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고보서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김창락

김창락

두 가지 이상의 읽기가 제시된 경우에는 으로 번호를 붙여 표시했다

속에 읽기 즉 제시된 읽기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읽기도 별종의 읽기로 취 하여 독

자 인 번호를 붙 다 시각 으로 이해를 명료화하기 해서이다

읽기를 헬라어로 표시하고 안에 우리말 번역을 붙 다 어순의 차이를 드러내기 

해서 될 수 있는 로 헬라어 원문의 어순을 따라 번역했다

증거 사본이 셋 는 넷 이상인 경우에는 첫 증거 사본과 마지막 증거 사본만 표시했다

고  번역본과 교부들의 은 일일이 표시했다

같은  안에서 동일한 항목에 한 본문비평이 이어질 경우에는 로 표시했으며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로 끊었다

사본의 성격에 해서는 성경원문연구 호에서 자세히 설명하 기 때문에 이번 해설

에서는 설명을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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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주 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 에게 문안하노

라 내 형제들아 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 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희 믿음의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 히 이루라 

이는 희로 온 하고 구비하여 조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희 에 

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

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찌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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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표제 야고보의 서신 공동Ιακωβου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 ωβου αποστολου

야고보의 사도의 서신 공동 서신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υ καθολικη

야고보의 공동 공동  서신 야고보의καθολικη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υ

서신 공동  야고보의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 Ιακωβου επιστολη καθολικη του αγιου

서신 공동  그 거룩한 사도 야고보의αποστολου Ιακωβου του αγιου αποστολου

그 거룩한 사도 야고보의 공동 서신Ιακωβου καθολικη επιστλη επιστολη του αγιου

서신 그 거룩한 사도 야고보의 공동 야고보의 서신αποστολου Ιακωβου καθολικη

서신 야고보의 첫 머리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래쪽에 기록되어 있음επιστολη Ιακωβου

야고보의 서신 후 의 손으로 기입되었음Ιακοβου επιστολη επιστολη Ιακωβοθ

서신 야고보의 Ψ 아버지의가 첨가πατρος 단련 받는으로 바꿈δοκιμον

디디무스의  가운데 일부분 그 믿음의 우리의로 어순을 바꿈της πιστεως υμων

της πιστεως 그 믿음의으로 바뀜 우리의 로 바꿈υμων

세 낱말 다 생략 직설법에 사용되는 부정사ουκ

로 바뀜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로 바꿈μη 그가 받으리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로 바꿈 그가 받으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로 바꿈 아τι

무 것를 생략 왜냐하면 를 첨가γαρ 형αδελφος ο ταπεινος

제 그 가난한로 바꿈 Ψ 그 가난한 형제로 바꿈ο ταπεινος αδελφος 치사 εν

을 생략 첫 번째 그것의를 생략 두 번째 그것의를 생략 사람으로 

바꿈 υπομενεί 에 서컴 스가 붙음로 바꿈ι υπομέ 에 어큐트가 붙νει ε

음 m 액센트를 표시하지 않음υπομενει p 을 첨가υπομενειν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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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 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

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 한 선

물이 다 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 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 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형제들아 희

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

로 받으라 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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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하게 하는 온 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

