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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S(공동체 규율) 5단의 번역 문제와
신학적 논점 연구*

이윤경**

1. 서론
1QSerek(이하 1QS)은 쿰란공동체의 대표적인 규율 문서이다.1) 이 문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기념하고, 공동체 가입, 퇴출, 승진, 강등 등을 규율한다.
1QS는 1947년 베두인이 최초로 발견한 일곱 개의 쿰란사본 중 하나이며, 부
록으로 달린 1QSa(회중 규율 혹은 메시야 규율)와 1QSb(축복 규율)와 함께
발견되었다. 1951년 뷰로즈, 트레버, 브라운리는 이 문서를 ‘훈련 교범서(The
Manual of Discipline)’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2) 그러나 현재 이 문서는
‘공동체 규율(The Rule of the Community)’로 통칭된다. 1QS는 CD(다메섹 문
서)와 더불어 쿰란공동체 형성의 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3)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A00182).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조교수.
1) 본 논문은 다음의 텍스트를 주 텍스트로 사용한다. J. H. Charlesworth, ed., The Dead Sea
Scrolls: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vol. 1 Rule of the
Community and Related Documen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비교 텍스트
로 다음 책을 참조한다. F. G. Martínez and E. J. C. Tigchelaar,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vol. 1 (Grand Rapids: Eerdmans, 2000). 이 책의 우리말 번역 참조. F. 마르티네즈, E. 티
스셀라아르, 사해문서 1 , 강성열 역 (파주: 나남출판사, 2008).
2) Burrows, M., with the assistance of J. C. Trevor and W. H. Brownlee, eds., The Dead Sea Scrolls
of St. Mark’s Monastery, vol. II. Fasc. 2: Plates and Transcription of the Manual of Discipline
(New Have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51).
3) 예를 들어, 헴펠은 ‘다메섹 문서’와 ‘공동체 규율’에 나타난 규율을 분석함으로써, ‘다메섹 문
서’는 종파적 문서가 아니라, 쿰란공동체의 모체가 된 집단을 위한 규율이었고, 후에 쿰란에
모여 살게 된 종파적 성격의 무리를 위한 규율이 바로 ‘공동체 규율’이라고 보았다. C.
Hempel, The Laws of the Damascus Document: Sources, Traditions, and Redaction (Leiden:
Brill, 1998). 콜린스는 ‘다메섹 문서’와 ‘공동체 규율’을 편집비평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 문
서들의 편집층들이 다양한 단계의 공동체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 J.
Collins, Beyond the Qumran Community: The Sectarian Movement of the Dead Sea Scrolls
(Rapids: Eerdman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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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S는 대략 기원전 100-75경의 작품으로 11개의 단(column)이 현존한다.4)
1QS는 크게 1-4단과 5-11단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5) 본 논문은 구체적
인 규율이 시작하는 첫 단인 5단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를 기초로 쿰란공동체
의 역사와 신학을 대표하는 ‘공동체 규율’ 문서의 규율 부분 첫 단인 제 5단의
내용 분석을 통해 쿰란공동체의 신학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QS(공동체 규율) 개요
1QS는 쿰란 문서 중 가장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이다. 쿰란공동체가 이 문
서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는 현존하는 이 문서의 숫자를 통해서 확인된
다. 1QS의 사본은 대략 15-16개가 발견되었다(4QSa-j=4Q255-64, 5Q11; cf.
5Q13). ‘공동체 규율’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본이 발견된 것은 몇 개의 중요한
성서 사본과 1에녹서뿐이다.6) 쿰란공동체가 이토록 많은 숫자의 사본을 만들
었던 이유는 아마도 1QS가 쿰란공동체의 근간을 보존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규
율을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2.1. 1QS 구조
이미 언급한 것처럼, 1QS는 크게 1-4단과 5-11단으로 나눌 수 있다.7) 전반
4) 1QS의 연대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F. M. Cross, “Paleographical Dates of the
Manuscripts”, J. H. Charlesworth, ed., The Dead Sea Scrolls: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I. Rule of the Community and Related Documen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57. 1QS에서 가장 손상이 심한 부분은 바닥 부분이다.
델 메디코는 이런 손상이 흔히 생각하듯 박쥐나 벌레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소각여부
가 불투명할 경우 게니자(Genizah)에 보관하기 전 사본을 부분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소각
하는 랍비 전통에 따라 소각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M. Burrows, More Light on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8), 17.
5) 4QSd 사본만이 1QS의 모든 단을 포함하고 있다.
6) 1QS보다 더 많은 사본이 발견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편(39개), 신명기(33개), 1에녹서(25
개), 창세기(24개), 이사야(22개), 희년서(21개), 출애굽기(18개), 레위기(17개). 이 숫자는 민
수기(11개)나 예레미야(6개)의 사본 수보다 많다. J. VanderKam and P. Flint, The Meaning of
the Dead Sea Scrolls (San Francisco: Harper, 2002), 150.
7) 1QS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의 이상에 대한 묘사(1:1-15), (2) 계약 기념식
(1:16-2:18), (3) 연례 공동체 인구조사(2:19-3:12), (4) 두 영에 대한 소고(3:13-4:26), (5) 공동체
의 태도(5:1-7), (6) 공동체 구조와 기능(5:8-6:23), (7) 형법(6:24-7:25), (8) 공동체 위원회
(8:1-10a), (9) 성공적인 후보자를 위한 지시사항들(8:10b-16a), (10) 형법(8:16b-9:2), (11) 입술
의 희생제사(9:3-5a), (12) 구분에 대한 가르침(9:5b-11), (13) 훈련교관들을 위한 지시사항들
(9:12-26), (14) 결론 시편(1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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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첫 4단은 공동체의 이상과 목적을 서술하고, 공동체 입문예식과 연례 계
약 갱신 의식을 소개하고, 공동체의 이원론적 사고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후
반부는 규율집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1QS, 즉 Serek (Rule)이라고 불릴 수 있
는 규율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5단 1
행부터이다.8)

