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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 룻기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BHQ 룻기 1:1-22의 학문용 편집의 견본 페이지

민영진*

1. 기초 본문과 대조 본문

BHQ 룻기의 본문비평장치 편집자는 얀드바르드 (Jan de Waard)이다. 그가

사용한히브리어기초본문은러시아세인트피터스벅러시아국립도서관에보

관된 피르코비치 컬렉션의 레닌그라드 사본 B19a (ML)이다. 편집자가 사용한

것은미국캘리포니아클래어몬트고대성서사본센터를위해부르스와케넷주

커만이만든그사본의사진판과천연색투명필름 421-423r이다.이투명필름

은대한성서공회성서학문헌정보자료실에서도한부를보관하고있다.이투명

필름은상태가대단히좋다.오히려원본을보는것보다이필름으로본문의상

태를확인하는것이더정확할정도이다.필사본에서는잘보이지않는것도이

투명필름에서는더뚜렷하게보이기때문이다. BHS 4판의룻기에서도고쳐지

지못했던한오기를편집자는이투명판을사용하였기때문에고칠수있었다

고한다.

편집자는이기초본문 (ML)을두개의주요티베리아사본과대조하였다.하

나는 “알렙포 코덱스” (MA)이고 다른 하나는 “케임브리지 Add. 1753” (MY)이

다. 알렙포 코덱스는 M. Gosgen Gottstein, The Aleppo Codex: Vol. I The Plates,

(Jerusalem: Magnes, 1976)에있는것이다. “케임브리지 Add. 1753”은 14-15세

기경의사본으로서성문서전체를보여주고있다.이사본은예멘에있던벤아

셰르학파의특징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본중의하나로알려진것이다.편집

자는 이 두 티베리아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를 본문비

평장치에지적해놓았다. 이밖에도현재의 BHQ룻기가 이전의 BH시리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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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기와다른점은,이것이대마소라와소마소라를ML에있는그대로다편집하

여실었다는것과대마소라를 주석 에다가영어로번역해놓았다는점이다.

편집자는 본문비평장치에서 기초 본문을 사해사본 2QRuth와 4QRuth과도

대조하였다. 사해사본 2QRuth는 M. Baillet, J. T. Milik, and R. de Vaux, Les

“petites grottes” de Qumrân (Oxford: Clarendon Press, 1962), 사해사본

4QRutha와 4QRuthb는 E. Tov (ed.), The Dead Sea Scrolls on Microfiche (Leiden:

E. J. Brill, 1993)의것을사용하였다.

기초 본문과 대조한 그리스어 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자료를

사용하였다: 1) A. E. Brooke - N. McLean, The Old Testament in Greek, Vol. 1,

The Octateuch, Part IV: Joshua, Judges and Ruth (London, 1917) 887-897; 2)

Alfred Rahlf's manual edition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3) Alred Rahlf's Das Buch Ruth griechisch als Probe

einer kritischen Handausgabe der Septuaginta (Stuttgart: Würtembergische

Bibelanstalt, 1922); 4) Alfred Rahlf's Studie über den grichischen Text des Buches

Ruth (Berlin: Weidmannsche Buchhandlung, 1923)

편집자가기초본문과대조한헥사플라자료는다음두가지이다. 1) F. Field

(ed.),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I (Oxford, 1875; photomechanical

reprint Hildesheim: Gerg Olms, 1964); 2) Bernardus de Montfaucon,

Hexaplorum Origenis quae supersunt (Paris: Ludovicum Guerin, 1713)

고대 라틴어 역 자료로서는, 다음 두 자료를 사용하였다. 1) S. Berger,

“Notice sur quelques textes latins indédits de l'Ancien Testament”, Notices et

extraits des manuscrit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et autres bibliothèques, Tome

XXXIV, 2 (Paris, 1893) 122-126에 있는 룻기 사본 Madrid, Bibl. Univ. 31, fol.

80b-81b; 2) J. Cantera Ortiz de Urbina, Vetus Latina - Rut (Madrid-Barcelona:

Seminario Filologico Cardenal Cisneros, 1965)

불가타는 다음 두 자료를 사용하였다. 1) 로마의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편집

한 Biblia Sacra iuxta latinam vulgatam versionem: Libri Iosue Iudicum Ruth

(Rome: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39); 2) R. Weber OSB (ed.),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시리아어역페쉬타의경우는비평적편집이없다.편집자가사용한것은다

음과 같은 자료이다. 1) A. M. Criani (ed.), Translatio Syra Pescitto Veteis

Testamenti (Mediolani: J. B. Pogliani, 1883) 213-214 r. 사진석판본에 반영되어

있는 코덱스 암브로시아누스 사본의 룻기; 2) 모술의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편

집한 Biblia Sacra iuxta Versionem Simplicem quae dictur Pschitta (Mausili: Ty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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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trum Praedicatorum, 1887); 3) The Syriac Bible of S. Lee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79)

시로-헥사플라는그리스어역본문역사재구성에아주중요한자료이다.시

로-헥사플라는헥사플라의그리스어본문을엄격하게축자적으로번역한것이

기 때문이다. 편집자는Paul de Lagarde (ed.), Bibliothecae Syriacae

(Gottingae” Horstmann, 1892) 186-190를사용하였다.

타르굼은, 1)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1294년 사본 Urbinas Ebr.1을 사용하였

다. 이 밖에 2) Alexander Sperber (ed.), The Bible in Aramaic IVA: The

Hagiographa (Leiden: Brill, 1968); 3) P. de Lagarde (ed.), Hagiographa Chaldaice

(1873); 4) Etan Levine (ed.), The Aramaic Version of Ruth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3)

2. 해설을 위한 몇 가지 원칙과 안내

1)이해설은하나의견본페이지를제시하려한것이므로룻기 1장의본문비

평장치만을해설한다.

2)본문비평장치에올라있는히브리어와고대어역본의본문은다우리말로

번역하여괄호안에넣었다.우리말번역이원문의구조를적절하게밝히지못

할경우에는우리말번역과영어번역을병기하여효과를살려보려하였다.이

때는우리말번역을먼저제시하고영어번역은각괄호속에넣었다.고대어번

역이마소라본문(ML)과다를경우에는,경우에따라본문번역외에해설자의

설명을더첨가하였다.

3) 고대어 번역을 가리키는 약자나 부호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독

자들은 최소한 고대어 역본의 부호나 약자는 BHQ의 서문을 보고서 익혀두기

를바란다.

4) 히브리어 본문 인용은 자음으로만 표기하였다. 발음을 표기할 필요가 있

을때에는로마자로음역하여나타내었다.

5)문제가되는본문의성격에대한편집자의판단은본문비평장치에서괄호

속에들어있는데,모두 “약자”를사용하였다.영어약자다음에우리말번역을

병기하였다. 읽기의성격규명과 관련된약자에 대한 상세한설명은 BHQ 서론

의성격규명약자해설을보기바란다.

6) 주석 에들어있는소마소라와대마소라영어번역은우리말로번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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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룻기 1:1-1:9

룻기

1 [1]사사들의치리하던때에그땅에흉년이드니라유다베들레헴에한사람이그아내와두아들을

데리고모압지방에가서우거하였는데 [2]그사람의이름은엘리멜렉이요그아내의이름은나오미

요그두아들의이름은말론과기룐이니유다베들레헴에브랏사람들이더라그들이모압지방에들

어가서거기유하더니 [3]나오미의남편엘리멜렉이죽고나오미와그두아들이남았으며 [4]그들은

모압여자중에서아내를취하였는데하나의이름은오르바요하나의이름은룻이더라거기거한지

십년즈음에 [5]말론과기룐두사람이다죽고그여인은두아들과남편의뒤에남았더라 [6]그가모

압지방에있어서여호와께서자기백성을권고하사그들에게양식을주셨다함을들었으므로이에

두자부와함께일어나모압지방에서돌아오려하여 [7]있던곳을떠나고두자부도그와함께하여유

다땅으로돌아오려고길을행하다가 [8]나오미가두자부에게이르되너희는각각어미의집으로돌

아가라너희가죽은자와나를선대한것같이 여호와께서너희를선대하시기를원하며 [9]여호와께

1:1 (사사들이사사의직무를수행하던때에 [in the days of the judging of the judges])
GMss (V) (T)도 같은 본문 전승을 반영｜ G에는 εν τω κρινειν τους (사사들이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in the judging of the judges]). G에는 “...하던 때에 (in the days of)”라고만 되어 있다. 히브리어

(...하던 때에 [in the days of])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시리아어역 페쉬타에는 (사사의 직무를 수행

하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사들의 때에 (in the days of the judges)”라고만 되어 있다.

(facil-synct 구문을 쉽게 한 것) ♣ • (그의 두 아들 [and two of his sons]) GMss V T도 같은

본문 전승 반영｜G에는 και οι υιοι αυτου (그의 아들들 [and his sons]). S 역시 같은 본문 전승을 반영

한다. G S 둘 다 (implicit 함축). (그리고 ...의 둘 [and two of])에서 (...의 둘 [two of])가 반영되

지 않았다 • 2 (엘리멜렉) GMss V S T에도 같은 본문 전승이 반영되어 있다.｜G에는 Αβιμελεχ 

(아비멜렉) • (그들은 [거기에서] 있었다 [and they were <there>]) G T에도 같은 본문 전승이 반

영되어 있다.｜4QRutha에는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and they dwelt there]) 이것은 (assim. 1:4?

1:4와의 동화?)｜V에는 morabantur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 [they were staying]) (transl? 번역상의 조정?)
｜ (그들은 거주하였다) S (transl? 번역상의 조정) ♣ • 3 (나오미의 남편 [Naomi's

husband]) G V S T ︳vier eius (그의 남편) La • 5 (두 아들과 남편을 [여의었다]

[from two of her sons and from her husband]) GO V T ︳απο του ανδρος αυτης και απο των δυο υιων 

αυτης (남편과 두 아들을 [여의었다] [from her husband and from her two sons]) G S (chron order 사건

발생 순서를 따라 진술함) ♣ • 6 (그의 며느리들 [and her daughters-in-law]) T ︳prec δυο 

“two” (앞에 “둘”이 있다). “그의 두 며느리들” G (V) S • 7 (길에서 [on the road]) ([그들이] 길

을 [나섰다]) G V (T) ︳＞ La S “길에서”라는 말이 La와 S에는 없다. ♣ • 8 (두 [며느리] two)

GMss T ︳＞ G V S에는 “둘”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 (그의 어머니[의 집] [her mother('s

house)]) G T ︳πατρος (πατρικον) αυτης (그의 아버지 [남자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집안>]) GMss

(assim-cultur) ︳matris vestrae (너희 어머니들의) La V (assim pron 대명사 동화) ︳patris vestri (너희
아버지들의) VMss (assim-cultur + assim pron 문화 동화와 대명사 동화의 결합) ︳ S (너희 나

라 너희 부모의 집 [your country and the house of your parents]) (assim-cultur + assim pron 문화 동

화와 대명사 동화의 결합) • 9 (너희에게 [to you]) G V ︳foll ελεον (자비 [mercy]) GL S(ampl 확

대)︳foll (좋은, 충분한 보상 [a good, full reward]) T (midr 미드라시) ♣ •



성경원문연구 제4호12



BHQ 룻기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 민영진 13

2 룻기 1:10-1:20

서너희로각각남편의집에서평안함을얻게하시기를원하노라하고그들에게입맞추매그들이소

리를높여울며 [10]나오미에게이르되아니니이다우리는어머니와함께어머니의백성에게로돌아

가겠나이다 [11]나오미가가로되내딸들아돌아가라너희가어찌나와함께가려느냐나의태중에너

희남편될아들들이오히려있느냐 [12]내딸들아돌이켜너희길로가라나는늙었으니남편을두지

못할찌라가령내가소망이있다고말한다든지오늘밤에남편을두어서아들들을생산한다하자 [13]

너희가어찌그것을인하여그들의자라기를기다리겠느냐어찌그것을인하여남편두기를멈추겠느

냐내딸들아그렇지아니하니라여호와의손이나를치셨으므로나는너희로인하여더욱마음이아

프도다 [14]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15]나오미가또가로되보라네동서는그백성과그신에게로돌아가나니너도동서를따라돌아가라

[16]룻이가로되나로어머니를떠나며어머니를따르지말고돌아가라강권하지마옵소서어머니께

서가시는곳에나도가고어머니께서유숙하시는곳에서나도유숙하겠나이다어머니의백성이나의

백성이되고어머니의하나님이나의하나님이되시리니 [17]어머니께서죽으시는곳에서나도죽어

거기장사될것이라만일내가죽는일외에어머니와떠나면여호와께서내게벌을내리시고더내리

시기를원하나이다 [18]나오미가룻의자기와함께가기로굳게결심함을보고그에게말하기를그치

라 [19]이에그두사람이행하여베들레헴까지이르니라베들레헴에이를때에온성읍이그들을인하

여떠들며이르기를이가 1)나오미냐 하는지라 [20]나오미가그들에게이르되 나를나오미라칭하지

9 (그 두 여자들의 목소리 [their voices]) 옛 여성 쌍수(雙數), 두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여 운 것을

말한다 G S T ︳ (그 [남자/여자]들의 목소리 [their voices]) 세 여성이 모두 소리 높여 운 것을 뜻

한다 4QRutha ︳prec εκαστη GL ︳quae elevata voce (소리를 높혀 [운] 그들[여인들]) V ♣ • 12

lēknâ (가거라 [go along]) “끝 h” 없이 불완전한 형태로 쓰여 있으나, 마소라 모음 부호는 lēknâ로 읽고
있다. GO V T︳＞ G S δια τουτο (그러므로 [therefore]) GMss (differ-vocal: 모음화의 차이 lākēn)
같은 자음은 laken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뜻이 “therefore, 그러므로”이다 ♣ • (오

늘밤 [tonight] [the night]) V T ︳＞ G S (euphem 완곡법) 외설스럽다고 하여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λελαικωμενην (λελακκωμενη) (불경스런 [profaned]) GMss (via halilah ? err-graph ?)︳βεβηλωμενη 

α' (via halilah ? err-graph ?) GMss와 α'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성적인 언외의 함축 의미가 있다.

(설령 내가 한 남자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져... [if I were to be profaned by a man]) ︳odie (오늘) La
(euphem 완곡법) ♣ •14 (그 [여자]의 시어머니에게) 4QRutha ︳foll και επεστρεψεν εις τον   

λαον αθτης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and she returned to her people]) G (explic 함축의미

명시) ︳foll et habiit (그리고 그[여자]는 갔다) La (explic 함축의미명시) ︳foll ac reversa (그리고 그[여
자]는 돌아갔다) V (explic 함축의미명시) ︳foll S (explic 함축의미명시) ([오르바는] 돌

아서 갔다 [and she turned and went]) ︳foll T (explic 함축의미명시) ♣ • 15

(돌아가거라 [turn]) (V) T ︳foll δη και συ (너도 [you too]) G S (emph 강조) 첨가 ♣ • 19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and when they arrived in Bethlehem]) GMss

(V) S T ︳＞ G (homtel 유사문미탈락) • (흥분하였다 [was excited]) T ︳και ηχησεν (큰소리로

말하다 [resound]) G (via wattaham ?) ︳audibit (그는 들었다) La (interp 해석) ︳velox .... fama
percrebuit (빠른 상태로 ... 소문이 널리 퍼졌다) V (interp 해석) ︳ S (기뻐하다 [rejoice]) (interp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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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룻기 1:21-2:9

말고 2)마라라칭하라이는전능자가나를심히괴롭게하셨음이니라 [21]내가풍족하게나갔더니여

호와께서나로비어돌아오게하셨느니라여호와께서나를징벌하셨고전능자가나를괴롭게하셨거

늘너희가어찌나를나오미라칭하느뇨하니라 [22]나오미가모압지방에서그자부모압여인룻과

함께돌아왔는데그들이보리추수시작할때에베들레헴에이르렀더라

2 [1]나오미의남편엘리멜렉의친족중 3)유력한자가있으니이름은보아스더라 [2]모압여인룻이

나오미에게이르되나로밭에가게하소서내가뉘게은혜를입으면그를따라서이삭을줍겠나이다

나오미가그에게이르되내딸아갈찌어다하매 [3]룻이가서베는자를따라밭에서이삭을줍는데우

연히엘리멜렉의친족보아스에게속한밭에이르렀더라 [4]마침보아스가베들레헴에서부터와서베

는자들에게이르되여호와께서너희와함께하시기를원하노라그들이대답하되여호와께서당신에

게복주시기를원하나이다 [5]보아스가베는자들을거느린사환에게이르되이는뉘소녀냐 [6]베는

자를거느린사환이대답하여가로되이는나오미와함께모압지방에서돌아온모압소녀인데 [7]그

의말이나로베는자를따라단사이에서이삭을줍게하소서하였고아침부터와서는잠시집에서쉰

외에지금까지계속하는중이니이다 [8]보아스가룻에게이르되내딸아들으라이삭을주우러다른

밭으로가지말며여기서떠나지말고나의소녀들과함께있으라 [9]그들의베는밭을보고그들을따

르라내가그소년들에게명하여너를건드리지말라하였느니라목이마르거든그릇에가서소년들

의길어온것을마실찌니라

21 (대답하셨다,시험하셨다 [answered, testified]) T︳εταπεινωσεν (괴롭히셨다,비천하게하셨다 [afflict,

cast down, to be bowed down]) G V S (differ-vocal: ‘in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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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뒤에별도로실었다.

7) 대마소라의 우리말 번역에서는 대마소라의 원문을 다시 싣는 것은 하지

않았다.우리말 번역문만을제시하였다.원문은 견본페이지의위 여백에나와

있다.

8) 소마소라의 우리말 번역에서는 소마소라의 원문을 다시 싣는 것은 하지

않았다.우리말 번역문만을제시하였다.원문은 견본페이지의좌우 여백에기

호로나와있다.이러한기호에대한해설은,별도의번역 “BHQ의서문,부호와

약자,용어정의와해설”에번역되어있다.

9)소마소라의우리말번역에서는소마소라가붙어있는기초본문은인용하

여제시하였다.

10)본문비평장치에서설명이더보충되어야할경우에는♣표시를하였다.

이표시가있는곳에서는,대마소라와소마소라번역다음에실린 “본문비평주

석”을보면더상세한논의를볼수있다.

11)자주사용되는부호는다음과같다.

• 본문비평장치안에서한항목의끝표시

| 서로다른본문전승구분표시

♣ 부록 주석 에본문비평과관련된문제의읽기에대한더상세한설명

이있다는표시

3. BHQ Ruth 1:1-22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앞의 10-15쪽견본본문해설참조.

4. 대마소라 주기

1:1 상례를벗어난문법구조를보여주는두절,히브리어구약에서아주독

특한것: 두번은억양과함께:창 12:10;룻 1:1

1:10 [ ]여덟번은억양과함께,출처:창 8:18;민 28:26;렘 2:31;

겔 7:25;왕하 9:2;겔 11:18;대하 20:8;룻 1:10.꼭같게두번:단 4:9,

18.

1:11 여섯 번은 pataḥ, 출처:삼상 4:9 (한 절안에 두번); 삼상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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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하 4:40;렘 29:6;룻 1:11;또한번은:삼하 3:20. -겔 23:40은언급

안됨.

1:16 다섯번,출처:출 32:34;민 33:54;겔 1:12; 42:14;룻 1:16.그반대

은여섯 번,출처: 출 28:26; 그병행구 (39:19); 렘 36:23;겔

8:14; 41:12; 40:44. -두번째목록에는겔 42:13과 47:16이언급되어

있지않다.틀림없이 로읽은히브리어대본탓일것이다.

1:16 다섯번,출처:민 5:21;겔 26:11;나 3:11;시 45:11;룻 1:16

1:19 세번,출처:삼상 4:5;왕상 1:45;룻 1:19.

5. 소마소라 주기

1:3 -두번째출현:룻 1:5.

1:4 - Cf. Ginsburg 2,3,목록 401a와 401b.

1:6 -비록 위에점이있다하여도,숫자가관련되어있는

것은아니다.

1:7  - ML의경우이소마소라는정확한것이아니다.두경

우가다결함이있다.다만, MA본문에서는아무런문제가없다.

1:8 - 두 번은 와 함께, 룻 1:11, 12. 이 표현의 전체

출현빈도수는세번이다.

1:16 - 는 다섯 번 나온다. 한 번은 이다. 사

60:21.

1:17 -두번나온다.잠 18:18.

1:21 - 는 네 번 나온다. 한 번은 이다. 수

24;20.

6. 본문비평 주석

1:1 (사사들이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in the

days of the judging of the judges])

고대의번역들중얼마가M의구문론적결합을과잉표현이라고생각했을것

이라고 판단한 캠벨 (Ruth, 50)의 견해는 옳다. S와 G는 이 과잉표현을 각기 그



성경원문연구 제4호18

언어의 특성에 따라 잘 해결하였다. 폴리글롯 (Antwerp and Paris)와

Vaticanus Urbinas 1에 반영된 T의 nâgôd (인도하다 [to lead])는 를 ML처

럼 šefoṭ라고 읽지 않고, 달리 šofēṭ로 읽은 것을 말해준다. La의 iudicis (사사의

[of the judge])그리고 V의 (unius) iudicis (한사사의 [of a judge])역시 šofēṭ를

읽었을 가능성를 말하고 있다. Rahlfs (Studie 130)는 La의 읽기가 V에서 온 것

이고, La의 iudicis iudicum (사사의 재판 [judging of a judge])은 V와 G의 읽기

를결합한것이라고상상한다.

1:2 (그들은 [거기에서]있었다 [and they were <there>]”)

여기에서 T를언급한것은M을지원하기위함이다. T가동사를가지고있기

때문에 M과 같은 본문 전승을 반영한다. “그들은 왕의 부관들이었다”라고 하

는 아주 구체적 진술은 아마도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히브

리어구문을완전하게마무리하려는의도를반영한것같다.

S와 V는 (to be)가현재의맥락에서지니고 있는의미의구성성분을 정

확하게번역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그러므로,비록 (to dwell)가다른곳

에서 같은 시리아어 동사로 번역된다 하더라도, S와 V가 4QRutha에 의존한다

고볼수는없다. S는 2절과 4절에서같은시리아어대응낱말로번역하였다.그

러나 V는문체상의다양성을살려서같은히브리어동사라하더라도한곳에서

는 morabantur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라고 번역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manseruntque (그들은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하였다. 4QRutha는 1:4와의

동화(同化)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G는 분명히 M의 난독(難讀 lectio

difficilior)을지지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의문의여지는있다.두개

의긴스벅사본은무시될수있다.

1:5 : (두 아들과 남편을 [여의었다] [from two of her

sons and from her husband])

G와 S는 사건 발생의 연대적 순서를 회복시킨다. M의 교차대구(交叉對句)

형식이더바람직한것으로판단되어야한다.

1:7 (길에서 [on the road]) ([그들이] 길을 [나섰다]) T중에는 편집본

에따라 7b전체가없는것도있다.그러나 Vaticanus Urbinas 1와다른모든사

본에는 7b가빠져있지않다. T의몇몇편집본에이것이빠져있는것은유사문

미(類似文尾)에 따른 탈락으로 보인다. 의 마지막 에서부터 의 마

지막 까지의부분이탈락된것이다 (Campbell, Ruth,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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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너희에게 [to you])

스퍼버의 편집본에는 이라고되어있다. Vaticanus Urbinas 1에는

“좋은, 충분한 보상 (a good, full reward)”이라고 되어 있다. 전

체 문장은 “네가 내게 베푼 친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다. (그리고 그 보상으

로....)”. 레빈(Etan Levine, Aramaic Version, 51)은 이것을 “현저한 미드라시적

첨가 (significant midrashic addition)”라고옳게지적한다.그러므로, T의평가

가 S와 GL의평가와는다르다.이읽기가, 54 75 82 106 134 344 314 93에의해입

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루시안적 성격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랄프스 (Studie,

80, note 1)에근거하여여기에서는 106의읽기를제시하였다.

1:9 (그 [남자/여자]들의목소리 [their voices])

오직 V만이,세여성모두다가아니라,다만두여성만이울고있었다는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만일 mem 접미사가 옛 여성 쌍수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4QRutha도 V와 같은 내용일 수 있다 (Campbell, Ruth, 65, 66). 히브리어 구문,

특히 10절서두의구문은확실히그러한해석을뒷받침해준다.여기에서쌍수

가정이 추론적인것이기 때문에 4QRutha의읽기를 바람직한 읽기로판단하지

는않는다.

1:12 lēknâ (가거라 [go along])

이것이,끝 가없이기록되어있어서명령형으로서는불완전한표기이기때

문에그리스어사본들중에더러는자음본문 을 lākēn (그러므로)으로읽었

다. S는반복되는정보를겉으로들어내지않고함축적으로그대로두는경향을

보인다.동작을나타내는동사의두번째동사의첨가곧앞뒤의맥락이없는혹

은 접속사를 생략한 그러한 첨가는, 그 두 동사가 8절과 12절에서 교차대구의

형식으로나타나는것을볼때,확실히본래적인것이었음을알수있다.

1:12 : (오늘밤 [tonight] [the night])

그리스어 λελαικωμενην에대한히브리어대본본문은이미 1781년에샤르펜

버그 (J. G. Scharfenberg, Animadversiones, 87)가 언급한 바 있다. 이 그리스어

읽기는어쩌면 테오도션에근거한것일 수도있다 (Thronhill, Greek Text, 239).

심마쿠스역의 συλλαβειν은 의대응낱말일수없다.오히려그것은히

브리어숙어를그렇게번역한것같다.그것이 V의 (hac nocte) concipere ([오늘밤

에]임신하는것)에영향을주었을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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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그 [여자]의시어머니에게)

후비앙 (C. F. Houbigant)은, 모든 고대 번역이 동일한 추가 정보에 대하여,

M과는달리,그것들사이에서일치를보이는것을보면, M이어쩌면본래의원

본을 줄여 썼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경우가아니다.본문비평장치는고대번역들이여러가지서로다른방법

으로주석을 했다는것을 아주분명하게 보여주고있다. T의 경우안트워프 폴

리글롯과레빈이사용한기타다른여러사본의주석은본문비평장치에제시되

었다. (론돈 폴리글롯과 마소라 성서에는 주석이 없다.) 역본들 사이의 차이들

은 각 번역판이 “시어머니와의 입맞춤 (kissing of the mother-in-law)”이 무엇

을의미하는지를고유의방식으로확연하게나타내려했다는것을더욱더명확

하게 밝힌다. 벅스토프 (Johann Buxtorf, Anticritica, 691)가 이미 짐작했듯이,

고대번역들은바로인접문맥에서단서를쉽게찾았다.이모든이유에관해서,

CTAT (1, 130)는 M을 가장초기의것으로입증된 본문,더욱이 4 QRuthb의지

지를받고있는본문이라고생각한다.

1:15 (돌아가거라 [turn])

G는 δη και συ (너도)라는여분의정보를제시하고있다. 75에 δη가빠져있다

는사실이강조되어서는안된다.이사본이속한계열에는 δη가나타난다.뿐만

아니라, 75에는오기가많이발견된다 (Rahlfs, Studie, 66, note 2). La와다른고

대역본들곧에티오피아어역본,아르메니아어역본,사히드어역본등에 δη가

없다는것도필요이상으로강조되어서는안된다.왜냐하면,번역자들에게 δη 

(indeed, then, therefore, now)를 그들의 수용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이다 (Rahlfs, Studie, 56, note 5). 라우디아누스 사본이

vade (가거라 go)다음에 et tu (너도 [you too])를첨가한것은아주예외적인것

이고,일반적으로는 V가M의엄격성을존중하고있다는점은 CTAT (1, 130)가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는 T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서 T는 절

끝에 (네 백성 네 신들에게로 [to your people and to your

gods])라는여분의정보를제공한다.

1:19 (흥분하였다 [was excited])

고대번역들의일반적인해석경향은,겔러만과함께, G를다른고대역이보

여주는 것과 같은 동일한 해석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부추긴다

(Gillis Gerleman, BK, 17).다른한 편,사전편찬상의고찰은어근의이동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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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리히 (Ehrlich, Randglossen, 22)와 주옹 (Joüon, Ruth, 43)이제안한 것처럼매

혹적인것으로만든다.이것이바로,만일 G역시해석적인것이라고고려된다

면제거될수있는,이도저도아닌경우이다.우리는우리의현대적인사전편찬

의희생물인가?

1:21 (대답하셨다,시험하셨다 [answered, testified])

바로인접문맥은확실히어근 II의 piel의미인 “괴롭히다 (afflict)”에불

리한것은아니다.그러므로, G La V S등이그러한의미를선택한것은그리놀

랍지 않다. 그렇지만, 이미 최근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CTAT, 1.131;

Sasson, Ruth, 77; Hubbard, Ruth, 126f; de Waard, Handbook, 83),어근 II는

늘 “괴롭히다 (afflicted)”의 목적격으로 결합되지, 결코 의 qal의 의미 (“입

증하다 [testify]”)와관련된경우에서처럼전치사 에결합되지는않는다.비록

신적인 대리자가결단코 “입증자, 증명자, 증언자 (testifier)”로나타날 수없다

하더라도 (Jacob M. Myers, Literary Form, 22), M의모음화 ‘ānâ는기필코유지

되어야 한다. 전치사 와의 결합은 긍정적 증거인데 반하여, 전치사 와의 결

합은부정적증거를나타내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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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S 시편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김정우

(총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제일권

1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악인들은 그렇
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에 들지 못하리로다 [6]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 [1]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
도다 [4]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
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
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
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1편 1a시편제 1편이란숫자(numerus)를표시하는기호알렙과그위의홀렘( )이 "레닌그라드사본"(L)에는 "없다" (>)혹
은, "나타나지않는다."∥1a.b시리아역은악인의 "꾀"(a)와죄인의 "길"(b)을 "도치시켰다"(invers).따라서 "악인의길을따르지아
니하며,죄인의꾀에서지아니한다"로읽고있다.∥3a 3절의중앙소절을시작하는히브리어관계사 는카이로게니자히브
리어시편단편에는나타나지않는다.∥3b-b 3절의마지막소절을이루는 "그행사가다형통하리로다"는첨가된것이다.여호수아
1:8을참조하라.∥ 4a마소라사본의 "그렇지않음이여"를 "70인역을참조하여 '악인'( ꔋꘟ )뒤에삽입하라(ins)." BHK는 "70
인역과함께삽입하라"(ins cumG)고말한다. 70인역뿐아니라(ouk houtos),불가타역도 "그렇지않음이여"(non sic)를두번반복
하고있다.∥ 4b "오직바람에나는"에대해 "70인역은 '땅의얼굴에서(즉땅에서)일어나는'을첨가하고있다." 아마시상의전환
이돌연하기때문에 70인역번역자는문체를순화시키기위하여이같은내용을첨가한것같다∥ 5a의인의 "회중에"( )라고
되어있는부분을 70인역은 ἐν βουλῄ, "생각,뜻,계획,결심,꾀로"라고번역하였다. "1절에있는악인의 '꾀'(   = ἐν 

βουλῄ ασεβών)를참조하라."∥ 시편2편2a-a "여호와와그기름받은자를대적하며"(a~a)는"첨가된것으로보인다."∥2b레닌그
라드사본과같이 에서첫자음위에분절기호게레쉬(Geresh)가있다.또한많은히브리어사본들과케니코트와드로시와긴
스버거가편집한히브리어본문제 2판(Edd)에는네자음문자(yhwh)위에게레쉬와르비아(Revia)표시를하고있다.∥ 2c 70인
역은διαψαλμα(즉,히브리어 )를첨가하고있다.∥4a카이로게니자의시편단편과많은히브리어사본들은 "주께서"( )를

로읽는다. 70인역과시리아역은그앞에접속사 ( )를둔다(pr cop).∥5a마소라사본의 "그의분노중에"( )에대해
두개의히브리어사본은 (그리고그의뜨거움으로)로읽는다. (이형태에대해서는시19:7[히]을보라.)∥6a마소라사본
의 "세웠다"라는동사에대해, 70인역이수동태로읽고있다.즉, 70인역은 "내가그에의해그의거룩한산시온에서왕으로세움
받았다"로읽는다.이렇게보면, 6절은마소라사본처럼주의말씀이아니라,왕의말이된다.∥6b 70인역은 3인칭단수접미어를
두어,마소라사본의 "나의왕"을 "그에의하여왕으로"로읽는다.∥7a시리아역은1인칭단수접미어를갖고있다.이리하여 "나의
명령"이된다.∥ 8a 70인역 (시리아역)은 "kaì dώsω soi" 즉 "내가너에게주리라"(-?)로읽고있다.∥ 8b "너의유업"   
(ꔋ�)에대해 "카이로게니자의시편단편과몇몇히브리어사본들은 "너의유업들"( )"로읽는다.∥ 8c 한히브리어사
본은 "네소유" 다음에  (~까지)를첨가하고있다.이렇게보면 "땅끝까지"는동사 "주리라"의목적어가된다.∥ 9a "70인역과
(시리아역)은마소라사본의 "깨뜨림이여"( )를ποιμανεῖς즉 "다스리다"(  )로읽고있다.이것은같은자음( )에
모음을달리붙여읽는것이기때문에본문상의차이는심각하지않지만,의미는상당히다르다.물론두가지독법이다가능하다.
∥9b 70인역의알렉산드리아사본(GA)과루시안개정판(GL)과시리아역은마소라사본의 "질그릇같이"를복수형으로읽는다.∥



BHS 시편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 김정우 25



성경원문연구 제4호

2:10-4:4 시편 2

26

[10]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여호와를 경외함으
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1]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
는 자가 많으니이다 [2]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
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4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
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3]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
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

10a카이로게니자의시편단편과몇몇히브리어사본들은마소라사본의 "교훈을받을지어다"( )를 "세움을 입으라"
(  , 의호팔명령형)로읽는다.한히브리어사본과 70인역은시편 148:11과같이 "모두"( )를첨가하고있다.∥11/12a

