.
는
가 첨가
*
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 A, B , K 사본에는 목적격이 없으
*
며
사본에는
가 첨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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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B 사본
*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

- -> 대치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pm, sa? (C, P sine acc.)
[해설]
pm:, 많은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이 이 읽기를 지지하는지는 확실하
지 않다.
(C, P sine acc.): C와 P 사본은 목적격 없이 적혀 있다.
- -> 대치
pc,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이 이 읽기를 지지하는지는 확실하
지 않다.
___
(text)
tx t , B, C, P, 049, 1239, , lat
[해설]
: 대다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 -> 대치
54

, A, 81, 623, 2464, al, (vg

m ss

)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m s s ): vgm s s 도 이것을 증거하지만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vgm s s
는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을 가리킨다.
-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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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text)
txt

B, C, , 945, 1241, 1739,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대치
h
A, P, , sy
[해설]
: 대다수 사본들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___
(text)
-> (2 1)
A, C, , 33, 81, 945, (1241), 1739, 2298, al
[해설]
(1241): 1241 번 사본은 어순은 같지만
al: 몇몇 사본들

을

으로 바꾸었다.

___
(text)
1

-> (2 1)
A, , 81,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3:4
( text)
-> 첨가
B
___
(text)
txt

2 0 v id

,

, B, C, K, P, 69, 81, 614, 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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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lat (t)
[해설]
2 0v id
20
: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l: 몇몇 사본들
lat(t): 소수만 제외한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2 1)
A, , 33,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

tx t

20v id

, , B, 81, pc, (vg)
[해설]
여기서는 부호와 부호를 한꺼번에 취급한다.
20v id
20
: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pc: 소수의 사본들
(vg):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이 이
것을 증거한다.

- ->첨가...대치
( ) et
[해설]

A, C, (L:

), P, , 1739,

자리에 ( ) 을 첨가하고 자리에
et: and
( ) :
또는
(L:
): L 사본은
대신에
: 대다수 사본들
PsAmbr: 교부 Abbrose 위서(僞書)
- -> 첨가...대치
et
[해설]

33

, PsAmbr
로 대치한다.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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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et: and

을 첨가하고

자리에

로 대치한다.

3:5
(text)
-> 대치
74 v i d

, A, , 81, 623, 2464, al

[해설]
74 v i d
74 v i d
: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
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한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tx t

74

*

, A, V, C , P, 33, 81, pc, latt

[해설]
C*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대치
2 0 (*)

[해설]
2 0 (*)
:

2 0 (*)

, C2 , , 1739,

,

, sy h , (Spec)

사본은 근소하게 차이가 있다. 즉 <부록 II>를 찾아

보면
로 되어 있다.
C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Spec):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어그스틴 위서(僞書)가 이러하다.
2

___
(text)
.

txt

74

,

, A 2 , B, C2 , P, 81, pc, vg

[해설]
2
A : 이 자지를 두번째 교정한 A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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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2

- -> 대치
A

*v i d

*

, C , , 33, 1739,

, ff, vg

m ss

, Hier, Cass

[해설]
*v i d
A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A사본의 이 자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된다.
*
C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
본들
Hier: Hieronim us(=Jerome)의 글
Cass: 교부 Cassiodoru s의 글
3:6
(text)
*
-> 생략
, vgm s
[해설]
*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하나의 사본

___
( text)

74

txt
, , A, B, C, K,
3739, pc, lat, co

, 81, 323, 614, 945, 1241, 1505,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첨가
P,

. sy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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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대다수 사본들
h **
**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에 표로써 표시된 부분. 이 표는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 -> 첨가
L,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 대치
*

, bop t
[해설]
*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bo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pt

___
( text)
-> 첨가
, al, vg, sy p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p

3:7
(text)
-> (3 2 1)
20

, C, 322, 323, 945, 1241, 1739, 2298,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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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p

2464, (sy )
[해설]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는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 읽
기를 증거한다.
3:8
(text)
txt

20v id

, B, C, 945, 1739, pc, sy

h

[해설]
20v id
: 2 0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pc: 소수의 사본들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 -> (3 2 1)
, A, K, K, P, , 049, 69, 81, 630, 1241, 1505,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2 3 1)
, Cyr
[해설]
: 대다수 사본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text)
txt

, A, B, K, P, 1739*, pc, latt, sy p . sa?, bo

[해설]
1739*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1739번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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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p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은 이 읽기를 증거하지 확실하지 않
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대치
c

h

pt

C, , 1739 , , sy , Hier , Cyr, Spec
(대치)
[해설]
c
1739 : 이 자리가 최초의 필사자 또는 후대 사람의 교정된 1739번
사본
: 대다수 사본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Hier p t : Hieronim us(=Jerome)의 글들 중의 일부분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3:9
(text)
txt

20

, , A, B, C, P, , 33, 81, 945, 1241, 1739, pc, ff,
t, vgs t , sy p , bop t , Cyr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t
vg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대치
, vgs t .w w , sy h , sa, bop t , ac
[해설]
: 대다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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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 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vg

s t .w w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ac: 아크밈 방언 번역
3:11
(text)
-> (4 2 3 1)
614, 630, 945, 1241, 1505, 1852,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대치
74 v i d

, ff, co

[해설]
: 74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74 v i d

3:12
( text)

txt A, B, C*, 1505, al, sa
[해설]
C*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al: 몇몇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첨가
2

, C , P, , 33, 1739,

, latt, sy

p .h **

, bo, C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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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
C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p .h **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와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에
**
표가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은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text)
tx t A, B, C, ,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대치
, (33), 81, 322, 323, 1739, pc, Cyr
[해설]
(33): 33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으로 되어 있다.
pc: 소수의 사본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대치
1241
- -> 대치
(P),

, sy h

[해설]
(P): P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로 되어 있다.
: 대다수 사본들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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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text)
-> 대치
489, 2298, al, Nil
[해설]
al: 몇몇 사본들
Nil: 앙카라의 교부 Nilu s의 글
- -> 생략
- K, 049*, 1, al
[해설]
- 부호: 그 다음에 제시된 사본들은 해당 낱말(들)을 생략한다는
것을 뜻한다.
*
049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049 사본
al: 몇몇 사본들
3:14
( text)
-> 첨가
A, P, , 33, 81, 945, 1241, 1739, 2298,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대치
, 323, 945, 1241, 1739, 2298, al, latt, b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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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A, 69, 630,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 (4 5 1 2)
(2 )

, sy p , Prosp

[해설]
(2 )
: 이 자리가 두번째 교정된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
부록 II>를 찾아보면 3-5 1 2 즉
로 되어 있다.
p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Prosp : 교부 Prosper의 글
3:15
(text)
-> (2 3 1)
C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Cyr
[해설]
al: 몇몇 사본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3:16
(text)
-> 대치
C,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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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
P, 945, 1241, 1243, 2298,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 A, 33, 81, pc, syp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3:17
(text)
-> 대치
74

___
( text)
-> 첨가
C, 322, 323, 945, 1241, 1243, 1739,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K, L, 049, 69, 322, 32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3:18
( text)

txt

74

, c , A, B, C, L, P, 33,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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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c
: 이 자리가 후대 사람의 손으로 수정된
al: 몇몇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본들

사본

- -> 첨가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첨가
*

,

[해설]
*
: 이 자리가 교정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제4장
4:1
(text)
txt

, B, C, P, (33), 69, 81,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ff, syh , Hier

[해설]
(33): 33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가
뒤에 놓인다. 즉
로 되
어 있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Hier: Hieronim us(=Jerome)의 글
- -> (1 3-5)
, vg, sy p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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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p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tta
- -> (4 5 1-3)
A, , 623, (2464), pc, Cyr
[해설]
(2464): 2464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가
뒤에
놓인다. 즉
으로 되어 있다. <부록
II> 참조
pc: 소수의 사본들
Cry: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4:2
(text)
-> 대치
[

]
[
Erasmu s cj ]
[해설]
[
]: [ ] 괄호를 친 것은 이 읽기가 교회의 전통에서 채택
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Erasmu s cj : 이 읽기는 Erausmus가 추측해 냈음을 뜻한다.

___
(text)
tx t A, B, 33,

, vg

s t .w w

, sa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s t .w w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w orth/ Whtie판 불가타
성서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대치
, P,

, 322, 323, 614, 623, 1243, 1505, 1852, al,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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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vg , sy, bo
[해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 ent판 불가타 성서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대치
945, 1241, 1739, 2298,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4:3
( text)
-> 첨가
74 .v i d

, P, , 69, 81, 623, 945, 1241, 1243, 1739, 2464, al

[해설]
74 v i d
74
: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4:4
( text)

*

, A, B, 33, 81, 1241, 1739, pc, latt, sy p

[해설]
*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사본

- -> 첨가
2

, P, ,

, sy h

[해설]
2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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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사본들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h

___
( text)
-> 첨가
, vg, sy
[해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___
(text)
-> 대치
, pc, vgm s s , Firm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Firm : 교부 Firmicu s 의 글
vg

m ss

4:5
(text)
-> 대치
[

]
[(cf Ps 41,2G) Wettstein cj ]
[해설]
[
]: [ ]부호는 이 읽기가 교회의 전통에서 채택되지 않았
음을 나타낸다.
(cf Ps 41,2 G): 70인역 그리스어 구약성서 시편 41편 2절 참조
[Wettstein cj ]: Wettstein이 이러한 읽기를 추측해 냈음을 뜻한다.

___
(text)
.

txt
[해설]

74

,

, B, ,

049, 1241, 1739, al, (A, 81, pc i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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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몇몇 사본들
(A, 81, pc incert.): A사본, 81번 사본, pc(소수의 사본들)는 두 가
지 상이한 읽기 중에서 어느 쪽을 증거하는지 불확실하다. 즉
반은
을 증거하고 반은
을 증거하고 있다.
- -> 대치
P, 33,

, sy (p )

[해설]
: 대다수 사본들
(p )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는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읽기
를 증거한다.
4:7
(text)
txt , A, B, 049, 33, 81, 323, 614, 1505, 1739, pm, lat, sy
[해설]
pm:, 소수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h

- -> 생략
K, L, P, , 630, 1241, 1243, pm
[해설]
pm: 많은 사본들
4:8
(text)
txt , A, P, , 33,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대치
B, pc
[해설]
†: NTG 25판에는

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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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수의 사본들
4:9
(text)
-> (2)
, A, Au gp t
[해설]
Au gp t : 어그스틴의 글의 일부분
- -> 생략
- 36, 2344, al, vgm s s , sy p , bom s
[해설]
- 부호: 이 읽기가 탈락되었음을 뜻한다.
al: 몇몇 사본들
m s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ms
bo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한 사본
p

___
(text)
txt B, P, 614, 630, 945, 1241, 1505, 1739,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대치
, A, , 3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4:10
( text)
-> 첨가
, pc, vgm s , ac?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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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수의 사본들
m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ac?: 모든 아크밈어 번역들이 이 읽기를 지지하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___
(text)
txt

, A, B, K. P, , 33, 81, 614, 630, 1505,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대치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대치
ms

pt

945, 1241, 1739, 2298, pc, vg , bo , a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m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ac: 모든 아크밈 방언 번역들
4:11
(text)
,
-> (2 1)
,
, 623, 2464, pc
(어순)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대치
,
m ss
A, 33, pc, (v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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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m ss
m ss
(vg ):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
몇 사본들)는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읽기를 증거한다.
___
( text)
-> 첨가
614, 630, 1505, 1852, al, l, sy, bo, Spec
[해설]
al: 몇몇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___
(text)
-> 대치
K, L, 049, 69, 322, 323, , ff, Spec
[해설]
: 대다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___
(text)
.

-> 대치
K, P, , 69, 945, 1241, 1243, 1739, 2298, pc, l, vgm s s , Spe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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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text)
[ ] txt

, A, , 33,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74
-> 생략
†,
, B, P, 1243, 1852, pc
[해설]
†: NTG 25판에는 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음을 뜻한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txt

74

,

, A, B, P,

, 33,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74
, 049,
-> 생략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_
(text)
1

-> 생략
429, 614, 630, 1505, al, sa, bo
[해설]
al: 몇몇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pt
bo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
____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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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t
...

txt

74

,

, A, B, P,

, 33, 69,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lat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어 번역들
- -> 대치
et
[해설]
: 대다수 사본들
이 번에는
부호가 붙은
과
부호가 붙은
한꺼번에 다룬다. 즉 대다수 사본들은
을
로,
을
으로 대치했다.
(
+
,
K, pc): K 사본과 pc(소수의 사본들)는
다음에
...
를 덧붙인다.
4:13
(text)
74

p

txt
, , B, , 33, 323, 945, 1241, 1739, al, latt, sy ,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대치
A, P,
[해설]

, sy h , bom s , Hier, Cyr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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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사본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ms
bo :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 중의 한 사본
Hier: Hieronim us(=Jerome)의 글
h

Cry: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text)
.

txt

, B, K, P, 323, 945, 1739, al, lat, Cyr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대치
A, ,

, l

[해설]
: 대다수 사본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___
(text)
1

txt B, P, 323, 945, 1739, al, latt, Cyr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대치
, A, , 3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text)
-> 생략

A, , 33, 81, al, C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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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al: 몇몇 사본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 text)

tx t , B, P, 945, 1241, 1739, pc, latt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첨가
A, , 33, , sy, Hier, Cyr
[해설]
: 대다수 사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Hier: Hieronim us(=Jerome)의 글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text)
2

...

2

tx t

, A, B, P, 33, 323, 945, 1739, al, lat, Cyr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대치
...

,

, l, Hier

[해설]
: 대다수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Hier: Hieronim us(=Jerome)의 글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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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대치
P, pc, sy

p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___
(text)
.

txt , , , vg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 -> 생략
†, -B, ff, l, Hier
[해설]
†: NTG 25판에는 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음을 뜻한다.
- 부호: 그 다음에 제시된 사본들에서는 가 탈락되었음을 가리
킨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
Hier: Hieronim us(=Jerome)의 글
- -> 대치
A, P, 33, 69, 81,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sy
[해설]
al: 몇몇 사본들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____

( text)

tx t *, B, 614, 1505, 1852, pc, l, sy h , bom s s
[해설]
*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pc: 소수의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사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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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m s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과 차이가 몇몇 사본들
h

- -> 첨가
74

, 2 , A, P, , 33, 1739, , vg, sy p , co
[해설]
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사본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p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co: 모든 콥트어 번역
___
(text)
1

-> 대치
33, 630, al, v gm s , syp
[해설]
al: 몇몇 사본들
v 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___
(text)
txt 81, 614, al, sy h , Hier?
[해설]
al: 몇몇 사본들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H ier?: H iernismu s(=Jerom e)의 글이 이것을 증거하는지 확실하지 않
다.
- -> (1-3)
B, 322, 323, 945, 1739, 2298, pc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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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수의 사본들
- -> (4)
- -

-> 대치
(- 33), L, 33, 623, 630, al, (lat)
[해설]
(- 33):
다음에 (-33)을 붙인 것은 33번 사본에는
었음을 뜻한다.
al: 몇몇 사본들

가 탈락되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은 대체로 이 읽기
를 증거한다.
- -> 대치
(- A), (- P, 1241, pc), A, P, ,

, (l)

[해설]
(- A):
다음에 (- A)를 붙인 것은 A 사본에는
가 탈락되었
음을 뜻한다.
다음에 (- P, 1241, pc)를 붙인 것은 P 사본,
(- P, 1241, pc):
1241 사본, pc(소수의 사본들)에는 가 탈락되었음을 뜻한다.
: 대다수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인 l도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 읽기를 증
거한다.
___
(text)
2

txt

, A, B, , 81, 945, 1241, 1739, al, ff, l, vgc l

[해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 enti판 불가타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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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
P, 3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대치
61, pc,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생략
- 614, 630, 1505, pc, vgs t .w w , sy h , bo
[해설]
- 부호: - 부호 다음에 제시된 사본들에는 해당 낱말이 탈락되었
음을 나타낸다.
pc: 소수의 사본들
s t .w w
vg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 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4:15
(text)
-> 대치
B, P, 81, 614, 630, 1505, 1852,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
.

txt
[해설]

, A, B, P, (323), 945, (1739),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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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1739): 323번 사본과 1739번 사본은 본문과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첫째 동사는
, 둘째 동
이다(=첫째는
, 둘째는 본문과 같다.
사는
323 1739).
al: 몇몇 사본들
- -> 대치
, 33,
[해설]
bis :두 번: 대다수 사본들

. 즉

4:16
(text)
-> 대치
, 945, 1241, 1739, 2298, pc
(대치)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 대치
- -> 대치
(대치)

제5장
5:1

614, 630, 1505,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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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첨가
, 623, 2464, al, vg, Nil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Nil: 앙카라의 교부 Nilu s의 글
5:3
(text)
-> (4 1-3)
74 v i d

, A, 33, P

[해설]
74 v i d
74
: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2

, A, P, , 33, 81, 614, 623, 1505, 1852, al, sy h , ac
[해설]
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사본
al: 몇몇 사본들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ac: 모든 아크밈 방언 번역들
5:4
(text)
txt A, B2 , P, , (33), 1739,
[해설]
B2 :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B 사본
(33): 33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탄낸다.

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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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록 II> 참조.
: 대다수 사본들
- *

, B

[해설]
†: NTG 25판에는 이 읽기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다.
*
B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B 사본
___
(text)
.

tx t

, , 33, 1739,

, (

- 1505)

[해설]
†: NTG 25판에는 이 읽기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다.
: 대다수 사본
(
- 1505): 1505번 사본에는
으로 되어 있다.
- -> 대치
†, (A), B, P, 81, 1243, (1852), pc
[해설]
†: NTG 25판에는 이 읽기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다.
(A): A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있다.
(1852): 1852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로 되어 있다.

으로 되어

5:5
(text)
-> 생략
A, , 81, 623* 2464, al, vgm s , bop t
[해설]
623*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623 사본
al: 몇몇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
___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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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대치
, al, (t), sy

p

[해설]
al: 몇몇 사본들
(t):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t는 이 읽기와 근소한 차이를 보
인다.
sy 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___
( text)

txt *, A, B, P, 33, 1852, pc, latt, co
[해설]
*
: 이 자리가 교정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

- -> 첨가
2

, , 1739, , sy
[해설]
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 대다수 사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5:6
( text)
-> 첨가
614, al, t, vgc l , syh
[해설]
al: 몇몇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 ent판 불가타 성서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사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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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text)
-> 대치
K, L 049, 322, 323,
[해설]
: 대다수 사본
___
( text) txt 74 , A, B, K, L, 048, 049, 33v i d , 81, 945, 1241, 1739, pm, sy h
[해설]
33v i d : 33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pm: 많은 사본들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 -> 첨가
422,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첨가
, P, , 69, 323, 614, 630, 1505, pm, sy h m g
[해설]
pm: 많은 사본들
sy

hm g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주

___
( text)
txt 74 , B, 048, (69), 945, 1241, 1739, pc, vg,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69): 69번 사본은 이 읽기를 증거하지만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을 첨가했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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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
v id

A, P, , 33 ,

, (t, vg

m ss

), sy

p .h

[해설]
v id
33 : 33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대다수 사본들
(t, vgm s s ): 고대 라틴어 번역 t, 그리고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
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은 이 읽기를 증거하지만 근
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p .h
sy : Peschitta판 시리라어 번역본과 H arke판 시리리아어 번역본
- -> 대치
(*), 398, pc, (ff), sy h m a g , bo, Cass
[해설]
*
(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은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읽기를 증거한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ff도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읽기를 증거한다.
hm ag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주
sy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
Cass: 교부 Cassidodoru s의 글
5:8
( text)
-> 첨가
74

, , L, pc, vgm s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 ->
61, pc
[해설]

108 성경원문연구 제3호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614, 630, 1505, 1852, al, vgm s , sy h , sa
[해설]
al: 몇몇 사본들
m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한 사본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
5:9
(text)
,
tx t B, P, ,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lat, sy
(A, 33, 81: .
)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A, 33, 81: .
): A사본, 33번 사본, 81번 사본에는
다음에
가 붙어 있다.
- -> (2 3 1)
,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2 3)
K,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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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text)
et
( text)
-> 생략과
v id
*
첨가 A, , 33 , 623 , 2464, pc
[해설]
여기서는 o 부호와 T 부호를 한꺼번에 다룬다.
o
T
o
T
et
: 부호가 붙은
를 탈락시키고
자리에
를 첨가하라는 지시이다. 이 지시에 따라 10절 전반절의 본문
,
,
을 재생시키면
이다.
33v i d : 33번 사본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
623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623번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tx t A, B, P, 69,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ff), vgs t .w w , sy h , Chr
[해설]
1505*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1505번 사본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s t .w w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w orth/ Whtie판 불가타
성서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Chr: 교부 Chrysostomu s의 글
-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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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vg

ms

[해설]
):

(

사본은

대신에

로

되어 있다.
: 대다수 사본들
m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한 사본
- -> 대치
c

1505

v id

, 2495

[해설]
1505c v i d : 이 자리를 교정한 1505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교정한 자리의 읽기가 어떠한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___
(text)
1

txt , B, P, 69,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latt, sy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 -> 생략
A, , 3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69, 323, 614, 945, 1241, 1505, 1739,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5: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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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txt

, A, B, P,

, 81, 630, 945, 1241, 1739, al, lat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대치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text)
.

-> 대치
*

322, 323, 945, 1241, 1739 , pc
[해설]
*
1739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1739번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1

txt

, B*, 614,, 1505, pm, co

[해설]
*
B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B 사본
pm: 많은 사본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대치
A, B2 , L, P, , o49, 33, 69, 81, 323, 630, 945, 1241, 1739,
2495, pm
[해설]
2
B : 이 자리를 두 번째 교정한 B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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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많은 사본들
- -> 대치
1729,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2

- -> 대치
1, (614), 630, 945, 1241, 1505, 1739c , al
[해설]
(614): 614번 사본은 이 읽기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부록
II>를 찾아 보면
이다.
c
1739 : 이 자리를 교정한 1739번 사본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txt

, A, P, , 81, 614, 630, 945, 1505, 1739,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2)
B
- -> 생략
- , vgm s
[해설]
- 부호: 그 다음에 제시된 사본들에서는 해당 어구가 생략되었음
을 뜻한다.
: 대다수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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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1 3 2)
A, , 945, 1739, 2298,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1 3 2)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Mt 5,37)

*

cl

p

, 1243, al, t, vg , sy , bo

[해설]
(Mt 5,37):
앞에 붙인 (Mt 5,37)은 여기에
를 첨가
하는 읽기가 생긴 것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기인했음을 나타
낸다.
*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al: 몇몇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 : Clem ent판 불가타 성서
p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cl

___
(text)
tx t

, A, B, 048v i d , 945, 1241, 1739, pc, latt, sy, co

[해설]
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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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대치
P, ,
[해설]
: 대다수 사본들
5:14
(text)
[

]
txt , A, , 048v i d , 945, 1241, 1739,
[해설]
[
]: 본문의
에 [
]를 친 것은
을 본문에 실어야
할지 비평장치란에 실어야 할지 본문비평적으로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v id
048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 대다수 사본들

- -> 생략
†, B, P, 1243, pc, ff, vgm s , sam s s
[해설]
†: †부호는 NTG 25판에는
이 본문에 채택되지 않고 비평
장치란에 제시되었음을 나타낸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sam s s : 사히드 번역의 전승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
___
(text)
-> (2)
A, , 81,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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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al: 몇몇 사본들
- -> 생략

- B

[해설]
- B: B사본에는 이 낱말이 생략되었음을 뜻한다.
- -> 대치
6,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5:15
(text)
-> 대치
P, 81, 322, 323, 945, 1739,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 대치
P, 69, 945, 1241, 1505, 1739, 1852, 2298, al, lat, Chr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5:16
(text)
txt
[해설]

, A, B, K, P, 048v i d ,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vg, syh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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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v id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m ss
-> 생략
, 049, , ff, vg
[해설]
: 대다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
___
(text)
tx t

vid

, A, B, K, P, , 048 , 33,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해설]
v id
048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 -> 대치
04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L, 614, 630, 945, 1241, 1505, 1739, 2298,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첨가
623, 2464,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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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txt

, P, , (049), 33, 1739,

[해설]
(049): 049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이다.
: 대다수 사본들
- -> 대치
†, A, B, 048v i d , pc
[해설]
†: † 부호는 NTG 25판에는
가 본문에 채택되었음
을 뜻한다.
v id
048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61, pc, lat, sy p .h **, bop t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p .h **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와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에
**
표를 붙여 놓은 읽기들을 가리킨다. 이 읽기들은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
5:17
(text)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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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945, 1241, 1739,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대치
1505,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대치

5:18
(text)
v id

B, P, 048 , 049,
v id
048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 대다수 사본들
- -> (2 1)
( ), A, , 33, 623, 945, 1241, 1739, 2298, 2464, al, latt
[해설]
( ):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II>를 찾아보면
으로 되어 있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5:19
(text)
txt

74

, , A, B, K, P, , 048, 049,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 sy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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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 -> 생략
[해설]

049,

, vg

ms

: 대다수 사본들
ms
vg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_____

(text)
-> 대치
, (sy h )
[해설]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은 이 읽기에 대해서 근소한 차
이를 보인다.
___
(text)
vid

txt A, B, P, 048 , 049, 1739,

h

, latt, sy , co, ( cf ' )

[해설]
이 곳의 부호는
부호 안에 들어 있다.
v id
048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한다.
: 대다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cf ): 사본에 대해서는 19절

부호란을 참조하라.

- -> 대치
74

- -> 대치
, 33, 81, 623, 1846, 2464, al, sy p , bom s s
[해설]
al: 몇몇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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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m ss
bo : 보하이르 방언 번역 가운데 몇몇 사본들
p

5:20
(text)
txt

, A, P, 1739,

p

, lat, sy , bo

pt

[해설]
: 대다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p
sy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
- -> 대치
†, B, 69, 1505, pc, sy h
[해설]
†: † 부호는 NTG 25에는
을 뜻한다.
pc: 소수의 사본들

가 본문에 채택되었음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h

- -> 대치
[해설]
19절 부호에서부터 20절

부호까지 해당되는 본문
를

라 재생하면
된다.
- -> 생략
- 74 , ff, sa
[해설]
- 부호: 74 번 사본, ff, sa에는 본문의
음을 뜻한다.
ff: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사본에 따
가

가 생략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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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 text)
-> 첨가
A, 049, 1243,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txt

v id

, A, P, 048 , 33, 1739, al, vg, sy, Cyr

[해설]
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2 3 1)
74

, B, 614, pc, ff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 -> (2 3)
,

, sa, Or l a t

[해설]
: 대다수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Or la t : 교부 Origenes의 글 안에 있는 라틴어 성서 구절
___
( text)
->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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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s

614, 1505, 1852, pc, t, vg , sy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h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
h
sy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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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어 신약 에디티오 크리티카
마이오 에 관한 고찰 :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심상법*

들어가는 말
본 글은 1997년 여름에 독일성서공회에서 독일의 뮨스터(Münster)에 있
는 신약원문연구소(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의 학자
들의 오랜 연구를 통한 결과물들을 편집하여 출간한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 aior IV, Teil 1: Text 1. Lief erung Der Jacobusbrief
(이하 ECM)에 대한 소개서로 주어진 것이다. 그 동안 네슬레-알란트 그
리스어 신약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이나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 (Greek New Testament: 이하 UBS로)에 익숙한 한
국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에게 이 개정판은 그리스어 신
약성경의 본문역사와 본문비평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거의 완벽할 정도의
전문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 본 책을 소개하기 전에 필자는 먼저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리고 나서 이 책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이 책이 기술된 형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네슬레-알란
트의 그리스어 신약 27판(이하 NA 2 7 로)1)과의 비교를 통해 이 개정판이
가지는 신약원문연구의 가치와 공헌을 살필 것이다.

1. ECM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
* 총신대 신대원 교수, 신약학
1) 신약성경 그리스어(Novum Testamentum Graece)의 27판에 대한 자세한 소개(책의
서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과 그에 따른 번역자의 주(註)가 실림)에 대해서는 본 잡지의
창간호에 실린 김창락 교수의 글(1997: 34-104)을 보라.

124 성경원문연구 제3호

Editio Critica M aior(이하 ECM)는 독일의 뮨스터에 있는 신약원문연구
소 의 학자들(Kurt Aland를 비롯하여 Barbara Aland, Gerd Mink 그리고
Klaus Wachtel)이 오랫동안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편집
한 것으로서 그것의 기원은 1967년 Kurt Aland와 Jean Duplacy, 그리고
Bonifatius Fischer에 의해서 시작된 신약본문의 완벽한 개정판을 위한 계
획으로부터 유래되었다(cf. Aland 1970).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개정
판은 티센도르프(Tischendorf)의 Novum Testamentum Graece. Editio Octava
Critica Maior의 제8판(1869)의 20세기 개정 대행본(이런 까닭에 ECM은
new Tischendorf"라고도 불림)을 만들려는 고(故) Kurt Aland 박사의 비
전으로부터 시작되어2) 그의 일생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Elliot 1989:195). 알란트 박사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의 여
러 논문들에 나타났지만 그 중에 그의 아내인 바바라 알란트와의 공동 집
필로 1989년에 증보판으로 미국에서 출판된 책인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의 제1장(The Editions of the New Testam ent)인 신약성경의 비
평적 개정판들의 역사에 대한 고찰 가운데 그의 이러한 의도가 가장 뚜렷
하게 드러났다(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p . 24를 보라).
그러나 ECM의 책명(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은 가능한 네슬레 그리스어 신약 (Novum Testamentum Graece)과의 혼돈
을 피하면서도 티센도르프의 책명(Novum Testmentum Graece. Editio Octava
Critica M aior)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이 ECM은 지금까지의 신약원문연구
의 결과들을 보다 상세하게 개관함으로써 본문비평을 위한 외부적 증거들,
특히 개개의 사본들이 가지는 본문의 가치들을 보다 잘 평가하게 해 주는
도구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ECM은 신약성경의 본문에 대한 연구와 더
불어 종국적으로는 사본상의 증거들의 완벽한 종류에 근거하여 본문전승
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 줌으로써 본문비평의 방법에 대한 미래
의 연구들을 크게 자극할 것이다.

2) 알란트 박사의 이러한 꿈은 이미 그 전에 여러 학자들(특히 Von Soden, Legg,
Colwell, Dearin g)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갖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K. Aland & B. Alan d 1989:22-24). 여기에 대해 알란트 박사는 그 동안 알려진
모든 사본들의 증거들(그리스어 사분들, 초기 역본들, 교부들의 인용들)을 비교 대조한
20c의 개정본의 출간을 위해 신약원문연구소를 중심으로 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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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CM의 소개
책의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본 ECM은 초기 천 년 동안 내려온
신약의 사본들3)을 통해 (원)본문을 확립하고 그것들의 역사를 재건하려는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공하려는데 있다 (11*). 그러므로
본 ECM은:
- 선별된 그리스어 사본들과 헬라 교부들의 인용들에서 발견되는 모든
이문들(variants)과
- 그리스어 본문의 이문들을 증거하고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초기
역본들인 라틴, 콥틱, 시리아 역본들의 증거와
- 그 외 다른 가용한 역본들(알메니안 역본, 죠지안 역본, 고대 교회의
슬라보닉 역본, 에디오피아 역본들)의 증거를 포함한다.
이처럼 본 ECM의 본문은 이들 자료들에 기초하여 참신하게 수립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위의 목적에 비추어서 본 글은 ECM의 구조와 특징에 대
하여 간략하게 살펴 볼 것이다.

2.1. 전체 ECM의 구조와 특징
ECM은 원래 다섯 권의 책들(I. 복음서; II. 사도행전; III. 바울서신; IV.
공동서신; V. 계시록)로 구성하여 집필하기로 계획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편집하여 출판된 제4권(공동서신)은 야고보서로 시작한다. 특별히 이
ECM이 공동서신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그 동안 뮨스터의 신약원문연구소
에서 진행된 신약원문에 대한 연구물들이 항상 공동서신으로부터 시작되
었기 때문이다.4) ECM 시리즈의 첫 번째 출판물인 야고보서에 대한 본문
3) 비록 서론에서 천년간에 내려온 사본들에 대한 연구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
ECM은 그 이후의 사본들인 15-16세기, 심지어는 17세기의 것들을 또한 다루고 있다.
4) 특히 본 ECM이 공동서신으로 시작한 이유는 지금까지 뮨스터 연구소에서 진행
되어 온 신약의 원문연구들이 공동서신의 시리아 본문과 비교되어 시작되었고, 이렇게
하여 개발된 방법은 신약의 나머지 책들을 위한 사본들을 분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K, Alan d & B. Aland 1989:318). 거의 35년간 뮨스터 연구소
에서 진행된 이러한 본문 연구들은 A rbeiten zur neutestamentlichen Textf orschung
(ANTF) 시리즈들 내의 25권의 책들 가운데 잘 수록되어 있다. 그 중 공동서신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ANTF 6, 7, 그리고 특히 9-11인 Text und Textwert der griech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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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한 권은 주로 본문을 다루는
책(Part 1)으로 다소 두껍게 편집되었고, 또 다른 한 권은 부가적인 본문비
평장치(Apparatu s)와 약어표들(Abbreviations)과 제1부에 수록된 사본들의
목록들을 가진 보충서(Part 2)로 되어 있다.
본문(Text)을 다루는 제1부의 책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짤막한 서문(序
文)과 함께 ECM의 이해를 위한 서론(序論)이 또한 독일어와 영어로 거의
20쪽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고, 뒤이어 야고보서의 개정판 그리스어 본문
(本文)이 완벽한 비평적 장치들을 가지고, 102쪽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다.
본문의 매 쪽은 크게 상단에 야고보서의 그리스어 개정판 본문이 수립되
어 있고, 하단에는 모든 이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각 구절을 중심으로
숫자(번호)와 글자(영어 알파벳)를 따라 두 단으로 나누어져 잘 분류되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상단의 그리스어 본문은 장(章)과 절(節)의 표기(가령
1,17)와 함께 각 구절(verse)에 나오는 매 단어를 숫자 2로 시작하는 짝수
번호를 할당하여 표기하였고, 단어들 사이의 간격들 안에 있는 생략된 이
문들은 성경구절의 첫 단어 전의 간격에 들어있는 이문(異文)은 1로 시작
하며 그 나머지의 간격 내에 있는 이문(異文)은 단어의 번호들 사이에 있
는 홀수 번호로 나아간다: 즉 2와 4의 숫자로 매겨진 단어 사이에 어떤 이
문이 있을 때 그 이문독법은 3으로 표기된다. 이런 식으로 하단의 본문비
평장치 내의 이문들은 상단의 본문과 신속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처럼 숫자(번호)와 글자(영어 알파벳)에 따른 이문들의 체계적인 분류
는 복잡한 이문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훌륭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특히 서론(序論)은 ECM의 목적과 구조와 사본상의 많은 증거들(그리스어
사본들과 헬라 교부들의 인용들, 그리고 초기 역본들)을 제시할 뿐 아니
라, 비평적 장치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ECM의 그리스어 본문이 기술된
여러 규칙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ECM의 해설에 대해서는 아래
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제2부(제2권)에는 보충적 연구 자료들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것들
은 현 ECM의 본문 구성을 결정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신약사
본들에 대한 해설, 전체 자료에 근거한 사본들의 본문에 대한 성격 구정,

Handschrif ten des Neuen Testaments I: Die Katholischen Brief e, vol. 1-3(198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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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발전 역사에 입각한 사본들 및 사본집단들의 계통적 배열이 포함
되어 있다. 특히 부록에 기술된 이러한 보충적 자료들은 오류의 사본들과
탈문의 사본들까지 수록함으로써 사본상의 증거들에 대한 판독을 보다 명
료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본문의 정황을 보다 철저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특별히 제2부의 책의 쪽 번호는 영어 대문자 B에 번호를 매겨서(B1, B2,
B3, ..., Bn) 나아가는데 여기의 B는 제2부의 책의 독일어 명칭(Begleitende
Materialien)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그리고 제2부의 보충서는 본 ECM에
사용된 약어표들(abbreviations)과 상징들(symbols)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B3-B4) 공동서신, 특히 야고보서의 그리스어 사본들의 목록(서기관
들의 실수들을 가진 사본들의 목록과 함께 이 가운데에는 단편의 사본들
과 읽기 힘든 본문을 가진 사본들의 목록들도 포함)과 그리스어 교부들의
인용문들, 그리고 고대역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ECM의 본문비평의
해설은 본문전승에 어려움들이 발견되는 모든 구절들을 논의하고 있다.

