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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전서

제27판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김창락*

1. 총괄적 안내

1. 신약성서의 본문비평에 이용되는 사본들은 그리스어 사본들과 고대의

여러 가지 번역들의 사본들이다.

2. 그리스어 사본들은 우선 외형상(外形上)으로 세 가지 부류로 크게 분

류된다. 즉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이다.

3. 파피루스 사본은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본을 일컫는다. 대문자 사본은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이며 소문자 사본은 소문자로 기록된 사본이다. 필기

의 재료로 아주 초기(2-3세기)에는 파피루스가 사용되었으며 4세기부터는

주로 피지(皮紙)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

지(羊皮紙) 또는 송아지의 가죽으로 만든 우피지(牛皮紙)가 많이 사용되었

으며 12세기부터는 종이가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스어 사본들은 8세

기말까지는 대문자로 기록되었으나 9세기부터는 소문자로 기록되기 시작

했다. 따라서 사본의 겉모습(필기 재료와 서체)을 보고 대략적으로 그 사

본의 발생 연대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4. 지금까지 발견된 파피루스 사본은 100개이다(NTG 27판에는 98개만 등

록되어 있음). 그것은 각각 1, 2 , 3 , ... 9 8이라고 표시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문자 사본은 300 여개다. 대문자 사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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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는 모든 대문자 사본을 일관되게 표시하기 위하여 01, 02, 03,

...0301이라는 식으로 0 +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다. 둘째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와 그리스어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A, B, C, ...Z, 그리고 이어서 , , , , , , , , , 를 부호로 사용한

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히브리어의 첫째 자음 을 맨 먼저 사용한다.

그러므로 으로부터 시작하여 에 이르기까지 영어와 그리스어 알파벳 대

문자를 이용하여 표시되는 대문자 사본은 45개이다. 그러므로 1번부터 45

번에 이르는 대문자 사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즉 01= ,

02=A, 02=B, 03=C, ...035=Z, 036= , ...045= 이다. NTG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즉 1번부터 45번까지는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

고 그 나머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즉 046, 047,...0301이다.

5. 소문자 사본은 약 2900 개이다. 이것은 1, 2, 3, ...2892로 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이 소문자 사본의 약 80%는 이른바 비잔틴(Byzantine) 본문을

대변한다. 비잔틴 본문은 일명 코이네(Koine) 본문이라고도 한다. 비잔틴

본문 또는 코이네 본문은 4세기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신약성서의 본문으로 보편

화되었다. 이 비잔틴 본문은 초기의 중요한 파피루스 사본들과 대문자 사

본들의 본문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비잔

틴 본문은 신약성서의 원래의 본문을 구축하려는 본문비평 작업에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비잔틴 본문을 대변하는 사본들은 NTG의 비평장

치란에서 증거를 제시할 때에 개별적으로 지칭되지 않고 반드시 집단적으

로 지칭될 따름이다. NTG는 전체 소문자 사본들 가운데서 본문비평에 유

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6. 신약성서의 본문비평에 이용되는 고대 번역본의 언어들 가운데서 우

선 주요한 세 가지를 들면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이다. 이 고대 번역본

들은 그 번역문을 근거로 해서 그것의 대본으로 사용된 그리스어 사본의

원문을 역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限)에서 이용된다. 그런데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번역본들도 그 원

본(原本, Urtext, original text, autograph)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다양한 사본들만 남아 있다. 그래서 이 각 언어의 번역본들을 분류하고 정

리하는 비판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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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틴어 번역본들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그 한 가지는 약 2세기

후반부터 북부 아프리카와 유럽의 여러 곳에서 번역되기 시작한 라틴어

번역들이다. 이것을 일컬어 고대 라틴어 번역본(Vetus Latina version 또는

Old Latin version)이라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이른바 불가타 번역본

(Vulgata version 또는 Vulgate version)이다. 불가타 번역본은 4세기 말경

에 제롬(Jerome)이 번역한 라틴어 신구약성서이다. 구약성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으로 번역한 것이지만 신약성서는 그리스어 사본들과 대조

하면서 기존의 고대 라틴어 번역들을 수정한 것이었다. 불가타 성서는 발

행 초기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여

중세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표준적인 성서로

받아들여졌다. 고대 라틴어 번역본들은 신약성서의 전체 번역이 아니고 영

역별로 나눈 부분적인 번역이었다. 이 고대 라틴어 번역본들은 불가타 번

역본이 나온 이후에도 13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승발전되었다.

8.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라틴어 번역의 사본은 약 70개이다. 이 사본들

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 계시록으로 분류하여 명

칭을 붙이는데 주로 영문 알파벳의 소문자를 사용하며 보충적으로 그리스

어 알파벳의 소문자 , , , , 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동 서신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수록하고 있는 고대 라틴어 번역은 ff, l, t이다. ff는

9세기에, l은 7세기에, t는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작성된 사본이다. 불

가타 번역본은 그 사본이 무려 8,000개 이상이나 되며 교부들의 글 속에

인용된 것도 수천 개에 이른다. 이 사본들 및 인용문들은 서로 사이에 많

은 차이가 있다. 본문비평에서 불가타 번역본의 본문을 일컬어 vg라고 표

시한다. vg는 이 여러 사본들 중의 특정한 어느 사본의 본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타 번역의 여러 사본들을 비교검토하여 만들어 낸 네 개

의 권위있는 비평본들 사이에 일치하는 본문을 가리킨다. 이 네 비평본은

1590년에 교황 Sixtus V가 발행한 <Sixtus판>(=Editio Sixtina)와 1592년에

교황 Clement VIII가 발행한 <Clement판>과 1889-1954년에 Wordsworth

에 이어서 White가 제작한 <Worthwords/ White판>과 1983년에 독일의

Stuttgart 성서공회가 발행한 <Stuttgart판>이다. 이 네 비평본은 각각 vgs ,

vgc l, vgw w , vgs t라는 부호로 표시한다.

9.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은 원래부터 수적으로 많지 않으며 보존된 것도

매우 적다. 특히 공동서신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시리아어 번역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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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네 가지 부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즉 3/ 4세기경에 생긴 고대

시리아어(Vetus Syra) 번역들, 4/ 5세기경에 생긴 <Peschitta 번역본>,

507/ 08년에 나온 <Philoxenos 번역본>, 615/ 16년에 나온 <Harkel 번역본>

이다.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들은 주로 네 복음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Peschitta 번역본>은 시리아 지역에

가장 강력히 유포된 번역이다. 이 <Peschitta 번역본>에는 베드로후서, 요

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이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이 특징이다. 현재로 이 <Peschitta 번역본>은 5세기와 6세기에 제작된 사

본이 약 350개 보존되어 있으며 syp 로 표기한다. <Philoxenos 번역본>은

신약성서의 정경 전체를 포함하는 최초의 시리아어 번역본이지만 이 번역

본은 그 사본들과 함께 통째로 분실되었고 다만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

한삼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이 몇몇 사본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이것들이

<Philoxenos 번역본>에 속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Philoxenos 번역

본>은 syp h 로 표기한다. <Harkel 번역본>은 Thomas Harkel이 616년에 번

역한 것인데 신약성서의 문서 전체가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시리라어 번

역이다. 이것은 syh 로 표기한다.

10. 콥트어 번역본은 여러 가지 방언들로 나뉘어져 있다. 그 가운데서

주요한 것 몇 개만 보기로 들면 사히드(Sahid) 방언, 보하이르(Bohair) 방

언, 아크밈(Acmim) 방언이다. 콥트어 번역의 사본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co로, 사히드 방언의 사본은 sa로, 보하이르 방언의 사본은 bo로, 아크밈

방언의 사본은 ac로 표기한다.

11. 개별 사본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의 부

호 오른쪽 어깨에 위첨자를 붙여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본의 어떤

자리의 글발(text)이 교정되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1 , 2 , B1 , B2 , C1 ,

C2 등등으로 표기한다. 1 , A1 , C1은 각각 첫번째에 교정된 읽기를 가리키

며 2 , B2 , C2는 두번째로 교정된 일기를 가리킨다. *, B*, C*는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있는 그대로의 읽기를 가리킨다. Ec, Fc, 048c는 원래의 필사자

또는 후대의 어느 교정자의 손으로 교정된 것을 가리킨다. 대규모의 사본

인 , B, C, D에 1, 2, c 따위의 위첨자 어깨 부호가 붙었을 경우에는 그

러한 교정이 수행된 특정한 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NTG 27판 *5-*6쪽 참

조).

어떤 사본의 어떤 자리는 보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또는 재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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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imp sest)의 경우에는 재생의 상태가 불선명하지 하기 때문에 그 자리

에 적힌 글발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판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리의 글발을 짐작해서 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짐작해서 재구성해 낸

읽기임을 표시할 때에는 v i d , Av i d , Bv i d 로 표기한다.

어떤 사본에는 본문에 기입되어 있는 것과 다른 읽기가 난 외에 기록되

어 있다. 이렇게 난 외에 기록되어 있는 읽기는 m g , Am g , Bm g 등등으로

표기한다.