한히브리어사본은마소라사본의 "경외함으로"( ꔋ  )를 "기쁨으로"(  )로읽는다. b-b마소라사본의 "떨며즐거워할지
어다그아들에게입맞추라"(b-b)에대해BHS는새로운독법을제시한다. (1) ( ꔃ ) ꔃ ' ' , "떨며그의발에입맞추라
"로 읽으라(lese). 이것은 "떨며 즐거워 하는 것"이 개념상 모순되기 때문이다. 혹은 (2) "그리고 떨며 그의 이름을 높여라"
(  )로읽으라.그리고  는 중복오사(dittg)이므로 삭제하라(et dl). ∥ 12c 마소라 사본의 "길에서"에 대
해 70인역이 "의로운길로부터(ἐξ ὁδοῦ δικαίας)"로읽으며(=  ), 시리아역은 "그의길로부터"(mn ’wrhh, a via eius)로읽
는다. 여기에서 70인역은시편 2편을 "지혜화"(sapientializing) 하는경향을드러내고있다.∥ 12d 두개의히브리어사본이마소라
사본의 "의지하는자"(  ;연계형)를  (절대형)으로읽는다.∥ 시편 3편 3a 마소라사본에서라메드안에점이찍혀있는
것은레닌그라드사본상의오류이다. 마소라 사본의 "그에게"( )는시리아역에서 "너를가리켜"(for you)로읽고있으며우리말번
역에서는공동역("너따위는")과표준역("너를")이시리아역을따르고있다. 이리하여, "너는하나님께도움을얻지못한다"는말은
원수들이시인에게간접적으로한말이아니라, 직접적으로한말이된다. 그러나시편에서인칭의급작스런변화는자주나타나는
현상이다.∥3b 마소라사본의 "하나님께"를 70인역은 3인칭남성단수인 "그의하나님"( )으로, 시리아역은 2인칭여성단수
인 "너의하나님"으로읽는다.∥4a-a 마소라사본의 "방패"를 70인역에서 "나의호민관, 보호자"라는의미로나타난다. 이것은 70인
역이의역한경우로여겨질수있다.∥ 5a 이것은 "아마 로읽으라"는뜻이다. 이것은마소라사본의독법인 "그리고그가응
답하시는도다"( )에서접속사(와우)를연계형( )이아니라, 단순접속사()로읽는것이다(Jerome). 이리하여시제번역에있어
서과거형(KJV)과현재형(RSV)으로갈라지며, 70인역은두동사를모두제 1부정과거(aorist)로읽는다. 이절과가장비슷한구문
은시편22:3에서  //  와27:7,  // 로나타난다.∥7a마소라사본의 "천만인"(multitude, myriad;  ;
from + )을탈굼은 로읽는다. "천만인"(  )에서 "사람"은군인을가리킨다(시2:1).∥ 8a 마소라사본의목적
격형태소 ꔂ 는"몇몇사본에는없다."∥8b마소라사본의 ꔂ ,를70인역은ματαίως로읽는다.즉히브리어로 "보상없이, 헛
되이,이유없이"로읽고있으며, 여기에 3인칭복수접미어를붙이고있다. 70인역은 "이는주께서이유없이나의원수(된자들)을
치셨으며, 죄인들의이를부러뜨렸습니다." 혹은 "댓가없이나의원수를쳤다"는뜻이다. 시리아역과탈굼은 3인칭복수접미어
"그들의"를첨가한다. 8c 몇몇히브리어사본들과시리아역은접속사를첨가하고있다.∥ 9a 몇몇히브리어사본들과 70인역과시
리아역은 로읽는다. 즉마소라사본에접속사를첨가하고있다. 이리하여 8절을두개의소절(혹은행)로자연스럽게나누고있
다. 9b 마소라사본의 "셀라"는 70인역에나타나지않는다.∥ 시편 4편 2a 마소라사본에서 "응답하소서"(명령형)에대해 70인역
은 "응답하였다"라는완료형(εἰσήκουσέν μου = )으로이해하고번역한다. 70인역을따르면주님은이미시인에게 "응답하셨
다". 따라서 이 절은 간청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감사가 된다. ∥ 2b 마소라 사본의 "(내 의의) 하나님"( )을 시리아역은     
’lhj wprwq’ deus meus et vindex(나의하나님과구원자)로읽는다.∥2c 마소라사본의 ("넓게하다")는다른명령형동사들과
달리완료형으로나타나므로 ꔃ (히필형명령형)나 (히필형3인칭완료)로수정하기를제안한다.그러나히브리어에
서완료형도기원형(precative)으로사용되기도한다.∥3a-a "나의영광을변하여욕되게하며"[a-a]를 70인역은 "얼마나오랫동안
너희마음이둔하겠느냐(강퍅하겠느냐)?"(ἕως πότε βαρουσευχής = )로이해한다(출7:14). "고집스런마음을가지려
하느냐"(임승필각주참조). 여기에서 70인역은마소라사본과다른사본을가진것보다, 같은원본의자음에다른모음을붙여읽
은것으로평가된다.∥3b마소라사본의 "나의영광"(  )을아퀼라와제롬은 ἔνδοξοί μου = , 즉 "나의귀하신자"로읽고
있다.∥ 3c 마소라사본의 "좋아하다"에대해BHS는 "70인역이이앞에 ἵνα τί (wherefore)를선행시킨다" 고말한다.∥ 3d 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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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5]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6]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
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
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1]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
서 [2]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거짓
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7]오직 나
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8]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9]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0]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역과시리아역은마소라사본의 "구하다" 앞에연결사(cop)를두고있다.∥4a 마소라사본의 "택하신줄알라"( )( , 히필
형, 출8:18;9:4; 11:7)에대해BHS는 "카이로게니자의시편사본과몇몇히브리어사본들이 '기적을베푸신다'( )로읽으며, 70
인역과제롬을참조하라"고한다. "주님께선당신께충실한이에게기적을베푸심을알아라"(임승필;시31:21참조).∥4b-b  
cf 31,22 마소라 사본의 "경건한 자를 그를 위해"( )를 "시편 31:22을 참조하여 아마 '그의 인자하심을 나에게'로 읽으라"로 
BHS는 제안한다. ∥ 4c 마소라 사본의 "들으시리로다"에 대해 BHS는 "70인역에는 '나를'이 첨가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뒤따라 
오는 접미어( )의 이중 기능(double duty)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 ∥ 5a 마소라 사본의 "떨라"( )를 아마도 
뒤에 나오는 앞에 옮겨 놓아라. ∥ 5b-b 마소라 사본의 "너희 심중에 말하고"를 아마도 문장 초두에 있는 앞에 옮겨 놓아라. 
∥5c 마소라 사본의 ꔃ 에 대해 카이로 게니자의 시편 단편과 한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과 시리아역은 로 읽는다. 5d 마소라 
사본의 "그리고 잠잠할지어다"에 대해 70인역과 시리아역은 연결사를 생략한다. ∥7a 마소라 사본의 "우리에게"를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은 "나에게"로 읽는다. ∥7b 마소라 사본의 "들다"( )를 한 히브리어 사본은 로 읽는다. 아마 싸멕( )과 신( )은 상호
교통적으로 사용된 듯 하다(BDB 650; HAL 2:702). 70인역은 e̓shmeiẃqh, "to take note of"로 읽는다 "당신 얼굴의 빛이 저희 위에 하나
의 표징이었나이다"(임승필 참조). BHS는 "떠났다"(  "pull away," from us) 혹은 "뻗다"( stretch out, extend)로 제안한다. ∥
7c 마소라 사본의 "주의 얼굴"을 시리아역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가 붙어 "그의 얼굴"로 읽는다. 여기로 옮겨라(huc tr). ∥8a 
마소라 사본의 "기쁨"에 대해 시리아역은 2인칭 단수를 첨가하여 "당신의 기쁨"이라고 한다. ∥8b 마소라 사본의 "포도주"에 대해 
쿰란과 한 히브리어 사본은 강점(dagesh forte)를 타우 안에 두고 있으며, 쿰란, 70인역, 시리아역은 "그들의 기름"을 첨가한다(호
2:24). ∥9a 마소라 사본의 는 운율에 근거하여 삭제하라. ∥9b 마소라 사본의 "오직"( )에 대해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과 
70인역(kata monas)은 "당신 홀로"( )로 읽는다. ∥시편 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a] 관악에 맞춘 노래> ∥1a 몇몇 사본
들은 마소라 사본의 대신 로 읽는다. 1b 마소라 사본의 ("관악"[개역], "현악" [개역개정])에 대해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은 "재산, 유산, 몫"( )의 복수형( )으로 읽는다. 70인역은 "상속받는"(that inherits)으로 읽으며, 아퀼라 (심마쿠스, 제
롬)도 "상속받는"(분사형)으로 읽는다. ∥ 3a 마소라 사본의 을 로 읽으며, "내가 기도하다"를 4절 상반절에 있는 "아
침에" 뒤에 두어라. ∥4a 마소라 사본의 주님의 이름( )은 운율에 근거하여 삭제하라. ∥4b 마소라 사본의 "내가 바라다"는 아마 
"당신을 바라다"는 뜻으로  혹은 ꔂ  혹은 를 삽입하라. ∥5a 마소라 사본의 "하나님"( )은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에는 
없다. ∥ 5b 마소라 사본의 "아니다"에 대해 몇몇 사본과 시리아역은 "그리고 아니다"( )로 읽는다. ∥ 7a 마소라 사본의 "당신이 
멸하다"( )에 대해 한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에는 "모두"( )를 첨가한다. ∥ 7b 마소라 사본의 "거짓"( )은 7절 끝으로 
옮겨 놓아라. ∥7c 마소라 사본의"그가 미워하다"( )를 상반절과 주어가 일치하도록 "당신이 미워하다"(' )로 읽도록 제안한
다. ∥ 8a 8절 끝에 나오는 "주를 경외함으로"( )에 대해 시리아역은 9절로 잇는다. ∥ 9a 마소라 사본의 독법(Qere)인 "곧게 
하다"     ( ꔃ ꔃ ')는 카이로 게니자의 시편 단편과 많은 사본들과 쿰란과 케티브는 히필 명령형인( )로 읽는다. 같은 형태가 이
사야 45:2에 나타남을 참조하라. ∥9b "내 목전에"에 대해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의 바티칸 사본(G B), 알렉산드리아 사본
(GA), 루시안 사본(GL)과 불가타역에는 "당신의"( )라는 접미어로 붙어 있다. ∥9c "주의 길"에 대해 불가타역에는 1인칭 단수 접
미어가 있어 "나의 길"로 읽는다. ∥10a 마소라 사본의 "그의 입"( )은 뒤따르는 "그들의 심중"( )과 평행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입"( )으로 읽으라. 70인역, 시리아역, 탈굼, 제롬역을 참조하라. (한 히브리어 사본은 '그들의 입'[ ꔂ ]으로 읽는
다.) ∥10b  "그들의 심중"( )에 대해 2개의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역 아랍어역에는 "그들의 심중에"( )로 나타난다. ∥
10c "그들이 아첨하다"( )는 레닌그라드 사본 같다. 많은 히브리어 사본들과 케니코트본에는 (즉 종지형 강세 실룩
이 코프 아래에 나타난 다.)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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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

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
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4]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
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내 눈이 근심
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
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9]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떪이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 "다윗의 식가욘,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1]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
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
까 하나이다 [3]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
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

11a 마소라 사본의 "그 많은"( )에 대해 쿰란은 "그 많은 (허물을) 따라"( )로 읽는다. 70인역을 참조하라. ∥11b 마소라 사본
에서 "당신을 대항하여"( )에 대해 70인역은 κύριε를 첨가한다. ∥12a-a "당신이 그들을 보호하소서"(   ; 히필 명령형)
에 대해 "당신이 그를 보호하소서"( ' )로 제안하며 13b 앞에 두라고 한다. 13절에서는 "의인"(단수)이 목적어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그러나 13b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 12b 운율에 근거하여 "여호와"(  )나 혹은 "항상"( )을 삽입하
라. 70인역 (시리아역)은 "모두"(πάντες)를 첨가한다. ∥ 13a "당신이 호위하다"(  )라는 칼형에 대해 몇몇 사본들은 피엘형 
(' )으로 읽는다(시 8:6; 103:4). 70인역은 1인칭 복수 접미어를, 시리아역은 1인칭 단수 접미어를 첨가한다. ∥ 시편 6편 3a 하나
님의 이름인 "여호와"( )는 한 히브리어 필사본(Ms)에 나타나지 않는다. ∥ 3b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는 몇몇 히브리
어 사본들과 70인역의 바티칸 사본(GB)에 나타나지 않는다. 시편 6:3에서 "여호와"가 두번 나타나며 몇몇 히브리어 사본에 나타나
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를 불필요한 첨가로 여길 수 있으나, 시의 서문으로서 간절한 호소를 나타내기 위해 두 번 주님을 부
르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 3c 마소라 사본의 ( 의 니팔형; "떨리다")는 시편에서 "뼈"와 연관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상
하며 4절 상반절에도 거의 같은 형태( )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뼈가 마르다" (from , 사24:4; 겔 47:11)혹은 
(from , 시32:3)로 제안한다. ∥4a 마소라 사본의 "떨리다"에 대해 2개의 히브리어 사본은 를 첨가하고 있다. ∥5a 시리아역과 
불가타역에는 연결사가 앞에 있어 "그리고 건지소서"로 이어진다. ∥ 5b 한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역은 "그리고 나를 구하소서"    
(' )로 나타난다. ∥6a 마소라 사본의 "당신을 기억함"(명사형from zeker; ꔂ )에 대해 70인역은 ὁ μνημονεύων σου로서 히브리
어 분사형 "당신을 기억함"( ꔂ )으로 나타난다. ∥7a 7절을 시작하는 두 개의 동사("내가 탄식하다"와 "내가 곤핍하다")는 아무
런 보어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BHS는 "아마 몇개의 단어가 삭제된듯 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8a 70인역, 아퀼라, 심마쿠스, 제
롬은 1인칭 단수로 읽으며 "내가 늙었나이다"( ꔊ�)로 의미를 수정한다. 즉 상반절의 주어는 "내 눈"이며, 하반절의 주어는 "나 
자신"이 된다. ∥8b 히브리어 한 사본과 시리아역은 마소라 사본의   대신에 로 읽는다. ∥8c   마소라 사본의 "나를 억압
하는 자"( )에 대해 BHS는 더 좋은 평행법을 만들기 위해 "내 고난"( )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제안한다
(시편 31:9참조). ∥11a-a "그들이 부끄러워 하다"( )가 이 절에서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BHS는 처음 나오는 것을 바로 이어지
는 접속사("그리고 그들이 떤다")와 함께 삭제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것을 삭제하면, 이 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드( ), 벳
( ), 쉰( )의 음성학적 영향이 감소된다. ∥11b 두 번째 등장하는 "그들이 부끄러워 하다"( )는 바로 앞 동사("그들이 물러가다")
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므로 카이로게니자의 시편 단편과 70인역과 시리아역은 "접속사"를 붙여 읽고 있다. ∥11c 마소라 사
본의 "홀연히"( )를 70인역은 "대단히 빠르게"로 읽는다. ∥ 시편 7편 1a 마소라 사본의 "구시"( )를 70인역, 아퀼라, 심마쿠
스, 데오도션 (제롬)은 Χousi로 읽는다. 삼하 18:21이하를 참조하라. ∥2a-a 마소라 사본의 "나를 쫓는 모든 자들"(복수형)은 이 시편
에서 시인의 원수가 오직 한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쫓는 자"( )로 제안한다. ∥3a 마소라 사본의 "물어 뜯다"( )를 
70인역 "건질 자 없다"(deliver)로 읽는다. 즉 히브리어 으로 읽는다. 시리아역을 참조하라. 이리하여 70인역과 시리아역은  
"물어 뜯다"를 상반절로 연결시키지 않고, 하반절로 잇는다. ∥5a 마소라 사본의 "화친한 자"를 70인역은 복수로 읽는다. ∥5b 마소
라 사본의 "내가 빼앗았다"( ꔃ )를 70인역과 시리아역 및 탈굼은 "나로 망하게 하소서"(may I then perish empty by means of 
my enemies")= 즉 히브리어 ꔂ 로 읽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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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6]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
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7]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8]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
는 하나님께 있도다 [11]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사람이 회개하
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14]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15]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
다 [17]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8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1]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
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6a 마소라 사본의 "쫓다"( ꔃ )는 칼형도 피엘형도 아닌 혼합형이므로 BHS는 칼형(' ) 혹은 피엘형( )으로 읽도록 제안한
다. ∥ 6b 마소라 사본의 "잡다"(overtake)에 대해 시리아역은 3인칭 여성단수 접미어를 갖고 있다. ∥6c 마소라 사본의 "셀라"는 시
리아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7a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과 시리아역 벌게이트는 ' 로 읽는다. ∥7b 마소라 사본의 , "격분
"(against the fury)을 시리아역은 s ‘l kdl’ 즉 히브리어로 ("목, 도망침, 반역")로 읽고 있다. ∥7c 70인역과 시리아역은 연결
사를 생략하고 있다. ∥7d 마소라 사본의 "나를 위하여"( )에 대해 70인역은 "나의 하나님"으로 읽는다. ∥ 7e 마소라 사본의 "주
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에 대해 70인역 (시리아역)은 "당신이 명하신 영을 따라"(according to the decree which you have 
commanded)로 읽는다. ∥ 7f 마소라 사본의 "주께서 명하셨나이다"는 완료형으로 나타나므로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며 로 제안
하며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9a-a) 앞으로 옮기라고 BHS는 제안한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
하라고 명령하소서"가 된다. ∥ 8a "돌아오소서"는 뜻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 "앉으소서"( )로 읽으라. ∥ 9a-a 7f를 
참조하라. ∥ 10a 마소라 사본의 "끊다"( )라는 형태에 대해 많은 사본들은 메텍이 뒤따르므로 모음이 짧아져 ꔃ 로 읽고 
있다고 한다(시138:8을 참조하라). ∥10b 마소라 사본의 "악한 자"( )보다 바로 뒤에 "악인"이 뒤따라 오기 때문에 "악"(ꔃ )이 더 
나아보인다. 시리아역은 ’l (대항하여)을 첨가하고 있다. ∥10c 마소라 사본의 "의인"(단수)에 대해 70인역과 탈굼은 복수로 읽는다. 
∥10d 마소라 사본의 "그리고 감찰하다"에서 70인역, 데오도션, 시리아역, 제롬은 연결사 "그리고"를 생략한다. ∥10e 10절의 끝단
어 "의로운"은 70인역에서 11절과 함께 이어진다. ∥11 마소라 사본에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전치사 "(하나님)에게"( ꔃ )는 하나
님이 자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있다는 느낌을 주므로 자연스럽지 않다. 시리아역에는 이 전치사가 나타나지 않아 보다 
자연스럽다("내 방패는 하나님이라"). BHS는 "나에게"( )로 제안한다(시 3:4,   참조). ∥ 12a 마소라 사본의 "의로운"    
( )에 대해 시리아역은 여성형 복수로 나타난다. ∥12b-b 마소라 사본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70인역 (시리아역)은 "분
노하지 않는다"로 읽는다. ∥13a-a 마소라 사본의 "회개치 아니하면"에 대해 시리아역은 이 절이 앞 절(12절)로 이어진다고 한다. ∥
13b 마소라 사본의 "돌이키다"( ; 3인칭 단수)를 70인역은 2인칭 복수로 읽고 있다. ∥ 14a 마소라 사본의 "죽음"을 시리아역은    
"분노"로 읽는다. ∥ 14b 마소라 사본의 "불타는"( )을 70인역(시리아역)은 "분노하는 자들에게"로 읽고 있다. ∥ 15a 마소라 
사본의 "잉태하다"를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은 접속사 없이 읽고 있다. ∥18a 마소라 사본의 "~를 따라"(' )를 몇몇 히브리
어 사본은 "~를"(' )로 읽으며 시리아역은 1인칭 단수 접미어를 가진다. ∥ 18b 마소라 사본의 "여호와"를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탈굼은 "하나님"으로 읽는다. ∥ 시편 8편 1a 마소라 사본의 "깃딧"( )에 대해 BHS는 시편 81:1a와 84:1a와 마찬가지로 (it) 70
인역, 심마쿠스, 제롬은 복수로 읽는다고 말한다. ∥2a-a 마소라 사본의 "두신"( )은 비정상적인 형태이므로 BHS는 "훼손되었다"
고 본다. 70인역은 "높다"(is exalted), 시리아역 (탈굼)은 "두어졌다"( )로 읽으며("당신이 두다"), 심마쿠스(제롬)는 hos etaksas   
  ("힘"?)로 읽는다. BHS는 "두어진"(  ) 혹은 "당신이 두신"(  )으로 제안한다. ∥ 3a 마소라 사본의 "권능"( )을 
시리아역은 "주의 영광"으로 읽는다. ∥3b "당신의 대적"에 대해 제롬은 1인칭 단수 접미어를 가져 "나의 대적"으로 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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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7 야고보서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김창락*

일러두기

1.두가지이상의읽기가제시된경우에는 1) 2) 3)...으로번호를붙여표시했다.

2. ( )속에읽기즉제시된읽기와약간의차이가나는읽기도별종의읽기로취급하여독

자적인번호를붙였다(시각적으로이해를명료화하기위해서이다).

3.읽기를헬라어로표시하고 ( )안에우리말번역을붙였다.어순의차이를드러내기위

해서될수있는대로헬라어원문의어순을따라번역했다.

4.증거사본이셋또는넷이상인경우에는첫증거사본과마지막증거사본만표시했다.

5.고대번역본과교부들의글은일일이표시했다.

6. 같은 절 안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한 본문비평이 이어질 경우에는 \로 표시했으며 다른

항목으로넘어가는경우에는 |로끊었다.

7.사본의성격에 대해서는 성경원문연구 3호에서자세히설명하였기때문에이번해설

에서는설명을생략했다.


*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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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 야고보서 1

야고보서

1 [1]하나님과주예수그리스도의종야고보는흩어져있는열두지파에게문안하노

라 [2]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이는

너희 믿음의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너희 중에 누

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후히주시고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그리하면주시리라 [6]오직믿음으로구하고조금도의심하지말라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생각하지말라 [8]두마음을품어모든일에정함이없는자로다 [9]낮은형제

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찌니 이는풀의

꽃과같이지나감이라 [11]해가돋고뜨거운바람이불어풀을말리우면꽃이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시험을참는자는복이있도다 이것에옳다인정하심을받은후에주께서자기를

표제 : 1) Ιακωβου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야고보의서신공동적): P-al / 2) Iakωβου αποστολου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야고보의사도의서신공동적): P al / 3)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υ καθολικη(서신

야고보의공동적): 323, 614 / 4) καθολικη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υ(공동적서신야고보의): 945 / 5)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 Ιακωβου(서신공동적야고보의): 1505 / 6)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 του αγιου   

αποστολου Ιακωβου(서신공동적그거룩한사도야고보의): L-al / 7) του αγιου αποστολου          

Ιακωβου καθολικη επιστλη (그거룩한사도야고보의공동서신): 049 / 8) επιστολη του αγιου  

αποστολου Ιακωβου καθολικη (서신그거룩한사도야고보의공동적): 69 / 8) txt야고보의서신:

-pc / 9)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υ(서신야고보의)(첫머리에기록되어있지않고아래쪽에기록되어있음):

/ 10) Ιακοβου επιστολη(야고보의서신)(후대의손으로기입되었음): B / 11)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θ

(서신야고보의): : Ψ, 630, 1241•1πατρος(아버지의)가첨가: 429-pc.•3δοκιμον(단련받는)으로바꿈:

110-pc;디디무스의글가운데일부분| 1) 2 3 1 (της πιστεως υμων,그믿음의우리의)로어순을바꿈: 629,

pc, vg / 2) 2 3 (της πιστεως,그 믿음의)으로 바뀜: 429-pc, syp/ / 3) 1 (υμων, 우리의)로 바꿈: B2,

pc, ff / 4) 세 낱말 다 생략: syh, Augustinept, Arnobius. •5 ουκ (직설법에사용되는부정사[否定

辭])로바뀜: K-pm / txt μη: -pm.•6 1) '믿지않고의심하면서‘로바꿈: pc / 2) '그가받으리라는것을

의심하면서’로바꿈: 429-pc / 3) '그가받으리라는것을믿지않고의심하면서‘로바꿈: 522, pc.•7 τι(아

무것)를생략: -pc, vgms.•8 γαρ(왜냐하면, for)를첨가: 326-pc, syh**.•9 1) 2-4(αδελφος ο ταπεινος,형

제그가난한)로바꿈: B, Ψ / 2) 1 4 2(ο ταπεινος αδελφος,그가난한형제)로바꿈: 720, pc| εν(전치사 in)

을생략: p74.•11첫번째 ’그것의‘를생략: 614-pc, vgms |두번째 ’그것의‘를생략: B, pc.•12 '사람’으로

바꿈: A-pc; Cyril | υπομενεί(ι에서컴플렉스가붙음)로바꿈: K-al, ff / txt 1) υπομένει(ε에어큐트가붙

음): B2-m/ 2) υπομενει(액센트를표시하지않음): p23-P 3) υπομενειν (ν을첨가):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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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5 야고보서 2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3]사람이 시험을

받을때에내가하나님께시험을받는다하지말찌니하나님은악에게시험을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자기욕심에끌려미혹됨이니 [15]욕심이잉태한즉죄를낳고죄가장성한즉사

망을 낳느니라 [16]내 사랑하는형제들아 속지 말라 [17]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

물이다 위로부터빛들의 아버지께로서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없으시니라 [18]그가그조물중에우리로한첫열매가되게하시려고자기

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내 사랑하는형제들아 너희

가알거니와사람마다듣기는속히하고말하기는더디하며성내기도더디하라 [20]

사람의 성내는 것이하나님의 의를이루지못함이니라 [21]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과넘치는악을내어버리고능히너희영혼을구원할바마음에심긴도를온유함으

로 받으라 [22]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누구든지도를듣고행하지아니하면그는거울로자기의생긴얼굴을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자유하게하는온전한율법을들여다보고있는자는 듣고잊어버리는자가아니

•12 1) '그주님‘을첨가: C-m, syh / 2) '주님’을첨가: C / 3) '그하나님‘을첨가: 4-all, vg, syp, Athanasius,

Didimuspt, Cyril / txt: p23-pc, ff, co,디디무스의글가운데일부분.•13 1) απο του (‘하나님’앞에정관사

του를첨가): pc. 2) υπο (의하여, by)로바꿈: -pc.•15 αποκυεί (ι에서컴플렉스를붙임): L-al / txt 1) (απ

οκύει): B2, m/ 2) (αποκυει)액센트를붙이지않음: p23-P.•17 '내려오는‘으로바꿈: 323-pc | 1) παρα(...으

로부터, from)로바꿈: K-all / 2) εκ σου (당신에게서)로바꿈: 1241 | εστιν (이다, is)으로바꿈: -al | 1) π

αραλλαγη η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τος(변함또는움직이는그림자의)로바꿈: *, B/2)παραλλαγη η τροπη απ

οσκιασματος(변함또는그림자의움직임)로바꿈: 614-pc/3)παραλλαγη η τροπη η αποσκιασμα ουδε μεχρι 

υπονοιας τινος υποβολη αποσκιασματος(변함또는움직임또는그림자또한그림자의무슨변덕심의발

로)로바꿈: (ff); Augustine[Estius가그렇게추측함]/4)παραλλαγης η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τος(변함의또

는움직임의그림자의)로바꿈: p23 /5)τι παραλλαγης η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τος(변하는어떤것또는그

림자의움직이는어떤것)이라고Fr. Hauck가추측함/txt 1) παραλλαγη η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변함또는

움직이는그림자): 2-m, vg, sy/2)παραλλαγη ουδε τροπης αποσκιασμα(변함도또한움직이는그림자도

없...): Ψ.•18 1) ’왜냐하면그는낳으셨다‘로바꿈: 1739*vid-pc, vgcl / 2) '그는만드셨다’로바꿈: 614-al, syh

| εαυτου(자기자신의)로바꿈: c-al / txt '자기의‘: *, B, m.•19 1) ιστε δε(δε라는접속부사를첨가)로

바꿈: p74vid-2464, vgmss, sa, bomss / 2) ιστε(아십시오)를생략: 1838, pc (이것의생략은성구집의영향임).

3) ωστε(그러므로)로바꿈: P, Ψ, m, syh / txt 1) ιστε(아십시오): B-al, lat, syhmg, bo, ac / 2) ιστω(그는알아

라): (*).•20ου κατεργαζεται(이루지않는다)로바꿈: C*-m, syh / txt '이루지않는다’: -al, Didimus.•

21 '지혜의‘를첨가: P, 1852 | '우리의’로바꿈: L-al.•22 1) '율법의‘를첨가: C2-al / 2) '그율법의’를첨가:

1501, pc. ακροαται μονον(듣는자만)으로어순을바꿈: 26판-al, latt / txt μονον ακροαται(다만듣는자):

p74-m.•23 οτι(때문에, because)를생략: p74vid-al, vgms, syp, bo | '율법의‘로바꿈: 88-al; Cassiodoruspt |

1) '그지식의’로바꿈: 614, pc / 2) '그출생의‘를생략: 547, pc, syp.•24 1) δε(그런데)로바꿈: 614-pc, vgms,

syh / 2) γαρ(왜냐하면, for)를생략: 429, 630, pc, ff, t; Je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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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7 야고보서 3

요실행하는자니이사람이그행하는일에복을받으리라 [26]누구든지스스로경건

하다생각하며자기혀를재갈먹이지아니하고자기마음을속이면이사람의경건은

헛것이라 [27]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없는 경건은 곧고아와과부

를 그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자기를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이것이니라 2 [1]

내형제들아영광의주곧우리주예수그리스도를믿는믿음을너희가받았으니사

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들어오고또더러운옷을입은가난한사람이들어올때에 [3]너희가아름다

운옷을입은자를돌아보아가로되여기좋은자리에앉으소서하고또가난한자에

게이르되너는거기섰든지내발등상아래앉으라하면 [4]너희끼리서로구별하며

악한생각으로판단하는자가되는것이아니냐 [5]내사랑하는형제들아들을찌어다

하나님이세상에대하여는가난한자를택하사믿음에부요하게하시고또자기를사

랑하는자들에게약속하신나라를유업으로받게아니하셨느냐 [6]너희는도리어가

난한자를괄시하였도다부자는너희를압제하며법정으로끌고가지아니하느냐 [7]

•25 ουτος를첨가: P, Ψ, #Μ, syh / txt 1) p74vid-pc, latt, syp, co/ 2) και를첨가: 323 | ‘율법을듣는사람과’

를첨가: 33-pc | ουτος를생략: p74, pc. •26 1) ει δε τις에 δε를첨가: C-al, lat, bo / 2) οτι( 때문에,

because)로바꿈: 614 | 1) ‘너희안에’를첨가: 049, m/ 2) εν υμιν을ειναι 앞에놓음: pc / txt -al, latt, sy,

co | χαλινων(제갈먹이는)으로바꿈: B | 1) '자기자신의‘로바꿈: B-al / 2) αὑτου(자신의)로바꿈: 049 |

1) εαυτου(자기자신의)로바꿈: B-al / 2) αυτου(자기의)를생략: 1611 / txt -m.•27 1) γαρ(왜냐하면)를

첨가: A-pc, syp / 2) δε(그런데)를첨가: pc, ff, vgmss, syh**, co; Spec(어그스틴위서) | τω를생략: *-m;

Didimus의글/ txt p74-al | '방문하시오’와 ‘그들을보호하는것’으로바꿈: p74; Lactantius의글| ‘자기

자신들을물들지않게보존하시오’로바꿈: 614-pc, (syh).•2:1 1) 6 7 1-5 (της δοξης του κυριου ημων         

Ιησου Χριστου(‘그영광의’가 ‘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앞에놓임)으로바꿈: 614-al, sy, sy, samss, bo / 2)

1-5 (της δοξης를생략하고του κυριου ημων Ιησου Χριστου만남김): 33, pc, vgms.•2την(정관사)을첨가:

2-m / txt *-pc.•3 '그리고여러분이본다면‘으로바꿈: -m, bopt / txt B-pc, ff, syh | '그에게’를첨가:

P-m, t, vgcl, syp, co / txt p74vid-pc, ff, vgst.ww, syh, bomss | 1) 2 3 1 (η καθου εκει,또는앉으시오저기에)로

어순을바꿈: B-pc, ff, sa / 2) ωδε η καθου εκει (여기에또는앉으시오저기에)로바꿈: 365 / 3) εκει η        

καθου ωδε (저기에또는앉으시오여기에)로바꿈:p74vid-m, syp, bo /4)εκει και καθου ωδε(저기에그리고

앉으시오여기에)로바꿈: C2.그러나C*에는εκει και καθου (저기에그리고앉으시오)로바뀌어져있음.

txt: A-pc, vg, syh;시릴의글| επι(위에, on)로바꿈: B2-al, vgms, syh, sa / txt: -m, lat | 1) '나의발들의‘로

바꿈: 33, vg / 2) '너의발들의’로바꿈: A/ 3) '그발등상아래‘을생략: Ψ.•4 1) και ου (그리고아니)로바

꿈: P, m / 2) και (그리고)로바꿈: 322, 323, pc / 3) ουχι(아니)로바꿈: Ψ / 4) ου (아니)를생략: B*-pc, ff /

txt: -al.•5 1) '세상안에서’로바꿈: 322-pc, (vg) / 2) '세상의‘로바꿈: A2-m, ff, co?; Priscillianus의글/

3) ’이세상의‘로바꿈: 61, al / txt: 1) -pc / 2) και τω κοσμω(και를첨가): 1241 | ’약속의‘로바꿈),히6:17

에근거함: *, A.•6 1) ουχι (아니)로바꿈: A-al, sy / 2) ουχι και (아니그리고)로바꿈: p74vid, Ψ, δ / txt:

-m, la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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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7 야고보서 4

저희는너희에게대하여일컫는바그아름다운이름을훼방하지아니하느냐 [8]너희

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누구든지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하나에거치

면 모두 범한자가되나니 [11]*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또한 살인하지말라하셨은

즉 네가 비록간음하지 아니하여도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12]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자처럼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긍휼을행하지아니

하는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긍휼은심판을이기고자랑하느니라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몸에쓸것을주지아니하면무슨이익이있으리요 [17]이와같이행함

•6 1) '여러분을’로바꿈: p74, pc / 2) '여러분의‘를생략: 623*.•7 και(그리고)로바꿈: p74-al, syh.•8 1) 1

3 2 (νομον βασιλικον τελειτε,율법을으뜸가는지키면)로어순을바꿈: C, pc / 2) λογον βασιλικον           

λαλειτε(말씀을으뜸가는말하면)로바꿈: 1241 | 1) κατα τας γραφας (성경[복수형]을따라)로바꿈: 322,

323, vg, samss, bo/ 2) κατα την γραφην을생략: 623*, pc.•10 1) τηρησει(‘지키다’의3인칭단수직설법미

래형)로바꿈: P, m / 2) τελεσει(‘완성하다’의3인칭단수직설법미래형)로바꿈: Ψ-2298, al / 3) τελεση

(‘지키다’의3인칭단수가정법단순과거형)로바꿈: 1739 / 4) πληρωσει(‘성취하다’의3인칭단수직설법

미래형)로바꿈: A-al /5) πληρωσας τηρησει(성취하여지킬것이다)로바꿈: 33 /txt: - pc, latt. 1) πταισει

(‘어기다’의3인칭단수직설법미래형)로바꿈: P-m, vgmss / 2) πεση(‘넘어지다’의3인칭단수가정법단순

과거형)로바꿈: 2495, pc / 3) παισει(‘범하다’의 3인칭단수직설법미래형)으로바꿈: 614 / 4) txt: -pc,

lat |παντων ενοχος εσται(전체를어긴셈일것이다)로바꿈: Ψ.•11 1) ‘살인하다’와‘간음하다’의위치를

서로바꿈: C-2464 / 2) ‘살인하다’와 ‘간음하다’의위치를서로바꾸고μη를ου로바꿈: Ψ-al | εγενου(‘되

다’의2인칭단수직설법단순과거형)으로바꿈: p74, A, 33 | '배반자‘로바꿈: p74, A.•12 ‘말씀’의단수2

격으로바꿈: p74.•13 1) κατακαυχασθω (‘기뻐하다/이기다’의 3인칭단수명령법)로바꿈: A-al, sa / 2)

κατακαυχασθω δε로바꿈: A, syh /3)κατακαυχασθε ('기뻐하다/이기다‘의2인칭복수현재형)로바꿈: C2,

1739*, syp / 4) καταχαυχαται δε(‘기뻐하다/이기다’의3인칭단수현재형+δε)로바꿈: 1, al, lat, syh/ txt:

*-m, vgmss, bo; Cyril의글, Hesychius의글(P사본을오독했기때문임).•14 το(중성단수정관사)를생

략: B-pc | 1) 2 1 (τις λεγη,누가말한다면)로바꿈: A, C, pc / 2) λεγεις (‘말하다’의3인칭단수직설법현

재형)로바꿈: 049 | 1) σχη ('가지다‘의3인칭단수가정법과거형)로바꿈: 614-al / 2) εχειν ('가지다‘의현

재능동원형)으로바꿈: 1827, pc.•15 1) δε (그런데)를첨가: A-m, vg, syh, bomss / 2) γαρ (왜냐하면, for)

를첨가: 1735, pc. sa / txt: -pc, ff, bo;어그스틴위서| 1) η (또는)로바꿈: A-al / 2) ει(...라면)로바꿈: 33

/ 3)본문의και를생략: 1735, pc | ωσιν(‘이다’의3인칭복수가정법현재형)을첨가: A-m/ txt: -pc.•16

1) '그리고말한다면‘로바꿈: A-al, bopt / 2) και ειπη δε (και ειπη + δε)로바꿈: 2298 | το (중성단수정관

사)를생략: B, C*, pc.•17 εργα εχ(η) (행함이없으면,어순이바뀜)로바꿈: L-m;제롬의글, Primasius의

글. •18 4 2 3 1 (εργα εχεις, καγω πιστιν, ‘행함’과 ‘믿음’의위치를서로바뀜)로어순을바꿈: (ff);

[Pfleiderer가그렇게추측함] | σου (당신의)를생략: p54vid, pc, ff | εκ (...로부터, from)로바꿈: p54vid, m;

Cassiodorus의글/ txt: -al, latt, sy, co | σου (당신의)를첨가: C, m/ txt: -al, latt, sy, 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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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4 야고보서 5

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

이있으니행함이없는네믿음을내게보이라나는행함으로내믿음을네게보이리

라 [19]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아아허탄한사람아행함이없는믿음이헛것인줄알고자하느냐 [21]우리조상

아브라함이그아들이삭을제단에드릴때에행함으로의롭다하심을받은것이아니

냐 [22]네가보거니와 믿음이그의행함과함께 일하고 행함으로믿음이온전케되었

느니라 [23]이에경에이른바 *아브라함이하나님을믿으니이것을의로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

함으로의롭다하심을받고믿음으로만아니니라 [25]또이와같이기생라합이사자

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영혼없는몸이죽은것같이행함이없는믿음은죽은것이니라 3 [1]내형제들아

너희는선생된우리가더큰심판받을줄을알고많이선생이되지말라 [2]우리가다

실수가많으니만일말에실수가없는자면곧온전한사람이라능히온몸도굴레씌

우리라 [3]우리가말을순종케하려고그입에 1)재갈먹여온몸을어거하며 [4]또배

•18 ‘나는보여주겠다당신에게’로어순을바꿈: p74-m, vg / txt: -al; Pelagius의글(P사본을오독했기

때문임) | ‘나의’를첨가: p74-m, vg, sy | txt: -al, ff.•19 1) 3 4 1 2 (ο θεος εις εστιν,하나님은한분이십

니다)로어순을바꿈: m/ 2) 3 4 2 (ο θεος εστιν,하나님은계십니다)로어순을바꾸고εις[한분]를생략:

K* / 3) 4 1 2 (θεος εις εστιν,하나님은한분이십니다)로어순을바꾸고ο[정관사]를생략: 69-al / 4) 2 4

(εστιν θεος,계십니다하나님은)로바꿈: Ψ / 5) 1 4 2 (εις θεος εστιν,한분하나님은이십니다)로바꿈:

B-al / 6) 1 3 4 2 (εις ο θεος εστιν,한분하나님은이십니다)로어순을바꿈: 33vid-pc / 7) unus deus (한

분[이십니다]하나님은): ff / 8) 1 2 4 (εις εστιν θεος,한분이십니다하나님은)로바꿈: 945-298 / txt:

p74-pc.•20 1) '공허한/헛된‘으로바꿈: p74, ff / 2) '죽은’으로바꿈: -m, t, vgcl, sy, bo / txt: B-pc, vgst.ww,

sa.•22 ‘함께작용하다’의3인칭단수직설법현재형으로바꿈: *-pc, ff, vgms / txt: c-m, vg, sy, co | '그

의‘를첨가: 614-al, vgms. •23 δε (그런데)를생략: p20-al, lat, sy, co / txt: -m, vgmss | '종’으로바꿈:

429-al, syh.•24 '그러므로‘를첨가: m; Pelagius의글/ txt: p54vid-pc, att, sy, co.•25 1) '이와같이’는그대

로두고 δε(그런데)를생략함: 623-al, ff, vgcl.ww / 2) '이렇게‘로바꿈: C | 1) '정탐꾼들’로바꿈: C-al, ff,

syp.(hmg), bo / 2) '이스라엘의사자들‘로바꿈: 61, pc.•26 1) γαρ(왜냐하면)를생략: B-pc, syp;제롬의글/

2) δε (그런데)로바꿈: ff;오리게네스의글| του (중성단수2격정관사)를첨가: 33-al | των(중성복수2

격정관사)를첨가: A-m/txt: p20.74vid-al.•3:1πολυδιδασκαλοι(많은선생)(exitacismo=동일한발음의낱

말을 혼동함으로 생긴 필기상의 오류)으로 바꿈: L, 630; 어그스틴 위서에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음

[Blass가그렇게추측함]. •2 πταισει(‘실수하다’의 3인칭단수직설법미래형)로바꿈: 614-pc, vgmss;

Cassiodorus의글 | δυναμενος(‘할수있다’의현재분사)로바꿈: -al, t, vgww; Cyril의글.•3 1) ιδε (보

시오)로바꿈: 81-pm, sa? / 2) ιδε (보시오)로바꿈(액센트표시없이): C, P / 3) ιδου (보시오)로바꿈: pc,

sa? / txt 1) ει δε: B2-pm, lat, bo / 2) ει δε(액센트표시없이): -K / 3) ει δε γαρ(γαρ를첨가): * | 1) το

στομα (그입)로바꿈: p54-al (vgms) / 2) στομα προς στοματα (입들에입)로바꿈:Ψ / txt: -m, lat | προς

(...에, to)로바꿈: A, P,m, syh / txt: -pc | 1) 2 1 (ημιν αυτους,우리에게그들을)로어순을바꿈: A-al /

2) 21(υμιναυτους,여러분에게그들을)로바꿈: 1241 | 21 (μεγομεναυτων,우리는끌고다닙니다그들을)

로어순을바꿈: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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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역사서 공관 대조의

필요성과 편집 방법

천사무엘*

1. 들어가는 말

성서의 학문용 편집(scholarly editions of the Bible)이란 “독자들로 하여금

성서 원문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해 주는 여러 형태의 편집

을 총칭하는 것이다.”1) 이것은 주로 성서의 본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이를크게둘로나누어볼수있다.첫째는같은본문의원문과번역문,

사본 등을 대조하는 경우이다.2) 이 경우 사본들이나 번역문들 간의 차이를 난

하주에서설명하기도 하고,원문과번역문의 본문전체를대조하기도 한다.예

를들자면, BHS는사본들간의 차이나번역상의문제를난하주에서간단히설

명하였으며, The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은히브리어원문과영어번역문을대조하

였다. NRSV, REB, NAB, NJB 등 네 가지 번역을 대조해 놓은 The Complete

Parallel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with the Apocryphal/

Deuterocanonical Books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도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성서 안에 있는 유사본문(similar texts) 혹은 평행본문

(parallel texts)끼리를 대조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신약의 공관복음서 본문을

대조하는데주로 사용되었다.3) 본 글은두번째 방식의학문용성서 편집에관

*한남대학교구약학교수.

1)민영진, “성서의학문용편집:그필요성과편집형태,” 성경원문연구 3 (1998/8), 7.