2.2. ECM의 (수립된) 본문
ECM의 그리스어 본문은 제시된 모든 사본상의 증거들에 기초하여 수립
되었다. 특별히 이 ECM의 야고보서의 본문은 NA 2 7 과 그리스어 신약성경
(Greek New Testament)인 UBS4 가 공유하는 본문과는 두 가지 예들
(1:22[avkr oat ai. mo,non]과 2:3[h' ka,qou evkei/ ])에서만 다르고 그 외의 나머지 모
든 본문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문내의 비평적 부호들은 다소
변경되었는데 그 중에 특히 편집자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
되는 이문독법들에 대해서는 진한 점(·)으로 표기되었다. 본문에서 진한
점(·)의 표기는 의문되는 본문의 전후에 위치하지만, 이문독법들의 개관
에 있어서의 진한 점(·)은 이러한 이문(異文)을 알리는 글자 앞에 나타난
다(비근한 예로서 약 2:3의 본문[제1부의 책 27쪽]을 보라).

2.3. 사본상의 증거들
본 ECM에 수록된 사본들의 증거들은 지금까지 나온 신약성경의 개정판
들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범위(範圍)가 넓고, 그 수(數)가 많
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체계적으로 잘 분류되어 있다. 특히 제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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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다소 얇은 책의 보충적 자료들은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러한 사본상의 증거들을 일목 요연하게 잘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
시된 이러한 사본들의 증거들은 신약본문들이 보존(保存)되고 전래(傳來)
되어 온 완전한 내력(來歷)들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통찰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각 사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적절히 보여줌으로써 본문비평
에 있어서 사본상의 증거들에 대한 보다 나은 평가를 해 준다.
ECM에 수록된 각각의 사본들이 가지는 주요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면:
2.3.1. 그리스어 사본들(The Gre e k ma nus cripts)
9세기 이래로 신약 사본들의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비잔틴 본문
(Byzantine text) 또는 코이네 본문 (Koine text)이라 일컬어지는 본문을 전
승하였다. 이 본문의 형태는 거의 변경되지 않고 주의 깊게 통제를 받으며
보존되었다. 이 본문은 특정한 구절들에 있어서 더 오래된 본문의 형태들
과 구분된다. 즉 비잔틴 본문은 초기의 파피루스 사본들과 4-5세기의 대문
자 사본들이 증거하는 본문과 다르다. 이 사실은 공동서신에서도 잘 입증
된다. 특별히 본서는 NA 2 7 과는 달리 비잔틴 본문 과 대다수 본문 을 다음
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대다수 본문 (the Majority text)이란 이문들이 발견되는 구절들에
서 모든 사본들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독법을 지칭한다. 이 독법은
수립된 본문과 일치하거나 차이가 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비
잔틴 혹은 코이네 본문 이란 용어는 대다수의 사본들에 의해 입증
되면서도 수립된 본문 과는 다른 독법들이 규정하는 본문의 형태를
말한다. 비록 비잔틴 본문이 모든 사본들의 대다수가 증거하는 본
문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본문 이란 엄격히 양적인 개념을 말하며
비잔틴 본문 이란 본문사적인 개념을 말한다(12*).
야고보서에는 비잔틴 본문이 현 ECM의 수립된 본문과 명백히 다른 어
떤 독법을 나타내는 곳이 69개 있다(B9-10). 이 서신의 비잔틴 사본들은
이들 구절들의 80% 가량에서 비잔틴 본문과 일치하는 모든 사본들을 포
함하고 있다. 이점은 ECM에서 말하는 대다수 본문 이란 네슬레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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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에서 M의 고어체(
구별됨을 알 수 있다.
27

)로 표기된 그 대다수 본문 의 의미와는 다소

뮨스터의 신약원문연구소에서는 공동서신으로부터 주의 깊게 선별한 98
개의 검증구절들(Teststellen)5)에다 공동서신의 모든 가용한 그리스어 사본
들(대략 540개)을 대조·검토하여 놓았다. 결과적으로 522개의 완본(完本)
사본들 중의 372개와 다수의 보다 긴 단편 사본들이 적어도 검증구절들의
90% 내에서 대다수 본문 을 입증하고 있다. 이 많은 수의 사본들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아주 소수만을 선별하여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의 모든 사본들, 즉 검증구절들의 10% 이상의
곳에서 대다수 본문 과 차이가 나는 모든 사본들은 예외 없이 ECM에 수
록되었다. 여기에 또한 비잔틴 본문의 거의 순수한 형태를 입증하는 몇 몇
사본들이 또한 첨가되어서 사본의 수가 181개로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00
이 목록에 첨가되면서 이제 그리스어 사본들의 전체 숫자가 182개로
늘어났다. 결국 이러한 선택은 본문비평장치들이 가장 초기로부터 시작하
여 비잔틴 본문이 형성되고 확립된 본문 역사에서 출현하여 왔던 모든 독
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준다.
이 밖에도 성구집 20개를 또한 제시하였다. 이것들은 약 400개의 성구집
들을 야고보서의 검증구절들과 철저히 대조·검토하여 얻은 결과이다. 여
기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이 성구집의 본문이 비잔틴 본문과 독립된 별개
의 전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비잔틴 본문에 가까운 사본들과
상당 부분 공유하는 사본들을 선발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발된 사본들은
대부분 비잔틴 사본들로서 Byz라는 부호 아래 총괄된다. 이러한 총괄이
가능한 것은 비잔틴 본문 형태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전승되었기 때문
이다. 어떤 사본들이 비잔틴 사본들이냐는 물음은 각 문서마다 비잔틴 본
문을 나타내 보이는 이문(異文)들을 근거로 해서 결정된다.
야고보서에는 비잔틴 본문이 본 ECM의 수립된 본문의 독법과 명백하게
다른 어떤 독법을 제시하는 곳이 69개 있다. 이 가운데서 적어도 80%는
비잔틴 본문과 일치하는 모든 사본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한은 순전히
5) 주의 깊게 선별한 98개의 검증구절들(Teststellen)을 가지고 신약성경의 모든 책
들의 사본들(5400개)을 대조하여 분류함으로써 그리스어 사본들의 질(質)을 평가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구조와 적용은 알란트 박사 부부의 글(1989:317-332)과 B. Aland와
Wachtel의 글(1995:43-60)과 그리고 최근의 Richard의 글들(1996a, 1996b, 199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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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근거에서 정해진 것이다. Byz라는 부호가 사용된 모든 곳에서
이 Byz 가 어떤 사본들을 수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2부의 보충서에 나오
는 Codices Byzantini의 일람표를 보고 확정할 수 있다.
2.3.2. 초대 교회 교부들
모든 그리스어 교부들의 인용들이 다메섹의 요한의 시기(7-8세기)까지
철저히 개관되었는데 이것들은 Clavis Patrum Graecorum 내에 목록화 되
어 있다. 여기에는 포티우스(c891)와 가이사라의 아레타스(9/ 10세기)의 모
든 명백한 인용들이 특별한 의미로 또한 포함되었다. 교부들의 인용의 진
정성은 교부들의 글이 사본상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독법과 일치할 때이다.
이런 까닭에 오직 한 교부에 의해 입증된 독법들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어떤 알려진 독법이 명백하게 반영하는 교부들의 인용이라면
그것들은 고려된다. 교부들의 인용들은 교부들의 이름의 약어표들에 의해
서 본문비평장치 안에 명시되었다. 공동서신에서 교부들의 이름과 그들의
작품들을 위해 사용된 약어표들은 제2부 보충서의 3.1에 목록화 되었다.
본문비평장치에서의 다음의 상징들(V; T; m s(s); 등)이 교부들의 인용들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이 상징들에 대한 설명은 본 글의 다음 단락에서
서술하는 본문비평장치의 약어표에서 주어질 것이다.
2.3.3. 고대 역본들
역본들에 대한 상징들(sym bols)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L=라틴 역
본; K=콥틱 역본; S=시리아 역본; A=알메니안; G=죠지안; SI=구교회 슬리
보니안 역본; Ä =에티오피안 역본.
* 라틴 역본의 모든 인용들은 뷰론(Beuron)의 Vetus Latina(VL)에 기초하
였고 현 ECM의 본문비평장치 내에 인용된 라틴본문 형태들의 독법들은
바로 이 VL안에 수립된 것들이다. 관련된 본문 형태와 다른 사본들은 m s
혹은 m ss의 어깨글자 형태로 첨가 표기되었다. 야고보서신에 나타나는 주
요한 라틴 역본의 본문 형태는 S(옛 스페인 본문), F(Ms. 66의 본문), 그리
고 V (불가타 본문)가 있다. 자세한 것은 보충서 B27-28을 보라.
* 콥틱 역본(K)의 형태는 보하이르 역본(K:B)과 아크믹 단편 역본(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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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히드 역본(K:S)이 있는데 각각의 독법들이 지지하는 사본들의 수에
따라 m s(하나의 사본) 혹은 m ss(2개 이상[사히딕 역본의 경우] 혹은 2개에
서 4개까지[보하릭 역본의 경우]의 사본적 증거들), 혹은 pt(5개 이상의 보
ms
ms
m ss
m ss
하릭 역본의 경우)의 어깨글자 형태로 첨가 표기된다: S , B ; S ; B ;
Bp t . 그리고 1-4까지의 보하이르 사본이 보하이르 전통의 주류와 다를 때에
m s/ m ss
는 보하이르 전통을 가리키는 B와 함께 B
/ B로 표기되며 Bpt가 보하
pt
pt
pt
이르 증거들의 나머지와 다를 때에는 B 가 또한 함께 표기되어 B / B 로
기술된다.
* 시리아 역본은 공동서신들에서 세 가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하나
는 4세기 말(末)과 5세기 초(初)의 페쉬타(Peshitta)에서의 야고보서와 베드
로전서 그리고 요한 일서와; 다른 하나는 6세기 번역으로 확인되는 필로크
세니안(Philoxeniana[507/ 508])에서의 베드로후서와 요한 2,3서 그리고 유
다서와; 마지막 또 다른 하나는 615/ 616년에 하켈의 도마(Thom as of
H arqul=Heraclea)에 의해 번역된 할크렌시스(H arklensis)에서의 모든 일곱
서신들이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그리고 요한일서의 페쉬타와 할크렌시
스의 본문들은 아래의 책에 인용되어 있다: Das Neue Testament in
syrischer Ü berlieferung I: Die Gro en Katholischen Briefe. In
Verbindung mit A. Juckel hrsg. und untersucht von B. Aland [ANTT
7]. Berlin/ New York 1986. 이 책에 인용된 이들 역본들의 사본들이 원
계통과는 다르며 내부역본들의 이문들을 기술하지 않을 때에 m s 혹은
m ss 로 표기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와 요한 2,3서, 그리고 유다서의 필로
크세니안의 본문은 아래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J. Gwynn, Remnants of
the later Syriac Versions of the Bible; Part I: New testament. The Four
Minor Catholic Epistles in the Original Philoxenian version of the Sixth
Century, and the History of the Wom an Taken Adultery (St. John 7,53
- 8,12). London 1909 (Am sterdam 1973). 또한 베드로후서와 요한2,3서 그
리고 유다서의 할크렌시스의 증거는 Oxford Ms. New College 333 (11/ 12
세기), British Library Ms. Add . 14,474 (9세기), 그리고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Ms. Add. 1700(주후 1169/ 1170년)에 직접 기초되었다.
이러한 시리아 역본들과 관련된 아래의 약어표들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P: 페쉬타(Peshitta)
Ph: 필로크세니안(Philoxen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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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할크렌시스(H arklensis)
A
H : 별표로 명시된 할크렌시스 본문
T
M
H / H : 할크렌시스 본문/ 할크렌시스 여백에 있는 관련된 독법
그 외의 다른 역본들은 알미니안 역본(A), 죠지안 역본(G), 구교회 슬라
보니안 역본(SI)과 에티오피안 역본(Ä )이 있다. 죠지안 역본에는 A, A1, B
와 G-D가 있고, 구 교회 슬로보니안 역본에는 Ch, D, M, D, Si, S, St, E
가 있고 ECM의 본문비평장치에 나오는 에티오피안 역본의 사본들은 다음
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N ovum Testam entum Aethiopice: Die
Katholischen Briefe, hrsg. von Josef H ofm ann (†) und Siegbert Uhlig
[Ä thiopistischs Forschungen Bd . 29]. Stuttgart 1993. 특히 수록된 22개의
사본들 중에 오직 5개는 성경의 더 오래된 에티오피아 본문을 나타내는데
이것들은 아래의 자료들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A: Ms. B20 inf. (B), XIV cent., Bibl. Ambrosiana, Milan .
B: Ms. Eth . 25, XVI cent., Bibl. N ationale, Paris.
C: Ms. Eth . 26, XV-XVI cent ., Bibl. N ationale, Paris.
D: Ms. Eth . 28, XVi cent., Bibl. N ational, Paris.
F: Ms. Aeth. 21, XV-XVI cent., Bibl. Vaticana, Rome.

2.4 . 간략한 정의와 ECM에 제시된 규칙들에 대한 이해
ECM에 제시된 규칙들과 비평장치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
략한 다음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 독법
(reading)과 이문(variant), 그리고 오류(error)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이다:
독법 (reading)이란 하나의 사본이 다른 사본들과 구별되는 본문의 기본단
위를 단어로 나열한 것에 대한 근원적 용어를 말하며, 이문 (variant)이란
문법적으로 정확하며 논리적으로 가능한 동일 본문 단위에 대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독법들 중에 하나를 가리킨다. 그리고 오류 (error)란 이들
기준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독법을 말한다.
위의 간단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함께 본 신약성경 ECM을 적절히 이
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ECM의 본문이 구성된 세 가지 요소들을 잘 알아야
한다. 현 ECM의 본문을 다루는 책의 매 지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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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1) 기본 본문으로 제공되는 ECM의 수립된
원 본문의 글자 행 (the prim ary text line); 2) 본문전승 가운데에 현존하
는 다양한 이문독법들의 범위들을 보여주는 이문독법들에 대한 개관 (the
overview of variant readings); 3) 이문들을 지지하는 사본상의 증거들을
가지고 인용된 본문비평장치 (the critical app aratus). 그 외에 수립된 원
본문 내에 인용이 있을 때 적절한 참고구절들을 제공해 주는 각주
(footnote)가 있다. 그리고 제2부의 보충서의 부록들과 부가적 자료들은 본
문비평장치 안에 있는 정보들을 설명하고 확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ECM
본문의 세 가지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2.4 .1. 세 가지 주요 요소들
(1) 원 본문의 글자 행
쪽 상단에 기록된 본문은 ECM의 수립된 (원) 본문 을 의미한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표기된 각 구절(가령 1,25로 진하게 표기된 숫자
는 야고보서 1장 25절을 의미한다)은 행에서 주어진 단어들에 대해서 2로
시작되는 짝수번호를 각 단어 아래 매겨 표기하였고, 단어 사이의 여백에
존재하는 단어(곧 생략된 단어)에 대해서는 홀수번호를 매겨 행 아래의 이
문독법들의 개관 가운데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대치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다른 독법들은 원 본문의 글자 행에 대치된 단어(들)를 전후하여 진한 점
(· ...·)으로 표시되었다. 이 대안적 독법들은 이문독법들의 개관 내에 또
한 진한 점(·)으로 표시되어 독자가 잘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2) 이문독법들의 개관
원 본문의 글자 행 아래에 있는 이문독법들의 개관은 원 본문의 독법과
다른 다양한 독법들을 - 지지하는 사본상의 증거들에 대한 언급 없이 - 해
당되는 단어(들)에 매겨진 번호와 함께 그것의 질적(質的) 정도를 따라서
영문 알파벳 b, c, d, ...로 표기하였다: 가령 13쪽의 20 b는 20번의 단어가
갖는 b의 독법을 말하며, 6-10 b는 6에서 10까지 해당하는 단어들이 갖는
b의 독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어들이 바로 그것의
이문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독법은 영문 알파벳 뒤
에 f가 첨가되어 표기되는데 이러한 독법은 오류로 인해 정확한 (문법적)
형태가 현존하지 않아 확신을 가지고 건설될 수 없는 독법을 가리킨다. 가
령 14쪽의 40-46 cf는 40에서 46까지 번호가 매겨진 단어들이 c의 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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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데 그러나 이 독법은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독법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이문독법들의 개관 내에 있는 알파벳 뒤의 x의 표기는 생략
(omission)을 가리키며(13쪽의 18 b x를 보라), 진한 점(·)의 표기는 본문
독법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소위 대치할 수 있는 대안적 독법 (alternative
reading)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지닌 이문독법을 가리키는
영문 알파벳 앞에 표기된다. 가령 27쪽의 44-48 ·b는 b의 독법이 본문독
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대안적 독법임을 의미한다. 물론 본문독법을 가
리키는 a 독법은 이 개요 난에는 기록되지 않으며 그 대신 아래 선 하단
의 본문비평장치 내에 이러한 본문독법에 대한 긍정적 본문비평장
치 (positive app aratu s)나 부정적 본문비평장치 (negative apparatu s)가 각
각의 사본상의 증거들을 가지고 기록된다. NA2 7 에서는 이러한 본문독법을
지지하는 사본상의 증거들이 본문비평장치 내에 txt로 표기되어 이문들의
맨 끝에 기록되었다.
(3) 본문비평장치
선으로 표시된 하단의 본문비평장치 내에는 모든 이문독법들을 지지하
는 사본들의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문독법들의 개관에 있었
던 이문독법들에 대한 표기법이 그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또한 원 본문의
독법까지도 a로 표기되어 다시 인용된다. 더욱이 개관의 요약된 목록들이
여기에서는 각 이문 내의 그리스어 사본들의 바른 철자법과 형태론적인
차이들을 가진 부가적인 기록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기록되는데 이러한 독
법들은 o로 함께 표기된다. 가령 25쪽의 2 a와 2 ao가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즉 이 두 이문독법은 약 2:2의 수립된 본문의 형태론적인 차이
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지하는 사본들의 증거는 항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어지는데 그리스
어 사본들(Greek m anu scripts)의 경우는 파피루스 사본( 1 , 2 , ... n 으로
표기), 대문자 사본(01, 02, 03과 같이 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기), 소문
자 사본(33과 같은 번호들의 조합), [절기]성구집(L60과 같이 L과 번호의
조합)으로 기술되고, 이어서 헬라 교부들, 역본들(L[Latin], K[Coptic],
S[Syriac], A [Armenian], G [Georgian], SI[Old Church Slavonic],
Ä [Ethiopic])로 표기된다. 특히 이들 역본들은 매우 다양한 사본들의 지지
를 가지고 있다. 이들 사본들의 증거를 언급하는 상징들과 약어표들에 대
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충서로 주어진 제2부의 3.1과 3.2 그리고 3.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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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의 각주(脚註)에는 수립된 본문에 해당하는
병행 참고구절들(가령 Hebr 6.17)이 괄호 안에 주어졌다. 본문비평장치 내
의 주요한 비평적 부호들인 약어들과 상징들을 이해하자면 다음과 같다:
2.4 .2. 비평적 장치 내의 주요한 부호들에 대한 이해
·: 수립된 본문상의 이 점(點)은 대안적 독법(alternative reading)을 가
리킨다.
x : 이문독법들의 개관에 표기되어 생략(omission)을 의미한다.
⋯: 부정적 본문비평장치 (negative apparatu s: 본문독법과 반대되는 증
거들만 인용될 때)에서 불확실하게 기록된 본문독법(a독법)을 지지하
는 그리스어 사본을 제안하는 경우에 표기된다.
혹은 : 숫자 뒤에 오는 이 화살표는 위 화살표를 포함하거나 중복된
다( ). 를 가지는 증거들은 의 표기를 가진 또 다른 이문 변동을
가질지 모른다.
: 이문독법의 글자표기를 대신한 것으로 에서의 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문독법으로 여기에 인용되지 않는다.
: either/ or의 의미를 가진 부호로서 표시(a/ b 혹은 a/ b/ c)된 이문독
법들 중에 어느 것이 인용된 사본들의 증거들에 지지를 받는지 결정
할 수 없다. 부가적 정보가 보충서(5.2)에 주어졌다.
?: (알파벳 글자대신 표기되어) 다른 이문독법들과는 다른 역본 독법으
로서 출처가 명확히 규명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독법들은 원 언어에
번역을 가지고 인용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한다(이
점에 대해서는 제2부의 보충서에 5.3을 보라).
-: 생략 혹은 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용된 증거들이 주어된 독법들
중 어느 것과도 명백하게 관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f: 오류나 결함을 의미하는 부호로 기원은 독일어 Fehler (error)의 약어이
다. 본문비평부호 내에 언급되면서 사본의 번호 뒤에 표기되며 때론
이 부호가 괄호( ) 속에 있기도 한다: (*f): 원래의 오류가 수정된 것임;
(Cf): 원래의 사본상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 후에 수정자가
잘못 기록한 것임; (f1, f2, ...): 독법의 다른 오류의 형태들이 순서를 따
라 번호가 매겨졌다. 또한 이문독법들의 개요나 본문비평장치 내에서
알파벳 글자 뒤에 올 때는(가령 bf) 이 독법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형태
를 가지지 않는 오류독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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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정 이문독법을 알리는 알파벳 글자 뒤에 따라 와서(bo) 그와 같은
독법의 바른 철자법과 형태론적 차이에 대하여 알려준다.
v : 영문 글자 뒤에 따라오면서(가령, cv) 주어진 사본들이 영문글자의 독
법을 명백히 지지하지만 모음이 상호 교환되어 다른 독법으로 제시되
기도 한다.
* 긍정적 비평장치(p ositive app aratus): 수립된 본문 (ECM의 본문)과는
다른 어떤 독법을 가진 사본들이 15개 이상 있다면 본문독법
(a-reading)을 지지하는 사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본상의 증거들을
다 기록하는 비평장치를 말한다.
* 부정적 비평장치(negative apparatu s): 수립된 본문 혹은 본문독법
(a-reading)과 반대되는 사본상의 증거들만 인용할 때 그것을 부정적
비평장치라고 부른다.
2.4 .3. 사용된 다양한 접미어들의 목록
- S : 사본 번호 뒤에 첨가(2718S)되어 보충(supplement)을 의미한다.
ms
m ss
- m s(s) : 어깨 글자 형태로 역본(L:V )이나 교부들(Chrys )과 함께 사
용되어 역본 혹은 교부들의 사본(들)을 의미한다.
*
- * : 사본번호와 함께 어깨글자 형태로 사용(33 )되어 원형 즉 최초독법
을 가리키는 것으로 항상 C와 조화를 이룬다.
- C : 교정본(corrector)을 의미하는 것으로 C 다음의 숫자(가령 C2, C3)
는 연속적으로 교정된 단계를 가리킨다. 야고보서신에서는 오직 01,
03 그리고 04의 대문자 사본과만 사용되었다.
- T : 언급된 사본의 본문(text)을 가리키며 항상 A, Z 혹은 K와 조화된
T
다. 사본 번호와 함께 사용(429T)되며, 교부들(Chrys )이나 다른 역
T
본(S:H )과 사용될 때는 어깨글자 형태로 사용된다.
- M : 여백독법(m arginal reading)을 가리킨다.
- A : 사본번호(429A)와 함께 사용되어 대안독법(alternative reading)을
가리킨다.
- Z : 첨가(addi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독일어 Zu satz에서 유래되었다.
- K : 주해의 표제어(lemm a)와는 다른 주해독법(commentary reading)을
의미한다.
- V : 명백한 것(ut videtur)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본 번호와 같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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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V)되며, 교부들(Chrys )이나 역본들(K:A )과는 어깨글자의 형태
로 사용된다.
- / : 성구집의 동일 일과(日課)의 몇 가지 발견들 중의 하나를 가리킨
다.
V

V

- > : 역본들과 어깨글자 형태로 사용(L:S> FT)되어 제2부의 보충서 5.3에
서 부가적 정보가 발견됨을 지적한다.
ECM의 본문비평장치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부의 보충서
에 나와 있는 그 외의 약어표들과 상징들 그리고 NA 2 7 의 일반적 부호들과
약어표들을 또한 참조할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부호들과 약어들을 중심
으로 NA 2 7 과 ECM을 비교하며 살펴봄으로써 ECM이 가지는 가치와 공헌
을 논의할 것이다.

3 . NA2 7 과 ECM과의 비교
네슬레 성경(NA 2 7 )과의 비교에서 ECM이 가지는 두드러진 차이는 - 이
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본문 자체는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 ECM의 수립된 본문에서의 각괄호([ ])의 제거와 진한
점(· 혹은 · ...·)의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
명된다.

3.1. 각(角)괄호([ ])의 제거
한 가지 사소하지만 중요한 ECM에서의 변화는 NA 2 7 에서 소위 권위 있
는 것으로는 다소 의심스럽게 여겨진 본문의 단어들 주위에 두었던 각괄
호([ ])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각괄호의 사용은 네슬레-알란트의 성경에
혼란스럽게 자주 행하여 온 불편한 관례들이었다. 가령 약 4:12와 5:14는
ECM에서는 괄호 없이 나타난다. 즉 네슬레 성경에서 각괄호([ ])로 표시
된 4:12의 는 ECM에서는 진한 점으로 표기함으로써 이 단어가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27쪽). 그러나 네슬레 성경에서 각괄호([ ])
로 표시된 5:14의 auvt o.n의 대명사는 01 02 048과 대다수 그리스어 사본들
에는 나오지만 03 025와 그 외 몇 몇 사본들에는 없다. 이런 까닭에 ECM

138 성경원문연구 제3호

의 30번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각괄호가 없이 나타나며, 이 단어에 대한 생
략은 독법 e에 나타난다(95쪽). 이처럼 네슬레 27판의 편집자들에게는 그
동안 이와 같은 논란된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괄호를 사용
하였던 어려운 본문을 ECM은 별 어려운 문제로 취급하고 있지 않음을 본
다(Elliott 1998:198). 물론 이러한 변화가 사소한 것일 지는 모르지만 그러
나 한 때에는 불변의 표준본문 으로 여겨졌던 본문에 어떤 변화가 주어졌
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3.2. 진한 점(· 혹은 ·...·)의 표기
ECM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진한 점(· 혹은 · ..
.·)으로 표기된 대안적 독법들(독법들의 개관에 대안적 독법은 진한 점으
로 표기됨)은 수립된 본문에 11군데 나 있다: 약 1:20의 12-14에 해당되는
단어들(04* Byz); 약 2:3의 44-48번에 해당되는 단어들(02); 약 2:19의 8-14
에 해당되는 단어들(03); 약 3:4의 18-20에 해당되는 단어들(02 + 85개의
소문자 사본들); 약 3:8의 8-14에 해당되는 단어들(01 02); 약 3:15의 6-14에
74
100
해당하는 단어들(04); 약 4:12의 6에 해당하는 단어(
03); 약 4:14
74
100
의 8에 해당하는 단어(02); 약 4:14의 15에 해당하는 단어(
01Z
02); 약 5:10의 26-32에 해당되는 단어들(02); 약 5:18의 14-16에 해당되는
단어들(02).
그 외에 UBS와의 차이를 언급한다면 UBS에서는 사본들의 질(質)에 따
라 등급을 매겨 놓았는데 ECM에서는 그 등급이 철폐되었다. 심지어는
UBS에서 C등급(제4판에서 B등급 혹은 A등급으로 승격되었다 할지라도)에
해당하는 것도 의심 없이 ECM의 본문 내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메쯔거(Metzger)의 GNT의 본문비평 주석(1994:614)에서 약 5:4에 나오는
단어(avpesterhme,noj)의 또 다른 독법인 avposter h,menoj는 ECM(제2부의 B14)에
서는 오류로 분류하고 있다(Elliott 1989:199).
이러한 간략한 차이를 주지하면서 이제 두 개정판을 비교함으로써 ECM
이 가지는 특징과 공헌을 살펴볼 것이다. 시간과 지면상 약 1:17을 중심으
로 두 개정판의 본문에 나타난 비평장치를 살펴볼 것이다. (두 개정판의
본문들은 본 글의 맨 끝에다 부록으로 실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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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야고보서 1:17의 NA 27판과 ECM과의 비교

<N A 27th>

1:17 pa/sa do,s ij avgaqh. kai. pa/ n dw,r hma t e,l eion a; nwqe,n evst in
.
/ n f w,t wn( par Vw
-| ouvk 1 ;eni
kat abai/ non avpo. t ou/ pat r o.j t w
par al l agh. h' t r oph/j avpos ki,asma

\

kater comenon으로 대체된 사본들로는 322. 323. 945. 1241. 1739 등 그 외 소수의
다른 사본(pc)이 있다.
.

avpo.대신에 par a로 된 곳이 K 623. 2464 등 그 외 몇 몇 다른 사본들(al)이 더 있

고; 소문자 사본 1241에는 ek sou로 기록되어 있다.
1

est i n으로 대체된 사본이

P 522 614 630 1505 등 그 외 몇 몇 다른 사본들(al)

이 더 있다.

paral l agh h t r ophj aposkiasmat oj 는 의 원래의 독법과 B가 있으며;
paral l agh h t r oph aposkiasma로 된 곳은 614. 1505 등 소수의 다른 몇 사
본(pc)이 더 있다.

paral l agh h t r oph h t r ophj aposkiasma oude mecr i uponoiaj t inoj
upobol h aposkiasmat oj 로 된 곳은 1832. 2138 등 소수의 다른 몇 사본(pc)에
더 있다.
디벨리우스는 par al l agh t r ophj h apos kiasmat oj 로 수정된 것으로 추정한
다.

paral l agh h r ophj apos kiasma는 어그스틴(Augu stine)의 글에 나타난 것으
로 에스티우스(Estius)가 추정한다.

paral l aghj h t r ophj aposkiasmat oj 는 파피루스 23번(P2 3 )에 기록되어 있고,
1

을 Fr. Hauck는 eni t i 라고 추정한다.

본문과 같이 기록한 곳은
2차 수정본과 A C P 그리고 약간의 차이로 Y
등이며, 소문자 사본 1739와 다수사본군(Majority Text), 그리고 불가타 역본과
현존하는 모든 시리아 역본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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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ITIO CRITICA MAIOR>

1,17 pa/sa do,sij avgaqh. kai. pa/n dw
,rhma
2

4

6

8

10

12

te,l eion a;nwqe,n evst in katabai/non avpo. tou/ patro.j tw
/n f w,twn( parVw
-| ouvk ;eni
14

16

18

20

22

24

26

28

30

18 b x 20 b katercomenon
c om.
22 b kara
c ek
d ek sou

32

34 36 38

34 b ou
c wn
38 b est i (n)

paral l agh. h' troph/j avposki,asma.
40

42

44

46

40-46 b par al l agh oude t rophj apos kiasma
cf paral l agh h t r opoj apos kiasma
d par al l agh h t rophj apos kiasmat oj
e par al l agh h t r oph aposkiasmat oj
ff paral l aghj h t r ophj aposkiasmat oj
g par al l agh h roph apos kiasmat oj
h par al l agh oyde r ophj aposkiasma
i ouden apos kiasmat oj h t r ophj h paral l aghj
j paral l agh h t r oph h t r ophj aposkiasma

oude mecr i uponoiaj t inoj upobol h apos kiasmat oj
k par al l agh h t rophj apos kiasma oude mecr i

uponoiaj t inoj upobol h aposkiasmat oj
l kat al l agh h t rophj apos kiasm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문비평장치 >
2 a pasa의 본문독법은 소문자 사본 915(원서기관에 의한 오류가 정정된 것임)에서
는 불확실하다.

18 a es t in의 본문독법은 소문자 사본 999(부가적 독법), Andres Cretensis,
Cyrillus Alexandrinus, Cyrillu s Hierosolymitanus, Iohannes Damascenus,
Didymus
Alexandrinu s.
Dionysius
Alexandrinu s,
Eustratius
Constantinopolitanu s, Hesychius Hierosolymitanu s, Marcus Eremita,
Maximus
Confessor,
Origenes,
Photius,
Pseudo-Caesarius,
Pseu do-Oecumenius, Stephanus diaconus와 라틴역본 F와 불가타, 그리고 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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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역본 사히딕과 보하릭과 시리아역본 하클레안, 에티오피아 역본들에서는
불확실하다.
b 소문자 사본 999 본문에서는 생략(om.)되었다.
↔ a 인지 b 인지 결정할 수 없는 이러한 독법은 시리아역본의 페쉬타와 에티
오피아 역본에서 지지한다.
- 탈자나 다른 결함들이 있는 것으로는 파피루스 사본 20, 54, 74와 대문자 사
본 048, 0166, 0173, 0246과 소문자 사본 631, 1066, 1840, 1846, 성구집 L60,
L156, L170, L1176 사본들이 있다.

20 a kat abainon의 본문독법은 파피루스 74(명백하게)와 소문자 사본 424 본문,
Andreas Cretensis, Cyrillus Alexandrinus, Cyrillus Hierosolymitanu s,
Iohannes Damascenus, Didymus Alexandrinu s, Dionysiu s Alexandrinus,
Eustratiu s Constaninopolitanus, Marcu s Eremita, Maximus Confessor,
Origenes, Photius, Pseudo-Caesarius, Stephanus diaconu s의 사본들에서는
불확실하다.
b kater comenon로 기록된 곳은 소문자 사본 322, 323와 424의 여백 혹은 행간
의 부가적 독법, 945, 1241, 1739와 그루지아 역본의 G-D가 있다.
c Pseudo-Oecumenius는 생략(om.)하고 있다.
↔ a 인지 b 인지 결정 지을 수 없는 이러한 독법은 고대 라틴어역본의 F와 불
가타, 콥틱역본의 사히딕과 보하릭, 그리고 시리아 역본의 페쉬타와 하클레안
이 지지하고 있다.
- 이 부분에 탈자나 다른 결함이 있는 것은 파피루스 20, 54와 대문자 사본 048,
0166, 0173, 0246과 소문자 사본 631, 1066, 1840, 1846, 그리고 성구집 L60,
L156, L170, L1126이 있다.