정리하면: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의 읽기
1 = 사본의 어떤 자리의 원래 읽기를 첫번째로 교정해서 적어 놓은 읽

기
2 = 사본의 어떤 자리의 원래 읽기를 두번째로 교정해서 적어 놓은 읽

기

Ec =E 사본의 어떤 자리의 읽기를 원래의 필사자 또는 후대의 어느 교정

자가 교정해서 적어 놓은 읽기

Av i d =A 사본의 어떤 자리의 글발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짐

작해서 재구성해 낸 읽기

Bm g =B사본의 난 외에 기입되어 있는 다른 하나의 읽기

12. 라틴어 번역을 집단적으로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latt=전체 라틴어 전승이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lat(t)=전체 라틴어 전승 가운데서 단지 몇몇 증거만 예외로 하고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lat=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Vulgata)가 공동으로 동일한 그

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vg=불가타(Vulgata) 번역본의 주요한 간행본들(vgs , vgc l, vgw w , vgs t)이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에 해당하는 라틴어 표현을 사용했다. 즉 4대 불가타

간행본들이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공통적으로 증거한다는 뜻이다.

it=고대 라틴어 증거들 전체 또는 대다수가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증

거한다(it=Itala).

13. 고대 시리아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은 표시로써 특수한 의미를 나타

낸다.

sy=모든 시리아어 번역들이 상응하는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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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h m g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에 기입되어 있는 읽기

syh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안에 **표를 붙여 놓은 읽기들을 가리킨

다. 이 읽기들은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

낸다.

14. 콥트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은 표시로써 특수한 의미를 나타낸다.

co=모든 콥트어 번역들이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sam s =사히드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하나가 그 제시된 그리

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bom s =보하이르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하나가 그 제시된 그

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sam s s =사히드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

본들이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bom s s =보하이르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둘 내지 네 개의 사

본들이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bop t (=bop a r t i m )=보하이르 방언으로 된 번역의 사본들 가운데 다섯 또는

그 이상의 사본들이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한다.

bo?=보하이르 방언으로 된 번역은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하는

지 확실하지 않다. 즉 가능하기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sa?=사히드 방언으로 된 번역은 그 제시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즉 가능하기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15. 그리스어 사본들은 신약성서의 원래의 본문을 재구성하거나 본문 전

승의 역사를 해명하는 데 얼마만큼 이용될 수 있느냐는 질적 기준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분류된다. 첫째는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사

본들이다. 둘째는 주로 본문의 전승사를 밝히거나 본문을 해명하는 데 필

요한 사본들이다. 셋째는 본문을 재구성하거나 본문을 해명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 사본들이다. 이들은 비잔틴 계통의 본문(=코이네 본문)

을 대변하는 사본들이다.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본들은 적극적 증거 자료로 제시된다. 적극적 증

거 자료는 본문란에 채택된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와 이 본문을 반대하는

증거들이다.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본들은 소극적 증거 자료로 제시된다.

소극적 증거 자료는 주로 본문사적 또는 본문해명적 관심 때문에 인용되

는 증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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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증거 자료로 인용되는 증거들은 상비(常備) 증거들이다. 상비 증

거란 필요한 자리에 언제나 제시되는 증거라는 뜻이다. 상비 증거는 다시

일등급 상비 증거들과 이등급 상비 증거들로 분류된다. 일등급 상비 증거

들에 속하는 사본들은 파피루스 사본들, 대문자 사본들 가운데서 비잔틴

코이네 본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사본들, 그리고 고대의 본문 형태를 제

공하는 몇몇 소문자 사본들이다. 이등급 상비 증거들에 속하는 사본들은

아주 중요한 코이네-대문자 사본들과 일연의 소문자 사본들인데 여기에

속하는 소문자 사본들은 본문사적으로 특별한 흥미가 있는 것이며 비잔틴

코이네 본문에 가까운 것이다.

소문자 사본들의 80%는 비잔틴 본문을 대변한다. 비잔틴 본문은 코이네

본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NTG 25판까지는 이 본문을 코이네 본문이라 부

르고 이 본문을 대변하는 사본들을 라고 표기했다. GNT는 이것을 비잔

틴 본문이라 부르고 Byz라고 표기했다. 그런데 NTG는 26판부터 이 비잔

틴 계통의 코이네 본문을 대다수 본문(Mehrheitstext, Majority text)이라

부르고 이 대다수 본문을 대변하는 사본을 으로 표기했다.

Byz와 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은 Byz 또는 를 포함하지만 Byz

또는 보다 그 함유 범위가 더 크다. 즉 은 코이네 본문을 대변하는 사

본들을 포함하며 여기에 추가해서, 그때 그때의 자리에서 코이네 본문과

동일한 읽기를 나타내는 이등급 상비 증거들의 사본들을 또한 포함한다.

<그림 Ⅰ>

16. 대다수 본문을 증거하는 사본들이 수적으로 거의 균등하게 두 쪽으

로(간혹 세 쪽으로) 갈라져 있을 경우에는 그 각 쪽을 pm(=permulti, 아주

많은 사본들)이라 표기한다. pm은 본문란의 재구성된 본문을 지지하는 증

거 자료로도 제시되며 이 본문을 반대하는 증거 자료로 제시된다. 이 pm

이 본문을 반대하는 증거 자료에만 제시되어 있고 본문을 지지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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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의 자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도 pm은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

임을 뜻한다.

이와 달리 은 어느 한 쪽의 증거 자료로만 나타난다. 이 본문을 지지

하는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 읽기와 본문은 일치하지

만 본문을 반대하는 읽기의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 읽

기는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17. 이등급 상비증거들은 중요한 것들만 선발해서 제시하며 그 나머지는

집단적으로 표시한다. pc(=pauci: wenige Handschriften, a few

manu scripts)는 소수의 사본들을 가리킨다. al(=alii: andere Handschriften,

some manu scripts)은 몇몇 사본들을 가리킨다. al은 pc보다 좀 더 많음을

뜻한다. pc와 al은 과 차이를 나타내는 이등급 상비증거들이지만 pm은

이 2등분 또는 3등분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 해설 방법에 대한 안내

1.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순서는 맨 처음에 그리스어 사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역본들, 그 다음에 교부들의 인용이 잇따른다. 그리스어 사본

들의 배열 순서는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구집이다.

번역본의 순서는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게오르기아어,

고트어, 에티오피아어, 슬라브어이다.

2. NTG에는 그리스어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과 교부들의 인용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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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콜론(;)으로 떼어 놓았으며 소문자 사본 다음에는 마침표(.)를 표시했

으나 해설에는 각 사항 사이에 모두 콤마(,)를 찍었다.

3. NTG에는 본문을 증거하는 자료를 각 항목의 맨 끝에 두었으나 해설

에서는 맨 앞에 갖다 놓았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이

기 위해서이다.

4. - -는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다른 읽기의 증거가 제시된다는 것을 가

리키며 ___는 다른 항목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가리킨다.

5. 본문에 제시된 읽기를 각 해설의 첫 머리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

생시켰다.

(text)라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본문의 글발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본문의

공백에 무엇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 text)라 표시하고 그 아래는 공백으로

두었다.

6. 적극적 증거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와

본문의 읽기와 다른 대안적 읽기를 증거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독자가 양쪽의 증거 자료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원래의

읽기에 가까운 것인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문의 읽기가 증

거상으로 너무나 명백하여 증거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에는 본문의

읽기에 반대하는 증거만 제시했다. 이러한 증거를 소극적 증거라 한다. 소

극적 증거자료는 본문의 전승사를 밝히려는 관심 때문에 제시된 것이다.

소극적 증거자료만 제시된 경우에는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증거자료는

그 소극적 증거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비 증거들이다.

7. 제1장과 나머지 제2-5장은 해설 방식을 다르게 했다. 제1장에서는 제

시된 증거자료를 모두 설명적으로 해설했으며 제2-5장에서는 증거자료를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어려운 부호만 골라서 해설했다.

8. 야고보서의 본문비평에 증거로 인용되는 사본들은 다음과 같다.

1) 일등급 상비 증거들
2 0 , 2 3 , 54 , 74 ;

(01), A(02), B(03), C(04), P(025), (044), 048, 0166, 017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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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739.

2) 이등급 상비 증거들

K(018), L(020), 81(1044), 323, 614, 630, 1421, 1505.

3)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

69, 322, 623, 945, 1243, 1846, 1852, 1881, 2298, 2464, 2495.

3. 야고보서 본문비평장치 해설

표제(Inscriptio)

(text)

이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들: ( , B) K, 81 (' 630, 1241) pc

K 사본, 81번 사본, 소수의 사본들(pc)은 본문에 제시된 꼭 그대로의 읽

기를 증거한다.

( ) 속에 제시된 사본들은 본문에 제시된 읽기와 비슷하게 일치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읽기를 증거한다. <부록 II>에 그 차이점이 명시되어 있

다.

사본에는 라고 씌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제 자리

에 적혀 있지 않고 문서의 밑 쪽에 하기(下記, subscriptio) 되어 있다.

B 사본에는 가 표제 자리에 적혀 있으나 제2의 손으로

첨가된 것이다.

부호는 어순이 바뀌어 있음을 뜻한다. 즉 사본, 630 사본, 1241 사본

에는 로 적혀 있다.