2.2. 1QS 5단 vs. 4Q256, 4Q258
쿰란 제 1동굴에서 발굴된 1QS의 편집과정에 대한 논란은9) 제 4동굴에서
발굴된 4QS 문서들과의 비교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10) 특히 본 논문의 주제
와 관련하여 1QS 5단에 해당하는 4Q256과 4Q258의 텍스트는 눈여겨 볼 만하
다. 4Q256 9단과 4Q258 1단은 1QS 5:1-20과 겹치는 부분인데, 이 두 텍스트는
4Q256이 완전모음 형태를 사용하고 4Q258이 단축모음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러나 1QS 5:21이하 부분은 4Q256에는 나타나지 않고,
4Q258에는 나타난다. 이 두 4QS의 특징은 1QS의 축약본과 같다는 점이다.11)
그래서 4QS 본문은 1QS 5단의 많은 부분을 줄을 건너뛰면서 읽는 기분이 들
게 한다.
무엇보다도 , 4QS와 1Q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5단의 시작 행에서
드러난다 . 즉 , 1QS 5단이 ‘스스로 헌신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한 규율
8) G. Vermes, “Preliminary Remarks on Unpublished Fragments of the Community Rule from
Qumran Cave 4”, Journal of Jewish Studies 42 (1991), 254.
9) 제롬 머피 오코너(Jerome Murphy-O'Connor)가 최초 제기하고 후에 뿌이이(J. Pouilly)가 발전
시킨 4단계 편집설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1QS8:1-10:8a는 쿰란공동체가 정식으로 세워
지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선언한 부분이다. (2) 2단계: 1QS 8:16b-9:2(뿌
이이는 여기에다 8:10b-12a를 추가한다)는 쿰란공동체 설립 후에 추가된 규율이다. (3) 3단
계: 1QS 5-7(뿌이이는 이 부분에서 5:13b-6:8a는 후대 첨가로 본다)단은 공동체 생활을 규율
한 추가 규율집이며, 공동체 회원숫자가 팽창할 시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4) 4단계:
1QS 1-4단과 10:9-11:22(5:13b-15a는 후대 첨가)는 쿰란공동체 구성원들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기 위해 후대에 첨가 된 것이다. M. A. Knibb, “Rule of the Community”, L. H.
Schiffman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95에서 재인용. 1QS의 편집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
문을 참조하라. C. Hempe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the S-Tradition. A New Paradigm”,
Revue de Qumran 22 (2006), 389-401.
10) 제 5동굴에서도 두 개의 ‘공동체 규율’ 문서가 발굴되었다(5Q11, 5Q13).
11) 학자들은 1QS와 4QS 중 어느 텍스트가 보다 원본(original)에 가까운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
를 거듭하였다. 베머스(Vermes)와 메쪼(Metso)는 1QS가 4QS보다 더 오래된 형태이며, 4QS
는 1QS의 축약본으로 보는 반면, 알렉산더(P. Alexander) 는 비록 서체상으로는 4QS가 더 후
대의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4QS가 더 본래의 형태의 텍스트를 보존하고 있다고 본다.
M. A. Knibb, “Rule of the Community”, 795-7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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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dntmh dxyh yvnal $rsh hzw)’이라고 시작하는 데 반해서 , 4Q256 9단과
4Q258 1단은 공히 ‘스스로 헌신한 율법의 사람들을 위한 마스킬의 미드라
쉬(~ybdntmh hrwth yvna l[ lykvml vrdm)’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 그
러므로 1QS와 4QS는 문학의 장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1QS는 본문이
‘$rs’(규율)임을 분명히 천명한다면, 4QS 본문은 ‘lykvml vrdm’(마스킬의
미드라쉬)라고 시작한다. 이에 따라서, 본문의 청중이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
히 하고 있다. 1QS는 ‘스스로 헌신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한’ 규율이라고 명
시한 반면, 4QS는 ‘스스로 헌신한 율법의 사람들을 위한 마스킬’에게 주는 미
드라쉬라고 밝히고 있다. 즉, 1QS는 공동체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규율
서라면, 4QS는 공동체의 리더를 위한 미드라쉬라고 본문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1QS와 4QS는 같은 듯 보이지만, 그 시작부터 매우 다른 장르의
텍스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주제이며, 쿰란공동체의 종
파적 문서의 대표격인 1QS, 그 중에서도 ‘규율’의 시작을 여는 5단 본문을 상
세하게 살펴보자.