22 a 본문과 같이 apo로 기록된 것은 파피루스 23과 대문자 사본 01, 02, 03, 04,
025, 044과 소문자 사본 33, 69, 81, 88, 206, 218, 322, 323, 398, 429, 436, 522,
614, 621, 629, 630, 808, 915, 918, 945, 996, 1067, 1127, 1175, 1243, 1270,
1292, 1297, 1359, 1409, 1448, 1490, 1505,1524, 1563, 1598, 1611, 1661, 1678,
1718, 1735, 1739, 1751, 1799, 1831, 1842, 1852, 1890, 2138, 2147, 2200, 2298,
2412, 2492, 2495, 2523, 2541, 2652, 그리고 비잔틴 계열[424의 부가적 독법]과
Cyrillu s Alexandrinu s, Cyrillus Hierosolymitanus, Iohannes Damascenus,
Dionysiu s Alexandrinu s, Eustratiu s
Constantinopolitanus, Maximus
Confessor, Origenes, Photius, Pseu do-Caesariu의 사본들이 있다.

b para로 기록된 것은 대문자 사본 018, 056, 0142과 소문자 사본 5, 104, 312,
424, 467, 623, 1609, 1729, 1838, 1848, 2180, 2344, 2464, 2544, 2774와
Andreas Cretensis, Cyrillus Alexandrinus, Iohannes Damascenus, Didymus
Alexandrinus, Eustratius Constantipolitanus, Marcus Eremita, Origenes가 있
다.
c ek로 기록된 곳은 소문자 사본 2374, 2805과 성구집 L427, 그리고 Anastasiu s
Sinaita,
Cyrillus
Alexandrinus,
Iohannes
Damascenus,
Didy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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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rinus가 있다.
d ek sou로 기록된 곳은 소문자 사본 1241이다.
↔ a 인지 b 인지 c 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곳은 라틴역본 F(MS. 66의 본문)와 불
가타, 그리고 콥틱역본의 사히딕, 보하릭, 아크믹과 시리아역본의 페쉬타와 하
클레안이 있다.
- 이 부분이 탈자되었거나, 어떤 결함을 가진 것들로는 파피루스 20, 파피루스
54, 파피루스 74와 대문자 사본 048, 0166, 0173, 0246과 소문자 사본 400, 631,
1066, 1840, 1846과 성구집 L60, L156, L170, L1126이 있다.
34

a

w의 본문독법은 지지하는 사본들은 Andreas Cretensis, Cyrillus
Hierosolymitanus, Iohannes Damascenus, Didymus Alexandrinus, Photiu s,
Pseu do-Oecumenius, 라틴역본 F(MS. 66의 본문)와 불가타, 콥틱역본의 사히
딕과 보하릭, 시리아역본의 페쉬타와 하클레안에서는 불확실하다.

b ou로 기록된 곳은 소문자 사본 456, 1838들이다.
c wn으로 기록된 곳은 소문자 사본 1831, 2180들이다.
- 이 부분이 탈자 되었거나 어떤 결함을 가진 사본들로는 파피루스 20, 파피루
스 54, 파피루스 74와 대문자 사본 048, 0166, 0173, 0246과 소문자 사본 631,
1066, 1840, 1846, 그리고 성구집 L60, L156, .170, L1126이 있다.

38 a eni의 본문독법은 파피루스 23과 대문자 사본 02, 03, 04, 044와 소문자 사본
5, 33, 69, 81, 88, 218, 322, 323, 621, 623, 629, 915, 918, 945, 996, 1175, 1241,
1243, 1270, 1297, 1359, 1448, 1490, 1524, 1563, 1598, 1661, 1678, 1718, 1735,
1739, 1751, 1842, 1852, 2298, 2344, 2464, 2492, 2523과 비잔틴계열 1729(오류로
확실한 재구성은 어려움), 그리고 Cyrillus Hierosolymitanus, Didymus
Alexandrinu s, Photiu s, Pseudo-Oecumenius가 지지한다.
b est in으로 기록된 곳은 대문자 사본 01, 025와 소문자 사본 197, 206, 378,
398, 429, 436, 453, 522, 614, 630, 642, 808, 876, 1067, 1127, 1251, 1292, 1409,
1505, 1609, 1611, 1765, 1799, 1831, 1832, 1890, 2138, 2147, 2200, 2374, 2412,
2494, 2495, 2541, 2652, 2774, 2805, 그리고 성구집 L590, L593, L1440과
Andreas Cretensis, Iohannes Damascenu s, Didymus Alexandrinu s가 있다.

↔ a 인지 b 인지 확정짓기 어려운 것은 라틴역본의 F(MS. 66의 본문)와 불가타
와 콥틱역본의 사히딕, 보하릭, 아크믹과 시리아역본의 페쉬타, 하클레안이 있
다.
- 이 부분이 탈자되었거나 어떤 결함을 가진 사본들로는 파피루스 20, 54, 74와 대
문자 사본 048, 0166, 0173, 0246과 소문자 사본 400, 631, 1066, 1840, 1846과 성
구집 L60, L156, L170, L1126이 있다.

40-46 a 본문과 같이 par al l agh h t rophj aposkiasma로 기록된 곳은 대문자 사본 01
의 2차 수정본, 02, 04, 025와 소문자 사본 5, 69, 81, 88, 206, 218, 322, 323,
398, 429, 436, 522, 621, 623, 629, 630, 808, 915, 918, 945, 996, 1067, 1127,
1175, 1243, 1270, 1292, 1297, 1359, 1409, 1448, 1490, 1524, 1563,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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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1611, 1661, 1678, 1718, 1735, 1739, 1751, 1799, 1831, 1842, 1852,
2147, 2200, 2298, 2344, 2374, 2464, 2492, 2523, 2541, 2652, 2805와 확실히
재구성할 수 없는 오류의 형태를 지닌 비잔틴 계열의 43f1, 365f2, 1850(원
래의 오류인 f2)과 성구집 L593f3과 Athanasiu s Alexandrinus, Cyrillus
Hierosolymitanus, Iohannes Damascenus, Didymu s Alexandrinu s,
Iohannes Philoponu s, Photiu s, Pseudo-Oecumenius, 그리고 시리아 역본의
하클레안이 있다.
b paral l agh oude t r ophj apos kiasma로 기록된 곳은 대문자 사본 044와 소
문자 사본 1509, 그리고 Andreas Cretensis와 라틴역본의 불가타, 그리고 시
리아역본의 페쉬타가 속한다.
cf par al l agh h t r opoj aposkiasma (오류)로 기록된 곳은 소문자 사본 1241이
있다.
d paral l agh h t rophj aposkiasmat oj 로 기록된 사본들로는 대문자 사본 01
의 최초독법과 03이 있다.
e paral l agh h t r oph apos kiasmat oj 로 기록된 곳은 소문자 사본 614, 1505,
2412, 2495이다.

ff par al l aghj h t rophj aposkiasmat oj 는 오류로 정확히 재구성할 수 없는
불완전한 형태지만 파피루스 23과 고대 교회의 슬라브어역본의 Ch, M, S가
이에 속한다.
g par al l agh h r oph aposkiasmat oj 로 기록된 곳은 라틴역본의 F(Ms.66의
본문)의 역본에 대한 부가적 자료에 있는 논평을 참고할 때 나타난다.
h par al l agh oyde r ophj aposkiasma로 기록된 곳은 라틴역본 중에 어거스
틴에 의한 역본에 대한 부가적 자료에 있는 논평을 참고로 할 때 나타난다.
i ouden apos kiasmat oj h t rophj h par al l aghj 로 기록된 사본상의 증거는
콥틱역본의 사본과 아크믹(모음교체된 다른 독법)의 부가자료에서이다.

j paral l agh h t roph h t r ophj aposkiasma oude mecr i uponoiaj t inoj
upobol h aposkiasmat oj 가 기록된 곳은 소문자 사본 876, 1765, 1832, 2138,
2494(최초독법)이다.

k paral l agh h t rophj aposkiasma oude mecr i uponoiaj t inoj upobol h
aposkiasmat oj 로 기록된 곳은 소문자 사본 1890, 2494 수정본이다.
l kat al l agh h t r ophj aposkiasma로 기록된 곳은 성구집 L422이다.
? 역본을 재 번역했을 때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은 콥틱역본의 보하릭이다.
- 이 부분이 탈자되었거나 어떤 결함을 가진 것들은 파피루스 20, 54, 74와 대
문자 사본 048, 0166, 0173, 0246과 소문자 사본 33, 400, 631, 1066, 1840,
1848과 성구집 L60, L156, L170, L1126에 나타난다.

위의 비교에서 보여진 두 개정판들(NA 2 7 와 ECM)의 차이를 통해 ECM
의 특징과 공헌(가치)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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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M은 NA 보다는 책의 구성이나 구조에 있어서 대단히 조직적이
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원문을 연구하려는 독자들이 쉽게
이문독법들(variant readings)을 개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문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상의 증거들도 그것의 역사와 상태를 따라 쉽게 간
27

파할 수 있다. 이것은 외관상에 있어서 드러난 특징이기도 하다.
2) ECM이 증거하고 있는 사본들은 그 수(數)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종류와 상태(원문; 수정; 정자법; 형태
론적 차이; 오류; 탈문)에 대해서도 목록을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
기 때문에(보충서를 보라) 신약 원문의 전승 역사를 보다 잘 간파할 수 있다.
3) 특히 보충서에 기록된 공동서신과 야고보서신에 나타난 그리스어 사
본들(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구집들)과 교부들의 인
용들과 역본들의 목록들은 때론 그것의 소장장소의 언급과 함께 잘 분류
27
되어 제시되었다. 이것은 NA 에서는 볼 수 없는 자세한 제안들이다.

나가는 말
결론적으로 ECM은 네슬레-알란트(NA)판보다도 훨씬 많은 사본들의 증
거와 그에 따른 자세하고 조직적인 분석에 의해 제공된 정보들은 우리의
신약원문연구에 커다란 진전을 주리라고 확신한다. 특별히 총체적인 수많
은 사본상의 증거들에 비추어서 본문의 특성에 대한 정의들과 함께 다양
한 신약사본들의 해설들과 본문의 발전(전승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역할들
에 의해서 사본들과 사본들의 그룹들의 배열을 포함하고 있는 부록의 보
충적 설명들은 이처럼 다양한 이문독법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현재의 ECM
의 본문이 결정(수립)되었는가를 알려 주는 수많은 자료들을 수록한 것으
로서 이것들은 사본적 증거들을 보다 명료하게 정의하게 해 줄 뿐만 아니
라, 본문의 정황을 보다 철저하게 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신약원문연구뿐
아니라 신약 해석에 있어서도 커다란 자극을 준다. 확실히 이 ECM이 가
지는 이러한 신약원문연구의 가치와 공헌은 미래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본문역사와 본문비평, 그리고 본문해석에 대한 연구에 적절한 안내서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 아무쪼록 이 ECM이 가지는 가치와 공헌이 한국 신약학
계에 클 것을 필자는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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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NA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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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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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대학교 성서 예레미야서
본문 비평 장치의 성격
박동현*

1. 들어가는 말
20세기 후반 기독교 신학계에서 보통 써 오던 비평판 인쇄본 히브리어
성서로는 1929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킷텔(R. Kittel)이 여러 학자들과 함
3
께 1937년에 다 엮어낸 히브리어 성서 (Biblia Hebraica) 제3판(=BH 또는
BHK)과 그에 뒤이어 엘리거(K. Elliger)와 루돌프(W. Ru dolph)가 주 편집
자가 되어서 1968년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1976년에 다 엮어낸 슈투트
가르트 히브리어 성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가 있다. 이 BHS
는 히브리어 성서 제4판이라 부를 만하다. 아무튼 이 두 비평판 인쇄본 히
브리어 성서가 주로 독일계 학자들에 의해 나오게 된 것과는 달리, 히브
리어 성서 제5판 (Biblia Hebraica Qinta=BHQ)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주
선하여 2002년에 완간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다.1)
이러한 기독교 학자들의 움직임과 나란히 유대교 학자들도 1940년대 알
렙포 사본이 발견되면서부터 세운 '히브리 대학교 성서 계획'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HUBP)을 따라 독자적인 입장에서 비평판 히브리
어 성서를 히브리대학교 성서 (Hebrew University Bible, 아래에서는 HUB
로 줄여쓰기로 함)라는 이름 아래에 엮어내고 있다. 1965년에 이사야 2, 5,
11, 52장만 다룬 이사야서 견본판 (The Book of Isaiah. Sample Edition with
Introduction)을 낸데 이어 제1권(1:1-10:16), 제2권(10:17-44:28), 제3권(45:-66:)
을 각각 1975, 1981, 1992년에 펴내고 1995년에 이사야서 전체를 한데 묶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에 대해서는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109-119쪽('제7장 히브리어 구약 BHQ)과 같은 지은이, "BHQ 하박국서 견본: 평가와
제안", 류호준 편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朱土 최의원 박사 신학교육 40
년 기념 논문집 (서울: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7), 158-186쪽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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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고쉔곳슈타인(M.H .Goshen-Gottstein)을 편집자로 한 히브리대학교 성
서 이사야서 (The Hebrew University Bible. The Book of Isaiah, 아래에서는
HUBIs로 줄여쓰기로 함)를 내놓았다.2) 그로부터 두 해 지난 뒤에 라빈
(C.Rabin)과 탈몬(S.Talm on)과 토브(E.Tov)가 함께 엮은 히브리대학교 성
서 예레미야서 (The Hebrew University Bible. The Book of Jeremiah. 아래에
서는 HUBJr로 줄여쓰기로 함)가 나왔는데3), HUBIs의 경우로 미루어 보건
대 HUBJr 편집 작업도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BHK와 BHS와 HUB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미 민영진이 히브
리어 성서 이사야서 제1권을 가지고 간단히 다룬 바 있다.4)
이 글에서는 먼저 HUBJr 앞부분에 영어로 쓴 안내문(Introduction)의 내
용을 HUBIs의 안내문 내용과 견주어 보면서5) 간추려 소개함으로써 HUB
'비평 장치' ([Critical] Apparatu s)6)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런 다음에
쿰란 예레미야 단편 사본 가운데 하나가 마소라 본문보다는 칠십인역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레미야 10장7)과 마소라 본문과 칠
십인역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27장8)에서 각기 1-5절과 1-7절을 중심으로
HUB의 비평 장치를 BHS의 비평 장치와 견주어 보면서 그 내용을 해설해
보려고 한다9).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HUBJr 비평 장치의
2) Moshe H . Goshen-Gottstein (ed .), The Hebrew University Bible. The Book of Isaiah
(Jeru salem : The Magne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95).
3) C. Rabin, S. Talmon, E. Tov (ed .), The Hebrew University Bible. The Book of
Jeremiah (Jeru salem : The Magne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97).
4) 민영진, 國譯聖書硏究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93-212쪽('第3部 I. 히브리語 聖
書의 批評的 編輯').
5) HUBJr의 안내문은 고쉔곳슈타인이 1965년 이사야서 견본판에 쓴 안내문을 그대
로 HUBIs에 실은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두 안내문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6) '비평 장치'라는 말보다는 '비평란'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7) 그 차이를 본문 비평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E.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Minneap olis: Fortress Press & Assen /
Maastricht: Van Gorcum, 1992), 325-326쪽과 졸고, "칠십인경 렘9:21[22]-10:21에서 찾
아본 애굽 전통의 몇 가지 경향", 앞의 주1에서 이끌어 쓴 책,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히 서리라. 朱土 최의원 박사 신학 교육 40년 기념 논문집 , 187-209쪽을 참고하라.
8) 그 차이를 본문 비평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엇보
다도 E.Tov, Exegetical Notes on the Hebrew Vorlage of the LXX of Jeremiah 27
(34), ZA W 91(1979) , 73-93쪽을 참고하라.
9) HUB의 비평 장치를 BHK의 비평 장치와 비교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이
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1931년에 BHK의 예레미야서를 엮어 내놓은 루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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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할 것이다.10)

2 . HUB 비평 장치의 일반적인 성격
2.1. HUB 각 쪽의 겉모습
HUB의 각 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본문과 비평 장치와 해
설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윗 부분의 본문은 다시 알렙포 코덱스의 마소라 본문과 마소라 난외 주
기와 장절수 표기로 이루어져 있다. 맨 위 난외에 있는 것이 대(大) 마소
라이다. 소(小) 마소라는 바깥쪽 난외에, 곧 홀수 쪽의 경우에는 왼쪽 난외
에, 짝수 쪽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장절수는 안쪽에, 곧 홀
수 쪽의 경우에는 오른쪽 난외에, 짝수 쪽의 경우에는 왼쪽 난외에 적는
다. 절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장수는 히브리어 자모로 표시한다.
가운데에 있는 비평 장치는 네 종류로 되어 있다. '첫째 비평 장치
' (App aratus I)에서는 고대의 일차 번역본들에서 볼 수 있는 이독법(異讀
法, variant [reading])을 다루고, '둘째 비평 장치' (App aratu s II)에서는 유
대 광야 사본들과 랍비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이독법을 다루고, '셋째 비평
장치' (App aratus III)에서는 중세 히브리어 사본들에 나타나는 이독법을 다
루고, ' 넷째 비평 장치' (App aratu s IV)에서는 철자법이나 모음 기호나 억양
기호의 차이를 다룬다.
맨 아래에 있는 비평 장치에 대한 '해설 부분' (N otes)에서는 같은 내용
을 왼쪽에는 영어로, 오른쪽에는 히브리어로 써 두었다.11)
(W.Ru dolph)가 1970년에는 또한 BHS의 예레미야서도 편집해 내놓았다. 두 비평 장치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는 하지만(앞의 주4에서 이끌어 쓴 민
영진의 책, 國譯聖書硏究 , 204쪽 각주 14 참고), 그 둘을 잘 견주어 보면, 거의 40년
에 걸쳐 예레미야서에 대해 연구해 온 한 학자가 그동안 발전한 예레미야서 연구의
결과를 비평판 히브리어 성서 편집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루돌프는 민수기의 경우에도1935년에는 BHK를, 1972년에는 BHS를 엮어냈다.
10) 알렙포 코덱스의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에 대한 해설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그렇지만 HUBJr 10장 1-5절과 27장 1-7절의 비평 장치에 제시하는 다른 사본의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의 내용은 해설하기로 한다.
11) HUBIs, xxx쪽, 번호 51에서는 영어 해설 부분과 히브리어 해설 부분을 각각 '다
섯째 비평란' (Apparatu s V)과 '여섯째 비평란' (Apparatu s VI)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HUBJr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184 성경원문연구 제3호

이러한 HUB 각 쪽의 겉모습을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 보면 아래와 같다.

각쪽의 장절범위
(아라비아 숫자)

각쪽의 장절범위
(히브리어)
대 마소라

소 마소라
(홀수쪽)
장절수

알렙포 코덱스에서 옮겨 쓴 본문

(짝수쪽)

소 마소라
(짝수쪽)
장절수
(홀수쪽)

첫째 비평 장치 : 고대 일차 번역본들의 이독법

둘째 비평 장치 : 유대 광야 사본과 랍비 문헌의 이독법

셋째 비평 장치 : 중세 히브리어 사본들의 이독법

넷째 비평 장치 : 철자법, 모음, 억양 기호의 차이

비평 장치 내용 해설 (영어)

비평 장치 내용 해설 (히브리어)

쪽수 표시(히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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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Jr 10:2-5를 줄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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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평 장치의 근본 성격: 자료로 보는 히브리어 성서의 역사
HUB의 비평 장치를 통틀어 보면, 이는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가장 오
래된 단편 사본들과 칠십인역에서부터 나중에 여러 인쇄본 성서의 원형이
된 야곱 벤 하임의 랍비 성서(Biblia Rabbinica)12)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0
년이라는 기간에 걸치는 히브리어 성서 본문의 역사를 압축하여 표시된
자료 모음으로 제시한다.13)

2.3. 비평 장치의 목적과 용도
BHK나 BHS의 편집자들과는 달리 HUB의 편집자들은 비평 장치에서
마소라 본문에 대한 수정 제안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을 HUBIs의 머리
말에서부터 뚜렷이 한다.14) 따라서 편집자들이 각 쪽 맨 아래 해설란에서
비평 장치에 기록된 이독법들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평가할 때도 매우 신
중한 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본문 비평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연구
해 본 결과 학자들의 마소라 본문 수정 제안이 설득력이 없는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순전히 주석상의 직관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정
은 하지 않는다.15)
이리하여 HUB의 비평 장치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론
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주려고 한다. HUB의 편집자들은
이른바 원 본문(Urtext) 재건을 비평판 히브리어 성서 편집의 목적으로 삼
지 않는다. 그리하여 HUB의 사용자는 그 비평 장치에 실린 여러 자료를
자기 방식대로 다시 배열하여 평가할 수 있다16) .

12) 랍비 성서는 이미 1516-17년에 처음으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야콥 벤 하임
의 성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제2 랍비 성서'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이것을 그냥
'랍비 성서'라고 부르기로 한다.
13) HUBJr, ix쪽의 번호 1과 xii쪽의 번호 17.
14) HUBIs, vii쪽.
15) HUBJr, x쪽의 번호 4.
16) HUBJr, ix쪽의 번호 2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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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비평 장치 분리의 근거와 방식, 각 비평 장치의 성격
첫째 비평 장치가 번역본들을 다룬다면,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는
히브리어로 된 자료들을 다룬다. 번역본에서 거꾸로 히브리말로 옮겨서 얻
은 이독법은 히브리어 자료에서 입증되지 않는 한 확실하다고 할 수 없지
만, ' 실질적인(m aterial)' 이독법17)은 아무래도 옛 히브리어 자료보다는 고
대 번역본들, 특히 칠십인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
본들에 반영된 이독법을 첫째 비평 장치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18)
그런데 언어 분석과 옛 번역본들의 번역술 연구를 통해서 특히 칠십인
역의 경우 실질적인 이독법의 존재에 대한 추정이 과장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증거 본문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본문 상의 명백한 차이에 대
해 많은 경우에 여러가지로 해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본들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번역자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본문 상의 차이가 사실
은 그 히브리어 대본(臺本, Vorlage)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게 되
었다. 나중에 마소라 본문이 된 것과 다른 히브리어 본문 전통이 여럿 있
었다는 것은 추측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실은 옛 번역본들의 평가에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서 성서의 각 책은 그 나름대로 연구해야
한다. 오경 본문의 역사는 사무엘서 본문의 역사와 같지 않고 사무엘서 본
문의 역사는 예레미야서 본문의 역사와 같지 않고, 예레미야서 본문의 역
사는 이사야 본문의 역사와 같지 않다. 칠십인역 예레미야서의 경우, 번역
술이 오히려 자유스러운 이사야서와는 달리 그 번역이 상대적으로 축자적
이어서 번역자가 히브리어 본문에 상당히 충실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따
라서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
해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비평 장치에 들어 있는 증거 본
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19)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비추어 첫째 비평 장치와 나머지 세 가지 비평
장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비평 장치에서는 성서
본문 역사의 최초 단계를 다루고 어느 정도 본문의 변형과 변화에 대한
증거 본문를 마련해 주는 반면, 나머지 세 비평 장치(쿰란 단편 사본들을
다루는 둘째 비평 장치의 이독법들을 예외로 한다면)는 일반적으로 후기
17)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4.1.3.2를 보라.
18) HUBJr, x쪽의 번호 6과 7.
19) HUBJr, x쪽의 번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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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반영한다. 첫째 비평 장치에 수록된 자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은 맨 아래 해설란에 제시되어 있다. 편집자들은 고려할 만한 가치
가 있는 것을 모두 암시하려고 애썼고, 가장 건전하게 보이는 해결책을 주
저 않고 암시했다.20)
본문 관련 자료 전체를 검토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HUB 편집자들은 성
전 파괴와 그 이후 시기, 곧 첫 세기 마지막 삼분의 일과 이 세기 첫 삼분
의 일은 성서 본문 전승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분기선이라 잡는다. 곧 이
때부터 '마소라 계열' 또는 '원 마소라 계열'이라 불리는 히브리어 본문 전
통이 비록 최종적인 통일성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거의 완전히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마소라' 시대에 속한 성서 사본들에 나오지
않는 히브리어 자료들을 둘째 비평 장치에 제시한다.21) 다만 랍비 문헌
자료는 잘 따져 보고 평가한 뒤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넣었다.22)
첫 두 비평 장치에서는 다른 유형의 이독법들도 포함하는 반면에, 셋째
비평 장치에는 실제로 필사 과정에서 생긴 독법들과 언어적인 이독법들만
다룬다.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주후 800년 경 이후23)의 성서 사본들을
독자적인 범주로 묶을 수 있으므로 이 사본들에 들어 있는 독법들은 별도
의 비평 장치에 넣는다. 케니코트 시대 이후 대조된 수백의 사본 가운데서
극소수는 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독법들을 포함하고 있다.24)
넷째 비평 장치에서 다루는 자료는 주로 셋째 비평 장치의 것이고, 단지
몇 경우에만 다른 비평 장치의 것을 참조한다. 같거나 비슷한 증거 자료가
두 가지 이상의 비평 장치에 나와서 서로 연결되기도 한다. 해설란은 주로
첫째 비평 장치에 대한 것이나 때로는 다른 비평 장치에 관련되기도 한
다.25)

20) HUBJr, x-xi쪽의 번호 9.
21) 앞의 주4에서 이끌어 쓴 민영진의 책, 國譯聖書硏究 , 208쪽에서 둘째 비평 장
치는 '마소라 본문과 비마소라 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열거되어 있다'고 한 것
이 바로 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HUBJr, xi쪽의 번호 10-12.
23) 뒤에서는 이보다 더 자세히 '주후 9세기 후반 이후'라고도 한다(아래 4.5.1.1을
보라).
24) HUBJr, xi-xii쪽의 번호 13-14.
25) HUBJr, xii쪽의 번호 16과 xiii쪽의 번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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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HUBJ r의 기본 본문과 마소라
3.1. 기본 본문인 알렙포 코덱스의 우월성
HUB가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를 포함하여 알렙포 코덱스를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게 제시하려고 한 알렙포 코덱스는 아론 벤 아쉐르에게서 비
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대교에서 지배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마소라
전통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서는 현존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코덱
스이다. 증거 자료들을 모아본 결과, 티베리아 '표준 본문' (textu s receptu s)
에 따라 엮는 인쇄본 성서의 기본으로 쓰는 데에는 다른 어떤 사본도 이
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26)

3.2. 알렙포 코덱스 예레미야서의 본문과 HUBJ r 본문의 차이
3.2.1. 알렙포 코덱스와 HUB 본문의 차이27)
다만 다음 몇 가지 점에서 HUB는 알렙포 코덱스와 다르다.
(1) 코덱스에서는 본디 세 난(colum n)으로 적혀 있는 본문을 HUB에서
는 각 쪽의 넓이를 따라 인쇄했다.
(2) 각 쪽의 일반적인 모양새로 볼 때, 열린 단락과 닫힌 단락의 차이를
옛 사본들에서 하는 방식, 곧 빈 칸을 두는 방식을 그대로 살릴 수가 없어
서 열린 단락과 닫힌 단락을 각각 히브리어 자모 <페>28)와 <사메크>로
표시하는 관행을 따랐다. 이 두 자모가 사본에 본디 들어 있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괄호 안에 두 자모를 넣었다([ ]과 [ ]로).
_
_
(3) 자모 위에 수평으로 듯는 획 <라페>29) ( 나 의 경우처럼)는 연구
결과 체계적으로 쓰이지 않았으므로, 인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자모 위의
이 획은 뺐다.
26) HUBJr, xii쪽의 번호 15와 xiv쪽의 24-25.
27) HUBJr, xiv쪽의 번호 26.
28) 이 글에서는 외국어의 한글 음역을 <>안에 넣기로 한다.
29) <라페>는 자모 위에 수평으로 긋는 획인데 본디는 <다게쉬>와 <맙픽>, 특히 <
다게쉬 레네>에 반대되는 경우를 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W.Geseniu s/ E.Kautzsch,
Hebräische Grammatik (Hildesheim/ Zürich/ New York: Georg Olms Verlag,
1983=2 8 1909), §14e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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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렙포 코덱스의 서기관은 절의 마지막에 가끔 이중점(:)을 찍지 않
고 한 절 끝에 <실룩>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중점이 없으면
현대 독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한 점을 올려 찍
어서( ) 이것이 사본의 <실룩>과 관련시켜 덧붙인 점이라는 사실을 표시
했다.
(5) 모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야>30)를 서기관들이 찍었다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연구 결과 밝혀졌으므로 조판상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가야>는 모조리 모음 왼쪽에 인쇄했다.
(6) 알렙포 코덱스 예레미야서 본문에 들어 있는 명백한 잘못은 해설란
에 밝혀 놓거나 그것을 고쳐서 본문에 적되 넷째 비평 장치에 대한 해설
란에 그렇게 고친 사실을 밝혀 두었다.
3.2.2. 알렙포 코덱스 예레미야서에서 파손된 부분(렘29:9-31:25)
알렙포 코덱스 예레미야서의 몇 쪽은 부분적으로 찢어졌거나 온통 빠져
있다(29:9-31:25). 그리하여 이런 부분에 관한 한 HUBJr의 본문은 레닌그라
a
드 사본(B19 )을 따랐다. 이 부분과 또한 다른 곳에서도 알렙포 코덱스가
랍비 성서과 다른 점들은 랍비 샬롬 샤흐나 엘린의 주기(notations)에 기록
되어 있었다. 거기 열거된 몇 가지 차이에 따라 레닌그라드 코덱스의 본문
을 고쳐 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단락과 닫힌 단락에 관
한 것들이다.31)

3.3. 알렙포 코덱스의 마소라 주기와 HUB의 마소라 주기32)
알렙포 코덱스에서는 좁은 난에 본문을 적는 것과 잘 어울리게 소 마소
라 주기가 여백에 수직으로 적혀 있지만, 인쇄본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
들어서, 본문 각 행의 마소라 동그라미 표시에 어울리게 수평으로 인쇄했
다. 본문 한 줄에 속하는 마소라 주기가 숱한 경우에는 소 마소라는 두 줄
에 배열했다.

30) <가야>를 달리는 <메텍>이라고도 한다. 바로 앞에서 이끌어 쓴 Geseniu s/
Kautzsch의 책, §16c를 보라.
31) HUBJr, xv쪽의 번호 29.
32) HUBJr, xv쪽의 번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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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마소라는 각 쪽 맨 위에 두고, 알렙포 코덱스를 따라 각 주기 사이에
구분하는 표로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몇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시 없이 마소라 주기가 나오거나 주기 없이 동
그라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첫 경우에는 주기가 해당되는 낱말을 각주에
언급했고, 둘째 경우에는 마소라 주기가 없다는 것을 표시했다. 해독할 수
없거나 코덱스에 빠진 (이를테면 닳아 빠진 구석의) 마소라 주기나 그 부
분은 가능한 경우에는 재건했고 그렇지 않으면 사각 괄호로써 표시했다.
대 마소라를 그대로 옮겨 적은 점에서 HUB는 대 마소라를 아예 뺀
BHK와 대 마소라를 따로 책으로 만들고 그 일련번호만 본문과 비평 장치
사이에 둔 BHS와는 다르다.

