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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이익상*
이 글은 히브리 대학교에서 2000년에 처음 간행하였고, 늦은 2002년에 이
르러 일반인들의 손에 처음으로 쥐어진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샬라
임(
keter Yerushalaim, Jerusalem Crown)을 소개하는 글이다.
아주 학문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언제부터 히브리대학교에서 성서 편찬 사업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했으며, 기존에 발간된
히브리어 성서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고, 케테르 예루샬

라임 의 독특한 지면 구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성서를 활용하는 지에 대
해서 설명한 글이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하여 손쉽게 히브리대학교 성서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할 내용은 히브리대학이 케테르
예루샬라임 을 간행하면서 함께 출판한 안내서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샬라임 ”(
"
Jerusalem Crown The Bible of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을 근
거로 한 것임을 밝힌다.
*
히브리대학교는 1950년대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렙포 사본을 기초
로 한 성서편찬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물들을 차례로 내어 놓았
다. 처음 결실은 1953년에 움베르토 카수토 (Umberto Cassuto) 교수가 알렙
포 사본과 다른 사본들을 비교 연구한 노트인데, 그는 이 작업을 마치지
타계하였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
)이 발간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
는 케테르 예루샬라임 이 발간되었다.
1940년대에 히브리대학은 수세기를 걸쳐 내려온 다양한 전통의 성서들을
바탕으로 삼아 더 정확한 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에 이르러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the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
못하고

이후

히브리대학교

* 히브리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중.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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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웠다.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동안 권위 있는 런던과 레닌그라드의
사본들이 속속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방대한 연구조사와 열띤 토
론 끝에, 일반에게는 알렙포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케테르 아람 쪼바 1)
(
, the Aleppo Codex, Manuscript No.1 of the Ben-Zvi
Institute for the Study of Jewish Communities in the East)가 현재까지 발
견된 사본 중에 가장 정확한 최고의 사본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히브리대학
교 성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본문으로 확정하였다.
**
그렇다면, 왜 알렙포 사본인가? 알렙포 사본의 무엇이 특별하기에 알렙포
사본을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결정 내리고 이 사본을 기반으로 새롭게
성서를 발행하였을까? 비록 알렙포 사본이 성서의 수많은 사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본 중의 하나일 지라도, 이보다도 약 천 년이나 더 오래된 사해
사본도 있는데 말이다. 알렙포 사본은 티베리아스에서 10세기 초반 기록된
것이다. 1세기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워진 티베리아스는 성전 멸망 이
후,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BT. Rosh Hashanah 31a), 예루살
렘 탈무드 (
talmud yerushalmi,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도
한다)가 4세기에 완성된 곳이기도 하다. 명망 있는 랍비들이 티베리아스에
서 활동하였으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지가 되었다. 티베
리아스와 연관되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히브리어 모음 음가 표기
(

niqud)와 마치 노래하듯 성서를 읽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센

트 및 끊어 읽기를 가르치는 억양법 (

te’amim)이 성서 본문과 결합

하여 모음 표기는 이미 바빌론과 팔레스타인 전통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티베리아스의 마소라 본문이 가장 발전되고, 정확하게 성서본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마소라 (Masorah)라고 불리는 통일되고 확증
된 성서 본문이 집대성된 것이다. 더욱이 10세기에 티베리아스에서는 이스
라엘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단지 문학작품이나 예전을 집전하기 위해서 공
식적인 장소에서만 히브리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하고 서
1) 케테르
의 문자적인 의미는 ‘왕관’이다. 특별히 이것은 성서 두루마리
장식의 맨 위에 있는 왕관 모양의 장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케테르라는 말은 관용
적으로 ‘거룩하고 값진 성서’, 특별히 알렙포 사본을 말한다. 알렙포 사본의 중요
성과 그 명성 때문에 특별히 알렙포 사본(
) 앞에서는 케테르라는 수식
어구가 붙는다. (
는
로 쓰여질 수도 있다). 쪼바는 시리아의
지역 이름이다. 시리아 알렙포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 필사본을 케테르 아람 쪼
바라고 부른 것은 이 사본이 처음 알려진 이후 몇 백 년이 지난 후부터였다.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샬라임 / 이익상