3. 1QS 5단 본문 번역
1QS 5단의 히브리어는 쿰란 히브리어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12) (1) 철
자에서 scriptio plena의 원칙을 지켜 완전모음 형태를 선호한다(대표적 예:
al 대신에 awl, yk 대신에 ayk). (2) 형태론적으로, 3인칭 대명사로 hawh, 대명
사 접미어에 ‘final h’를 붙이거나(예: hmb),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어로 wh 형
태를 선호한다(예: whvrd). 13) 본 논문은 한글번역이 히브리어에 일대일 대응
이 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 선행구에, 혹은 후행구에 붙여서 해석할 때가 있
음을 미리 밝힌다.

rva lwkb qzxhlw [r lwkm bwvl ~ybdntmh14) dxyh yvnal $rsh hzw

1

12) 쿰란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엘리샤 키므론,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한 유대광야문서의 공헌”, 최창모, 박미섭 편역, 고대 히브리어 연구
(서울: 건대출판부, 2001), 185-198. 구체적으로 구약본문과 쿰란문서의 어법을 비교한 우리
말 논문은 다음을 참조. 천민희, “다니엘서와 관련된 쿰란 두루마리와 마소라 본문의 관계와
철자법 비교”, ｢성경원문연구｣ 18 (2006), 43-62.
13) 샌즈-바딜로스, 히브리어 발달사 , 최명덕, 박미섭 역 (서울: 기혼, 2011), 153-160.
14) ~ybdbtm hith ptc mp (bdn to freely offer). 이 단어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A.
Fitzgerald, “MTNDBYM in 1Q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6:4 (1974), 495-502. 이 논문은
히브리어 동사 bdn는 자발적 입문을 원칙으로 삼은 쿰란공동체 회원을 지칭하는 특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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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 ldbhl wnwcrl hwc
이것은 스스로 헌신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규율이다. 이들은 모든
악에서 돌아서고, 그의 원대로 명령한 모든 것을 확고히 지키며,

~ynhkh qwdc ynb yp l[ ~ybwvmw !whbw hrwtb dxyl twyhl lw[h yvna 2
yvna bwr yp l[w tyrbh yrmwv
사악한 자들의 모임으로부터 구분되고, 율법과 재산을 지닌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계약을 지키는 사독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따라, 계약을 확고히 지키는 공동체의 다수를 따라,

hrwtl rbd lwkl lrwgh15) !wkt acy ~hyp l[ tyrbb ~yqzxmh dxyh 3
hwn[l dxy tma twf[l jpvmlw !whlw
그들을 따라, 그 당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는 모든 것과 율법, 재산,
판결16)과 진리의 일치, 겸손,

$ly awl rva17) ~hykrd lwkb tkl [nchw dsx tbhaw jpvmw hqdc 4
wbbl rxa tw[tl wbl twryrvb vya
공의, 의18), 자비로운 사랑을 행할 것과 그들의 모든 길에서 겸손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은 그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걷지 말아야 하며, 그의
마음,

dsyl hvq @rw[w rcy tlrw[ dxyb lwml ~aaw19) wrcy tbvxmw whyny[w 5
tyrb dxyl larfyl tma dswm
눈과 성향의 생각을 쫓아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사람은 공동체 안
에서 성향과 곧은 목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영원
한 계약 공동체를 위한 진리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

larfyb tmah tyblw !wrhab vdwql ~ybdntmh lwkl rpkl ~lw[ 6
jpvmw byrlw dxyl ~hyl[ ~ywlnhw
그들은 아론의 성소와 이스라엘의 진리의 집을 위해 헌신한 모든 자들

15)

16)
17)
18)
19)