4 . HUBJ r의 네 가지 비평 장치와 해설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기 방식
4.1. 첫째 비평 장치
4 .1.1. 예레미야서의 일차 번역본들과 그 기호
(1) 첫째 비평 장치에는 모든 일차 번역본들, 곧 히브리어에서 바로 옮
긴 번역본들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독법 자료를 제시한다. 아랍어역
까지 있는 이사야서와는 달리, 예레미야서의 경우에는 칠십인역과 탈굼과
페쉬타 곧 시리아어역과 불가타의 이독법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 번역본들
의 기호는 각각
이고, BHK와 BHS에서
으로 표시하던 마소라
본문은 로 나타낸다.33)
(2) 아퀼라역과 쉼마쿠스역과 데오도시안역과 헥사플라에 들지 않은 세
가지 헬라어 번역본들(='The Three', 이른바 <퀸타>, <섹스타>, <셉티마
>)34)를 각각 가리키는 기호인 ' ' ' ' 다음에 증거 본문이 시리아어로 인
용되면, 이는 시리아 헥사플라에서 온 것임을 뜻하고, 라틴어로 인용되면,
그것이 제롬에게서 온 것임을 뜻한다.35)
33) HUBJr, xv-xvi쪽의 번호 30-31; HUBIs, xxii쪽의 번호 33-34.
34) D.C.Parker, "The Hexapla of Origen ", A BD III(1992) 188-189쪽을 참고하라.
35) HUBJr, xix쪽의 각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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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번역본 자료의 인용 방법36)
(1) 인용 순서
번역본들에서 뽑은 자료들은 마소라 본문의 낱말 순서대로 인용한다.
(2) 절 수 표시
절 수는 굵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데, 이는 HUB의 절 구분을 가
리킨다. 두 절 이상을 가리키거나 일련의 낱말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를
한 절이나 그보다 적은 수의 낱말을 가리키는 경우보다 앞세운다.
(3) 올림말 표시
한 올림말은 절의 처음인 경우를 빼고는 분리하는 표 37)로 앞의 올림
말과 구별한다.
올림말은 한 쪽 사각 괄호(])로써, 이를테면
]로 번역본의 독법과
구별한다.
한 절에 관련되는 내용보다는 여러 절에 관련되는 내용을 먼저 다루고,
한 낱말 또는 적은 수의 낱말에 관련되는 내용보다는 여러 낱말 또는 많
은 낱말에 관련되는 내용을 앞세운다. 한 절 전체에 관해 다룰 때는 절수
를 올림말을 쓴다.
한 절에 자주 나오는 낱말이나 꼴은 작은 아라비아 숫자를 올려 써서,
2
이를테면
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두 낱말 이상은 한 올림말로 인용하지 않는다. 셋 이상의 낱
말로 된 올림말은 첫 낱말과 마지막 낱말만 적고 그 사이에 이음줄( - )을
쓴다. 연속되는 여러 낱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용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
을 점선(...)으로 표시한다.
인용 부분의 모음 기호는 차이가 있는 부분에만 붙인다.
<크티브>와 <크레>는 번역본의 독법을 히브리어로 거꾸로 번역해서 실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포함시켰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형태는 사
선(/ )으로 구별하여 인용하는데 <크레> 다음에는 q를, <크티브> 다음에는
k를 써서 표시한다.
(4) 절 첫머리나 마지막에 덧붙은 것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으나 번역본의 절 첫머리에 나오는 것을 인용할
때는 init]로, 마소라 본문에는 없으나 번역본의 끝에 덧붙은 것은 fin]으로
36) HUBJr, xviii-xix쪽의 번호 39-44와 xxi쪽의 번호 50.
37) 혹 달린 부분이 아래 오른쪽에 와야 하는데, 이 글을 작성할 때 쓴 컴퓨터로는
그런 부호를 쓸 수 없어서 이후로 혹이 왼쪽 위에 달린 부호(¶)로 대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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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다.
(5) 독법 표기
독법은 각 번역본의 기호 다음에 기록한다. 독법이 해당 번역본의 몇 증
거 본문에만 나오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 )처럼, 그 자료의 기호를 괄호
안에 넣는다. 의 전통 안에 있는 이독법을 반영하는 본문의 일부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다.
같은 올림말에 관련되는 여러 번역본의 독법은 어떤 번역본들이 한 가
지 특수한 독법의 존재를 함께 증거할 경우를 빼고는 1 1
의 고정된
순서로 각기 상응하는 서체로 인용한다. BHK와 BHS에서 라틴 자모로 음
역해 적었던
의 독법을 HUB에서는 각각 아람어 자모와 시리아 자
모38)로 적는다.
(6) 두 번역본이 같은 독법을 증거할 때는 흔히 하나만(주로 )을 완전
히 인용하고 다른 하나는 그저 =로, 거의 같은 증거 본문은 로 표시한
다. 자명한 경우가 아니면, 적어도 한 번역본을 완전히 인용한다.
(7) 같은 올림말에 관해 (거의) 같은 독법을 증거하는, 서로 다른 번역본
들의 인용은 <세미 콜론>(;)으로 구별한다. 편집자들의 견해에 따를 때 그
것들이 다른 독법들을 증거할 경우에는 수직선(｜)으로 이들을 구별한다.
(8) 어떤 번역본이 현상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다른 번역본의 기호 다음
괄호 안에 언급되면, 이는 이 현상이 괄호에 언급된 번역본에 실제로 반영
되어 있지만 보기에 같은 현상이 실제로는 그 번역본의 다른 성격과 관련
되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9) 첫째 비평 장치에 기록된 독법이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해당 항목의 오른쪽 위
에 올려 표시를 하고, 그 설명은 넷째 비평 장치 아래에 영어와 히브리어
의 두 가지 말로 된 해설란에 적는다.
4 .1.3. 일차 번역본 이독법의 세 가지 종류와 기록 방식
(1) 기술적(technical) 이독법
이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차이로서 문법적이고 문장론적인 구조의 차이,
표현의 단순화, 문맥 조절 등으로 생기는 차이이다. 인칭, 수, 동사 형태의

38) 이 글에서는 HUBJr 해설란에서 하듯이, 시리아 자모를 히브리어 자모로 바꾸어
적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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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그런 보기인데, 이를 가리키기 위해 per, num, verb라는 줄인말을
쓴다. 이런 차이는 대부분 번역상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전해 내려온 히
브리 본문과 다른 대본을 번역본이 반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39)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에 상응하는 말이 번역본에 덧붙어 있는지 아니
면 빠져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HUBIs에서는 선택적으로 제시했고, HUBJr
에서는
의 경우에만 완전히 기록하되 그것이 번역술 때문에 빚어진 것
으로 보일 때는 기호
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고 빠져 있을 경우에는
기호 >로 표시했는데, 이는 둘째로 말할 ' 실질적'인 차이에 속하게 된다.
쿰란 사본에 <와우>가 덧붙었는지 빠졌는지는 둘째 비평 장치에 완전히
기록하고, 마소라 사본들 가운데서 <와우>의 유무와 관련되는 자료를 선
택해서 셋째 비평 장치에 기록한다.40)
(2) 실질적(m aterial) 이독법
이는 앞에서 말한 유형의 차이를 넘어서서 본문에 덧붙인 것이나 뺀 것
인 경우나 단어 순서 상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를 비평 장치에 기록하고
그에 관련된 설명은 맨 아래 해설 부분에서 한다. BHK나 BHS와는 달리
HUB에서는 번역본의 독법을 거꾸로 히브리말로 옮긴 것은 첫째 비평 장
치에 적지 않고 맨 아래 해설 부분에 적는다. 그런 번역 가운데서 일부는
과거 학자들이 제안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HUB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들이다.41)
(3) 주석에서 비롯된 이독법
이는 히브리어 본문과 한 번역본의 차이가 의심할 여지 없이 번역상의
이탈이라는 주석적인 성질에서 비롯된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탈굼에 나타
나는 차이, 또 그보다 덜한 정도로는 칠십인역에 나타나는 차이에 해당된
다. 이독법을 추론해낼 수 없는 주석적인 변화는 제외한다. 그렇지만 히브
리어로 알맞게 거꾸로 번역할 말을 암시할 수 없는 독법을 반영할 수 있
는 이독법은 기록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또 완전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비평 장치에 포함시켰다.42)

39) HUBJr, xvi쪽의 번호 32.
40) HUBJr, xvi쪽의 번호 33.
41) HUBJr, xvi-xvii쪽의 번호 34.
42) HUBJr, xvii쪽의 번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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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 그 밖에 HUBJ r의 첫째 비평 장치에 고유한 내용
(1)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본문의 장 배열상의 차이
25장13절 다음에는 칠십인역의 장 배열이 히브리어 본문 및 다른 여러
증거 자료의 경우와 다르다. 각 단위 본문의 첫머리(보통은 각 장 첫머리)
에 각주에다 굵은 글자로 적어서 그 단위 본문의 칠십인역 자리를 표시했
다(이를테면 33:1 각주에서 "ch 33=40 "). 병행 구절에 대한 표시도 굵은
글자로 했다(이를테면 8:10의 각주2)43) .
(2) 칠십인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음역상의 차이(이를테면
나
)는 언급하지 않고, 불가타에서

/

를 N abuchodonosor로 음역한 따위도 언급하지 않는다.44)

4.2. 해설란의 기록 내용과 방식45)
4 .2.1. 첫째 비평 장치 내용에 대한 해설
(1) 해설란에 적은 것은 대부분 첫째 비평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첫째 비평 장치에 적어 둔 번역본의 독법 가운데서 거꾸로 히브리말
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된 바들을 아래 해설란에서는 입수 가능한
비교 증거 본문에 비추어서 개연성의 차례로 언급한다. 거꾸로 번역한 것
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경우에는 아무런 반론도 덧붙이지 않고 적는다. 때
로는 거꾸로 번역한 제안에 등급을 매긴다. 제안된 이독법에 거의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여길 때는 ' hardly'로, 어느 정도 의심스러우면서도 그럴 듯
한 이독법을 제시한 경우에는 줄인말 ' p' 를 앞 세운다.
(3) 첫째 비평 장치와 관련하여 이독법에 대해 해설할 때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뜻을 알 수 있는 줄인말, 이를테면 exeg, struct 같은 줄
인말을 많이 쓴다.
(4) 관련 사항을 표시할 때 cf는 절이나 문법, 언어 기타 여러 가지 현상
을 가리킬 때 쓰고, vid는 참고 문헌이나 HUB의 다른 비평 장치를 가리
킬 때 쓰면, e.g.는 번역본에서 거꾸로 히브리말로 번역하여 모음을 여러
43) HUBJr, xxi쪽의 번호 49.
44) HUBJr, xx-xxi쪽의 번호 47.
45) HUBJr, xvii쪽의 번호 38과 xviii-xix쪽의 번호 43과 45와 xxi쪽의 번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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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붙일 수 있을 경우에 그 가운데서 하나 또는 몇 가지를 말할 때
그 앞에 쓴다.
(5) 랍비 문헌에서 취한 자료들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둘째 비평 장치에
서는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해설란에서 이끌어 쓸 수 있다.
(6) 이 해설란에서 시리아어는 히브리 글자로 바꾸어 적고, 가끔 아랍어
를 가리킬 때는 이를 라틴 글자 이탤릭체와 히브리 글자로 적는다. 아람어
부분은 미리암 체로 적는다.
(7) 번역본에 나오는 독법을 더러는 영어로 옮기기도 하는데, 이는 번역
본의 특수한 이해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이런 번역은 홑 따옴표(' ') 사이
에 넣는다.
4 .2.2. 다른 종류의 해설과 참고 문헌 소개
(1)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나 마소라 주기에 대한 해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랍비 문헌과 마소라 사본에 기록된 유형의
이독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2) 문제를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느낄 경우에만 학자들의 글을
참고 문헌으로 소개한다.46)

4.3. 여러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 쓰인 기호와 줄인말
4 .3.1. HUB의 기호와 줄인말의 일반적인 특성
HUB에서는 주로 첫째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서 여러 가지 기호와 줄인
말을 쓰지만,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둘째, 셋째, 넷째 비평란에도 해당된다.
BHK나 BHS와 견주어 볼 때 HUB의 기호와 줄인말은 근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뚜렷하게 다르다.
(1) 번역본 내부의 여러 가지 사본을 BHK와 BHS에서는 각기 독립적인
기호로 쓰지만, HUB에서는 한 번역본의 표준 본문과 그에서 벗어나는 이
독의 둘로 크게 나누어 표시할 따름이다. 이를테면 칠십인역의 경우에,
BHK와 BHS에서는 (BHS에서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괴팅엔 칠십인역을
가리키고, 아직 출간되지 않은 부분은 랄프스의 칠십인역을 뜻함), *(BHS
46) HUBJr, xiii쪽의 번호 22와 xvii쪽의 각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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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는 칠십인역 추정 원본),
(칠십인역 알렉산드리아 사본),
O
(칠십인역 바티칸 사본),
(칠십인역 오리겐 교정본) 등 적어도 20가지
A

B

이상을 표시하지만, HUB에서는47) 예레미야서의 경우에 지글러가 엮은 괴
팅엔 칠십인역48)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평 장치에 이독법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이면
문은
var

-

로 표시하고49), 적혀 있을 경우에는 지글러가 재건한 본

로50), 비평 장치에 적힌 이독법은 개별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로 표시한다.51)

(2) BHK나 BHS에서는 별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기술적인 차이나 내
용을 아주 자세하게 분류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HUB에서는 새로 여러 가
지 기호나 줄인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을
제외하고 또 BHK나 BHS와 견주어 보아서 달라진 것들만 모아본다면 다
음과 같다.52)
4 .3.2. 기호53)
~
II

III

IV

한 문장 전체 또는 부분을 이루는 낱말의 순서가 다르다는
표시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에 관련 항목이 있다는 표시
번역본에서 거꾸로 번역한 독법,
또는 '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거나 '무엇으로 발전했다'는
표시

47) HUBJr, xix-xx쪽의 번호 46.
48) J.Ziegler (ed .), Ieremias, Baruch, Threni, Epistula Ieremiae (Vetu 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Societatis Litterarum Gottingen sis editum . Vol.XV)(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57).
49) 아래에서는 그냥 '칠십인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50) 아래에서는 '지글러의 칠십인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51) 아래에서는 '칠십인역의 이독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
52) BHK의 비평 장치에 쓰인 부호와 줄인말의 우리말 번역에 대해서는 문희석 편,
구약원어참고서 (서울: 보이스사, 1973), 45-70쪽과 앞의 주4에서 이끌어 쓴 민영진의
책, 國譯聖書硏究 , 196-203쪽을 서로 견주어 보고, BHS의 경우에는 한동구, 히브리
어 성경(BHS) 용어사전 - 성경사본, 히브리어, 라틴어 용어와 약어 해설- (서울: 도서
출판 미크로, 1998)을 W.R.Scott/ H .P.Rüger, A simplif ied Guide to BHS with A n English
Key to the Latin Words and A bbreviations and the Symbols of BHS (Berkkeley, Ca.:
BIBAL Press, 1987) 35-85쪽과 견주어 보라.
53) HUBJr, xxi-xxiii쪽의 번호 52b)1)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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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에서 문장론상으로 한 단위로 한데 묶어 읽어야 한다
는 표시, 또는 의 연결형 억양 기호
번역본에서 한 문장의 부분 사이에서 쉰 다음 읽으라는 표
시, 또는 의 분리형 억양 기호
특정 문법 형태와 무관한 어근(語根)
두 번역본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그 둘이 거의 같다는 표
p, pReg
!
§
'
"

시
해설란에서 특별히 표시한 병행 구절
알맞은 번역
여백의 길이나 사본의 독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
다른 변화도 반드시 있다는 표시
새 단락을 가리키는 빈 공간(둘째 비평 장치에 쓰임)
사본의 본디 독법(넷째 비평 장치에 쓰임, 둘째 비평 장치의
pm 과 비슷함)
사본의 고친 독법(넷째 비평 장치에 쓰임, 둘째 비평 장치의
sm과 비슷함)
구조나 인칭이나 대명사 등에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아주
분명해서 아무런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표시

4 .3.3.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줄인 말54)
abbrev

말줄임(abbreviat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차이

Acc55)

악카드어(Accadian)

anthrop om 신인동형론(神人同型論, anthrop om orphism)을 피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차이
app
apt
assim
atten
bis

여러 다른 비평 장치(appatu ses)에 나오는 관련 항목
번역이 보기와는 달리 알맞다는 표시
낱말이나 형태의 동화(assimiliation)
낱말을 선택 상의 희석(attenu ation), 곧 더 ' 약한' 말, 전문
성이 덜한 말을 썼다는 표시
같은 자료나 쪽 등에 두 번 나온다는 표시

54) HUBJr, xxii-xxiii쪽의 번호 52b)2)와 xxiv-xxviii쪽의 번호 54-55.
55) BHK에서는 acc 또는 akk로 줄여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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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condens

가나안어(Canaanite) 또는 옛 가나안어(Ancient Canaanite)
에 길게, 특히 반복해서나 병행법으로 표현된 바를 짧게

conuig

줄여서 번역했다는 표시
<칼>/ <피엘> 또는 <칼>/ <히필>

등으로

동사

변화

dissim

(conju gation)의 차이
절 또는 문장 연결(connection)의 차이
명사의 연계형(construct form)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낱말
지시(dem onstrative) 대명사의 차이
(주로 에서) 정관사(determinative particle)의 차이
능동형 또는 수동형, 특히 부정(不定) 주어를 지닌 수동형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는 표시, 이는 또한 주어와 목적어의 상
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정한 범위의 본문 안에서 번역본이 와 아주 다르다
(different)는 표시
비슷하거나 같은 낱말을 일부러 피하려고 했다는 표시

ditt 56)

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

div

하나님(divinity) 이름을 덧붙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용어를 썼다는 표시( 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가리킨다)
이집트어(Egyptian)

connect
constr
dem
det
diath

diff

Eg
equiv
etym
evid

어의론과 번역술의 차원에서 동등하다(eqivalent)는 뜻
특수한 어원(etym ology)에 근거한 해석
주로 ' no evid' , 곧 번역본의 언어학적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추정 이독법에 유리한 증거 본문(evidence)이 하나도 없
다는 표시로나 'm ain evid' , 곧 인쇄본의 본문이 중요하지
않는 독법(minor reading)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 쓰는 표시

ex
exeg
exp ans

로 나옴
다른 구절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거나 빌어와서 생긴 차이
주석적인(exegetical) 변화
(때때로 새로 병행 부분을 만들어서) 확장한(expanded) 번역

gloss57)

번역자(또는 필사자 등)의 해설이 본문에 들어온 것을 표시
하는데, 때때로 중복(dupl)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함

56) 이를 BHK에서는 dittogr로, BHS에서는 dttg로 줄여 썼다.
57) BHK와 BHS에서는 gl로 줄여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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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히브리 자모의 비슷한 모습 때문에 생긴 변화

hapl58)

중자탈락(重字脫落, haplography/ haplology)

herm

미드라쉬 주석에 근거하여 랍비 문헌에서 가능한 독법

hom oio59)

유사문미(類似文尾, hom oioteleuton) 곧 비슷한 요소가 있어
서 빠뜨린 것
라틴어 ibidem (' 같은 곳에')의 줄인말, 주로 문헌 표시에서

ibi60)
idiom
im age

imit
innerk/ q
lac
lem
lexic

(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는 그 곳을 가리킬 때 씀
관용적 용법(idiom atic u sage)
번역본의 독법이 를 다르게 이해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경
우, 특히 비유적인 숙어로 그리한 경우, 또한 아래 pict를 보
라.
주로 ' sound imit' , 곧 번역자가 히브리어의 소리를 본떠서
거기에 어울리게 번역한 경우, 동음성(同音性, hom ophony)
...) 칠십인역(시리아어역... 등) 한 번역본의 본문 전통 안에
서 생긴 변화
<크티브>/ <크레>
공백(lacuna)(둘째, 셋째 비평 장치에 쓰임)
다른 올림말(lemm a)을 가리키는 표시
에 나오는 낱말을 어휘상(lexicographical) 확정하는 문제

lexic diffic61)
m ass
mm
m ss

어휘상(lexicographical) 어렵거나 모름(그래서 번역하지

않은 것)
마소라의
대 마소라(masora magna)
(부특정) 사본들

nom / pron 명사와 대명사가 서로 바뀐 경우
nom / verb 동사 형태를 지닌 어휘소(語彙素, lexeme)가 명사 형태로 바
뀐 경우
58) BHK에서는 haplogr로 BHS에서는 hp gr로 줄여 썼다.
59) BHK에서는 hom oetel로 BHS에서는 homtel로 줄여 썼다.
60) 이 줄인말이 널리 알려져 있고, 또 BHS의 줄인말 목록에도 들어 있기는 하나,
HUBJr와 HUBIs의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지 않은채 비평란에서는 자
주 쓰이므로(보기: 렘27:6의 둘째 비평 장치
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여기에 보충
해 넣었다.
61) HUBJr의 비평란에도 나오는 이 줄인말에 대한 풀이가 HUBJr의 안내문에 빠져
있어서, HUBIs, xxxii쪽에서 그 풀이를 여기에 보충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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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 num /
once
opp
orient
p arall

pers
phon
pict
pm

명사나 대명사의 수가 단수 또는 복수로 다르다는 표시
일정한 범위의 본문 안에서 단수 또는 복수의 일반적으로
달라진다 (이는 또한 동사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표시,
(둘째 비평 장치에서 쓰인) 자료나 문맥에서 두 번(또는 그
이상) 나오는 것과는 달리 한 번만 나타난다는 표시
두 낱말이나 형태가 반대된다는 표시
동방(m ad in h a 'e) 전통
(때로는 문장론상의 구조를 단순하게 함으로써) 평행법
(p arallelism)을 더 완벽하게 이루기를 번역자가 바랐기 때문
에 생긴 변화를 가리킴
동사의 행위자(agens)와 관련된 인칭(person),성, 수 같은 것
의 차이
이를테면 마지막 과 이 서로 바뀌는 것 같이 h의 음운상
(phonetic)의 문제를 가리킴
를 달리 이해한 데서 영향을 받은 번역이라는 뜻, 특히 비
유적인 문장에서 그러한데, 또한 위의 im age를 보라.
prima hand를 뜻하는 이 줄인말은 사본의 초기 상태, 곧 고
치기 전의 본디 독법을 가리킴(둘째, 셋째 비평 장치에 쓰
임)62)

preced
prep

앞(preceding) 올림말에서 다루는 비슷한 문제와 견주어 보
라는 뜻
전치사(preposition)의 차이

prep-pron 63)

히브리어에서

인칭

대명

접미어가

붙은

전치사

pron

(prep osition) 꼴과 관련된 차이, 이를테면 히브리어 가 헬
라어에서는 어미변화한 대명사(pronoun)로 나타냄
독립적으로 쓰이든 접미어로 쓰이든 대명사(pronoun)의 차

pers-pron
ptcl
punct

이
인칭(person)과 대명사(pronoun)의 차이
( 문제를 포함하여) 불변사(p article)의 차이
말소하는 점들(둘째 비평 장치에 쓰임)

62) 이 설명은 HUBIs, xxxii쪽에서 보충하였음. HUBJr,xxvi쪽에 나오는 설명과 견주
어 보라.
63) 이 줄인말은 HUBIs(xxix, xxxiii쪽)에는 아직 없었는데, HUBJr(xxiii쪽)에 덧붙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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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reduct
reform ul
rep
retrov
s
sem el

seq
slot
sm

사본에서 지운 부분, 또는 자국(erasure)(둘째, 셋째 비평 장
치에 쓰임)
동족 목적어(f igura etymologica) 같은 경우에 반복을 줄임
(reduction)
본문이 번역본에서 새로 구성되었다(reformulated)는 표시
동족 목적어(f igura etymologica) 같은 것을 만들어 반복
(repetition)함
(이차적인) 번역본에서 거꾸로 번역된(retroverted) 것
그리고 다음 절(들)
에서는 두 번(또는 그 이상) 나오지만 번역본(들)에서는 단
한 번(또는 보다 적게) 나오는 요소에 관해 차이가 있다는
표시
다음 항목에서 다루는 비슷한 문제와 견주어 보라
'장황하거나(redundant)' 어려운 말을 바꾸고 ' 빈(vacant)' 곳
을 새 내용으로 채움
secunda manu을 줄인 이 말은 본문을 고치거나 바꾼 뒤에
생긴 현재 사본의 상태를 가리킴(둘째, 셋째 비평 장치에 쓰
임)64)

struct
super

문장 구조(structure) 이해의 차이나 여러 절 사이에 존재하
는 낱말 구분의 차이
줄 위에 올려 쓴 것을 가리킴

syn/ syntact 문장론상의 정상화, 단순화, 개조 등을 가리킴65)
transp
Ug
unic
u su s

자리가 바뀐(transposed) 낱말
우가리트어(Ugaritic)
한 사본에만 있는
번역자의 언어적이거나 주석적인 습관

var

의 경우처럼 한 인쇄본의 비평 장치에 나오는 이독법
(variant)
동사 형태의 ' 시상'과 또는 상태의 차이(명령형, 분사, 부정
사 등)

verb

var

64) 이 설명은 앞에 나온 pm처럼 HUBIs, xxxiv쪽에서 보충하였음. HUBJr, xxvii쪽
에 나오는 설명과 견주어 보라.
65) HUBIs, xxxiv쪽의 설명을 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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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s
vid app

모든 번역본 또는 대부분의 번역본에 나타나는 차이
(HUBIs를 포함하여) 다른 곳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

voc

목을 찾아보라는 뜻
주로 ' non voc', 곧 낱말에 모음 기호가 붙어 있지 않다는

vocal

뜻으로 쓰임 (셋째 비평 장치)
모음 기호 표기(vocalization)를 바꿈으로써 낱말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킴
'모든'이 생략 또는 추가되었다는 표시

4.4 . 둘째 비평 장치: 유대 광야 사본들과 랍비 문헌
4 .4 .1. 둘째 비평 장치의 특성
첫째 비평 장치와 셋째 비평 장치에 기록한 유형의 이독법들은 이전의
히브리어 성서편집본에도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둘째 비평 장치에 담긴
자료들은 이전의 그 어느 편집본 성서도 HUB에서처럼 폭 넓게 포함하지
못했다.66) 특히 랍비 문헌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에 반영되어 있는 이독법
들을 비평 장치의 틀 안에서 기록한 것은 HUB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바이
다.67)
4 .4 .2. 둘째 비평 장치의 두 구성 요소
HUB에서는 비평 장치의 종류를 늘이지 않으려고 유대 광야 사본(실제
로는 쿰란 사본을 뜻한다)에서 얻은 이독법들과 랍비 자료를 한데 묶어
둘째 비평 장치에서 제시한다. 이 두 자료가 모두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둘 사이의 차이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레미야서 쿰란 사본은 이사
야서와는 달리 모두 단편적인 것으로 이천여년 전에 서기관이 쓴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내려 왔다면, <데라샤>에서 인용하거나 사용
한 성경 구절에서 이끌어 낸 것 랍비 자료는 전달과 발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점들, 곧 옛 전통, 문학적으로 결정화(結晶化)된 때, 다른 자료들과 접
66) 이리하여 HUBIs, xxxv쪽의 번호 54에서는 이 둘째 비평 장치가 심지어 '하나의
혁신' (an innovation)을 구성한다고까지 한다.
67) HUBJr, xxvi쪽의 번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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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한 바들, 사본들의 여러 계열, 편집자들이나 개정자들이나 인쇄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68)
4 .4 .3. 쿰란 사본 인용 방식69)
(1) 쿰란 자료로는 쿰란 제2동굴의 예레미야서 단편 사본(2QJer)과 제4
동굴 예레미야서 단편 사본들(4QJer a ,b ,c , d ,e )을 들 수 있다.70)
(2) 마소라 본문과 단편 사본의 차이는, 철자법상, 음운론상, 어형론상의
차이들, 또 위첨자(자모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낱말들도), 지운 글자들,
의미 구분을 가리키는 공간 상의 차이 등 모조리 다 적었다. 두루마리와
알렙포 코덱스 사이에 ' 열린' 단락과 ' 닫힌' 단락 표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적지 않았다. 철자법 체계와 어형론 체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점들이
2QJer에서 드러나지만, 이것들에 대한 생각은 적지 않았다.
단락 표시에 있어서 쿰란 사본과 알렙포 코덱스가 다를 때는 +§, om
§, 또는 15] pr §식으로 절수만 함께 적어 표시한다.
4 .4 .4 . 히브리어 이독법 표기에 쓰이는 기호71)
쿰란 두루마리나 셋째 비평 장치에 실린 중세 히브리어 사본에서 뽑은
히브리어 이독법들을 기록할 때는 다음 여러 기호를 쓴다.
(1) 자모 위에 찍은 점은 보존된 자모가 불완정하지만 그 독법은 분명하
거나 그럴 듯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 독법이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 dub'라고 쓴다.
(2) 자모 위의 작은 동그라미는 그 자모의 해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3) 한 낱말 가운데에 있는 두 자모 사이에 찍은 점(이를테면
)은
한 자모의 나머지 또는 지워진 자국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68) HUBJr, xxviii쪽의 번호 57.
69) HUBJr, xxviii-xxix쪽의 번호 58-59.
70) 이에 대해서는 Florentino Garcia Martinez,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Leiden/ New York/ Cologne: E.J.Brill, 1994), 471, 477-478쪽을
참고하라.
71) HUBJr, xxix쪽의 번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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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5. 랍비 문헌 인용72)
(1) 랍비 문헌은 선택적으로 인용한다. 실제적으로는 모든 자료, 곧 미쉬
나와 토셉타와 탈무드와 대부분의 미드라쉬 문헌을 다루었다.
(2)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이독법들은 사본들과 게니자 단편 사본들에서
추려 모은 것이다. 초기 인쇄본들을 포함하여 사십여 증거 본문들에서 이
독법들을 모아 배열했는데, 평균적으로는 각 편(篇 tractate) 당 10-12 증거
본문들에서 그리했다. 여러 가지로 실험해 본 뒤에 다섯 사본(대영 박물관
사본[B ], 플로렌스 사본[F }, 뮌헨 사본[M ], 옥스포스 사본[O], 팔마 사본
[P ])과 네 초기 편집본(엔 야곱[e], 페사로[p ], 손치노[s ], 베니스[v])을 기호
로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그 이름을 밝힌 증거 본문들에 덧붙여서
탈무드 전체(또는 <아가다> 부분)나 그 대부분에 걸쳐서 각 편(篇)에 대한
그 밖의 증거 본문들은 그저 '수만 헤아렸을' 따름이다. 이리하여 이를테
면 어떤 이독법을 분류한 자료 둘과 분류하지 않은 두 자료(' + 2 m ss' )에
서 인용할 수도 있다.
(3) 둘째 비평 장치에 수록된 랍비 문헌 자료의 분량은 크지 않아서 지
나치게 세심하게 자료들의 등급을 매길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초기 랍
비 문헌(이른바 <탄나> 랍비 시대)73)를 맨 앞에 적고 그 초기 미드라쉬를
나중 것들보다 앞세웠다. 자료들은, 두 미드라쉬에서 뽑은 인용이 사실상
한 증거 본문을 구성할지라도,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 단위로
인용했다.
(4) 이독법들을 또한 산발적으로는 <피유팀>이나 주석서들이나 <카발라
> 문헌 등에서도 추려 모으기도 하지만, 인용한 자료의 범위는 탈무드와
미드라쉬를 넘어가지 않는다.
(5) 인용 자료를 가리키는 줄인말은 원칙적으로 해당 편집본의 라틴어
제목 페이지에 적힌 철자를 따라 만들었다.74)
(6) 각 편(篇)의 이름 앞에 <미쉬나>는 m, <토셉타>는 t, 바빌로니아 탈
무드는 b, 팔레스타인 탈무드(예루샬라미)는 y로, 책 이름을 밝히는 줄인말
72) HUBJr, xxix쪽의 번호 61과 xxx-xxxii쪽의 번호 67-70과 xl쪽.
73) 주전 3세기 초기까지를 말한다(H .L.Strack/ G.Stemberger, Einleitung in Talmud
und Midrasch[München : Verlag C.H .Beck, 7 1982,16쪽; P.N .Levin son, Einführung in die
rabbinische Theologie[Darmstadt: Wissenschftliche Buchgesellschft, 3 1993], 5쪽).
74) HUBIs에서는 히브리어 쓴 안내문 맨 뒤에 두었던 줄인말 일람표를 HUBJr에서
는 영어 안내문 맨 뒤(xl-xli쪽)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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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쓴다. 이를체면 bBer는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브라코트>를 가리킨다.
(7)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쪽수 매김이 없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이중적인
방식으로, 곧 단락 또는 장의 번호(절 표시 기호인 §을 이 때 쓴다)와 (괄
호 안에 쓴) 페이지 수를 써서 인용한다.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장과 빌나
편집본(the Vilna edition)의 <할라카>로써 인용하는 반면에, 괄호 안의 페
이지 수는 베니스 편집본을 가리킨다. <얄쿠트 쉬모니> 75)는 일반적인 절
로 표시하고 <미드라쉬>는 성경의 해당 장 절로 표시한다.

4.5. 셋째 비평 장치: 중세 성서 사본들76)
4 .5.1. 자료의 내용
(1) 이 비평 장치에 모아둔 증거 자료들은 모두 '마소라 시대'에 쓴 히브
리어 성서 사본들이고 주후 9세기 후반 이후77)의 것들이다.
(2) 이 비평 장치에는 두 유형의 자료들이 들어 있다. 첫째는, 정선하여
새로 대조한 케니코트 사본 30, 89, 93, 96, 150, 둘째는 게니자 사본들과
또 다른 모음 기호 체계로 적힌 단편 사본들이 그 자료들이다. 다른 인쇄
본에서 이런 자료들을 거의 다룬 적인 없기 때문에 폭넓게 다루었다. 이를
테면 G-B Eb 15인데 이는 바빌로니아 모음 기호를 지닌 게니자 단편 사
본을 가리킨다.
4 .5.2. 자료 인용 방식
(1) 각 올림말 다음에, 앞서 언급한 두 무리의 자료에 속한 증거 자료들
은 <세미콜론>(;)으로 서로 분리한다. 첫째 유형의 자료는 있는 대로 다
75) <얄쿠트 쉬므오니>('시몬의 문집')는 구약 전체에 대한 미드라쉬를 모아둔 방대
한 책으로 13세기에 시몬 하다르샨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앞의 주75에서
이끌어 쓴 Strack/ Stemberger의 책, 314-315쪽).
76) HUBJr, xxxii-xxxiii쪽의 번호 71-77쪽. 이 부분은 HUBIs, xli-xliv쪽과 상당한 차
이가 있다. HUBJr가 넷째 비평 장치에 대한 안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언급하던 여러
'마소라 코덱스'를 HUBIs에서는 이미 셋째 비평 장치에 대한 안내에서 함께 다룬다.
또 HUBIs에서는 케니코트 사본말고도 데 로씨 사본과 긴스버그 사본도 다루는데,
HUBJr에서는 케니코트 사본만 다룬다. HUBIs, xliv쪽의 각주 172에 따르면, 케니코트
는 긴스버그와는 달리 모음 부호를 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7) HUBJr, xi-xii쪽의 번호 13에서는 약 800년 이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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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하고, 둘째 유형의 자료의 경우에는 그런 사본들을 HUB에서 처음으
로 완전히 맞추어 보았다. 팔레스타인 또는 바빌로니아 모음 기호를 지닌
단편 자료 가운데 알려진 것은 모두 다루었다.
(2) 히브리어 사본들의 독법들을 기록하는 체계와 기록할 때 쓰는 기호
와 줄인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78)

4.6. 넷째 비평 장치: 철자법, 모음, 억양
4 .6.1. 넷째 비평 장치의 의의79)
이 비평 장치에 기록된 이독법들, 곧 완전 표기와 불완전 표기의 차이,
모음 기호의 차이, 억양 기호와 <메텍>의 차이 같은 것은 본문의 의미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사소한 세부 사항에 관한
서기관의 정확성은 종교 의식에서만 중요하게 보이고, '마소라 코덱스' 의
가치를 결정할 만 하다.
4 .6.2. 자료의 범위와 성격80)
(1) 기본적으로 이 비평 장치에서는 알렙포 코덱스의 전통에 가까운 다
음 사본들을 다룬다.
- 알렙포 코덱스, 성경 전체(보존 불완전), 10세기 초
- 레닌그라드 코덱스 B 19a, 성경 전체, 1009년에 씌어짐81)
- 제2 랍비 성서, 베니스 1524-5년
- 뉴욕 사본, ENA 346+JTS 232, 후기 예언서, 10세기
- 코덱스 페테스부르그 Heb B3, 후기 예언서, 916년에 씌어짐
78) 위 4.4.4와 4.3을 보라.
79) HUBJr, xxxiii쪽의 번호 78과 HUBIs, xlv쪽의 번호 84.
80) HUBJr, xxxiii-xxxv쪽의 번호 79-84와 88.
81) HUBJr 별지 약어 및 부호 일람표 맨 끝에서는 이를 Leningrad I Firk B 19a라
고 쓴다. 우리말로는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모음 B 19a'라고 할 수 있다. 소련
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다시 서면서 레닌그라드도 옛 이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되찾
게 되어 이를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피르코비치 사본(부호 F)으로 부르
자는 주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의 주1에서 이끌어 쓴 민영진의 글,"BHQ 하박
국서 견본: 평가와 제안", 161쪽을 참고하라. 아래에서는 다른 피르코비치 사본과 구별
하기 위해서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라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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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로 코덱스, 예언서, 895년에 씌어짐
- 코덱스 칼스루에 3('로이힐린' ), 예언서, 1105년에 씌어짐
- 삿순 사본 1053, 성경 전체, 10세기
(2) 와 와 와 는 티베리아 마소라 사본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네
사본인데82), 그 가운데서도

와

는 벤 아쉐르 전통과 결정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와 함께 넷째 비평 장치 작업의 근간을 이룬
다. 와 는 티베리아 표준 본문과 다르지만 그것에 가까운 전통들을 대
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본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은 숱
한 후기 성서 편집본들의 기초가 됨으로써 초기 사본들과는 반대의 축을
이루고 ' 실제적으로' ' 티베리아 표준 본문'으로 간주된 바를 반영한다.
이리하여 넷째 비평 장치에 적힌 증거 본문들은 비 티베리아 전통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비 표준' (non-receptu s) 티베리아 전통들 및 세부 사
항에 있어서 다른 후기 사본들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이 비평 장치는 한편
으로 티베리아 ' 벤 아쉐르' 유형의 옛 증거 본문들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다른 유형들의 옛 대표 본문들, 또한 후기 인쇄본들의 기초가 된
야곱 벤 하임의 (제2)'랍비 성서'에서 마지막 꼴을 갖추게 된 티베리아 전
통의 발전물들을 반영한다.
(3) 그 밖에도 최근에 쓸 수 있게 된 다음의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
본들83)도 완전히 대조하여 넷째 비평 장치에 넣었다.
4 8 10-

- 레닌그라드 II Firk 124
- 레닌그라드 II Firk 225
- 레닌그라드 II Firk 1283

18-

- 레닌그라드 II Firk 5984)