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니, 티베리아스에서 알렙포 사본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알렙포 사본의 중요성과 그 정확성을 이해하는 데에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 더하여 알렙포 사본이 다른 사본보다 더 중요하며 권위가 있는 사본
으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의 원자료가 된 괄목할 만한 이유는 알렙포 사본이
마소라 학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마소라 학자들은 성서의 본문
에 관하여서 그 후학들과 자손들에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필사하
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도 정밀하게 전수하였다. 마소라 학자
들의 이 방대하고도 정밀한 작업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수되었고, 티베
리아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공동체는 그들이 기록한 성서 사본이 다
른 사본에 비해서 더욱 정확하게 성서의 내용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
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마소라 전통에 의거한 사본은 수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필사되었지만, 그 중의 소수의 사람의 이름만
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사람은 알렙포 사본을
만든 아론 벤 모세 벤 아셀(

Aharon ben Moshe ben

Asher)이다2). 그가 죽은 후, 이 사본은 11세기 중반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졌
고 카라이트3)(

)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었다. 이 사본은 이집트를 거쳐

알렙포의 유대인의 손에 전해졌다. 티베리아스 예루살렘 이집트 시리아
(알렙포)에 걸친 긴 여정 속에서도 이 사본은 손상되지 않은 채, 완벽한 모
습으로 1000년 이상 잘 보전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잉크가 벗겨져 나
가고, 부분적으로 손상되기도 하고, 19세기 이르러서는 곰팡이 때문에 홍조
를 띤 보랏빛의 자국만 남은 부분도 생기게 되었지만, 알렙포 유대인 공동
체의 사본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오래된 많은 사본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전된 사본이 되었다. 하지만, 이 사본에도 시련은 있었다. 1947년 반 유대
주의가 시리아 지방에 확산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이들의 폭동이
알렙포에서 발발하였고, 폭도들은 알렙포 사본이 보관된 회당에 불을 질러
버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본들은 이미 은밀한 장소로 옮겨져서
참혹한 비극의 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본
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전되지는 못했다. 다섯 개의 두루마리 중, 아가
2) 알렙포 사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러시아의 성 페테르스부르크(St.
Petersburg 레닌그라드)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카라임들의 성서 사본에서 밝
혀졌다.
3) 9세기 아난 벤 다윗(
Anan ben David)에 의해서 창시된 유대인
의 한 종파이며, 그 수는 아주 적었다. 이들은 기록된 토라 만을 정경으로 삼고
구전 율법을 거부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카라이트들은 랍비들에 의해서 발전
되고 첨가된 모든 가르침들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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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마지막 부분 (311이하)부터, 전도서, 애가, 에스더서가 분실되었고, 다니
엘, 에스라 역시 분실되었다.
***
알렙포 사본은 1986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의 사본 복원 연구
실로 보내어져서 10년 동안 사본의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분실
된 사본의 어떻게 복원되었을까? 분실된 사본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으로 한 일은 분실된 사본을 찾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역대기의 중간부
분의 경우, 폭동 당시 알렙포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 부분을 회당의 마루바
닥 아래에 숨겨 두었다. 그 후 알렙포 공동체의 후손은 이 사본을 아무도
모르게 미국으로 옮겼고, 한 유대인의 서랍장에 숨겨져 있다가 1981년 이스
라엘로 오게 되었다. 또, 출애굽기의 한 부분은 미국으로 이주한 알렙포 공
동체의 유대인의 지갑 속에 보관되어 오다가 이스라엘에 기증되었다. 또 다
른 방법의 복원 작업 방법 중 한가지는 알렙포 사본을 인용한 책들 안에서
분실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알렙포 사본은 그 권위와 정확성 때문에
당대, 내지는 후대의 여러 학자들이 알렙포 사본을 근거로 하여 성서 본문
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지 않는 사본들은 이들의 책이나, 기록물
들의 인용구들을 통하여서도 복원해 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래와
같다.
1) 16세기 말 이새 벤 아므람 하 코헨 아마디(

Yishai ben Amram ha-Cohen Amadi)가 알렙포 사본을 따라 교정하였
던 토라4)
2) 카수토가 1943년에 알렙포 사본을 연구할 당시 발견한 알렙포의 성서
두루마리와 알렙포 사본과의 다른 점 열 한가지를 기록해 놓은 알렙포 랍비
므낫세 시트혼(
Rabbi Menashe Sithon)의 노트
3) 1850년 예루살렘의 아쉬케나즈5)(
Ashkenaz) 랍비, 야곱 사피
르(
Ya’aqob Sapir)가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다섯 두루마리의
철자법과 읽는 법, 그리고 억양법들을 당대 최고의 문법학자이면서 마소라
전통의 전문가인 알렙포의 랍비 므낫세 시트혼에게 물어본 500 가지가 넘