로 사용되었음을 논증한다.
lrwg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돌을 던져서
결정된 토지, 운명, 분배된 몫’이다. 마르티네즈(Martinez)와 찰스월스(Charlesworth)는 ‘제
비뽑기’( 각각 decision by lot과 determination of the lot)로 번역한다. 키므론은 쿰란문서에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appointment’, ‘predestination’, ‘time’, ‘congregation’으로 본다. E.
Qimron,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106. 본 논문은
키므론의 제안을 쫓고, 한글로는 쿰란공동체의 종파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당’으로 번역
한다.
jpvm는 여기에서 ‘의’보다는 ‘판결’로 번역한다(예: 출 28:15, 30).
쿰란문서 중, ‘미완료+ awl rva’ 형태가 명령 혹은 금지를 의미하는 주절로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1QS에서이다(5:4, 10, 14, 15-16; 8:25). Qimron, op.cit., 77-78.
jpvm는 여기에서 ‘의’로 번역한다(예: 신 10:18).
~aay은 ~a ayk의 필사오류로 본다. 4QS, 5QS 사본에는 ~a ayk 으로 나온다. 가넷은 첫 자
음을 y가 아닌 w로 보고, “신들 중의 신, 주들 중의 주”로 해석한다. P. Garnet, Salvation and
Atonement in the Qumran Scrolls (Tübingen: Mohr [Paul Siebeck], 1977), 61, 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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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체에 가입한 모든 자들을 속죄해야 한다. 소송과 판결을 통
해20)

hlah ~yqwxh lwk l[ ~hykrd !wkt21) hlaw qwx yrbw[ lwk [yvrhl 7
dxyh tc[l abh lwk dxyl ~psahb
그들은 규율을 위반한 모든 자들에게 유죄를 선언할 것이다. 이것들은
이 모든 규율에 대한 그들의 길에 대한 정책이다. 그들이 그 공동체로
모일 때 그 공동체의 회합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rsa22) t[wbvb wvpn l[ mqyw ~ybdntmh lwk yny[l la tyrbb awby 8
lwkb hwc rva lwkk hvwm trwt la bwvl
스스로 헌신한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계약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그의 혼을 다해 모세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도록 의무의 맹세를 해
야 할 것이다.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tyrbh yrmwv ~ynhwkh qydc ynbl hnmm hlgnh23) lwkl vpn lwkbw bl 9
~tyrb yvna bwrlw wnwcr yvrwdw
그의 마음과 혼을 다해, 계약을 지키며 그의 뜻을 좇는 사독의 아들들
인 제사장들에게 계시된 모든 것을 따르며, 또한 그들 계약의 사람들
의 다수, 즉

wvpn l[ tyrbb ~yqy rvaw wnwcrb $lthlw24) wtmal dxy ~ybdntmh 10
~yklwhh lw[h yvna lwkm ldbhl
그의 진리와 뜻을 좇아 행하기로 스스로 헌신한 공동체를 따른다. 그
의 혼을 다해, 악한 길로 걷는 악한 자들로부터 구분되도록, 그는 계약
으로 맹세해야 할 것이다.

whvrd awlw wvqb awl ayk wtyrbb wbvxh awl ayk h[vrh $rdb w[t 11
rva twrtvnh t[dl whyqwxb
20) 이 구절에 대한 찰스월스와 마티네즈의 해석이 다르다. 찰스월스는 1QS 본문과 4QS 사본
을 비교하여 ‘소송과 판결’을 7행에 붙여 해석한다. 이에 반해 마르티네즈는 6행의 ‘공동체
와 소송과 판결’을 하나의 연결된 구로 보아 이 세 단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석한다. 이어지
는 7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맥상 찰스월스의 번역이 더 옳다고 본다.
21)

!wkt은 구약성서 히브리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쿰란문서에서는 자주 보이는 ‘동사형 명
사(verbal noun)’로서, 학자들은 ‘measure’(Qimron, op.cit., 형태 설명은 65, 단어 뜻은 115),
‘determinations’(Charlesworth, op.cit., 60), ‘regulations’(Martinez, op.cit., 81)로 다양하게 번
역한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rs과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규율’로 번역하기보다

는, 키므론의 번역 제안을 따라, 우리말로 ‘조치,’ ‘정책,’ ‘기준’ 등이 좋을 듯한데, 여기서는
‘정책’으로 번역한다.
22) 구약에서 bind(rsa t[wbvb)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쓰이는 곳은 민 30:13이다.
23) hlgnh(9행)/twlgnh(12행)와 twrtvnh(11행)는 1QS에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단어들
의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4.3 단락을 참조하라.
24) $lthl는 원래 $lhthl인데, 후음 h가 탈락한 경우이다. 키므론은 쿰란문서에서 주로 a에
서, 혹은 이보다 낮은 빈도수로 h나 x이 탈락한 경우가 대략 80여 곳이 있다고 밝힌다.
Qimron, op.ci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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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계약 안에 있는 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은 숨겨진 것을 알고자, 그의 계명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기 때문
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른다.