2)이에관해서는 Ibid., 7-25를보라.

3) 최근 바울 서신 대조 본문이 우리말로 출판되었다. J. Paul Sampley, Fred O. Francis,

eds., Pauline Parallel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2),나채운편역, 바울서신대조연

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8).이책은 개역개정판 본문을사용하였다.우리말로된 ‘구

약역사서대조본문’은이종록의 사무엘-열왕기와역대본문대조 (서울:한국장로교출판

사, 1995)가있는데,이책은사무엘기와열왕기를주본문으로하여역대본문을대조시키고

있으며, 개역 본문을사용하였다.



구약 역사서 공관 대조 / 천사무엘 47

한것으로,구약역사서의평행본문대조편집의필요성과유용성그리고역대

지를중심으로우리말공관대조의편집방법등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2. 구약 역사서 평행본문 대조

2.1. 종류

구약성서에내용이같거나유사한본문들이산재해있지만,사무엘기와열왕

기그리고역대지에쓰여있는내용만큼방대하게중복되는내용은없다.이책

들의본문을대조한주요책들이출판되어유용하게사용되고있는데,이를둘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평행본문 연대순배열’(harmony)과 ‘공관 대조 편

집’(synoptic parallel)이다.

2.1.1. 평행본문 연대순배열

평행본문 연대순배열은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된 이야기나 내용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행본문들을 사건순 혹은 시대순으로 묶어 놓은 책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시대나사건에관한,가능한모든평행본문을제시하여독자로하여금이

에관한역사적내용을이해하도록돕는데그목적이있다.4)

William Day Crockett, A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Pp. 365.

이 책은 1884년에 번역된 영어 성서를 본문으로 하여 1897년에 출판된 것을

미국베이커출판사에서 1951년에개정하여발행하였고 1985년에재판을펴냈

다.사무엘기,열왕기,역대지에나와있는유다와이스라엘왕국의역사기록을

연대순으로배열하고자했다.예를들자면,사무엘기하 8:3-8에나와있는다윗

의 전쟁 이야기를 둘로 나누어, 3, 4, 7, 8절과 이들의 대조 본문에 “하닷에셀과

의 전쟁(Decisive Campaign Against Hadadezer)”이라는 제목을 붙여 86번의

위치에 놓고, 5절과 6절을 “다마스쿠스의 정복(Subjugation of Damascus)”이

4)J. C. Endres, W. R. Millar, J. B. Burns, ed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RelatedBiblical Text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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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제목을붙여 87번의위치에두었다.

James Newsome, A Synoptic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With

Related Passages from Psalms, Isaiah, Jeremiah and Ez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Pp. 275.

이책은사무엘기상 31장부터열왕기하마지막장까지의내용을선도본문혹

은 주본문(the lead text)으로 하고 있으며, 역대지와 다른 구약의 책들에 나와

있는관련 본문을평행본문으로소개한다. 주본문은각페이지의 왼편에,평행

본문은 오른편에 제시하고 있다. 평행본문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에 주

본문을제시했다.경우에따라서는세부분으로나누어대조본문을싣기도했

다. 영어 성서 중 RSV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저자 자신의 번역으로

대치하기도했다.

2.1.2. 공관 대조

공관 대조는 어떤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어떤 내용이 그렇지 못한지를 쉽게

분별할수있도록어느한권의책을주본문으로하고이에대한유사본문혹은

평행본문을대조하여놓은책을말한다.본문의문학적순서를존중한다는특

징을가지고있다.5)

Primus Vannutelli, Libri Synoptici Veteris Testamenti seu Librorum Regum et

Chronicorum Loci Paralleli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31-34). Pp. 701.

두 권으로 된 이 책은 700쪽 이상의 방대한 본문에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MT)과 그리스어 칠십인역(LXX) 본문(Codex Vaticanus)을 대조시켜 놓았는

데,두 페이지를사용하여왼쪽 페이지에는전자를,오른쪽 페이지에는후자를

배열했다.그리고각각의 페이지에서왼쪽난에는사무엘기-열왕기,오른쪽난

에는역대지의평행본문을배치했으며,역대지본문이주본문의역할을하도록

했다.평행본문이없는경우에는비워두었다.본문비평장치에서는불가타의라

틴어본문과요세푸스의고대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의그리스어본문

도적절히인용했다.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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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a Bendavid, Maqbilot baMiqra [Parallels in the Bible] (Jerusalem: Carta,

1972). Pp. 219.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 책은 오른쪽 난에 사무엘기하 31장-에스

라기 2장까지를주본문으로배열하고,왼쪽난에는역대지본문을대조시켰다.

오른편에주본문을놓은것은히브리어로출판되는책들에서전형적으로찾아

볼수있다.역대지와신명기역사서이외에도,경우에따라서다른책들의평행

본문을중간난에배열했다.평행본문의철자나표기등의사소한차이는빨간

색으로표시하기도했다.

Jürgen Kegler and Matthias Augustin, Synopse zum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84). Pp. 241.

이책은독일어권학생들을위하여편집되었으며모든성서본문이히브리어

로나타난다. 주본문인역대지본문은 오른쪽난에,사무엘기와 열왕기의평행

본문은왼쪽난에배열하였다.그리고히브리성서의다른책에있는평행본문

은중간난에배열했다.양식비평적인단위로본문을분류했다.

John C. Endres, William R. Millar, John Barclay Burns, ed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 in Samuel, Kings, and Related Biblical Text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Pp. 356.

영어권학생들을위하여출판된이책은평행본문을고려하면서새로운영어

번역을시도하였다. BHS를원문으로하였고,고유명사는대부분NRSV의표시

방식을 따랐다. 각 페이지의 원쪽 난에 역대지 본문을 주본문으로 배열하였으

며, 사무엘기와 열왕기 그리고 히브리 성서의 다른 책들에 있는 평행본문들은

오른편에제시하였다.평행본문이두개이상있을경우에는첫번째평행본문

의오른편에차례대로놓았다.역대지본문자체내에있는평행본문은맨오른

쪽난에제시했다.평행본문이없을경우에는전체페이지에역대지본문을제

시했고,사무엘기하 31-열왕기하 25장까지의본문중역대지와평행관계가없

는본문은왼편난은비워놓고오른편에배열하였다.

2.2. 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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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역사서의 평행본문 대조는 성서를 연구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

다. 이 중 몇 가지를 실례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서 번역과정에서의

활용이다.성서를번역할때고려해야할중요사항중의하나는번역의통일성

이다. 원문이 완전히 일치하는 문장이나 구절은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데 특별

한 문제가 없는 한 통일되게 번역해야 한다. 또한, 한두 단어의 차이로 인하여

원문이완전히 일치하지않지만,내용이 거의같은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때 평행본문 대조는 평행본문의 확인과 이 본문들의 일관된 번역을 위해서 활

용될수있으며,교정과정에서도번역의통일성을무시하는실수를막을수있

다. 역대지와 사무엘기-열왕기에는 많은 평행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리된책의활용은성서번역작업을위해서필요하다.

둘째로,성서언어를연구하는데활용될수있다.평행본문의비교연구는단

어,문장,언어형태의다양한사용방법을고찰해볼수있다.그리고이러한연

구를통하여성서언어의변천과정을추적하거나본문의연대를추정할수있

으며,성서본문의역사를재구성할수있다.예를들자면,역대지가사무엘기나

열왕기보다더후대인페르시야시대에완성되었다는것은일반적으로인정되

고있다.따라서이두본문간의언어학적비교연구는성서히브리어의역사적

변천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른 평행본문과의 비교연구 역시 이러한 변

천을추정하는데기여할수있다.또한이와같은언어학적본문비교연구를통

하여,소위 “원래의본문(the original text)”혹은 ”최초의본문(the earlist text)

“이 무엇이고 소위 “고정된 본문(the fixed text)” 혹은 “최종 본문(the final

text)”이무엇인지를추정해볼수있다.

셋째로, 성서 해석학에서의 활용이다. 예를 들자면,유사본문 혹은 평행본문

간의비교 연구는자료비평,양식비평, 편집비평등에활용되어 본문들간의일

치와차이를설명하는가설들을만들게한다.그리고어느자료가더오래되었

으며 그 전승 과정에서의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야기시킨 최

종편집자의의도는무엇인지등에대하여답하게한다.평행본문대조는이와

같은통시적(diachronic)성서해석뿐만아니라,공시적(synchronic)성서해석

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공시적 방법 중 신 문학비평(new

criticism)은본문의심미적인면들을부각시키는데,평행본문의비교는문학적

표현의차이와변화,그리고이로인한문학적강조점과의미의변화등을찾아

내는데 용이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성서 안의 성서 해석을 연구하는

소위내적성서주석(inner biblical exegesis)을고찰하는데도활용될수있다.6)

예를 들자면, 역대지의 저자는 신명기 역사서를 재해석하는, 소위 미드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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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rash) 형태의 성서 해석을 시도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러

한유형의성서해석사를연구하는데사용될수있다.

넷째로,고대이스라엘역사를재구성할때,자료비교를위하여유용하게사

용될수있다.하나의사건이나이야기에대하여다양한자료가존재할때,이들

에대한비교연구는필수적이다.이를통하여역사가는각자료의시각이나관

점의 차이, 강조점, 일차적 자료로서의 가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

자면, ‘역대’와 ‘사무엘기-열왕기’의평행대조본문은각사건에대한역대지사

가와 신명기사가의 시각적 차이와 강조점이 무엇이고, 어느 자료가 역사를 재

구성하는데더유용한지를비교,판단하는데필요하다.

3. 우리말 성서와 평행본문 번역

우리말성서는평행본문을얼마만큼고려하면서원문을번역하였는가?열왕

기상 7:23, 25과 역대지하 4:2, 4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상기한 두 평행본문은

BHS에서세군데를제외하고완전히일치한다.그러나이세군데중두군데의

미세한차이는본문비평을통해서일치시킬수있고,한군데는교환하여사용

할수있는접속사들이므로번역상차이가없다.따라서번역의통일성을진지

하게 고려하고 있는 영어 성서, 즉 NRSV, REB, NJB 등은 이 두 본문을 완전히

일치하게번역하였는데, NRSV의예를들면다음과같다.

NRSV

왕상 7:23 =대하 4:2 왕상 7:25 =대하 4:4

Then he made the molten sea; it

was round, ten cubits from brim

to brim, and five cubits high. A

line of thirty cubits would encircle

it completely.

It was mounted on twelve

oxen, three facing north, three

west, three south, and three east,

their hindquarters turned

inwards; the Sea rested on top of

them.

6) 이러한 형태의 연구에 대해서는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를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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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AB, GNB, NJPS등은약간의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 NAB를실례

로들면다음과같다.

NAB

왕상 7:23, 25 대하 4:2, 4

The sea was then cast; it was

made with a circular rim, and

measured ten cubits across, five in

height, and thirty in circumference.

(23)

He also made the molten sea. It

was perfectly round, ten cubits in

diameter, five in depth, and thirty

in circumference; (2)

This rested on twelve oxen, three

facing north, three facing west,

three facing south, and three facing

east, with their haunches all toward

the center, where the sea was set

upon them. (25)

It rested on twelve oxen, three

facing north, three west, three

south, and three east, with their

haunches all toward the center;

the sea rested on their backs. (4)

이제 우리말 번역 성서는 어떠한지 개역개정판 (1998), 공동번역 (1977),

표준새번역 (1993)을차례로살펴보자.

개역개정판

왕상 7:23, 25 대하 4:2, 4

또바다를부어만들었으니그직

경이십규빗이요그모양이둥글며

그높이는다섯규빗이요주위는삼

십규빗줄을두를만하며 (23)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십규빗이요 그모양이 둥글

며 그높이는 다섯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길이의 줄을두를 만하며

(2)

그바다를소열두마리가받쳤으

니셋은북쪽을향하였고셋은서쪽

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놓았고소의뒤는다안으로

그 바다를놋쇠열두 마리가받쳤

으니 세마리는 북쪽을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바다를그위에놓았고



구약 역사서 공관 대조 / 천사무엘 53

두었으며 (25)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

며 (4)

위본문의경우, 개역개정판 은평행본문의번역상의통일성을고려하지않

았다.예를들자면,히브리어로는같은단어로표현된것을번역할때, “지름”과

“직경”, “소의 뒤”와 “소의 엉덩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하나의 단어로 통

일시키지않았다.또,소를셀때에도역대지본문에서는 “세마리”로했지만,열

왕기본문에서는그냥 “셋”이라고번역했다.그러나평행본문의번역상의통일

성을유지하는본문도많이찾아볼수있는데,예를들자면,대하 10:1, 4와왕상

12:1, 4,대하 18:4이하와왕상 22:5이하등이다.

공동번역

왕상 7:23, 25 대하 4:2, 4

그 다음 그는바다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한가장자리에서다른가

장자리에까지직경이십척,높이가

다섯 척, 둘레가 삼십 척 되었

다.(23)

그 다음 그는 바다모형을둥글게

만들었다.한가장자리에서다른가

장자리에까지직경이십척,높이는

오척이었다. 줄로 십 척이 되었다.

(2)십척이되었다. (2)

그 다음 그는바다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한가장자리에서다른가

장자리에까지 직경이 십 척,높이가

다섯 척, 둘레가 삼십 척 되었다.

(23)

그 다음 그는 바다모형을둥글게

만들었다.한가장자리에서다른가

장자리에까지직경이십척,높이는

오척이었다. 줄로 그 둘레를 한 바

퀴돌리면,삼십척이되었다. (2)

이 바다는 황소 열 두 마리 위에

서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 세 마리

는서,세마리는남,세마리는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가 이 소들

위에 놓였고 소의 꽁무니는 안쪽을

향해있었다. (25)

바다는 이 열 두 마리 소 등에 얹

혀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

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마리는남쪽을바라보고세마리

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소들은 모두 궁둥이를 안쪽으로 하

고등으로바다를떠받치고있었다.

(4)

공동번역 역시 위의 평행본문을 번역할 때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공

동번역편집자는역대지본문의난하주에대하 4:2-5가열왕기상에서평행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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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찾아 볼수있다는 것을독자들에게알려주기 위하여 “2-5은왕상 7:23-26을

보라”고각주를달았지만,정작두본문의번역상의통일성은무시했다.공동번

역의다른곳에서도평행본문의번역상의통일성을찾아보기힘들다.

표준새번역

왕상 7:23, 25 대하 4:2, 4

그다음에후람은놋쇠를부어서바

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열 자, 높이가 다

섯 자, 둘레가 서른 자이고, 둥근 모양

을한물통이었다. (23)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놋쇠를 부

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

데, (이하는좌동). (2)

또한 열두 마리의 놋쇠 황소가 바

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세마리는동쪽을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

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향하고있었다. (25)

(4절전체가좌동)

표준새번역 은평행본문의번역상의통일성을진지하게고려하였다.각문

단의처음에제목을붙였으며,이본문과의평행본문이성서의다른부분에있

을 경우에 제목 옆의 괄호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행본문

의 번역상의 문제는 표준새번역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위의 도표에서

보는대로대하 4:2의경우 “또”자를추가한것은독자의본문이해를돕기위하

여의도적으로불가피하게시도한것이라고할수있다.그러나왕상 10:28과대

하 1:16은 번역상 일치시킬 수 있는 본문이지만, 표현상 작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새번역

왕상 10:28 대하 1:16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에로부

터수입하였는데,왕실무역상을시켜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

에에서수입하였는데,왕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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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에서사들였다. 상들을 시켜 구에에서 사들였

다.

이경우번역자는분명히평행본문을고려하면서번역을시도하였지만, “말”

과 “말들”, “무역상”과 “무역상들”, “구에로부터”와 “구에에서”, “시켜서,”와

“시켜” 등에서 표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것은 번역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교정과정에서 평행본문 번역의 통일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차

이는비록사소한것이지만,평행본문대조를활용했다면보다더정교하게처

리할수있었을것이다.

4. 구약 역사서 공관 대조의 편집 방법

성서의학문용편집으로서의구약역사서공관대조를편집하는방법은다양

하게 시도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는 ‘사무엘기상 31

장 -열왕기하 25장’을주본문으로하는것이고,둘째는 ‘역대지’본문을주본문

으로 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 둘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역대지’ 본문을 주본

문으로하되, ‘사무엘기상 31장 -열왕기하 25장’의본문중이와평행본문이없

는 경우에는 전자의 난을 비워두고 후자와 이의 평행본문을 제시하는 경우이

다.본글에서는세번째방식을활용하여,우리말공관대조를편집하는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7)

4.1. 본문 배열

(1)한쪽페이지가에이포(A4)용지의크기인두페이지를사용하여,왼쪽페

이지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우리말 본문을 배열

한다.

왼쪽페이지:히브리어본문배열 오른쪽페이지:우리말본문배열

7) 본 글에서 제시하는 편집 방법은 J. C. Endres, et al, eds., Chronicles and Its Synoptic

Parallels를주로참고하였다.



성경원문연구 제4호56

(2)역대지본문을주본문으로하고이를각페이지의왼쪽난에배열하며,이

와의평행본문을오른쪽난에배열한다.

(3)주본문의평행본문이없을경우,역대지본문을전체페이지에펼쳐놓는

다.

(4) 평행본문이 둘 이상일 경우 차례대로 배열하되,사무엘기-열왕기의 본문

을주본문다음에배치한다.

(5)사무엘기상 31장 -열왕기하 25장의본문중역대지와평행본문이없는경

우주본문의난을비워두고이를배열하며,이의평행본문이히브리성서의다

른부분에있을경우이를오른편에배치한다.

(6)역대지본문의구분과각문단에대한제목설정은세계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의체계를따른다.8)

4.2. 평행본문

(1) 평행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수평적 평행본문(horizontal

parallels=external parallels)과 수직적 평행본문(vertical parallels=internal

parallels)이다.전자는어느한문서나책의본문이다른문서나책의본문과평

행인경우를말하며,후자는같은문서나책에있는평행본문을가리킨다.본글

은이둘을모두고려한다.

(2)본글은역대지의일차수평적평행본문(external primary paralells)을찾

아볼수있는주요히브리성서의책으로사무엘기,열왕기,창세기,출애굽기,

시편,예레미야서등을고려한다.

(3)본 글은수직적 평행본문도고려하기 때문에역대지안에 있는평행본문

도제시한다.

(4) 역대지와 평행본문이 없는 사무엘기-열왕기의 본문을 제시할경우, 이의

평행본문이있으면함께제시한다.

4.3. 본문 번역

8)The United Bible Societies' Helps for Translators. Vol. IV. Section Headings and

Reference System for the Bible, ed., Robert G. Bratcher. Part I. Section Headings for the Old

Testament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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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왼쪽페이지에제시하는히브리어본문은 BHS를사용하며,오른쪽페이

지에제시하는우리말번역은표준새번역을사용하되,본글의번역및편집원

칙과 다른 경우 번역의 평행본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

다. (2)우리말번역은히브리성서의원문에충실하도록한다.

(3) 번역시 우리말 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단어나 다른 방식의

번역은 [ ]안에넣는다.

(4) MT의케레(Qere)를사용할경우난하주에이를표기한다.

(5) BHS와우리말성서의장절구분이다를경우이를모두표기하되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 대상 5:27-6:15히 (6:1-30한). 여기에서 “히”는 히브리 성

서를 “한”은우리말성서를뜻한다.

4.4. 실례

본글에서는히브리어와우리말의본문대조몇가지실례를제시한다.히브

리어본문은왼쪽페이지에,우리말본문은오른쪽페이지에배열한다.

4.4.1. 역대지와 사무엘기의 두 평행본문 공관 대조

4.4.1.1. 히브리어 본문 대조

다윗이이스라엘의왕이되다

대상 11:1-3 //삼하 5:1-5

대상 11

dywID'-la, laer'f.yI-lk' Wcb.Q'YIw: 1
  `Wnx.n"a] ^r>f'b.W ^m.c.[; hNEhi rmoale hn"Arb.x

%l,m, lWav' tAyh.Bi ~G: ~Avl.vi-~G: lAmT.-~G: 2
 laer'f.yI-ta, aybiMeh;w> ayciAMh; hT'a;

yMi[;-ta, h[,r>ti hT'a; ^l. ^yh,l{a/ hw"hy> rm,aYOw:

dygIn" hy<h.Ti hT'a;w> laer'f.yI-ta,                     

`laer'f.yI yMi[; l[;

      %l,M,h;-la, laer'f.yI ynEq.zI-lK' WaboY"w: 3

 삼하 5

 

 hn"Arb.x, dwID'-la, laer'f.yI yjeb.vi-lK' WaboY"w: 1
`Wnx.n"a] ^r>f'b.W ^m.c.[; Wnn>hi rmoale Wrm.aYOw:

 %l,m, lWav' tAyh.Bi ~Avl.vi-~G: lAmt.a,-~G: 2
ybiMeh;w> ayciAM ht'yyIh' hT'a; Wnyle['

h[,r>ti hT'a; ^l. hw"hy> rm,aYOw: laer'f.yI-ta

dygIn"l. hy<h.Ti hT'a;w> laer'f.yI-ta, yMi[;-ta

`laer'f.yI-l[

%l,M,h;-la, laer'f.yI ynEq.zI-lK' WaboY"w: 3



성경원문연구 제4호58

     !Arb.x,B. tyrIB. dywID' ~h,l' trok.YIw: hn"Arb.x

%l,m,l. dywID'-ta, Wxv.m.YIw: hw"hy> ynEp.li

s `laeWmv.-dy:B. hw"hy> rb;d>Ki laer'f.yI-l[

%l,M,h; ~h,l' trok.YIw: hn"Arb.x,

Wxv.m.YIw: hw"hy> ynEp.li !Arb.x,B. tyrIB. dwID'

@ `laer'f.yI-l[; %l,m,l. dwID'-ta,

   ~y[iB'r>a; Akl.m'B. dwID' hn"v' ~yvil{v.-!B, 4
`%l'm' hn"v'

~ynIv' [b;v, hd'Why>-l[; %l;m' !Arb.x,B. 5
~l;iv'WrybiW ~yvid'x\ hV'viw>

laer'f.yI-lK' l[; hn"v' vl{v'w> ~yvil{v. %l;m

`hd'WhywII

4.4.1.2. 우리말 본문 대조

다윗이이스라엘의왕이되다

대상 11:1-3 //삼하 5:1-5

대상 11

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에게몰려와서말하였다. “보소서,우리

는당신 [임금님]과한골육입니다.

2전에사울이왕일때에도,이스라엘

[군대]을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당신 [임금

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당신 [임금님]

의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

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당신께말씀하셨습니다.”

3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

삼하 5

1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

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하

였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 [임금

님]과한골육입니다.

2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일 때에

도, 이스라엘 [군대]을 거느리고 출

전하셨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당신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

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통치자가될것이다’하

고당신께말씀하셨습니다.”

3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

로가헤브론으로왕을찾아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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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윗왕이헤브론에서주님앞으로나

아가그들과언약을세웠다.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

라엘의왕으로삼았다.

4 다윗은 서른 살에 왕이 되어서,

사십년동안다스렸다.

5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동안유다를다스리고,예루살렘

에서서른세해동안온이스라엘과

유다를다스렸다.

4.4.2. 역대지와 사무엘기의 세 평행본문 공관 대조

4.4.2.1. 히브리어 본문 대조

예루살렘에서낳은다윗의자녀들

대상 14:3-7 //삼하 5:13-16 //대상 3:5-9

 대상14

~yvin" dA[ dywID' xQ;YIw: 3
dA[ dywID' dl,AYw: ~l'iv'WryB

`tAnb'W ~ynIB'

~ydIWly>h; tAmv. hL,aew> 4
~l'iv'WryBi Al-Wyh' rv,a]

`hmol{v.W !t'n" bb'Avw> [;WMv;

`jl,P'l.a,w> [;Wvylia/w< rx'b.yIw> 5

 삼하5

~yvig>l;Pi dA[ dwID' xQ;YIw: 13
AaBo yrex]a; ~l;iv'Wrymi ~yvin"w>

 dwId'l. dA[ Wdl.W"YIw: !Arb.x,me

`tAnb'W ~ynIB'

~ydIL{YIh; tAmv. hL,aew> 14
bb'Avw> [;WMv; ~l'iv'WryBi Al

`hmol{v.W !t'n"w>

gp,n<w> [;Wvylia/w< rx'b.yIw> 15
`[;ypiy"w>

 대상3

~yIl'v'WryBi Al-WdL.Wn hL,aew> 5
hmol{v.W !t'n"w> bb'Avw> a['m.vi

`laeyMi[;-tB; [;Wv-tb;l. h['B'r>a;

`jl,p'ylia/w< [m'v'ylia/w< rx'b.yIw>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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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iy"w> gp,n<w> Hg:nOw> 6

 [d'y"l.[,b.W [m'v'ylia/w< 7
`jl,p'ylia/w<

[d'y"l.a,w> [m'v'ylia/w< 16
@ `jl,p'ylia/w<

`[;ypiy"w> gp,n<w> Hg:nOw> 7

[d'y"l.a,w> [m'v'ylia/w< 8
`h['v.Ti jl,p,ylia/w<

4.4.2.2. 우리말 본문 대조

예루살렘에서낳은다윗의자녀들

대상 14:3-7 //삼하 5:13-16 //대상 3:5-9

대상 14

3 다윗은 예루살렘에

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들을낳았다.

4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아이들의이름은삼

무아와소밥과나단과솔

로몬과

5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6 노가와 네벡과 야비

아와

7 엘리사마와 브엘랴

다와엘리벨렛이다.

삼하 5

13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

에서 또 후궁들과 아내

들을 맞아, 또 자녀들을

낳았다.

14 그가 예루살렘에

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

은 삼무아와 수밥과 나

단과솔로몬과

15 입할과 엘리수아

와네벡과야비아와

16 엘리사마와 엘랴

다와엘리벨렛이다.

대상 3

5 그가 [다윗이] 예루

살렘에서 낳은 이들은

[아이들은]다음과같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

과솔로몬,이넷은암미

엘의 딸 밧세바와의 사

이에서이다.

6 [또] 입할과 엘리사

마와엘리벨렛과

7노가와네벡과야비

아와

8 엘리사마와 엘랴다

와 엘리벨렛, 이렇게 아

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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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역대지, 열왕기, 예레미야의 세 평행본문 공관 대조

4.4.3.1. 히브리어 본문 대조

시드기야의통치

대하 36:11-17 // 왕하 24:18-20 // 렘 52:1-3

 대하36

   hn"v' tx;a;w> ~yrIf.[,-!B, 11
     tx;a;w> Akl.m'b. WhY"qid>ci

  `~l'iv'WryBi %l;m' hn"v' href.[, 

  

/ hw"hy> ynEy[eB. [r;h' f[;Y:w: 12
ynEp.Limi [n:k.nI al{ wyh'l{a

`hw"hy> yPimi aybiN"h; Why"m.r>yI

rC;an<d>k;Wbn> %l,M,B; ~g:w> 13
 ~yhil{aBe A[yBiv.hi rv,a] dr'm'    

#Mea;y>w: APr>['-ta, vq,Y<w: 

bWVmi Abb'l.-ta,

`laer'f.yI yhel{a/ hw"hy>-la

   ~ynIh]Koh; yref'-lK' ~G: 14
    l[;m;-lA[m.li WBr>hi ~['h'w> 

  WaM.j;y>w: ~yIAGh; tAb[]To lkoK.

  vyDIq.hi rv,a] hw"hy> tyBe-ta,

             `~l'iv'WryBi

yhel{a/ hw"hy> xl;v.YIw: 15
wyk'a'l.m; dy:B. ~h,yle[] ~h,yteAba]  

           x;Alv'w> ~Kev.h;

 `AnA[m.-l[;w> AM[;-l[; lm;x'-yKi

  ykea]l.m;B. ~ybi[il.m; Wyh.YIw: 16

왕하24

   hn"v' tx;a;w> ~yrIf.[,-!B, 18 

 href.[, tx;a;w> Akl.m'b. WhY"qid>ci 

       ~l'iv'WryBi %l;m' hn"v'

        lj;ymix] AMai ~vew> 

       `hn"b.Limi Why"m.r>yI-tB;

     ynEy[eB. [r;h' f[;Y:w: 19
`~yqiy"Ahy> hf'['-rv,a] lkoK. hw"hy> 

렘52

   hn"v' tx;a;w> ~yrIf.[,-!B, 1
href.[, tx;a;w> Akl.m'b. WhY"qid>ci  

       ~l'iv'WryBi %l;m' hn"v' 

        lj;ymix] AMai ~vew> 

       `hn"b.Limi Why"m.r>yI-tB; 

ynEy[eB. [r;h' f[;Y:w: 2
`~yqiy"Ahy> hf'['-rv,a] lkoK. h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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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r'b'D> ~yzIAbW ~yhil{a/h'

wya'bin>Bi ~y[iT.[.T;miW

AM[;B. hw"hy>-tm;x] tAl[] d[;

`aPer>m; !yael.-d[;

%l,m,-ta, ~h,yle[] l[;Y:w: 17
~h,yreWxB; groh]Y:w: ~yYIDIf.K;

tybeB. br,x,B;

 rWxB'-l[; lm;x' al{w> ~v'D'q.mi

lKoh; vvey"w> !qez" hl'Wtb.W

`Ady"B. !t;n"

@a;-l[; yKi 20
~l;iv'Wrybi ht'y>h' hw"hy>  Akliv.hi-d[; 

hd'WhybiW

drom.YIw: wyn"P' l[;me ~t'ao

s `lb,B' %l,m,B. WhY"qid>ci

@a;-l[; yKi 3
~l;iv'WryBi ht'y>h' hw"hy>

Akyliv.hi-d[; hd'WhywI

drom.YIw: wyn"P' l[;me ~t'Aa

`lb,B' %l,m,B. WhY"qid>ci

4.4.3.2. 우리말 대조 본문

시드기야의통치

대하 36:11-17 // 왕하 24:18-20 // 렘 52:1-3

대하 36

11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

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

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12 그는 주 그의 하나

님께서보시기에악한일

을 하였다. 그는 주의 입

에서나오는말씀을선포

하는예레미야예언자앞

에서겸손하지않았다.

왕하 24

18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

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

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3}은립나출신으

로예레미야의딸이다.

19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

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

을하였다.

렘 52

1시드기야가왕이되

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

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

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

무달은 립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딸이다.

2그는여호야김이하

였던 것과 똑같이, 주께

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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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느부갓네살은 강제

로, 그 [시드기야]가 하나

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

세하도록 하였다. 그는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

성을맹세하였지만,]마침

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

른 한편으로, 그 [시드기

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

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않았다.

14 지도급 인사들인 제

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

게죄를지어1},이방의모

든역겨운일을따라하였

으며,마침내그들은주께

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

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말았다.

15 그들의 조상의 하나

님이신 주쎄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

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

지만,

16 그들은 하나님의 특

사를 조롱하고, 그 [하나

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

을비웃었다.그러다가마 20예루살렘과유다가 3예루살렘과유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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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내,자신의백성을향한

주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

혀없었다.

17 그가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2} 왕을 불러

다가 그들 [자신의 백성]

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왕은]그들 [유다]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성전

에서도 닥치는 대로 칼로

쳐죽였다. 그는 [왕은] 잔

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

이,여자나남자를가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 모

두를 그 [왕]의 손에 넘기

셨다.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

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는] 마침내 그들

을그의 [주님]앞에서쫓

아내셨다.시드기야가바

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

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께서는] 마침내 그들

을그의 [주님]앞에서쫓

아내셨다.시드기야가바

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1}케레로읽음

2}케레로읽음

3}케레로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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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전무용*

1. 머리말

그동안간간이성경의독자들로부터한글성경의관주에대한문의가대한성

서공회로들어왔다.주로누가만든것이며언제만든것인가하는문의와,관주

의내용에대한문의였다.한글관주는 영어개역관주성경 (옥스퍼드대학교

와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을 바탕으로 하여 번역하여 만든 것이고, 1926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관주가 선한문관주성경전서 (이하 ‘선한문’으로)로 출간이

되었다.1) 이 책은 1912년에 나온 유성준 이익채의 신약젼셔 관쥬 에 정태용

조용규가번역한 선한문관주구약전서 를합한것이다.2)이관주체계가 1930

년 구역 관쥬성경젼셔 (이하 ‘구역’으로)의 관주로, 현재 쓰고 있는 1962년의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 (이하 ‘한글판’으로)의 관주로3), 1964년의 관주성

경전서간이국한문한글판 (이하 ‘국한문판’으로)의관주로그대로이어졌다.다

만 1964년 관주성경전서간이국한문한글판 의관주는내용은같지만,관주기

호를붙이는자리가 1962년판과달라졌다.이에대해서는이글에서검토가될

것이다.

이번에 개역개정판 (이하 개정판 으로) 성경이 나오면서, 독자들로부터

개정판 에관주를붙여서출간해달라고하는요청이대한성서공회로많이들

어왔고, 이러한 기회에 그동안 간간이 확인하고 검토했던 우리말 성경의 관주

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검토하고정리해야할필요를느꼈다.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개정업무과과장

1) 대한성서공회사Ⅱ , 1994, 89-90쪽참조.이는당시의역사적인기록들을통하여밝혀

진 사실이지만, 필자는 아직 바탕 본문인 영어개역 관주 성경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

다.

2) 대한성서공회사Ⅱ , 204쪽참조.

3) 1940년에 관주 신약 개역 이 나오지만, 개역 의 관주는 성경전서로 나오지 못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1950년대 중반 이후까지 계속해서 관주가 있는 구역 이 읽힌다. 62년이

되어서야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 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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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는관주들을 개역개정판 에올바로옮기기위해서,또 개역한글판 관

주의오류들을확인해서바로잡기위해서이다.더나아가서는그동안의학문적

성과들이반영된새로운관주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제기하기위해서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발견된 개역한글판 관주의 오류들을 검토하고,

오류의 성격을알아보려 한다.다음으로, 1962년의 한글판 의관주의 관주위

치의 오류에 대하여 살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1962년 한글판 의 관주와

1964년판 국한문판 의 관주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의 내용에 대해

서살펴보려한다.이러한검토들을바탕으로, ‘관주가있는개역개정판’을만들

기위한작업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

특히 개정판 성경의 관주 작업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작업 과정에

관주개역한글판 성경의관주오류를찾아내고이를교정하는방법을찾아보

았다.

2. 관주의 내용이나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2.1. 한글 성경의 약자가 달라진 것이 관주에 반영되지 못한 예

한글성경의약자가구역의약자와개역의약자가다르다.이차이가대부분

관주에반영이되었는데, ‘아가’의관주가구역대로 ‘가’로남아있는곳이있었

다.다음두곳은우연히발견된곳이다.찾아보면더있을가능성이있지만,일

부확인해본결과거의모두 ‘아’로바뀌어있었다.이두곳은구역의약자를개

역한글판약자로바꾸면서바뀌지않은곳이다.이두곳은개역한글판(62년)과

개역간이국한문(64년)두책에서모두잘못되어있다.확인된대부분의경우에,

62년판의관주오류는모두그대로 64년판의관주오류로연결되어있었다.국

한문성경을만들때는 62년판을기준으로 64년판을만들었다는증거가된다.

창3:16ㅌ 가7:10→아7:10 (‘아가’의오류)

계3:20ㅅ 비,가5:2→비,아5:2 (‘아가’의오류)

2.2. 기타 관주 오류

2.2.1. 레5:3ㅎ 보, 레12:, 10 3:, 15:

레5:3 [3]ㅎ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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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부정이든지그것을깨달을때에는허물이있을것이요

‘혹시’앞에 ‘ㅎ’이있는것으로보아서절전체에대한관주임을짐작할수있

고,이절이사람의 ‘부정’과 ‘허물’에대하여말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글판

의 관주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레위기 12장과 15장은 ‘부정’에 대하여

말하고있는장이어서이절에대한관주임을확인할수있다. ‘10 3’이알수없

는 관주인데, 미국성서공회판성경 4)(이하 ‘ABS판'으로)의 관주를 보면 이것

이레12장, 13장, 15장에대한관주임을알수있다.이곳들은 ‘부정’에대하여나

오는 곳이다. 구역 관주를 보면 ‘十二, 十三, 十五,’로 되어 있다. 교정 과정에

이것을 잘못 읽어서 ‘十三,’을 ‘10 3,’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보인다. 26년판 선

한문관주 와 구역 은 ‘보,레十二:,十三:,十五:’로바로되어있다.

2.2.2. 삼상16:7으 시47:10,11

삼상16:7 [7]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이르시되 그 으용모와 신장을 보

지말라내가이미그를버렸노라나의보는것은사람과같지아니하니사

람은외모를보거니와나여호와는중심을보느니라

시편 47편은 9절까지밖에 없다. ABS판 영어성경 관주와 일본어 성경 관

주5)와 26년판 선한문 과 구역 의관주들로부터이곳이 ‘시147:10,11’의오기

임을알수있다. 舊新約聖經文理串珠 (1912)6)는 144:10,11로되어있는데,이

는다음본문내용을살펴볼때에 147:10,11의오식이아닌가생각된다.

시147:10,11 [10]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11]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144:10,11 [10]주는왕들에게구원을베푸시는자시요종다윗을그해

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11]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

소서저희입은궤사를말하며그오른손은거짓의오른손이니이다

4) The HOLY BIBLE, NEW YORK, CB086X Series, A.B.S., 1960,본문은흠정역이며,관주

가붙어있다.이글을쓰는현재,우리관주의저본이었다고보고되어있는 영어개역관주

성경 을구하지못해서,다른여러관주성경을참고하고있다.

5) 聖書(引照つき) ,일본성서협회, 1955년개역,이하 일본어성경 으로.

6) 舊新約聖經文理串珠 , 1912년,상해대미국성경회,본문으로보아문리본(연합본),특

히 EASY WENLI라고하는문리역이다. (이하 ‘연합본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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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新約聖經 文理串珠 (1920)7)에는 147:10,11로 바로 되어 있다. ‘중심을 보

시는’ 하나님이 ‘어떠한사람들을기뻐하시는지’가서로호응하는관주로생각

된다.

2.2.3. 삼하14:7ㅗ 비, 전45:7

[7] ......내남편의이름과 ㅗ씨를세상에끼쳐두지아니하겠나이다

전도서는 45장이없다.그러므로개역의관주는오류임을알수있다.성경에

서 45:7절이있는모든곳을확인해보면다음과같다.

창45:7 [7]하나님이큰구원으로당신들의생명을보존하고당신들의후

손을세상에두시려고나를당신들앞서보내셨나니

시45:7 [7]왕이정의를사랑하고악을미워하시니그러므로하나님곧왕

의하나님이즐거움의기름으로왕에게부어왕의동류보다승하게하셨나

이다

사45:7 [7]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나는여호와라이모든일을행하는자니라하였노라

겔45:7 [7]드린바거룩한구역과성읍의기지된땅의좌우편곧드린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

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

와서로같을찌니라

이본문들을비교해보면일단다른곳들은삼하14:7과관계가없고,창45:7의

‘당신들의 후손’이 ‘씨’에 상응하는 구절임을 확인할 수 있다. 26년판 선한문

과 구역 은 ‘창45:7’로되어있다. 연합본문리관주 와 위원회본문리관주 에

도 ‘창45:7’가나와있다.