4) 1490년에 인쇄된 오경을 이새 벤 아므람 하 코헨 아마디가 알렙포 사본을
따라 교정한 것으로, 뉴욕의 Jewish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발견되었다.
5) 원래 이 말은 독일을 유대인들과 11, 12세기 그들의 유대교에 대한 자료들
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후에, 아쉬케나는 독일 뿐 아니라, 북동 유럽의 유대
인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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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과 답변의 목록
4) 랍비 샬롬 샤크나 옐린(

'

R. Shalom Shakhna

Yellin)의 성서6)
아직까지 찾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며, 이렇게 분실된 사본의 조각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이제 학자들은 이러한 분실된 사본의 문제들
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알렙포 사본들의 사진 자료
들 역시 복원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알렙포 사본의 세 쪽을
찍어 놓은 두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각각의 사진들은 19세기 말과 20세
기 초에 촬영된 것이다. 첫 번째 사진은 1887년에 영국 학자인 윌리엄 윅스
(William Wickes)가 출판하였는데, 창세기 27장을 찍은 것이고, 두 번째 사
진은 선교사 조셉 시걸 (Joseph Segall)이 1910년에 촬영한 것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부분이다. 카수토는 알렙포에서 연구 당시, 이 사본을 사
진을 찍어 복사본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알렙포에서 사진 필름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사진의 질 역시 너무나 낮았을 뿐 아니라, 알렙포의 유대
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반대로 사본을 사진으로 찍으려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다.
****
마소라 전통에 근거한 많은 사본들 중에, 특별히 알렙포 사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간략하게 알아보자. 얼마나 많은 초기의 성서 사본
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1500년 이전에 기록된 성서 사본의 수를 세보면, 그 수가 200을 넘는다. 그
리고 알렙포 사본은 그 많은 사본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 마소라 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인 10세기와 11세기
에 성서 전체 내지는 성서 일부분을 기록한 사본의 수는 초기 사본으로 분
류되는 200이 넘는 사본의 숫자 가운데 고작 열 둘이다. 그리고 이 열 둘
조차도 그 중의 반은 성서 각 권의 일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는 사본의 조각
들이다. 학자들은 마소라 전통에 의거한 사본들을 철자법이나, 모음의 표기,
억양법 등 다양한 언어학적인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그 정확성과 다양성을
6) 랍비 샬롬 샤크나 옐린은 리투아니아 (Lithuania) 사람으로 성서 교정의 전문
가이다. 그는 성서를 읽으며, 어떻게 읽어야하는지, 철자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성서의 여백에 빼곡히 기록하여 사위를 통해서 알렙포로 그 성서를
보냈고, 그의 성서에는 그의 질문에 대한 알렙포 사본을 근거한 답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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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권위 있고, 정확한 사본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본의 권위와 정
확성을 ‘알 수 없음’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이제부터 알렙포 사본의 권위
와 정확성에 대해서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
여 보기로 하겠다.
내적인 증거 (알렙포 사본을 기록한 마소라 학자들의 정확성):
1. 마소라 주기 (Masoretic notes). 때때로 모음이나 억양법 기호를 빼먹던
가, 적합하지 않은 강세가 본문에 적용이 되는 서기관들의 부주의한 실수들
이 사본에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소라 주기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동사가 완전서법으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필사자의 실수로 불
완전 서법으로 기록되었을 경우, 마소라 학자들은 마소라 주기에 어김없이
그 원래 형태인 완전서법의 단어들의 목록들을 정리해 놓았다.
2. 마소라 본문 비평적 각주. 다양한 많은 사본들과 마소라 사본들을 비
교하여 놓은 마소라 장치는 마소라 학자들이 얼마나 사본들에 정통하고, 사
본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마소라
주기와 함께 마소라 본문 비평적 각주는 초기 성서 사본의 정확성을 확인하
는 데에 빼놓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마소라 본문의 장치들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수천 가지의 연구방법으로 알렙포 사
본을 연구하고, 다른 사본들과 비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
어 내게 되었다.
이 사본의 모음 음가 표기법이나 억양법은 사본들 중에서 가장 정확
하고, 후기 사본의 필사자들이 이미 잊어버린 초기 억양법의 전통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연구한 티베리안 성서 사본
중에서 알렙포 사본은 가장 정확한 사본이다. 예이빈 (
Yeivin)
알렙포 사본을 아주 세심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소라
학자들의 이토록 놀랍고도 완벽한 필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마소라
학자들은 모음 표기법과 억양법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필사자
들 중에 마소라 규칙과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필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고, 사본들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랍비 모
르드개 브뤼어 (
Bre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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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그라드 사본으로 알려진 사본에는 예언서에서만 250개가 넘는
완전서법과 불완전 서법간의 모음 표기의 실수가 발견되었고, 카이로
사본의 예언서에서는 130개가 넘는 모음 표기상의 실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알렙포 사본에서는 예언서에서 단 두 군데에서만 모음 표기상의
실수가 발견되었다. (랍비 모르드개 브뤼어)
외적인 증거 (알렙포 사본의 필사자 아론 벤 모세 벤 아셀): 외적인 증거
는 알렙포 사본을 기록한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이 마소라 학자들 가운데 어
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알렙포 사본은 다른 많은 사본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사
본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알렙포 사본은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초기 사본 필사자들이 그의 사본을 따라 필사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있다. 1008년에 쓰여진 레닌그라드 사본의
맨 뒤에는 이렇게 써 있다: “사무엘 벤 야곱(