1920231 -

-

레닌그라드 I Firk 51
레닌그라드 II Firk 9
레닌그라드 II Firk 116
Gottheil 22

82 HUBIs, xliii쪽의 번호 78.
83) 아래에 적힌 사본들을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구별하기 위해서, '레닌그라
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124'등으로 부르기로 한다.
84) 이것이 파란색으로 된 별지 영어 약어표에서는 레닌그라드 I Firk 59로 잘못 풀
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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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3. 자료 인용 방식85)
(1) HUBIs에서는 편집자들이 각 자료를 맞추어 본 완전도에 따라서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로 증거 본문들을 인용했지만86),

HUBJr에서는 기호의 알파벳 순서로 하되

은 맨 끝에 두는 식으로, 곧

순서로 한다.
(2) 와 과 이 언급되지 않을 때는 이것들이 와 일치함을 뜻한다.
의 경우에는 본문이 잘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명백하게 인용될 때만 판단
할 수 있다.
(3) 벤 아쉐르와 벤 납달리의 차이도 기록하는데, 그 줄인말은 각각
와
이다.
(4) 올림말에서는 낱말의 자음은 다 쓰지만 모음 기호나 억양 기호나 <
메텍>은 문제가 되는 자모(들)에만 붙이고, 인용되는 증거 본문에서는 자
음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만 적는다.
(5) 사본의 본디 독법은 '로, 고치거나 바꾼 독법은 "로 표시하는데, 이
두 기호는 둘째 비평 장치의 pm과 sm에 각각 상응한다.
(6) 인쇄인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해당 인쇄본의 <마소라>가
본문과 다른 내용을 나타낼 때에는 이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소 마소라와
과
으로 줄여 쓴다.
대 마소라는 각각

5 . HUBJ r 비평 장치 해설의 보기
아래에서는 네 가지 비평 장치와 맨 아래 해설란을 통틀어 그 기록 내
용을 HUBJr 10장 1-5절과 27장 1-7절 본문의 낱말 순서를 따라 BHS 비평
장치 내용과 견주어 보면서 풀이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항목, 곧 올림말과 그 올림말에 대한 기록을 HUBJr에 적힌 대로
옮겨 쓴 다음에, 줄을 바꾸어 그에 대한 풀이를 적기로 한다. 한 항목에
대한 기록에 대한 풀이가 끝나면 한 줄을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 비평 장치에서 한 올림말에 대해 다루고 있거나 몇 항목이 내용상으
로 긴밀히 연결될 때는 항목 사이에 줄을 띄우지 않고 이어서 쓰기로 한
85) HUBJr, xxxiv-xxxv쪽의 번호 81-82, 85-87과 각주 111-112.
86) HUBIs, xlvii쪽의 번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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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1. 10장 1-5절
1절
1절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는 BHS 비평 장치와는 달리 HUBJr에는
이미 1절에 여러 종류의 기록이 비평 장치에 들어 있다.
IV87) ¶ ( ) :

19 18-

[( ) 1

마소라 본문 1절의 낱말 순서대로 볼 때 비평 장치에 맨 먼저 나오는
올림말은 넷째 비평 장치의 ( )이다. 철자법과 모음 기호와 억양 기호의
차이를 다루는 넷째 비평 장치는 첫째, 둘째, 셋째 비평 장치와는 달리, 히
브리어를 쓰고 읽는 방식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적혀 있다. 그리
하여 올림말과 그 올림말에 대해 기록한 바를 구별하는 반쪽 꺾쇠 괄호도
]이 아니라 [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올림말과 구별하는 부호 도 첫째,
둘째, 셋째 비평 장치의 경우( )와는 달리 혹 달린 부분이 왼쪽 아래에
있다.88)
( )는 9장 마지막절과 10장1절 사이에 열린 단락 표시가 알렙포 코덱스
에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런데, BHK와 BHS와 BHQ의 대본인 레
닌그라드 코덱스 B 19a( )와 피르코비치 사본 I 59(18- )와 51(19- )과 뉴
욕 사본( )과 카이로 사본( )에서는 열린 단락 표시 대신에 닫힌 단락 표
시인( )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다.
I
1 ' - ] ( var
)
1절의 다음 올림말은 첫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 -

(1 )

이다. 반쪽 꺽쇠

괄호 ]는 그 앞에 올림말이 있고, 그 뒤에 올림말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여기서 ' 는 이른바 신성사문자(神聖四文字)
를 줄인
표이고, ' - 은
부터
까지, 곧
('야훼께

87) 여기서 비평 장치 각 항목 해설 맨 앞에 쓴 로마 숫자 I, II, III, IV는 첫째, 둘
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를 가리킨다.
88) 그렇지만 아래에서는 앞의 주3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편의상 계속 ¶을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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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89))를 가리킨다. 이 부분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글
러의 칠십인역( - )에는
('그[=주님]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 나온다. 또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대신에
가 쓰인다. 맨 마지막에 괄호 안에 숫자 1을 적어 올려쓴 것은, 이에 대
한 설명이 맨 아래 해설란에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를 따라 아래 해설
란을 보면,
1 (1) ~ transp; vid app 11
이 있다. 곧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사이에 있는 이러한 차이를 낱말의
순서가 달라진 것으로 보면서, 1장1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거기 첫째 비평 장치를 보면, '예레미야의 말들' (
)이라는 마소라 본문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지글러의 칠십인역에서
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
이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V

+ :' [
로이힐린 사본( )의 본디 독법에서는
('그 말씀' )에 한정적 지시 형
용사
('이' )가 덧붙어 있어서, 그 전체가 '이 말씀'을 뜻하게 된다.
IV
로는
라(

:

- ;

:'

[

('이스라엘의 집')의
('집' )가 뉴욕 사본( )의 본디 독법으
(' 딸', 아니면
불완전표기한 꼴?)이고, 랍비 성서( )의 소 마소
)에서는, 이를
로 읽으라고 한다( ).

2절
IV
(" " :
- )[
2절 첫 낱말
('이처럼' )에 억양 기호 <르가르메>(l )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뉴욕 사본에도 나오고 또 로이힐린 사본의 소 마소라에서도 <르가
르메>라고 밝히고 있다.
II

' ] SechTGen 153 6 (7 ) +

¶

89) 이 글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어 문장이나 문장의 부분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축자적인 번역을 시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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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켈 토브>90) 창세기 15장 36(7)절에서는 본문 2절의

(' 야훼')에

('만군의' )가 덧붙어서 '야훼' 가 ' 만군의 야훼'로 되어 있다.
III
2 ' ] 89 +
(non voc) ¶
('야훼' )다음에
('너희에 관해')이 모
케니코트 사본 89에서는
음 기호 없이 덧붙어 있다.
I
2
]
prep II ¶
('민족들의 길로')에 쓰인 전치
탈굼과 시리아어역에서는
사
('로' )에 상응하지 않는 다른 전치사가 쓰인다. 이에 대해 둘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91)] bSuk 29a 1 m s

II
가

¶

있다.

곧
(' 길로')가 바빌로니아 탈무드 <숙카>편(篇,
tractate) 29쪽 a란(欄, column)의 한 사본에서는 '길로부터' (
)로 되어
있어, 그 전치사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BHS 비평 장치에서는 이 전치사
을 12장 16절을 참고하여 - 그 구절
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길들을 정말
배운다면')이란 부분이 있다 - 목적격을 표시하는 낱말
로 바꾸어 읽기
를 제안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안에 나오는 병행 표현이나 구절을 자세히 기록하는 HUBJr
비평 장치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12장16절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
num ¶
I
단수형 명사
('길')에 상응하는 말이 칠십인역과 불가타와 탈굼에서
는 복수형으로 나온다. 실제로 칠십인역에서 이 부분을 찾아 보면
"('
길들')로 되어 있다.
여기서도 앞서 BHS의 비평 장치가 언급한 12장16절 칠십인역에서는 마
소라 본문의 복수형 명사
이 단수형
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
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

: 20-

[1

90) <세켈 토브>는 므나헴 벤 살로모가 1139년에 쓴, 오경에 대한 미드라쉬 식의
문집이다(앞의 주77에서 이끌어 쓴 Strack/ Stemberger의 책, 319쪽).
91) 올림말을 위 본문에 적힌 것에 맞추려면,
라고 써야 한다.

HUBJr 본문 비평 장치의 성격 / 박동현 213

이 경우 올림말은 2절에 두 번 나오는 부정어(否定語)
(' 말라') 가운
데에서 첫 것, 곧
('너희는 배우지 말라')에 나오는
을 가리
로 되
킨다. 이 부정어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9(20- )에서는
어 있다.
] v a r por euvesqe ¶
('너희는 배우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의 정동사형
에
상응하는 낱말로서 칠십인역 이독법에서는
('너희는 가지')가 있
다. 앞서 나온
('민족들의 길로' )에 쓰인 전치사
에 맞추
어 보면, '민족들의 길(들)로 너희는 가지 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이
독법이 잘 어울린다.
이에 대해 주(1)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2 (1 ) frequent idiom ; cf. Mt 105
가 있다. 곧 '길로 가다' 는 자주 볼 수 있는 관용적 용법이고, 마태복음
10장5절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열 둘을 내보내시면서
(' 민족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다.
(1 )

I

I

(

)]

(1 )
var

¶(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에게 겁먹지 말라' )의
('징조들에게' )이 칠십인역의 이독법으로는
첫 낱말에 들어 있는
(' 짐승들에게')이다. 주(2)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2 )
p inner( - ); p exeg, cf
가 있다. 곧 위의 이독법은 아마 칠십인역의 본문 전통 안에서 생긴 것
으로 지글러의 칠십인역에 나오는
('징조들에게' )에서 온 것이리라
고 한다. 더 나아가서, 요세푸스의 저작에서

('동물들에게')92)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아마 주석에 근거한 이독법일 수 있으리라
한다.
II
] Yal II §285 (sem)
이 <얄쿠트 쉬므오니> 제2권 285절에서는
('그리고 정한
바들을')로 되어 있다. sem은 라틴말 semel의 줄인말로 앞서 나온 이독법

92) zwvdion은 하늘 십이궁(宮) 별자리에 드러나는 동물 표지(標識)를 가리키기도
한다(W.Gemoll, Griechisch- Deutsches Schul- und Handwörterbuch [München / Wien :
Freytaag Verlag/ Hölder-Pichler-Temp sky, 9 1954],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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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기 한 번만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93)
IV

:
18- ;
:
;
:
[
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불완전하게 표기된 꼴
로, 페터
로 나오고,
스부르그 사본의 본디 독법으로는 접속사 가 없는 꼴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
서에서는 그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
:
20 18[
IV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9와 뉴욕 사본과 카
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접속사
아래에 <메텍>이 있다( ).
(3 )
]
(' 그 민족들이 그것들에게 겁먹도다')의

I

(' 그 민족들이 그것들에게')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서는
('그것들을, 그들의 얼굴에 대해[=그 앞에서]' )가 나온
다. 이에 대해 주(3)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3 )
om
; p dupl
/
(vid app 421 6 ); hardly context exeg
(' lifting face tow ards heaven', cf v 5 )
가 있다. 곧
(' 그 민족들' )이 칠십인역에 빠져 있고, 칠십인역의 독
법은 아마
/
('그들을, 그 얼굴을[=그 앞을]')의 이중 독법이었
을 것인데, 42장 16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보라는 것이다.
거기 보면 히브리어
의
에 상응하는 것으로 칠십인역에서
는
가 나온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10장 5절
(
)과 견주어 보면 이를 '하늘로 얼굴을 든다'는 뜻으로 이해한
다는 것은 주석상으로 거의 문맥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IV

: [
('그것들을')의 둘째 모음이 뉴욕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짧다( ).

3절
IV

¶

: 23-

[

3

93) HUBJr의 줄인말 목록에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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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에 이음줄(<막켑>) 붙은 접속사 <키>(
)가 두 번 나오지만, 첫째
경우에는 그 아래에 <메텍>이 있고, 둘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서로
구별이 된다. 첫째 경우에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116(23- )에서는
<메텍>이 없다( ).
I

3

]

num ¶
(' ...의 정한 바들' )가 탈굼에서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

복수형 명사
다.
IV
¶
+ :' [
뉴욕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에
('그 민족들')이 덧붙어 있
다.
(' 하나님에게 겁먹음' )이라는 표현이
BHS 비평 장치에서는
있는 창세기 35장 5절을 참고하여 이
을
(' ...의[또는 ....에게] 겁
먹음')로 고쳐 읽기를 제안한다. 그렇지만, 이 제안을 뒷받침할 사본상의
근거는 아직 없다.
IV
¶
: 23 18[
레닌그라드 코덱스 B 19a와 피르코비치 사본 II 59(18- )와 116(23- )와
랍비 성서에서는 첫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
]
I
마소라 본문에서는
는 단수 삼인칭 대명사

-

∧

(1 )

¶

들어 있
가 그 앞에 오는 세 낱말과 한데 어우러져서
('그 백성들의 정한 바들은 헛 것이라' )라는 문장에

서 계사 역할을 하고,
다음 문장이 시작된다. 그리하여, 읽을 때에
와
사이에서 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글러의 칠십인역에서는
( '그것은 나무이다')이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오면
서 그 앞에서 쉬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주(1)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3 (1 ) struct, p connected with om
(cf v a r ) and transp
가 있다. 곧 칠십인역의 독법은 끊어 읽기가 달라진 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마 는 빠지고(칠십인역의 이독법 참고) 낱말의 자리가
달라졌으리라는 것이다.
I
]
pr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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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남성 삼인칭 대명사
진다.

가 불가타와 탈굼과 시리아어역에서 달라

: 20 18[
IV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9에서는 3절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접속사
아래에 <메텍>이 있다.
= ; > pron ¶
('숲에서 벤 나무' )에 나오는 동사
(' [사람이] 그것[=
나무]을 베었다')을 뜻하는 낱말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는
('베인')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2)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
설란을 보면,
(2 )
diath
가 있다. 곧, 여기서는 히브리어의 능동형이 헬라어에서는 부정 주어를
지닌 수동형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시리아어역에
서도 볼 수 있다. 불가타도 이와 비슷한데 - <세미콜론>(;)은 거의 같은 독
법을 증거하는 다른 번역본을 인용할 때 쓰는 기호이므로 - , 대명사가 빠
져 있다.
III
] 93 (pm)
?
(' 그가 그것을 베었다')가 케니코트 사본 93에서 본디
(' 그가
그것을 파내었다' 또는 '그가 그것을 사들였다')였는지 의심스럽다.
I

I

]

(2 )

(3 )
] ¶
(' 목공의 손의 작품' )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지글러의 칠

십인역에서는
(' 목공의 작품')이 나온다. 이에 대한 주(3)을
보면
(3 )
om
, cf v 9
로 되어 있다. 곧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손의' )가 빠져 있다는 것
이다. 또 9절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목공의 작품')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IV
¶
: ;
:
19 18[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I 51과 뉴욕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
는
의 첫 자음 아래에 <메텍>이 있고, 뉴욕 사본에서는 그 셋째 자
모의 모음이 짧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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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
18[
레닌그라드 사본 B19a와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카이로 사본과 삿순
<메텍>이 붙어 있다.
사본에서는
(4 )
]
('도끼로')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는
('그리
고 주조물[鑄造物]' )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주(4)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4 )
lexic diffic,
, cf I Reg 71 6 (74 ) ; → prep
가 있다. 곧, 낱말
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데, 열왕기상 7장
16절(칠십인역에서는 7장 4절) 칠십인역을 참고하면 - 거기 보면 히브리
에 상당하는 헬라 말로
가 나온다 - 그에 상응하는 히브
낱말
리말의 뿌리로서
(' 주조하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칠십인역
의 독법은 또 다른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 곧 마소라 본문에 있는 전치사
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IV
:
[

I

뉴욕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의 둘째 자모 아래에 억양 기호
<팁하>(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그은 선)가 덧붙어 있다.
4절
IV
¶
: 19- [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짧은 ' 아'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I

]

(

('은으로')의 첫 모음이

var

>)

(1 )

¶
](' 그가 그것을 꾸미도다')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서는
('그것들이 꾸며져 있도다')가 나오고,
이 칠십인
역 이독법에서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주(1)을 보라는 지시대로 아래 해
설란을 보면,
4 (1 ) diath, sim
가 있다. 곧 히브리어 본문의 능동형이 헬라어에서는 수동형으로 달라졌
고, 시리아어역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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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리아어역에서는

('덧입혀진 것들')94)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탈굼의
('사람이 그것에 [무엇을] 입히다')과 거의 같다. 이에 대
한 주(2)는
(2 )
context exeg, cf Is 302 2 , p
/
이다. 곧 문맥에 맞추어 주석한 데에 근거한 번역이라는 것인데, 이사야
30장 22절을 참고해 보면 이는 아마
('사람이 그것에 [무엇을] 덧입
히도다')나
('사람이 그것에 [무엇을] 입히도다')의 번역일 것이라 한다.
라고 하면서 시리아어
BHS의 비평 장치에서도 탈굼의 m hpj lj h=
역을 참고하라고 한다. 아울러 9절을 이
다음으로 옮기라고 하는
데, 이는 아마 글의 흐름을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4절 첫머리 '은과 금으로 꾸미고, 곧 다시스에서 가져 다듬은 은과 우바스
에서 온 금..'이란 식으로 글이 이어질 수 있다.95) 그러나 사본상으로는 이
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I
] - ～ transp I I ¶
지글러의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서는
(' 못들로 또
망치들로')에 상응하는 부분의 낱말 순서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둘째 비
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
] 4QJer-b [
]
가 있다. 이에 따르면,
가 쿰란 제4동굴 예레미야 단
편 사본 b에서는 [
]
('망치들로 [또 못들로])' )로 되어 있
다는 것이다. [ ] 안은 추정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쿰란 사본은
칠십인역은 같은 전통을 반영하다.
IV
¶
:?19[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못들로' (
)라는 낱말
안에 두 번째로 나오는 자모 <멤>에 중복점(<다게쉬 포르테>)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94) 시리아어 동사
뜻은 '덧입히다' (überziehen)이다(C.Brockelmann, Syrische
Grammatik mit Paradigmen, Literatur, Chrestomathie und Glossar [Leipzig: VEB Verlag
Enzyklop ädie, 1 1 1968], 199*쪽).
95) BHK와 BHS 예레미야서 편집자인 루돌프의 다음 사역과 견주어 보라 - "4 mit
Silber und Gold geziert, 9 mit dünn gehämmertem Silber, au s Tarschisch stammend,
un d mit Gold au s Ufas"(W.Ru dolph, Jeremia[Tübingen : Verla J.C.B.Mohr, 3 1968], 7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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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pegit ; pers-pron
var +
¶
(' 그들이 그것들을 강하게 하도다' )가 불가타에서는 conpegit('그가
짜맞추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 낱말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며, 탈굼에서는 인칭과 대명사가 달라진다.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3 )

I

여기에
(' 그것들에게 빌도다' )가 덧붙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3)은
(3 )
ex Is 417
이다. 곧 이는 이사야 41장 7절의 칠십인역에서 왔다는 것이다.
III
] 96
케니코트 사본 96에서는
이
으로 되어 있다.
:
23 19 18[
IV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51과 116과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본디 독법과 카이로 사본의 본디 독법과 로이힐린 사본과 삿순 사본에서
는
가
로 되어 있다.
I

(4 )

]
;
=
(' 그래서 그것이 비틀거리지 않는다')의 단수형 정동사

(' 그것이 비틀거리지' )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는 복수형 정동사
(' 그것들이 움직이지')가 나온다. 시리아어역에는
('그
것이 구조받지' )96)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4)는
(4 )

not
이다. 곧 뿌리가
(' 헐어버리다')인 히브리 낱말에서 이 시리아 정동
사가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불가타에는 시리아어역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BHS 비평 장치에서는 근거를 대지 않고
읽으라고 한다.

를 복수형

으로 고쳐

5절
I

96) 시리아어 동사
195*쪽).

]

(1 )

; '

(2 )

¶

의 뜻은 '구조하다' (retten)이다(앞의 주98에서 이끌어 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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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밭의 허수아비 같다')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
에서는
(' 다듬은 은')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주(1)은
(1 )
5 lexic diffic; p
, cf Lam 41
; for
cf metals in v 9 ,
Num 102 ;
, u su s (vocal, for which see also a '
;
q'
); →
이다. 곧 칠십인역에 나온 어휘의 뜻을 제대로 알아내기 어려운데, 예레
미야 애가 4장1절 칠십인역을 참고해 보면, 이는 아마도 히브리 낱말
(' 좋은 금' )의 번역이리라는 것이다. 거기에 보면, 마소라 본문의
에상
응하는 부분으로
(' 좋은 은')이 나온다. 또
(' 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10장 9절과 민수기 10장 2절에 나오는 여러 금
속과 견주어 보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를
(' 다듬은')으로
옮긴 것은 알맞는데97), 이는 번역자의 언어 습관이거나 주석상의 습관으
로 볼 수 있다. 곧, 모음 기호를 바꿈으로써 다른 유형의 낱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퀼라역과 데오도시온역
도 보라고 하는데, 이 둘은 각각 탈굼 및 시리아어역과 거의 같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또한
이 생겼다는 것이다.
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쉼마쿠스역에서는
(2 )

(' 윤낸 것들과 다듬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2)는
'-parall

이다. 곧, 쉼마쿠스역에서는 평행법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
: 19- [
(' 그들')의 첫 자음 왼쪽 위에 붙은 억양 기호<친노르>(또는 <자르
타>)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과 삿순 사본에서는 마지막 자음
왼쪽 위에 온다(
)
IV

I

( )98)]

-

>

I I I IV

¶

('그리하여 그들은 말하지 못한다')의 첫머리 접속사 에 상
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 이에 대해 셋째, 넷째 비평 장
97)
의 출25:18,31,36; 37:7,17,22; 민8:4; 10:2에서는 잘 다듬어 만든 물건을
뜻하고, 사1:8; 렘10:5에서는 오이밭을 뜻한다(L.Köhler/ W.Baumgartner, Hebräische und
A ramäisches Lexikon zum A lten Testament, 3.Auflage, 2 Bde.[Leiden/ New York/ Köln :
E.J.Brill, 1995], 595쪽).
98) 올림말
( )는 (

) 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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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I
] 150 (pm )
¶
IV
¶
:' ' [
이 있다. 곧, 케니코트 사본 150 본디 독법과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본디
독법과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은

대신에

이었다는 것이다.

(3 )
]
¶
에 들어 있는 정동사형
(' 그들은 말하지')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서는
('그들은 가지')가 나온다. 이에 대한
주(3)은1
(3 )
p exeg, cf v4 b ( -parall),5 b , Ps 1157 ; p etym
(aram)
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이는 아마 주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칠
십인역으로는 병행이 되는 4절 후반절, 5절 후반절, 시 115편 7절을 참고
하라고 한다. 4절 후반절 칠십인역에서는 목공이 망치와 못으로 우상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그것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했으므로, 5절에서 그것이 다
듬은 은이라도 가지 못한다고 한다. 5절 후반절에는 '그것들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고 한다. 시 115편 7절에 따르면 우상은 ' 발이 있어도 걷지

I

못한다' . 또한 아마 어원상으로 뿌리가

('이끌다' , '앞장서다' 99))인 아람

어 동사에 근거하여 아람화 경향을 띤 주석을 했으리라는 것이다.
III
] 30 (pm) +
¶
다음에
가 덧붙어 있었다.
케니코트 사본 30에는 본디
이럴 경우,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를 부정하게 된다.
I
부터

](4 )
까지, 곧

var

;

var

pers ¶

(' 그것들이 반드시 메어 옮겨져야 하리라. 그것들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함
이라. 너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좋게 함
도 그들에게는 없음이라')에 대한 주(4)는 다음과 같다.
(4 )
transp after v 9 I I ; vid seq; order of
(and reconstructed order of
4QJer-b) is as following: v 5
; v9 ; v5
; v 1 1 ; note

99) Stanislav Segert, A ltaramäische Grammatik mit Bibliographie, Chrestomathie und
Glossar (Leipzig: VEB Verlag Enzyklop ädie Leipzig, 4 1990), 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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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of 4QJer-a =
칠십인역에서는 이 부분이 9절 뒤에 자리잡는다. 둘째 비평 장치를 보라
는 지시에 따라 보면,
II
6-8] 4QJer-b >
라고 되어 있다. 곧, 6-8절에 상응하는 부분이 쿰란 제4동굴 예레미야
단편 사본 b에는 없다는 것이다.
계속 주(4)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 항목을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다음
항목과 견주어 보라고 한 다음, 칠십인역의 순서(와 쿰란 제4동굴 예레미
야 단편 사본 b에서 재건한 순서)에 따를 경우 본문이 5절의
부터
까지, 9절, 5절의 나머지 부분(
부터
까지), 11절로 이어진다
는 점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쿰란 제4동굴 예레미야 단편 사본 a의 순서
는 마소라 본문과 같다는 사실에 유의하라고 한다.
이제
부터
까지에 대한 첫째 비평 장치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
보자.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그 첫머리에 접속사 에 상응하는 말이 있고,
동사 주어의 수가 복수에서 단수(
, '그가 옮겨지리라')로 달라진
다.
] 89 (pm)
? ¶
III
부정사 절대형
('옮기는 것')이 케니코트 사본 89에서는 본디
로 되어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III
] 150 (pm )
｜89 (pm) > ¶
케니코트 사본 150에서는
(' 그것들이 옮겨지리라')에서 본디 끝 두
자모를 뒤바꾸어 썼고(
), 사본 89에는 본디 이 낱말이 빠져 있다.
IV
¶
:
[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복수형 동사
('그것들이 옮겨지리라')가 단수
형
('그가 옮겨지리라')로 되어 있다.
BHS 비평 장치에서는
를 여러 사본을 따라
로 고쳐 읽으라
고 한다.
BHS의 5절 비평 장치에서는 맨먼저
(오이
밭의 허수아비 같도다 그것들은! 그래서 그것들은 말하지 못한다')에 상응
하는 부분이 칠십인역에서는
('그
것은 다듬은 은이요 그것들은 가지 못하리라')라고 한 다음, 그 가운데
이 히브리 낱말
의 번역일 수 있는지를 묻고, 복수 동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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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칠십인역 루키아노스 교정본에서는 단수형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복수형은 아람어의 뜻을 지니는
지도 묻는다.
뒤이어 칠십인역에서는

로
가 아닌

다음에 9절이 오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

한 바처럼100) 4절 전반절 다음에 9절이 오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를 밝히
고 있다. 여기에는 BHS 예레미야서 편집자인 루돌프의 생각이 사본상의
아무런 뒷받침 없이 기록되어 있다.
] 93 (pm)
¶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에 들어 있는 정동사형
가
케니코트 사본 93에는 본디
로 되어 있었다.
IV
¶
: 19- [
복수형 동사
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본디 단
수형
로 되어 있었다.
III

IV

¶

: 19- [
('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에 들어 있는

(' 그것들을')의 둘째 모음이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긴 모
음으로 되어 있다.
IV

¶

: 20 18-

[2

101)

5절에 두 번째 나오는 접속사 <키>, 곧
('그것들은 알지 못
하기 때문이라' )에 들어 있는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59와 9
에서는 <메텍>이 붙은 꼴( )로 나온다.
IV

¶

:?' 23-

[

에 들어 있는 정동사형
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
본 II 116에서는 본디 목적격 복수 남성 대명접미어가 붙은 꼴
('그
것들은 그들을 알지')로 되어 있었다.
100) 4절의 첫째 비평 장치에 들어 있는 항목
]의 설명 맨 뒷 부분을 보라.
101) 5절에 접속사 <키>가 두 번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음줄 없이, 그 다음에는 이
음줄과 함께 나와서 두 경우가 서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올림말에서 굳이 작은 아라
비아 숫자 1,2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음줄이 둘 다에 있지만 하나에는 <메텍>이 있
고, 다른 하나에는 <메텍>이 없는 2절에서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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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좋게 함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서는
(' 좋은 것')이 나오고, 불가타도 거의 이와 같다.
IV
¶
: ;
:?"
;
:'
23- [
o

I

부정사형
('좋게 함')가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I 116에서는
로 되어 있고 삿순 사본에서는 본디 그러하였다. 그렇지만, 카이로
로 고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
사본에서 이를
는 마지막 모음을 <이>로 고친 꼴
로 나온다.
III
본디

] 93 (pm)
에 들어 있는
(' ...도' )이었다.

(' 그리고 ...도' )이 케니코트 사본 93에서는

IV

:
[
5절의 마지막 낱말
기된 꼴
로 나온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그들에게' )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불완전표
을

과 같은 뜻으로 본다.

5.2. 27장 1-7절
1절
IV
( ) : 19[( ) 1
9장24절과 10장1절 사이에 있는 열린 단락 표시 ( )가 레닌그라드 피르
코비치 사본 I 51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닫힌 단락 표시 ( )로 되어 있
다.
I
1] - >(1 ) ¶
마소라 본문의 1절에 상응하는 부분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는데,
이에 대한 주(1)은
(1 )
1 Ch 27=34 ; v 2 -6 = v 1 -5 ; v 8 -1 2 = v 6 -1 0 ; v 1 4 -2 0 = v 1 1 -1 7 ; v 2 2 =v 1 8 ;
for reconstruction of Vorlage of whole ch, vid Tov, ZA W 91:73-93
이다. 곧, 마소라 본문의 27장이 칠십인역에서는 34장으로 나오고, 마소
라 본문의 2-6절, 8-12절, 14-20절, 22절이 칠십인역에서는 각각 1-5절,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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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11-17절, 18절로 되어 있으며, 1장 전체의 대본(臺本)을 재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ZAW 91권 73-93쪽에 실린 토브의 글을 보라고 한다.
마소라 본문의 1, 7, 13, 21절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는 점을 여
기서 알 수 있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언급한다. 1절
의 경우 그 전체가 칠십인역 추정 원문( *)에는 없다고 하는 식이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사본상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28장 1절을
참고하여 27장 1절의 첫 두 낱말
(' ...의 통치의 처음에')를
('제4년에')로 고쳐 읽으라고 한다.
I

(2 )
] a ' var
¶
(' ...의 통치의')가 아퀼라역과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 ...의 왕의')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2)는
(2 )
vid app 261
이다. 곧, 26장 1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찾아 보라는 것
이다.
III
1
] 96
¶
가 케니코트 사본 96에는
로 되어 있다.
]
¶
(' 여호야김의')이 시리아어역에는
('시드기야의' )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주(3)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아래 해설란을 보면,
(3 )
cf v 3 ,1 2
가 있다. 곧, 이를 3절 및 12절과 견주어 보라는 것이다. 3절과 12절에는
I

(3 )

여호야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시드기야의 이름이 들어 있다.
IV
¶
:
19- ; ... :
;
:
[
뉴욕 사본(본디 독법)과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는
이 완전표기된
꼴
,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 ('시드기야' )로 나오고,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과 카이로 사본에서는
의 둘째 자
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몇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역과 아랍어역을 따
라, 또 3절과 12절을 고려하여
을
('시드기야의')로 고쳐
읽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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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89 93 96 150 (pm)
IV ¶
(' 요시야')가 케니코트 사본 30,89,93,96,150(고치기 전)에서는
로 되어 있다. 넷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V
¶
: ;
:
[

III

이 있다. 곧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의 본디 독법과 뉴욕 사본의 본디
독법과 페테르부르크 사본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가
로
의 첫 자모 아래 <메텍>이 있다는
되어 있고, 카이로 사본에서는
것이다.
III
] 150 (pm) +
(non voc) ¶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서는
(' 유다') 다음에 모음 기호
가 덧붙어 있다. 이럴 경우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
없이 관계사
야김 통치 처음에 이 말씀이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임했
다'는 1절의 뜻이 ' 이 말씀이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임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처음에'로 바뀐다.
IV

¶

: 19- [
('예레미야에게' )에 들어 있는 전치사
<메텍>이 레닌그
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과 랍비 성서에는 빠져 있다.
IV

¶
:
[
가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본디 독법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긴 꼴
로 되어 있다.

2절
IV
¶
: 19- [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과 삿순 사본에서는
<메텍>이 없다.

('이처럼')에

2
] - v a r >II ¶
(' 내게')에 상응하는 부분이 지글러의 칠십인역과 또 탈굼 이독법에
는 없다. 둘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
2
] SOR § 24 (109)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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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곧, <세데르 올람 랍바> 제24절 109쪽에는
가 없다는 것이
다.
에 해당하는 부분이 칠십인역 추정 원본과
BHS의 비평 장치에서도
탈굼 사본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II

]
> ¶
(' 너를 위해')에 상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
-

¶
:
;
:
[
('사슬들' )의 첫째 장모음이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 불완전표기
된 꼴
로 나오고,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의 첫 자
음 아래에 억양 기호 <메르카>가 붙어 있다.
IV

] 89 (pm)
¶
(' 그리고 멍에들을')이 케니코트 사본 89(고치기 전)에서는 그냥 '
멍에들을' (
)로 되어 있다.
IV
¶
:
[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이 완전표기된 꼴
로 나온다.
III

2

] > pron ¶
(' 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둘지라' )에서 인칭 대명 접미어 '그것들' 에
상응하는 말이 칠십인역에는 없다.
I

II

] 4QJer-c

[ ]

] ¶

쿰란 제4동굴 예레미야 단편 사본 c에는
('네 목')이
[ ] ]로
되어 있다.
III
] 93 150 (pm)
¶
단수형 명사
이 케니코트 사본 93과 150(고치기 전)에서는 복수형
명사
으로 되어 있다.
IV
:
[
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로 되어 있다.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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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a r > pron ¶
('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보낼지라')에서 인칭 대명 접미어 '그것
들'에 상응하는 말이 칠십인역의 이독법에는 없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칠십인역 루키아노스 개정본을 참고하여
I

3

을

(' 그리고 너는 보낼지라')로 읽으라고 한다.

¶
:
[3
IV
3절에 세 번째로 나오는 <멜렉>, 곧
(' 암몬 자손의 왕' )에
나오는
의 첫째 자모와 셋째 자모 위에 있는 억양 기호 <파스타>가
뉴욕 사본과 삿순 사본에서는 마지막 자모 위에만 있다.
(]

I

num ¶

(' ...의 손에')에서 단수형 명사
서는 복수형으로 나온다.
III

('손' )에 상응하는 말이 칠십인역에

] 150 (pm) > ¶

3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는
')가 없다.