그 주님을 첨가 m 주님을 첨가 그 하나님을 첨가

p 디디무스의  가운데 일부분 하나님 앞에 정 사 απο του

를 첨가του 의하여 로 바꿈υπο αποκυεί ι에 서컴 스를 붙임 απ

οκύει m 액센트를 붙이지 않음αποκυει p 내려오는으로 바꿈 으παρα

로부터 로 바꿈 당신에게서로 바꿈 이다 으로 바꿈εκ σου εστιν π

변함 는 움직이는 그림자의로 바꿈αραλλαγηητροπηςαποσκιασματος παραλλαγηητροπηαπ

변함 는 그림자의 움직임로 바꿈οσκιασματος παραλλαγηητροπηηαποσκιασμαουδεμεχρι

변함 는 움직임 는 그림자 한 그림자의 무슨 변덕심의 발υπονοιας τινος υποβοληαποσκιασματος

로로 바꿈 가 그 게 추측함 변함의 παραλλαγηςητροπηςαποσκιασματος

는 움직임의 그림자의로 바꿈 p 변하는 어떤 것 는 그τι παραλλαγηςη τροπηςαποσκιασματος

림자의 움직이는 어떤 것이라고 가 추측함 변함 는 παραλλαγηητροπηςαποσκιασμα

움직이는 그림자 m 변함도 한 움직이는 그림자도 παραλλαγηουδετροπηςαποσκιασμα

없 왜냐하면 그는 낳으셨다로 바꿈Ψ 그는 만드셨다로 바꿈

자기 자신의로 바꿈εαυτου 자기의 m 라는 속부사를 첨가로 ιστε δε δε

바꿈 p 아십시오를 생략ιστε 이것의 생략은 성구집의 향임

그러므로로 바꿈ωστε Ψ m 아십시오ιστε 그는 알아ιστω

라 이루지 않는다로 바꿈ου κατεργαζεται m 이루지 않는다

지혜의를 첨가 우리의로 바꿈 율법의를 첨가 그 율법의를 첨가

듣는 자만으로 어순을 바꿈ακροαται μονον 다만 듣는 자μονον ακροαται

p m 때문에 를 생략οτι p 율법의로 바꿈

그 지식의로 바꿈 그 출생의를 생략 그런데로 바꿈δε

왜냐하면 를 생략γα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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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든지 스스로 경건

하다 생각하며자기 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

를 그 환난 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의 주 곧 우리 주 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희가 받았으니 사

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희 회당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 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희가 아름다

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

게 이르되 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찌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

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희는 도리어 가

난한 자를 시하 도다 부자는 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를 첨가ουτος Ψ Μ p 를 첨가 율법을 듣는 사람과και

를 첨가 를 생략ουτος p 에 를 첨가ει δε τις δε 때문에οτι

로 바꿈 희 안에를 첨가 m 을 앞에 놓음εν υμιν ειναι

제갈 먹이는으로 바꿈 자기 자신의로 바꿈χαλινων αὑτου자신의로 바꿈

자기 자신의로 바꿈εαυτου 자기의를 생략αυτου m 왜냐하면를 γαρ

첨가 그런데를 첨가δε 어그스틴 서 를 생략τω m

의  p 방문하시오와 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꿈 p 의  자기 

자신들을 물들지 않게 보존하시오로 바꿈 της δοξης του κυριου ημων

그 의가 우리 주 수 그리스도의 앞에 놓임으로 바꿈Ιησου Χριστου

를 생략하고 만 남김τηςδοξης τουκυριου ημων Ιησου Χριστου 정 사을 첨가την

m 그리고 여러분이 본다면으로 바꿈 m 그에게를 첨가

m p 는 앉으시오 기에로 η καθου εκει

어순을 바꿈 여기에 는 앉으시오 기에로 바꿈ωδε η καθου εκει εκει η

기에 는 앉으시오 여기에로 바꿈καθουωδε p m 기에 그리고 εκει καικαθουωδε

앉으시오 여기에로 바꿈 그러나 에는 기에 그리고 앉으시오로 바 어져 있음εκει και καθου

시릴의  에 로 바꿈επι m 나의 발들의로 

바꿈 의 발들의로 바꿈 그 발등상 아래을 생략 그리고 아니로 바Ψ και ου

꿈 m 그리고로 바꿈και 아니로 바꿈 아니를 생략ουχι Ψ ου

세상 안에서로 바꿈 세상의로 바꿈 m 의  

이 세상의로 바꿈 를 첨가 약속의로 바꿈 히 και τω κοσμω και

에 근거함 아니로 바꿈ουχι 아니 그리고로 바꿈ουχι και p Ψ 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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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희에게 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희

가 만일 경에 기록한 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

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희는 

자유의 율법 로 심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휼을 행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는 휼 없는 심 이 있으리라 휼은 심 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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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희 에 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여러분을로 바꿈 p 여러분의를 생략 그리고로 바꿈και p

율법을 으뜸가는 지키면로 어순을 바꿈νομον βασιλικον τελειτε λογον βασιλικον

말 을 으뜸가는 말하면로 바꿈 성경복수형을 따라로 바꿈λαλειτε κατα τας γραφας

을 생략κατατηνγραφην 지키다의 인칭 단수 직설법 미τηρησει

래형로 바꿈 m 완성하다의 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로 바꿈τελεσει Ψ τελεση

지키다의 인칭 단수 가정법 단순과거형로 바꿈 성취하다의 인칭 단수 직설법 πληρωσει

미래형로 바꿈 성취하여 지킬 것이다로 바꿈πληρωσαςτηρησει πταισει

어기다의 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로 바꿈 m 넘어지다의 인칭 단수 가정법 단순πεση