~qn ~wqnlw jpvml @a twl[l hmr dyb wf[ twlgnhw hmvval ~b 12
~yjpvm ~b twf[l tyrb twlab
그러나 그들은 계시된 것들을 교만한 손으로 다루어, 분노가 심판을
야기하고, 계약의 저주로 인해 보복케 하며, 그들 가운데

yvna trhjb t[gl ~ymb awby la25) tyrv !yal ~lw[ tlkl ~ylwdg 13
wrhjy awl ayk vdwqh
남김없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큰 심판을 한다. 거룩한 자들의 정결
에 닿지 않도록,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정결하지 않
기 때문이다.

wm[ dxwy awl rvaw wrbd yrbw[ lwkb amj ayk ~t[rm wbv ~a yk 14
wnayfy !p wnwhbw wtdwb[b
그들이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의 말씀을 위배한 모든 자들
과 더불어 부정하다. 어느 누구라도 그의 일과 재산에서 그와 연합해
서는 안 된다, 그가 악과 죄를 들어 올리지 않는 한26),

rqv rbd lwkm bwtk !k ayk rbd lwkb wnmm qxry ayk hmva !ww[ 15
yvnam vya bwvy awl rvaw qxrt
모든 것에서 그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이라.” 공
동체의 일원들은 어느 누구라도

awlw lwk ~nwhm lkwy27) awl rvaw jpvmw hrwt lwkl ~hyp l[ dxyh 16
hmwam lwk ~dym xqy awlw htvy
어떤 율법이나 결정에 관해 그들의 말에 대해 대꾸해서는 안 된다. 또
한 어느 누구라도 그들의 소유물 중 어떤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 것
이며, 그들의 손에서부터

wpab hmvn rva ~dah !m ~kl wldx bwtk rvak ryxmb awl rva 17
ayk hawh bvxn hmb ayk
어떤 것도 값없이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록된바 “너희는 인생
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
뇨?”28) 왜냐하면
25) 구약에서 awl +미완료형은 la+미완료형보다 강력한 금지를 나타낸다. 구약에서 la은 주로
jussive/cohortative 형태를 동반하여 권고나 소망을 표현한다. 그런데 쿰란문서에서 la+미완
료형은 구약 용례와 달리 강한 금지를 나타낸다. 키므론은 특별히 1QS의 la+미완료형의 금
지명령을 대표적인 용례로 제시한다. Qimron, op.cit., 80.
26) 우리말 의미로는 ‘제거하지 않는다면’으로 볼 수 있다.
27) lkwy 은 lka의 미완료형으로 a이 탈락된 경우이다. 키므론은 이런 쿰란문서의 특징을 ‘후음
약화(Weakening of the gutturals)’ 현상으로 설명한다. Qimron, op.ci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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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lw ~hl rva lwk taw ~twa lydbhl29) wtyrbb wbvxn awl rva lwk 18
yf[m lwk l[ vdwqh vya ![vy
그의 계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자들, 그들과 그들에
게 속한 모든 것들을 구분하라. 거룩한 각 사람은 헛된 행동에 의존하
지 않아야 한다.

dymvy wrbd ycanm lwkw wtyrb ta w[dy awl rva lwk lbh ayk lbh 19
hdnl ~hyf[m lwkw lbtm
왜냐하면 그의 계약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헛되기 때문이다. 그
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은 땅에서 멸망할 것이며 그의 모든 행
동들은 그 앞에서 더럽다.

hlah ~yqwxh lwkk twf[l tyrbb awby aykw ~nwh lwkb amjw wynpl 20
wvrdw vdwq td[l dxyhl30)
그들의 모든 재산도 부정하다. 그는 공동체, 즉 거룩한 자의 모임을 위
한 이 모든 율례대로 행하기 위해, 계약에 들어갈 때, 그들은 점검할
것이다.

ynb yp l[ hrwtb wyf[mw wlkf ypl wh[rl vya !yb dxyb ~whwr ta 21
~yqhl dxyb ~ybdntmh !wrha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그들의 영을 그의 통찰과 행동에 따라, 율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헌신한 아론의 아들들을 따라,

larfr br yp l[w twf[l hwc rva wyqwx lwk ta dwqplw wtyrb ta 22
wtyrbl dxyb bwvl ~ybdntmh
그의 계약을 세우기 위해, 또 그가 행하도록 명한 모든 그의 규율을 정
하기 위해서이다. 공동체를 통해 그의 계약으로 돌아오고자 스스로를
헌신한 이스라엘의 다수를 따라.

vya lwkh [mvhl wyf[mw wlkv ypl wh[r ynpl vya $rsb ~btkw 23
twyhlw lwdgl !wjqh wh[rl
각 사람은 그의 동료 앞에, 그의 통찰과 행동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될
것이다. 모든 자들은 그의 동료에게, 작은 자는 큰 자에게 순종한다.