Shmuel ben
Ya’aqob)이 이 사본 (레민그라드 사본)의 마소라 주기를 복사하고, 음가를
붙이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작업은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의 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의 마소라 모음 표기와 억양법 체계는 당시 다른 사본 필사
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성서 필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안내서였다.
12세기에 이르러서 알렙포 사본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당대 가장 뛰어난
유대 주석학자 마이모니데스 (
Rabbi Moshe ben
Maimon 내지는 "
ha Rambam)는 마소라 전통에 근거한 사본 중에
서 알렙포 사본을 가장 완벽한 성서의 사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알렙포 사본을 바탕으로 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의 주요한 참조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은 알렙포 사본의 본문과 마소라 주기를 바탕으로 편집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초기 사본들을 따르고 있다: 성서류 Leningrad
Codex, St.Petersburg, Russian National Library EBP I B19A; Sassoon 1053,
Rabbinic Bible (printed in Venice). 단일 사본류, 오경 London, British
Library Or.4445; Jerusalem, Jewish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24°
5702 (formerly Sassoon 507);
(formerly Cairo, Gottheil 14). 예언서
Cairo, Gottheil 34. 성문서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Add. 1753. 캠브
리지의 성문서 필사본인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Add. 1753. (15세기
예멘계 유대인들이 기록)을 제외한 사본들은 모두가 10세기와 11세기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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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기록된 것이다.
각 권의 순서: 케테르 예루샬라임 각 권의 순서는 개신교 각 권 성서의
순서와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BHS의 순서와는 같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알렙포 사본의 순서는 현재 출판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의 순서와는 성문서 부분에서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12 소예언서 뒤에 위
치한 성문서의 순서가 케테르 예루샬라임 에서는 시편 잠언 욥 아가 룻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의 차례를 따
르고 있지만, 알렙포 사본에서는 역대기 시편 욥 잠언 룻 아가 전도
서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의 순서를 지키고 있다.
지면 구성과 서체: 케테르 예루샬라임 은 알렙포 사본과 마찬가지로 성서
본문의 지면을 3단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알렙포 사본 3단 구성의 예
이와 같은 3단 구성은 알렙포 사본만의 독특한 성서본문의 지면 배치 구
조는 아니다. 알렙포 사본 이외에도 많은 사본들이 알렙포 사본과 같이 3단
구성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5세기 인쇄술이 발전하고 성서가 필사
가 아닌, 인쇄의 기술로 보급된 이후, 사본의 고유한 지면 구성들이 무시된
채, 보다 수월한 인쇄작업과 읽기 쉬운 지면 배치라는 기능성 강조 일변도
로 인해서 일반적인 문학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단의 구분이 없이 출판되어
져 왔다. 그러나 케테르 예루샬라임 은 알렙포 사본과 같은 지면의 구성과
배치를 추구하여 본문의 정확성과 함께 그 전통을 함께 내려 받기에 충실하
였다. 또한,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의 서체
역시 알렙포 사본의 서체를 바탕으로 그 서체 고유한 모양 그대로를 컴퓨터
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컴퓨터 서체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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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렙포 사본, 이사야 361-3

케테르 예루샬라임, 이사야 361-3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 팀이 새로 간행될 케테르 예루샬라임 의 서
체를 사본의 서체에 기초하여 출간할 것을 결정한 뒤, 줄곧 사본 서체의 컴
퓨터 서체화 작업이 연구되었고, 1998년부터 3년여 동안 케테르 예루샬라임
전권에 이르는 타이핑 작업과 교정 작업이 계속되었다. 교정은 히브리어 학
회 (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의 연구진들이 팀을 이루어 3회에
걸쳐서 정밀한 교정 작업을 전개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고대의 서기관들이
그러하였듯이 흔히 혼동되거나, 잘못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 ,
,