(' 그리고 모압 왕에게

III
] 89 +
¶
케니코트 사본 89에서는
('두로' ) 다음에
왕에게')가 덧붙어 있어서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온다.
I

]

-

+

o

(

var

( '그리고 두로

)I I II V ¶

('사신들')에 상응하는 말 다음에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 그들의')이,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 그의')가 덧붙어 있다. 이에
대해 셋째, 넷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I
] 93 150 (pm)
IV ¶
IV
"
": " - ; "
" : "
;
:
[
이 있다. 곧
이 케니코트 사본 93과 150(고치기 전)과 페테르부
르크 사본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관사가 붙은 꼴
('그 사신들' )
로 되어 있고,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소 마소라에서는 ' 씌어진(<크티브>)
자모
등으로 [곧
으로] 읽지 말고 <크레>를 따라 읽으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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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로이힐린 사본의 소 마소라에서는 ' <크레>를 따라 자모
등으로 읽
지 말라' 고 한다.
('왕들' )을
BHS의 비평 장치에서는 칠십인역을 따라
(' 그들의 왕들')으로 고쳐 읽으라고 한다.
I

-

(1 )

+
( var
)
('오는 사신들의')에 나오는
(' 오는')에 상응하는
말 다음에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 그들을 맞으러')이 덧
붙어 있고, 칠십인역 이독법에서는 그 가운데서
이
로 되어 있
는데, 이에 대한 주(1)은
(1 )
p
이다. 곧,
/
는 아마 거꾸로
로 옮길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점은 BHS의 비평 장치에서도 언급한다.
IV

]

:

;

:

삿순 사본에서는

[

102)
103) ('예루살렘' )의 끝에서 둘째 자모 <라메드>

의 모음이 짧아진 꼴로 나오고, 랍비 성서에서는 그 둘째 자모 <루> 아래
에 <메텍>이 있다.
4절
] 89 (sm) 93
IV ¶
(' 그리고 너는 명령할지라')가 케니코트 사본 89(고친 뒤)와 93에서
로 되어 있다. 넷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
:
[

III
는
IV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IV ¶

:

로 되어 있다.

[

102) 이 올림말의 끝에서 둘째 자음 <라메드> 아래에 있는 짧은 모음을, 위 본문에
적힌 대로 긴 모음으로 고쳐 써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HUBJr 편집자가 알렙포
코덱스에서 명백히 잘못한 모음 표기를 아예 바로 잡아서 본문에 적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위 3.2.1.6을 보라).
103) 바로 앞 주를 보라.

230 성경원문연구 제3호

(' 그들을')이 페테르부르크 사본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완전표기된
로 나온다.

꼴
I

4

104)

~

o

]

ut ... loquantur

마소라 본문의 억양 기호를 따르면

~¶

(' ... 그들의 주들에게')을

그 앞의 낱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명령할지라' )와 이어 읽
고, 그 다음 낱말
('말할 것을' )와는 끊어 읽게 되어 있는데, 이에 상
응하는 부분으로 불가타에서는 ut ... loquantur('그들이 말하도록 ...' )이 나
오면서 그 앞에서 끊어 읽게 하고 있어서
(' ... 그들의 주들에
게')에 상응하는 부분(ad dominos suos)이 ut로 시작하는 절 안에 들어가
고, 시리아어역에서도 이와 거의 같게 낱말의 순서가 달라져 있다. 그러니
까,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전치사 붙은 동사 <아마르
>의 부정사 연계형)가 본 동사
('너는 명령할지라')의 목적 보어 역할
을 하는 반면, 불가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말로 loquantur(' 그들이 말하다
')라는 정동사를 부문장의 주동사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 너는 그
들이 자기들의 주(主)들에게 말할 것을 명하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순
문장이, 불가타에서는 '너는 그들에게 그들이 자기들의 주들에게 말하도록
명령하라'라는 복합 문장으로 된 것이다.
¶
:
[
IV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들의 주들' )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V
¶ < :'
[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가 없다.
IV

¶

:

(' 그

[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이처럼 야훼께서 말씀하셨도다')에 나오는
아래에
<메텍>이 있다.
III
' ] 89 (pm) ¶
케니코트 사본 89(고치기 전)에는

('야훼' )가 없었다.

104) 올림말을 위 본문에 적힌 것에 맞추려면,

으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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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I

-

]
>
('만군의')에 상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
] 93 > ¶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케니코트 사본 93에는 없다.

] 30 89 93 96 150 (pm )
IV
('너희는 말할지라' )가 케니코트 사본 30,89,93,96, 150(고치기 전)
에서는
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넷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
를 따라 보면,
IV
¶
:
? ;
:
[
가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본디 독법과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III

으로 되어 있고, 뉴욕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의 첫 자음
아래에 <메텍>이 있는데,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에도 <메텍>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IV
:
[
레닌그라드 코덱스 B19a와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희의 주들' )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 너

5절
IV
¶ < :
[ 5
5절의 첫 줄 왼쪽 여백에 있는 읽기 단락 표시

(<세데르>)가 삿순 사

본에는 빠져 있다.
I
5
] - pr t i o ¶
이미 정동사
어미에서 알 수 있는 주어 '나'를 강조하여 따로 표
현하는 인칭 대명사
에 상응하는 말 앞에, 지글러의 칠십인역에서는
접속사
가 덧붙어 있다.
IV
:
[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의 첫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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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pm)
¶
(' 그 땅 ), 곧
('내가 그 땅을 만들었다')에
가 케니코트 사본 30(고치기 전)에서는 관사 없는 꼴
('
나오는
땅')으로 되어 있다.
1

III
5
5절의 첫

]
> ¶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마소라 본문 5절의 둘째
부터 마찬가지로 둘
째
까지, 곧
(' 땅의 얼굴
위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짐승을' )에 상응하는 부분이 없다.
BHS의 비평 장치에서도 이 부분이 칠십인역 추정 원본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유사문미(類似文尾)(여기서는
)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한다.
I

2

2

-

] var
II I ¶
칠십인역의 이독법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에서는 6절에서 두 번째로 나
오는
, 곧
('그 사람을')의
앞에 접속사 에 상응하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셋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2
] 89 93
¶
III
가 있다. 곧, 케니코트 사본 89와 93에서는 접속사가 붙은 꼴
이 나
온다는 것이다.
I

2

IV
:
[
¶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그 사람' )의 첫 자

III
] 96 +
(non voc) ¶
케니코트 사본 96에서는 관계사
다음에
('내가 만들었다')를
모음 기호 없이 덧붙임으로써, 전치사구를 술어로 하는 관계문
('그 땅의 얼굴 위에 있는' )가, 동사를 술어로 하는 관
계문
('그 땅의 얼굴 위에 내가 만든')으로 달라
졌다.
III

105)] 93 (pm) > ¶

(' ...의 얼굴 위에')가 케니코트 사본 93(고치기 전)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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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 :

[

페테르부르크 사본에는
IV

('...얼굴')에

('모든')이 덧붙어 있다.

2
:' [

¶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5절에 두 번째로 나오는
('땅의 얼굴 위에')에 들어 있는
III
'

] 150 (pm )

가

곧

되어 있다.

¶

(내 힘으로')가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는

('그의 힘

으로')로 되어 있다.
IV

¶

:

[

('그리고 내 팔로')가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불완전하게 표기된
꼴

로 나온다.

IV

¶

:

19-

[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과 뉴욕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내 눈에 바른 자에게')의 첫머리 낱말

첫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II

] 150 (pm )

¶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서는

('그가 바르다')가

('그가

바를 것이다')로 되어 있다.
6절
I

6

]

-

(1)
>II ¶

('그리고 이제')에 상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는데,
이에 대해 둘째 비평 장치와 주(1)을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

6
] SO R ib > ¶
(1)
6 vid app 404, 4215

가 있다. 곧, <세데르 올람 랍바> 가운데서 둘째 비평 장치 앞 항목(2절

105) 올림말을 위 본문에 적힌 것에 맞추려면,

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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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서 이미 인용한 곳인 제24절 109쪽에서는 이 낱말이 빠져 있고,

40장 4절과 42장 15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찾아 보라는 것
이다. 그 두 구절에서도 문장 첫머리의

('그리고 이제')에 해당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다.
I

]

이미 정동사

-

o

¶

('내가 주었다')에서 알 수 있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서 따로 쓰인 일인칭 단수 대명사

('나')에 상응하는 말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고, 그냥 정동사(
(2)
I
] var
¶

)만 나온다.

가 탈굼의 이독법에서는

('보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

(2)는
(2)
cf 404
이다. 곧 40장 4절과 견주어 보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사 사이에
II

('보라')가 들어 있다.
] ib

¶

가, 둘째 비평 장치의 앞 항목에서 인용한 곳(
가리키는데, 이는 다시 2절의 항목
올람 랍바> 제24절 109쪽에서는
IV

¶

와 정동

:

19-

] SO R ib >를

]으로 거슬러 올라 감)인 <세데르
('그리고 내가')로 되어 있다.

[

레닌그라드 피르코비치 사본 I 51에서는

의 첫 자모 아래 <메텍>이

없다.
BH S의 비평 장치에서는 6절의 첫 두 낱말인

에 대해서 그것

이 칠십인역 추정 원본에는 없다는 식으로만 언급한다.
I

-

]

-

(3)
( var +

)¶

('이 모든 땅들')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지글러의 칠십
인역에는
시형용사

('그 땅')이 나오고, 칠십인역의 이독법에서는 거기에 지
('이')가 덧붙어서 '이 땅'으로 되어 있는데,

에 대

한 주(3)은
(3)
p
, cf v5; but p exeg, vid app 233
이다. 곧 5절을 참고해 볼 때

은 아마

의 번역인 듯하지만,

이는 주석에 근거한 변화일 수도 있다 하면서 23장 3절의 비평 장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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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을 찾아 보라고 한것이다.
BH S의 비평 장치에서는
에서는
III

가 칠십인역 추정 원본

으로 되어 있다고만 언급한다.
6

] 89 (pm ) > ¶

('모든')이 케니코트 사본 89(고치기 전)에는 없다.
II

] ib

¶

지시형용사
] ib

를 가리키는데, 이는 다시 그 앞 항목인

의 항목
서는
IV

('이')가, 둘째 비평 장치의 앞 항목에서 인용한 곳(곧
]을 거쳐

2절

]까지 거슬러 올라 감)인 <세데르 올람 랍바> 제24절 109쪽에
로 되어 있다.
¶

:

[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그 땅들')의 첫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

]

-

o

;

¶

('의 손에')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가, 시리아어역에는
I

('에게')

('섬기도록')이 나온다.
] var > ¶

('느부갓네살')에 상응하는 이름이 칠십인역 이독법에는 없다.
III

] 89 93 96

30

G -B Eb 22

150 (pm )

IV ¶

(<느부카드내차르>)를 케니코트 사본 89와 93과 96에서는
(<느부카드 내차르>)의 두 낱말로 띄어 썼고, 바빌로니아 모
음 체계로 된 게니자 단편 사본 Eb 22에서는 소리나지 않는 자모
로, 케니코트

사본

30에서는

이것을

다시

,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서는

둘로

없이
나누어

(<느부카드

래차르>)로 썼다. 이에 대해 넷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V

¶

:
:

가 있다. 곧,

–

;

:

;

:

;

:[
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사본과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는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으로, 뉴욕

로 되어 있고, 뉴욕 사본과
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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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뉴욕 사본의 소 마소라에서는 '<느부카드 내차르>로 읽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106)] var > ¶

I

('바벨론 왕')이 칠십인역 이독법에는 빠져 있다.
IV

¶

:

[

레닌그라드 코덱스 B 19a와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삿순 사본과 랍
비 성서에서는
I

('...의 왕')의 첫 자음 아래에 <메텍>이 있다.
(4)
III ;

]

(5)

+

¶

('내 종')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칠십인역에는

('그를

섬기도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셋째 비평 장치과 주(4)를 보라는 지
시를 따라 보면,
III
(4)
p

] 96 >
(cf 2814), p hapl/ditt; vid app 259, 4310 (in all three vv

N ebuchadnezzar is not nam ed 'm y servant' in

); vid Janzen, 54s; T ov,

ZA W 91:83s; Schenker, "N ebukadnezzar"
이 있다. 곧,
면

가 케니코트 사본 96에는 없으며, 28장 14절을 참고하
는 아마

로 거꾸로 옮길 수 있겠고, 달리는 아마

비슷한 낱말을 하나 빼먹었거나(중자탈락[重字脫落, haplography) 같은 것
을 두 번 썼으리라(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는 것이다.107) 또 25장
9절과 43장 10절의

비평 장치 가운데서 관련 항목을 보라고 하면서 이

세 경우 모두 칠십인역에서는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고 한다. 이에 대한 참고 문헌으로는 J.G .Janzen, Studies in the Text of
Jerem iah (H arvard Sem itic M onographs 6; C am bridge, M A : H arvard
U niv.Press, 1973), 54-55쪽과 Z A W 91권에 실린 토브의 글 가운데서 83-84
쪽과 A .Schenker, "N ebukadnezzars M etam orphose vom U nterjocher zum
G ottesknecht - D as

Bild

N ebukadnezzars

und

einige

m it ihm

zu sam m enhangende U nterschiede in den beiden Jerem ia-R ezensionen,"
R B 89 (1982), 489-527쪽을 보라고 한다.
106) 이 경우도 올림말을 위 본문에 적힌 것에 맞추려면,
로 써야 한다.
107) haplography와 dittography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E.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 ebrew Bible(M inneapolis: Fortress Press ; A ssen/M aastricht:
Van G orcum ,1992),237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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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시리아어역에서는

에 상응하는 말 다음에 ('그리고 그

들이 그를 섬기리라')가 덧붙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이에 대한 주(5)는
(5)
dupl, cf
이다. 곧, 이는 중복된 것이고 칠십인역과 견주어보라고 한다.
BH S의 비평 장치에서는 칠십인역 추정 원문의

=

칠십인역 시내 산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
II

] Y al II § 968

¶

('그리고 또 그 들의 짐승을')의 첫 두 낱말
가 <얄쿠트 쉬모니> 제2권 986절에는
('그리고 모든')로 되어 있다.
2
II
] bShab 150a sv 1m s, Y al II §211, §1063> ¶
6절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곧

에 들어 있는

가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샵바트>편 150쪽 a란 손치노 판(s)과 베니스 판
(v)과 또 다른 한 사본, 또 <얄쿠트 쉬므오니> 제2권 211절과 1063절에는
없다.
I

]

num ¶

단수형 명사

('...의 짐승')가 칠십인역과 불가타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다.
I

]

-

> ¶

('내가 그에게 주었노라')에 상응하는 부분이 지글러의 칠십인역
에는 없다.
I

]

'>II ¶

('그에게')에 상응하는 말이 데오도시안역에는 빠져 있다. 둘째 비평
장치를 보라는 지시를 따라 보면,
II

] Y al I § 269, II § 968 > ¶

가 있다. 곧

가 <얄쿠트 쉬므오니> 제1권 269절과 제2권 968절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I

] var >

(6)

¶

('그를 섬기도록')에 상응하는 부분이 칠십인역 이독법에는 없는
데, 이에 대한 주(6)은
(6)
vid preced (4); cf 2814
이다. 앞의 주(4)에서 다룬 비슷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고, 또 28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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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견주어 보라는 것이다.
IV

¶

:

[

이 로이힐린 사본의 본디 독법에서는

('그를 섬기는 자로')

로 되어 있다.
7절
I

7]

- (1)
> ¶

7절에 상응하는 부분이 지글러의 칠십인역에는 없는데, 이에 대한 주(1)은
(1)
vid Janzen, 101s
이다. 곧, 앞서 소개한 Janzen의 책, 101-102쪽을 보라는 것이다.
BH S의 비평 장치에서는 7절이 칠십인경 추정 원본에 없다고만 한다.
IV

¶

:

[

뉴욕 사본과 카이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그리고 그들이 섬

기리라')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있다.
IV

¶

:

[

('그를')이 로이힐린 사본에서는 완전표기된 꼴
IV

¶

:

카이로 사본에는

로 나온다.

[
('모든 민족들')의 셋째 자모 위에 억양 기

호 <아즐라> (또는 <카드마>)가 더 붙어 있다.
I

]

> ¶

('모든')에 상응하는 말이 시리아어역에는 없다.
III

7

1

108)] 30 (pm )

7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

¶
,곧

('그리고 그의 아들을')의 첫 낱

가 케니코트 사본 30(고치기 전)에서는 접속사 없는 꼴

로 되어

108) 7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는 두 번째 나오는
와는 달리 <메텍>이 없으므
로,둘은 구별된다.따라서 올림말에서 굳이 작은 아라비아 숫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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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V

¶

2
[

:

109)

삿순 사본과 랍비 성서에서는 곧
을')의 첫 낱말
III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

의 둘째 자모 아래에 <메텍>이 없다.

] 150 (pm ) +

케니코트 사본 150(고치기 전)에서는
II

( '...까지')가 한 번 더 나온다.

7

] W aR § 21:7 (483) m ss *
, Y al I § 571 ~¶
<와이이크라 랍바> 110) 제21장 7절(483쪽)
사본 및
사본과 <얄쿠트

쉬므오니> 제1권 571절에서는
IV

:

[

페테르부르크 사본에서는
II

('때가 왔다')의 낱말 순서가 다르다.

] W aR ib m s

완전표기된 꼴

로 나온다.

> ¶

('때')가 <와이이크라 랍바> 가운데서 둘째 비평 장치 앞 항목
(

)과 같은 곳, 곧 제21장 7절 (483쪽)
I

(2)

] ' var

사본에는 없다.

¶

('그의 땅')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데오도시안역과 칠십인역 이독법
에는
('그의 진노의')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주(2)는
(20
cf 51(28)11 ; p inner이다. 곧 이를 51장(칠십인역에서는 28장) 11절 칠십인역과 견주어 보라
고 하고, 아마도 칠십인역 전통 안에서 생긴 변화로

('진노')는

('땅')에서 비롯되었으리라는 것이다.
I

] var > ¶
('그도')에 상응하는 부분이 칠십인역 이독법에는 없다.

I

(

) ] var

> ¶

109) 앞의 주와 마찬가지이다.
110) 400-500년에 편집된 것으로 알려진 레위기 강해집(앞의 주77에서 이끌어 쓴
Strack/ Stem berger의 책,267-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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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이 섬기리라')의 첫머리 접속사에 상응하는 말이 불
가타의 이독법과 탈굼에 빠져 있다.
I

] ' var

prep ¶
('그리고 숱한 민족들이 그를 부리리라')에 들어 있

는

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말이 데오도시안역과 칠십인역의 이독법과 불

가타와 시리아어역에서 달라진다.
BH S의 비평 장치에서는 전치사 목적어를 여성을 바꾸어

로 읽기를

제안한다.
IV

¶

:

[

('그리고 큰 왕들')에 들어 있는
본의 본디 독법은 완전표기된 꼴인

('큰')이 알렙포 사

이었다.

6. H U BJr 비평 장치의 장단점
앞에서 10장1-5절과 27장 1-7절의 비평 장치의 내용을 알아본 것을 중심
으로 H U BJr의 장점과 문제점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6 .1 . H U B Jr 비평 장치의 장점
6.1.1. 양적으로 풍부한 자료 제시
(1) BH K 나 BH S와는 달리 H U B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전달 역사와 관
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그 비평란에 엄청나게 많이 싣고 있다. BH K 와
BH S에서는 일단 각쪽의 대부분을 본문이 차지하고 비평 장치는 그야말로
아래에 참고 자료처럼 덧붙어 있었다면, H U B에서는 적어도 각쪽의 반 이
상이 비평 장치와 해설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인쇄본의 판 크기
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견주어 보아도
H U BJr의 부피가 BH K 나 BH S의 예레미야서보다 훨씬 더 클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BH K 와 BH S에서는 대강 두 쪽에 걸쳐 실린 10장이 H U B에
서는 5쪽 정도에 걸쳐 나오고, BH K 와 BH S에서는 두 쪽도 채 안 되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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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H U B에서는 6쪽이나 된다.
(2) 10장1-5절의 경우 BH S의 비평 장치에서는 겨우 8 항목만 다루는 데
비해서, H U B의 비평 장치에서는 무려 61항목(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에서 각각 21개, 4개, 9개, 27개 항목)을 다루고 있고, 첫째 비평 장치
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15 가지에 대해 해설란에서 풀이하고 있다. 결국
다섯 절에 대한 비평 장치 또는 해설이 모두 76가지이니 한 절에 평균 14
가지가 넘는다.
(3) 27장 1-7절의 경우에는 BH S의 비평 장치에 13항목 밖에 없는 반면
에, H U B의 비평 장치에는 102항목(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비평 장치에서
각각 33개, 10개, 22개, 37개 항목)이나 들어 있고, 첫째 비평 장치에 대한
각주도 12개나 있다. 결국 일곱 절에 대한 비평 장치 또는 해설이 모두
114가지이니, 한 절에 평균 16가지가 넘는다.
6.1.2. 내용이 풍부한 자료 제시
이처럼 본문에 관해 제시된 자료의 분량이 매우 큰 만큼, H U B의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히브리어 성경 편집본에서
도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 이는 우선 첫째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서, 이미 앞서 기호 목록과 줄
인말 목록에서 볼 수 있었듯이, 번역본과 마소라 본문의 차이를 문법적으
로나 번역 기술상의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여 종전보다는 매우 자세하
게 구별하여 다룬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를테면 10장 4절에 나오는 낱말
의 경우에 BH S의 비평 장치에서는 탈굼과 수리아의 독법을 소개하
는 정도로 끝나지만, H U B의 첫째 비평 장치과 해설란에서는 마소라 본문
의 히브리어 문장 구조와 칠십인역의 헬라어 문장 구조의 차이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시리아역과 탈굼의 독법의 주석적인 성격까지 설명하고 있
다. 5절의 경우에도 BH S의 비평 장치에서 보다 훨씬 다각적으로 번역본들
의 이독법을 다루고 있다.
(2) BH K 와 BH S에서 다루지 못했던 쿰란 여러 사본의 이독법들과 랍비
문헌에서 뽑을 수 있는 이독법의 경우도 그러하다.
(3) 더 나아가서 철자법과 모음 기호와 억양 기호의 차이를 다루는 넷째
비평 장치에서는 마소라 전통 및 그 전통에 가까운 중요 사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단락, 닫힌 단락 표시의 차이, <세데르> 표시의 차이(보
기 27:5)까지 다루고 있어서, 이를 테면 BH K 와 BH S의 대본인 레닌그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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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과 알렙포 사본의 차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심
지어는 여러 사본의 소 마소라와 대 마소라까지 인용하기도 한다.
6.1.3. 조심스런 의견 제시
(1) 이처럼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제시하면서도 H U B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이 뚜렷이
드러난다.
BH S의 비평 장치에서 흔히 라틴어 자모 l(=legendum )로 표시하는 히브
리어 본문 수정 제안을 10장 1-5절에서 세 번, 27장 1-7절에서 네 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1개의 항목 가운데 삼분의 일이 그런 제안의 성격을
띠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사본상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도 두 번이
나 된다(10:2,4). 또 사본상의 뒷받침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효력은 별
로 크지 않고, 주로 문맥이나 문학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 이른바 문헌
비평적인 관점에서 - 본문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느낌도
받는다.
그렇지만, H U B에서는 '이렇게 읽으라'라는 지시를 아예 하지 않고, 그
네 비평 장치에서는 기술적이거나 실질적인 이독법을 그냥 제시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설란에서 또한 제시할 따름이다. BH S와 H U B의 이런
대조적인 태도는 27장 3절에 나오는 항목
2
2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나 5절에 나오는 항목

(2) 이리하여, 독자는 H U BJr 편집자의 자료 제시 방식이나 의견에 구애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본문에 대해 이전의 어느 편집본 히브리어 성서로
연구할 때보다 훨씬 더 넓은 밑바탕 위에서 입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세
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 글에서 우리는 H U BJr의 비평 장치와 해설란
의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배열하여 살펴 본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H U B의 비평 장치와 해설란은 단순한 자료 모음에 그치지 아니
하고, 작은 논문집의 성격까지 띤다. 그에 어울리게 아래 해설란에서는 해
당 문제의 이해에 중요한 문헌도 더러 소개하는데, 이것도 BH K 나 BH S에
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6.1.4 .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서 드러나는 10장과 27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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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10장과 27장, 두 장 전체의 비평 장치와 해설란을 다 살펴본 것
은 아니지만, 각각 그 앞 부분만 보더라도, 이 두 장의 마소라 본문이 히
브리어 본문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 10장의 경우에는 마소라 본문보다 칠십인역에 더 가까운 쿰란 사본
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특히 칠십인역과 4Q Jer-b에는 5-9절이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순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5절의 주(4)가 BH S의
비평 장치에서보다 더 확실히 알려 준다.
(2) 27장의 경우에는 칠십인역이 마소라 본문보다 매우 짧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첫째 비평 장치의 첫 항목이 이 사실을 개괄적으로
잘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절수만 두고 말하더라도, 27장 전체 22절 가
운데 4절이나 칠십인역에는 없다.
이리하여 H U BJr의 독자는 마소라 전통과 칠십인역의 대본이었을 히브
리어 본문의 전통과 쿰란 전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지니게 된다.
6 .2 . H U B Jr 비평 장치의 문제점
앞에서 말한 H U BJr 비평 장치의 장점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바로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이제 H U BJr 비평 장치의 문제점을 원
칙적인 문제점과 기술적인 문제점의 둘로 나누어 간추려 보기로 하자.
6.2.1. 원칙적인 문제점
(1) 마소라 본문보다 그 본문에 대한 자료가 더 많고, 그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전문성을 띠는 것이고 보니, 실제 이 좋은 자료들을 제대로 다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특히 둘째 비평 장
치의 수록된 랍비 문헌 인용은 유대교 문헌에 대한 개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 쓸모가 없다. 이리하여, 소수의 전문가들을 빼면, H U B에
접근할 용기를 낼 사람이 매우 드물 것이다. 이런 점에서 H U B 편집자들
도 인정하는 대로111) H U B 비평 장치와 해설란에 대해 쉽고도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별도의 해설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2) BH K 에서 편집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료의 중요성이 덜하고
111) H ubJR xiii쪽의 번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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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는 정도에 따라 비평 장치를 둘로 나누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BH S에서 하나로 통합했던 비평 장치를 H U B에서 다시 넷으로 나누어 놓
음으로써 자료를 종류별로 보는 데는 좋으나 마소라 본문의 한 부분에 여
러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낱낱이 찾아 한데 묶어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보기로서는, H U BJr 안내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접
속사 <와우>의 추가 또는 삭제의 문제에 관련된 자료가 자료의 성질에 따
라 첫째, 둘째, 셋째 비평 장치로 흩어져 기록되는 것을 들 수 있다.112) 27
장 5절의 첫째, 셋째 비평란에

에 관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그

런 경우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셋째, 넷째 비평 장치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보일 때도 있다. 10장 5절의

, 27장 4절의

, 27장 6절의

항목이 그런 보기이다.
(3) 첫째, 둘째, 셋째 비평 장치의 항목을 그 아래 비평 장치에서도 다룰
때, 그것들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만 아래 비평 장치를
보라는 표시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항목이 아래 비평 장치
에 있다는 점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10장 2절의 둘째와
셋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항목
목

와 둘째와 넷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항

가 그러하다.
(4) 쿰란 사본 자료는 차라리 첫째 비평 장치에 넣었더라면 더 낫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예레미야서의 경우 칠십인역과 쿰란 사본
의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5) 넷째 비평 장치에서는 단순히 철자법, 모음, 억양의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이상의 뜻을 지니는 이독법도 나온다. 10장 1절의
항목

와 5절의 항목

와 27장 5절의 항목

가 그런 보기이다.

이 점에서 H U BIs에 견주어 볼 때,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법은 셋째
비평 장치에 두기로 한 원칙을 H U BJr에서는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
다.
6.2.2. 기술상의 문제점
(1) 너무 세분해서 비평 장치를 만들다 보니 일관성이 조금 모자라서 올
림말 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틀린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러

112) xvi쪽의 번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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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올림말을 적을 때 같은 히브리 자음으로 구성된 낱말이 한 절
에 여러번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모음이나 억양 기호나 이음줄 같은 것으로
서로 구별이 되어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위 첨자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113) 그리하기도 한다. 우선 위에서 해설한 부분에서만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눈에 띈다.
- 10장 2절 둘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를

- 10장 5절 첫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 )는 (

로
)로

- 27장 4절 첫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가운데
∧

은 ∧

로

- 27장 5절 셋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는

- 27장 6절 첫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 27장 7절 셋째 비평 장치의 올림말
고, 27장 6절 넷째 비평 장치의

로

은
1

는

로
로 고쳐 써야 할 것이

항목 맨 끝에 뉴욕 사본의

소 마소라 인용에서 자모 <코프> 위에 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빠져 있
다.
(2) 중요한 줄인말이나 기호에 대한 설명이 더러 각주에 나오는데, 이는
본문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각주 22(시리아어 헥사플라에서 인용하는
증거 본문의 표시 방법), 31(괄호와 느낌표와 물음표의 쓰임새), 38(<야훼>
를 가리키는

), 96(§가 뜻하는 바), 111(다른 사본의 소 마소라와 대 마

소라 인용 기호), 112(벤 아쉐르 전통과 벤 납달리 전통의 차이 표시 방법)
등이 그런 경우이다.
(3) 전례 없이 방대한 자료를 비평란에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해당 문헌을 직접 들추어 보아야 할 경
우가 많다. 그 좋은 보기로서 27장 4절의 첫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항목,
o
~∧
∪ ] ∧ut ... loquantur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o
차라리
∧
∪ ] ∧ut ad dom inos suos loquantur
~이
라고 표시했더라면 더 나을 것이다.
(4) 비평 장치나 해설란에 쓰이는 기호나 줄인말에 대한 풀이를 안내문
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로 다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상식적으로 그 가리키는 바를 알아차릴 수 있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안
내문의 기호 목록이나 줄인말 목록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흔히 쓰이는 라틴어 또는 영어 줄인말이지만 그에 대한 해설이 없는

113) 그 대표적인 표기가 10장3절에 두 번 나오는 <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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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를테면, 27장 6절의 둘째 비평 장치 항목

]에 들어 있는

ibi(=ibidem )과 10장 2절의 둘째 비평 장치 항목

]에 나오는

sem (=sem el)과 10장 3절의 해설란 주(4)에서 볼 수 있는 lexic diffic 같은
것이다.
- 쿰란 사본을 인용할 때 추정 부분을 가리키는 []. 10장 4절의 둘째 비
평 장치에 나오는 항목

에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

- 둘째 비평 장치에서 제시하는 랍비 문헌의 사본에 대한 약자. 이를테
면, 27장 7절의 항목

]에 보면 나오는

와 항목

에서

이 어떤

사본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안내문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
- 넷째 비평 장치에 나오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줄인말에 대한 해설
이 부족하다.
넷째 비평 장치에서 더러 다른 마소라 코덱스에 적힌 소 마소라나 대 마
소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수가 있는데(10장 2절의 항목
장 3절의 항목

과 27

에서처럼), 그럴 경우 아람어 줄인말에 대한 해설

이 필요하다. 그런데 H U B에서는 BH K 나 BH S와는 달리 아람어와 아람어
줄인말 목록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 27장 6절의 항목
맨 끝에 뉴욕 사본의 소 마소라 인용에서 자모 <눈>을 마침꼴로 쓰고 그
위에 점 찍은 것은 그것이
넷째 비평 장치 항목
인용에 나오는

의 줄인말인 것을 뜻하고, 또 27장 3절
가운데서 페테르부르크 사본의 소 마소라

는 그 앞에 나오는

을 줄여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도 없다.
(5)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참고 비교 구절이 빠진 경우도 더러 있다. 이
를테면 10장 2절의 둘째 비평 장치 항목

과 첫째 비평 장치 항목

을 BH S와 견주어 보라.