~wtw wlkf ypl vya twl[hl hnvb hnv ~hyf[mw ~xwr ta ~dqwp 24
xykwhl wtyw[nk31) wrxalw wkrd
그들의 영과 행동을 그의 통찰과 그의 행동의 온전함에 따라 매년 검
토한다. 이는 각자를 승격하기 위해, 혹은 그의 죄에 따라 그를 강등하

28) 이사야 2:22
29) 구약과 쿰란문서에서 공히 l+부정사는 정동사의 역할을 한다. 18행에서는 명령어로 쓰이
고 있다. Qimron, op.cit., 71.
30) vdwq td[l 와 dxyhl은 동격관계이다. Y. Thorion, “The Use of Prepositions in 1QSerek”,
Revue de Qumran 10:3 (1981), 419.
31) tww[n (hyw[n sin, perverseness)는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쿰란 히브리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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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그의 사악함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ab whyhwla rbdy la vyal dsx tbhaw hwn[w tmab wh[r ta vya 25
hnwltb wa
각 자를 진실, 겸손, 자비로운 사랑으로 서로에게 훈계하기 위해서이
다. 그는 그의 동료를 화나 욕설이나
yk wbbl [tlrw[b] whanfy law [vr xwr tanqb wa hvq @rw[b wa 26

awlw wnhykwy ~wyb
곧은 목 혹은 악한 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를 그의 마음에서
미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그 날에 훈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4. 1QS(공동체 규율) 5단 본문의 신학적 관심사
‘공동체 규율’ 문서에서 본격적으로 ‘규율’이 시작되는 첫 부분인 5단은 크
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5:1-7a 공동체에 헌신한 자들아 들어라!
(2) 5:7b-10a 계약공동체에 들어오라!
(3) 5:10b-20a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라!
(4) 5:20b-6:8a 공동체 생활 조직을 위한 규율

4.1. 1QS 5:1-7a 공동체에 헌신한 자들아 들어라!
위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1QS 5단의 시작 부분에 대한 변형은 제 4동굴에
서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확인된다. 즉, 1QS 5단 1행은 먼저 문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규율’이라
는 선언을 통해 ‘규율서’임을 분명히 한다. 규율서의 서두인 1, 2a행은 쿰란공
동체 회원들의 정체성을 천명한다. 그들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
헌신한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자발적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인
지를 네 개의 라메드(l) 부정사 연계형 문장을 통해 설명한다. 그것은 각각
‘모든 악으로부터 돌아서고(bwvl),’ ‘그의 원대로 명령한 모든 것을 확고히 지
키며 (qzxhl),’ ‘사악한 자들의 모임으로부터 구분되어(ldbhl),’ ‘율법과 재
산을 지닌 공동체가 되려는(twyhl)’ 자들이다.32)
32) 이 네 개의 연계형 구문에 대한 문법적 접근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P. Garnet,
“Cave 4 ms Parallels to 1QS 5:1-7: Towards a Serek Text Histor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199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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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행부터 3행에는 이 규율을 제정한 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는 세 개
의 yp l[ 구절이 나온다. 이 세 개의 yp l[ 구절 중 마지막의 ~hyp l[은 3인칭
남성복수 접미사를 통해 앞의 두 집단을 지칭하는 구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첫 두 개의 yp l[ 구절은 쿰란공동체가 규율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집단으로
간주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들은 ‘사독의
아들들인 제사장들(~ynhkh qwdc ynb)’과 ‘공동체의 다수(dxyh yvna bwr)’이다.
쿰란공동체의 최고 권력 혹은 권위를 지닌 집단은 이들 두 집단임을 알 수 있
다. 먼저, 쿰란공동체가 규율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진 자들로 ‘사독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제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쿰란공동체는 여
러 문서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사독의 아들들’이라 부르고, 사독계 제사장 집
단임을 강조하였다.33) 한편, ‘공동체의 다수(dxyh yvna bwr)’가 정확하게 누
구를 지칭하는지는 논의의 대상이다. 바로 이어지는 1QS 6단에는 ‘mybrh’ 형
태가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이때는 분명 쿰란공동체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정황상, 5단 2행의 ‘공동체의 다수’는 입례식의 모든 절차를 완수하고 정회원
이 된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행 끝부분부터 5a행은 규율을 통해 공동체의 삶이 지향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은 twf[l의 부정사 연계형 형태의 목적절을 통해 분명하게 제
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진리의 일치, 겸손, 공의, 의, 자비로운 사랑을 행할
것과 그들의 모든 길에서 겸손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은 그의 마음의 완고함
으로 걷지 말아야 하며, 그의 마음, 눈과 성향의 생각을 쫓아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5b행-7a행은 ~a yk 절로서 앞 절에 나오는 내용의 추가 부분이다. 이 문장
은 라메드(l) 부정사 연계형으로 된 네 개의 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계형
동사들의 목적어를 보지 않고 이 연계형 동사의 뜻만 보아도 그 내용을 짐작
해 볼 수 있다. ‘할례하다(lwml),’ ‘기초를 두다(dsyl),’ ‘속죄하다(rpkl),’ ‘유
죄를 선언하다([yvrhl).’ 그러므로 3-7행 상반부는 규율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다. 이 부정사 연계형 구절들은 1QS 전체의 규율의 목적
을 알려준다. 왜 이런 규율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33) 무엇보다도, 쿰란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의의 스승’은 제사장으로 불린다(4QpPs-a [4Q171]
3.15; 1QpHab 11.8). ‘사독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다
메섹 문서(4Q266-273, 5Q12, 6Q15), 다메섹 규율(4Q265), 회중규율(1Q28a), 성구해설집
(4Q174), 페셰르 이사야(4Q163) 등이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라. J.
Liver, “Sons of Zadok the Priests in the Dead Sea Sect”, Revue de Qumran 6:1 (1967), 3-30;
A. Hunt, Missing Priests: the Zadokites in Tradition and History (New York: T&T Clark,
2006); A. I. Baumgarten, “The Zadokite Priests at Qumran: A Reconsideration”, Dead Sea
Discoveries 4:2 (1997), 137-156.