- -

-> 대치

(+ )

P 사본, 33번 사본, 1739번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은 이 읽기를 증거한

다. 즉 33번 사본, 1739번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에는

로 씌어 있다. 다만 P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은 다음에

를 첨가했다. 즉 로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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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번 사본, 614번 사본, 945번 사본, 1505번 사본은 어순을 달리 한다.

즉 <부록 II>를 찾아보면 이다.

- -

-> 대치

L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이 이 읽기를 증거한다. 그러나 049번 사본과

69번 사본에는 어순이 다르게 되어 있다. 즉 <부록 II>를 찾아 보면

로 적혀 있다.

제1장

1:1

( text)

-> 첨가

본문 속에 부호가 표시된 자리에 를 첨가한다. 이 읽기를 증거

하는 사본은 429, 614, 630, 그리고 소수의 사본들(pc)이다.

1:3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을 으로 대치한 사본은 110, 1241, 그리

고 소수의 사본들(pc)이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디디무스(Didymu s of

Alexandria)의 글 가운데서 일부분(Didp t)이 그러하다.

___

(text)

-> 바꿈

본문의 의 어순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

어져 있다. 즉 본문의 세 낱말을 각각 1, 2, 3이라는 번호로써 지칭한다면

2 3 1 ( )이라는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은 629와 소수의 사

본들(pc), 불가타 번역본(vg)이다.

- -

->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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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를 증거하는 사본은 429, 614, 630과 소수의 사본들

(pc), 그리고 고대 시리아어 번역인 페쉬타(Peschitta)판 번역본(syp )이다.

- -

-> 바꿈

1 ( )만 적혀 있는 사본은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B사본(B2)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ff이다.

- -

-> 생략

세 낱말을 모두 생략한 사본은 하르켈(Harkel)판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

(syh ), 교부 어그스틴(Au gustine)의 글 가운데 일부분(Au gp t)과 교부 아르노

비우스(Arnobiu s)의 글이다.

1:5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B, C, L, P, , 33,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와 많은 사본들(pm)이다.

- -

-> 대치

를 으로 대치한 사본은 K, 049, 69와 많은 사본들(pm)이다.

1:6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429, 522, 630과 소수의 사본들

(pc)이다.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522와 소수의 사

37



성경원문연구 제3호

본들(pc)이다.

1:7

(text)

-> 생략

본문에 제시된 를 생략한 사본은 , 아마도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

한 원래 그대로의 C사본(C*v i d ), K, 522, 1241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불가타(Vulgata)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나타내는 불가타 번역

의 한 사본(vgm s)이다. C*는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사본의 읽기

를 가리키며 v i d 는 그 자리의 사본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

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뜻이다.

1:8

( text)

-> 첨가

부호가 표시된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326, 621, 630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Harkel

판 시리아어 번역본 안에 **표를 붙여 놓은 읽기(syh 8 8)이다. **표를 붙인 읽

기는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 읽기임을 뜻한다.

1:9

(text)

-> 바꿈

본문에 제시된 를

2-4 ( )로 바꾼 사본은 B, 이다.

- -

-> 바꿈

1 4 2 ( )로 바꾼 사본은 720과 소수의 사본들(pc)이다.

___

(text)

-> 생략

38



NTG 제27판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 김창락

본문에 제시된 을 생략한 사본은 74이다.

1:11

(text)

-> 생략

본문에 제시된 첫번째 를 생략한 사본은 614, 630, 1505와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불가타(Vulgata)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나

타내는 불가타 번역의 한 사본(vgm s)이다.

___

(text)
1

-> 생략

본문에 제시된 두번째 를 생략한 사본은 B와 소수의 사본들(pc)이

다.

1:12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A, , 1448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시릴(Cyril of Alexandria)의 글이다.

___

(text)
.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B2 , , 1739와 대다수 사본

들( )이다. 2 3 , , A, B*, C*와 P에는 의 목적어 이 생

략되었다. C(*)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부록 II>에서 찾아보면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C*)에는 이라 적혀 있다.

- -

-> 바꿈

로 바꾼 사본은 K, l, 049, 6, 69, 1735와 몇몇 사본들(al),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ff이다.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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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본문에 제시된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은 2 3 , , A, B, , 81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ff(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종), co(모든 콥트어 번역들),

그리고 Did p t (교부 디디무스의 글 가운데 일부분)이다.

- -

->첨가

부호가 표시된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C, P, 0246과 대다

수 사본들( ), 그리고 하르켈(Harkel)판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syh )이며 C

사본은 정관사 를 생략했다[ (- C)].

- -

-> 첨가

이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4, 33, 323, 945, 1241, 1739와 몇몇

사본들(al), 그리고 vg(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p (고대 시리아어

페쉬타판 번역본), Ath(교부 아다나시우스의 글), Did p t (교부 디디무스의 글

가운데 일부분), Cry(교부 시릴러스의 글)이다.

1:13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 -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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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B2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

한 B사본)와 대다수 사본들( )이다. 이 대다수 사본들( ) 가운데서 2 3 ,74 ,

, A, B*, D, P에는 의 목적어 이 생략되었다.

- -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L, , 181, 323, 1739

와 몇몇 사본들(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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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을 으로 대치한 사본은 322, 323,

945, 1241, 1739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

(text)
.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n 로 대치한 사본은 K, 623, 2464와 몇몇 사본들(al)이다.

- -

->

로 대치한 사본은 1241이다.

___

(text)
1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으로 대치한 사본은 , P, 522, 614, 630, 1505

와 몇몇 사본들(al)이다.

___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2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사본), A, C, p, ( ), 1739와 대다수 사본들

(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vg),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sy)이다.

(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부록 II>에서 찾아보면

로 되어 있다. 즉 대신에 가 대치되었다.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이 자리를 교정

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와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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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614, 1505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1832, 2138과 소수의 사본들(pc)이다.

- -

-> 추측

디빌리우스(Dibeliu s)는 라고 추측했다

(Dibelius cj).

- -

-> 대치

를 증거하는 사본은 (ff)이며, Aug(교부

어그스틴의 글이 또한 그러하다고 에스티우스[Estiu s]가 추측함)의 글이다.

ff는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종이며 ( )로 묶은 것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

다는 것을 뜻한다.

- -

-> 대치

를 증거하는 사본은 2 3이다. [그리고

하우크(Fr . Hauck)는 1의 대신에 라고 추측했다].

1:18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을 으로 대치한 사본은 1739*v i d ,

2298과 소수의 사본들(pc) 및 vgc l (클레멘트판 불가타 간행본)이다. 1739번

사본은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읽기가 이러한 것이라

짐작된다(1739*v i d ).

- -

-> 대치

으로 대치한 사본은 614, 630, 2495와 몇몇 사본들(a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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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h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이다.

___

(text)
.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B와 대다수 사본들( )이다.

- -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c, A, C, P. , 945, 1241, 1739와 몇몇 사본들

(al)이다. c는 이 자리가 12세기경에 어느 교정자의 손으로 이렇게 교정되

어 있음을 뜻한다.

1:19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B, C, 81, 945, 1739와 몇몇

사본들(al), lat(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yh m g (Harkel판 시

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주), bo(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ac(모든 아크밈

방언 번역들)이다.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 그대로의

사본)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부록 II>에서 찾아보면 로 되어

있다.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74 v i d , A, 2464, vgm s s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불가타 번역의 사본들), sa(모든 사히드 방

언 번역들), bom s s (보하이르 방언 번역 가운데 몇몇 사본들)이다.

- -

-> 생략

이것을 생략한 사본은 1838과 소수의 사본들(pc)이다(이것은 성구집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ex lect.].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P, 와 대다수 사본들( ) 및 syh (Harkel판 시리아

어 번역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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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B, C, P*, 945, 1739와 소

수의 사본들(pc), lat(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a(모든 사

히드 방언 번역들), bo(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이다.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Pc, , 0246과 대다수 사본들( ), vgm s s (불가타 번

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불가타 번역의 몇몇 사본들),

syp .h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와 하르켈판 시리아어 번역본), bom s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한 사본), ac(모든 아크밈 방언 번역들)이다.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A(*), 33, 81이다.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A 사본의 내용은 이다.

1:20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B, C3 , K , 69,

81과 몇몇 사본들(al),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디디무스의 글(Did)이

다. C3는 C 사본의 이 자리가 약 9세기에 어느 교정자의 손으로 세번째

이렇게 교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C*, P, 0246, 1739와 대다수 사본들

( )이다.

1:21

( text)

-> 첨가

부호가 붙어 있는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P와 1852이다.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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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으로 대치한 사본은 L, 049, 1, 623, 1241, 2464와 몇몇 사본들(al)이다.

1:22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C2 , 88, 621, 1067, 1852

와 몇몇 사본들(al)이다. C2는 C 사본의 이 자리가 약 6세기에 어느 교정

자의 손으로 두번째로 이렇게 교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1501과 수수의 사

본들(pc)은 앞에 를 첨가했다. 즉 로 되어 있다

___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74 , , A, C, P, ,

1739와 대다수 사본들( )이다.