7. 나가는 말
비록 아직까지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H U B의
출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서를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토대 위에
서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일차 번역본들의 이독법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신
중하게 하려는 H U B 편집자의 진지한 태도와, 우리가 좀처럼 직접 접하기
힘든 쿰란 사본을 비롯한 최근의 옛 히브리어 사본과 랍비 문헌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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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철저하게 찾아 잘 정리하여 제시해 준 점은 정말 고마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다만 이런 좋은 자료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궁
극적으로는 히브리어 성서를 통해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
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는 데에서 이런 비
평판 성서 편집의 목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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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의 서문
한동구* 번역

머리말
제 I부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는 출판된 지 40년이 지나 다시금 새로운
형태로 학계에 나오게 되었다. 특별히 이 새 판의 본문비평장치는 완전히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전 판들의 본문비평장치와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이 새 작품의 이름을 변경하여 구판 중의 하나를 의미하는지 아니
면 신판을 의미하는지 즉각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슈튜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는 이름을 부여할 만
했고 또 동시에 연속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새 판
이 구판인 BHK와 구분하여 BHS로 인용되기를 권한다.
레닌그라드 필사본 B 19A (L)를 히브리어 성서 간행의 기초로 삼는 것과
벤 아세르 텍스트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는 점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칼레의 의견과 관련된 점은, 그의 작품 카이로 게니자
(The Cairo Geniza, Oxford 2 1959) - 독일어 개정판 마이어, 카이로 게니
자 (R. Meyer, Die Kairoer Genisa, Berlin 1962) - 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
다. 어쨌든 레닌그라드 필사본은 여전히 완전하게 보존된 히브리어 성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다.
이 새 판을 위해 보급판(낱권)을 1967년부터 매년 2-3권씩 내기로 하였
지만, 계획된 것보다는 좀 늦어졌다. 왜냐하면 마소라를 철저하게 작업함
으로써 예기치 못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약속하였던 예
수 시락 (Jesu s Sirach)의 부록판은 짧은 시간 안에 특별 보급판(낱권)으로
* 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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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되었다.
성서 각 책들의 순서는 역대기 상하를 책의 끝에 위치시킴으로, 이미
BHK에서와 마찬가지로 BHS에서도 레닌그라드 필사본과 다르게 되었다.
BHK와는 달리 BHS 에서의 새로운 점은 아래와 같다.
1. 글꼴. 2차 대전 중 라이프찌히의 폭격으로 이전의 활판이 소실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쇄기술의 변화로 인해 인쇄기에 알맞는 글꼴로
전환시켜야 했다. 따라서 키텔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BHK의 아름다운 글
꼴은 현대적 인쇄기술에 상응하는 글꼴로 대체되어야 했다. 우리는 유용한
대체 글꼴을 발견하기를 원했다. 기계의 특성상 자음기호는 모두 정방형이
거나 반정방형이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음의 상하에 일련의 모음기호와
악센트 기호를 정해진 자리에 위치시켜야 했기에, 모든 형태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실로 끝없는 실험이 필요했다. 또 우리가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항상 반복하여 필요한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 내어야 했기에 성서공회는 엄청난 규모의 돈과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특별히 식자공 칼 호이슬러 씨의 실로 끝없는 노력에 감사
와 경의를 표한다.
2. 본문. 우리는 본문을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마지막 필사자가 제공했던
본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분명한 필사오
류조차도 제거 하지 않았다. 의심이 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야 2
장에 대한 본문비평장치 15a 의 주에 잘 나타나 있다. 경우에 따라 가끔 빠
진 마침표(실룩)이나 특히 자주 빠진 휴지선(메텍)의 삽입조차도 이미 필
사본 자체가 휴지선(메텍)을 모음의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에, 또 마침표(실
룩)을 오른쪽에 두었을 경우 포기하였다. 이와는 달리 연음선(라페)의 기호
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거의 예외없이 생략하였다. 왜냐하면 기술적으
로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필사본과는 달리, 의미
단락을 나타내는 페투하( )와 세투마( )를 삽입시켰고, 더욱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더 작은 글꼴로 유지시켰다. BHS와 레닌그라드 필사본과의 비
교를 위해 원본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튀빙엔에서
영인본이 만들어졌다. 여러 차례 수행된 대조 작업에 있어서 뤼거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혹은 특별한 관점
하에서 검토한 여러 팀의 편집 조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마이크

250 성경원문연구 제3호

로필름 제작에 대해 레닌그라드의 국립 도서관 잘티코브 스체드린에게 특
별히 감사를 드린다. 마이크로필름 제작을 위해서는 필사본의 제본이 해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스펠트 교수의 책임하에
1957년에 쿠르트 알란트 교수가 이 사본의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하였다.
3. 마소라. 우리는 마침내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마소라를 완전하게 내놓
겠다는 키텔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무한한
수고를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낭시의 바
일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소마소라는 독자들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좌우 가장자리에 인쇄되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개정되었다. 더욱이 바일 교수가 초기 칼레 교수와 협의하여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본 원칙들에 따라 개정되었다. 대마소라는 종전까지는 몇 권의 별
책으로 나왔었지만,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뷔르템베르그 성서공회와 로마의
폰티피칼 성서학원이 공동으로 1971년에 대마소라 를 한 권에 담아 출판
하였고, 그 후에 BHS의 완결판을 출판하여 학계에 큰 기쁨을 주게 되었
다. BHS의 대마소라 주기는 본문 밑에 첫번째 난외주에 적혀 있다. 상세
한 것은 이 서론의 둘째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
4. 본문비평장치. 본문 각 페이지의 끝에 본문비평장치가 나온다. 대부분
의 개정자들이 바뀜에 따라 본문비평장치 역시 완전히 새롭게 개정되었다.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단순한 이형(異形)과 다소 덜 중요한 전달 과 실
질적인 본문의 변형들과 그 밖에 더 의미 있는 재료 라는 식의 의문스러
운 구분을 우리는 포기하였다. 개정자들은 가능한 본문 역사 연구에 있어
서 보다 발전된 방법론으로 그 사이에 축적된 자료를 평가했으며, 또한 추
측에 의한 교정이나 역본들로부터의 역번역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
였다는 점을 이용자들은 쉽게 느낄 것이며, 또 이런 점들이 이 책의 더 높
은 유용성을 위해 기여하기를 바란다. 셉투아진트의 전문가인 뷔르쯔부르
그의 지글러 교수와 타르쿰 문제 전문가인 튀빙엔의 뤼거 교수, 두 분이
거의 대부분의 주를 비평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린 제안들이 대폭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감사한다. 본문비평장치의 개정자들이야말로, 이들 중
에 많은 이들이 이미 돌아가셨으나, 으뜸의 감사를 받을 만하다는 점은 애
써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끝난 지 이미 수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보충 정리 하는 일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튀빙엔 편집진과의 공동작업은 특별히 뛰어났다. 편집 보조원들 (만프리드

BHS의 서문 / 한동구 번역 251

드히트리히 박사 1960-62, 지그하르트 카푸스 1961-63, 베르너 푸스 박사
1964-66, 우젤 만텔 리히트 부인 1966-67 그리고 무엇보다 디터 켈르만 박
사 1962-64, 67-75)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작업은 1954년 알트와 아이스펠트에게서 넘겨받았으며, 뤼거
교수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 편집 발행인들을 도와 주었으며, 독일 연
구부는 여러 차례의 재정적 위기에서 항상 새로운 도움, 즉 막대한 인쇄비
의 부담을 감당해 주었기에, 편집 발행인들은 이 모든 이들에게 심심한 감
사를 드린다.
끝으로 우리는 키텔이 1929년 그의 책 서문을 끝맺을 때 사용한 문장으
로 다시금 끝맺고자 한다. dies diem docet (날은 날에게 전한다)라는 문
장에 그 경의를 표하는 것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에게서도 예외는 아니
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는 도처에 값싼 비평자들을 만날지라도, 이 위
대함에 걸맞는 독자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튀빙엔, 뮌스터, 1967/ 77
칼 엘리거, 빌헬름 루돌프

제 II 부
루돌프 키텔은 그가 죽던 해, 1929년에 쓰여진 BHK 제3판의 보급판 1
권의 서문에서, 1009년 혹은 1008년에 형성된 레닌그라드 필사본을 마소
라 본문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동시에 마소라 자체, 대마소라와 소마소라
를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 할 수 있게 했다 고 말한다. 발행인은 소마소라
(Massora p arva = Mp)1)를 본문의 좌우 가장자리에, 대마소라(Massora
m agna = Mm)2)는 마소라의 용어들과 약어들의 목록과 함께 알파벳 순서
에 따라 별책에 두고자 계획했다.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계획은 다만 부분
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1937년에 완성한 BHK의 제3판은 전적으로 레
닌그라드 필사본의 소마소라만을 제공했다. 더욱이 아무런 비평 없이 단순
히 재수용했다. 가장자리에 있는 난외주 모두를 사진으로 인쇄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칼레는 그의 책 서문에서 난외주에 담겨 있는 무수한 오류와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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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와 불완전한 보도들을 지적했다. 그 밖의 경우는 레닌그라드 필사본
에서 소마소라를 제공한 것과 같이 편집하였다. 다만 매우 상태가 나쁜 오
류들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각괄호 <> 속에 담고 있음)을 가하였다.3) 소
마소라에 담긴 주가 통일적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들이 불완전하며 그래
서 완전하여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표준화시키려는 노력은 마치 신비적인 것으로 보일 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포기하게 만든다.4) 대마소라의 편집에 대하여, 옛 계획을 결코 실
현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칼레와 그의 학문적 동지들이 1930년대에 겪
어야 했던 개인적 운명에 있다. 공동협력자들은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으
며, 칼레 자신도 포로가 되어야 했다.
칼레는 그의 생애를 마감하기 10년 전에 옥스포드에서 비블리아 헤브
라이카 의 새 개정판의 두 발행인들에게 나를 협력자로 소개했다. 이들은
대마소라와 소마소라를 발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나에게 일임하여 완전
히 새로운 방법으로 마소라의 편집을 발전시키도록 했다. 그 결과가 여기
에 내놓은 시도이다. 이것은 야곱 벤 하임에 의한 1524/ 5년의 랍비 성서,
소위 봄베르기아판 의 제2판에서 시도된 것이다.
수백 년 전 마소라 학자들이 낱말이나 형태나 표현 용례가 몇 번 정도
나오는가를 말하는 주들, 즉 소마소라를 필사본 칼럼의 가장자리에 두었
다. 그 당시에는 성서 본문에 대하여 단순한 지식을 가진 독자들에게는 그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러한 주들을 이용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 소마소라에서 어려움 없이 확실하게 대마소라
로 이어지며, 그리고 그것에 의해 전체 비교 자료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각 주들이 올바르
며, 정확히 제 자리에 놓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낱말이나 형태나 표
현 용례가 처음 나오는 자리에 주를 달았고, 그 이후에는 주를 달지 않았
다.5) 여기에는 학문적인 간행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평 기호를 사용하
지 않음으로써, 난외주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했다. 대개 이러
한 자료들의 70% 정도가 다른 책에서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거나, 혹은
3) 참조 BHK에서 창1:16 - 28의 Mp를 보라.
4) 이미 16.C. Elias Levita는 그의 작품 M asoret ha-Massoret (Venedig 1536) 의 운
률에 맞춘 시적인 서문에서 마소라의 서문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 하면 마소
라는 그 간결성으로 말미암아 봉해 버린 책의 언어처럼 신비스럽기 때문이다.
(
.
.
).
5) 참조 G. E. Weil, La n ouvelle édition de la Massorah (BHK IV) et l histoire de
la Massorah, SVT 9 (1962), pp . 43-67 und Massorah, REJ 131 (1972), pp . 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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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만 지적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대 성서 필사본들의 편집의 노
고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6)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양식을 따른 방대
한 마소라 필사본들은 부분 선행본들을 합치거나 그대로 필사된 것이다.
부분 선행본들은 또한 가장자리에 선생이 그의 제자들이 이용하도록 주를
달았던 본문들을 그대로 필사한 것들이다. 이러한 주들은 서로 연계성이
없이 따로따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들 중 많은 부분은 서로 대립적인 필
사단이나 마소라 학자단에서 나온 것도 있다.7) 마소라의 두 양식에 적절
한 편집양식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나는 소마소라의 난외주와 대마소라의
상세한 목록과 연결시켜 주는 한 참조 시스템(연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했다. 따라서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마소라의 가장 큰 부분을 BHS에 모두
담을 수 없었기에, 몇 권의 책으로 편집하여 마소라 그돌라(
= 대마소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에서 간행했다.8) 소마소라의 경우 나는
BHS의 가장자리의 한 면에 전적으로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소마소라의 주
에 근거한 완전하고, 새롭게 개정된, 또한 표준화되고, 이해될 수 있는
주 를 편집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표준화된 의 의미는 동일한 표현방식
과 통일적 약어를 의미한다. 완전한 의 의미는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소마
소라에 의해 기대되어질 수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 빠져버린 주를 모두 기
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에 예외도 있다. 100회를 넘는
6) 참조 G. E. Weil, "La f ormation du commentaire de la Mm marginale dans les
grands codex bibliques. Etu de comparée des listes de Dt. 28, 17 à 34, 12 dans les
manu scrits A et L, RHT" 1 (1971), pp . 1-48.
7) 본문의 단어들에 대해
를 참조하라, 이것은 창14:1, 4, 5, 9에서 한 낱
말과 같이 그리고 창14:7에서 두 낱말 (
)과 같이 쓰였다. Mp에 대하여 창
9:21; 12:8; 13:3과 35:21에서의
대한 주를 참조하라. 이 구절들 중에 다만 창13:3
의 주만 케레를 이루며, 그 밖의 나머지 구절들은 Mm83에 따라
로 기록 되어
있다. 동일한 낱말과 관계하는 두 책의 Mp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창 24, 14와 신22:15
에서의
를 참조하라. 본문과 Mm과 Mp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Mm 257와 함께
창35:5에서의
이나 시9:1과 48:15를 참조하라. 여기에서는
가 시9:1에
서는 한 낱말로 시48:15에서는 두 낱말로 쓰였으며 이에 대한 두 마소라 주들에서는
서로 상충된다.
8) G. E. Weil, Massora Gedolah iuxta codicem Leningradensem B 19a, Vol. I Catalogi,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Rom 1971. Der zweite Band ist einem
paläogrphischen und philogischen Kommentar der Listen der Mm gewidmet (제2권
은 Mm의 목록의 서지학적이며, 언어학적인 주를 담고 있다), der dritte der Mp, die
keine ihr entsprechende Mm hat, (제3권은 Mm에 상응하는 주가 없는 Mp를 다룬다)
un d der vierte der Masora f inalis (Mf) un d einer allgemeinen Einführung in die
Masora als Beitrag zur Benutzung der masoretischen Handschriften bis zum 12.
Jahundert (제4권은 Mf와 마소라의 일반적인 개론으로 12C.까지 마소라 유형의 필사
본의 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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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외주의 경우 부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도나이(
)라는 단어는 소
마소라에서 134회(
)의 주를 제공하며,9) 로쉬(
)라는 단어는 소마소
)라는 단어는 소마소라
라에서 150회( )의 주를 제공하고,10) 버에니(
에서 139회(
)의 주를 제공한다.11)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 나는
나의 저서 마소라 그돌라의 제3권에서 완전한 목록을 제시했다. 이러한 추
가적 부기들은, BHK의 난외주와 비교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난외주
의 원래 규모보다 거의 3배나 확대되었다.
대마소라의 목록은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경우 성서 본문의 각 페이지
상하 가장자리에 놓였으나, 마소라 그돌라의 제1권에 성서책의 장절 순서
에 따라 인쇄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처음 나오는 경우만 수록했고, 중
복이나 또 그 이상의 반복은 그것이 비록 개별 사항에 있어서 주의를 기
울일 만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제1권에서는 배제했다. 이 목록은 1-4271까
지 번호가 붙어 있다. 그러므로 4271이라는 수는 제2권에 담겨 있는 반복
들을 제외하면, 나에 의해 붙여진 대마소라 목록의 전체수를 나타낸다. 제
2권에 담겨 있는 반복들은 이미 제1권의 끝에 색인을 제시했으며, 제2권에
서 주해를 달았다. 나는 칼레가 구상한 알파벳 순서에 따른 배열을 포기했
으며, 다만 목록의 순서에 나타난 번호화의 체계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레닌그라드 필사본에 나타난 경우보다는 휠씬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
다. 알파벳 순서는 제2권 끝에 있는 색인에 나타난 목록의 숫자를 통해 쉽
게 알 수 있다. BHS 각 페이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소마소라 주의 번호는
대마소라에 번호화된 목록과 연결된다. 소마소라에서 대마소라로 연결되는
숫자는 위첨자로 표기되었다. 대마소라 주의 글씨는 소마소라와 같은 크기
로 쓰여졌으며, 간격을 두고 성서 본문과 본문비평장치 사이에 두었다. 대
마소라 주는 대개 대마소라의 해당 목록 번호(예 Mm 350)를 기록하며, 이
번호는 마소라 그돌라 의 제1권에 있는 목록표로 연결된다. 경우에 따라
서는 나의 마소라 간행본의 다른 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마소라와 본문
과의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번호 체계를 통하여 독자
들에게 단번에 본문에서 소마소라로 그리고 대마소라로 또 반대의 방향으
로 넘어갈 수 있게 했다.
목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여러 경우들을 가리킨다.
9) 창18:3; 출34:9; 왕상3:10와 시38:16.
10) 시137:6과 느11:17
11) 신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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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마소라 주가 아무런 숫자를 달고 있지 않은 경우, 즉 대마소라와
무관하며, 또 언어 형태나 내용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경우. 이러한 주
들은 나의 책 마소라 그돌라 의 제3권에 상세하게 다루었다. 마소라 그
돌라 의 제3권에는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대마소라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
나, BHS의 소마소라 주에서 다룬 주를 다루었다. 이러한 주에서는 처음
나오는 곳에 주를 두었다. 그리고 독자들은 마소라 그돌라 의 제3권에서
이 주와 관련된 완전한 목록을 보게 되며, 또 이 목록을 언급한 필사본적
자료들도 함께 보게 된다. 순수 질적인 주, 예를 들어 민수기 4장 47절의
아보라트(
)라는 단어에 대한 소마소라의 주 토라 전체에서 파손된/
빠진 (
)이라는 주와 역대기상 12장 25절의 우쉬모네(
)
라는 단어에 대한 소마소라 주 책 전체에서 무수히 많이 나옴
(
) 등의 질적인 주 외에도, 소마소라에는 양적인 유형, 즉 어떤
표현의 빈도 수를 나타내는 주도 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의 출처를 담고
있다. 그 출처는 레닌그라드 필사본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대마소라의
목록 속에는 항상 담겨 있다. 나의 저서 마소라 그돌라 의 제3권에서는
이 점을 넘어서 소마소라나 대마소라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성서
본문의 단어들의 주석도 담고 있다. 이들 단어들은 레닌그라드 필사본이나
소위 표준 본문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떤 특이성이나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
준다. 이 주들은 성서 본문의 낱말이 나오는 책, 장, 절 순서에 따라 다루
고 있기에, 항상 성서 본문의 상태와 일반적인 마소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마소라 주 중에서 대마소라에서 다루지 않으나, 소마소라 주에 수
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단지 아래의 경우들 중의 하나이다:
a)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어떤 낱말이 소마소라 주에서 (hap ax 한 번)
라는 주가 나오며, 관련(병행)구절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지적되는 경우. 이
짧은 참조 지시 (hap ax 한 번)가 다른쪽 관련 성경 구절에는 종종 빠져
있다. 나는 이 빠진 관련 성경 구절을 모두 보충했고, 대마소라 주에 그
차이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레닌그라드 필사본에서 이사야 1장 1절의
주 1에서는 역대기하 32장 32절을 참조하라 는 참조 지시를 담고 있는 경
우도 있으나, 이사야 28장 4절의 주 4에서는 호세아 9장 10절을 참조하라
는 참조 지시가 빠져 있다. 이 점을 BHS에서 보충했다.
b) 레닌그라드 필사본에서의 어떤 낱말의 소마소라 주에서 (2회)라는
주와 함께 병행구절의 인용이 함께 나올 경우. 이 경우에도 레니그라드 필

256 성경원문연구 제3호

사본에서 상응하는 것이 빠졌으면, BHS에서는 이를 보충했다. 두 경우 모
두 대마소라에 장절만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3절의 주 4에서 잠
언 14장 4절을 참조시킨다.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이사야 1장 3절의 난외주
12)가 덧붙어 있다(참조 BHK). 잠언 14장
에는 와 그 다음에
4절의 에부스(
)라는 단어에는 이사야 1장 3절의 참조 지시가 빠져 있
다. 그러나 BHS에서는 이사야 1장 3절의 참조 지시를 포함시켰다.
c) 소마소라나 대마소라가 본문의 어떤 단어와 다르게 나올 때, 숫자는
본문비평장치의 주를 가리킨다. 본문비평장치에서 담고 있는 이러한 주들
은 독자들에게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병행구절과의 비교나 아래에 언급된
고전적 마소라 필사본들과의 읽기/ 이해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마소라 본
문의 상태를 말해 준다: 고전적인 마소라식의 필사본들 - Codex Or 4445
des Britischen Mu seum s, Kaisoer Prophetischer H andschriften (C)과
H andschrift 15 der N ationalbibliothek in Paris(P). 그 밖에도 나는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마소라 간행본들을 이용하였다: 다니엘 봄베르그의 제2
랍비 성서(die zweite Rabbinerbibel von Daniel Bomberg, Venedig
1524/ 5)와 긴스부르그(Christian D. Ginsburg, London 1908-1926)의 간행
본.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마소라 주석들도 이용하였다: ＂
des Salom o Jedidja N orzi, Mantu a 1742과 R. Gordis, The Biblical Text
in the Making, Philadelphia 1937. 그럼에도 이러한 책들은 대마소라 주에
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프렌스도르프(Frensdorff)13)에 의해 간행된 파
리 필사본에 의한 Okhla w e-Okhla에 의한 주석들과 프르난도 디아츠 에
스테반14)에 의해 간행된 할레 필사본에 의한 주석들만을 참조 지시 하였
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는 Okhl 196)
d) 소마소라에 숫자 대신에 Mp sub loco 라고 기록된 주가 있다. 이주
는 BHS의 소마소라에서는 레닌그라드 필사본과 비교하여 수정되었거나,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대마소라의 해당 목록이 빠짐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
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들은 나의 책 마소라 그돌라 의 제3권
에서 보충하여 완전하게 다루었다.
3. 소마소라의 주가 대마소라와 관련이 있을 때
a) 소마소라의 숫자는 대마소라 주를 가리킨다. 이 주는 다만 대마소라
주의 번호만을 가리킨다. 독자들은 나의 책 마소라 그돌라 의 제1권에서
12) 역주: 소들이 없다.
13) Das Buch Ochlah W ochlah (Masora), Hannover 1864.
14)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 Madr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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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소라의 번호에 따라 소마소라 주와 관련된 목록을 보게된다.
b) 한 낱말이 소마소라에 여러 개의 주들을 갖을 경우, 대개는 각 각의
소마소라 주에 번호가 붙는다. 소마소라의 주가 일반적인 목록과 성서 전
체나 일부의 어떤 목록과 결합됨으로 인해 생겨났을 경우, 다음과 같은 주
를 보게 된다 : 민수기 9장 2절에서 브모에도(
)라는 표현에 대하여
3
2
15)라는 소마소라의 주를 보게 된다. 여기에서 위첨
2
는 Mm 3003을 가리키며, 위첨자 3 은 Mm의 3727을 가리킨다.
자
시르셀루스(Circellu s ○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적용된다.
a) 본문의 한 낱말에 하나의 소마소라 주를 가질 경우, 이러한 주가 있
음을 말해 주는 시르셀루스는 그 낱말의 상단 가운데 위치한다. (혹은 인
쇄 기술상 어려움이 생길 경우, 가능한 가운데 위치 하도록 한다.) 소마소
라의 해당 주는 본문의 가장 자리에 인쇄되었으며, 주 끝에 점을 찍어 다
음 주와 분리시켰다.
b) 본문의 한 낱말이 소마소라의 여러 주들을 가질 경우, 여러 개의 주
라 할지라도 낱말의 상단 가운데 하나의 시르셀루스로 지시한다. 여러 주
들의 끝에 한 점을 두어 그 주들의 끝을 알렸다. 여러 주들 - 각 요소들은
다양한 자료들/ 본문들에서 유래되었다 - 의 구문(Syntax)을 보다 분명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각 요소들 사이에 와우( ) 접속사를 삽입하였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에스겔 14장 15절에서와 같이 루
(
만약)라는 낱말에 소마소라에서 22회 그리고 낱말의 서두에 6회
( ＂
)라는 주를 달아야 할 경우 22회, 그 중 6회는 낱말의 서두
)라는 주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
)이
에 ( ＂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욱이 그것들 가
운데 한 경우에 (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에스겔 29장
11절에서 로( )라는 낱말의 소마소라 주에 낱말의 서두는 그 책 속에서
5회, 그리고 더우기 6절들 중 한 곳은
와 함께
＂
)라는 주가 있다.
c) 둘 혹은 그 이상의 낱말들이 소마소라에 한 주를 가질 경우, 다루고
자 하는 모든 낱말들의 상단 사이 사이에 각각의 시르셀루스를 두었다. 예
를 들어 창세기 2장 18절과 이사야 1장 20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d) 여러 낱말들이 여러 주를 가질 경우, 특이한 표현을 하나 더 갖는다.
(

15) 완전한 형태,
였다.

가 포함된 형태로 총 3번 쓰였으며, 그중에서 오경에서 2번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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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본문은 처음 두 낱말 사이에 두 번째 시르셀루스
를 표시했다. 만약 소마소라에서 두 번째 주가 빠졌을 경우에도 가장자리
에 부기했으며, 한 점을 찍어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를 분리시겼다. 예
를 들어 이사야 3장 15절의 느움 아도나이 야웨 쯔바오트
)라는 구절은 소마소라에서 두 개의 주를
). 전체 구절이 4회( ) 나오며, 아도나이 야
)라는 구절이 15회 ( ) 나온다.
웨 쯔바오트(
그러므로 시르셀루스는 세 위치에서 보게 된다:
1. 한 낱말 위에 한 시르셀루스(a와 b의 경우)
2. 두 낱말 사이의 한 시르셀루스(c의 경우)
3. 두 낱말 사이의 두 번째 시르셀루스(d의 경우)

(
갖고 있다: 4회 . 15회 (
.

이 서문에서는 소마소라를 통일시키고자 했던 언어의 형태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나의 책 마소라 그돌라 의 제3권에서
다루어졌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시르셀루스에 관한 설명 항목의 b)에서 언
급한 연결 용어들( 그 중에서
; 그리고 더욱이 그것들 가운데 한
경우에
)을 제외한 어떤 것도 부가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레닌그
라드 필사본에 나오는 소마소라나 대마소라에서 사용된 본래적 형태에 의
존하거나, 한 필사본의 동일한 주에 대하여 여러 개의 형태들이 서로 다르
게 나오게 될 때에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를 선택하였다. 연결을 위
해 사용된 용어들 (
나
)은 그 밖에 마소라 주석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마소라의 목록과 소마소라의 주를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하
기 위하여 선택해야 했다. 이러한 연결과 표준화는 이전에 결코 시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마소라의 소마소라의 주들은 완전하지 않았고, 일정치
도 않았다. 이러한 상태를 나는 개선코자 했다.
독자들은 이 간행본에서 사용된 용어들과 약어들의 목록을 보게 된다.
나는 표기를 통일시켰다. 레닌그라드 필사본에서는 그것을 따온 선행본에
따라 달리 표기했다. 왜냐하면 레닌그라드 필사본의 소마소라의 저자들은
선행본을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다. 약어와 그것의 번역을 담고 있는 알
파벳식의 색인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대마소라를 이
용하기 위한 좋은 설명/ 서론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나로 하여금 이 간행본을 끝낼 수 있도록 한, 이 새 간행본(=
BHS)의 발행에 관여했던 모든 이에게 감사 드린다. 나의 감사는 무엇보다
도 나의 아내 니네테 바일과 사고트 양과 구에니 양과 나의 동역자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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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연장자인 요빈 씨에게 드린다. 이들은 모두 본문과 역사 연구소
(Institute of Textual Research and History)의 성서 및 마소라 분과(the
Biblical and Massoretic Section)에 소속된 이들이며, 10년 이상 이 일에만
전념해 왔다. 또한 BHS의 발행인들과 튜빙엔의 편집진들과 이 간행본을
주도해 온 뷔르템부르그의 성서공회와 많은 비용을 제공한 독일 연구위원
회(the Germ an Research Council)에도 감사를 드린다.
낭시,

1967-77 그랑드 바일

본문비평장치의 기호들과 약어들
I. 본문비평장치
철자 a.b 등 연결선(마케프)이 있든 없든, 항상 본문 속에서 어떤 낱말 앞
에 위치하며, 그 낱말이 본문비평장치가 있음을 가리킨다. 비평적 주가 둘
혹은 그 이상의 낱말들과 관련할 때, 동일한 알파벳을 앞 뒤에 놓아 에워
b
b
싼다. 예를 들어 이사야 2장 2절의 경우
라는 구절을 보
게 될 것이다. 한 철자가 어떤 절의 첫 낱말 앞에 올 때, 그 본문비평장치
a
는 전체절과 관계된다.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 7절의 경우
를 보게
된다.
히브리어 낱말들 본문비평장치에 나타난 히브리어 낱말들은 대개 모음
점을 완전하게 치지 않는다. 본문비평장치의 모음점이 본문 속의 모음점과
다르지 않을 경우 모음점을 항상 완전하게 모음점을 치지는 않는다. 낱말
의 일부에서 차이가 없이 반복될 때, 종종 다음과 같은 대체기호로 표기한
다; 낱말의 앞부분에는 횡선(-)을 표시하며, 끝부분에는 아포스트로피나 작
a
은 사선(＇)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이사야 2장 8 절에서는
을 a
로, 또 이사야 5장 18 절에서는
을 ＇ 로 나타낸다.
Pentateuchi textu s Hebraeo-Sam aritanus secundum A.
von Gall, Der hebräische Pentateuch der Sam aritaner
19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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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n Gall (Der hebräische Pentateuch der Sam aritaner
1914-1918 사마리아의 히브리어 오경)에 의한 사마리아의
히브리어 오경 본문
codex m anu scriptu s (codices m anuscripti)

M s (s )

Gall의 본문비평장치에 의한 필사본 (필사본들)
T

Targum Sam aritanu m
사마리아 탈쿰

W

'

Pentateu chi textu s Hebraeo-Sam aritanu s secu n dum
p olyglottam Londinen sem
Waltonii, vol. I 1654
B. Walton의 수개 국어로 번역된 런던판 사마리아의 히브리
어 오경 본문
아킬라

'
'

퀸타, 오리겐의 작품으로 불리는 오경
테오도치온
'
'

'
'

Origenis
오리게네스의 헥사플라의 히브리어 본문
(
)
세 개의 주석서: 그리스어 역본
개념
(
)

,

,

을 가리키는 총체

여타의 주석서
Sym m achu s
쉼마쿠스
versio Arabica

A m br
A rm

Bo

아랍어 역본
versio Ä thiop ica
에티오피아어 역본
암브로시우스
versio Armenica
아르메니아어 역본
editio Bom bergian a lacobi ben Ch ajjim , Venetiis 1524/ 5
(야곱 벤 하임의) 봄베르기아본 (베네치아 1524/ 5)
versio Boh airica
보하이릭어 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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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3 e t c

codex p rop hetaru m Cairen sis
카이로 예언서 사본
fragmentu m codicis Hebraici in geniza Cairen si repertu m
카이로 게니자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의 단편
du o (tria etc) fragmenta codicum Hebraicorum , in geniza
Cairensi reperta
카이로 게니자에서 발견된, 두(혹은 세) 히브리어 단편 사본들

cit (t )

Cy r
E d (d)
Eu s
Eu s On om

V. Ap otowitzer, (Das Schriftw ort in der rabinischen
Literatu r), (랍비 문헌에서의 성서 말씀), 서론(빈 1906); 제II부
(1908); 제III부(1911)에 따른 랍비 문헌과 유대 문헌에 나타난
찬양 시귀들
Cyrillu s의 구약 주석들
editio(nes) textu s Hebraici
케니코트와 데 로시와 긴스벅이 편집한 히브리어 본문
Eu sebiu s Pamp hili Caesareen sis
세자리아의 유세비우스의 그리스어본
On om asticon Eu sebii Pamp hili Caesareen sis

유세비우스의 성서의 지명 목록
versio LXX interpretum Graeca (secundum Septuagi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Societatis
Literarum Gottingensis editum 1931 sqq., vel, secundum
Septu aginta. Edidit A. Rahlfs 1935)
70인 역본에 따른 그리스어 역본 ( 괴팅엔 셉투아진트 연구소
에서 편집한 그리스어 구약성서, 혹은 이 간행본이 없는 경우,
1935년 A. Rahlfs의 간행본, 셉투아진트에 따름
1/ 2 S : versio LXX interpretu m Graeca con sentientibu s omnibu s
(fere) codicibu s editionis A. E. Brooke-M. Mclean, The Old
Testam ent in Greek II/ I (Cantabrigiae 1927)
70인 역본에 따른 그리스어 역본, (거의) 모든 간행본들과 일
치하는 A. E. Brooke-M. Mclean의 그리스어 구약성서 (II/ I,
켄트베리 1927)에 의함
[n u llo s ig n o a d ie ct o ]
om nes vel gravissim i codices
(기 호 없 음 )
모든 혹은 매우 중요한 사본들
*
Textu s Graecu s origin alis
그리스어 원본 텍스트

262 성경원문연구 제3호

A

codex Alexan drinu s
알렉산드리아 사본

B

codex Vaticanu s
바티칸 사본

C

codex Ep hraemi Syri rescrip tu s
다시 쓴 에프라임 시리아의 사본

C

Textu s Graecu s in genere Catenaru m traditu s
연쇄 주석의 형태로 전래된 그리스어 본문, 카테넨 필사본

F

codex Ambrosianu s
암브로시우스 사본

L

Textu s Graecu s ex recen sione Lu ciani
루키아노스의 비평에 따른 그리스어 본문

II

Textu s Graecu s ex recen sione su blucianica p rim a
루키아노스의 제1비평본을 근거로 한 그리스어 본문

III

Textu s Graecu s ex recen sione su blucianica secun d a
루키아노스의 제2비평본을 근거로 한 그리스어 본문

Lp

L

p artim

루키아노스의 부분본
m aj

codices m aju sculis scripti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들

m in

codices m inu scu lis scrip ti
소문자로 기록된 사본들

M

codex Coislinianu s
꽈슬랜 사본

M s (s )

codex (codices) versionis Graecae
홉스-파슨스의 출간에 따른 그리스어 역본들

N

codex Basiliano-Vaticanu s jun gendu s cu m codice Veneto
베네치아 사본과 결합한 바젤 - 바티칸 사본

O

Textu s Graecu s ex recen sione Origenis
오리게네스의 비평본을 근거로 한 그리스어 본문

Op

O

p artim

오리게네스 그리스어 비평본의 일부
Q

codex March alianu s
마르칼리아누스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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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odex Veronen sis
베로나 사본

S

codex Sin aiticu s
시내 사본

U

p ap yru s Lon dinen sis Mu sei britannici 37
영국 런던 박물관 파피루스

V

codex Venetu s
베네치아 사본, 바젤 - 바티칸 사본의 둘째 부분

W

2 2 .2 6

B*

e tc

fragm entum 1S 18,8 - 25 continen s, saec. IV, secu n dum H .
H un ger, Ein neu es Sep tu aginta-Fragment ..., Anzeiger d .
Ö ster . Akad . d . Wiss. Phiöl.-hist.Kl., 93 (1956) p . 188 - 199
삼상 18,8 - 25을 포함하는 단편, 4.C., H . Hu n ger의 신 셉투
아진트 단편들 에 따름
codices m inu sculis scrip ti in a. Rahlfs,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 an d schriften des Alten Testam ents, MSU
v ol. II 1914, nu meris 22, 26 etc sign alti
A . Rahlfs의 간행본에 따른 소문자 사본 22, 26, 등

et c codicis Vaticani etc prim a m anu s
바티칸 사본의 원본

- S

etc textu s Graecu s excep to codice Sin aitico etc
시내 사본을 제외한 그리스어 본문

Qc

et c codicis March aliani etc correctio
마르칼리아누스 사본의 비평(본)

Qm g

et c codicis March aliani etc lectio m argin alis
마르칼리아누스 사본의 난외주를 따라 읽기/ 이해하기

S 1 .2 .3

Ga
Gn R
Hier
Hill
jJeb

codicis Sin aitici primu s, secu n du s, tertiu s corrector
사나이 사본의 제 1, 2, 3, 비평(본)
Psalteriu m Gallicanu m
갈리아 교회의 시편
Genesis rabba, vide cit(t)
창세기 미드라쉬
히에르니우스 (라틴어) 번역본
cod H illel
힐렐 사본
Jeru alm i Jebam ot, vide c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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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s A nt
Ju s t

팔레스타인 탈무드에 따라 두 편의 미쉬나를 예루살레미 라
불렀다
요셉푸스의 고대사
순교자 유스틴

K

쓰여진 것

K

보라 Q

Mss

KO c c
KO r

M ss

서부 전승의 케티브
동부 전승의 케티브
versio Cop tica
곱틱어 역본
A

L

codex Lenin graden sis B 19
레닌그라드 사본
L

*

codicis L prim a m anu s
레닌그라드 사본의 원본

91

vetu s versio Latin a (secun du m P. Sabatier, Bibliorum
Sacrorum latinae versiones antiqu ae 1739 sqq, vel secun du m
Vetu s Latia.
고대 라틴어 역본 (P. Sabatier의 거룩한 성서의 고대 라틴어
역본 에 따르거나, 베투스 라티나에 따름. 고대 라틴어 성서의
나머지 부분은 Petru s Sabatier에 의해 새롭게 수집되었고,
Erzabtei Beu ron (ed . P. Bonifatiu s Fischer, Beu ron 1949이후)
에 의해 간행되었다; 기호들은 Beu ron 간행본 제I부(Freiburg
1949)에 따름
codex Legionen sis; vide R. Weber in Miscellaneae G.
Mercati p ars I (Rom ae 1946)

93

레기오넨시스 사본, 참조 G. Mercati의 잡록/ 잡다한 수집록,
제1부의 R. Weber를보라
rep lica codex Legionen sis; sec. editionem C. Vercellone vol.
II (Rom ae 1864)
레기오넨시스 사본의 보충, C. Vercellone의 간행(제2권)에
따름

94

115

m arginalia incu n abilis 54 (Venetia 1478)
초기 난외주 54
N ap oli codex lat. 1 (p riu squ am Vin d ob . 17) secu n dum
trascrip tionem B. Fis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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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n on du m editam
나폴리 리틴어 사본, B. Fischer의 필사/ 복사에 따름, 아직
출판 안 됨
fragmenta Qu edlinbu rgensia et Magdebu rgen sia, secu n dum
editionem

117

H . Degerin g-A. Boeckler (Berolini 1932)
퀘드린부르그와 막데부르그의 단편들, H . Degerin g-A .
Boeckler의 간행에 따름
fragmenta Vin d obonensia, secun du m editionem M. H au pt
(Vind obonae 1877)