2.2.4. 겔18:7ㅊ비, 막25:35,36

7) 新舊約聖經 文理串珠 ,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Shanghai, 1920(Ed1804),

Wenli Reference,(Delegates Version) 이 책이 ‘High Wenli' 또는 'Classic Wenli' 라고 하는

위원회역본에관주가붙은것이다.이성경의관주는미국성서공회판관주와내용과체제가

다르고,우리관주와도다르다. (이하 ‘위원회본문리관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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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18:7 [7]사람을학대하지아니하며빚진자의전당물을도로주며억탈

하지아니하며 ㅊ주린자에게식물을주며벗은자에게옷을입히며

신약 마가복음은 25장이 없다. ‘막’을 ‘미가’나 ‘마태’의 오기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미가도 25장이없다.마태 25장 35-36을살펴보면

[35]벗었을때에옷을입혔고병들었을때에돌아보았고옥에갇혔을때

에와서보았느니라 [36]이에의인들이대답하여가로되주여우리가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

였나이까

‘주린사람에게먹을것을준다’는내용으로서로상응하는구절이다. 구역

은 개역한글판 관주와 같이 잘못되어 있고, 26년판 선한문 관주는 ‘마

25:35,36’으로바로되어있다. 연합본문리관주 에도 ‘마25:35,36’이있다.

2.2.5. 눅2:11ㅎ 보, 마1:70

눅2:11 [11]오늘날 ㅋ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ㅌ구주가 ㅍ나셨으니

곧 ㅎ그리스도 ㅏ주시니라

마태복음은 1장에 70절이없다.그러므로,이곳 ‘ㅎ’의관주는잘못된것임을

알수있다. ABS판관주에는 ‘마1:16; 16:16’이라는관주가있다.콜린사판8)에는

이부분에관주가없고, 일본어성경 관주9)는이자리에마1:16, 16:16;요1:41;

11:27;행2:36; 10:36등의많은관주가있다. 1921년판 연합본문리관주 에는마

1:26의관주가보이는데,마태복음 1장은 25절이끝이므로,이관주도혹 1:16의

오류가아닌가생각된다. (한자숫자의관주기호로쓴약자에서 16과 26은세로

줄하나더있고없는차이여서글자모양이아주유사하다.) 위원회역본문리

관주 에는 ‘마1:16; 16:16’이라는관주가있다.여러관주성경을살펴보아도이

부분에대하여마1:17의관주는보이지않고 16절을관주로올린관주들은 ABS

판관주와 일어개역성경 관주와한문성경관주 등에서찾아볼 수있다.다음

8) THE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1967, London And New York,

Collins' Clear-Type Press.

9) 聖書(引照つき) ,일본성서협회, 1955년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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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마태 1장 16절과 17절의내용을비교해보면,이곳의관주로 ‘마1:16’이더

적합하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

마1:16-17 [16]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

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열네대요다윗부터바벨론으로이거할때까지열네대요바벨론

으로이거한후부터그리스도까지열네대러라

누가복음의 ‘곧그리스도주’라고하는본문내용과이곳마태복음의 ‘그리스

도라 칭하는 예수’가 서로 관련을 지어 찾아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

다.그렇다면이곳의관주는 ‘마1:16’이적합하고, 개역 의 1:70이나, 구역 과

26년 선한문 판의 ‘마1:17’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역 의 관주는

구역 과 26년 선한문 판의 관주 ‘마一:十七’을 ‘마一:七十’으로 잘못 교정한

것으로 보이고, 26년판의 관주에 17절로 된 것은, 17절에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틀린것이라고하기는어려우나,내용상 16절이더가깝게상응된다.당

시의관주작업자들이 17절의 ‘그리스도’를보고잘못판단했을수도있고,그렇

지않다면나름대로판단한것이약간먼길로간것이아닌가생각된다. 26년판

관주의판단을따른다면 ‘마1:17’로,좀더근본적으로고친다면 ‘마1:16’으로고

쳐야하는자리이다.우리관주의바탕인영어개역의관주는어떠한지궁금한

부분이다.

2.2.6. 고후3:14ㅕ 보, 마6:52

[14]그러나 저희 마음이 ㅕ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오히려벗어지지아니하고있으니그수건은그리스도안에서없어

질것이라

마태복음에는 6장이 34절까지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역한글판 의 이 관주

는잘못된것이다. 구역 의관주도 ‘마6:52’로똑같이잘못되어있고, 26년 선

한문 판 관주와 연합본문리역 의 관주는 ‘보, 막6:52’로 되어있다. 개역한글

판 의관주가 구역 의관주의교정오류를답습한것으로미루어,구역의관주

를보고개역의관주작업을했으리라는것을알수있다.

막6:52 [52]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 전무용 71

음에심히놀라니

여기서는고린도후서 3장 14절의관주 ‘ㅕ’ ‘완고하여’와막6:52의 ‘심히놀라

니’가서로상응하는구절이다. NRSV는이두곳을모두 ‘hardened'로,같은말

로번역하였다.

2.2.7. 골2:7ㅑ 엡20:32, 엡2:20

[7]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ㅑ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감사함을넘치게하라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으니, ‘엡20:32“는 잘못된 관주임을 알 수 있다.

ABS판에는이곳에엡3:17이라는관주가있으나,이는개역의관주와는관련이

없고, 연합본문리관주 에는 ‘행20:32;엡2:20’이라는관주가포함되어있다.이

본문과두관주는 ‘세움을입다’는내용으로서로상응하여관련되는내용이다.

행20:32 [32]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너희를능히든든히세우사거룩케하심을입은모든자가운데기

업이있게하시리라

엡2:20 [20]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리스도예수께서친히모퉁이돌이되셨느니라

선한문 판과 구역 관주에는 ‘행20:32;엡2:20’로바로나와있다.그러므로

이곳은 ‘행20:32;엡2:20’으로되어야할곳이다.

2.2.8. 골4:16ㅏ딤전5:27

[16]ㅏ이편지를너희에게서읽은후에라오디게아인의교회에서도읽게

하고또라오디게아로서오는편지를너희도읽으라

디모데전서 5장은 25절이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이 곳의 딤전5:27은 잘못된

것이다. 구역 과 연합본문리관주 는 ‘살전 5:27’로되어있다.다음데살로니

가전서 5장 27절의내용과는 ‘편지를읽으라’는내용으로서로연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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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전5:27 [27]내가 주를 힘입어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

를읽어들리라

2.2.9. 히2:9ㅜ 미16:28; 요8:52

히2:9 [9]오직우리가천사들보다잠간동안못하게하심을입은자곧죽

음의고난받으심을인하여영광과존귀로관쓰신예수를보니이를행하

심은하나님의은혜로말미암아모든사람을위하여 ㅜ죽음을맛보려하심

이라

미가서는 7장까지밖에 없다. 이곳의 ‘미16:28’은 오류이다. 26년판 선한문

관주와 ABS판관주에서는 ‘마16:28;요8:52’로되어있다. ‘죽음을맛보다’의 ‘죽

음’과마16:28 ‘죽기 전에’의 ‘죽음’과요8:52의 ‘죽음을맛보다’의 ‘죽음’을 함께

관련지어서살펴보라는내용의관주로이해할수있다.

마16:28 [2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그왕권을가지고오는것을볼자들도있느니라

요8:52 [52]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

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아니하리라하니

2.2.10. 계22:17ㄹ 계21:6 사55:1, 7:37

계22:17 [17]성령과신부가말씀하시기를오라하시는도다듣는자도오

라할것이요ㄹ목마른자도올것이요또원하는자는값없이생명수를받

으라하시더라

이곳의 관주에서는 7:37이 어떤 책을 나타내는 관주인지 알 수가 없다. 언뜻

이사야서처럼생각할수도있으나,그렇다면 7:37이 55:1보다앞에있어야한다.

26년판은 ‘요7:37’로 되어 있다. 다음의 관주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보면, ‘목마

르다’와관련된내용으로관련지어보라고하는내용의관주임을알수있고,구

역의관주가바른것임을알수있다.흥미있는것은이관주요7:37이영국에서

나온 ‘콜린사’의관주에만있다는점이다.두가지의문리관주나 ABS판관주나

일본어성경 10)관주등에는보이지않는다.영어개역관주에이부분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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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궁금하다.

요7:37 [37]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내게로와서마시라

계21:6 [6]또내게말씀하시되이루었도다나는알파와오메가요처음과

나중이라내가생명수샘물로목마른자에게값없이주리니

사55:1 [1]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사먹되돈없이,값없이와서포도주와젖을사라

2.3. 본문 속 관주 기호의 위치의 변화

26년판 선한문 또는 구역 과현재의 개역한글판 의관주를비교해보면

서, 관주가 붙는 위치가달라진 곳이 있음을 알았다. 두 번역사이에 본문의 차

이가 없는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이 이전 선한문 과 구역 의 관주가 개역의

관주로옮겨졌다.그러나본문의번역문이달라진경우에,그위치가문맥에맞

게바르게달라진곳도있지만,기계적으로작업하여,관주가엉뚱한곳에붙는

경우도있었다.특히후자의경우는한본문안에서번역문이상반절과하반절

의어순이바뀐다든지할때에,각각의자리에관주가있었다면,번역문의변화

를따라서관주가조정이되어야하는데,이러한작업이제대로되지않은것이

다.

2.3.1. 관주의 위치가 문맥에 맞게 바르게 달라진 곳

(1)개역한글판마태복음 2장 1절

[1]ㅈ헤롯 왕 때에 ㅊ예수께서 유대 ㅋ베들레헴에서 나시매 ㅌ동방으로부

터 ㅍ박사들이예루살렘에이르러말하되

ㅌ :비,창 25:6왕상4:30

ㅍ :렘39:3

선한문마2:1 ㅈ헤롯王時에 ㅊ예수서유대 ㅋ벳을네헴에誕生시니 ㅌ

10) 聖書(引照つき) ,일본성서협회, 1955년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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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士等이 ㅍ東方으로브터至야言

ㅌ :렘39:3

ㅍ :비,창 25:6왕상4:30

여기서는보는대로,ㅌ과ㅍ의어순이바뀌면서관주도정확하게기호가앞

뒤로바뀌어서표기가되었다.

(2)개역한글판마태복음 3장 3절

[3]광야에 ㅑ외치는자의 소리가있어 이르되너희는 ㅓ주의길을 준비하

라그가오실길을곧게하라하였느니라

선한문 마3:3 曠野에 ㅑ聲이 有야 呼야 曰 ㅓ主의 路를 豫備며 其

捷徑을直케라

여기서는 관주의 기호 ‘ㅑ’가 붙는 자리가 달라졌는데, 이는 본문의 셩격을

명확하게파악하여올바로그위치를조정한것이다.관주가붙는자리가이사

야서 40:3의본문을인용한것을나타내는관주인데,개역의이사야서의번역이

“외치는자의소리여”로되어있어서,관주의자리를기계적으로옮긴것이아

니라,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기계적으로 옮겼다면

‘聲’의자리에있는관주를 ‘소리’의자리로옮겼을것이다.

2.3.2. 신약에서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1)마태복음 3장 7절

한글판마3:7누가너희를가르쳐 ㄱ임박한진노를피하라하더냐

선한문마3:7誰가爾等을敎야將來의 ㄱ怒심을避라더냐

연합본문리誰示爾避將ㄱ來之怒乎

위원회본 誰示爾避後日之ㄱ刑乎

개역관주ㄱ :롬5:9엡5:6골3:6살전1:10

연합본관주 : 롬5:9살전1:10

위원회본관주 :롬5:9살전1:10

이곳의관주는 26년 선한문 판과 구역 은같고개역에와서달라졌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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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판 은 한글판 과같다.

롬5:9 그러면이제우리가그피를인하여의롭다하심을얻었은즉더욱

그로말미암아진노하심에서구원을얻을것이니

엡5:6 누구든지헛된말로너희를속이지못하게하라이를인하여하나

님의진노가불순종의아들들에게임하나니

골3:6이것들을인하여하나님의진노가임하느니라

살전1:10또죽은자들가운데서다시살리신그의아들이하늘로부터강

림하심을기다린다고말하니이는장래노하심에서우리를건지시는예수

시니라

이들네곳에서보면 개역한글판 처럼 “임박한진노”로수정이되기가곤란

하다. 다만 살전1:10에서만 보면 “장래 노하심”이라는 구절이 보이지만, 다른

관주들은내용상 ‘하나님의 노하심’이다. 따라서이곳의변화는 오교정일가능

성이없지않다.그런데,문리역을보면 ‘來之怒(닥쳐올노여움)’로현재의개역

과같이이해할수있다.구역에서개역으로오면서기계적으로온것이아니라,

혹다른관주를보면서검토를하여고쳤을가능성도있다.하지만,다른곳에서

이러한유사한예를볼수있다면모르거니와이러한가능성은적다.이단계에

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관주의 위치를 조직적으로 바꾼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한글관주의특성상하반절 “임박한진노를피하라하더냐” 전체에대한

관주로위치를정한것으로생각할수있다.

(2)마태복음 3장 11절

마3:11 ㅂ나는너희로회개케하기위하여 ㅅ물로세례를주거니와

마3:11 ㅂ我는水로洗禮를施야爾等으로 ㅅ悔改케거니와

ㅂ :요1:26행1:5

ㅅ :행13:24행19:4

ㅂ :요1:26요한이대답하되나는물로세례를주거니와너희가운데너희가

알지못하는한사람이섰으니

행1:5 요한은물로세례를베풀었으나너희는몇날이못되어성령으로세

례를받으리라하셨느니라

ㅅ : 행13:24 그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이스라엘 모든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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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전파하니라

행19:4바울이가로되요한이회개의세례를베풀며백성에게말하되내뒤

에오시는이를믿으라하였으니이는곧예수라하거늘

이곳마3:11상반절에서는번역의내용이순서가바뀌었는데,관주는순서가

달라지지 않아서 거꾸로 되었다. 개역의 관주 ‘ㅂ’은 두 곳 다 ‘물로 세례를 준

다’는내용이어서 ‘ㅅ’기호가있는 “물로세례를”자리의관주내용이고, ‘ㅅ’은

본문의 내용이 둘 다 ‘회개의 세례’와 관계된 내용이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위하여’의본문에붙은기호 ‘ㅂ’에대한관주이다.

이러한오류는관주를구역에서개역으로옮기면서내용에대한확인을소흘

히해서일어난것으로생각할수있다.어순이나내용의변화와무관하게관주

의순서를그대로유지하여서,결과적으로개역한글판의관주가틀리게뒤바뀌

었다.이곳의오류는국한문판의관주위치에도그대로잘못된대로이어져있

다.

(3)마태복음 5장 43절관주

[43]또 ㅑ네이웃을사랑하고 ㅓ네원수를미워하라하였다는것을 ㅕ너희

가들었으나

관주ㅑ :보, 21

이관주는 ‘21절을보라’는말이다.

[21]ㅅ옛사람에게말한바 ㅇ살인치말라누구든지살인하면 ㅈ심판을받

게되리라하였다는것을너희가들었으나

이곳 21절의관주ㅅ은 ‘비, 27, 31, 38, 43’이라는관주내용이있어서, ‘43절과

비교해보라’는뜻을띠고있다.내용을살펴보면 43절의관주ㅑ는 “네이웃을

사랑하고”에해당하는관주가아니라절전체의내용과관련된것을이해할수

있다. 21, 27, 31, 38, 43절 모두가 ‘옛사람에게 말한바-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는

형식의 어법으로 말하는 구절이다. 이러한 특징을 비교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주 ‘ㅕ’의 관주 내용으로 ‘보, 21’

이붙어야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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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 ‘ㅓ’ :

레19:[18]원수를갚지말며동포를원망하지말며이웃사랑하기를네몸

과같이하라나는여호와니라

마19:[19]네 부모를공경하라,네 이웃을네몸과 같이사랑하라하신 것

이니라

43절의 관주 ‘ㅓ’는 실제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에 붙어야 할 관주이다. 그

래야 레19:18의 내용에 잘 어울린다.또 같은 곳에 있는관주 ‘보, 마19:19’를 따

라가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을확인할 수 있다. 아마 교정 과정에 ‘ㅓ’의 위치

가뒤로밀려서잘못붙은것이다.

43절의 관주 ‘ㅕ’는 ‘비, 신23:6’인데, 이는 신명기 23장 6절과 비교하여 보라

는지시이다.

신23: [3]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

하리라 [4]그들은 너희가애굽에서나올때에 떡과물로너희를길에서 영

접하지아니하고메소보다미아의브돌사람브올의아들발람에게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5]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

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

니 [6]너의평생에그들의평안과형통을영영히구하지말찌니라

본문을찾아보면암몬사람에게대하여복을빌지말라는본문이다.이관주

는내용상 “네원수를미워하라하였다”는본문과대응이될수있는내용이므

로, 관주 기호의 위치가이 내용을 가리킬 수 있는 자리에붙어야 할 내용이다.

이관주도역시뒤로약간밀려서잘못붙은것이다.

26년판과 구역의 본문과 거기에 붙은 관주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번역 과정

에본문의내용이앞뒤로바뀌면서일어난문제임을알수있다.

선한문관주 : [43]ㅑ 신 言을 爾等이 聞엿니 ㅓ爾의 隣을 愛

고 ㅕ爾의讐를惡라엿스나

한글관주의뿌리인이본문의관주는정확하게제자리에관주가붙어있다.

관주기호와그기호의관주내용이잘호응을이루고있다.이는다음의구역에

서도제대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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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 43ㅑ신말을너희가 드럿니 ㅓ네리웃을랑고 ㅕ네

원슈를뮈워라엿스나

이러한 관주가 개역으로 오면서, 본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관주

를 기계적으로 옮기면서 오류가 일어났다. 구역에서 개역으로 번역이 바뀌면

서,번역본문의어순이바뀌었는데도관주의순서를바꾸지않고그대로순서

대로 옮겼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이다. 이곳의 오류도 국한문판에 그대로 이어

져있다.이관주는다음과같이되어야올바르다.

[43]또 ㅑ네이웃을사랑하고 ㅓ네원수를미워하라하였다는것을 ㅕ너희

가들었으나

ㅑ :레19:18마19:19

ㅓ :비,신23:6

ㅕ :보, 21

(4)마태복음 6장 18절

개역한글판 [18]이는금식하는자로사람에게보이지않고오직 ㅊ은밀한

중에계신네아버지께보이게하려함이라은밀한중에보시는네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선한문 [18]此는禁食는것을他人의게示려고이아니오다만

隱密中에在신爾父示이니 ㅊ隱密中에鑒시는爾父가報

시리라

ㅊ: 4, 6

이 곳의 관주는 4절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의

“은밀한중에보시는네아버지가갚으시리라”와짝을이루는내용임을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개역한글판 의 관주는 잘못 붙은 것이고, 선한문 관주 기

호와같이두번째나오는 “은밀한중에보시는네아버지께서갚으시리라”에관주

가 붙어야 할 자리이다. 관주를 옮기면서 비슷한 본문에 같은 낱말이 나오는 자리

에서,작업자가잘못보아서,다른자리에관주기호를붙인것같다.바로잡아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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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태복음 6장 30절

개역한글판 [30]이오늘있다가내일아궁이에던지우는들풀도하나님이

이렇게입히시거든하물며너희일까보냐믿음이적은자들아

선한문 [30]이少信者들아今日에在다가來日아궁에投野草도하

님이如此히닙히시거든况爾等이야더욱닙히지아니하시랴

이 :마8:26; 14:31; 16:8;비,마17:20

마8:26 [26]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곧일어나사바람과바다를꾸짖으신대아주잔잔하게되거늘

마14:31 [31]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자여왜의심하였느냐하시고

마16:8 [8]예수께서아시고 이르시되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

로서로의논하느냐

마17:20 [20]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너희가만일믿음이한겨자씨만큼만있으면이산을명하여여기서저기로

옮기라하여도옮길것이요또너희가못할것이없으리라

이곳의 관주 ‘이’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에 대한 관주이다. 그런데, 번

역이개역되면서 ‘믿음이적은자들아’가절의끝쪽으로이동하였다.이에따라

서당연히개역한글판의관주가이동하여야하는데,개역한글판의관주작업을

하면서이렇게세세하게내용의변화에까지관심이미치지못하였다.

(6)마태복음 8장 26절

개역한글판 [26]예수께서 이르시되 ㄱ어찌하여 ㄴ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자들아하시고곧일어나사 ㄷ바람과바다를꾸짖으신대아주 ㄹ잔잔하게

되거늘

선한문 [26]예수ㅣ 謂샤 ㄱ少信者여 엇지 ㄴ懼냐 시고 卽起

샤 ㄷ風과海를叱신아조 ㄹ潺潺거

ㄱ :보,마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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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요14:27

ㄷ :시104:6,7;비,눅4:39

ㄹ :욥38:11;시65:7;비,마14:32;

이 곳의 관주 가운데서관주 ‘ㄱ’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것도 역시 구역

과 개역의 본문의 번역이 달라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뒤로 위치가 이

동하였는데,관주를따라서그자리로옮기지않고,원래의순서대로두어서,잘

못된것이다.이는개역의관주작업을하면서이러한관주의내용의변화에대

해서 알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작업한 것일 수도 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30]오늘있다가내일아궁이에던지우는들풀도하나님이이렇게입히시거든하

물며너희일까보냐믿음이적은자들아”인데,관주는 ‘믿음이적은자들아’로병행

이되는내용을안내해주는것이다.다음과같이관주기호가이동하고,관주내용

도앞뒤가바뀌어야한다.

[26]예수께서이르시되어찌하여 ㄱ무서워하느냐 ㄴ믿음이적은자들아하시

고곧일어나사 ㄷ바람과바다를꾸짖으신대아주 ㄹ잔잔하게되거늘

ㄱ :요14:27

ㄴ :보,마6:30

ㄷ :시104:6,7;비,눅4:39

ㄹ :욥38:11;시65:7;비,마14:32;

(7)마태복음 9장 36절

개역한글판 [36]ㅊ무리를보시고 ㅋ민망히여기시니이는저희가 ㅌ목자없

는양과같이고생하며유리함이라

선한문 [36]ㅊ群衆이 ㅋ牧者無 羊과 치 苦生며 遊離 것을 見

시고 ㅌ憫히녁이샤

ㅊ :비,마14:14예수께서나오사큰무리를보시고불쌍히여기사그중

에있는병인을고쳐주시니라

ㅋ : 민27:17 [17]그로그들 앞에출입하며 그들을인도하여출입하게 하

사여호와의회중으로목자없는양과같이되지않게하옵소서

왕상22:17 [17]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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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

히그집으로돌아갈것이니라하셨나이다

겔34:5 [5]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

의밥이되었도다

ㅌ : 막6:34 [34]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불쌍히여기사이에여러가지로가르치시더라

이곳도본문의번역이어순이달라졌는데,관주의순서는본문의변화를반

영하지못하고있다.선한문성경에서ㅊ은,마태복음 14장 14절과는, ‘큰무리를

보시고불쌍히여기었다’는내용으로병행이됨을안내해주는관주이다.그러므로

‘ㅊ’은 36절전체와관련이있는관주로,이자리에그냥두는것이바른것이다.

관주 ‘ㅋ’은 ‘목자없는양과같다’는내용으로서로관계가있음을알려주는

관주이다.

관주 ‘ㅌ’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민망히 여

기셨다’는내용까지포함된내용으로관련이있음을알려주고있다.

그러므로이곳의관주 ‘ㅋ’과 ‘ㅌ’은서로바꾸어서관주를붙여야한다. 26년

판 선한문 의 관주는 제대로 된 것인데 비해, 번역이 달라진 개역한글판 은

어순의변화를따라관주의내용도순서를바꾸어야한다.

(8)신약마태복음을 1장부터 10장까지만표본으로대조하여검토를한결과

7곳의 관주가 본문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본문 내용에 변

화가 온 곳에 있는 관주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서, 26년

선한문 판과 구역 의관주를 개역한글판 으로옮기면서,내용의변화에대

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모르는 작업자가 기계적으로 관주를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비율로 문제가 있다면, 신약 전체 260장 가운데

서 180여곳정도는문제가있을수도있다는단순계산을할수있다.

2.3.3. 구약에서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1)창세기 1장 7절관주ㅁ

한글판 [7]하나님이궁창을만드사궁창 ㅁ아래의물과궁창위의물로나뉘

게하시매그대로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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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문판 [7]하나님이穹蒼을만드사穹蒼아래의물과穹蒼 ㅁ위의물로나

뉘게하시매그대로되니라

선한문 :하님이穹蒼을造샤 ㅁ其上下水를 ㅂ分시니

관주내용시 148:4 : [4]하늘의하늘도찬양하며하늘위에있는물들도찬

양할찌어다

관주의 내용인 시편 148편을 볼 때, 이 곳은 국한문 성경처럼 관주가 붙어야

할 자리이고, 한글판의 관주가 부정확한 것이다. 오히려 ‘하늘 위의 물’과 호응

을 이루는 관주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전체에 관주를 붙일 수도

있겠고,좀더구체적으로관주를붙인다면뒤쪽에 “궁창위의물”에관주를붙

일수도있겠다.

(2)시편 1편-10편

구약에서시편을표본으로삼아 1편부터 11편까지 선한문 의관주와 한글

판 의관주를대조하여보았다.그결과이곳들에서는본문의어순이마태복음

의경우와같이바뀐곳들이있었으나,대부분관주의내용이그변화에맞게정

확하게바뀌어서제대로되어있었다.

시편 2편 1절에서 ‘ㅕ’와 ‘ㅗ’가 그러하고, 5편 12절의 ‘이’와 ‘ㅐ’, 7편 10절의

‘ㅈ’과 ‘ㅊ’,이러한곳들이본문의어순이바뀐대로,그변화에 맞게관주의순

서와내용이조정이되어있었다.이러한현상은마태복음을검토해본결과와

는차이가있는결과이다.

그러나시편 1-11편에서도약간의관주의오류는발견이되었다.

3편 2절의 ‘ㅕ’는두어절더앞으로올라가서붙어야정확하다.

한글판 3:2 [2]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ㅕ도움을얻지못한다하나이다셀라

‘ㅕ’ 삼하18:31-32 [31]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고할 소식

이있나이다여호와께서오늘날왕을대적하던모든원수를갚으셨나이다

[32]왕이구스사람에게묻되소년압살롬이잘있느냐구스사람이대답하

되내주왕의원수와일어나서왕을대적하는자들은다그소년과같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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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원하나이다.

선한문 3:2 ㅕ彼가救援을하님께得치못다옵나이다(셀나)

사무엘하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묻는 곳인데, 구스 사람이 대답

한 말이 시편 이곳의 본문과 상응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글판 의 관주는 선

한문 의 관주와 같이 “ㅕ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라는 내

용이 관주가 되는 것이므로, ‘저는’ 앞에 관주가 붙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시편 3편 7절의 ‘ㄷ’은지금과같이 “ㄷ나를구원하소서”에붙을 내용이아니

라 7절처음의 “ㄷ주여일어나소서”에붙어야할관주이다.

한글판 [7]여호와여일어나소서나의하나님이여 ㄷ나를구원하소서

선한문 [7]여호와여 ㄷ紀옵쇼셔 我의 하님이어 我를 救援옵쇼

셔

관주 ‘ㄷ’:시7:6;시9:19;시10:12;민10:35

시7:6 [6]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위

하여깨소서주께서심판을명하셨나이다

시9:19 [19]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

방으로주의목전에심판을받게하소서

시10:12 [12]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잊지마옵소서

민10:35 [35]궤가떠날때에는모세가가로되여호와여일어나사주의대

적들을흩으시고주를미워하는자로주의앞에서도망하게하소서하였고

위네곳의관주에모두 “주여일어나소서”와상응하는구절이있다. 한글

판 의관주는오류이다.

7편 5절의 ‘ㄱ’과 4절의 ‘ㅐ’는나름대로조정이된곳인데, ‘5’절에있던 ‘ㅐ’가

4절로간것은무엇인지살펴보자.

선한문 : [4] 我의 親 者의게 惡으로 報엿거든 [5] 怨讐가 我의 靈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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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追執고 我의生命을地에賤며我의榮華를塵埃에埋케옵쇼셔

오직ㄱ無故히怨讐된자를我가拯엿나이다(셀나)

‘’단8:7비,시89:39

‘ㄱ’삼상24:7; 26:9

한글판 : [4]화친한 자를 악으로 1) ㅐ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

았거든 [5]원수로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ㄱ내 생명을땅에 짓밟고 내영광

을진토에떨어뜨리게하소서셀라

‘ㅐ’삼상24:7 [7]다윗이이말로자기사람들을금하여사울을해하지못

하게하니라사울이일어나굴에서나가자기길을가니라

삼상26:9 [9]다윗이아비새에게이르되죽이지말라누구든지손을들어

여호와의기름부음을받은자를치면죄가없겠느냐

‘ㄱ’단8:7비,시89:39

선한문 의 ‘’ ‘단8:7비,시89:39’가 ‘ㄱ’으로된것은본문의변화를따라올

바로된것이다.선한문에있던 ‘ㄱ’ “無故히怨讐된자를我가拯엿나이다(셀

나)”는 번역이달라지면서 4절 b로 옮겨간 본문을 따라서앞으로 옮겼다. 그래

서 그 내용도 따라서 한글판 의 ‘ㅐ’로옮겨 간 것이다. 문제는 본문의 번역이

달라지면서 내용상의 상응 관계가 사라진 것이다. 구역의 번역에서는 본문의

내용이 ‘무고히 원수된 자를 내가 구하였다’는 것으로, 관주의 내용이 사무엘

상의두곳과상응하였는데, 한글판 의번역은이곳의본문과구역때처럼잘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무엘기의 두 곳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사울을죽일수있는형편이되었는데,죽이지못하도록하여구하는본문

이다.이곳은본문번역의변화와관주의상관관계가역본에따라달라질수있

는한예가될수있다.이러한예는앞으로 개역개정판 이후에관주를재검토

하고개정할때에중요한연구과제가될것이다.

3. 관주개역한글판과 관주개역간이국한문판의 관주 위치의

차이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3.1. 창세기 1장 1절 관주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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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주의위치

간이국한문 [1]太初에하나님이天地를 ㄱ創造하시니라

개역한글판 [1]태초에하나님이천지를 ㄱ창조하시니라(106판이후의관주개

역한글판)

[1]ㄱ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04판 이전의 관주개역한

글판, 86년 6월 25일)

26년선한문창1:1 ㄱ太初에하님이天地를創造시니라

개역한글판관주 ㄱ태초에

개역간이국한문관주 ㄱ창조하시니라

콜린사판관주 a beginning b created

미국성서공회판관주 a beginning

연합본문리성경관주 甲 太初 乙 創造

위원회역본문리관주 太初之一時

일본어성경관주 a神 b創造

(2)관주의내용

다음은각책에실려있는관주의내용이다.창세기 1장 1절만비교해보았는

데,서로완전히같은것이한가지도없다.약간의유사성은있지만,다다르다.

개역한글판 콜린사 ABS판 연합본 일본어 위원회역본

문리관주 문리관주

욥38:4-7 b욥38:4 甲욥38:4-7
乙시8:3 a시8:3

시33:6 甲시33:6 a시33:6 시33:6
a시102:25

시136:5 시136:5
a사40:21

사42:5 甲사42:5 a사42:5 사42:5
b사44:24 乙사44:24 a사44:24

사45:18 甲사45:18 a사45:18

요1:1-3 a요1:1-3 요1:1-3 甲요1:1 b요1:1 요1:1-3

행14:15 乙행14:15; 행14:15

행17:24 乙행17:24
b롬1:20 乙롬1:20 a롬1:20

골1:16,17 b골1:16 골1:16,17 乙골1:16 a골1:16 골1:16,17

히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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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1:10 a히1:10, 甲히1:10; b히1:10 히1:10

히11:3 b히11:3 히11:3 甲히11:3(히11:3) a히11:3

계4:11 b계4:11 乙계4:11 a계4:11

같은곳 6 4 10 7

차이빈도 7곳 9곳 5곳 9곳

(미국성서공회판:1960; 콜린사:1967; 일본어:1955; 개역한글판; 연합본구신약

성경;문리관주:1912;위원회역본신구약성서문리관주:1920.)

(3)관련관주와그본문

욥38:4-10 [4]내가땅의기초를놓을때에네가어디있었느냐네가깨달

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5]누가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위에띄웠었는지네가아느냐 [6]그주초는무엇위에세웠으며그모퉁

이 돌은누가놓았었느냐 [7]그때에 새벽별들이함께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기쁘게소리하였었느니라 [8]바닷물이태에서나옴같이넘쳐

흐를때에문으로그것을막은자가누구냐 [9]그때에내가구름으로그의

복을만들고흑암으로그강보를만들고 [10]계한을정하여문과빗장을베

풀고

시33:6 [6]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이루었도다

시136:5 [5]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사42:5 [5]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

성에게호흡을주시며땅에행하는자에게신을주시는하나님여호와께서

이같이말씀하시되

45:18 [18]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

고케하시되헛되이창조치아니하시고사람으로거하게지으신자시니라

그말씀에나는여호와라나외에다른이가없느니라

요1:1-3 [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만

물이그로말미암아지은바되었으니지은것이하나도그가없이는된것

이없느니라

행14:15 [15]가로되여러분이여어찌하여이러한일을하느냐우리도너

희와같은성정을가진사람이라너희에게복음을전하는것은이헛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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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로돌아오라함이라

17:24 [24]우주와그가운데있는만유를지으신신께서는천지의주재시

니손으로지은전에계시지아니하시고

골1:16,17 [16]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

이지않는것들과혹은보좌들이나주관들이나정사들이나권세들이나만

물이다그로말미암고그를위하여창조되었고 [17]또한그가만물보다먼

저계시고만물이그안에함께섰느니라

히1:10 [10]또주여태초에주께서땅의기초를두셨으며하늘도주의손

으로지으신바라

11:3 [3]믿음으로모든세계가하나님의말씀으로지어진줄을우리가아

나니보이는것은나타난것으로말미암아된것이아니니라

계4:11 [11]우리 주 하나님이여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

당하오니주께서만물을지으신지라만물이주의뜻대로있었고또지으심

을받았나이다하더라

(4)개역관주의내용검토

‘태초’의개념이있는절은이가운데히1:10,요1:1-3두곳이고,이두곳모두

‘창조’의 개념은 들어 있다. 콜린사에서 나온 영어관주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을 a b 둘로 나누어 a를 ‘태초에’에붙이고, a의자리에 이 히1:10, 요1:1-3 두 곳

을 관주로 붙이고 있다. b는 ‘창조하다에 붙이고 위 두 곳을 제외한 6곳 욥38:4

사44:24 롬1:20 골1:16 히11:3 계4:11 등의 관주를 붙이고 있다. 이 관주 내용은

개역과일치하지는않는다.

ABS판 관주성경을 보니 ‘처음’의 자리에 관주 기호가 하나만 있고, 시136:5

요1:1-3골1:16,17히1:8-10; 11:3등의관주가있다.

연합본문리관주 성경의 관주는 ‘태초’의 관주로 욥38:4-7 시33:6 사42:5;

45:18 요1:1 히1:10; 11:3 ‘창조’의 관주로 시8:3 사44:24 행14:15; 17:24 롬1:20 골

1:16히11:3계4:11등의관주가있다.

관주내용으로올라있는곳이모두 18곳인데,그가운데개역한글판의관주

가 13곳이고, 연합본문리역 이개역과같은곳이 10곳으로불과세곳의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1절과 1-3절의 차이를 배제하면 11곳이 같고

두 곳이 다르다. 개역에는 있고 문리역에는 없거나 문리역에는 있고 개역에는

없거나해서다른곳이 5곳이나있어서,관주가같다고할수는없지만,상당한

유사성을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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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개역관주 를아직보지못했고,현재로서는 개역한글판 과관주가완

전히일치하는성경을보지못했다. 1912년의연합본문리성경과는관주내용이

상당히(위의비교중가장)유사하다.문리성경을보면서미국성서공회쪽관주

를참고하면한글관주의내용과상당히같아진다. 1절의관주를 ‘ㄱ,ㄴ’으로나

누지 않고 ‘ㄱ’으로만 한 것은 미국성서공회쪽의 관주와 위원회역본문리관주

뿐이다.영어개역관주가우리의관주와완전히같은지,비교해보아야알수

있다.현재로서는,여러관주성경을함께참조하면서보면개역의관주의오류

는바로잡을수있다.

26년판 선한문 과 구역 (1930)은 ‘태초’의 자리에만 관주가 하나 붙어 있

다.한글관주의일반적인성격을볼때에,이관주는 ‘태초’에대한관주라기보

다는 1절전체에대한관주로보인다.ㄱ과ㄴ을가르지않은것이그증거가운

데하나이고,한글판성경관주의일반적인성격가운데하나가상반절이나하

반절또는 한절전체에 대한관주가많다는 것이다.이자리에 대한한글관주

의성격은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 성경의 106판부터달라진다. 105판은확

인하지 못했고, 104판(1986년 6월) 이전까지는 한글판은 ‘태초에’에 관주가 붙

어 있었다. 그랬던 것을 106판부터 ‘창조’로 옮겼다. 국한문판은 ‘창조’에 관주

기호가 붙어 있다. 짐작컨대,두 판의 관주가 다른 것이 문제로제기되자 더 적

합한 자리로 보이는 ‘창조’ 쪽으로 한글관주를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

제로 ‘태초’와 ‘창조’두자리를두고비교할때에는 ‘창조’쪽이더적합하다.위

의 관주를 검토해 보면 각 절에 ‘짓다’나 ‘창조하다’가 공히 들어 있다. 그러나

이는구역으로부터개역까지,창세기 1장 1절의관주 ‘ㄱ’이절전체를아우르는

관주인것을알지못했기때문에이렇게개정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내용상

한 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본다면 ‘태초에’에 관주 기호를 붙인 개역한글판

(104판 이전)과 구역 이 합당하다. 그러나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고 선택의

문제로보인다.

다음에계속해서검토가되겠지만, 관주개역한글판 과 관주개역간이국한

문한글판 의관주기호가붙는자리는다르다. 1962년초판의 관주성경전서개

역한글판 이 나오고 나서, 1964년에 나온 관주가 있는 국한문판을 만들 때, 누

군가가구체적으로작업을하였다.11)

11)개역한글판을만드는일을맡아서하였던김태룡장로는국한문성경의관주작업에

대해서는아는바가없다고하였고, (김태룡장로는 1960년에대한성서공회일을떠남)대한

성서공회에오래재직한김호용총무와정말용부총무의옛기억으로는당시대한성서공회

에서일을하던강석모님이이일을맡아서진행하였을것이라고짐작하였다.이작업에대

한기록은현재발견하지못했다. (혹당시의교계신문이나잡지들에이러한일들에대한기

록이남아있을지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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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창세기 1장 9절 관주 ㅅ

[9]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ㅅ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

라하시매그대로되니라

[9]하나님이 가라사대 ㅅ천하의

물이한곳으로모이고뭍이드러나

라하시매그대로되니라

관주 : 욥38:[8]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

은자가누구냐 [9]그때에내가구름으로그의복을만들고흑암으로그강보를

만들고 [10]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11]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

고넘어가지못하리니네교만한물결이여기그칠찌니라하였었노라

국한문 성경(왼쪽)에서는 단순히 ‘물’에 대한 관주로 처리하였고, 한글판 성

경(오른쪽)에서는 ‘천하의물’또는 ‘천하의물이한곳으로모이고’에대한관주

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속성상 ‘천하’에 대한 관주로 일단 생각할

가능성이있는점을중시하여, 64년국한문성경에서는 ‘물’에대한관주로한정

하여개정한것으로보인다.국한문성경의판단도일리가없는것은아니나,모

든관주가한낱말에대하여관련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전체를이러한방향

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BHS처럼 ‘ㄱ천하

의물이한곳으로모이고ㄱ’처럼관련된구절의처음과끝에관주기호를붙여

주는것이다.그러나이것은각각의관주에대하여일일이다검토하고,그관주

가한낱말에대한관련구절인지,두세어절에대한관련구절인지,상반절또는

하반절이나한절전체와관련된구절인지를검토하고,판단한다음에할수있

는일이다.또그구분이칼로썰듯딱떨어지지않는것들도있을것이다.