,

,

,

, ,

의 혼동과 오기, 액센트의 혼동 등, 문장, 단어, 구문, 문장 부호

에 걸친 모든 부분의 오류에 대해서 바로잡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면의
구성과 서체를 알렙포 사본의 것과 동일하게 하였다고 하여서, 알렙포 사본
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같은 페이지에 같은 단어들이 같은 자리에 마치 복사
하듯이 그대로 옮겨 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본을 기록한 학자는 글자
의 장평과 글자 사이의 간격을 손으로 기록하였기에 각각의 글자를 완벽하
게 같게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줄에는 다른 줄과는 달리 더 많은
글자들이 빽빽하게 기록된 곳이 있고, 어떤 줄에는 다른 줄과는 달리 글자
들이 좀 더 널찍하게 기록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테르 예루샬라
임 의 컴퓨터화 된 서체는 이처럼 장평과 자간을 사람이 직접 옮긴 것처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치 복사기로 사
본을 복사한 듯이 한 줄에 알렙포 사본과 같은 글자와 글자 수를 그대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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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는 없었다 (위의 이사야 361-3의 비교 그림을 참조하라)의 h 361-3
35-36. 케테르 예루샬라임 에서 성서 본문의 단락과 단락은 빈 줄로 나뉘어
짐을 표시를 했다. 주의할 것은 종종 단락과 단락을 나누는 빈 줄이 단의
맨 처음인 단의 맨 위나, 맨 아래에 올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성서를 읽는
낭독자가 단락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못하도록
빈 줄의 가운데에 과 그 위에
을 함께 표기해 놓았다. 이와 비슷한 장
치는 알렙포 사본에도 있다.

단락과 단락의 구분

단락을 구분하는 줄간 여백이 맨 위에 있는 경우

단락의 구분은 알렙포 사본을 그대로 따랐으며, 오경에서 분실된 부분의
단락 구분은 알렙포 사본에 근거하여 성서를 설명하고 있는 마이모니데스
의 것을 따랐고, 예언서와 성문서의 분실된 부분의 단락 구분은 샬롬 샤크
나 옐린의 성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시가, 시편, 잠언과 욥 : 성서에는 다양한 시가들 (노래들)이 있는데, 이들
의 지면 구성은 마소라 전통에 근거한 사본들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그
러므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이 세 개의 단을 나누어 기록한 사본의 지면 구
성을 그대로 따르는 한편, 시가나, 시편, 잠언과 욥의 경우는 편집을 위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의 기본 지면 구성 원칙인 삼단구성을 벗어나, 마소라의
전통 대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의 경우에는, 그
배열을 알렙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단의 배
열을 따랐다. 예멘 전통의 사본 역시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70 줄의 긴 노래이다. 원래 이 노래는 알렙포 사본과
예멘 전통의 사본에서 67줄로 기록되어 있으나, 케테르 예루샬라임 에서는
유대인 공동체들의 전통인 MS Jerusalem 24°를 따라서 70줄을 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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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서와 성문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노래들은 알렙포 사본의 형식을 따
른 것이다: 여호수아 12장의 가나안 왕들,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 사
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 에스더 9장의 하만의 열 아들들, 역대기상 16
장의 아삽의 노래. 알렙포 사본과 다른 사본들에서 시편, 잠언, 욥은 시가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독특하게 각 열의 가운데에 여백을 두었다. 많은 성서들
이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고 있지만, 케테르 예루샬라임 은 사본들의 전통을
따라 배치하였다.
철자법 : 모르드개 브뤼어 이후 요셉 오페르 (

Yosef Ofer)는
예언서의 경우, 레닌그라드 사본은 250군데 넘는 곳, 카이로 필사본의 경우
는 30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마소라 전통과 일치 하지 않은 곳이 발견된
가운데, 알렙포 사본에는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마소라 전통과 배치되는 곳
이 발견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언서와 성문서는
알렙포 사본의 전통을 따른다. 오경에서는 아홉 군데 철자법상 유대 전통과
다른 곳이 발견되었는데, 예멘 전통의 사본은 이러한 아홉 군데 철자법상의
문제들이 없이 완벽하였고, 알렙포 사본은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문제가 있
었다. 따라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의 오경은 예멘 전통을 따르고 있다. 하지
만, 같은 예멘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아쉬케나즈 공동체 (
Ashkenazi)
와 스파라드 공동체 (
Sfaradi) 또한 철자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쪽의 여백에
라는 표기를 해두었다.