1QS(공동체 규율) 5단의 번역 문제와 신학적 논점 연구 / 이윤경 77

1QS 전체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는 단락으로 볼 수 있다.

4.2. 1QS 5:7b-10a 계약공동체에 들어오라!
이 단락은 쿰란공동체는 ‘계약공동체’임을 천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
약인지, 그 계약의 계시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 단락의 첫 행인
7b행은 ‘~hykrd !wkt hla(이것들은 그들의 길들에 대한 정책이다)’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린다(참조. 9:21b). 8행에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들
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바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계약’에 들어온다는
것이며, 그 계약은 ‘모세의 토라’로 돌아갈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쿰란공동
체의 입문자들은 ‘서약’을 해야 하는데, ‘다메섹 문서’도 이 맹세 서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CD 6:13b-15a).34) 요세푸스 역시 엣세네파에 입문하는 자는
서약을 한다고 보도한다(전쟁기 2.139-142). 또한 쿰란공동체는 자신들의 공
동체 입문을 모세계약의 갱신과 동일시하며, 이 ‘계약’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
을 악으로 규정한다. 즉, 이들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모세계약의 갱신이 구
체화된 것이 바로 자신들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35) 9-10a행은 2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인 사독의 아들들’과 ‘스스로 계약에 헌신한 공동체의 다
수’가 언급되는데, 바로 이들에게만 계약의 비밀이 ‘계시’된다. 쿰란공동체는
‘계시’의 배타적 담지자라는 정체성을 선포하고, 내적으로는 공동체 회원들
의 결속을 다지고, 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
다.