- -

-> 어순 바꿈

본문의 어순을 으로 바꾼 사본은 †(NTG 25판), B, 614,

630, 1505와 몇몇 사본들(al), 그리고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이다.

1:23

(text)

-> 생략

본문에 제시된 를 생략한 사본은 74 v i d , A, 33, 81, 945, 1241, 1739와

몇몇 사본들(al), 그리고 vgm s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

이는 불가타 번역의 한 사본), syp (고대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bo(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이다. 74 v i d 는 74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

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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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88, 621과 몇몇 사본들

(al), 그리고 Cassp t (교부 카시오도루스의 글 가운데 일부분)이다.

___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614와 소

수의 사본들(pc)이다.

- -

-> 생략

본문의 를 생략한 사본은 547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syp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이다.

1:24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614, 1505와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vgm s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한 사본), syh (하르켈판 시리아어

번역본)이다.

- -

-> 생략

를 생략한 사본은 429, 630과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ff(고대 라틴

어 번역의 한 가지), t(고대 라틴어 번역의 한 가지), Hier (제롬의 글)이다.

1:25

( text)

부호가 붙은 자리의 본문을 증거하는 사본은 74 v i d , , A, B, C,

0173, 33, 81, 945. 1241, 1739와 소수의 사본들(pc), 그리고 latt (모든 라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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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들), syp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co(모든 콥트어 번역들)이다.

- -

-> 첨가

부호가 붙은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P, 와 대다수 사본들( ), 그리고 syh (하르켈판

시리아어 번역본)이다.

___

( text)

-> 첨가

부호가 붙은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33과 소수의 사본들(pc)이다.

___

(text)

-> 생략

본문에 제시된 를 생략한 사본은 74와 소수의 사본들(pc)이다.

1:26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로 대치한 사본은 C, P, 0173, 33, 69,

945, 1241, 1739와 몇몇 사본들(al), lat(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bo(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이다.

- -

-> 대치

로 대치한 사본은 614이다.

___

( text)

부호가 붙은 본문의 읽기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B, C, P, , 0173,

33, 81, 69, 945, 1241, 1739와 몇몇 사본들(al), latt(모든 라틴어 번역들),

sy(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모든 콥트어 번역들)이다.

- -

->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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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가 붙은 자리에 을 첨가한 사본은 049와 대다수 사본들

( )이다. ( pc)는 소수의 사본들에는 어순이 약간 바뀌었음을 뜻하는데 <

부록 II>를 찾아보면 이 그 앞의 낱말 앞에 놓여 있음을 나

타낸다.

___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을 으로 대치한 사본은 B이다.

___

(text)
.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C, 33, 1739와 대다수 사

본들( )이다.

- -

-> 대치

를 로 대치한 사본은 †(NTG 25판), B, P, , 0173, 33, 81,

1505, 1852와 몇몇 사본들(al)이다.

___

(text)
1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 A, P, , 0173, 33, 1739와

대다수 사본들( )이다.

- -

-> 대치

를 로 대치한 사본은 B, C, 1505, 1852와 몇몇 사본들(al)이다.

1:27

( text)

-> 첨가

부호가 붙은 자리에 를 첨가한 사본은 A, 610, 621과 소수의 사본

들(pc), 그리고 syp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이다.

- -

->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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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가한 사본은 소수의 사본들(pc), ff(라틴어 번역의 일종), vgm s s (불

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본들), syh **(하르켈

판 시리아어 번역본에서
**
표가 붙은 부분의 읽기), co(모든 콥트어 번역

들), Spec(어그스틴 위서)이다.

___

(text)

본문에 제시된 를 증거하는 사본은 74 , c (이 자리가 12세기에 어느

교정자의 손으로 교정된 사본), A, B, C*(이 자리가 약 6세기에 두번째

로 어느 교정자의 손으로 교정된 C 사본), P, , 33, 81, 614, 630, 1241,

1505, 1739와 몇몇 사본들(al)이다.

- -

-> 생략

를 생략한 사본은 *(이 자리를 교정하지 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C2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C 사본), 049와 대다수 사본들( ),

그리고 Did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디디무스의 글)이다.

___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를 와 로

대치한 사본은 74와 Lact(교부 락탄티우스의 글)이다.

___

(text)

-> 대치

본문에 제시된 을 로

대치한 사본은 614, 1505와 소수의 사본들(pc), (syh )이다. syh 는 하르켈판

시리아어 번역본이며 (syh )는 이 읽기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뜻

이다.

제2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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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6 7 1-5)

614, 630, 1505, al, sy, sam s s , bo.

[해설]

al: 몇몇 사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sam s s : 사히드 방언 번역 중의 몇몇 사본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 (1-5)

33, pc, vgm s .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한 사본

2:2

( text) tx t *, B, C, , 630, 1505, pc.

[해설]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 -

-> 첨가
2 , A, P, 33, 1739,

[해설]
2 :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사본

: 대다수 사본들

2:3

(text)

txt B, C, P, , 614, 630, 945, 1241, 1505, 1739,

pc, ff, syh .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50



NTG 제27판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 김창락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yh : 하르켈판 시리아어 번역본

- -

-> 대치

, A, 33, , bop t .

[해설]

: 대다수 사본들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___

( text) tx t 74 v i d , , A, B, C, , 33, 81, 614, 630, 1505, pc, ff,

vgs t .w w , syh , bom s s .

[해설]
74 v i d : 74는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백하지 않지만 이렇게 교정해서 읽을 것으로 짐작된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한 가지

vgs t .w w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bom s s : 보하이르 방언 번역 가운데 몇몇 사본들

- -

-> 첨가

P, 1739, , t, vgc l, syp , co

[해설]

: 대다수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ent판 불가타 성서

syp :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co: 모든 곱트어 번역들

___

(text)

txt A, (C*), , 33, 81, 614, 630, 1505, pc, vg,

syh , Cry.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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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대로의 C 사본에는

pc: 소수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Cry: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의 글

- -

-> (2 3 1)

B, 945, 1241, 1243, 1739, pc, ff,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 365

- -

-> 74 v i d , , (C2), P, , syp , bo

[해설]
74 v i d : 74는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교정해서 읽을 수 있다고 짐

작된다.

(C2):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C 사본에는

: 대다수 사본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___

(text)

txt , A, B*, C, 049, . lat

[해설]

B*: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B 사본

: 대다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___

-> 대치

B2 , P, , 33, 323, 614, 630, 945, 1505, 1739, al, vgm s , syh ,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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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B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B 사본

al: 몇몇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한 사본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___

(text)
.

-> 대치

(A: ), 33, (t), vg

[해설]

(A: ): A 사본에는

(t):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t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

음. <부록 II>에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아니 했음.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 -

가 생략됨

[해설]

- : 사본에는 가 생략되어 있다.

2:5

(text)

tx t , A*, B, C*, 33, 945, (1241), 1739, pc

[해설]

A*: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A 사본

C*: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1241): 앞에 를 붙임. 즉 (<부록 II> 참조)

pc: 소수의 사본들

- -

-> 대치

322, 323, pc, (vg)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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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 -

-> 대치

(+ 61, al), A2 , C2 , P, , , ff, co?, Prisc

[해설]

(+ 61, al): 61번 사본과 몇몇 사본들(al)은 여기에

를 더 첨가했다. 즉

A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A 사본

C2 : 이 자리를 두 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한 가지

co?: 전체 곱트어 번역들이 이러한 지 확실하지 않다

Prisc: 교부 Priscillianu s의 글

___

(text)

-> 대치

(Hbr 6,17), *, A

[해설]

(Hebr 6,17) : 히브리 6장 17절에 의거하여

로 대치했다.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사본

2:6

(text)

tx t , B, C2 , 049, 33, 1739, , latt

[해설]

C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 대치

A, C*v i d , 614, 630, 1505, al,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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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C*v i d :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 -

-> 대치
74 v i d ,

[해설]
74 v i d : 74는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___

(text)
.

-> 대치
74 , *, A, pc

[해설]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 -

-> 생략함 623*

[해설]

623*: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623번 사본은 이 자리에

을 생략함

2:7

(text)

-> 대치
74 , A, , 33, 81, 614, 630, 1505, al, syh

[해설]

al: 몇몇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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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text)

-> (1 3 2)

C,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 1241

___

(text)

-> 대치

322, 323, vg, sam s s bo

[해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am s s : 사히드 방언 번역 가운데 몇몇 사본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 생략함 623*, C, pc

[해설]

-623*: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623번 사본은 해당 어구를

생략했다.

pc: 소수의 사본들

2:10

(text)

txt , B, C, pc, latt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 대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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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 대치

, 81, 945, 1241, (1739), 2298, al

[해설]

(1739): 1739번 사본에는 약간 달리 로 되어 있음. <부록

II> 참조

al: 몇몇 사본들

- -

-> 대치

A, 614, 630, 1505, 2464,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대치

33

___

(text)
. txt , A, B, C, pc, lat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 -

-> 대치

P, , 1739, , vgm s s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 -

(614), 2495, pc

[해설]

(614): 614번 사본에는 약간 달리 로 되어 있음. <부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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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대치

2:11

(text)

, .