3.3. 창세기 1장 16절 ㅋ

[16]하나님이 두 큰 ㅋ광명을 만드

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

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

시며또별들을만드시고

[16]하나님이 ㅋ두큰광명을만드

사큰광명으로낮을주관하게하시

고작은광명으로밤을주관하게하

시며또별들을만드시고

선한문 :하님이 ㅋ二巨光을造샤其中에巨者는晝를主管게고

小者는夜를主管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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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4:19 [19]또두렵건대네가하늘을향하여눈을들어일월성신하늘위

의군중곧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천하만민을위하여분정하신것을보

고미혹하여그것에경배하며섬길까하노라

시136:7-9 [7]큰빛들을지으신이에게감사하라그인자하심이영원함이

로다 [8]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로다 [9]달과 별들로밤을주관케하신 이에게감사하라그인자하심이 영

원함이로다 [10]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

선한문 26년 성경은 ‘二巨光’이라는 한 낱말로 되어 있는 곳에 관주가 있고,

한글판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에 대한 관주로 보이고, 국한문 성경을 이를

특화시켜 ‘광명체’에대한관주로한정시켜고친것으로보인다.이러한개정은

혹 ‘두’나 ‘두큰’에대한관주로오해할수있는가능성을줄인것으로볼수있

다. 앞에서 말한 대로,모든 관주를 이렇게 핵심 한 낱말로특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범례에서,관주의성격을한두줄로설명해주는것도

한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3.4. 창세기 1장 21절 ㅍ

[21]하나님이 ㅍ큰 물고기와 물에

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좋았더라

[21]ㅍ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좋았더라

시104:25-26 [25]저기 크고넓은 바다가 있고 그속에 3)동물곧 대소 생

물이 무수하니이다 [26]선척이거기다니며 주의지으신 4)악어가그속에

서노나이다

한글판 성경은 ‘하나님이’로부터 ‘창조하시니’까지상반절전체에대한관주

로생각할수있다.이에비해서국한문성경은관주를 ‘큰바다짐승들’로특화

시켰다.내용상 ‘하나님’에대한관주로오해할수있는가능성을줄일수있다.

그러나실제로내용이상응하는것은 “하나님이……창조하시니”전체와상응

하는문맥이다.앞에서 말한대로 “ㅍ하나님이……창조하시니ㅍ”과같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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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약간오해가능성이있더라도,원래개역한글판대로하는것이더정

확한관주표시가될것같다.

3.5. 창세기 1장 26절 ㅓ

[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

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1)온 땅과 땅에

기는 ㅓ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

시고

[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ㅓ바다의 고

기와 공중의새와 육축과 1)온 땅과

땅에기는모든것을다스리게하자

하시고

창9:2 [2]땅의모든짐승과공중의모든새와땅에기는모든것과바다의

모든고기가너희를두려워하며너희를무서워하리니이들은너희손에붙

이웠음이라

시8:6-8 [6]주의손으로만드신것을다스리게하시고만물을그발아래

두셨으니 [7]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8]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1)

해로에다니는것이니이다

약3:7 [7]이에그들의눈이밝아자기들의몸이벗은줄을알고무화과나

무잎을엮어치마를하였더라

이와같이한낱말이아니라상반절또는하반절전체에대한관주의경우는

그시작부분에관주를넣는것이합당하리라생각된다.국한문판에서는나름

대로 ‘모든것’에 관주를 붙여서 전체를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방식

은 적합하지 않다. 특히 이 곳의 ‘모든’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의 ‘모든’이어서

앞의 ‘새’등을포용할수없다.원래한글판자리에있던것을수정한것이나,이

것은국한문판이잘못고친것이다.

3.6. 창세기 1장 31절 ㅠ

[31]하나님이그지으신모든것을

보시니보시기에 ㅠ심히좋았더라저

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ㅠ하나님이그지으신모든것

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되며아침이되니이는여섯

째날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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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7:29 [29]나의 깨달은 것이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

으셨으나사람은많은꾀를낸것이니라

딤전4:4 [4]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없나니

상반절에 대한 관주로, 한글판처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국한

문판은이를 ‘심히좋았더라’로특화시켰는데,딤전4:4나전7:29모두가 ‘심히좋

다’는것으로만한정되는내용이 아니다.국한문판에는 ‘전7:29’ 관주가누락되

어있다. 문리관주 에도이부분이있다. 국한문판 의교정오류로보인다.

3.7. 창세기 2장 4절 ㅐ

[4]여호와하나님이천지를 ㅐ창조

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

러하니라

[4]여호와 하나님이 ㅐ천지를 창

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1:1 [1]태초에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시니라

한글판, ‘창조’만의 관주라기보다는 ‘천지 창조’에 대한 관주로 보는 것이 옳

겠다.이곳도국한문판의일반적인개정과같이개정이한어절의관주로특화

시키는 개정이다. 한 낱말에 대한 관주인 것과 상반절 또는 하반절 등 한 절에

대한관주인것을서로다른기호로구분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있겠다.

3.8. 창세기 2장 5절 ㄴ

[5]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

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

므로 들에는 ㄴ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

에는채소가나지아니하였으며

[5]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ㄴ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밭에는채소가나지아니하

였으며

창1:10,11 [10]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

니라하나님의보시기에좋았더라 [11]하나님이가라사대땅은풀과씨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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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채소와각기종류대로씨가진열매맺는과목을내라하시매그대로되

어

‘초목’에 대한 관주로만 보기보다는 하반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보인다. 혹

‘들’에 대한 관주로 생각할까보아 국한문판과 같이 고쳤는가? 한 낱말에 대한

관주와,절전체에대한관주를구분해야할필요가있는가하는문제는계속제

기된다.

3.9. 창세기 2장 7절 ㄷ

[7]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ㄷ사람

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

으시니사람이생령이된지라

[7]여호와 하나님이 ㄷ흙으로 사

람을지으시고생기를그코에불어

넣으시니사람이생령이된지라

창3:19 [19]네가 얼굴에 땀이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

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니라하시니라

23 [23]여호와하나님이에덴동산에서그사람을내어보내어그의근본

된토지를갈게하시니라

18:27 [27]오십 의인 중에 오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인 부족함을 인하

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 오인을 찾으면 멸하

지아니하리라

시103:14 [14]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

심이로다

전12:7 [7]흙은여전히땅으로돌아가고신은그주신하나님께로돌아가

기전에기억하라

고전15:47 [47]첫사람은땅에서났으니흙에속한자이거니와둘째사람

은하늘에서나셨느니라

관주의 내용이 ‘흙’에 대한 것이므로, 개역한글판대로 ‘흙으로’에 기호를 붙

여야한다.

관주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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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전15:45 [45]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아담은살려주는영이되었나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는 하반절 문장에 대한 관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한문판이 좀더 구체화시키기는 했지만, 한글판 성경을 따르는 것

이적합하다.

3.10. 창세기 2장 8절 ㅅ

[8]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에 ㅅ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거기두시고

[8]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ㅅ에

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거기두시고

15 [15]여호와하나님이그사람을이끌어에덴동산에두사그것을다스

리며지키게하시고

13:10 [10]이에롯이눈을들어요단들을바라본즉소알까지온땅에물

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

의동산같고애굽땅과같았더라

사51:3 [3]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

하여그광야로에덴같고그사막으로여호와의동산같게하였나니그가

운데기뻐함과즐거워함과감사함과창화하는소리가있으리라

겔28:13 [13]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

보석과황보석과금강석과황옥과홍마노와창옥과청보석과남보석과홍

옥과황금으로단장하였었음이여네가지음을받던날에너를위하여소고

와비파가예비되었었도다

31:8 [8]하나님의동산의백향목이능히그를가리지못하며잣나무가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나무도그아름다운모양과같지못하였도다

욜2:3 [3]불이그들의앞을사르며불꽃이그들의뒤를태우니그전의땅

은에덴동산같았으나그후의땅은황무한들같으니그들을피한자가없

도다

계2:7 [7]그들이용사같이달리며무사같이성을더위잡고오르며각기

자기의길로행하되그항오를어기지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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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과 같이 하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에 대한 관주로 볼 수도 있

다.사51:3 ‘여호와의동산’이있어서,국한문판과같이 ‘동산’에대한관주로볼

수도 있다. 26년판에는 ‘동산’에 관주가붙어 있다.구역에서 “ㅅ에던 동편에

동산을만샤”와같이되었다.

3.11. 창세기 4장 15절 ㅍ

[15]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않다가인을죽이는자는벌

을 ㅍ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

에게 ㅎ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

든지죽임을면케하시니라

[15]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ㅍ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ㅎ가

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

든지죽임을면케하시니라

시79:12 [12]주여우리이웃이주를훼방한그훼방을저희품에칠배나

갚으소서

한글판은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라는 문장을 배려한 관주로 보인다. 시

79:12를보건대 ‘칠배’에관주부호를붙인국한문판의고침도타당성이있다.

관주 ㅎ

비,겔9:4, 6 [4]이르시되너는예루살렘성읍중에순행하여그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

고

[6]늙은자와젊은자와처녀와어린아이와부녀를다죽이되이마에표

있는자에게는가까이말라내성소에서시작할찌니라하시매그들이성전

앞에있는 1)늙은자들로부터시작하더라

계14:9, 11 [9]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누구든지짐승과그의우상에게경배하고이마에나손에표를받으면

[11]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

배하고그이름의표를받는자는누구든지밤낮쉼을얻지못하리라하더

라

‘표’에만관주표시를한국한문의표지가더합당하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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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창세기 4장 24절 ㅏ

[24]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ㅏ칠 배

일찐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5]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ㅑ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

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셋도아들을낳고그이름을 ㅓ에

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ㅕ여호와의이름을불렀더라

[24]ㅏ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

일찐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5]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

6]ㅑ셋도 아들을 낳고그 이름을 ㅓ에

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ㅕ여호와의이름을불렀더라

ㅏ창4:15 [15]여호와께서그에게이르시되그렇지않다가인을죽이는자

는벌을 ㅍ칠배나받으리라하시고가인에게 ㅎ표를주사만나는누구에게

든지죽임을면케하시니라

국한문판의 표지가 적합하다. 한글판에서는 문장 단위로 관주를 붙인 것이

고, (ㅏ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찐대) 국한문판에서는 이를 ‘칠 배’로 국한

시켰다.일반적으로더구체적인관주가쉽고,문장단위의관주는틀렸다할수

는없으나,범위가넓어서생각을좀더해보아야이해할수있다.

ㅑ 대상1:1 [1]아담, 셋, 에노스,

눅3:38 [38]그이상은에노스요그이상은셋이요그이상은아담이요그

이상은하나님이시니라

26절의 ‘셋’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 관주를 25절의 ‘셋’으로 옮긴 까닭은 모르

겠다. ‘셋’이같기때문에생긴교정오류일수도있을것같다.이관주는이렇게

하든지저렇게하든지,문제는없는곳이다.

ㅕ시116:17 [17]내가주께감사제를드리고여호와의이름을부르리이다

습3:9 [9]그때에내가열방의입술을깨끗케하여그들로다나여호와의

이름을부르며일심으로섬기게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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슥13:9 [9]내가그삼분지일을불가운데던져은같이연단하며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

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

라하리라

‘여호와의이름(한글판)’보다는 ‘이름’이더구체적이지만,꼭이렇게고칠까

닭은없을듯하다.스가랴에서는 ‘내이름’이라고만나와서그랬을까?

3.13. 창세기 5장 1절 ㅗ

[1]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

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ㅗ형상대로지으시되

[1]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

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ㅗ하나님의형상대로지으시되

보,창1:26,27 [26]하나님이가라사대우리의형상을따라우리의모양대

로우리가사람을만들고그로바다의고기와공중의새와육축과온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

나님의형상대로사람을창조하시되남자와여자를창조하시고

어떻든전체적으로구체적인용어쪽으로관주체제를손질을하였다.이곳

도 ‘모양’이 ‘하나님의모양’보다훨씬더구체적이다. 26절에는 ‘우리의모양’이

라 하여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구절은 없다. 그러므로 관주를 ‘모양’으로만

구체화시킨것으로보인다.

국한문성경의 관주에만 엡4:24와 골30이 나오는데, 이는 한글판과 26년판에

는없던관주이다.

엡4:24 [24]하나님을 따라 의와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

람을입으라

골3:10 [10]새 사람을 입었으니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새롭게하심을받는자니라

이를 보면 ‘골30’은 ‘골3:10’의 오기로 보인다. 엡4:24는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는관주이다.잘못들어간곳으로보인다.개정판때에는빼야할것이다.



성경원문연구 제4호98

4. ‘개역개정판’ 관주를 위한 단기적 작업

4.1. 개역 관주의 오류 교정

현재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되고 있는 관주 성경은 그 근간이 貫珠聖經全

書改譯簡易國漢文한글판 (H073MS)의 관주와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

(H073)의 관주이다. 이 한글 관주의 뿌리는 1926년의 선한문관주성경전서

(또는 구역)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주의 주가 완전히 26년판의 관주와

일치하였다.이것이구역의관주로,개역의관주로이어진다.어쩌다달리된곳

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구역의 교정 오류이거나, 개역한글판(1961) 관주의

교정 오류였다. 앞에서 논의한 12건의 오류가 모두 1926년판에서는 제대로 되

어있던것이구역에서와개역한글판에서교정이잘못된곳이다.이가운데 2건

은구역에서도잘못되어있었고, 26년판관주는 12건이모두바로되어있었다.

이외에도이와유사한성격의오류가있을것이다.따라서,현재의관주의오

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차로 26년판 선한문 관주와 현 한글판 관주

성경을대조해보아야추가오류를발견할수있다고판단된다.이대조작업을

통해서차이가발견이되면,그자료들은따로검토를한다음에어떤쪽이잘못

된것인지를확인해야한다. (이전의오류를바로잡은것일수도있다.)

내용의검토는,차이를보이는곳가운데, 26년의오류를혹개선한부분이있

는지,아니면 교정오류로서 26년판의내용대로 고쳐야하는지, 판단하는것이

다. (이미발견된곳외에는거의오류가없을수도있다.그러나오류가추가로

발견될가능성은충분하다.)이정도의교정작업은현단계에서반드시거쳐야

하는최소한의작업이다.

4.2. 관주 위치의 오류 교정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역에서 개역한글판으로 올 때에 번역이 바뀐 곳의 관

주가문제가있을수있었다. 26년판또는구역의관주를가지고현재의관주와

관주 기호의 위치를 비교하여,한 절 안에서 어순이 바뀐 개정이있는지, 그 경

우에관주에영향을미치는곳인지를찾아야한다.앞에서검토한대로이러한

곳은앞뒤관주순서를내용에맞게재조정하여야한다.개역의관주작업자들

이이러한문제를소홀히한것으로판단된다.이러한오류는개역한글판의관

주를개역개정판으로옮길때도일어날수있는오류이다.세심한주의와관찰

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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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주성경전서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의관주와 관주성경

전서개역한글판 의 관주

이 둘 사이에는 본문에관주가 붙는 자리에 큰차이가 있다. 검토해 본결과,

26년의관주를가지고구역의관주와현재의 관주개역한글판 을만들었으며,

관주개역한글판 을가지고다시검토수정하여현재의 관주성경전서개역간

이국한문한글판 (H073MS)의관주를만들었다.

국한문판 에서달라진곳은관주의내용이아니라,본문에관주기호가붙는

자리이다.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에 이전의 구역 으로부터 관주개역한

글판 은 문장 단위로 관주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문장 단위와 낱말 단위의 관

주가섞여있음으로써,문장단위의관주는오해가될가능성이있었다.그래서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 의 관주에서는 주로 문장 또는 상반절이나 하반절 단

위의 관주를 그 속의 핵심 어절 단위로, 관주 기호를 붙이는 자리를 바꾸었다.

그러나그수정이적합하지않은것이있었다.

이제 관주 체제를 검토한다면, 두 종류의 세로쓰기 관주를 대조하여 차이를

보이는부분들을검토하되,나중에개정된관주인 관주성경전서간이국한문한

글판 의관주를기준으로하여,두관주사이에발견되는문제점들을검토하여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실제로 국한문관주 성경

보다는한글판관주성경이훨씬더많이사용되어온한국교회의현실을중시

해서, (구역으로부터내려온그대로의)개역한글판관주를기준으로작업을하

는것이다.이경우에는국한문판에서변경된곳은본격적인연구검토를통해

서다음세대의관주에반영해야할것이다.

5. 장기적인 관주 개정 작업

개역한글판을 개정하듯 관주의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이 개정은 앞에서 검

토한 바와 같은 오기를 찾아내는 교정과, 국한문판의 작업을 보완하는 검토뿐

만아니라, 개역개정판 에올리게될관주를이단계에서전체적으로한번검

토하는 일이다. 이 작업은 단순히 개역한글판의 관주를 개역개정판의 본문에

옮기는정도의작업이아니라,그동안한국교회에서써오던관주자체를전반

적으로연구하여재검토하는일이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될 때부터 몇 번 개정되어 개역개정판 이 되기까지



성경원문연구 제4호100

수십년동안영어권이나독일어권등에서여러종류의서로다른관주성경이

나왔다. (해설관주성경의관주는독일어권에서나온또다른관주의한예이다.)

개역의관주는 1926년에완성된것으로,그동안거의한번도본격적으로검토

된적이없다. 64년판관주성경은관주를붙이는자리에대한보정의성격으로

서,관주자체의내용을검토한것은아니다.이제새로운작업은개역개정판의

관주를위한검토가아니라,근본적으로새로운관주체계를세울수도있다는

열린 자세로, 이제까지 사용하여 온 관주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장기적 작업

이될것이다.이것은성서학자들이검토자가되는것을전제로하는본격적인

관주작업을뜻한다.

이를위하여현재의관주의내용을분석하고,현관주의원자료와성격등을

밝힌다.현재의관주에서출발하되,경우에따라서는꼭필요한곳을첨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곳을 삭제하여, 전면적으로 관주에 대하여 연구와

검토와개정작업을한다.

6. 맺음말

이 글은 한글 관주의 바탕인 영어 개역 관주 성경 (옥스퍼드대학교와 캠브

리지대학교 출판부)을 직접 비교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영

어개역관주성경 을구하는대로다시한번살펴보려고한다.그러나오히려

그렇기때문에주변의다른관주성경들을비교해서살펴볼수있었다.역본들

마다관주가조금씩달랐다.관점과필요에따라서다른관주체계가생길수있

을것이다.특별히이러한점에서,우리의관주는어떠한지연구해야할필요가

있다.

개역의관주에약간의문제가있음을확인한것은성과이다.이성과를바탕

으로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주 개역개정판 에서 개역한

글판 의관주오류를바로잡을수있게되었다.다행스러운일이다.

오류를찾아내는것도중요하지만,그보다는근본적으로현재의개역성경의

관주에대하여본격적으로연구를하는것이더중요한일이아닌가하는생각

이 든다. 현재의 관주의내용과 성격을 밝히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살펴 볼 필

요가있다고생각한다.좋은연구가나오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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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신약전서 : 세 번역 고찰

김태룡*

1. 글의 첫머리에

우리 겨레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기에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이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로 보면, 천주교회가 백 년이나

앞섰지만,성경번역의역사로는개신교쪽이도리어백년이나훨씬앞섰던것

이사실이다. (양쪽 ‘번역사’에대해서는따로독자의공부에맡긴다.)이글에서

는 ‘성경’전체가아니라 ‘신약’만을다루기로한다.

천주교회와개신교회의성경번역에임하는정신과방법상의자세가뚜렷이

달랐다.개신교 쪽에서는성경본문만을 충실히번역하는데 힘썼는데,천주교

쪽에서는 본문 못지 않게 교리에 따르는 해설을 붙이는 번역에 역점을 기울였

다.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주교회의성서위원회인준’이공인역의 필수요건

인반면,개신교회는각교파가집결한성서공회주관의번역을공인역으로한

다. 그러므로 대한성서공회는 번역의 기본을 ‘본문만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

이그본분이라’고거듭천명하여왔다.

1968년 1월 신․구교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성서를 번역하

게되었다. 이것은 20세기후반기에있어서 기독교인뿐아니라, 인류전체에게

깊은의미를지닌큰일이다.

그뒤,양쪽계열의번역이많이일어났고,공동번역의당사자인천주교쪽에

서나 개신교 쪽에서도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이 들끓어 일어나, 천주교 쪽에서

는 ‘200주년성서’번역을시작하게되었고,개신교쪽에서는 ‘표준번역이될만

한새번역’을시작하게되었다.

또다루어야할것은 개역개정판 의출현이다. 한국교계에서 반세기


* 1949-1961년,대한성서공회출판실무담당자, 성경전서개역한글판 원고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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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의대부분신자가애독하여온 개역 성서를그번역체재는고수하고,

원전의뜻을어긋낸낱말,표현이알맞지못한부분,우리말어법에거스르는것

들만을 바로잡기에 손을 댄다는 취지로 이룩한 큰 작업이었으니 그 공력을 기

려마땅하다.이 개역개정판 은현대의한국교계를이끌고있는기성인층이

고정관념․의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새로운이해력을가꾸어나가지않으면,

우물안개구리생각이존속되고잔존하는한,상당한기간중용될것도뻔한노

릇이다.

필자는우리겨레,우리말성서를읽는교우들에게자기가지금껏읽는번역

본만이 완전하고, 여타 역본을 배격하려 드는 옹졸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권

하는생각에서이논제를잡았다.성서번역에힘쓰신분들의공력을높이평가

하는바이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언은 언제든

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로부터오는말씀을받아서한것입니다.”(벧후 1:20-21, 표준새번역 )

한말씀을그대로믿기때문이다.

이글의표제로잡은세역본신약은①천주교쪽 천주교 200주년신약성서 ,

②개신교쪽 표준새번역 ,③ 개역개정판 을두고한것인데,오늘날퍼져있

는 우리말 신약들 가운데서 대표적이라 꼽는 것이 엉뚱한 편견은 아니라 판단

하였기때문이다.

2. 세 신약 번역의 특성 개관

2.1. 200주년 신약성서

‘공동번역’을 공인역으로 받아들인 천주교회는, 교회 창립 200주년이 되는

1984년에대어기념신약을독자적으로번역하기로하였다.곧 ‘공동번역’은전

례용으로 하고, 학습용으로는 새로운 번역을 기획하고 힘을 기울인 열매가

1991년 3월 25일자보급판초판이다.그실물을놓고살펴보자.

200주년역의보급판속표지 : 한국천주교회창립 200주년기념신약성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성서위원회인준-

2.1.1. 천주교 쪽의 최신역 신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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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가장가까운번역이다.

2.1.2. 번역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글

(1) 머리말 인용

1974년 뜻있는가톨릭 성서학자들의동참에힘입어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위원회’를구성하고곧번역작업에착수했습니다. 10년계획으로 1984

년한국천주교회 200주년에맞추어출간할예정이었으나제반사정이여

의치 못하여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보급판을 먼저 펴내게 되었습니다. 낱

권으로발행되는주석판이완간되기까지는좀더시일이걸릴것같습니다.

보급판이라 한 것은, 거의 직역에 가까운 주석판의 역문들을 다소 윤문하

여 일반 신자들이 읽기 쉽게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주해는 주석판

에 수록되었으므로 여기에는 참조 구절과 간단한 각주만 곁들였습니다.

(줄임) -분도출판사-

(2) 200주년 신약성서 의 탄생을 반기며

-한국주교회의성서위원회위원장이병호-

“주교들은 ‘사도적 가르침을위탁받은 이들로서’ 자기들에게위탁된 신

자들이 필요한 주해가 충분히 달려 있는 성서 번역을 통해서 교회의 자녀

들이 신약성서, 그 중에서도 복음성서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교회의자녀들이안전하고도효과적으로성서와친밀해지고그정신에젖

도록해야한다.” (계시헌장 25항)

근래에 와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성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그에대한연구가대단한세력으로확산되고있음은무엇보다도반가운일

입니다.하느님의말씀은 ‘교회에대해서는지탱과힘이되고,교회의자녀

들에게는신앙의힘,마음의양식,영신생활의깨끗하고마르지않는샘이

되는힘과능력을간직하고있기(동 21항)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대한 신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연구 분위기에 걸맞은 성

서번역본특히지난제 2차바티칸공의회가그토록강조하고있는바 ‘필

요한주해가충분히달린’우리말성서가없었다는것은아쉬움을넘어부

끄럽기까지한일이아닐수없었습니다.

이제주로몇분의뜻있는학자들의노력으로우리의간절한소망이이

루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큰 다행이며 한국교회 전체에 더없이 반가운 일

입니다.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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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활동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에서는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성서’ 번역을 시작하

여 1977년 2월에첫권 호세아․미카 가그작업의선을보였다.

김수환추기경은그머리말에서이성서의용도를학문용으로규정하였다.

(줄임) 마침내 우리 교회가 이제 정예한 지성의 신학자들을 배출하였고

이들에의해성서번역사업의앞날에보다밝아질것으로기대된다.그리고

성서의번역은한세대가지날때마다새로이번역될필요도있으니,세대

가 거듭할수록 성서신학이 더욱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은 바로

하느님말씀의농사가풍성해지는것을의미한다.

근대의성서번역사업은전례용을위하여가톨릭과개신교가공동으로

추진하여왔다. (줄임)신구교가공동으로성서를번역하고사용하는일은

기독교일치운동에따른아름다운결실로서계속높이평가되어야한다.

한편 이번에 가톨릭 교회의 성서학자들에 의해 새로이 번역 출간되는

200주년 성경은 학문용으로서, 풍부한 각주를 곁들인 일종의 주해서이다.

(줄임) -리진호지음 한국성서백년사 I. 280쪽에서재인용.

위의 (1)(2)(3)은 200주년 신약성서 가 천주교 성서 번역의 기본 주안점 곧

주해 성서에 충실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해는 본문의 분량보다 훨씬 많이

자세하게기록되었다.

또한 입문서 에는성서저자의경력․주관․전체의요약을상세하게썼다.

2.1.3. 번역 대본을 밝힘.

그리스어 성서 제 3판(1975) The Greek New Testament(Published by the

United Bible Societies)을 사용하였다. 공동번역성서 보다 더 최신의 원전을

썼다.

2.1.4. 번역자를 밝힘.

김병학김영남김윤주민병섭박상래

박영식범선배서인석신교선이영현

이홍기임세바스티안장엘마로정양모

정태철진토마스

(이분들은서강대․가톨릭대․대건신대․지도신부가본직인성서학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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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우리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남

우리말은고유의순우리말과한자어가뒤섞이어이루어진다.그말을활용하

는법이뚜렷하여,높임․낮춤의구별,공손한말․막말,어려운말․쉬운말따

위 대응에 합당한 말을 가려 써야 뜻을 이루기에 다다르는 까다로움이 뒤따른

다.낱말과구절을잘조정해야만매끈한말이되는특성을지니고,부드러운정

서를일으키는,우리말어법의묘미를잘살려놓았다.

2.1.6. 예수의 대화에 ‘하오체’는 정말 혁명적임.

우리말 신약이 110년을 내려오면서 어느 역본이나 한결같이 예수의 말씀은

대화상대자에게 ‘해라체’말을써왔다.그것을 200주년신약성서 에서 ‘하오

체’로정립한것은 과단성있는혁명적 처사이다. ( 공동번역신약 초판(1971)

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오체’가 그 개정판(1977)에 다시 ‘해라체’로 되돌

아선 일이 있지만) 예수의 인권 존중 사상보다 뉘 있어 그분을 앞서겠는가? 그

러한 예수의 인격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을 낮춤말로 대했을 리가 없다. 반드시

‘하오․ 하시오․ 보오․ 보시오․ 갑시다’ 하고 말끝을 맺으셔야 우리말다운

것이아닌가?

신앙문화로언어문화를물리치려는인위적조작은옳지못하다.언어문화에

융합되어순리로운어법으로다듬어져야원문의뜻이전달됨을믿는다.

말이살아야현장감이우러나고,생동감이솟아나감동에젖게됨을믿어,이

번역의우리말처리를높이평가하는바이다.

2.2. 표준새번역 신약전서

이번역의특성을우선적으로손꼽을조건의하나는일상생활에서대화하는

말,구어체로된점이다.

신약원문이그리스말가운데서도가장쉬운말,누구나이해할수있는코이

네, 보통 말로 쓰게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보게 된다.서로가 대화로 정을

주고받는 ‘말체’로 옮겨진 이 번역은 우리말다운 점에 힘쓴 큰 열매라고 높이

평가할일이다.

그런데예수의말씀을낮춤말투로한점에대하여,필자는잠잠히넘어갈수

없어감히공분을터뜨린다.예수님이제자들에게나민중에게나공손히인격적

으로 대하셨을 것이 분명한 일인데, 예수님을 어찌 대화법을 그르치는 분으로

만드는가? 상대방을낮잡아얕보는말투를써야만그분의신격에있어,권위와

위엄이드높여지고경전으로서의경건미가발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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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새번역신약 에서겪은교계의견제,소아병적단견의세에밀려뒤

집어 쓴 굴레를 이 번역에서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

러운 일이다. 전통․권위를 고수하는 미명에 얽매이어, 우리말 어법에 거스르

는처사는결코슬기로운일이아니다.빗나간충성심이저지르는폐단이민족

적총력을기울인역자의공력에먹칠한꼴이되었으니말이다.

2.2.1. 번역의 배경, 완료

먼저그 ‘머리말’을살펴본다.(1993년 1월 30일초판)

“1983년 10월에 번역을 시작하여 1992년 성탄절 전야에 끝마무리를 하

기까지…(줄임)

현재 한국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은 출간된 후, 오

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까닭으로 1980

년대에들어서면서한국교계의많은목회자들과신도들로부터,앞으로교

회에서 개역 성경의 뒤를 이어 사용할 새번역 성경을 준비해 달라는 요

구가강력하게제기되어,대한성서공회에서 표준새번역 성경번역을계

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의 수정이나 교정이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하되, 개역 성경의 보수적인 정신과 한국

교회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정하였

다.

첫째,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 10대와 20대,그리

고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현대어로 번역한

다. 이것은 표준새번역 에 사용될 언어의 성격과 수준을 규정한 것이다.

표준새번역 성경을 보통말, 곧 현재 우리 사회 대다수의 언어인구가 널

리쓰고있는표준말로번역한다는것이다.

둘째,언어의뜻을분명하게파악한다음에,그것을우리의어법에맞게

표현한다.이것은번역원칙을요약한것으로서,번역본문에서번역어투를

없애고,우리말관용구를활용하여원문이뜻하는바를우리말로분명하고

정확하게번역하며,더나아가서우리말을쓰는신도들이나독자들이쉽게

성경을읽을수있도록번역한다는것이다.원문을읽는독자의이해와번

역문을읽는독자의이해가같도록한다는의지가여기에들어있다.

셋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이

되도록한다.이것은번역성경의용도를밝힌것이다.그래서 개역 을바

탕으로교회에서이미널리쓰이는용어들은 표준새번역 에서그대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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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였다.(줄임)또성경의품위를손상시키는유행어나저속한표현은쓰

지않았다. (줄임)

번역대본으로는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출판한 그리스어신약 (제

3판-1983)을사용하였다. (줄임)

2.2.2. 번역에 참여한 분들

번역위원

김창락교수 (한신대)

박형용교수 (합동신학원)

서중석교수 (연세대)

문장위원

김연수 (여성시인)

김정은 (숙명여대,박사과정)

나채운 (장신대교수)

도한호 (침례교신대교수)

박창해 (전연세대교수)

전무용 (대한성서공회번역실)

정길남 (서울교육대교수)

전혜영 (이화여대교수)

대한성서공회는 이 작업을 마치고, 교계에 완료 보고서를 성의와 친절을 다

하였다. 곧 소책자 표준새번역 성경전서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 를 펴 내었

다.그내용은 8개항목을들고있다.

1.성경을왜다시번역하였는가?

2.번역자는어떻게선정되었고무슨훈련을받았는가?

3.번역의원본은?

4.번역의지침은?

5.편집의특징은?

6. 개역 성경의어려운표현이 표준새번역 에서는어떻게번역되었는가?

7.여호와를 ‘주’라고하였는데그까닭은?

8.감수위원과자문위원의역할은?

감수위원

서병주 (전대한감리회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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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세 (고신대학원장)

이상근 (예장통합중경회장)

이성헌 (대구서문교회목사)

정진경 (전신촌성결교회목사)

위의명단들은리진호지음 한국성서백년사 35, 36에서옮김.

2.2.3. 교계의 시비

한국개신교계풍토를생각할때,이 표준새번역 은논란의대상이아닐수

없다.내용의여하를살피기전에우선거부하는자세로대하기때문이다.우리

말번역이새로나올때마다거부하는역사가흘러내려왔다. 1938년 구역 에

서 개역 으로 새로워질때, 새번역 이 나왔을때와 공동번역 이 나왔을때,

지도층에서 배격한 고정관념이 오늘날에도 그 흐름의 틀을 바꾸지 못하고 있

다.

표준새번역 에대하여기독교대한성결교회,예장통합,감리교회,기독교장

로회,예장 고신등에서는수용하기로 하였으나,개체교회의 지도층에서달갑

게받아들이지않고,신도들에게권하여깨쳐주기에마음쓰지않았다.

표준새번역 에대한평론을살펴본다.

◎박창환목사 - ‘표준새번역에대하는마음가짐’ (성서한국 1993. 6.)

◎이상훈교수 - ‘표준새번역성경을읽고’ (성서한국 1993. 6.)

◎ 이현주목사 - ‘표준새번역에대한 시비는정당한가’ (새누리신문 1993. 7.

3.)

◎나채운교수 - ‘표준새번역에대한이해’ (기독교사상 1993. 10.)

◎리진호장로 - ‘성경전서표준새번역출판을환영하며’ (주간기독교 1993.

3. 7)

한편, 1993년 3월 16일 예장(합동) 총회 회의실에서 표준새번역 에 대한 공

청회가 열렸고, 4월 22일에는예장(합동) 노회장, 총회 임원, 증경 총회장,학부

원 연속회의에서 ‘ 표준새번역 성경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정출간을 위한 법

적조치를취한다’고하였다. -리진호지음한국성서백년사 I. 230쪽이하-

이에대하여대한성서공회에서는그지적된사항에 18항목으로자세히성실

한 해명서를 공표하였다. (문제 제기한 쪽의 반응을 듣지 못하였다. 필자의 과

문의소치일까?)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 성서공회에서는 표준새번역 의 개정을 공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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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1월 13일에개정위원회활동을시작하였다.

오로지 개신교 신학자․목회자․어학자의 협력으로 공들여 번역하고 다듬

고,교계중진의감수위원회를거쳐신중하게역사적금자탑으로출간한지 9개

월만에,그번역의참여자는제외하고새로선출된위원, 16개교단에서참여한

위원으로되었다.

이제 다시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갈 양이면, 정말 우리말답게 예수님 대화에

‘하오체’로 고쳐지기를바라는필자의 속생각을외람되이털어놓고, 빨리이루

어지기를조바심하는바이다.

2.2.4. 의역의 틀을 잡았다.

성서번역의방법에는형식합치곧원문에직결시키는직역과,내용합치곧

원문의뜻이해를중요시하고옮기는의역이있다.그러나따지고보면직역은

우리말이될수없다.낱말의개념이꼭꼭맞아떨어지는것이아니고,짜임새가

아주다르니어울릴수없고,말에서우러나는정서가매끄러울수없는일이요,

뜻이순리롭게통해질수없는노릇이다.그러니필연적으로의역하는길이있

을뿐이다.

길이막히면곁길로둘러가는것이지혜로움같이원천어개념에딱맞아떨

어지는우리말이없으면가장가까운뜻의말을찾아야하고,말의흐름에걸치

적거리는경우에는줄이기도하고,뜻을전달하기에트릿하게아쉬움이있으면

보태어채워주는조정이적절해야좋은번역이될것이다.

그러므로 원숙한 번역은 변경․감축․첨가의 조절을 요구하는 의역 방법이

필요한것이니, 우리말어법에걸맞는 융화점을찾아야한다. 원전에서도그리

스말대신에히브리말을채택한것을보면좋겠다.

‘임마누엘,메시아,아멘,할렐루야’따위가히브리말이다.

문장위원전무용님은 기독교사상 (1993.3.)에발표한 “ 표준새번역 의우

리말을다듬으면서”글에서

“… 한국교회의 전통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더이상 매끄럽게 할 수 없

는경우도있었고… (줄임)”

이렇게말하고있는데,이대목은내가느끼는 ‘해라체’에관한것이아닌지?

우리말의존비법은 날카로운어감을자아낸다. ‘해라, 하게,하시게,하오,하

시오,하십시오’들은그단계마다제자리에바로들어서야말이부드럽게흐르

게된다.이에덧붙여바라는것은예수에대한삼인칭대명사로 ‘그’라하는것

보다 ‘그분’으로씀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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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번역 대본의 차이

대본이달라서결과에엉뚱한바가있는예 -마태복음서 21:28이하의 ‘두아

들 비유’를 본다. 개역한글판 에서는 맏아들이 “가겠나이다” 하고서 가지 않

았고,둘째아들은 “싫소이다”하였다가뉘우치고…가 200주년역 과 표준새

번역 에서는정반대의내용으로되어있다. (사본의차이에서달라짐)

또 200주년역 에는 ‘주의기도’(마태 6:9이하)끝맺음에 [나라와권세와영광

이…아멘]문구가없다.

2.2.6. 좋은 점 몇 가지

(1)풍부한각주

개역개정판 의난외주보다훨씬풍부하게붙여놓은각주는본문이해에큰

도움을준다.예를들면마가 16:9-20의긴끝.

(2)적극성의지를북돋움

구하라․찾으라․두드리라→구하여라․찾아라․두드려라

(3)부드러운말을씀

개역-가난한자 →표준새번역 -가난한사람

온유한자 온유한사람

※국어사전풀이:자(者) -사람을가리켜얕잡아이르는말.

(4)문장부호에충실한점.

3. 개역개정판 신약전서

우리말세번역신약의하나로지목된이역본은그바탕이글말로쓰인문어

체로서,새모습으로개정하여교계에제공된최신간행이다.

개역한글판 을개정하기위하여 1983년부터시작한실무작업진행소식은

그동안여러차례 성서한국 에공개된바있었다.