CY

빈도보넨시스의 단편들, M. H au pt의 간행에 따름
Cyp rianu s, Testim onia secu n du m editionem G. H artel
(Vind obonae 1868)
키프리아누스, G. H artel의 간행에 따른 약속/ 증언

G

gl

codex Parisinu s Latinu s bibliothecae nation alis 11947
파리 국립 박물관의 라틴어 사본
glossarium ; D. de Bru yne, Fragm ents d'anciennes version s
latines tirés d'u n glossaire bibliqu e, in Archivu m Latinitatis
Medii Aevi, vol. III Parisi 1927 p . 113-120
주/ 난외주; D . de Bru yne, 성서 용어에서 인용된 고대 라틴
비평본의 단편들 , 중세 라틴 문화 보관소에 소장됨, 3권, 파
리, 1927, pp . 113-120

Lg

m argo codicis Legionen sis
레기오넨시스 사본의 난외주

R

textu s latinu s codicis Veronen sis
베로나 사본

S

T E

textu s latinu s fragm entoru m San gallensiu m
쌍트갈렌의 라틴 단편 본문
Tertu llianu s, Adversu s Marcionem secu ndu m editionem E.
Kroym ann (1906)

Mm

테툴리아누스, E. Kroym ann (1909)의 간행에 따른 마르키온
반대론
textu s m asoreticu s
마소라 본문
m asora m agn a

266 성경원문연구 제3호

Mp
M s (s )

대마소라
m asora p arva
소마소라
codex m anu scrip tu s H ebraicu s (codices m an scripti Hebraici)
secun du m B. Kennicott, Vetu s Testam entu m H ebraicu m ,
voll. I. II (Oxonii 1776. 1780), et J. B. de Rossi, Variae
Lectiones V. T. libros, voll. I - IV (Parm ae 1784 sqq) et
eiu sdem Sch olia Critica in V T. libros (1798), et C. D.
Gin sbu rg, The Old Testament, voll. I - IV (Lon d on 1908 1926)
히브리어 필사본(히브리어 필사본들), B. Kennicott의 히브리
어 구약 성서 (제 I, II권)와 J. B. de Rossi의 구약책들의 이본
읽기/ 이본들에서의 이해 제I-IV권과 동일 저자의 구약책들
에 대한 비평적 주석 (대체로 일차적 본문들은 포함하며, 이
차적으로 보이는 본문들은 제외됨)과 C. D . Gin sbu rg의 구약
성서 제I-IV권에 따름.
1/ 2S : Mss = codices m anu scrip ti Hebraici secu n dum B.
Kennicott, Vetu s Testam entum H ebraicum (Oxonii 1776)
sive secu n dum J. B. de Rossi, Variae lectiones V. T.
libroru m vol. II (Parm ae 1785) et ad ditionem vol. IV
(Parm ae 1788) p . 227-229 et eiu sdem Scholia Critica in V.
T. libros (Parm ae 1798) p . 38-42.
히브리어 필사본들, B. Kennicott의 히브리어 구약성서 를 따
르거나 혹은 J. B. de Rossi의 구약책들의 이본 제II권과 부
록 제IV권과 동일 저자의 구약책들에 대한 비평적 주석 에
따른 히브리어 필사본들. 오늘날 켐브리지 대학, 옥스포드 대
학, 파리, 런던에 보존된 카이로 게니자에서 나온 단편들은 일
치에 이를 때까지 검토되고 비교되었다. 이 필사본들의 이본
들은 Kennicott와 de Rossi에 의해 번호가 부가되었다.

pc Mss

몇 개의/ 소수의, 즉 3-10(삼상과 삼하의 경우: 3-6)개의 필사
본들

nonn Ms s 여러 개의, 즉 11-20(삼상과 삼하의 경우: 7-15)개의 필사본들
mlt Mss 많은, 즉 20개 이상(삼상과 삼하의 경우: 16-60)의 필사본들
permlt Ms s 매우 많은, 즉 60개 이상의 필사본들
M ur

codices m unu scrip ti Hebraici nup er in

w adi mu rabb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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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p erti secu ndu m Discoverries in the Ju dean Desert II 1960
유대 사막 II에서의 발견물들 (1960) 이 있은 직후의 최근 와
디 무라바아트에서 발견된 필사본들
벤 납달리 사본
Occidentales (
)
서방 마소라 학자들 (디베리아)
Orientales (
)
동방 마소라 학자들
오리기네스
Pasiqta rabbati, vide cit(t)
축제와 특별한 안식일에 대한 미드라쉬(설교집)
읽을 것

QM s s , K M s s

1/ 2S:

N aft
Oc c
Or
Orig
Pes R

케레와 케티브, BHK와/ 나 N . H . Sn aith가 간행한 BH (런던
1958)에서는 있으나, 그러나 Kenn . et de Rossi의 모든 필사본
중에는 없음
M s (s ) Q , M s (s )K 1/ 2S : 케레와 케티브, BH K와/ 나 N . H . Sn aith가 간행한
BH (Lon dini 1958)에서는 없으나, 그러나 Kenn . et de Rossi
의 필사본 중에는 있음
Occ
Q
서방 마소라 학자들에서의 케레
QO r
동방 마소라 학자들에서의 케레
libri m anu scripti H ebraici nu per p rop e chirbet qum rãn
rep erti secu n du m Discoveries in the Ju d aean Desert I sqq
1960 sqq
유대 사막 I에서의 발견물들 이 있은 직후의 최근 쿰란 잔해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필사본/ 책들
1/ 2S : fragmenta in deserto prope chirbet qu mr n rep erta
secu n dum ed . D. Barth élem y - J. T. Milik, Oxonii 1955
(1Q) et F.M. Cross Jr ., BASOR 132, 1953 et JBL 74, 1955 et
a
secu n dum rep rodu ctiones fragmentoru m (4Q Sam )

쿰란 잔해 가까운 광야에서 발견된 단편들, D. Barth élem y J. T. Milik의 간행본(1Q)와 F.M. Cross Jr.의 논문들에 따르며,
단편들의 재구성본(4Q Sam a )에 따름
a

1QIsa secun du m The Dead Sea Scrolls of St. Mark' s
Monastery . Vol. I 1950

268 성경원문연구 제3호

1QIsa , St. Mark' s Mon astery의 사해 두루마리들 제1권에 따
름
1QIsb secu n dum The Dead Sea Scrolls of the Hebrew

b

University 1955
1QIsb , 히브리 대학교의 사해 두루마리들 에 따름
1QGenA p 1Q Genesis Ap okryph on secun du m Y. Tadin, N . Avigad,
A Genesis Ap ocryp h on .
A Scroll from the Wilderness of Ju d aea 1956
1Q 외경 창세기, Y. Tadin, N . Avigad의 외경 창세기. 유다
광야에서의 두루마리 에 따름
1QM

1Q Milh m
secu n dum
H ebrew University 1955

The Dead

Sea Scrolls of the

1Q Milh ãm ã, 히브리 대학교의 사해 두루마리들 에 따름
4QP s

b

Ps 91-118, The Cath olic Biblical Qu arterly 26, 1964, p .
313-322에 따름
versio Syriaca
증언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룩한

A

et

W

시리아(페쉬

타) 역본
1/ 2S : versio Syrica

A B CD Jac ede s s B ar H e br

사본들 및 간행물들과 일치

하는 시리아 역본
A

B

C

codex Ambrosianu s,
암브로시아누스 사본, A. M. Ceriani에의해 1876부터 간행됨
codex Lon dini British Mu seum
런던 영국 박물관 사본, 부록 14.431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음
삼상 1,26 - 2,9; 삼하 11,11 - 20), 간행본: 6C.
codex Lenin graden sis
레닌그라드(페쉬타) 사본 (Bibl.p ubl. N .S. n o. 2),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음 1S 4,21 - 6,1; 16,8 - 17,6), 간행본: 5C.

D

codex Lon dini British Mu seum
런던 영국 박물관 사본 부록 14.442와 와디 나트룬 사본(삼상
1,1 - 2,19; 17,57 - 20,34와 삼상 3,1 - 15,28 포함), 간행본:
6-7C.

L

versio Syriaca secun du m S. Lee, Pentateu chu s Syriace, 1821
시리아 역본, S. Lee의 시리아어 오경 에 따름

M

editio Mau silien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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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 페쉬타 (1891, 재판: 1951)
Mss

codices m anu scrip ti versionis Syriace
시리아어역 필사본들

U

editio Urmien sis
(미 개신교 선교사 협의회의) 우르미아 페쉬타 (1852, 재판
1954)

W

versio

Syriaca

secu ndu m

p olyglottam

Lon dinen sem

B.

Waltonii, voll. I-III 1654 sqq
시리아 역본, 왈톤의 런던 다수 언어 역본에 따름, 제1-3권
Jac ede s s

B a rH e b r

fragmenta nonnu lla versionis Syriace Jacobi Edesseni
secun du m M.H . Gottstein, Neu e Syrohexap lafragmente,
Biblica 37 (1956) P. 175-183 (continent 1S 7, 5-12; 20, 11-23,
35-42; 2S 7, 1-17; 21, 1-7; 23, 13-17)
곱 에데센의 많은 시리아 역본 단편들, M.H . Gottstein의 시
리아어 헥사플라 단편들 에 따름
lectiones
n onnu llae
ex
Barhebraei
Scholiis
ed .
Spren glin g-Grah am, vol. I (Chicago 1931)

Sa
S am ar

S eb
S or
Syh

바르히브리 본문비평장치에 의한 여러 교정본들, 스프링 - 그
라함사 출판 제1권
versio Sahidica
사히디어 역본
p ronu ntiatio Sam aritan a secu n dum P. Kahle, The Cairo
Geniza 1959, ap pen dix II p . 318
사마리아식 발음, P. Kahle의 카이로 게니자 부록 II에 따름
sebir
가장자리에서 특별한 형태의 수정 (의심받을 수 있다)
cod d . Kennicott et de Rossi Soraei
동마소라 학자들 Kennicott et de Rossi의 사본들
versio Syrohexap laris
시리아 육경 교정본
Talgum secu n du m A . Sp erber, The Bible in Aram aic, voll. I
- III 1959 - 1962, vel secu n du m P. de Lagarde, H agiograp h a
Ch ald aica 1873
탈쿰, A. Sp erber의 아람어 성서 , 제1-3권, 혹은 P. de
Lagarde의 칼데아의 거룩한 문서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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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쿰 필사본(들) 혹은 Sp erber의 본문비평장치에 따른 간행
본(들)

M s ( s ) E d (d )

B ux t

editio Bu xtorf, basiliae 1618 - 1619
북스도프 간행본

ed

pr in c

editio p rincep s, Leiriae 1494
프린셉스 (초판) 간행본

f

codex Reu chlinianu s Sp erbei
로이흘린 사본 (오래 전부터

L

로 불렸다), Sperber의 본문

비평장치에 따름`
J

Targum

Pseu d o-Jon ath ae

secu n dum

M.

Gin sburger,

Pseu d o-Jon ath an 1903

J II

(가명) 요나단 탈쿰, 예루살렘 탈쿰 I, M. Gin sbu rger의 가명
요나단 에 따름
Targum Hierosolymitanum secu n dum M. Gin sbu rger, Das
Fragm enttenth argu m 1899

P

T ert
T iq s oph
Tyc

예루살렘 탈쿰 II, M. Gin sbu rger의 탈쿰 단편들
Targum Palaestinu m secu ndu m P. Kahle, Masoreten des
Westen s II 1930, p . 1*-13*. 1-65 et A. Diez Mach o, Nu ev os
fragmentos del targum p alestinen se, Sefarad 15, 1955, p .
31-39
팔레스타인 탈쿰, P. Kahle의 서 마소라 학자들 제II권과 A.
Diez Mach o의 팔레스타인 탈쿰의 새로운 단편들 에 따름
terminu s technicu s 전문 술어 / 용어
테르투리아누스
Tiqqun soferim
필자의 개선
튀코니우스
versio Latin a vulgata (secun du m Biblia Sacra iu xta Latinam
Vu lgatam versionem secu n du m M. H etzen au er, Biblia Sacra
Vu lgatae editionis (1922)
라틴어 역본 불가타, 사본들의 신뢰성을 위해 거룩한 성서
와 라틴어 역본 불가타 를 따름. 이것들은 수도원(Pont. S.
H ieronymi in Urbe O . S. B.)의 수도승들의 교육과 학문을 위
해 형성된 간행본(1926이후)이다. 혹은 이 역본들이 없을 경
우, M. Hetzen au er의 거룩한 성서 불가타 간행본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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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s ) E d (d)

V K en 69etc

codex m anu scriptu s (codices Manu scripti) vel editio
(editiones)
필사본(들) 혹은 간행본(들), 베네딕트 수도승들의 간행본의
본문비평장치에 따름
varia lectio codicis m anu scripti H ebraici 69 etc secu n du m B.
Kennicott
히브리어 필사본 69 등등의 주해/ 이본, B. Kennicott에 따름

V

P

V

S

varia lectio codicis Petrop olitani anni 916
페트스부르그 예언 사본의 주해
varia lectio secun du m H .

Strack,

Gram m atik

6

Biblisch-Aram äischen 1921

H . Strack의 성서 아람어 문법 에 따른 주해/ 이본
V rs

모든 혹은 매우 많은 번역들

acc

accentu s etc

ad d
aeg
aeth
akk
al
alit
arab
aram
art

악센트
ad ditu m etc; addit, -u nt etc
부가
Aegyptiacu m, -e etc
이집트의, 이집트어의
Aethiop icum , -e etc
이디오피아의, 이디오피아어의
Accadicu m, -e etc
아카드의, 아카드어의
alii etc.
다른
aliter
달리, 다른
Arabicum , -e etc
아랍의, 아랍어의
Aram aicu m, -e etc
아람의, 아람어의
articu lu s etc
관사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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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

du pl

Assyricu m, -e etc
앗시리아의, 앗시리아어의
asteriscu s etc
별표
Babyloincu m, -e etc
바벨론의, 바벨론어의 (바벨론식의 모음방점화)
cum
함께
ceteri etc
그밖에, 나머지 것들
confer (en dum ) etc
비교하라(다) App arates 내에서의 참조
conjun git, -u nt etc, conju n ge(dum ) etc
결합하다, 연결하다; 결합, 연결
codex, -ices etc
필사본(들)
copu la etc
연결사 ( u n d 그리고, 또한, 와)
cap ut etc
장
corrup tu m etc
파손된
dele(ndu m) etc; delet, -ent etc
제거하다.
dittographice
이중 필사
du bium
의심스러운
du pliciter, du plum

etc

이중의, 중복된, 두 배
et cetera

exc

그리고 기타 등등
excidit, -erunt etc;

extr

삭제하다, 제거하다
extraordin ariu s etc

ast
bab
c
cet
cf
cj
cod (d)
cop
cp
crrp
dl
dttg
du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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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frt
gl
h ab
hebr
hemist
h om ark

h omtel

hp gr
hp leg
id
inc
incip

특별한
finis etc
끝
fortasse
아마도
glossa(atu m) etc
주
h abet, -ent, etc
가지다
H ebraicum , -e etc
히브리어의
hemistichu s etc
반절
h om oioarkton
동일한 발음을 내는 서두에서 다른 음을 내는 돌출로 인해 야
기되는 삭제
h om oioteleu ton
동일한 발음을 내는 종결에서 다른 음을 내는 돌출로 인해 야
기되는 삭제
h aplograp hice
단순 서술화로 인한 생략
h ap ax legom enon
한 번 나오는 말이나 형태
idem etc
동일한 것
incertu s etc
불확실한
incip it, -iu nt etc
시작하다

init

initium etc
시작

in s

insere(n du m) etc; in serit, -u nt etc
삽입하다

interv

intervallu m etc
사이 공간, 중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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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
it
jd aram`
kop t
l
lect
leg
m aj
m arg
m cs
m in
m lt
m tr
neohb
n om
n onn
ob
om

inverso ordine
반대의(뒤바뀐) 순서로, 역순으로
item
-와 마찬가지로
Iu d aeo-aram aicu m, -e etc
유대-아람어의
Cop ticu m, -e etc
곱틱어의
lege(n du m) etc
이해하다
lectio etc
읽기 (이해) 방식
legit, u nt etc
(그의 선행본에서) 읽다
m ajor etc
더 큰 (철자)
m arginalis, -e, etc. in m argine
텍스트 내의 가장자리
m etri cau sa
운율 때문에
m in or etc
-보다 더 작은 (철자)
m ulti etc
많은
m etru m etc
운률
N eohebraicu m , -e etc
신히브리어의
n om en etc
이름
n onnu lli etc
많은
obelu s etc
불필요한 이중 언급을 위한 열려있는 괄호
omittit, -u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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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
orig
p
p ar
pc
p lu r
pr
p rb
p rp
pun
p u nct
rap h
rel
scl

삭제
omnes etc
모두
origin alis, -e etc, origin alter
본래의, 오리기날의
p artim; p ars etc.
부분적; 부분
p arallelismu s etc
상호 상응하는 절 부분들
p au ci etc
몇몇의, 소수의
p lu res etc
더 많은
p raem ittit, -u nt etc; p raem itte(n du m ) etc
선행시키다, 앞에 두다; 선행시킴, 앞에 둠
p robabiliter
아마도
p rop ositum etc; p rop onit, -u nt etc
개선 제안, 개정 제안
Pu nicu m, -e etc
카르타고어의
p unctu m etc; pu nctatio etc
모음 부호를 침
rap hatum , n on dagessatu m
Raphe를 치다 (Dagesch 없음)
reliqu i etc
그밖에 (앞서 언급된 개별 증거들과 달리)
scilicet
즉

sec

secun du m
-에 따라

sim

sim ilis etc
유사한

sol

solu s etc
유일한, 오직, 홀로, 단독의

276 성경원문연구 제3호

sq (q)
stich
syr
tot
tr
ug
v
v ar
vb
verb
vid

sequ en s, -ntes etc
다음의
stichu s etc
절 전체
Syriacu m, -e etc
시리아어의
totu s etc
전체의
tran sp one(n du m) etc; tran sp onit, -u nt etc
옮겨 놓다
Ugariticum , -e etc
우가릿어의
versu s etc
절
variu s etc; varia lectio
다른 종류의, 상호 교대의, 다른 이해 방식
verbu m etc
낱말
verbu m (qu od a gramm aticis vocatu r), verba etc
낱말(언어학적 관점에서 명명된 것), 낱말들
videtu r, -ntu r etc
-로 보이다., -로 여겨지다

+
>
*

ad dit, -u nt etc
연결, 부가
p lu s qu am , deest in
-보다 많은, -에 빠져 있는
본문(형태)는 (이미) 개연성 있는 하나의 해석이다. 예를 들어
사 5, 30b 에서는
로 개정 제안한다 (* ＇ 즉 구름)

(G)(S)etc

셉투아진트, 페쉬타 등, 내용에 따름

qal
ni
pi
pu
hit

기본형
nifal; 대부분 qal에 대한 수동
p iel; 대부분 强意형
p u al; Piel의 수동형
hitp ael; 대부분 재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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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ho

hifil; 대부분 사역형
h ofal; hifil의 수동

pf

p erfectu m
완료형
imp erfectu m
미완료
fu tu ru m
미래

imp f
fu t
imp

imp erativu s
명령형

inf
pt
act
p ass

m
f(em)

sg
pl
du

(stat) abs
(stat) cstr

infinitivu s
부정사
p articip iu m
분사
activu m
분사의 능동형
p assivum
분사의 수동형
m ascu linu m
남성의
ferm ininu m
여성
sin gularis
단수
p lu ralis
복수
du alis
양성
statu s absolutu s
단독형, 독립형, 단순형
statu s con stru ctu s

278 성경원문연구 제3호

연결형, 결합형, 수식형
gen
d at
acc
abl

genetivu s; 소유격 제2격
d ativu s; 여격 제3격
accu sativu s; 목적격, 제4격
ablativu s; 라틴어 제5격(기원, 출발을 나타내는 부사격)

su ff

suffix
접미어

Gn
Nu

창세기
민수기

Ex
Dt

출애굽기
신명기

Lv
Jos

레위기
여호수아서

Jdc
1R
Jer
Jo
Jon
H ab
Sach
Hi
Cant
Est

사사기
열왕기 상
예레미야서
요엘서
요나서
하박국서
스가랴서
욥기
아가
에스더서

1S
2R
Ez
Am
Mi
Zeph
Mal
Prv
Qoh
Da

사무엘서 상
열왕기 하
에스겔서
아모스서
미가서
스바냐서
말라기서
잠언
전도서
다니엘서

2S
Jes
H os
Ob
Na
H ag
Ps
Ru
Thr
Esr

사무엘서 하
이사야서
호세아서
오바디아서
나훔서
학개서
시편
룻기
애가
에스라서

2Ch

역대기하

Lc
Rm
G
Kol
1T
Phm
1P
2J
Apc

누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서
요한 2서
계시록

Neh 느헤미야서
Sir
집회서
Mt
J
1Ko
E
1Th
2T
Hbr
2P
3J

마태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기 전서
디모데 후서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요한 3서

1Ch 역대기상
Jub 유딧서
Mc
Act
2Ko
Ph
2Th
Tt
Jc
1J
Jd

마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기 후서
디도서
야고보서
요한 1서
유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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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마소라의 본문비평장치
B
C
G

L
N
Okhl
P
Mm
Mp

editio Bom bergian a lacobi ben Ch ajjim , Venetiis 1524/ 5
봄베르기아 간행본, Jocob ben Ch ajim의 두 번째 랍비성서
codex p rop hetaru m Cairen sis
카이로 예언서 사본
editio C. D . Ginsbergii, The Old Testament, vol. I-IV
1908-1926
C. D. Gin sberg의 구약성서 제1-4권 (1908-1926)의 간행본
codex Lenin graden sis B 19A
레닌그라드 사본
Salom on Jedidja N orzi의 마소라 주석과 ＂
(Mantu a
1742)
할레와 파리 사본들에 따른 Okhla w e-okhla의 주석
codex Parisinu s Hebraicu s bibliothecae n ation alis 15
파리 국립도서관 히브리어 사본 15
m asora m agn a
대마소라
m asora p arva
소마소라

reliqu a sigla vide I. Ap p aratu s criticu s
나머지 기호들에 대하여 I. 본문비평장치 를 보라

소마소라의 기호와 약어 목록

히브리어 접두어 , , , 가 붙은 마소라 단어들은 그 접두어 다음에 오
는 낱말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다.

〃 =
... ..

알파벳
(문자위에) 점이 없는 히브리어 문자는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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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다
(문자위에) 점이 있는 히브리어 문자는 숫자다
신의 이름, 네 글자
오경 (아람어)

철자
올라간 철자들 삿 18,30
,
,
라는 낱말이 앞의 세 낱말 중의 하나와
=
결합되지 않는 경우가 시편에서 두 번 나옴을 가리킨다, 시 25,7
욥기
보병, 군사, 창 30,30
이다, -이 있다
그것들 안에 있다. 그것들은 담고 있다/ 포함
하고 있다.
〃
알파벳의 모든 절자들이 그것들 안에 있다.
=
부인, 여자
동사
에서 파생된 명사, 삿 7,24
=

동사
에서 파생된 명사
사람, 남자

=

=
=

사자, 렘 39,7
아람의, 아람어의
nota accu sativi
목적격(제4격)
악센트 중간쉼표(Atna )
안에, 안으로
그것들 안에
구덩이, 샘
동사
에서 파생된 명사, 렘 17,27
전리품, 사 33,23
그것들 사이
동사
에서 파생된 명사, 삼하 1,24
제외된
벤 아세르가에서 전승된 티베리안 마소라,
시 31,12
벤 납달리가에서 전승된 티베리안 마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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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44,20
창세기
사람, 남자
-후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후에, 민 35,15
가야(메텍, 제2차적 악센트)
Gere (악센트의 일종)
(아람어) 관계사 (prefix로 사용됨)
다게쉬
그것들은
다게쉬를 지닌다(즉 Mappîq), 창
43,26
역대기

=

=

〃

=

그리고 야웨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쓰여진 구절들이나 유사하게 쓰여진 모든 구
절들, 출 16,34
이것, 여기, 레 14,31
가난한, 가난한 사람
유사한, 창 41,26
숫자 15 ( 로 쓰지 않으며,
는 결코 사용
하지 않는다)
동사
에서 파생된 명사, 창 27,37
그리고, 또한 ... 역시
레위기
이것, 여기

"

=

그것과 함께, 욥 5,27
동사들의 결합, 이와 유사한 것들
남성
작은 소문자
철자 nun, 사 44,14
Zaqef, Atna 그리고 절의 끝
Zaqef에 의해 악센트된 음절, 모음 Pata 는
발음해야 한다.
Zaqef에 의해 악센트된 음절, 모음 Qame 는
발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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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센트 Zarqa나 혹은 악센트
innorit
악센트 Zarqa결합, 창 37,22
하나, 한 번

,

innor

et

-중에 하나
세속적, 거룩하지 않은, 창 26,4
오경
축제 때 사용하는 Megillot(두루마리), 즉 룻
기, 아가, 전도서, 애가와 에스더서, 레 7,9
반모음 H atef(짧은 모음, metheg없음),
렘 49,28
일치하지 않음, 반대됨; 형태 변형, 순서의
변화, 룻 4,9
철자나 낱말이 빠진 본문
그리고 확실히 철자나 낱말이 빠진 본문
목적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가 빠졌음/ 요
구됨을 표시
라는 이름이 요구됨, 왕상 14,16

=

파손된 낱말이 두 번 쓰였음, 창 45,22
라는 이름이 요구됨, 창 24,66
반, 중간
절의 계산에 의한 오경의 중간, 레 11,42
(절의 계산에 의한) 예언서의 중간, 사 17,42
절의 계산에 의한 책의 중간

=

,

=

,

절의 계산에 의한 오경의 중간 레 8,8
단어의 계산에 의한 오경의 중간, 레 10,16
더럽혀지다, 불결하게 되다(똥, 분비물, 등에
의한), 사 30,22
악센트
이 악센트와 함께, 욥 5,27
이 악센트와 함께, 레 14,31
접두 악센트와 함께, 레 5,2
여호수아서
에스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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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tragramm ation 거룩한 네 글자
예레미아서
이사야서
,
여호수아서, 사사기, 시편

,

남는, 불필요한, 어미음 첨가된 (무의한 철자
나 음절을 마지막 낟말에 덧붙이는 것)
마지막 낱말에 어미음이 첨가된, 수
10,24
그것, 그것들과 같이
수 30 ( 로 표기하지 않음)
이삭의 별명 (성에 덧붙인 이름), 렘 33,26
모두, 전체

=
=

,

동사
에서 파생된 명사, 신 28,32
그렇게
그렇게 쓰여진
오경 전체에 그렇게 쓰여진, 창 32,12

,

삼손의 결박, 삿 15,12의 삼손 결박 단락, 창
42,24
쓰여진
철자 으로 쓰여진, 철자 로 쓰여진
성문서(히브리 성서의 세 번째 부분)
nota dativi
여격(간접 목적격, 제3격)
-이 없다/ 나오지 않는다(이 말이나 이 말과

=
,
=

=

=
=

,

,
=

=
=

결합된 표현은 여기를 제외한 곳에서는 나오
지 않는다)
그 안에는 나오지 않는다, 출 20,13
악센트 레가르메 (Legarmeh)
언어, 의미(아람어)
이중의 의미, 출 5,18
대마소라(Mm)에 따라, 습 1,1
소마소라(Mp)에 따라, 습 1,1
언어, 의미(히브리어)
먹다 의 의미, 삿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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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의 의미, 렘 39,7
아람어로
들어가다 의 의미, 렘 17,27
약탈하다 의 의미, 사 33,23
울다 의 의미, 삼하 1,24
가난 의 의미
성내다 의 의미, 창 27,37
남성
세속적 이라는 의미, 창 26,4
불결한 것/ 부정한 것 이라는 의미, 사 30,22
가난 의 의미, 신 1,21
여성, 창 31,9
올라가다 의 의미, 출 32,4
구름 의 의미, 렘 10,13
거룩한 언어로 히브리어로, 시 61,8
복수, 민 13,22
적의감 의 의미, 사 14,21
상인 의 의미, 욥 40,30
타르쿰의 언어로, 아람어로
Ma arikh 혹은 Meteg, 왕하 1,2
에스더서
두루마리, 레 7,9
동바벨론 전승/ 전통
변형된 순서로, 단 4,9

=
=
=
=
=
,
(
=

)

다른 방식으로 읽다, 변형 전승이 있다
과오로 이끄는.
악센트로 말미암아 과오로 이끄는
독특한 (비관용적 용어 또는 낱말들의 결합
용례를 가리킨다)
단어, 단어들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한 낱말
온전히 (모두 다) 쓰여진
그리고 또한 온전히 쓰여진
열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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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전종음절에 위치하는 악센트의 위치
를 가리킴)
아래로부터(종음절에 위치하는 악센트의 위치
를 가리킴)
그것들 중에,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의
모음부호을 치다, 대상 27,1
모음 Segol을 치다, 창 26,25
수, 창30,30
보병의 수, 창 30,30
가난, 신 1,21
서부 팔레스타인 전승/ 전통
절 중간

=
,

〃

=
=
=

,

,

마피크(Mappiq) (귀로 들리는 대로 발음해야
할 글자를 가리킴; 끝에 나오는 묵음 에 마
피크가 있을 경우 발음한다)
철자 과 가 발음됨 또는 귀에 그렇게 들림
중간, -안에
마케프(Maqqef) 선 (낱말의 연결 표시),

,

창 30,19
악센트 살쉘레트( al elet)와 함께 구성하는
잠언
신명기, 출 20,24
다른, 창 41,26
다른 악센트, 시 55,24
＂

=

=

=

〃 =

낱말의 중간, 낱말 안에, 삼상 18,1
이중으로 위치하다, 창 22,11
이름들이 네 번 반복된다, 출 3,4
불일치(엑센트법, 순서, 등), 신 8,11
이 낱말이 동일한 형태로 와 결합된 곳들에
서만 나온다.
예언서들
큰 글자 Nun, 민 27,5
작은 글자/ 보통 글자 nun, 사 44,14
예언서들과 성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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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다, -와 함께, 덧붙여진, 민 35,15
w aw로 연결된(접속사 w aw가) 덧붙여진, 창
24,35
(본문비평과 교리적으로 재고가 요청되는 곳

,
=
=

=

에 나타나는 문자 상단에 쳐진) 특별한 점들,
창 16,5
여성, 창 31,9
추척되었다, 기대되었다
주, 기호

,
=

여섯 민족들의 순서를 표시하는 부호
출 13,5
출
출
출
출

23,23
23,28
33,2
34,11

민 13,29
신 20,17; 수 9,1; 12,8
수 11,3
삿 3,5
왕상 9,20
대하 8,7
=
일곱 민족들의 순서를 표시하는 부호, 신 7,1
수 3,10
수 24,11
느 9,8
=
여덟 민족의 순서를 표시하는 부호, 스 9,1
=
세 단어의 순서를 표시하는 부호, 신 8,11
신 11,1
=
세 단어의 순서를 표시하는 부호, 신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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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상 2,3
신 30,16; 왕상 8,58
둘째 날(19절)과 그리고 여섯째 날(31절)에는
에 대하여
와
이 쓰였
고 또 일곱째 날(33절)에는
가 쓰였다. 또한 철자
헌주를 의미한다. 민 29,33

에 대하여
는 물의

=
슬로브핫의 다섯 딸의 순서를 표시하는 부호,
민 26,33
민 27,1
민 36,11
수 17,3
,
오경에서
15,26)

=

=

:
그리고 열왕기에서
의 정서(正書)에
관한 언급(왕상 8,37)
:
그리고 역대기에서
의 정서에 관한
언급(대하 6,28)
책
개정된 필사본 책들16), 전 7,23

=

=
=
=
〃
〃

,

=
=
,

,
,
=

의 정서에 관한 언급(출

,

16) 모본으로 이용된다.

합계, 총계
의존된, 결합된, 레 6,10
악센트 Zarqã와 결합된, 창 37,22
절(들)의 끝
낱말(들)의 끝, 창 32,15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내용, 원인, 이유, 창 10,15
동사
에서 파생된 명사, 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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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의복, 렘 10,13
달리 읽을 수 있는 것들(다른 선택이 있음)이
있다. 겔 10,13
어떤 이

=

,
,
=

=

=

,

"그의 심중에 말하다"(
)나 이와 유
사하게 쓰여진 곳들, 창 17,17
절(들)
기호 Paseq, 스 6,9
p ara a, 오경의 54 단락 중의 하나, 출 21,7
악센트 Pa a가 붙은 모음 Pata 는 발음해야
한다. 시 22,1
모음 Pata
모음 se gol, 욥 21,18
큰 글자 ade, 신 32,4
성전의 묘사, 겔 40,7
케레, 읽히는 형태(쓰여진 형태 Ketib 대신)17)

=
=

첫째, 민 35,15
라는 말은

라는 말에 선행한다, 단

2,35
(돌)이라는 말은
행한다, 레 14,45
거룩한, 시 61,8
전도서
숫자 134, 창 18,3
=
=

(나무)이라는 말에 선

모음 Qame
모음 ere, 출 15,11
가장자리 주(Mp)에 쓰여진 Ketib 대신에 읽는
Qere
성문서
순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성서, 룻 4,9
죽음에 가까운, 창 47,29
도시

17) Qere 읽을 때 형태; Mp에 두단으로 표시; 삼상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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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의 시작
12 예언서의 시작
랍비 비느하스(Pin as) 시 144,13
많은, 복수의, 민 13,22

″

=

큰 글자, 민 27,5
큰 글자 Nun, 민 27,5
큰 글자
( ede), 신 32,4
,
,
절의 시작/ 서두
라페(Rafe)
낱말의 시작
폭풍우

,

=
〃 =

,

다른, 나머지
출 17,8
가족, 지파, 민 2,14
수면, 잠자다, 렘 51,39
아가
3/ 셋

=

3책 (시편, 욥기, 잠언)
이름
부인의 이름, 사 6,6
사람/ 남자의 이름, 겔2 9,40
셈들의 이름, 창 26,33
남자의 이름, 출 30,13

=

,

도시의 이름, 수 15,24
타르굼에서 나온 이름, 출 16,13
사무엘서
반복된 이름, 창 22,11
소리를 듣다(순종하다)의 의미로, 창 3,17
삼손, 창 42,24
증오, 적의감, 사 14,21
사사기
상인들, 욥 4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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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언서, 역대기, 잠언과 전도서, 시 1,6
오경 (히브리어)
낱말
위첨자된, 삿 18,30

=

,

=
=
=
=

,

,

시편
3(세 점으로 이룬 모음 Segol), 창 26,25
모음 Segol이 찍힌, 창 26,25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 사 33,20
두 번째
타르굼, 타르굼 언어(아람어)
타르굼, 타르굼 언어(아람어)
,
duo, -ae 2, 둘
두 악센트, 왕하 17,13
두 의미, 출 5,18
한 낱말과 같이 쓰였으나 두 낱말로 읽힌다,
창 30,11
이중의 Waw로 쓰여진, 출 37,8
12 예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