-> 대치

( )... ( ) C, 614, 630, 945, 1241, 1505, 1739, 1852,

2464, al sed , 614, 630, 1505, 2464, al

[해설]

여기에 제시된 사본들은 모두 본문의 와 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다. 다만 sed 이하에 제시된 사본들( , 614,

630, 1505, 2464, al)은 본문의 를 로 바꾸었다.

( )... ( ): ( ), . ( ).

( )와 ( ): 를 ( ) 안에 묶은 것은 여기에

제시된 사본들 가운데 동사의 어미 변화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

는 사본들이 있음을 뜻한다.

sed : 그러나(but)

al: 몇몇 사본들

(text)

-> 대치

, 614, 630, 1505, 2464, al

___

(text)
.

-> 대치
74 , A, 33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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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

-> 대치
74 , A

2:12

(text)

-> 대치
74

2:13

(text)

tx t *.2 , B, C*v i d , , vgm s s , bo, Cry. Hes(P illeg.)

[해설]
*.2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사본과 이 자리를 두 번째

교정한 사본

C*v i d : C 사본의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

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의 모습은 이렇

게 읽을 수 있으리라 짐작함.

vgm s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

Cry: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의 글

Hes(P illeg.): 교부 Hesychiu s의 글(P 사본을 오독했기 때문이다)

- -

-> 대치

(+ A, 33, 81) A, 33, 81, 323, 945, 1241, 1739c , al, sa

[해설]

(+ A, 33, 81): A, 33, 81 세 사본은 다음에 를

첨가함

1739c : 1739 사본은 이렇게 수정되어 있음

al: 몇몇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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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1739*, syp

[해설]

C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1739*: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1739번 사본

syp : 시리아어 번역본 페쉬타

- -

-> 대치
1 , al, lat, syh

[해설]
1 : 이 자리를 첫번째 교정한 사본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과 불가타 번역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2:14

(text)

-> 생략 B, C*, 1243, pc

[해설]

C*: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2 1)

A, C, pc

[해설]

pc: 수수의 사본들

- -

-> 대치

049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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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614, 630, 1505,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대치

1872,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2:15

( text) tx t , B, 33, 69, 81, 323, 945, 1241, 1739, pc, ff, bo, Spe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 -

-> 첨가

A, C, , , vg, syh , bom s s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bom s s :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몇몇 사본들

- -

-> 첨가

1735, pc,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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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A, (33), 81, al

[해설]

(33): 33번 사본은 대신에 로 되어 있음. <부록 II> 참조

al: 몇몇 사본들

- -

-> 생략 -1785, pc

[해설]

-1785, pc: 1785번 사본과 소수의 사본들은 접속사를 생략함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txt , B, C, K,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 첨가

A, P, , 33,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2:16

(text)

-> 대치

A, , 33v i d , 81, 945, 1241, 1739, (2298), al, bop t

[해설]

33v i d : 33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으리라 짐작함

(2298): 2298번 사본에는 약간 달리 로 되어 있음.

<부록 II> 참조

al: 몇몇 사본들

bop t :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 가운데 일부분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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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B, C*, pc

[해설]

C*: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2:17

(text)

-> 대치

( ) L, 049, 323, 2464, , Hier, Prim

[해설]

( ): 사본에 따라 동사의 어미 변화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

: 대다수 사본들

Hier: Hieronoymu s(=Jerome)의 글

Prim : 교부 Primasius의 글

2:18

(text)

,

->(4 2 3 1)

,

(ff), [Pfleiderer cj ]

[해설]

(ff): 고대 라틴어 번역인 ff는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어순

을 나타냄.

[Pfleiderer cj ]: Pfleiderer가 이렇다고 추측함

___

(text)

-> 생략 54 v i d , pc, ff

[해설]
54 v i d : 54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으리라 짐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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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___

(text)

txt , A, B, C, P, , 33, 69,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대치
54 v i d , , Cass

[해설]
54 v i d : 54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으리라 짐작함

: 대다수 사본들

Cass: 교부 Cassiodoru s의 글

___

( text) txt , A, B, P, , 33,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_ _

-> 대치

C,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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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al: 몇몇 사본들

Pel (P illeg.): 교부 Pelagius의 글 (P 사본을 오독했기 때문이다)

- -

-> 어순 바뀜
74 , A, C, , 33, 1739, , vg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___

( text) tx t , B, C, , 33, 81, 323, 614, 630, 1241, 1505, 1739, al, ff

[해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 -

-> 첨가
74 , A, Pv i d . , vg, sy

[해설]

Pv i d : P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으리라 짐작함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변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2:19

(text)

tx t 74 , , A, 2464,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 (3 4 1 2)

(K* om .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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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m . 1):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K 사본은 이 어순을

나타내지만 1번 낱말 즉 라는 정관사를 생략함

: 대다수 사본들

- -

-> (4 1 2)

69,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2 4)

- -

-> (1 4 2)

B, 614, 630, 1505, 1852,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1 3 4 2)

C, 33v i d , 81, 1243, pc

[해설]

33v i d : 33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으리라 짐작함

pc: 소수의 사본들

- -

unu s deu s ff

[해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인 ff는 unu s deu s(=한 분이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 번역함

- -

-> (1 2 4)

495, 1241, 1739, 2298

2:20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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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t B, C*, 323, 945, 1739, pc, vgs t .w w , sa

[해설]

C*: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vgs t .w w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 대치
74 , ff

[해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 -

-> 대치

, A, C2 , P, , 33, . t, vgc l, sy, bo

[해설]

C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ent판 불가타 성서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2:22

(text)

txt c , B, C, P, , 049, 1739, , vg, sy, co

[해설]
c : 이 자리가 12세기에 교정된 사본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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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3, 630, pc, ff, vgm s s

[해설]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

본들

___

( text)

-> 첨가

614, 630, 1505, 1852, al, vgm s s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

본들

2:23

(text)

txt , A, B, C, P, 049, 33, 1739, , vgm s s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

본들

- -

-> 생략 2 0 , L, , 614, 623, 630, 1505, al, la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y: 모든 시리아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___

(text)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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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614, 630, 1505, 1852, al, syh

[해설]

al: 몇몇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2:24

( text) tx t 54 v i d , , A, B, C, P, , 33, 81, 614, 630, 945, 1505,

1739, pc, latt, sy, co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첨가

, Pel

[해설]

: 대다수 사본들

Pel: 교부 Pelagius의 글

2:25

(text)

-> (1)

623, al, ff, vgc l .w w

[해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w w : Clemen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 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 -

-> 대치

0C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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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대치

C, Km g , L, 945, 1241, 1739, 2298, 2464, al, ff, syp . (h m g ), bo

[해설]

Km g : K 사본의 난외주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yp . (h m g )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및 이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

는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주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 대치

61,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2:26

(text)

-> 생략 -B, 1243, pc, syp , Hier

[해설]

- 부호: 생략되었음을 뜻한다

pc: 소수의 사본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Hier : Hieronimus(=Jerome)의 글

- -

-> 대치

ff, Or

[해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Or: 교부 Origen의 글

___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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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

33, 69, 945, 1241, 1739, 2298,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 text) txt 2 0 .74 v i d , , B, , 81, 614, 630, 1505, al

[해설]
2 0 .74 v i d : 2 0 사본 그리고 명확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읽

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74 사본

al: 몇몇 사본들

- -

-> 첨가

A, C, P,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제3장

3:1

(text)

-> 대치

L, 630, (Spec) [Blass cj ]

(바뀜) [해설]

(ex itac.): ex etacismo. 이것은 이러한 필기상의 착오가 생긴 원인

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즉 동일한 발음의 낱말을 혼동함으로

써 생긴 착오임을 밝힌다.

(Spec) [Blass cj ]: Spec은 어그스틴 위서(僞書)를 가리키며 ( )로

묶은 것은 어그스틴 위서에 이와 근소한 차이가 나는 표현

이 있음을 뜻한다. [Blass cj ]은 Blass가 이렇게 추측했음을 뜻

한다.

3:2

(text)

71



성경원문연구 제3호

-> 대치

614, 1505, pc, vgm s s , Cass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Cass: 교부 Cassiodoru s 의 글

___

(text)
.

-> 대치

, C*, 614, 630, 1505, 1852, al, t, vgw w , Cyr

[해설]

C*: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모습의 C 사본

al: 몇몇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w w : Wordsw 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의 글

3:3

(text)

txt B2 , L, , 049, 33, 69, pm, lat, bo, ( , A, B*, K sine

acc.; * add. )

[해설]

B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B 사본

pm: 많은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A, B*, K sine acc.; * add. ): ( )는 그 속에 제시된 사

본들이 를 지지하지만 근소한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sine acc.는 목적격 없이 라는 뜻이며, add. 는 가 첨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 A, B*, K 사본에는 목적격이 없으

며 * 사본에는 가 첨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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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B 사본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 -

-> 대치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pm, sa? (C, P sine acc.)

[해설]

pm:, 많은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이 이 읽기를 지지하는지는 확실하

지 않다.

(C, P sine acc.): C와 P 사본은 목적격 없이 적혀 있다.

- -

-> 대치

pc,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이 이 읽기를 지지하는지는 확실하

지 않다.