과거형로 바꿈 범하다의 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으로 바꿈παισει

체를 어긴 셈일 것이다로 바꿈 살인하다와 간음하다의 치를 παντωνενοχος εσται Ψ

서로 바꿈 살인하다와 간음하다의 치를 서로 바꾸고 를 로 바꿈μη ου Ψ 되εγενου

다의 인칭 단수 직설법 단순과거형으로 바꿈 p 배반자로 바꿈 p 말 의 단수 

격으로 바꿈 p 기뻐하다 이기다의 인칭 단수 명령법로 바꿈κατακαυχασθω

로 바꿈κατακαυχασθωδε 기뻐하다 이기다의 인칭 복수 재형로 바꿈κατακαυχασθε

기뻐하다 이기다의 인칭 단수 재형 로 바꿈καταχαυχαται δε δε

m 의 의 사본을 오독했기 때문임 성 단수 정 사를 생το

략 가 말한다면로 바꿈τις λεγη 말하다의 인칭 단수 직설법 λεγεις

재형로 바꿈 가지다의 인칭 단수 가정법 과거형로 바꿈σχη 가지다의 εχειν

재 능동 원형으로 바꿈 그런데를 첨가δε m 왜냐하면γαρ

를 첨가 어그스틴 서 는로 바꿈η 라면로 바꿈ει

본문의 를 생략και 이다의 인칭 복수 가정법 재형을 첨가ωσιν m

그리고 말한다면로 바꿈 로 바꿈 성 단수 정και ειπηδε και ειπη δε το

사를 생략 행함이 없으면 어순이 바뀜로 바꿈εργα εχ η m 제롬의 의 

행함과 믿음의 치를 서로 바뀜로 어순을 바꿈εργα εχεις καγω πιστιν

가 그 게 추측함 당신의를 생략σου p 로부터 로 바꿈εκ p m

의  당신의를 첨가σου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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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의 본문비평장치 해설 김창락

야고보서 

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

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

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 라함이 그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

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  되었

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 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 이 응하 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  사람이 행

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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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  받을 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 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  

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  하려고 그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배

나는 보여주겠다 당신에게로 어순을 바꿈 p m 의 사본을 오독했기 

때문임 나의를 첨가 p m 하나님은 한 분이십ο θεος εις εστιν

니다로 어순을 바꿈 m 하나님은 계십니다로 어순을 바꾸고 한 분를 생략ο θεος εστιν εις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로 어순을 바꾸고 정 사를 생략θεος εις εστιν ο

계십니다 하나님은로 바꿈εστιν θεος Ψ 한 분 하나님은 이십니다로 바꿈εις θεος εστιν

한 분 하나님은 이십니다로 어순을 바꿈εις ο θεος εστιν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로 바꿈εις εστιν θεος

p 공허한 헛된으로 바꿈 p 죽은으로 바꿈 m

함께 작용하다의 인칭 단수 직설법 재형으로 바꿈 m 그

의를 첨가 그런데를 생략δε p m 종으로 바꿈

그러므로를 첨가 m 의  p 이와 같이는 그

로 두고 그런데를 생략함δε 이 게로 바꿈 정탐꾼들로 바꿈

이스라엘의 사자들로 바꿈 왜냐하면를 생략γαρ 제롬의  

그런데로 바꿈 오리게네스의  성 단수 격 정 사를 첨가δε του 성 복수 των

격 정 사를 첨가 m p 많은πολυδιδασκαλοι 선생 동일한발음의낱

말을 혼동함으로 생긴 필기상의 오류 으로 바꿈 어그스틴 서에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음

가 그 게 추측함 실수하다의πταισει 인칭 단수 직설법 미래형 로 바꿈

의 할δυναμενος 수있다의 재분사 로바꿈 의 ιδε 보

시오 로바꿈 ιδε 보시오 로바꿈 액센트표시없이 ιδου 보시오 로바꿈

ει δε ει 액센트δε 표시없이 ει δε 를γαρ γαρ 첨가 το

στομα 그입 로바꿈 p στομα προς στοματα 입들에입 로바꿈 Ψ m προς

에 로바꿈 m ημιν αυτους 우리에게그들을 로어순을바꿈

υμιναυτους 여러분에게그들을 로바꿈 μεγομεναυτων 우리는끌고다닙니다그들을

로어순을바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