1997년 가을치 성서한국 에 개역 개정 감수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박사(서

울신학대전충장), 서기도한호박사 (침레신학대교수)의 ‘개역성경개정작업

완료 보고 기사’가 있었고, 1998년 8월 31일자로 대한성서공회 김호용 총무는

‘ 성경전서개역개정판 을출간하였습니다’라는글을교계에띄웠다.곧

“1961년에 최종적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은

역사적으로한국교회의사랑을받아온자랑스러운성경입니다.그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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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그대로계속해서쓰기에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학교교과서와국

어사전에서쓰는한글맞춤법이변하였고,사람들이사용하는현실언어도

많이 변하였으며, 성서학 및 관련 학문들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번역을 개

정할필요가생겼습니다.그래서대한성서공회에서는가능한한현재의내

용을그대로유지하면서최소한도로꼭필요한부분만개정한다는원칙하

에개정작업을시작하였습니다.

1983년 9월부터약 10년간의작업끝에 ‘개역한글판개정원고’가완성되

었고, 1993년 8월 16일각교단에서대표로파송한성서학자․신학자․목

회자․국어학자 등으로 ‘개역한글판 개정감수위원회’가 조직되어 4년 동

안 157회의 독회와 토론을 거쳐 개정원고를 감수하였으며, 1997년 11월에

는 ‘감수용’이출간되었습니다.이렇게완성된감수용성경을 1,600여명이

상의한국교회각교단의목회자들과학자들에게보내어서의견을들었습

니다.

1998년 5월에는개정위원들과감수위원들이함께모여서한국교회로부

터들어온의견들을최종적으로수렴하여개정판에반영하였습니다.더좋

은 번역을 만들려는 열성을 가지고 작업한 결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는많은곳을개정하게되었지만,시대와언어의변화를감안하여꼭고쳐

야 할 부분만을 개정함으로써 개역한글판 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

며,개역의문체를그대로유지하였습니다.(줄임)

위의 글로써 개역개정판 의 성격과 그 배경은 충분히 밝혀졌다. 우리말을

성경언어로서합당하게다듬어놓은역사적으로자랑스러운번역임을자임하

였다.

3.1. 한자어 숭상의 번역

우리말은 겨레 고유의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아우러지는 바탕을 지니고 있

다. 국어사전을 펼쳐 보면, 기본말 수의 70% 이상이 한자어 임을 알 수 있다.

개역 성경 번역은 한자어를 숭상하는 풍토에서 이루어졌다. ‘아버지․어머

니’보다는 ‘부친․모친’이존대말이요, ‘아들’보다는 ‘자제’라불리어야흐뭇해

하는것들이다.

3.2. 언문일치의 번역

우리말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수정역 과 유성준의 국한문신약 말고는 일

상생활의대화에서쓰는말과글로적은말이일치하게하는문어체로번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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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뜻글자인 한자가지닌강력한 조어력에눌려,한자어가 성서언어의주축

을이루게된것이순리로운추세로우리말구실을함에큰몫을하였다고본다.

60년간우리말성경으로서왕좌자리를차지하여오늘에이른문체로,이시점

에도 한국교계를 지탱하여 온 개역판이 이제 새롭게, 겨레의 지성인 신학자․

목회자․어학자의협력과한껏정성을쏟아넣은이개정판은새롭게번역된최

신역의출현에못지않게우리말신약의하나로손꼽아야한다.

아쉽게생각되는것은문장기호를쓰지않은점이다.…환난은인내를,인내

는연단을,연단은소망을이루는줄…(로마 5:3-4)와같이몇군데구두점을썼

을 뿐이니, 현대 문장 표기에 어긋나게 고집부린 것도 좋은 보수성일까? 문맥

의단락마다그대목의대지(작은제목)를붙이는친절을베풀면서이해에도움

되는 문장 기호를 쓰지 않은 것은 무슨 뜻에서일까? 매양 한 절씩 따로따로 새

줄을잡은것은잘한일이다.

4. 끝맺음 : 세 가지 신약의 번역 비교

마태복음 1:18-19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

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

혼했는데 그들이 동거하

기 전에 몸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말

미암은 것이었다. 마리

아의 남편 요셉은 의롭

고 또한 마리아의 일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으므

로 남몰래 그를 소박하

기로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

어나심은이러하다.그

의어머니마리아가요

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

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드러났다.마리

아의남편요셉은의로

운사람이므로,약혼자

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가만히파혼

하려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

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

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요셉은의로운사

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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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6:9-13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하늘에 계신 우리 아

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아

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

소서.아버지의뜻이하

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일용할 빵을 오

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

게 빚진 이들을 용서했

듯이 우리의 빚을 용서

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않게하시고,오

히려 우리를 악에서 구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

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

게하시오며,뜻이하늘

에서이루어진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

시옵고, 우리가우리에

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

하여준것같이우리죄

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

지마시고,악에서구하

시옵소서.[나라와 권세

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이옵나이다. 아

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

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

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

소서 (나라와권세와영

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

마태복음 16:21-22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이 때부터 예수께서

는당신제자들에게 (앞

일을) 밝히기 시작하셨

으니,당신은마땅히예

루살렘으로 올라가 원

로들과 대제관들과 율

사들로부터 많은 고난

그 때부터 예수께서

는,자기가반드시예루

살렘에 올라가고, 장로

들과 대제사장들과 율

법학자들에게 많은 고

난을받고 죽임을당하

고,사흘째되는날에

이 때로부터 예수 그

리스도께서 자기가 예

루살렘에 올라가 장로

들과 대제사장들과 서

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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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고 죽임을 당했다

가 사흘만에 일으켜져

야한다는것이었다.그

러자 베드로는 그분을

붙들고 나무라기 시작

하며 (하느님께서) 은

혜로우시기를 빕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닥치지 않을 것

입니다“하였다.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

작하셨다. 이에 베드로

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

로이런일이주님께일

어나서는 안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

였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

소 나타내시니 베드로

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이다

누가복음 1:3-4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저역시모든일을그

시초에서부터 더듬어

면밀히 알아보았습니

다. 그리하여, 존귀하신

데오필로님, 당신을 위

해서 순서대로 기록하

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

니다. (읽어보시고) 당

신이 이미 배우신 말씀

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납득하시기바랍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

오빌로님,나도모든것

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

례대로 엮어드리는 것

이 좋겠다고 생각하였

습니다. 이는, 이미 배

우신 일들이 확실하다

는 것을 귀하께서 아시

게하려는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

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

게 차레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1-5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맨 처음에 말씀이 계

셨다.말씀이하느님과

태초에 말씀이 계셨

다.그말씀은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

니라이말씀이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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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계셨으니 하느님

과함께계셨으니그말

씀은 하느님이셨다. 그

분은 맨 처음에 하느님

과함께계셨다.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

겨났고 생겨난 것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없다.그분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

명은 사람들의 빛이었

다. 빛이 어둠 속에 비

치고 있지만 어둠은 빛

을받아들이지않았다.

함께계셨다.그는태초

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

다. 모든 것이 그로 말

미암아 생겨났으니, 그

가없이생겨난것은하

나도없다.그의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

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빛이었다.그빛

이어둠속에서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과함께계셨으니이말

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

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

나도그가없이는된것

이없느니라그안에생

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

둠이깨닫지못하더라

요한복음 14:16-17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나는 아버지께 청하

겠습니다. 그러면 아버

지께서는 다른 협조자

를 여러분에게 붙여주

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

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

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

상은 그분을 본적도 없

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

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그것은그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

겠다. 그러면 아버지께

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

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

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도못하므로,그분을맞

아들일수가없다.그러

나너희는그분을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계시고또너희안

에계시기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

겠으니그가또다른보

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

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

심이요또너희속에계

시겠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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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러분과 함께 머

무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기때문입니다.

로마서 7:24-25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비참한인간, 그것은

바로나입니다.누가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

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하여 하느님께 감사합

니다.그러므로나자신

은 이성으로는 하느님

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

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나는비참한사람

입니다.누가이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

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

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우리주예수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

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

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

기노라

고린도전서 2:1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형제여러분,내가여

러분에게 갔을 때도 나

는 탁월한 말이나 지혜

로 여러분에게 하느님

의 신비를 전하려고 가

지는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

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

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에,훌륭한말이나지혜

로하지않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

로아니하였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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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4:16-17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그러므로 우리는 낙

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외적 인간은 썩

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

로워집니다. 사실 우리

의 일시적인 가벼운 환

난은 우리에게 영원하

고무게있는영광을비

할데없이넘치도록마

련해주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

심하지않습니다. 우리

의 겉사람은 낡아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

이 새로워갑니다. 우리

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

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

에게이룩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

심하지 아니하노니 우

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

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가잠시받는환난의경

한것이지극히크고영

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니

갈라디아서 6:9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에 싫증을 내지 않도

록 합시다. 지금 맥을

놓지 말아야 제때에 거

둘수있을것입니다.

선한일을하다가,낙

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때에거두게될것

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

르매거두리라

에베소 2:14-16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실로 그리스도는 우

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분은두편을하나로만

들고자신의몸으로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

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

드사원수된것곧중간

에막힌담을자기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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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곧 적개심을 없애셨

으며,조문들로된계명

들의 율법을 철폐하셨

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평화를 이룩하여 자신

안에서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한

몸 안에서 십자가를 통

하여 두 편을 하느님과

화해시켜, 자신 안에서

적개심을 죽이셨습니

다.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는유대사람과이방사

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

습니다.그것은이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

화를이루시고,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

시고,십자가로이둘을

한몸으로만드셔서,하

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

셨으니이는이둘로자

기안에서한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십자가로이둘을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

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

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

멸하시고

빌립보서 2:5-7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할) 생각을 서로 품으

시오.그분은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

느님과 같음을 노획물

인양 (중히) 여기지 않

으시고,도리어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시어 여느

사람모양으로드러나

여러분은 이런 태도

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

을 지니셨으나 하나님

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

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

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

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

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

고



우리말 신약전서 : 세 번역 고찰 / 김태룡 119

셨도다. 나타나셔서

히브리서 9:24-26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그리스도께서는 참

된 (성소)의 모조품에

불과한,손으로만든성

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

라하늘그자체에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지

금 우리를 위하여 하느

님 면전에 나타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

하여 그분은 대제관이

다른 피를 가지고 매년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

신자신을여러번바치

지않으십니다. (여러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세상 시초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그분은 시대의 종

말인 지금 자신의 희생

을통해죄를없애기위

하여 한번 나타나셨습

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된 성소의 모형에 지나

지 않는 것으로서, 손으

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신것이아니라,바로하

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

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십니다. 대제사장은 해

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

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

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

가없습니다.그것은,그

가그몸을여러번바치

셔야 하였다고 하면, 그

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

를 없애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 번 나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

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

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

에 나타나시고 대제사

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

는것같이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

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

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

에나타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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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22:21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이 모든 것을 증언하

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곧 오겠

다.”아멘.오소서주예

수님!주예수의은총이

모든이와함께!

이 모든 계시를 증언

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

다.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

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

거늘아멘주예수여오

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

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

을지어다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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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 의 서문, 부호와 약자,

용어 정의와 해설 번역

민영진*

차례

서문

히브리어 본문

마소라 주기

본문비평장치

지면 편집

ML의 본문과 마소라 주기

감사

부호와 약자

증거 본문 기호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부호

약자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 유형별 분류

유형별 성격규명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 알파벳 순서 목록

소마소라에 사용된 용어 해설


*대한성서공회부총무,성경원문연구소소장,구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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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라이프치히에서 히브리어 성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하 BH) 첫 판

(BH1)이나온것은 20세기가밝아오던 1906년이었다.그후한세기동안 BH의

새로운 개정 편집이 줄곧 나오기는 했으나, 본문비평학에서 확인된 것만이 첨

가되었을뿐기본적인편집골격에는아무런변화가없었다. 1913년에,역시라

이프치히에서 출판된 제2판(BH2)은, 초판을 극히 부분적으로 개정한 것에 불

과하였다. BHK혹은 BH3라고부르는제3판은 슈투트가르트에서 1929-1937년

사이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전 것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기초

본문으로, 그 때까지 사용한 야콥 벤 하임의 1524-1525 봄베르크 판을 버리고,

레닌그라드코덱스의히브리어본문으로기초본문을대치하였으며,본문비평

장치역시철저하게다시썼다.제 4판이나오기시작한것은그로부터 30년후

였다.제4판은이름부터 비블리아헤브라이카슈투트가르텐시아 라고바꾸었

다 (BHS, 1967-1977).기초본문은 BHK를따라레닌그라드코덱스의히브리어

본문을사용하였으나,사본의마소라부호와본문비평장치는전혀다른방식으

로제시하였다.

이제한세기가마감되고새로운세기가시작되는시점에서,최근의사본발

견,특히사해두루마리의발견과함께,지난수십년동안,히브리어성서의본

문전달과정에관한광범위하고철저한탐구가진행되어왔고,이러한연구와

함께본문비평의목적과한계에관한새로운이해가증대되면서, BH의새로운

편집(제5판)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기시작하였다.이새로운편집이바로 비

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 (BHQ)이다. 히브리어 성서 전권(全卷)의 출판에 앞

서, 룻기 분책(分冊)을제일먼저내놓는것을계기로삼아,이새로운편집이

그 이전의 다른 편집에 비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개략적으로나마 설

명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이 새 편집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주선하여 기획하였고, 독일성서공회가

후원하여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도 독일성서공회는 BH를 위시하여 여

러 종류의 학문용 성서를 편집해 오는 일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 온 바 있다.

BHQ의 성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배후에는 두 역사의 줄기가 있다. 하나는,

BH의편집역사이고,다른하나는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히브리어구약성서

본문프로젝트 역사이다.

BH가 새로운 판으로 거듭 날 때마다 매 발전 단계에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

이, 첫 판부터 최근 판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성격을 형성해 왔는데, 그러한 특

성은 현재의 제5판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BH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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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중형판(中型版 Handausgabe)을 계속하여 지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히브리어기초본문을 제시함에있어서도,처음부터 루돌프키텔

이명확하게밝히고결정한대로,절충본문을싣지아니하고,단일편집혹은단

일 사본의 히브리어 본문을 기초 본문으로 인쇄하였으며, 주석과 번역에 영향

을 미칠만한 중요한 이독(異讀)이나 추측하여 수정한 본문은 본문비평장치를

따로만들어서거기에제시해놓았다.처음두판에서는야곱벤하임의봄베르

크 판을 기초 본문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삼판(1937년)부터는, 파울 칼레의

주선으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러시아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

린 국공립도서관) 제2 피르코비치 콜렉션의 B19a (이하 ML) 코덱스 형 사본에

실린히브리어본문을기초본문으로인쇄하였다.칼레는 BH가히브리어본문

외에ML의소마소라주기와대마소라주기를 BH에함께편집하는일이중요하

다는사실을늘강조했다.그리하여, 3판부터소마소라주기를 BH에실리게되

었었다. 그리고, 제한된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BH의 4판인 BHS부터는

대마소라 주기를 함께 편집하였다. 또 1940년대 말부터 사해사본이 공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BHK 7쇄(刷)부터는 오토 아이스펠트의 주선으로 1QIsaa와

1QpHab에나타난이독을본문비평장치에반영시키기도하였다. BHQ가비록

기존의본문비평장치의내용을새롭게갱신하기도하고새로다듬기도하였지

만,오랫동안전해내려오는이러한원칙의골격은그대로유지하였다.

BHQ역시이전의 BH처럼반드시본문비평의전문가가아니더라도일반학

자와목회자와번역자와학생들이쉽게사용할수있도록중형판으로편집하였

다. 그러나 이 분야에 아직까지 본격비평판(editio critica maior)이 없는 만큼,

본문비평분야의전문가들을위한편집은아니라하더라도그들에게도쓸모가

있도록편집하였다.이새로운작업을시작하면서편집위원들사이에서는본격

적인비평적편집이나와야하지않겠느냐는의견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당

시로서는 그러한 대규모의 본격적 비평본의 실용성에도 의문이 없지 않았던

데다가, BH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다

만 편집위원들로서는 이 새로운 BH의 편집이 언젠가는 본격비평판의 출판을

실현시키는데있어서큰자극이될수있을것이라는희망을버리지않고있다.

이전의 여러차례의 편집이보여준전통을 따라서,이번에도 BHQ는완결편

출판에앞서낱권을먼저선보인다.그첫번째낱권으로 메길롯 에속한다섯

권의책을먼저출판한다.각낱권마다다음과같은내용을담는다.

•서론

•부호와약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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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의히브리어본문과마소라주기

•본문전달과정에서발생한다양한이독을보여주는본문비평장치

• 본문비평장치에 언급된 요소 중에서 더 확대할 내용과, 대마소라의 영어

번역과,대마소라와소마소라중에서난해한부분에대한설명등이보충

되어있는별권 주석

마지막에가서, BHQ의완결판은두권으로출판될것이다.한권은,그동안

우리가보아온것처럼,서론과부호및약자목록과히브리어본문과마소라주

기와본문비평장치가포함된것(BH의편집형태를따른단권)이고,다른한권

은본문비평과관련된해설과대마소라의영어번역이들어있는 주석 이다.

BH의 이 새 편집은, 우수한 단일 마소라 사본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한 것이

라던가,기초본문과다른여러형태의이독을증거본문과함께제시하는본문

비평장치를첨가시킨것등,편집형태는, 1937년판에서확정된편집형태를그

대로따른다.이러한구조는이미키텔이결정한 1906년판의구조를답습한것

이다. 다만 다른 것이있다면, 사용된 히브리어 기초 본문이 그때는 단일 마소

라 사본이 아니고 봄베르크 본문이었다는 점이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신약성

서본문비평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용어인) “절충본문”이라고적절하

게부르고있는그러한본문을제시하기보다는,어떤단일본문전승을반영하

는하나의사본본문을그대로제시하는것이상대적으로더가치가있다고하

는최근의논의를잘알고있다.그래서편집위원회에서는세가지이유에서전

통적인 편집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직 우리는, 한 절충 본

문을재구성할만큼,히브리어본문발달사에있어서나,다양한본문전승에관

하여서,어떤건전한판단을할수있을만큼,충분히알고있지못하다.둘째,히

브리어 성서의 절충본문을 제시하는 그런 편집은 본문 발달 과정에서 어느 특

수한한시점의본문을재구성하는길을반드시선택하기마련인데,그러한본

문재구성이목표로하는적절한본문발달단계에관한일치된의견이결여되

어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논의 중인 어느 한 주관적인 의견을 따라 히브리어

본문을 재구성하여 성서학도들이나 일반 비전문 독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것에

는 문제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절충본문은 반드시 현존하는 모든 증거 본문

사이의이독을모두제시한다음에거기에근거하여만들어져야한다는견해를

견지하고있다.그런데,그러한방대한이독의제시는단권으로출판되는현재

의편집분량으로서는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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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어 본문

1937년의 3판에서 쇄(刷)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줄곧 견지되어 왔고, BHS에

서한번더다듬어진전례에따라,이새로운편집은그기초본문으로ML의원

문을, 교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ML과 거기에 있는 마소라 주기

(註記)에관한최근의연구는, ML을기초본문으로사용하는것이,어떤점에있

어서는,결코이상(理想)적일수만은없다는결론을내린바있다 (아래에서재

론 됨). 사실,위원회에서는 다른 본문을 기초본문으로 사용할 생각까지 한적

이 있었다. 알렙포 코덱스 (이하 MA)의 본문을 사용해 볼 생각을 안한 것도 아

니었으나,무엇보다도그것이구약전서전부를포함하고있지아니한부분적인

사본이어서 결국은 그것을 기초 본문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보기에

이르렀다.뿐만 아니라히브리대학교성서 프로젝트가이사본을, 방대하고본

격적인비평본인 히브리대학성서 의기초본문으로사용하고있고,또코헨이

편집한바르일란대학교히브리어성서역시그기초본문으로MA를사용하고

있다는것등이우리위원회로하여금그사본을기초본문으로사용하지않기

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흩어진 히브

리어 구약성서의 세 부분, 곧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의 사본으로서 최초의

벤아셰르사본으로알려진사본들을 BHQ의기초본문으로사용할것을고려

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시도를 포기하고 기존의 ML을 기초 본

문으로사용하기로결정한배후에는다음과같은몇가지이유가있었다.첫째,

ML이 히브리어 구약성서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한 벌 사본으로서

가장오래된것이라는점이다.둘째,사본들사이의격차를다른사본으로메워

서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즉 알렙포 코덱스를 사용한다고 할 때, 율법서에 부

분적으로 파손된 공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고, 이것 외에도, 성문서 즉

케투빔이전부빠져있다는것도문제이다.)어떤일정한기준을충족한사본들

의상태가다단편적인것이므로결국은기워맞추기식의본문을재구성해내

야한다는문제에직면할수밖에없다.셋째,이새로운편집이전통적인방식으

로조판작업을한다고할경우,이미독일성서공회가오래전부터가지고있으

면서그동안수십차례수정을거듭하여이제거의완벽하게수정된조판원고

를가지고있는터에,그것을그대로사용하는것이더실리적이지,새로운사본

을기초본문으로다시조판작업을하게된다면,또많은시행착오를거칠것이

라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BHQ 편집을 위해 히브리어 본문을 모두 컴

퓨터에 입력하기로 결정한 마당에서, 티베리아 사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본

인 ML이 이미 전자(電子) 본문으로 입력되어 있었으므로 달리 더 다른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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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기가 어려웠다. 현재의 비평적 편집을 만드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히브

리어본문을구체적인전자형태로전환시키는복잡한절차가있었는데,그과

정에서초기에전자본문안에예상하지못한여러종류의오류가발생했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클래어몬트의 고대성서 사본센터 (the Ancient

Biblical Manuscript Center in Claremont, California, USA)에서 입수한 컬러

투명필름으로그런오류를다고칠수가있었고,그래서그것을가지고현재의

프로젝트를수행할수가있었다.이투명필름은로스앤젤레스서부셈어연구소

가구성한고대성서사본센터팀이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직접촬영한레닌그

라드사본(ML)으로만든것이다.이사진은투명성이나질에있어서기왕에찍

었던다른사진에비해월등히우수한것이다. BHS 5쇄(1997)에서도미처고치

지못한오류들을앞으로이투명필름으로더고쳐나갈수있을것이라는것은

의심의여지가없다.레닌그라드사본(ML)전자본문역시이새로운사진판에

의거하여철저히검토될것이다.히브리어성서낱권의편집자가하는것말고

도별도로학술적인공편자(共編者)들을선정하여이임무만맡게할것이다.

BHS의경우와마찬가지로, BHQ의경우에도ML본문을기초본문으로사용

하였다.사본자체의오류도기초본문에그대로재생하였다.다만오류가분명

하여,티베리아계통의다른사본에의거하여교정한경우에는,그교정내용은

기초 본문에싣지 않고 해당본문비평장치에 실었다. 이밖에도, ML의 새 사진

판에도 곳에 따라 사본에 파손된 곳이 있어서 읽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일반

적으로모음부호나억양부호이지만),그런경우에는편집자들이본문을재구

성하여기초본문에반영시키기고,문제가되는곳에서ML사본의상태가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처럼 본문을 회복하는 근거로서 어떤 티베리아 계통의 증거

사본을사용하였는지,그교정배경을해당본문비평장치에서밝힌다는원칙을

세웠다. ML사본이 최초의 필사자의 기록과 그 이후의 교정자가 잘못 고친 것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교정자가 잘못 고친 것이라는 것은, 사본에

서 흐리게 지워진 부분을 다른 사람이 진하게 잉크로 덮어쓰는 과정에서 잘못

쓴경우를말한다 [여기에관해서는아래에서더언급됨]).이런여러경우에편

집자는 사본의 타당한 읽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된 읽기를 기초 본문에 넣

고,그관련자료는본문비평장치에싣는원칙을취하였다.

편집양식에있어서 BHQ는그이전까지나왔던 BH의전통을그대로따라서

ML의페이지레이아웃을사본에있는그대로재생시키는방법은피하였다. BH

에서는편집자는산문이라고판단되는본문은단일난으로편집하고,시문이라

고판단되는본문은시형태로행을나누어편집하였다.그러나지금까지의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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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문에서 행을 나누는 기준은 늘 바뀌어 왔다. 산문 본문 안에 시문이 들어

있는 경우, ML은전통적인 페이지 레이아웃편집 방법에 따라,시문을 시 형식

으로 행을 나누어 기록하였는데, BHQ는 이 경우에 ML의 시 형태 기록 방법을

그대로따르는원칙을지켰다.그밖의경우에는,현재의편집은시문을시형태

로행을나눌때마소라억양을따라행을구분하였다.시문의행구분은언제나

첫분리억양에따라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나,상이한구문구분이분

리억양에표현된것에비해더바람직한독법으로판정된것일경우에는예외

로하였다.그런경우에는더바람직한그독법에따라행구분을하였다.행구

분이두줄로혹은석줄로구분되는경우는억양부호들사이에서등급별우선

순위에따라그렇게하였다.때로는한행의줄이길어서쪽의끝을넘어가는경

우가있는가하면,동의적평행법 (parallelimus membrorum)을살려서행구분을

할수없는경우에는두줄혹은석줄로행구분을해야하는경우도있었다.마

소라사본과 관련된다른특수현상들 (곧확대되어쓰여진글자, 어깨위의첨

자,독본부분의각종부호들,반전된눈[inverted nunim])은 ML에나타나있는

그대로 재현시켰다. 이것은 1937년이래 BH의 전통이다. 그러나 서투모트

(sətumôt)와퍼툭호트(pətuḥôt)는빈행에표시하지않고, 와 를삽입하는형

식을취하였다.이것은 BH출판의초창기부터지켜온전통이다.

마소라 주기

BH 3판서언에서칼레는ML본문에마소라주기가첨가될때비로소완전해

진다(Vollständig wird dieser Text erst durch die ihm beigegebene

Masora”(p.viii)고 지적하면서 BH에다가 ML의 전체 마소라 주기를 출판해야

할목적에관하여언급한바있다.그결과,마침내, 1937년판에서소마소라주

기를제시하기에이르렀다. BHS는칼레가의도했던대로소마소리와대마소라

주기를둘다출판할의도를가지고있었다. BHS를위해서바일이별도로편집

출판한 ML의 마소라 주기는 ML의 마소라 주기를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펴

낸것이아니라,철저하게고치고다듬어서출판한것이다.그러나이것과는달

리, BHQ의편집위원회에서는ML의소마소라와대마소라를둘다사본에있는

그대로재생시키기로결정하였다.사실,마소라주기라고하는것은,현재 BHQ

의 기초 본문을 구성하는 ML 본문의 일부인데다가, 또 그것을 재생시키는 경

우,사본에 있는그대로완전하게 재생시키는것을원칙으로 정하였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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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소라주기를다른형태로제시한다는것은위원회로서는모순을범하는것이

다. ML의 대마소라와 소마소라 자체가 결함을 지니고 있고, 더욱이 마소라 전

통에포함되어있는모든자료를다제시하지못한다고하는것은사실이다.그

러나이러한 사실을알고서하는 편집이었던만큼,편집자들은, 완전한마소라

주기를다포함한편집을하려할경우다른사본에있는마소라주기를모두수

집해야한다는것과,한권으로편집되어나오는현재와같은분량으로서는그

러한자료를다담을수도없다는이두가지사실을인정하지않을수없었다.

그리하여, ML의마소라주기가사본의본문과일치하지않는경우에도이것

을교정하려하지아니하였다.이것은그대로 BHK와특히 BHS가지켜온원칙

을그대로따르는것이다.그런경우에는문제가되는독법은 BHQ의별권 주

석 에서설명을하였다.소마소라에사용된일반적인약자해설은본편집의서

론에포함시켜독자들이쉽게활용할수있게하였다.난해하여적절하게번역

할 수 없는 소마소라의 주기는, 대마소라의 모든 주기와 함께, 별 권 주석 에

번역해놓았다.번역을해놓아도쉽게이해할수없을만큼너무나도많은함축

적정보를지닌마소라주기역시 주석 에서다루었다.

ML의소마소라 주기중에는 짝이 없는것들도 있다.예를 들면, 본문안에는

소마소라 주기가 있음을 알리는 부호 동그라미가 낱말 위에 표시되어 있으나,

난 외 여백에 거기에 해당하는 주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난

외에소마소라의주기는있으나본문안에그주기와관련된낱말이나구를알

리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해당 페이지의

본문과는아무런관련이없는대마소라주기가그페이지에적혀있는것도있

다. BHQ는이러한사정을가능한한확실하게제시하려고하였다.그래서해당

주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본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본문안에다가 동그라미를삽입해넣었다. 그리하여,그러한주기는 가장가능

성이있는가까운지시대상과관련시켜나타나게하였다.그러나그지시대상

에대한그릇된확신은전달되지않게하였다.동일페이지혹은인접페이지의

본문 문제와는 도저히 연관시킬 수 없는 대마소라의 주기들은, 사본에서 주기

가지닌편집상의위치와그특징을고려하여,그주기들이나타나는해당페이

지의첫단어와연관시켰다.

본문비평장치

일찍부터 BH는 본문비평장치라는 것을 고안해서, 문제가 있는 본문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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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깡그리다다루지아니하고,번역과주석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에한

하여,선택적으로취급한바가있는데,이런전통은이번 BHQ에서도그대로계

승되었다.그러나,본문비평장치의내용과그제시방법에있어서 BHQ는이전

의 어떤 BH와도 같지 아니한 독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본

문비평장치가제 2의역사에의해가장두드러지게모습을가지게되었다는점

이다. BHQ의본문비평장치는제 2의역사인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의 후계자라고

할수있다. HOTTP가시작된것은 1969년이었다.위원회는히브리어성서학자

여섯 명(도미니크 바르텔레미, 알렉산더 훌스트, 노버트 로핑크, 맥하디, 한스

피터 뤼거, 제임스 샌더즈)으로 구성되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유진 나이

다가위원장직을 맡았다.위원회는 11년동안 매년연례적으로 만나서,본문비

평상의문제를지닌약 5,000여개의항목을다루었다. 5천여개의항목은,존톰

슨이 영어개역표준판 (RSV) , 새영어성서(NEB) , 예루살렘성서(JB) , 루

터역개정판 등을비교하여,추려낸것이다.중간보고서가나온것이 1973년부

터 1980년이었다.당시위원회서기였던아드리안셴커가그중간보고서를다

섯 권으로편집하여 서문과 중간보고서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지금은 최종 보고서 일부가 출판되었다. 프리벅의 도미

니크바르텔레미가책임편집자가되어,현재까지 3권으로출판한 구약본문비

평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이바로그것이다.최종보고서는아

직두권이더출판될예정이다.

이히브리어구약성서본문프로젝트위원회는본문비평의과제에독특한접

근을 고안하여 시도하였다. 말하자면, 이 위원회가, 구체적인 본문비평상의 문

제와 본문의 문학적 발달사를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외적증거에의존하는본문비평의고유영역과순수하게내적증거에입각하여

수행하는,다른 학문적방법으로접근하여야 하는,본문연구의 다른영역과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정교한 방법을 고안하여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계성서공회연합회는 BHQ를편집함에있어서,바로이러한접근을본문비평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HOTTP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학자들

중에서 일곱 사람을 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그들이 1990년 8월에

스위스랜드의프리벅대학에모여서위원회를조직하였다.일곱위원으로구성

된편집위원회에서프리벅대학의아드리안셴커가위원장이되었다.세계성서

공회연합회의관례에따라,편집위원회의구성뿐만아니라실제집필자곧 29

명의프로젝트실무팀을구성함에있어서도국제적으로,그리고초교파적으로

하였다.편집위원회는, 위원회자체의작업과 구약각권의 본문비평장치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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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작업 내용과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시켰던 견본 페이지에 대한 반응에

입각하여, BHQ의개념,특히본문비평장치의개념을정교하게다듬을수있었

다. 이처럼 정립된 개념은 본문비평장치 집필 규정 (Guidelines for the

Contributors)과계속적으로첨가된보충규정에잘나타나있다.

BHQ본문비평장치의기능은,본문전달과관련된증거들을제시하고,그증

거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해당 본문들은 고대

의 증거 본문들을 철저하게 대조하여 조사한 것에 근거하여 선별된 것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의 증거 본문들이라 함은, 율법서의 경우 티베리아 계통

의삼대사본,예언서와성문서의경우 (ML외에)티베리아계통의이대사본,수

집가능한전-티베리아히브리어증거본문들 (pre-Tiberian witnesses),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독립적 지식을 지닌 흔적을 제시하는 모든 고대의 번역

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 본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본문상의 차이들

을선별하여본문비평장치에포함시킬때두가지선별기준을세운바있다.첫

째 기준은, 그러한 이독(異讀)이나 이문(異文)이 본문비평적으로 중요한 것으

로판단되는것이어야한다는것이다.다시말하면,논쟁이되는본문이라고해

서 다 BHQ의 기초 본문과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BHQ의 기초 본문과 다른 본문일 때만 선별하여 실었다. 둘째 기준은, 그 이독

이나 이문이 잠재적으로 번역이나 주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것이어야한다는것이다.본문비평장치에등록된것들은일반적으로대

조된 증거 본문들이 지니고 있는 증거자료로서의 신빙성을 나타낸다. 실제 본

문들이제시될때마다,그실제본문들은,특별한경우가아닌한,일반적으로는

축약형이아닌완전형태로,그리고로마자음역이아닌원어와원어의철자로

제시된다.한이독이나이문이분명하고간결하게기술될수있는극소수의경

우에는 그러한 기술은 바로 그 본문에 우선하여 제시되었다. 히브리어 본문에

는없고고대의번역에만있는첨가요소들이한절을넘거나,해당낱권의별도

판에 나올 만큼 (에스더기의 경우처럼)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사실만이 언

급될뿐,분량이제한된편집인만큼,전체본문이제시되지는않는다.고대의번

역을 히브리어로 되 번역하는 것 [retroversion]은 기초 본문 안에서 발견된 바

람직한본문이라고제안된본문에만제한하였다.본문비평장치가본문전달과

관련된구체적증거를제시하고평가하는것에만관심하기때문에가설에입각

하여재구성된읽기 (hypothetical reading)곧추측하여재구성한읽기가본문

비평장치에들어간경우는 BHQ에서는기존의읽기를설명하는데필요한경

우로만제한하였다.

편집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자료 선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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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기준이라는 것이, BH의 기존의 입장과 결별을 선언한 것일 뿐만 아니

라, 20세기초의 본문비평 관행과도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

다. 기존의문제들을 함께논의하기 위하여, (주석상의난제와 같은)다른 기준

에입각하여오랫동안본문비평의문제로취급되어온추가사항이 (물론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편집자들의 견해로 볼 때는 결코 본문비평의 문제는 아니지

만) BHQ의본문비평장치에서논의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 BHQ의본

문비평장치에제시된이러한추가사항들은 (예를들면,문제가된읽기가본문

비평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언어학과 관련된 것일 때) 더욱 간략

화된형태를취하였다.

현재의 편집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자료 선정을

위한두가지일반원칙외에,몇가지추가원칙 (additional principles)이적용

되었다.다시 말하면,번역이나주석에 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 것을본문비평

장치에넣어부담을주지않는다는원칙은그대로지키면서도,또다른형태의

중요한문제를지닌항목들이있을수있는데,이런것들을본문비평장치에포

함시켜논의를 하기위해추가적인 원칙을만들었다는것이다. 그리하여,케티

브와케레에서볼수있는이독뿐아니라,쿰란이나마사다나무라바아트자료

와같은히브리어 (다니엘서와에스라기의경우는아람어)증거자료들에서나

타난이독들이순수하게철자법상의차이만이아닐경우에는모두본문비평장

치에넣었다.뿐만아니라,사마리아오경에서발견되는이독들도,순수하게언

어학과관련된것이거나철자법과관련된것이아니라면,본문비평장치의논의

에포함시켰다.

이것과 상응하여, 또 다른 보충 원칙(supplementary priniples)을 정하였다.

이 원칙을 정한 까닭은 본문비평장치 안에는 다만 본질적인 것과 입증 가능한

것만을 넣기 위해, 본문비평장치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카이로 게니자 자료 중에서 본문비평장치에 포함시킬 것은, 한 편으로는 관련

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한 편으로는 본문비평장치를 읽는 독자들이 검증

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는실증(實證)의문제와관련하여,기원후 1,000년이

전 것으로서, 이미 발행된 것으로만 제한하였다. 제2경전/외경, 위경, 쿰란 자

료, 필로와 요세푸스의 작품, 신약, 타나이트와 아모라 자료, 교부들의 자료 등

도 필요할 경우에는 본문비평장치에서 다루었다. 다만 이것들이 배후에 서로

다른히브리어본문을가지고있었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해서

만,그리고이것들이특정한읽기에이르는바로그통로가되고,히브리어본문

전승에특수한중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한에서만본문비평장치에포함

시켜 다루었다. 현존하는 이문이나 이독이 번역판에서 기인되는 경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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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문이나이독들이순전히번역과정에서생겨난것이라고판단되는것 (예

를 들면, 번역되는 수용언어에 맞추기 위하여 원문의 어색한 표현을 바꾸거나

문체를바꿈으로써생겨난본문상의차이),그리고본문을다른표현으로달리

쓰거나 설명을 붙임으로써 생겨난 본문상의 차이 등은, 그것들이 이전까지의

논의에서주목을받았던것이아닌한,본문비평장치에넣지않았다.이것과비

슷하게,타르굼같은경우 (예를들면,타르굼의 아가 의경우처럼),한책전체

가다른표현으로달리쓰이거나설교와교훈으로첨가된것이많은경우는,히

브리어본문에대한신빙성있는증거가될수없으므로그러한자료와의대조

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계속하여 인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하였다. 이런 것들은

본문비평과관련된 문제가아니라,다른 종류의문제와관련된 것이므로,편집

자들은그런것까지다본문비평장치에넣는다는것은본문비평장치에부담이

되는것이라고판단하였다.

수많은증거본문들중에는,그것들이히브리어대본(臺本 Vorlage)을규칙적

으로반영하는것일수없는것들이라고판단된것들이있는데,이런것들은본

문비평장치에 빈번하게 인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서, 그것들 중에는 때때로

히브리어대본에서유래한읽기를보고해주는것같은것도있고,본문비평장

치에 들어와 있는 문제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것도 있다.

시로-헥사플라와 그것과 관련된 고대 그리스어 역의 오리겐 수정본에 대한 증

거자료들은,그것들이 고대그리스어역과도다르고 MT와도 다른경우에만증

거 본문으로 인용하였다. 고대 라틴역은 그것이 히브리어 증거와 일치하거나,

거의틀림없이독자적본문에대한증거가되거나,그리고어떤그리스어사본

과도일치하지않는것일때만인용하였다.오경사마리아타르굼과갈리아시

편과 콥트어 역 등은 체계적으로 대조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편집자들이 유용

한본문증거가될수있는것으로판단한경우에는인용하였다.

BHQ는빈번히증거본문으로인용되는티베리아사본들의경우, “써투모트

(sətmôt)”와 “퍼툭호트(pətuḥôt)”는 완전하게 대조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도 번역과 주석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만 본문비평장치 안에 들

어갔다. 실제로 이것은, “써투모트”나 “퍼툭호트”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 어

떤 불일치가 있는 경우만이 본문비평장치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ML이 가

지고있는 “써투모트”와 “퍼툭호트”의완전목록과대조된티베리아사본들은

각권서론에들어있다.