___

(text)

tx t , B, C, P, 049, 1239, , lat

[해설]

: 대다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 -

-> 대치
54 , A, 81, 623, 2464, al, (vgm s s)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m s s): vgm s s도 이것을 증거하지만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vgm s s

는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을 가리킨다.

- -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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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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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 대치

A, P, , syh

[해설]

: 대다수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___

(text)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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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241): 1241 번 사본은 어순은 같지만 을 으로 바꾸었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1

-> (2 1)

A, , 81,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3:4

( text)

-> 첨가

B

___

(text)

txt 2 0v id , , B, C, K, P, 69, 81, 614, 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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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lat (t)

[해설]
2 0v i d : 2 0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l: 몇몇 사본들

lat(t): 소수만 제외한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 (2 1)

A, , 33,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 tx t 2 0 v i d , , B, 81, pc, (vg)

[해설]

여기서는 부호와 부호를 한꺼번에 취급한다.
2 0 v i d : 2 0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

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pc: 소수의 사본들

(vg):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이 이

것을 증거한다.

- -

->첨가...대치

( ) et A, C, (L: ), P, , 1739, , PsAmbr

[해설]

자리에 ( ) 을 첨가하고 자리에 로 대치한다.

et: and

( ) : 또는

(L: ): L 사본은 대신에 로 되어 있다.

: 대다수 사본들

PsAmbr: 교부 Abbrose 위서(僞書)

- -

-> 첨가...대치

et 3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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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을 첨가하고 자리에 로 대치한다.

et: and

3:5

(text)

-> 대치
74 v i d , A, , 81, 623, 2464, al

[해설]
74 v i d : 74 v i d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

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한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tx t 74 , A, V, C*, P, 33, 81, pc, latt

[해설]

C*: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 대치
2 0 (*), , C2 , , 1739, , syh , (Spec)

[해설]
2 0 (*) : 2 0 (*) 사본은 근소하게 차이가 있다. 즉 <부록 II>를 찾아

보면 로 되어 있다.

C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Spec):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어그스틴 위서(僞書)가 이러하다.

___

(text)
. txt 74 , , A2 , B, C2 , P, 81, pc, vg

[해설]

A2 : 이 자지를 두번째 교정한 A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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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 -

-> 대치

A*v i d , C*, , 33, 1739, , ff, vgm s s , Hier, Cass

[해설]

A*v i d :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A사본의 이 자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된다.

C*: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를 보이는 몇몇 사

본들

Hier: Hieronimus(=Jerome)의 글

Cass: 교부 Cassiodoru s의 글

3:6

(text)

-> 생략 *, vgm s

[해설]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하나의 사본

___

( text) txt 74 , , A, B, C, K, , 81, 323, 614, 945, 1241, 1505,

3739, pc, lat, co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첨가

P, . s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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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대다수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에
**
표로써 표시된 부분. 이 표는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 -

-> 첨가

L,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 대치
*, bop t

[해설]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___

( text)

-> 첨가

, al, vg, syp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3:7

(text)

-> (3 2 1)

2 0 , C, 322, 323, 945, 1241, 1739, 2298,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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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2464, (syp )

[해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는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 읽

기를 증거한다.

3:8

(text)

txt 2 0 v i d , B, C, 945, 1739, pc, syh

[해설]
2 0 v i d : 2 0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pc: 소수의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 -

-> (3 2 1)

, A, K, K, P, , 049, 69, 81, 630, 1241, 1505,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2 3 1)

, Cyr

[해설]

: 대다수 사본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text)

txt , A, B, K, P, 1739*, pc, latt, syp . sa?, bo

[해설]

1739*: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1739번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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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은 이 읽기를 증거하지 확실하지 않

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 대치

C, , 1739c, , syh , Hierp t , Cyr, Spec

(대치) [해설]

1739c : 이 자리가 최초의 필사자 또는 후대 사람의 교정된 1739번

사본

: 대다수 사본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Hierp t : Hieronimus(=Jerome)의 글들 중의 일부분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3:9

(text)

txt 2 0 , , A, B, C, P, , 33, 81, 945, 1241, 1739, pc, ff,

t, vgs t, syp , bop t, Cyr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s t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 대치

, vgs t .w w , syh , sa, bop t, ac

[해설]

: 대다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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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s t .w w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ac: 아크밈 방언 번역

3:11

(text)

-> (4 2 3 1)

614, 630, 945, 1241, 1505, 1852,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대치

74 v i d , ff, co

[해설]
74 v i d : 74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3:12

( text) txt A, B, C*, 1505, al, sa

[해설]

C*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C 사본

al: 몇몇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 첨가

, C2 , P, , 33, 1739, , latt, syp .h **, bo, C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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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C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C 사본

: 대다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p .h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와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에
** 표가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은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text)

tx t A, B, C, ,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대치

, (33), 81, 322, 323, 1739, pc, Cyr

[해설]

(33): 33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으로 되어 있다.

pc: 소수의 사본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 대치

1241

- -

-> 대치

(P), , syh

[해설]

(P): P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로 되어 있다.

: 대다수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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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text)

-> 대치

489, 2298, al, Nil

[해설]

al: 몇몇 사본들

Nil: 앙카라의 교부 Nilu s의 글

- -

-> 생략 - K, 049*, 1, al

[해설]

- 부호: 그 다음에 제시된 사본들은 해당 낱말(들)을 생략한다는

것을 뜻한다.

049*: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049 사본

al: 몇몇 사본들

3:14

( text)

-> 첨가

A, P, , 33, 81, 945, 1241, 1739, 2298,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대치

, 323, 945, 1241, 1739, 2298, al, latt, b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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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A, 69, 630,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 (4 5 1 2)

(2 ), syp , Prosp

[해설]
(2 ) : 이 자리가 두번째 교정된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

부록 II>를 찾아보면 3-5 1 2 즉

로 되어 있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Prosp : 교부 Prosper의 글

3:15

(text)

-> (2 3 1)

C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Cyr

[해설]

al: 몇몇 사본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3:16

(text)

-> 대치

C,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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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치

P, 945, 1241, 1243, 2298,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 A, 33, 81, pc, syp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3:17

(text)

-> 대치
74

___

( text)

-> 첨가

C, 322, 323, 945, 1241, 1243, 1739,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K, L, 049, 69, 322, 32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3:18

( text) txt 74 , c , A, B, C, L, P, 33,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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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c : 이 자리가 후대 사람의 손으로 수정된 사본

al: 몇몇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본들

- -

-> 첨가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 첨가
*,

[해설]
*: 이 자리가 교정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제4장

4:1

(text)

txt , B, C, P, (33), 69, 81,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ff, syh , Hier

[해설]

(33): 33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가 뒤에 놓인다. 즉 로 되

어 있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Hier: Hieronimus(=Jerome)의 글

- -

-> (1 3-5)

, vg, syp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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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tta

- -

-> (4 5 1-3)

A, , 623, (2464), pc, Cyr

[해설]

(2464): 2464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가 뒤에

놓인다. 즉 으로 되어 있다. <부록

II> 참조

pc: 소수의 사본들

Cry: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4:2

(text)

-> 대치

[ ] [ Erasmu s cj ]

[해설]

[ ]: [ ] 괄호를 친 것은 이 읽기가 교회의 전통에서 채택

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Erasmu s cj : 이 읽기는 Erausmus가 추측해 냈음을 뜻한다.

___

(text)

tx t A, B, 33, , vgs t .w w , sa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s t .w w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worth/ Whtie판 불가타

성서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 대치

, P, , 322, 323, 614, 623, 1243, 1505, 1852, al,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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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c l, sy, bo

[해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ent판 불가타 성서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 -

-> 대치

945, 1241, 1739, 2298,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4:3

( text)

-> 첨가
74 .v i d , P, , 69, 81, 623, 945, 1241, 1243, 1739, 2464, al

[해설]
74 v i d : 74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4:4

( text) *, A, B, 33, 81, 1241, 1739, pc, latt, syp

[해설]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 -

-> 첨가
2 , P, , , syh

[해설]
2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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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___

( text)

-> 첨가

, vg, sy

[해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___

(text)

-> 대치

, pc, vgm s s , Firm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Firm : 교부 Firmicu s 의 글

4:5

(text)

-> 대치

[ ] [(cf Ps 41,2G) Wettstein cj ]

[해설]

[ ]: [ ]부호는 이 읽기가 교회의 전통에서 채택되지 않았

음을 나타낸다.

(cf Ps 41,2 G): 70인역 그리스어 구약성서 시편 41편 2절 참조

[Wettstein cj ]: Wettstein이 이러한 읽기를 추측해 냈음을 뜻한다.

___

(text)
. txt 74 , , B, , 049, 1241, 1739, al, (A, 81, pc incert.)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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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몇몇 사본들

(A, 81, pc incert.): A사본, 81번 사본, pc(소수의 사본들)는 두 가

지 상이한 읽기 중에서 어느 쪽을 증거하는지 불확실하다. 즉

반은 을 증거하고 반은 을 증거하고 있다.

- -

-> 대치

P, 33, , sy (p )

[해설]

: 대다수 사본들

sy (p )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는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읽기

를 증거한다.