"

(

sfarim acherim: 다른 책들)이

음가, 억양법, 그리고 보조 강세들: 케테르 예루샬라임 의 음가, 억양법,
그리고 보조 강세들은 알렙포 사본의 것을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때에 따
라 다른 다른 사본에서 다른 독법이 제시된 경우 해당 단락의 아래에 이독
(
) 들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알렙포 사본 중, 현재 분실되어서 남아 있
지 않은 부분의 독법은 레닌그라드 사본의 것을 따랐다. 그리고 메텍 (
meteg)이나 자켑 카톤(

zakef katon)과 같은 보조 강세들은 레닌그

라드 사본 이외의 다른 사본들을 함께 참고하였다. 여기서 반드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연구개음이 아닌 자음 (non-guttural
consonant) 아래에 있는 반모음 (
chataf)의 용례이다. 케테르 예루샬라

임 에서는 때때로 알렙포 사본에서 사용된 유동 쉐바 (
sheva na)
들을 고쳐서 다시 표기하였다. 이렇게 고쳐서 표기한 이유는 현재의 발성법
이 티베리아스의 마소라의 발성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반모음인 유동 쉐바
의 발음은 현대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케테르 예루샬라임 에서는 알렙포 사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동 쉐바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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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음가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메텍의 위치도 알렙포 사본의 것과 완전
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후기 성서들에는 메텍이 개음절에서 자주 나오는
반면에, 알렙포 사본에는 메텍이 드물다. 그래서 케테르 예루샬라임 은 두
가지 종류의 메텍을 사용하고 있다. 자음 아래의 긴 세로줄 보조 강세는 알
렙포 사본 내지는 레닌그라드 사본에 원래부터 있는 메텍이고, 그 보다도
짧은 메텍은 다른 사본을 참고로 하여, 추가된 메텍이다.
여백에 표시된 특수한 기호들 (Marginal notation): 매주마다 유대인들이
parasha7)는 오른 쪽 페이
지인 경우,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의 페이지인 경우에는 왼쪽의 위 구석에
읽어 나아가는 성서의 단위 단락인 파라샤

책 이름과 함께 세로 줄 옆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성서 본문에도 오
른쪽 여백에 파라샤의 이름과 알리야
aliyah, 마프티르
maftir
를 표기해 놓았다. 파라샤를 나누는 원칙은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가 사용
하는 파라샤 구분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와 월요일, 그리고 목
요일 아침에 읽는 부분인 파라샤의 첫 부분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각
절의 오른쪽 여백에는 별표(*)로 그 나뉘어짐을 표시하였다. 종종 나타나는
은 히브리어 세데르
seder의 약자로, 유대인들이 3년 동
안 걸쳐 읽어 나아가는 성서의 단락이 나뉘어짐을 표시하는 기호이다8).
왼쪽 여백의

7) 파라샤는 7개의 알리와 1개의 마프티로 구성되어 있다. 알리는 매일 매일
읽는 파라 안의 작은 단락들이고, 마프티는 파라를 마치는 맨 마지막 단락이다.
8) 이 표기법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른 성서 읽기 방법이다. 이세데를 따라 읽
어 가면, 3년 내지는 3년 반 만에 오경을 읽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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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테르 예루샬라임, 출애굽기 517-623
1. 단락 구분 여백이 단의 맨 위에 있는 경우,
2. 파라샤 안의 알리야
와 마프티르,
3. 파라샤의 첫 알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 4. 긴 메
텍과 짧은 메텍, 5. 세데르, 6. 파라샤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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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the Hebrew University Bible, keter Yerushalaim
Ick-Sang Lee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troduce the Hebrew University
Bible, keter Yerushalaim. Since the early 1940s,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had tried to publish an accurate text of the Bible,
and the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 (HUBP) was established
during the 1950s. Recently, thanks to the effort of the HUBP and
many scholars, the Hebrew University published keter Yerushalaim,
which is based on Aleppo Codex.
In this review, not an overly scholastic article, I will describe
from when the Hebrew University came to cherish the idea of
publishing the new Bible, how the preparations proceeded, and how
this Bible is different from all others. Furthermore, I will elucidate
how readers may make good use of this Bible based on its unique
system.
I explain that this review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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