BH의초기편집본들과는달리, BHQ는,케니콧과드로시가본문비평장치에

서증거본문으로인용한중세사본들은인용하지않았다.이것은,이러한중세

사본들이본질적으로본래의것이아니라파생된본문이며마소라는티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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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는 모셰 곳셴 곳스타인의 주의 깊은 논쟁적 견해

를따른 결과이다.그리하여,이들 중세사본들은티베리아 사본들과는독립된

증거 본문으로서의 가치를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케니콧과 드로시가

대조한 사본에 관해서는 여러 이독들의 성격규명 단계에서 언급되거나, 혹은

케니콧과드로시자료안에들어있는읽기나읽기들이,편집자가그대로두고

자하는전승된본문에대한태도나자세에관해증거를제공할때는케니콕과

드로시의대조를언급하였다.

사해두루마리와시리아어역페시타를다룸에있어서,그리고범위가좁기는

하겠지만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을 다룸에 있어서, BHQ는 이전의 어떤 편집과

도 상이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사해 두루마리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본들이 정리되는대로 신속하게출판될 수 있었기때문에, BHQ의본문비평

장치는현존하는사해사본들을충분히활용할수있었다.뿐만아니라미처출

판되지않은것까지도미리참고할수있었던배려에대하여사본소유기관에

대하여감사하는 바이다.페시타의경우는, 라이덴페시타프로젝트 작업이그

동안아주훌륭한총서를출판해내고있고,아직출판되지않은것은,그원자

료를 직접 볼 수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그것을 반영시킬수 있었다. 그

리하여, 여기 BHQ의 본문비평장치에 인용된 페시타 증거 자료들은, BHK나

BHS가참고했던옛날편집본에서 인용된것이아니라,우수한초기사본들에

서 인용된것들이다. 칠십인역의 경우는,어떤 것은 BHS처럼 괴팅겐 셉투아진

트총서(叢書)를사용했지만,그후에최근까지 그총서에속한다른책들이속

속출판되어 BHS가미처참고하지못한귀중한자료를참으로적절하게잘사

용할수있었다.더욱이,그것을편집출판하는연구소에서는아직출판되지않

은 것은 그 원고를 BHQ 편집자들이 참고하여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불

가타의경우, BHK나 BHS는산기롤라모판의초창기출판물만을참고할수있

었지만 BHQ는그불가타판이이제곧완결되어출판될것이므로그것들을다

참고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되었다.

BHQ의 본문비평장치는 본문 전달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것일뿐만아니라,기초본문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한읽기가기초본

문에들어있는읽기보다더바람직한읽기일때는,제시된바로그증거자료들

을 평가하여 그러한 사실을 식별하는 것도 본문비평장치의 주요 목적이다. 그

리하여본문비평장치는,때때로,기초본문에서발견되는읽기가아닌,증거본

문의 다른 읽기가 더 바람직한 읽기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본문비평장치가 그

러한 판단을 내릴 때는 거기에 주관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이미자주지적된바와같이,그와같은주관적인요소는본문비평에서는



성경원문연구제4호134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기존의 이독들 중에서 더 좋은

읽기를제안하는본문비평장치에서제거될수없는것이므로,편집자들은자신

들이 만드는 본문비평장치가 가능한 한 객관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독

들의성격규명을함에있어서자신들의판단이합리적인확실성과투명성을지

닌것임을분명하게밝히기로결정하였다.본문비평장치의제한된범위안에서

다논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별권의 주석 에서자신들의판단그근거를더

상세하게진술하였다.특히편집자가가지고있는기초본문의한읽기보다다

른 증거 본문의 읽기가 더 바른 읽기라고 판단되는 확실성과 투명성을 분명하

게밝히려고 하였다.뿐만아니라, 본문비평장치자체안에서도 약자를사용하

여이독이나이문의성격을규명함으로써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를 볼 것) 본문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밝히려

고하였다. BHQ자체가본문비평장치를통하여이루고자한편집목적은바로

“유용한증거에근거하여우리가도달할수있는가장초기의본문형태를 (the

earliest attainable forms of the text based on the available evidence)” 보여주

고자하는것이다.바로이러한목표를,고대의증거본문들의증거를제시하고

평가하는본문비평장치의핵심적성격을통하여이루고자하였다.본문증거를

제시하고평가하는본문비평장치의이러한이중역할은문제의본문을제시하

는본문비평장치의이중구조에도그대로나타나있다.

각증거본문의가치를평가할때에는편집자들은본문전달과정에대한지

난수십년간의연구결과를충분히고려하였다.그리하여,편집자들은,본문전

달과정이기계적인것만이아니라,본문이라는것이,정도의차이가있기는하

지만, 필사자들이나 번역자들이 속했던 그 공동체에 따라 본문의 의미가 영향

을 받으면서 전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비평가

는,한편으로는사본제작의기계적인측면에서유래하는변화의종류를주의

하지않으면안되고,다른한편으로는본문에할당된의미의연계안에서발생

하는변화를주의하지않으면안된다.번역판에나타난증거들을다룰때에는,

편집자들은, 이 증거들을, 뚜렷한 각 번역 단위의 구조 속에서, 번역 기술과 번

역의 특징과 히브리어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번역의 특징 등을 충분히 참고하

여고려하여야만한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편집자들은,자신들의임무가,다른견해를가지고있는독자들혹은본문전

달의다른국면을연구하고있는독자들을인정하는방법으로자신들의증거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결론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본문에서 인용된 표제어 (lemma)를 따라, 본문비평장치에 올라 있는 각

표제어에서 편집자들은, 대조한 증거 본문들 사이의 동일한 혹은 상이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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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그리고증거본문들사이의계열을제시한다.본문비평장치에올라있는표

제어들은 일정한 구조로 배열된다. 기초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낱말이나 구가

표제어가 된다. 그다음에 이것과 다른 읽기들이제시된다. 그리고 각 읽기 -표

제어든이독이든-다음에는그읽기를지원하는증거본문들의부호가나온다.

일반적으로,한이독에대한주요증거본문이제시된다.연속으로제시된이독

들 중에서는 첫째 이독이 본문비평의 문제를 발생시킨 읽기이다. 나머지 이독

들의 (그이독이유래한증거본문과함께)배열은언어배열순 (히브리어,그리

스어, 라틴어, 기타)에 근거하여 배열하고, 같은 언어 자료는 개략적인 연대순

에따라배열하였다.두개의이독이단일본문비평의표제어가될때에는그것

을다른이독들보다앞세웠고,두이독의배열순서는위에서언급한것처럼언

어학적-연대적연계를따랐다.주어진한읽기가 2차적인것으로판단될때 (기

초본문에서나온표제어까지포함하여),그리고편집자가그읽기의성격규명

약자를표시하는것이독자에게도움이되고그것이합리적인확실성을가지고

표현될수있다고판단하였을때는,그러한성격규명표시를그증거본문을표

시하는 부호와 함께 약자로 표시하여 주었다. 읽기와 문제 본문의 성격규명은

일반적으로더바람직한읽기에붙어있다.한읽기가다른읽기와관련하여성

격규명이되어있기는하지만그것이더바람직한읽기가아닌경우에는,성격

규명을위한참조점을제공하는그읽기부호들은바로그성격규명에붙게된

다. 이 본문비평장치에서 한 번역판의 읽기를 이독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그차이가히브리어본문쪽에서발생한것인지번역과정에서발생한것

인지,이러한질문은항상열려있는질문으로남게된다.그리하여더러는번역

본 읽기의 성격규명은 그 성격규명이 어느 쪽 (히브리어 본문 쪽? 혹은 번역

쪽?)과관련되어있는것인지를밝히기위하여표시되기도한다. (“heb”라고표

시하면히브리어대본쪽을가리키는것이고, “vrs”/“vrss”는번역본쪽을가리

키는 것이다.) 동시에,하나 혹은 그 이상의증거 본문들이 기초 본문과는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가리키는 경우, 본문비평장치의 강조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

어, 증거 본문들의 배열은 그 가능한 히브리어 본문 쪽을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같은 한 낱말의두 유사어를 제공하는 두 개의 그리스어증거 본문은, 편

집자가그두증거본문이비록서로다른그리스어대응어이지만같은한히브

리어를반영하는증거가되는것이라고판단할때배열된다.

편집자가기초본문에있는읽기외에다른읽기를더바람직한읽기로제안

하는경우는그것을표제어설명결론부분에놓고그앞에세로겹줄(∥)을놓

아그것이편집자의제안임을밝혔고,뒤이어서는약자 “pref”를표기해서그것

이 “바람직한 읽기(preferred reading)”임을 밝혔다. 그 바람직한 읽기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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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증거는되풀이하여표기해놓았다.만일그바람직한읽기를기존의어떤

증거본문도직접적으로입증을해주지않고다만그증거가내포되어있기만

하다면,거기에는 “(origin)”이라는부호만 표시해두었다.즉 이것은간접적으

로입증된기존읽기의기원을말하는것이다.만일그바람직한읽기의문법형

식이성서시대의다른히브리어본문에서발견되지않는다면,그읽기의외적

지원의종류에입각하여거기에는 “unatt” (=unattested입증되지않은)라는약

자혹은 “conjec-phil” (philological conjecture언어학적추측)이라는약자를표

시해놓았다.제안된읽기가추측인경우에는거기에는 “pref” (preferred바람

직한)라는약자를써넣는대신에 “conj” (=conjecture추측)라는약자를표시해

놓았다.본문비평장치자체가본문 “전달”의증거를제시하려고만들어진것인

만큼, 바람직한 읽기를 제안하는 것은 결코 본문의 문학사를 재구성하려고 하

는것하고는다른것이다.어느한책에서다른문학전통에서유래한것이라고

판단되는읽기들에는 “lit”표시로본문의성격규명을해놓았다 (“lit”의뜻에관

해서는이하 “본문의성격규명에사용된용어의정의와약자”를보라).

어떤 항목이 별 권의 주석 에서 더 상세히 논의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판단

될때는그러한항목에다가는끝에♣표를붙여놓았다.다른경우에도이것이

주석 에서논의되는것일때는본문비평장치의기재사항에는→♣표시가주

어진다. • 표시는 본문비평장치 안에서 한 항목의 설명이 끝났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지면 편집

이 편집의 주요 요소는 기초 본문과 마소라 주기와 본문비평장치와 본문 주

석과마소라주기의번역이다.이들다섯가지요소가현재의편집에서는다음

과같이편집되어있다.매페이지한가운데에는레닌그라드사본 (ML)의마소

라본문을기초본문으로놓았다.장과절은아라비아숫자로해당본문안에기

록해넣었고,페이지에따라왼쪽혹은오른쪽여백에서장과절표시를한번씩

더 반복하였다. 성구집 부분과 이것과 유사한 마소라 주기(예를 들면, 거꾸로

세운 nûnîm같은 것)는 ML에 있는 그대로 안쪽 여백에 표시해 넣었다. 이밖에

성구집의 이름들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일년 주기에 따라 책이름과 함께 토

라의오른쪽페이지상단난외표제자리에표기하였다.

ML의소마소라주기는각페이지의바깥쪽여백에표기하였다.다만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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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념할것은기초본문안의낱말이나낱말사이에동그라미표시가있는것

이 바로 소마소라 주기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나 낱말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본문에동그라미표시는있으나난외여백에소마소라주기가없는것이

있고, 소마소라 주기는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표시를 가진 낱말이

나낱말들이기초본문안에없는경우도있다는사실이다.위에서이미언급하

였지만,이편집을사용하는독자들은이편집에제시된약자해설과용어해설

의도움을받아소마소라주기를스스로번역할수있을것이다. ML본문과일

치하지 아니하는 주기나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는 소마소라 주기는

별 권 주석 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독자들은 그 경우에 주석 부분을

확인해보기를바란다.

ML의 대마소라 주기는 매 페이지 상단 책제목 바로 밑에 기재되어 있다. 사

본에서와마찬가지로대마소라주기를가지고있는어떤낱말이나낱말들이기

초본문안에어떤특별한표시가되어있지는않다.다만대마소라주기를갖는

낱말(들)은소마소라주기를가지고있는낱말(들)중에포함되어있다.독자가

대마소라주기와,기초본문안에그것과관련된낱말이나구를연결시킬수있

도록돕기위하여,현재의편집은그러한주기를성서본문안의낱말의순서에

따라 편집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대마소라의 순서는 사본의 페이지 안에 기록

된 것과는 달라지게 되었다. 대마소라 주기의 번역은 주석 에 나와 있다. ML

의본문과일치하지않는주기혹은난해한주기에대한설명도 주석 에나와

있다.

본문비평장치는 페이지 밑에 배치하였다. 편집자들은 본문비평장치의 표제

어와기초본문안에있는해당본문과를연결시키기위한문자나숫자나부호

를기초본문안에표시하는것은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그대신에독자는해

당표제어자체가그것이한낱말이든그이상의낱말들이든모두완전한형태

로본문비평장치에서다시한번재현된것을볼수있다.본문비평장치는그것

자체로완결된독자적단위로구성되어있다.그러나더상세한논의가필요한

것은,이미위에서언급한것처럼,특별한부호를주어 주석 에서더논의가계

속됨을밝혔다.

ML, 본문과 마소라 주기

낱권서론마다거기에서사용된증거본문들에대한상세한소개가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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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ML은히브리어성서모든책에다사용되는동일한증거본문이므로매번

낱권서론에서반복하여소개하는것을피하고, BHQ의일반서론에서한번소

개하는것으로그치려고한다.

러시아의세인트 피터스벅에있는러시아국립도서관의제 2 피르코비치컬

렉션 서가(書架) 표시를 따라 B19a로 알려진 히브리어 구약 성서 사본은 달리

레닌그라드코덱스라는이름으로도알려졌었다.이도서관은전에는 “[레닌그

라드]살티코브-시체드린공립도서관”이라고불리었고,그전에는 “[상트페테

르스부르크] 제국공립도서관”이라고 불리었다. 이 사본은 하카비와 스트락의

1875년목록에정식으로독자적사본번호를부여받고등록되었고상세히소개

되었다 (Harkavy, A. and Strack, H. L., Catalog der hebräischen

Bibelhandschriften der kaiserlichen öffentlichen Bibliothek [St. Petersburg: C.

Ricker, 1875; Leipzig: J. C. Hinrichs, 1875]).그후이사본은오랫동안이목록

에 기재된 대로만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베트아리예와 시랏과 글랏처 (M.

Beit-Ariél, C. Sirat and M. Glatzer, Codices Hebraicis Litteris Exarati Quo

Tempore Scripti Fuerint Exhibentes, Tome 1, Jusqu’à 1020 [Monumenta

Palaeographica Medii Aevi, Series Hebraica; Turnhout: Brepols, 1997])의책이

이사본에관하여더욱더철저하게그리고새롭게기술함으로써,오랫동안표

준적인 기술로 알려져 왔던 하카비와 스트락의 기술이 이 책의 것으로 대치되

었고,이기술은새로운표준이되었다.이사본의본문과마소라가소개되기시

작하면서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개시를한이가칼레이다. ML의본문과마소라에대한주목할만한기술로서는

브로이어(M. Breuer, [Jerusalem:

Mosad HaRav Kook, 1976]),예빈 (I. Yevin, Introduction to the Tiberian Masorah

[Missoula: Scholas Press, 1980]),레벨 (E. J. Revell, "The Leningrad Codex as a

Representative of the Masoretic Text," in The Leningrad Codex, xxix-xlvi [ed. D.

N. Freedman, et a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8;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ers, 1998]), 도탄 (A. Dotan)의 수많은 저작이 있다. 아래의

논의는,비록현재로서는앞으로마무리될프로젝트의기반이될수는없는것

이지만,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단계에서는 이 연구가 더 발전하겠지

만,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는위에서언급한 저작들에근거한것이고, 또부분

적으로는편집자들자신들의ML연구에근거한것이다.

이코덱스형사본은사무엘벤야콥이라비메보락벤요셉하코헨을위하여

카이로에서 만든 것이다. 이 사본의 제작 연대가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역법

(曆法)으로기록되어있다.그러나이것을풀어보면,서기 1008년, 1009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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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13년등서로다른네연대가나온다.베트아리예와시랏과글랏처를따라

서우리는서기 1008년을이사본의탄생연대로받아들인다.사무엘벤야콥은

사본이지니고있는모든국면곧자음본문,모음부호,마소라주기등을다복

사하고교정하였다.

이 사본은 491 개의 폴리오 판 크기의 양피지로 되어 있다. 글씨는 검정색에

서흑갈색에이르는색깔이나는잉크로쓰여있다.첫 463폴리오에는모음부

호와 억양 부호와 소마소라 주기와 대마소라 주기와 함께 24권으로 나뉜 히브

리어구약전서가들어있다.일반적으로,매페이지는세칼럼으로나뉘어있고,

시편 욥기 잠언은 매 페이지 두 칼럼으로나뉘어 있다. 각 칼럼은 27행이다. 소

마소라주기는페이지옆여백과칼럼사이여백에기록되어있고,대마소라주

기는매페이지상단과하단여백에기록되어있다.이사본은중세특유의전형

적인동방사본의성격을보여주고있다.이사본에대한철저한사본학상의논

의와 권말 부록에 대한 본문과 번역문을 보려면 위에 소개한 베트아리예와 시

랏과글래처의저작을참고할수있을것이다.

이사본은그상태가전반적으로잘보존되어있다.매페이지마다악화되고

손상된구체적인상태는위에서인용한어드맨/브릴복사판의일부인보존노

트에서찾아볼수있다.이사본의파손정도는사본에쓰인글을해독하지못할

정도는아니지만,판독에영향을줄만한요소는있다.예를들면,예레미야 7장

28-31절이 적힌 폴리로 250 같은 것은, 인접 칼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

만,특히오른쪽칼럼의반이하에적힌본래의본문의많은부분이엷게벗겨져

서후대에 그위에잉크로 다시조잡하게덮어 쓴흔적이있다. 단지이칼럼에

서만잉크로다시덮어쓰는과정을통해서본문안에오류가기어들어갔다. 30

절에 본래는 - 가 쓰여 있었다. 그러나 뭉개진 것을 다시 쓸 때는

- 라고썼다.다시덮어쓴손이본래의철자를오해한것이다.최초의

본문이 뭉개지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잉크로 다시 덮어 쓴 것은 어드맨/브릴의

흑백 복사판으로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일이

어떤것이었는지는이프로젝트가만든칼라투명필름을통해서만가능하다.

여덟 개의부록중에 여섯번째것 (폴리오 479r)에서 사무엘벤야콥은 자신

이다른 필사본,곧아론 벤모세벤 아셰르가쓰고고친 다른필사본을보고서

이 사본을 교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ML의 교정된 본문과 마소라가 벤

아셰르의전통에매우가깝게일치한다는것은최근의여러연구에서도확인되

었다. 벤 아셰르와 벤 납달리가 차이를 보이는 키타프 알킬라프(Kithāb

al-khilāf) 에서 예를 들어보면, MA는 벤 아셰르를 94% 따르고, ML은 92% 따른

다. 벤 아셰르와 납달리가 다른 전거에 대항하여 서로 일치하는 데에서, M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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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은벤아셰르를 90%따른다.이렇게일치하는점에서현존하는다른어느벤

아셰르 전통보다 MA와 ML이 이렇듯 가깝다. 그리하여 ML이 티베리아 마소라

본문의벤 아셰르전통을가장잘 이은우수한사본으로판명이 난것이다. ML

은벤아셰르의전통에충실한점에있어서는MA다음으로는첫째이고,그리고

구약에포함된책을다가지고있는가장잘보존된사본이다.이제널리인정되

고있는바이지만,이티베리아마소라본문은사해두루마리들사이에서도옛

선조를확인해볼수있을정도로,본문의오랜역사적흐름속에서도신중하게

잘보존되어온후손사본이다.

자주 언급되듯이, ML은, 비록 우수한 사본이기는 하지만 MA만큼 신중하게

준비된것은아니다.조심성의수준,그리고MA로부터의변화의수준이본문의

국면에서서로다르다.중간모음글자는별문제로하고,자음본문안의변화도

극히 드물다.중간 모음 글자사용에 있어서, ML은 더욱더평범한 철자법 편중

의 경향을 보인다. 읽기 전통에 나타난 변화도 적은 편이다. “써투모트”와 “퍼

툭호트”사용에있어서의변화는좀많은편이다.

ML과MA사이에가장주목할만한변화,그리고ML의부정확함이가장두드

러지게나타난곳은바로마소라주기표시이다.마소라주기의내용에있어서

는 ML과 MA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보 제시 방법에 있어서 이

둘은크게차이를보인다.여러연구에서도분명히드러났고특히 BHS안에들

어있는바일의연구에서도확인된것처럼, ML의마소라주기의상당수가사본

의본문안에그관련낱말(들)이 표시되어있지아니하다.때로는마소라주기

가 잘못 복사되는가 하면, 참고 구절 제시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위치가 틀린

곳에 놓이기도 하였다. 다른 한 편,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본의 완성의

측면에서 볼 때, 뿐만 아니라 ML에만 있는 특수 자료를 고려해 볼때, ML의 마

소라가지닌참가치는결코부정할수없다.

감사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여러 기관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선,도미니크바르텔레미,한스피터뤼거,제임스샌더스,이상네분께깊은

감사를드리는바이다.이분들은미국성서공회의히브리어구약본문프로젝트

를맡아서일을추진해왔고,일찍부터이와같은새로운히브리어성서편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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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인식했고, 편집위원회탐구를위한 모임을주선해주었다. 우리는또

한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세계성서공회연합회학문용성서편집소위원회위원

장으로 있으면서 이 프로젝트의 초창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얀 드

바에게감사한다.우리는또한출판사쪽에서 비블리아헤브라이카 의새로운

편집의필요성을인식하고이러한새로운편집의출판이현실적으로이루어지

도록필요불가결한실제적지원을아끼지아니한지그프리트모이러와그의후

계자얀 비노,그리고독일성서공회 당국에게도충심으로감사한다. 이새로운

편집은,탄력성과통제력을지닌새로운컴퓨터출판방법의도움을크게받았

다.이편집에포함될모든자료들을모두데이터베이스에입력해넣을수있었

고,입력된데이터베이스를적절히활용하여그것들을필요에따라전자형태

로혹은인쇄형태로다양하게전환시킬수있었다.이러한접근은,이프로젝트

의 정보 시스템컨설턴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알란그로브스, 그의프로

그램 조수 소지안토, 독일성서공회의 빈프리이트 바더 등의 지도와 협조가 없

었더라면 불가능했을것이다. 우리는 BHQ를 대신하여 이분들의 헌신적노력

에대하여찬사를보내는바이다.우리는또한레닌그라드사본을투명컬러필

름으로 훌륭하게 제작해 준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고대성서 사본 센터와 그

곳원장제임스샌더스,총무마이클펠프스의협조에감사해마지않는다.마소

라 부분을 위한 프로젝트 컨설턴트가 되어주기로 흔쾌히 허락해 주고 그 방면

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준 텔아비브대학교의 아론 도탄에게도

우리의감사한마음을전하고자한다.

이 밖에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는 동안 계속되는 실무 작업에서 필요불

가결한공헌을한분들이적지않다.그들의중요한공헌에대하여우리는진심

으로 감사한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해롤드 스캔린은, 성서 사본과 다른 필

요한자료에접근하는일이라던가,영문서론과각권의영문주석의영어문체

를다듬는편집자로서수고를해주는등실제적방법으로이프로젝트를수행

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였다. 슈투트가르트의 노버트 라버와 더블린의 조나단

키니는ML의메길로트부분의전자본문과투명필름을일일이세밀하게대조

하여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그러나그 중요성에있어서는결코 적지아니한

공헌을한, 프리벅성서학부의버나드테 샤허는,프로젝트팀 멤버들사이에서

재빨리 정확하게 오고 가야 하는 정보와 자료를 믿음직스럽게 잘 관리해 주었

다.

우리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특히 두 인물을 기억하고자 한다. 지금은 우리

와함께일하고있지않지만,라이덴대학교의마틴얀물더와웨스트민스터신

학교의레이몬드딜라드는각각 아가 와 에스더기 의편집을시작하던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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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이두분이이프로젝트를맡고나서얼마안되어졸지에타계함으로써

두권의편집이완료되지못했다.

편집자들은 편집자 각자가 소속한 기관이 베풀어 준 사려 깊은 배려와 협조

에대하여충심으로감사하는바이다.그런여러기관의협조가없다면이런프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잘

수행될수있도록뜨거운격려와사려깊고유익한비평을함께하여준세계도

처에흩어져있는동료들에게도감사한다.이모든협조와지도편달에도불구

하고,그리고 BHQ프로젝트팀멤버들이이새로운편집을사용하는독자들에

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

리선배들을따라루돌프키텔이남겨준문장속에서우리의적절한결론을찾

고자 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는 ‘낮이 낮에게 말

한다(Dies diem docet)’라는 격언에 늘 복종할 것이다. 다만 바라기는, 이 책이

어디에서나공정한비평가들을만날수있기를바라지만,특별히이주제의위

대성에어울리는독자들을만나기를바란다!”

1998년 5월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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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와 약자

아래목록은 BHQ에사용된각종부호와약자를제시한것이다.여기에열거

되지아니한것으로서,성서각권의책이름약자나외경과위경의책이름약자,

그리고성서학에서전통적으로사용되는부호등은 JBL, CBQ, HTR 등의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JBL 107[1988] 579-586의 투고 규정을 보

라.)이목록이나 JBL, CBQ, HTR등에도올라있지않은부호나약자를쓸때는

시카고체재편람 (The Chicago Manual of Style: Fourteenth Edition, Revised and

Expand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3)의 목록과 규정에 올라 있는

것을그대로따랐다.

아래목록에기재(記載)된,사본이나증거본문을표시하는부호나약자의경

우에는,다른 비평적편집에서널리 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을 그대로따랐다.

고대 그리스어 역의 경우는, 괴팅겐 칠십인역 (Goettingen Septuaginta

Unternehmen)에 사용된 사본의 부호와 약자를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였다. 다

만, 에스더기 의알파본문(Alpha-Text of Esther)만은 (아래에제시된) GAT의

부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쿰란과 사해 부근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에

사용된 사본 부호는 휘츠마이어의 사해 두루마리: 주요 출판물과 연구 도구

(J. A. Fitzmyer, S.J., The Dead Sea Scrolls: Major Publications and Tools for Study,

SBLRBS, 20; rev. ed.; Atlanta: Scholars, 1990, 1-8)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

하였다.기존의약자가문헌의이름에근거한것은그문헌의일련번호에근거

하여만든부호를선호하였다.라틴어역불가타의경우에는산기롤라모의 라

틴어 불가타역 성서 (San Girolamo, Biblia Sacra iuxta Latinam Vulgatam

Versionem. Eighteen volumes. Rome: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26-1995)에

사용된것을그대로사용하였다.페시타의경우사본부호와약자는라이덴페

시타프로젝트가고안한것을그대로사용하였다.

증거 본문 기호

α’ 아퀼라(Aquila)

αλ’ ὁ ἅλλος, οἱ ἅλλοι

β’ 헥사플라의둘째난 (Second column of the Hexapla)

γ’ “셋”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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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퀸타 (Quinta)

εβρ’ ὁ ἑβραίος

ετ’ οἱ ἕτεροι

ς’ 섹스타 (Sexta)

ζ’ 셉티마 (Septima)

θ’ 테오도숀 (Theodotion)

ιω’ 요시포스 (Iosippos)

λ’ λοιποί

ο’ οἱ ἑβδομήωκοντα

π’ πάντες

σ’ 심마쿠스 (Symmachus)

συρ’ ὁ Σύρος

<α’> 되번역으로얻은아퀼라 (Aquil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αλ’> ὁ ἄλλος, οἱ ἄλλοι,되번역으로얻은것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γ’> 되번역으로얻은 “셋” (the "three",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ε’> 되번역으로얻은퀸타 (Quint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εβρ’>되번역으로얻은 ὁ ἑβραίος,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ετ’> 되번역으로얻은 οἱ ἕτεροι, (established by retroversion)

<ς’> 되번역으로얻은섹스타 (Sext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ζ’> 되번역으로얻은셉티마 (Septima,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θ’> 되번역으로얻은테오도션 (Theodotion,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λ’> 되번역으로얻은 λοιποί ( λοιποί, established by retroversion)

<ο’> 되번역으로 얻은 οἱ ἑβδομήκοντα (οἱ ἑβδομήκοντα, established by

retroversion)

<π’> 되번역으로얻은 πάντες (πάντες, established by retroversion)

<σ’> 되번역으로 얻은 심마쿠스, (Symmachus, established by

retroversion)

<συρ’>되번역으로얻은 ὁ Σύρος (ὁ Σὺρος, established by retroversion)

헥사플라본문부호에하이픈연자부호(連字符號)가붙은것 (예를들

면 α’-, σ’-, θ’-)은한본문이헥사플라본문의둘혹은그이상의본문

에함께속하여동일한증거본문이되는경우에사용되었다.

Akh 아크밈의 (Akhmi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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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 익명(匿名 anonymous)의 (혹은 일반적으로 제롬이나 크리소스톰이

말하는확인되지아니한그리스어증거본문.늘증거본문자료이름

의우측에위첨자로표시된다.[예: Hieanon])

Barb 하박국3바버리니본문 (Barberini text of Habakkuk 3)

Bo 보하이르 (Bohairic)

G 고대그리스어역의읽기(the reading for the Old Greek)

G* 고대그리스어역의읽기,그리스어칠십인역의비평적편집의본문과

다른것으로서, BHQ편집자가판단한고대그리스어역의읽기

GM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

된고대그리스어역읽기에대한단일증거자료

GMs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

된고대그리스어역읽기에대한하나이상의증거자료

Gα (문학적 자료가 다른, “parallel”로 표시되는) 동일 본문의 평행 번역

본이있을경우에(예를들면,에스라기,왕상 12:24),이부호는 “첫째”

역본을가리킨다(예를들면, Esdras α’,왕상 12:24a-z).

Gβ (문학적 자료가 다른, “parallel”로 표시되는) 동일 본문의 평행 번역

본이있을경우에 (예를들면,에스라기,왕상 12:24),이부호는 “둘째”

역본을가리킨다(예를들면, Esdras α’,왕상 11:1-12:14, Esdras β’).

GAT 에스더기의알파본문(the Alpha-Text of Esther)

GL 고대 그리스어역의 루시안 교정(the Lucianic Recension of the Old

Greek)

GO 고대 그리스어역의 오리겐 교정(the Origenian Recension of the Old

Greek)

Ga 갈리아시편 (Galican Psalter)

Gnz 카이로 게니자에서나온사본파편 (fragment from the Cairo Geniza

늘증거사본의위첨자로표시된다.예를들면, TGnz)

Hbrs 히브리어시편 (Psalterium iuxta Hebraeos )

Ḥev 나할 헤베르에서 나온 그리스어 역 소예언서 (the Greek Minor

Prophets Scroll from Nahal Hever)

Hex 설명없이언급된헥사플라의읽기 (a Hexaplaric reading referred to

without specification)

Hie 히에로니무스 (=제롬) Hieronimus (Jerome) (제롬이히브리어본문을

보고하는경우를나타낼때사용한 Hiehebr와제롬이히브리어본문을

설명하는경우를말하는Hiecomm과는서로구별되는것을유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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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SF 수니야와 프레텔라에게 보낸 제롬의 편지 (Jerom's letter to Sunnia

and Fretela)

La 고대라틴어(Old Latin)

LaAmbr 암브로시우스의 글에 인용된 것 (Quotations in the writings of

Ambrosius)

LaEp 에피파니우스스콜라스티쿠스가번역한필로의아가(雅歌)주석번역

의 주제 본문 (the Lemma text in the translation by Epiphanius

Scholasticus of Philo of Carpasia's commentary on Canticles)

La169살츠부르크성베드로수도원소장사본Ms IX 16 (Salzburg, Abbey of

St. Peter, Ms IX 16)

M 마소라본문(Masoretic text) (L사본및수집대조된티베리아사본들

과일치하는것)

M[siglum] (e.g., MC)단일마소라사본의본문으로서늘위첨자로표기됨

MA 알렙포코덱스(Aleppo Codex)

MB 영국박물관소장사본Oriental Ms. 4445

MC 예언서카이로코덱스 (Cairo Codex of the Prophets)

ML 레닌그라드 코덱스(the Leningrad Codex),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

아 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 도서관) 소장 피르코비치

II.B19a사본

ML17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

도서관)소장피르코비치 II.17사본 (manuscript Firkovich II. 17)

ML34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국립도서관 (전 살티코브-시체드린 공립

도서관)소장피르코비치 II.34사본 (manuscript Firkovich II. 34)

MS1 삿손사본 1053(ms Sasson 1053)

MS5 삿손사본 507 (ms Sasson 507)

MY 캠브리지대학교,사본 Add. Ms. 1753

Mur 무라바아트 88 (Murabb’ât 88)

S 시리아어역의읽기 (the reading of the Syriac)

S* 시리아어역의읽기,암브로니아누스 B21사본에근거하여편집된라

이덴 페쉬타의 비평적 편집의 본문과는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

가판단한시리아어역의읽기

SM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

된시리아어역읽기에대한단일증거자료

SMs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본문비평장치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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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시리아어역읽기에대한하나이상의증거자료

Sa Sahidic사히드어 (Sahidic)

Smr 사마리아오경 (Samaritan Pentateuch)

Syh 시로헥사플라 (Syrohexapla)

T 타르굼의 읽기 (오경에서 이 부호는 수집 가능한 모든 오경 타르굼이

입증한본문을뜻한다.

T* 타르굼의 읽기, 적정 본문 대조 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

타르굼의 읽기와는 다른 것으로서, BHQ 편집자의 판단에 각 번역의

타르굼 본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읽기. 각 타르굼 번역판은 다

음과같은형식으로표기하였다. TO*, TJ*, TN*, TF*.

TR 에스더기첫타르굼 (Targum Rishon to Edther)

TSh 에스더기둘째타르굼 (Targum Sheni to Esther)

TSmr 사마리아오경타르굼 (Samaritan Pentateuchal Targum)

TM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본문비평장치에제시

된타르굼읽기에대한단일증거자료

TMss 적정대조표준(appropriate collation standard)본문비평장치에제시

된타르굼읽기에대한하나이상의증거자료

TOJF, TNJF, TNJ, etc. 같은 읽기에 증거가 되는 여러 오경 타르굼 (multiple

Pentateuchal Targumin witnessing the same reading)

TBe 잠언 타르굼 사본 베르린 오리엔탈리스 1213 (the manuscript Berlin

Orientalis 1213 for the targum of Proverbs)

TBr 잠언타르굼브레슬라우사본 (the Breslau manuscript of the Targum

for Proverbs)

TF 오경타르굼단편 (the Fragment Targum to the Pentateuch)

TJ 오경 위(僞) 요나단 타르굼 (Targum Pseudo-Jonathan to the

Pentateuch)

TN 오경네오피티타르굼 (Targum Neofiti to the Pentateuch)

TO 오경온켈로스타르굼 (Targum Onqelos to the Pentateuch)

TU 잠언 타르굼, 바티카누스 우르비나스 사본1 (the manuscript

Vaticanus Urbinas 1 for the Targum of Proverbs)

TZ 잠언 타르굼 자모라판 (the Zamora edition of the Targum for

Proverbs)

V 라틴어역불가타의읽기 (the Reading of the Vulgate)

V* 불가타의 읽기, 산기롤라모(San Girolamo) 판비평적 편집에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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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법과다른것으로서, BHQ편집자가판단한불가타역의읽기

VMs 산기롤라모(San Girolamo)판의본문비평장치에제시된불가타읽기

에대한단일증거자료

VMss 산기롤라모(San Girolamo)판이본문비평장치에제시된읽기에대한

하나이상의증거자료

VWe 베버의 불가타 (Weber, R., ed.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n.

Two volumes.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75)

본문비평장치에 사용된 부호

• 본문비평장치안에서한항목의끝표시

‖

| 서로다른본문전승구분표시

> ...에없다

→ 유의해보도록방향유도

√ 어근

♣ 별책주석에더상세한설명이있다는표시

1, 2, etc. (위첨자) “첫째” “둘째”....

+ 표현의정확을기하기위해 “prec”과 “foll”과함께사용됨

? 한두가지사항에의심을나타낼때,이부호를위첨자로쓴다(?).

• 그 독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의 여부를 잘 모를 때 (예를 들면, G?,

G*?)

•그독법을헥사플라의증거본문으로돌릴수있는가?

이러한용법들은증거본문들의계열에관한의심이있는곳 (이경우

“indet”약자가사용되는데)에서각경우의특성에따라구별된다.

 본문비평장치의서두에,그페이지어디서나일반적방법으로표현될

평행본문의참조구절을표시한다.

* 히브리어 사본 표시에 위 첨자 형식으로 표기될 경우는 (예를 들어,

MA*),첫필사자의부정확한기록을표시한다.같은기호가,개별사본

이 아닌, 고대 역본에 첨자로 붙어서 표기된 경우 (예를 들면, G*), 이

것은 BHQ 편집자가 그역본의 그러한 독법을 원문의반영이라고 판

단하였다는 것을 표시한다. 같은 기호가 헥사플라 증거 본문에 사용

될경우 (예를들면, α’*),이것역시증거본문에대한헥사플라의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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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과제에관한 BHQ편집자의선택을표시한다.그러한결정은

BHQ의 주석 에서설명된다.