4:7

(text)

txt , A, B, 049, 33, 81, 323, 614, 1505, 1739, pm, lat, syh

[해설]

pm:, 소수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 -

-> 생략 K, L, P, , 630, 1241, 1243, pm

[해설]

pm: 많은 사본들

4:8

(text)

txt , A, P, , 33,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 대치

B, pc

[해설]

†: NTG 25판에는 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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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수의 사본들

4:9

(text)

-> (2)

, A, Au gp t

[해설]

Au gp t : 어그스틴의 글의 일부분

- -

-> 생략 - 36, 2344, al, vgm s s , syp , bom s

[해설]

- 부호: 이 읽기가 탈락되었음을 뜻한다.

al: 몇몇 사본들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bom s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한 사본

___

(text)

txt B, P, 614, 630, 945, 1241, 1505, 1739,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 대치

, A, , 3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4:10

( text)

-> 첨가

, pc, vgm s , ac?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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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수의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ac?: 모든 아크밈어 번역들이 이 읽기를 지지하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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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대치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 대치

945, 1241, 1739, 2298, pc, vgm s , bop t, a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분

ac: 모든 아크밈 방언 번역들

4:11

(text)

,

-> (2 1)

, , 623, 2464, pc

(어순)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 대치

,

A, 33, pc, (vgm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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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vgm s s): vgm s s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

몇 사본들)는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읽기를 증거한다.

___

( text)

-> 첨가

614, 630, 1505, 1852, al, l, sy, bo, Spec

[해설]

al: 몇몇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___

(text)

-> 대치

K, L, 049, 69, 322, 323, , ff, Spec

[해설]

: 대다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___

(text)
.

-> 대치

K, P, , 69, 945, 1241, 1243, 1739, 2298, pc, l, vgm s s , Spe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

들

Spec: 어그스틴 위서(僞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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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text)

[ ] txt , A, , 33, 173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 생략 †, 74 , B, P, 1243, 1852, pc

[해설]

†: NTG 25판에는 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음을 뜻한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txt 74 , , A, B, P, , 33,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생략 74 , 04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_

(text)
1

-> 생략 429, 614, 630, 1505, al, sa, bop t

[해설]

al: 몇몇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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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t

... txt 74 , , A, B, P, , 33, 69, 81,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lat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어 번역들

- -

-> 대치

et

[해설]

: 대다수 사본들

이 번에는 부호가 붙은 과 부호가 붙은 을

한꺼번에 다룬다. 즉 대다수 사본들은 을

로, 을 으로 대치했다.

( + ,

K, pc): K 사본과 pc(소수의 사본들)는

다음에 ... 를 덧붙인다.

4:13

(text)

txt 74 , , B, , 33, 323, 945, 1241, 1739, al, latt, syp ,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대치

A, P, , syh , bom s , Hier, Cyr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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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사본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bom s :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 중의 한 사본

Hier: Hieronimus(=Jerome)의 글

Cry: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text)
. txt , B, K, P, 323, 945, 1739, al, lat, Cyr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 대치

A, , , l

[해설]

: 대다수 사본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___

(text)
1 txt B, P, 323, 945, 1739, al, latt, Cyr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 대치

, A, , 3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text)

-> 생략 A, , 33, 81, al, C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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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al: 몇몇 사본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 text) tx t , B, P, 945, 1241, 1739, pc, latt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 -

-> 첨가

A, , 33, , sy, Hier, Cyr

[해설]

: 대다수 사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Hier: Hieronimus(=Jerome)의 글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___

(text)
2

... 2 tx t , A, B, P, 33, 323, 945, 1739, al, lat, Cyr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 대치

... , , l, Hier

[해설]

: 대다수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Hier: Hieronimus(=Jerome)의 글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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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대치

P, pc, syp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___

(text)
. txt , , , vg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 -

-> 생략 †, -B, ff, l, Hier

[해설]

†: NTG 25판에는 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음을 뜻한다.

- 부호: 그 다음에 제시된 사본들에서는 가 탈락되었음을 가리

킨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

Hier: Hieronimus(=Jerome)의 글

- -

-> 대치

A, P, 33, 69, 81,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syh

[해설]

al: 몇몇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_ _ _ _

( text) tx t *, B, 614, 1505, 1852, pc, l, syh , bom s s

[해설]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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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vgm s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과 차이가 몇몇 사본들

- -

-> 첨가
74 , 2 , A, P, , 33, 1739, , vg, syp , co

[해설]
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사본

: 대다수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co: 모든 콥트어 번역

___

(text)
1

-> 대치

33, 630, al, vgm s, syp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___

(text)

txt 81, 614, al, syh , Hier?

[해설]

al: 몇몇 사본들

syh : H 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Hier?: Hiernismu s(=Jerome)의 글이 이것을 증거하는지 확실하지 않

다.

- -

-> (1-3)

B, 322, 323, 945, 1739, 2298, pc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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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수의 사본들

- -

-> (4)

- -

-> 대치

(- 33), L, 33, 623, 630, al, (lat)

[해설]

(- 33): 다음에 (-33)을 붙인 것은 33번 사본에는 가 탈락되

었음을 뜻한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은 대체로 이 읽기

를 증거한다.

- -

-> 대치

(- A), (- P, 1241, pc), A, P, , , (l)

[해설]

(- A): 다음에 (- A)를 붙인 것은 A 사본에는 가 탈락되었

음을 뜻한다.

(- P, 1241, pc): 다음에 (- P, 1241, pc)를 붙인 것은 P 사본,

1241 사본, pc(소수의 사본들)에는 가 탈락되었음을 뜻한다.

: 대다수 사본들

(l): 고대 라틴어 번역인 l도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 읽기를 증

거한다.

___

(text)
2 txt , A, B, , 81, 945, 1241, 1739, al, ff, l, vgc l

[해설]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l: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enti판 불가타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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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치

P, 3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 대치

61, pc,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 -

-> 생략 - 614, 630, 1505, pc, vgs t .w w , syh , bo

[해설]

- 부호: - 부호 다음에 제시된 사본들에는 해당 낱말이 탈락되었

음을 나타낸다.

pc: 소수의 사본들

vgs t .w w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sworth/ White판 불가타

성서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4:15

(text)

-> 대치

B, P, 81, 614, 630, 1505, 1852,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

. txt , A, B, P, (323), 945, (1739), al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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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1739): 323번 사본과 1739번 사본은 본문과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첫째 동사는 , 둘째 동

사는 이다(=첫째는 , 둘째는 본문과 같다.

323 1739).

al: 몇몇 사본들

- -

-> 대치

, 33,

[해설]

bis - : 두 번 - . 즉 ,

: 대다수 사본들

4:16

(text)

-> 대치

, 945, 1241, 1739, 2298, pc

(대치)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 대치

- -

-> 대치

614, 630, 1505, al

(대치) [해설]

al: 몇몇 사본들

제5장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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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첨가

, 623, 2464, al, vg, Nil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Nil: 앙카라의 교부 Nilu s의 글

5:3

(text)

-> (4 1-3)

74 v i d , A, 33, P

[해설]
74 v i d : 74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2 , A, P, , 33, 81, 614, 623, 1505, 1852, al, syh , ac

[해설]
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사본

al: 몇몇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ac: 모든 아크밈 방언 번역들

5:4

(text)

txt A, B2 , P, , (33), 1739,

[해설]

B2 : 이 자리를 두번째로 교정한 B 사본

(33): 33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탄낸다. 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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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록 II> 참조.

: 대다수 사본들

- -

, B*

[해설]

†: NTG 25판에는 이 읽기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다.

B*: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B 사본

___

(text)
. tx t , , 33, 1739, , ( - 1505)

[해설]

†: NTG 25판에는 이 읽기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다.

: 대다수 사본

( - 1505): 1505번 사본에는 으로 되어 있다.

- -

-> 대치

†, (A), B, P, 81, 1243, (1852), pc

[해설]

†: NTG 25판에는 이 읽기가 본문에 채택되어 있다.

(A): A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으로 되어

있다.

(1852): 1852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으

로 되어 있다.

5:5

(text)

-> 생략 A, , 81, 623* 2464, al, vgm s , bop t

[해설]

623*: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623 사본

al: 몇몇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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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대치

, al, (t), syp

[해설]

al: 몇몇 사본들

(t):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t는 이 읽기와 근소한 차이를 보

인다.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___

( text) txt *, A, B, P, 33, 1852, pc, latt, co

[해설]
*: 이 자리가 교정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

- -

-> 첨가
2 , , 1739, , sy

[해설]
2 : 이 자리를 두번째 교정한 사본

: 대다수 사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5:6

( text)

-> 첨가

614, al, t, vgc l, syh

[해설]

al: 몇몇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ent판 불가타 성서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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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text)

-> 대치

K, L 049, 322, 323,

[해설]

: 대다수 사본

___

( text) txt 74 , A, B, K, L, 048, 049, 33v i d , 81, 945, 1241, 1739, pm, syh

[해설]

33v i d : 33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pm : 많은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 -

-> 첨가

422,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 첨가

, P, , 69, 323, 614, 630, 1505, pm, syh m g

[해설]

pm : 많은 사본들

syh m g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주

___

( text) txt 74 , B, 048, (69), 945, 1241, 1739, pc, vg, sa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69): 69번 사본은 이 읽기를 증거하지만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을 첨가했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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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

A, P, , 33v i d , , (t, vgm s s), syp .h

[해설]

33v i d : 33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대다수 사본들

(t, vgm s s): 고대 라틴어 번역 t, 그리고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

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은 이 읽기를 증거하지만 근

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syp .h : Peschitta판 시리라어 번역본과 Harke판 시리리아어 번역본

- -

-> 대치

(*), 398, pc, (ff), syh m a g , bo, Cass

[해설]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은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읽기를 증거한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의 하나인 ff도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읽기를 증거한다.

syh m a g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의 난외주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

Cass: 교부 Cassidodoru s의 글

5:8

( text)

-> 첨가
74 , , L, pc, vgm s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 -

->

61, pc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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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614, 630, 1505, 1852, al, vgm s , syh , sa

[해설]

al: 몇몇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한 사본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

5:9

(text)

,

tx t B, P, ,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lat, syh ,

(A, 33, 81: . )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A, 33, 81: . ): A사본, 33번 사본, 81번 사본에는

다음에 가 붙어 있다.

- -

-> (2 3 1)

,

[해설]

: 대다수 사본들

- -

-> (2 3)

K,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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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text)

et

( text)

-> 생략과

첨가 A, , 33v i d , 623*, 2464, pc

[해설]

여기서는 o 부호와 T 부호를 한꺼번에 다룬다.
o etT : o 부호가 붙은 를 탈락시키고 T 자리에

를 첨가하라는 지시이다. 이 지시에 따라 10절 전반절의 본문

을 재생시키면 , ,

이다.

33v i d : 33번 사본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623*: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623번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tx t A, B, P, 69,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ff), vgs t .w w , syh , Chr

[해설]

1505*: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1505번 사본

al: 몇몇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s t .w w : Stuttgart판 불가타 성서와 Wordworth/ Whtie판 불가타

성서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Chr: 교부 Chrysostomu s의 글

- -

-> 대치

109



성경원문연구 제3호

( ) , , vgm s

[해설]

( ): 사본은 대신에 로

되어 있다.

: 대다수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한 사본

- -

-> 대치

1505c v i d , 2495

[해설]

1505c v i d : 이 자리를 교정한 1505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교정한 자리의 읽기가 어떠한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___

(text)
1 txt , B, P, 69, 323, 614, 630, 945, 1241, 1505, 1739, al, latt, syh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 -

-> 생략

A, , 33,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69, 323, 614, 945, 1241, 1505, 1739,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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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txt , A, B, P, , 81, 630, 945, 1241, 1739, al, latt,

sy, co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대치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text)
.

-> 대치

322, 323, 945, 1241, 1739*, pc

[해설]

1739*: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1739번 사본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1 txt , B*, 614,, 1505, pm, co

[해설]

B*: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B 사본

pm : 많은 사본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대치

A, B2 , L, P, , o49, 33, 69, 81, 323, 630, 945, 1241, 1739,

2495, pm

[해설]

B2 : 이 자리를 두 번째 교정한 B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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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 많은 사본들

- -

-> 대치

1729,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2

- -

-> 대치

1, (614), 630, 945, 1241, 1505, 1739c, al

[해설]

(614): 614번 사본은 이 읽기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다. <부록

II>를 찾아 보면 이다.

1739c : 이 자리를 교정한 1739번 사본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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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2)

B

- -

-> 생략 - , vgm s

[해설]

- 부호: 그 다음에 제시된 사본들에서는 해당 어구가 생략되었음

을 뜻한다.

: 대다수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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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 (1 3 2)

A, , 945, 1739, 2298,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1 3 2)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Mt 5,37) *, 1243, al, t, vgc l, syp , bo

[해설]

(Mt 5,37): 앞에 붙인 (Mt 5,37)은 여기에 를 첨가

하는 읽기가 생긴 것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기인했음을 나타

낸다.
*: 이 자리를 교정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사본

al: 몇몇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c l : Clement판 불가타 성서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bo: 모든 보하이르 방언 번역들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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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pc: 소수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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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대치

P, ,

[해설]

: 대다수 사본들

5:14

(text)

[ ] txt , A, , 048v i d , 945, 1241, 1739,

[해설]

[ ]: 본문의 에 [ ]를 친 것은 을 본문에 실어야

할지 비평장치란에 실어야 할지 본문비평적으로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 대다수 사본들

- -

-> 생략 †, B, P, 1243, pc, ff, vgm s , sam s s

[해설]

†: †부호는 NTG 25판에는 이 본문에 채택되지 않고 비평

장치란에 제시되었음을 나타낸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sam s s : 사히드 번역의 전승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

___

(text)

-> (2)

A, , 81,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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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생략 - B

[해설]

- B: B사본에는 이 낱말이 생략되었음을 뜻한다.

- -

-> 대치

6,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5:15

(text)

-> 대치

P, 81, 322, 323, 945, 1739,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

-> 대치

P, 69, 945, 1241, 1505, 1739, 1852, 2298, al, lat, Chr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5:16

(text)

txt , A, B, K, P, 048v i d ,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vg, syh , co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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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

-> 생략 , 049, , ff, vgm s s

[해설]

: 대다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

___

(text)

tx t , A, B, K, P, , 048v i d , 33,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해설]

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 -

-> 대치

049,

[해설]

: 대다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L, 614, 630, 945, 1241, 1505, 1739, 2298,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첨가

623, 2464,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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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___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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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049): 049번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 II>를 찾아보면

이다.

: 대다수 사본들

- -

-> 대치

†, A, B, 048v i d , pc

[해설]

†: † 부호는 NTG 25판에는 가 본문에 채택되었음

을 뜻한다.

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pc: 소수의 사본들

___

( text)

-> 첨가

61, pc, lat, syp .h **, bop t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yp .h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와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에
**표를 붙여 놓은 읽기들을 가리킨다. 이 읽기들은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

5:17

(text)

->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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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945, 1241, 1739,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 -

-> 대치

1505, pc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 -

-> 대치

5:18

(text)

B, P, 048v i d , 049,

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 대다수 사본들

- -

-> (2 1)

( ), A, , 33, 623, 945, 1241, 1739, 2298, 2464, al, latt

[해설]

( ): 사본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부록II>를 찾아보면

으로 되어 있다.

al: 몇몇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5:19

(text)

txt 74 , , A, B, K, P, , 048, 049, 81, 614, 630, 1241, 1505,

1739, al, lat, sy

[해설]

al: 몇몇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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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 -

-> 생략 049, , vgm s

[해설]

: 대다수 사본들

vgm 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한 사본
_ _ _ _ _

(text)

-> 대치

, (syh )

[해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은 이 읽기에 대해서 근소한 차

이를 보인다.

___

(text)

txt A, B, P, 048v i d , 049, 1739, , latt, syh , co, ( cf ' )

[해설]

이 곳의 부호는 부호 안에 들어 있다.

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한다.

: 대다수 사본들

latt: 모든 라틴어 번역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co: 모든 콥트어 번역들

( cf ): 사본에 대해서는 19절 부호란을 참조하라.

- -

-> 대치
74

- -

-> 대치

, 33, 81, 623, 1846, 2464, al, syp , bom s s

[해설]

al: 몇몇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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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bom s s : 보하이르 방언 번역 가운데 몇몇 사본들

5:20

(text)

txt , A, P, 1739, , lat, syp , bop t

[해설]

: 대다수 사본들

lat: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 번역

syp : 시리아어 번역본 Peschitta

bop t : 보하이르 방언 번역의 일부

- -

-> 대치

†, B, 69, 1505, pc, syh

[해설]

†: † 부호는 NTG 25에는 가 본문에 채택되었음

을 뜻한다.

pc: 소수의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 -

-> 대치

[해설]

19절 부호에서부터 20절 부호까지 해당되는 본문

를 사본에 따

라 재생하면 가

된다.

- -

-> 생략 - 74 , ff, sa

[해설]

- 부호: 74번 사본, ff, sa에는 본문의 가 생략되었

음을 뜻한다.

ff: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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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 text)

-> 첨가

A, 049, 1243, al

[해설]

al: 몇몇 사본들

___

(text)

txt , A, P, 048v i d , 33, 1739, al, vg, sy, Cyr

[해설]

048v i d : 048번 사본은 보존 상태가 나빠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읽어

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짐작된다.

al: 몇몇 사본들

vg: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

sy: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

Cyr: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Cyrillu s의 글

- -

-> (2 3 1)

74 , B, 614, pc, ff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ff: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 -

-> (2 3)

, , sa, Or l a t

[해설]

: 대다수 사본들

sa: 모든 사히드 방언 번역들

Or la t : 교부 Origenes의 글 안에 있는 라틴어 성서 구절

___

( text)

->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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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1505, 1852, pc, t, vgm s s , syh

[해설]

pc: 소수의 사본들

t : 고대 라틴어 번역 가운데 하나

vgm ss : 불가타 번역의 주요한 간행본들과 차이가 나는 몇몇 사본들

syh : Harkel판 시리아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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