약자

abbr abbreviation약자(略字)

act active능동

adj adjective형용사

ampl amplification확대

aram Aramaic아람어의

art article정관사

assim assimilation동화(同化)

ast asterisk 별표(*): 이 별표는 이 표가 붙어 있는 본문, 곧 논의되고

있는 본문에 대하여 원-마소라 본문 (proto-MT)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된것이므로,그자체가한증거로서의효력을가지고있다.자체

내에 보고가 되어 있는 증거 본문은 첨자로 표시된다 (곧, astSyh). 이

증거는, 물론, ast와는별도로, 자체의 고유한 기능때문에, 다시 인용

될수있다.

caus causative사역(使役)동사

cf confer비교하라

chron chronology연대기(年代記)

cohort cohortative권고(勸告)

comm commentary주석

confl conflation이문융합(異文融合)

conjec conjecture추측

conjec-phil philological conjecture 언어학적 추측: 이것은 한 바람직한

읽기가세가지중에하나임을표시하기위하여사용된다. (1)그것의

어근이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 [혹은 다니엘서와 에스라기의 경우에

는 아람어] 안에서 입증된 것이지만 그것의 binyan이나 그것에 상응

하는 binayn은 둘 다 입증되지 않은 것; (2) 그것의 어근이 성서 시대

의 히브리어안에서 입증된것이지만, 그경우에 나타난그런 의미로

는입증되지는않은것; (3)그것의어근이성서시대의히브리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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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입증되지않은것.

cons of the consonantal text자음본문의

conv converted (imperfect/perfect)전환(轉換)된 (미완료/완료)

copt Coptic콥트어의

cp compare비교하라

crrp corrupt본문의전와(轉訛)

cstr construct state구문격(構文格)

ctext context문맥

cultur cultural문화적인

dbl double reading/translation중복본문/번역

differ difference, different차이

differ-txt different text다른본문 -달리인용되지아니할한읽기를 “묘사”

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적인 표시법 (곧, 시리아어역 시편의 표제, 평

행구,그러나 Tanak에서는다른본문)

dissim dissimilation부동화(不同化),이화(異化)

ditt dittography중복오사(重複誤寫)

div division [of the consonantal text]자음본문의구분

elus elusive [motivation or cause]이독의동기나원인을알수없는

em scr emendation of the scribes 서기관들의 수정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티쿠네쏘프림(Tiqqune Sopherim)”목록에들어있거나안들

어있거나,서기관들의수정이분명한것

emph giving emphasis강조

err error오류

euphem euphemism완곡법(婉曲法)

exeg exegesis주석

explic [making] explicit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示)

facil facilitation간편화(簡便化)

foll followed by뒤선 ("prec"과 +부호도유의해볼것)

frag fragmentary파편(破片)의

georg geography지리

gk Greek그리스어의

gram grammar문법

graph graphic그림의

hapl haplography중자탈락(重字脫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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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 harmonization조화

hebr Hebrew히브리,히브리어

hist history, historical역사,역사적

homarc homoioarcton유사문두(類似文頭)

homtel homoioteleuton유사문미(類似文尾)

ideol ideologically [motivated]이념적 [동기]

idiom idiom/idiomatic숙어,관용구의

ign ignorance무지

impf imperfect미완료

implic [making] implicit함축(含蓄)

impv imperative명령

inauth inauthentic출처불명

indet indeterminate불확정한

indic indicative직설법의

inf infinitive부정사(不定詞)

insuf insufficient [data for conclusion] [결론을위해서는]부족한 [자료]

interp interpretation설명

interpol interpolation삽입

interr interrogative의문의

irrel irrelevant [to the case at hand]현재의문제와는부적절한

Jos, Ap Josephus, Contra Apionem (Against Apion) 아피온을거슬러

Jos, Ant 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Jewish Antiquities)

유대고사(故事)

Jos, BJ Josephus, Bellum Judaicum (The Jewish War) 유대전쟁기

Jos, Vit Josephus, Vita (Life) 삶

ket Ketive (늘M에위첨자로쓰임.예Mket)

K-R Kennicott와 de Rossi판에기록된사본들

lacun lacuna탈문(脫文)

lat Latin라틴어의

lem lemma올림말,표제어(標題語)

lex lexical사전(辭典)의

lib liberty자유

lit literary문학의

loc locative처격(處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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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th metathesis음위전환(音位轉換)

Mf Masorah finalis끝마소라

mg margin난외(欄外)

midr midrash미드라쉬

Mm Masorah magna큰마소라

modern modernization현대화

Mp Masorah parva작은마소라

ms manuscript사본 (단수)

mss manuscripts사본 (복수)

narr narrative이야기

neg negative부정적(否定的)인

obel obelos [÷] 오벨로스 Since: 이 오벨로스 표는 이 표가 붙어 있는

본문, 곧 논의되고 있는본문에 대하여 원-마소라 본문 (proto-MT)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있다.자체내에보고가되어있는증거본문은첨자로표시된

다 (곧, obelSyh). 이 증거는, 물론, “obel”과는 별도로, 자체의 고유한

기능때문에,다시인용될수있다.

obj object목적어

om omission삭제

order word order어순(語順)

origin origin원문 (한바람직한읽기가기존의다른읽기를설명해주기

는하지만그자체가기존읽기가아닌경우를나타낼때사용되는용

어)

orth orthographic정자법(正字法)의

par parallel text평행본문

paraphr paraphrase바꾸어말하기

part particle소사(小詞)

pass passive수동

pf perfect완료

Philo, Abr De Abrahamo (On Abraham) 아브라함에관하여

Philo, Aet De Aeternitate Mundi (On the Eternity of the World)

세상의영원성에관하여

Philo, Agr De Agricultura (On Husbandry) 농업에관하여

Philo, Cher De Cherubim (On Chrubim) 그루빔에관하여



BHQ 의서문,부호와약자,용어정의와해설번역 /민영진 153

Philo, Conf De Confusione Linguarum (On the Confusion of Tongues)

방언의혼란에관하여

Philo, Congr De Congressu quarendae (On the Preliminary Studies)

예비공부에관하여

Philo, Dec De Decalogo (On the Decalogue) 십계명에관하여

Philo, Det Quod Deterius Potiori (The Worse attracts the Better)

더나쁜것이더좋은것을유인한다

Philo, Ebr De Ebrietate (On Drunkenness) 술취함에관하여

Philo, Flacc In Flaccum (Flaccus) 플라쿠스

Philo, Fug De Fuga et Inventione (On Flight and Finding)

도주와발견에관하여

Philo, Gaium, De Legatione ad Gaium (On the Embassy to Gaius)

가이우스대사관에관하여

Philo, Gig De Gigantibus (On the Giants) 거인에관하여

Philo, Hyp Hypothetica ([Apologia pro Iudaeis]) 휘포테티카

Philo, Jos De Iosepho (On Joseph) 요셉에관하여

Philo, Leg Alleg Legum Allegoriae (Allegorical Interpretation) 우화적해석

Philo, Mig De Migratione Abrahami (On the Migration of Abraham)

아브라함의이주에관하여

Philo, Mos De Vita Mosis (Moses) 모세

Philo, Mut De Mutatione Nominum (On the Changing of Names)

이름바꾸기에관하여

Philo, Op De Opificio Mundi (On the Creation) 창조에관하여

Philo, Plant De Plantatione (On Noah's Work as a Planter)

노아의경작자로서의생업

Philo, Post De Posteritate Caini (On the Posterity and Exile of Cain)

가인의후손과추방

Philo, Praem De Praemiis et Poenis (On Rewards and Punishment) 상과벌

Philo, Prov De Providentia (On Providence) 섭리에관하여

Philo, QE Quaestiones et Solutiones in Exodum

(Questions and Answers on Exodus)

출애굽기에관한질의응답

Philo, QG Quaestiones et Solutiones in Genesin

(Questions and Answers on Genesis)



성경원문연구제4호154

창세기에관한질의응답

Philo, Quis Rerum Quis Rerum Divinarum Heres (Who is the Heir)

그상속인은누구인가

Philo, Quod Deus Quod Deus immutabilis sit (On the Unchangeableness of God)

하나님의불변성에관하여

Philo, Quod Omn Quod Omnis Probus Liber sit (Every Good Man is Free)

선한사람은자유롭다

Philo, Sac De Sacrificiis Abelis et Cainl (On Sacrifices of Abel and Cain)

아벨과가인의제사에관하여

Philo, Sob De Sobrietate (On Sobriety) 절주(節酒)에관하여

Philo, Som De Somniis (On Dreams) 꿈에관하여

Philo, Spec Leg De Specialibus Legibus (On the Special Laws)

특별법에관하여

Philo, Virt De Virtutibus (On the Virtues) 덕(德)에관하여

Philo, Vit Cont De Vita Contemplativa (On the Contemplative Life)

묵상생활(黙想生活)에관하여

phonol phonological음운론(音韻論)의

pl plural복수(複數)

prec preceded by앞선 ("foll"과 +부호도유의해볼것)

pref preferred reading 선택된 본문 (본문비평장치에 제시된 이독 중

에서 “pref”라고표시된본문은가장초기의것으로입증된본문으로

선택된본문임을표시한다.)

prep preposition전치사

pron pronoun대명사

ptc participle분사(分詞)

qere Qere케레 (늘M의위첨자[添字]로사용됨.예: Mqere)

redunt removing redundancy잉여표현제거

refl reflexive재귀(再歸)의

rest restoration회복

seman semantic의미론의

sfx suffix접미사(接尾辭)

sg singular단수

shift shift of meaning의미교체

spont spontaneous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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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 stylistic문체의

subj subject주어

substit substitution대용(代用)

synct syntactic구문(構文)상의

syr Syriac시리아어의

theol theological[ly motivated]신학적 [동기]

tiq soph Tiqqun Sopherim티쿤쏘프림:서기관의수정.이것은,문제의본

문이 실제로 서기관의 수정이라고 판단되든 안 되든, 서기관들이 성

서의본문을수정해놓은것이라고하여전해져오는목록안에올라

있는본문을일컫는다.

transcr transcription필사(筆寫)

transf transfer이전(移轉)

transl translational번역상의

translit transliteration음역(音譯)

transp transposition전위(轉位)

txt text본문

unattest unattested 입증되지 않은: 이 약자는, 되번역 (retroversion)을 통

해서 얻은 한 바람직한 읽기가 binyan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

하여 사용된다.다른형태는 성서시대의히브리어 [다니엘서와에스

라기의경우는아람어]에서입증되지않은것이지만,그대응 binyan

은입증된것이다.

unconv unconverted (imperfect/perfect)변하지않은 (미완료/완료)

usu usual [expression]일상 [표현]

v verse절(節단수)

vv verses절(節복수)

vb verb동사

via 특수한기존본문독법에자극제구실을한히브리어어근혹은히

브리어문법형태

vocal vocalization발성(發聲)

vocat vocative호격(呼格)

vrs version번역본 (단수)

vrss versions번역본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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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약자

유형별 분류

아래에제시된목록은,본문비평장치에사용된여러유형의 “읽기”의성격규

명에대한정의(定意)와거기에사용된약자(略字)를해설한것이다.이목록은,

구체적으로는, 성격이 규명되어 제시된 “읽기”와 편집자의 의견에 더 좋다고

생각되는 “바람직한읽기” (때로는 “또다른읽기”)사이의관계의성격을규명

한편집자의 판단이어떠한 것인지를보여준다. 먼저,문제되는 “읽기”의성격

규명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어서, 거기에 사용된 용어를 알파벳순으로 제시

한다.알파벳목록에서는약자가올림말로오르고,이어서정자(正字)가표시되

며,그용어에대한정의나설명이첨가된다.

유형별 성격규명

편집자는, 문제가있는 “읽기”를 제시하고그것의성격을규명할 때마다,그

렇게 규명할 만한 합리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그러한 확실

성과 투명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 “읽기”의 성격을 유형별로 규명

하는것이다.각유형의성격에따라그때그때마다어떤이름을지어주는데이

것이 바로 각 “읽기”에 대한 성격 부여, 혹은 성격규명 (characterization)이다.

여기에서는본문비평장치에사용된성격규명용어들을열거하고,그것들을분

명하게정의하고,그러한용어의약자를소개하려고한다.

다음의여덟가지유형분류는,특별한 “이독(異讀 variant reading)”과 “바람

직한읽기(preferred reading)”사이에내재하는다양한특이성에따라,다양한

“읽기”의 성격을 유형별로 구분(區分)해 본 것이다. 첫째 구분은, 관련성 기준

(criterion of relevancy)에 입각한 것이다.유형 I은 해당 쟁점과는무관한 읽기

의 성격을 기술한 것이다. 유형 II-VII은 쟁점과 관련이 있는 읽기의 성격을 기

술한것이다.둘째구분은,어떤형태의차이가두읽기사이에존재한다는것을

그저 확인만 하는 성격규명 (유형 II)과, 성격이 규명된 그 읽기가 바람직한 읽

기로부터의 변화를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격규명 (유형 III-VII)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 읽기를 다른 읽기에서 생겨난 변화로 기술한 성격규명들

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성격규명이 변화의 동기(動機)를 제시하는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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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VII),혹은동기를제시함없이다만변화에연루된그본문의움직임만을단

순히 기술하는 것인지 (유형 III)에 근거하여 구분된다. 특수한 읽기와 관련된

변화의 동기를 제시하는 성격규명들은, 그 동기가 우연(偶然)한 것인지 (유형

IV), 의도(意圖)적인 것인지 (유형 VII), 또는 본문 전달자 쪽의 의식적(意識的)

인 혹은 무의식적(無意識的)인 전달과정을 나타내는 충동의 결과인지 (유형

V-VI)에따라세분된다.마지막으로,셋째구분은

한읽기를의도적변화의결과로보는성격규명들은 (유형 VII),그의도가지

닌특이성의정도에따라서,변화의의도를전혀언급하지않은것 (VII. A.),의

도적 본문 변화의 결과(結果)와관련하여 변화의 의도를 언급한 것 (VII. B), 의

도적 본문변화의 목적(目的)과 관련하여변화의 의도를 언급한것 (VII.C.) 등,

셋으로세분된다.

I.쟁점과무관한읽기

insuf insufficient (불충분한)

indet indeterminate (불확정한)

irrel irrelevant (무관한)

lit literary (문학적)

II.다른것과다른읽기,그차이점만을확인하는것

differ difference (차이)

differ-div (본문구분상의차이)

differ-gram (문법상의차이)

differ-graph (자음본문기록상의차이)

differ-orth (철자법상의차이)

differ-phonol (음운론상의차이)

differ-vocal (모음화의차이)

III.변화의동기에관한언급없이,다른읽기로부터의변화의 “형태”를대표

하는읽기

confl conflation (서로다른두본문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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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l double reading/translation (중복본문/번역)

gloss gloss (행간이나난외의어구주석)

metath metathesis (낱말안의글자자리바꾸기)

om omission (부재[不在] parablepsis)

spont spontaneous (자발적)

transp transposition (글월안의낱말자리바꾸기)

IV.우연히생긴변화를대표하는읽기

ditt dittography (중복오사[重複誤寫])

hapl haplography (중자탈락[重字脫落])

homarc homoioarcton (유사문두[類似文頭])

homtel homoioteleuton (유사문미[類似文尾])

V.무지혹은과오에서생긴변화를대표하는읽기

ign ignorance (무지)

ign-cultur (문화적배경에관한무지)

ign-georg (지리적배경에관한무지)

ign-gram (문법적지식에관한무지)

ign-lex (사전적의미에관한무지)

err error (오류)

err-chron (연대의오류)

err-georg (지리의오류)

err-gram (문법의오류)

err-graph (자음본문기록상의오류)

err-hist (역사적인것과관련된오류)

err-lex (사전적의미의오류)

err-phonol (음운의오류)

err-synt (구문의오류)

VI.본문요인혹은언어학적요인에대한반응에서생긴변화를대표하는읽

기로서두종류로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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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원천언어 (히브리어와번역증거본문들과그것들의대본들)의난해성

에대한반응에서생긴변화

facil facilitation (쉽게하기)

facil-gram (문법쉽게하기)

facil-lex (어휘쉽게하기)

facil-seman (의미쉽게하기)

facil-styl (문체쉽게하기)

facil-synt (구문쉽게하기)

VI. B.수용언어의몇국면에대한반응에서생긴변화

transl translational adjustment (번역상의조절)

VII.전승자의의도에서생긴변화를대표하는읽기

VII. A.의도는명기되지않지만,그대신변화의형태는명기되는것

lib liberty (자유)

lib-seman (의미론과관련된자유스런변화)

lib-synt (구문론과관련된자유스런변화)

abbr abbreviation (생략)

ampl amplification (확대)

emph giving emphasis (강조)

explic making implicit information explicit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

示])

implic making explicit information implicit (함축[含蓄])

interpol interpolation (십입[揷入])

paraphr paraphrase (바꾸어말하기)

rest restoration (회복)

shift shift of meaning (의미이동)

substit substitution (대치)

transcr transcription (유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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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it transliteration (음역)

VII. B.변화의결과와관련하여의도가명기된것

assim assimilation (동화)

assim-[reference]특수본문과의동화 (참고구절제시)

assim-ctext (문맥동화)

assim-cultur (문화동화)

assim-par (평행본문동화)

assim-styl (문체동화)

assim-usu (표현양식동화)

harm harmonization (조화)

harm-[reference]특수본문과의조화 (참고구절제시)

harm-chron (연대조화)

harm-ctext (문맥조화)

harm-styl (문체조화)

harm-synct (구문조화)

modern modernization (현대화)

syst systematization (체계화)

VII.C.변화의목적에관하여명기된것

exeg exegesis (주석)

euphem euphemism (완곡법[婉曲法])

interp interpretation (해석)

midr midrash (미드라쉬:유대교적전통의해석)

narr narrative (이야기)

theol theologically motivated (신학적동기)

ideol ideologically motivated (이념적동기)

VIII.기타

bas base (기초본문)

crrp corrupt(본문의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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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us elusive (알기어려운)

em scr emendation of the scribes (서기관의수정)

tiq soph Tiqqun Sopherim (티쿠네쏘프림:서기관의수정)

via

via√

본문의 성격규명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定意)와 약자(略字)

알파벳 순서 목록

abbr = abbreviation (생략) 이것은 서기관들이 긴 본문을 짧게 만듦으로써

생긴본문이다.서기관들의본문생략,곧본문의삭제(deletion)를말하는것이

다. 문학적 축약, 곧 편집상의 축약(redactional abridgment)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략은 필사자 혹은 번역자 쪽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알려주기

는하지만,그러한발생배후의동기의성격은명기하지않는다.

ampl = amplification (확대) 이것은 서기관들이 짧은 본문에 내용을 첨가하

여본문을확대한것으로서,문학적확장(expansion),곧편집상의확장과는대

조가되는것이다.이러한확대부연은필사자혹은번역자쪽에서생겼을가능

성을알려주기는 하지만,그러한발생 배후의동기의성격은 명기하지않는다.

“ampl”과 “lit”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한 책의 단일 편집 안에 들어 있는 본

문이전달과정에서발전된것을언급하는것이고,후자는한책의단일편집보

다는더많은편집의잔존을전제한다.

assim = assimilation (동화) 문학작품의전달과정에서생길수있는동화란,

유사한본문혹은유사한문맥이있을때그것들사이의유사성의정도를증대

시키거나아예같게해버리는어떤작용을말하는것이다.동화는,유사한문맥

이나문체나표현양식등,본문사이의내용과형식에이르기까지,여러분야에

서다발생할수있다.성격별로세분해보면다음과같다.

assim-[reference]특수본문과의동화 (참고구절제시)

assim-ctext (문맥동화)

assim-cultur (문화동화)

assim-par (평행본문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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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m-styl (문체동화)

assim-usu (표현양식동화)

base (기초 본문) 성서의 비평적 편집에서, 다른 사본들의 이독들을 비교해

보는 기초가 되는 본문을 일컫는다. “base”라고 표시된 본문은 반드시 현존하

는것이어야할필요는없다.그러나,편집자가어떤본문에 “base”라는표시를

줄때에는,그것은기존본문을언급하는것이던가,그와같은본문이번역대본

(Vorlage)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읽기가 실제로 존

재해 있었다고 하는 확실성의 정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via”(아래 정의을 볼

것)라는용어가사용되었다.

confl = conflation (서로다른두본문의융합) 입증된두본문이하나로융합

된것으로판단될때이용어를쓴다.

crrp = corrupt (본문의파손) 정확한의미를해독해낼수없을정도로본문

이파손되었거나바뀐것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이용어를쓴다.

dbl = double reading/translation (중복 본문/번역) 같은 본문을거듭 읽거

나,같은내용이두가지다른형태로되어있는경우를일컫는다.

differ = difference (차이) 이용어는차이의기원에대해서는아무런제안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다만 본문들 사이의 차이점에만 주목하도록

한다. “differ”에 여러용어를결합시켜,차이의성격을아래에서볼수있는것

과같이여러형태로구분하였다.

differ-div (본문구분상의차이)

differ-gram (문법상의차이)

differ-graph (자음본문기록상의차이)

differ-orth (철자법상의차이)

differ-phonol (음운론상의차이)

differ-vocal (모음화의차이)

ditt = dittography (중복오사[重複誤寫]) 글자나말을우연하게반복한경우

를일컫는다.



BHQ 의서문,부호와약자,용어정의와해설번역 /민영진 163

elus = elusive (알기어려운) 이독(異讀)의동기(動機)를밝힐수없는경우에

이용어로표시하였다.

em scr = emendation of the scribes (서기관들의 수정)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티쿠네쏘프림(Tiqqune Sopherim)” (아래정의를볼것)목록에들어있

거나안들어있거나,서기관들의수정이분명한경우를일컫는다. “theol”(아래

에서볼수있는)의경우를참고하라.

emph = giving emphasis (강조) 이것은본문 변화의 결과를기술하는 것이

다.어떤표현을강조하기위하여필사자나번역자가변경을가한것으로판단

되는읽기를가리킨다.

err = error (오류) 고대의필사자나번역자에게서기인된오류라고판단되는

것을일컫는다.다음과같이세분된다.

err-chron (연대의오류)

err-georg (지리의오류)

err-gram (문법의오류)

err-graph (자음본문기록의오류)

err-hist (역사적인것과관련된오류)

err-lex (사전적의미의오류)

err-phonol (음운의오류)

err-synt (구문의오류)

euphem = euphemism (완곡법[婉曲法]) 이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

곧독자나청중의불쾌감을유발할수있는민감한표현을,불쾌감을느끼지않

도록,누구나부담없이받아들일수있는표현으로바꾼것이다.

exeg = exegesis (주석) 이것은사본의복사과정에서주어진어떤낱말이나

표현의의미를발전시키려고할때첨가된,혹은변경된요소를반영한다.여기

에서 “exeg”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euphem (완곡법)”,

“interp (해석)”, “midr (미드라쉬)”, “narr (이야기)”, “theol (신학적 동기)”,

“ideol (이념적동기)”등은바로이 “exeg (주석)”의범주를더세분한것이다.

explic = making implicit information explicit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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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이것은본문에새로운정보를첨가한 것이아니라,다만본문안에함축된

의미를겉으로표현한것일뿐이다.이것은 “해석 (interp)”(아래정의를볼것)

과는다른것이다.

facil = facilitation (쉽게 하기) 난해구나 어색한 본문을쉽게 만들려는 의도

에서비롯된본문의간편화로서, “조화(調和 harmonization)”와는구별되는것

이다. 조화는 필사자나 번역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조화를 이루

지못하는본문을서로일치시켜보려하는것이다.여기에반하여, “쉽게하기”

라는분류는,난해한본문,혹은어색한본문,해결할수없는쟁점을지닌본문,

말하자면,일종의 “거친본문”이 “매끄럽게”윤색(潤色)된것으로판단되는것

이다.단순히 “facil (쉽게하기)”로표시되기도하고,고대의독자,필사자,번역

자들에게난해했었을것으로판단되는본문의성격에따라다음과같이세분되

어표시되기도한다.

facil-gram (문법쉽게하기)

facil-lex (어휘쉽게하기)

facil-seman (의미쉽게하기)

facil-styl (문체쉽게하기)

facil-synt (구문쉽게하기)

gloss (행간이나난외의어구주석) 이것은삽입의결과로생긴본문을일컫

는다.본래행간(行間)이나난외(欄外)에있던짧은설명이본문안으로들어온

것이라고판단되는경우를일컫는다.

hapl = haplography (중자탈락[重字脫落]) 이것은,유사한글자나연속된글

자혹은낱말이우연히삭제됨으로써생긴본문이라고판단된것을일컫는다.

harm = harmonization (조화) 이용어는,증거본문의읽기를발생시킨특수

한힘이 본문을어떤외부적참조구조와일치하는방법으로읽게만드는추

진력으로작용했다는것을암시한다.그러나이것은그읽기가이들다른자료

들처럼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문제의 읽기가

다른관련본문들과어떤모로든지본래는일치되는것이아니었었을것이라는

가능성을강조한다. 이런종류의본문들은, 유사본문을반드시똑 같게만들려

는 의도보다는, 다만 일관성(consistency)을 이루려는 방편에서 생겨난 것들이

다.본문에따라서는단순히 “harm (조화)”라고표시되는것도있고,조화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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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참조구조 (즉,다른본문과의조화,문맥과의조화등),조화되는본문의

국면 (구문,문체,연대등)에따라서,다음과같이여러가지로분류되어표시되

기도한다. (“facil [쉽게하기]”도볼것)

harm-[reference]특수본문과의조화 (참고구절제시)

harm-chron (연대조화)

harm-ctext (문맥조화)

harm-styl (문체조화)

harm-synct (구문조화)

homarc = homoioarcton (유사문두[類似文頭]탈락) 이것은,한문단안에같

은낱말로시작되는구나절이나행이들어있을때,필사하는과정에서,우연한

실수로잘못읽어서,같은두낱말사이의본문이삭제되는경우를일컫는다.

homtel = homoioteleuton (유사문미[類似文尾] 탈락) 이것은, 한 문단 안에

같은낱말로시작되는구나절이나행이들어있을때,필사하는과정에서,우연

한실수로잘못읽어서,같은두낱말사이의본문이삭제되는경우를일컫는다.

ideol = ideologically motivated (이념적 동기) 이것은, 특수한 이념적 전망

에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조정된 본문을 일컫는다. 그 동기가 반드시 신학적

이라고할것까지는없다하더라도어떤이념이반영된변화를일컫는다.

ign = ignorance (무지) 이것은,문제본문의발생기원이필사자나번역자의

무지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일컫는다. 필사자나 번역자가 그들 앞

에 놓여 있는 대본 (Vorlage)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그

대본을 잘못 읽음으로써 이독이 생겨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err (오

류)”는단순한실수로생긴본문을가리키는데반하여, “ign (무지)”는본문전

달자의지식의결핍을강조한다.지식결핍의경우도성격에따라다음과같이

세분된다.

ign-cultur (문화적배경에관한무지)

ign-georg (지리적배경에관한무지)

ign-gram (문법적지식에관한무지)

ign-lex (사전적의미에관한무지)

implic = making explicit information implicit (함축) 이것은본문에서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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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를삭제하는것이아니라,다만겉으로드러난표현을속으로감추는것

일뿐이다.정보를함축시켜보관한다.

indet = indeterminate (불확정한) 이것은, 인용된 증거 본문이 문제되는 본

문의 특별한 난점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정관사의 유무와관련하여라틴어 역본들,동사형태의 남성형과여성형

이논란이될때라틴어나그리스어번역본들)

insuff = insufficient (불충분한) 이것은,한사본이파손되어그본문을읽을

수는있지만,거기에서인용된본문이확신을줄만한충분한증거가되지못할

경우를 일컫는다. 이것은, 사본의 품질을 첨자(添字)로 표시한 “frag (단

편)”(=fragmentary)와는 구별된다. “frag”의 경우는, 본문이 비록 완전한 형태

로남아있지않고단편적이긴하더라도,그부분적인조각이본래 본문의조각

이기때문에전와되지않은완전본문이어떤것이었는지를충분히알수있게

해주는점에있어서 “insuff”와는다르다.

interp = interpretation (해석) 이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본문에 본래부

터의미가좀모호한말이있는경우,고대의사본들중에서그러한모호문에어

떤결정을내린것이있음을말하여준다.여기서말하는모호성이란반드시난

해구나 어색한 본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부터 명확한 의미를 얻는

문제,곧기본적인이해의문제와관련된것이다.그런점에있어서 “interp (해

석)”은 “facil (쉽게 하기)”와는 구별이 된다. “interp (해석)”은 (위에 제시된)

“explic (함축의미명시[含蓄意味明示])”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두 용어

“interp”와 “explic”는 모두 함축된 의미를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뜻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explic”는 밖으로 드러낼 함축된 의

미가 필사자에게나 번역자에게 분명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반하여,

“interp”의경우는고대의필사자나번역자가모호한본문에대하여어떤의미

결정을해야하는,의미의모호성이전제되어있다.

interpol = interpolation (삽입)이것은,다른자료나같은자료의다른곳에서

온 어떤 본문 문제와 관련된 본문이 삽입됨으로써 발생한 읽기를 성격규명한

것이다.

irrel = irrelevant (무관한)이용어는한특정한증거의읽기가고려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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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제에부관한것임을표시한다.

lib = liberty (자유)이성격규명은문제의읽기를발생시키는기본적인요인

이원천본문에,혹은원천본문과광범위한문맥의상호작용에,혹은한번역본

의 수용언어의 요구에 있다기보다는, 필사자나 번역자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제안한다. “Lib”는 그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의 “의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의도성이필사자나번역자를제외한다른어떤 요인에의해발생한것이아

니라는것, 그리고그읽기 배후의의도가더 이상달리상술될 수없다는것을

암시한다. “Lib”는홀로나타나거나,더욱상세한진술과함께나타나서그러한

자유가행사된언어학적측면을밝힌다.

lib-seman의미론과관련된자유스런변화

lib-synt구문론과관련된자유스런변화

lit = literary (문학) 이 용어는 한 읽기가 분리된 문학 전통을 대표한다는 것

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리된 문학 전통이란 어느 한 책이 둘 혹은 그

이상의여러판으로나왔을경우그중하나를마라는것이다.이러한분리된문

학전통은절대로다른증거본문에반영된다른문학전통곧다른계통이다른

편집본의본문을 교정하는자료로사용되어서는 안된다.예를 들면,사무엘기

와예레미야서가이런종류의문제를많이제시한다.

metath = metathesis (낱말 안의 글자 자리 바꾸기) 이 용어는 한 읽기가 한

낱말안에서글자의치환때문에발생한경우그특성을규명하는것이다.그러

한 변화의 동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러한 치환은 의도적인 변경이

라기보다는 우연한 변경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Metath”는 한 낱말

을구성하는여러글자들사이에서일어나는위치변경으로서,문장안에서낱

말들사이의위치변경을일컫는 “transp (글월안의낱말자리바꾸기)” (아래)

와는구별되는것이다.

midr = midrash (미드라쉬) 이 용어는 그 읽기가외부의 미드라쉬 전통에서

영향을받은것이라는것을제안한다.

modern = modernization (현대화)이용어는한읽기가번역자나필사자때

에 지배적이던 사전상의 혹은 문법상의 용법에 동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성격규명을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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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 = narrative (이야기)이용어는그읽기가이야기의구조나기법에순응

하느라고이야기를조정하는데에서발생한것으로성격규명을하는것이다.

om = omission (부재[不在] parablepsis) 이 용어는 필사자나 번역자가 본문

의 어떤 부분을 우연히 빠뜨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생겨난 본

문이부재를가리킨다.

paraphr = paraphrase (바꾸어말하기) 이 용어는 한 읽기를 같은뜻의 다른

형태로다시진술한것이라고판단되는경우를가리킨다.

rest = restoration (회복)이용어는한증거본문이한번역의대본(Vorlage)이

었던전와(轉訛)된본문의회복을시도한것이라고판단되는것을가리킨다.

shift = shift of meaning (의미 이동) 이 용어는 한 번역이 본문의 주요 구성

요소를다시씀으로써본문전체에새로운의미를주려고했다고판단되는것,

그리고그러한변화가본문을재작성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이라고하는판단

되는것을가리킨다.

spon = spontaneous (자발적) 이 용어는 독립된 증거 본문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특수 이독이 실제로는 이러한 증거본문들과는 무

관하게독자적으로그리고자발적으로발생한것이라고판단한것을가리킨다.

substit = substitution (대치)이용어는한본문안에있는낱말이나낱말들을

필사자나번역자가임의로다른낱말이나낱말들로대치한것이라고판단되는

것을가리킨다.이러한대치의배경이되는동기는상술하지않았다.

syst = systematization (체계화) 이 용어는 문제가 되는 읽기가 필사자나 번

역자가어떤본문을필사하거나복사하는과정에서전달하고자하는그본문을

통일된문학적구조로제시하려고하는과정에서생겨난것이라고판단되는것

을가리킨다.

theol = theologically motivated (신학적동기)이용어는문제의읽기가신학

적 규범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된 읽기임을 말해 준다. (다음에 제시된) “t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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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 (티쿤쏘프림)”와 (위에제시된) “em scr (서기관의수정)”도유의해보라.

tiq soph = Tiqqun Sopherim (티쿤 쏘프림: 서기관의 수정) 이것은, 문제의

본문이 실제로 서기관의 수정이라고 판단되든 안 되든, 서기관들이 성서의 본

문을수정해놓은것이라고하여,전해져오는목록안에올라있는본문을일컫

는다.위에제시된 “theol (신학적동기)”를유의해보라.

transcr = transcription (유사 음) 이 용어는 번역본문의 읽기가 번역 대본의

번역에서 생긴것이 아니라,번역 대본의 구어형태를 (소리나는대로), 수용언

어의 음성학적 체계에 따라, 재생시킨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

transl = translational adjustment (번역상의 조정) 이 읽기의 성격규명은 수

용언어가제공하는속박과기회의역할을주목하여보도록주의를환기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국면들이 필연적으로 원천 본문과 원천 언어의 특성을 번역하

는방법을주목하여보도록한다.

translit = transliteration (음역)이용어는번역본문의읽기가번역대본의번

역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번역 대본의 기록 형태를 (곧, 철자를), 글자 대 글자

대응 관계에 입각하여, 재생시킨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

킨다.여기에서는 결과적인번역형태가 대본의소리를흉내내었는지, 혹은그

것이수용언어에서철자법상 “이상하게”여겨지는지그여부는고려하지않는

다.

transp = transposition (글월안의낱말자리바꾸기)이용어는한읽기가한

본문안에서자리를서로바꾼두낱말혹은낱말모음에서생겨난읽기의경우

그특성을규명하는것이다.그러한자리바꾸기동기에관해서는언급하지않

지만, 이러한 자리 바꿈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Transp”는 낱말들 사이의 자리바꿈을 일컫는 것으로서, 낱

말을 구성하는 여러 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치 변경을 일컫는 “metath

(낱말안의글자자리바꾸기)”와는구별된다 (위의 “metath”를보라).

via이용어는특수한기존읽기의자극제구실을한것으로판단된히브리어

형태를표시한다.한형태를그렇게표시함에있어서,그읽기가실제로대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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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쓰여져있었던것이었는지 (실제대본),아니면다만필사자나번역자가

마음속으로그렇게읽은것이었는지 (허상대본)에대한입장은취하지않았다.

via √이용어는표시한다.특수한기존읽기의자극제구실을한것으로판

단된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어근”을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어근을, 필사자나

번역자가그들의대본을이해하였던방법을형성한것으로보이는일종의해석

학적열쇠구실을하는것으로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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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소라에 사용된 용어 해설

알레프(’alef)로시작되는낱말,알레프(’alef)글자,아트낙(’atnaḥ)억양

하나, 한 번

알파벳, 알파벳 순서, 시 119 , "

낱말의첫두글자가알파벳의순서를따른다 ' ' ' ' ' '

하나님이름네글자 ( =) ,

오경(五經) ,' ,

글자, 글자들 ,

위 첨자

다른 '

대명사 “그들”

이다, 있다

거기에 있다

여자 =

안에,가운데에, (낱말이나절)안에 , ,'

(시형식으로편집된세책) 욥기 , 잠언 , 시편 "

구약전서 "

남자이름 , , ,

여자이름 , , ,

아트낙(’atnaḥ)과 쏘프 파쑤크(sop pasuk) , "

한 절이 씨만(siman)이다 "

아람어

글자, 글자들 , ,

아트낙(’atnaḥ) , ,

여자 이름 ,

하나 (둘 ...)을제외하고 (... ) ,(... )

그것들 안에

그것 안에

그것들사이에 ,

창세기 ,

남자 ,

후에, 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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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이름 ,

가야(ga'ya) , ,

게레쉬(geresh) ,

역대기 " , ,

후에, 뒤에 ( ) ,

다게쉬(dagesh) , ,

이 것

같은,이것과같은,이것들과같은 , , , ,

남성

불완전

유사(類似)

열 다섯 (15)

이것들

힐렐 코덱스

여기

바브(와우 waw) 전접(前接) 낱말

그리고 다른 '

그리고 하나

바브(와우 waw)

민수기

한 쌍, 쌍들 ,

남성

소(문자[들]) , ,

자케프(zakef) , , ,

자르카(zarka) ,

짝,짝의한쌍 , , , ,

하나, 한 번 , ,

...가운데하나, ...가운데서독특한것

일반적인 (세속적인)

오경(五經)

가야(ga‘ya)가 없는 (즉 짧은)

차이,변화 , ,

불완전한,불완전하게기록된 , , , ,

이중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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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절반

억양,억양과함께 , , ,

한 번

일반적이아닌 , , , ,

하나님의이름 네 글자 , ,

여호수아기 , 사사기 , 시편

여분의 , ,

여기 ,

닮음, 유사 ,

그렇게기록되어있다 , , "

모두 , " ,

기록된것 , , , ,

성문서(聖文書) , , , ,

독특한, 유일한 , ,

러가메(ləgarme) , , ,

형식,의미,언어,성(性) , , , ,

위에

아래에

바뀐, 뒤에 놓인

메러카(merəka) , ,

에스더기 두루마리 ,

동부(東部) , , , ,

옳은본문,교정된본문 , ,

중복된, 반복된 ,

앞에 놓을 것

이문(異文),이문들 , , ,

오해되다 , ,

보통이아닌 , ,

낱말,낱말들 , , ,

수(數)

그것들 한가운데

완전표기 , " ,

두번나오는완전표기 , " " ,

밀엘(mil‘el),전종음절(前終音節)에억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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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milra‘),종음절(終音節)에억양 ,

그것들가운데,그것들로부터 ,

(' 의) 음악적 의미

모음부호를붙인,발음된 ,

끝마소라 (Masorah finalis) '

서부(西部) , ,

절중간(節中間) , "

마픽(mappik),낱말끝에붙은 ‘헤(he)’를발음한다 , ,

안에 , , ,'

소(小)마소라

신명기 , "

다른 ,

열왕기 , 이사야서 , 예레미야서 , 열두예언서 ' ' ' '

같은 , ,

다른,이독(異讀) , ,

낱말가운데 , "

다른본문 , , "

예언서 , , , ,

(' 의) 음악적 의미

크게 쓴 눈(nun)

보통크기로쓴눈(nun)

예언서 와 성문서 "

함께,첨가되어포함된 , , , ,

점(點) ,

여성

쎄데르(seder), 성구집(聖句集)

다른책,다른책들 , "

추측하여읽은것 (본문안에넣지말것) , ,

기억을돕는표시,참조 , , ,

책 ,

끝

합계

연관된,앞에붙은,뒤에붙은,결합된 , ,

쏘프파쑤크(sof pasuq),절의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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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의끝 , ,

문맥, 문단 , ,

끝에 ,'

차이,구분, (의견의)불일치 , , , ,

어떤이

절(節) , ,

파쎄크(paseq) , , ,

파라샤(parasha),성구집(聖句集) ,

파탁흐(pataḥ) , ,

쎄골(segol)

커레(qəre) , , ,

첫째 , , ,

거룩한,거룩한언어(곧히브리어) ,

카메츠(qameṣ) ,

쎄레(ṣere)

벗어진 (전접사[前接詞]바브waw가없는)

성서 ,

곳 이름 ,

시작 ,

절(節)의 시작 , "

낱말의 시작

큰 , ,

복수(複數) ,

레쉬(reshi), 시작

라페(rafe)(dagesh가없는,침묵후두[沈黙喉頭]가없는) , , ,

나머지,다른것들 , ,

(사람)이름,이름들 ' ' , , ,

명단, 목록 ,

(낱말,절, ...)다음의것 , ,

사무엘기 ,

토라(Torah) , ,

낱말 , , ,

레위기 , "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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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자(添字)

시편 ,

셋, 쎄골(segol)

둘째

구약성서 "

둘째 , , , ,

열두예언서 , ,

두 뜻

타르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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