4.3. 1QS 5:10b-20a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라!
10b-20a행은 쿰란공동체에 입문하는 자들이 ‘악한 무리들’과 구분됨으로
써, 정체성을 세워갈 것을 규율로서 명하고 있다. 먼저, 앞 단락인 10b-13a행
은 계약공동체 입문자들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분(ldb)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히브리어 ldb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구분 짓는 것
(대상 23:13)과 레위인들을 구분하는 것(민 8:14)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
어이다. 쿰란공동체는 ‘구별 짓기’를 통하여 공동체의 집단정체성을 수립하
34) 쿰란공동체 입문에 대해서는 1QS 6.13-24에 다시 반복된다. ‘공동체 규율’ 외에도 쿰란공동
체 입문에 대해서는 CD 15:6-15, 요세푸스의 전쟁기 2.137-39에도 언급된다.
35) 쿰란공동체의 계약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윤경, “1QM(전쟁문서)에 나타난
계약 신학”, ｢구약논단｣ 20 (2006), 60-82. 안근조, “A Reconsideration of CD 9:16-10:3 on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성경원문연구｣ 27 (2010), 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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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구별 짓기’는 11행의 twrtvnh(the hidden; 감
춤)와 12행의 twlgnh(the revealed; 드러냄)라는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를 통하
여 분명하게 드러난다. 쿰란공동체는 ‘hlgnh/twlgnh’라는 단어를 통해 배타적
진리를 소유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36) 즉, 쿰란공동체는 이 두 단어들을
통하여 ‘악한 무리들’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들 ‘악한 무리들’은 쿰란
공동체에만 계시된 숨겨진 진리를 찾지도 않고, ‘의의 제사장’에게 계시된 율
법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는 자들로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운명
에 놓인 자들이다.
후반 단락인 13b-20a행은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쿰란공동체가 어떻게 대
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행동수칙들을 상술하고 있다. 먼저, 13b행은 ‘악한 무
리들’이 거룩한 자들이 사용하는 물에 닿는 것을 금하고 있다. 쿰란공동체의
정결례는 단순히 입례의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동체식사 때마다 정결예식
을 행하였다.37) 그렇기 때문에 ‘물에 닿아서 안 된다’는 규정은 정결예식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정결예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반드시 ‘악에서 돌아
서야 한다’는 내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14-19행은 ‘미완료+awl rva’ 반복어귀를 통하여 쿰란공동체 회
원들이 ‘악한 무리들’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14행 ‘dxwy awl rva(연합하지 말라)’ 악과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공동
체는 악한 자의 일이나 재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15행 ‘bwvy awl rva(대
꾸하지 말라)’ 입문자는 율법이나 결정에 관해 공동체의 입이라 할 수 있는 자들
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b이하의 단락에서 더욱 상
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3) 16행 ‘xqy awlw htvy awlw...lkwy awl rva (먹지도,
마시지도, 취하지도 말라)’ (4) 17행 ‘ryxmb awl rva(값없이 ~하지 말라)’ 어
느 누구라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의 소유를 먹거나 마
셔서는 안 된다. 이 규정으로 보아, 쿰란공동체는 완전히 고립되고 독립된 자
급자족 공동체가 아니라, 일정 정도 외부와 상거래를 하였으며, 돈을 소유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18-19행에서는 ‘ awl rva lwk’ 구문을 두 번 연속해서 사용함으
로써, ‘악한 무리들’을 묘사하고 있다. 즉, ‘wtyrbb wbvxn awl rva lwk(그의 계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자들)’와 ‘wtyrb taw[dy awl rva lwk(계약
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악한 무리들
36) L. H. Schiffman, Halakah at Qumran (Leiden: Brill, 1976), 22-32.
37) 이윤경, “쿰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h
)”, ｢구약논단｣ 15 (2009), 14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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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술하는 형용사 lbh(‘헛되다’)이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가장 유명한 용
례는 전도서에 나타난 것으로 인간 삶의 허무성을 표현한다. 또한 구약에서
이 단어는 우상숭배의 허무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왕하 17:15). 그런데
쿰란공동체는 이 단어를 공동체의 계약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지상에서 진멸되는 일뿐이라고 선포한
다.
19b-20a에서 ‘악한 무리들’의 행동은 ‘hdn(더럽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 역
시 ‘amj(부정하다)’고 선언한다. 구약에서 이 두 단어는 제의적 부정을 지칭
한다.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월경혈을 지칭하는 ‘hdn’는 제의적 부정
을 총칭하는 데로 확대 사용된다. ‘amj’ 역시 제사장적 문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예를 들어 피부질환에 걸린 환자(레 13:14; 14:36 등), 시
체와 접촉한 자(민 6:12; 19:20), 동물 사체와 접촉한 자(레 11:24ff)를 이 단어
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쿰란공동체는 ‘악한 무리들’을 도덕적 차원의
‘악한’ 존재가 아닌, 제의적 차원의 악인으로 이해한다. 즉, 이들은 다른 제의
적 부정 매개체와 같이 부정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거룩을 더럽히게 된다. 그
러므로, 쿰란공동체는 이들 무리와 구분되어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4. 1QS 5:20b-E 위계질서를 지켜라!
20b-23a는 새로운 회원의 입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 주제는
6:13b-23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주제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1QS 문서는 후대에 편집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신입회원은
율법 안에서 그의 통찰과 행동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헌신한 아론
의 아들들을 따라, 그들의 영(xwr)을 점검받아야 한다. 1QS 2:19b-23에서 이
미 언급된 바처럼, 쿰란공동체는 엄격한 위계가 있는 공동체였다. 신입회원
들은 사독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불리는 제사장 출신의 지도자들의 점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수(larXy br)’라고 불리는 동료들로부터도 점검을 받
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신입회원들은 매년 그들의 영을 점검받고 진급을 하
거나 강등을 당한다.
25행 가운데에는 빈공간이 있고, 여백에는 단락 기호가 있다. 이것은 문법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구성원들에 대
한 매년 심사는 자연스럽게 결여가 발견된 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언급으
로(24b-25a), 또 이에 대한 해석적 논평(5:25b-6:1)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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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쿰란공동체의 근간을 알려주는 1QS 문서의 규율 단락이 시작하
는 5단을 번역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쿰란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와 규
율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5단은 규율의 첫 부분을 ‘스스로
헌신한 자들’로 전제하고 시작함으로써, 공동체 회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무엇보다도 5단은 다음에 이어 나오는 상세규율들의 입법권이 누구에
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공동체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쿰란문서의 여러 곳에서 이미 입증된 바, ‘사독계 제사장’의 입법권은 여기에
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상세규율을 제시하기 이전, 이 모든 규
율의 근본은 ‘계약 공동체’에 입문하는 것임을 환기하고 있다. 쿰란공동체는
이 계약이 바로 모세계약이며, 이들 공동체에만 ‘계시된’ 배타적 특권임을 선
포한다. 즉, 쿰란공동체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들로 여기며, 모세의 옛 계
약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자들로 여겼다. 이들은 벨리알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시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 시대 동안 그들은 다른 외부인들에
게는 ‘숨겨진’ 가르침, 신비한 가르침에 대한 배타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
았다.
5단은 상세규율의 서두로서, 공동체 회원들은 악한 자들과 구분되어야 함
을 상세하게 언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집단 정체성을 수립한다. 특히, 5단은
‘악한 자’들을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로 정의내림으로써, 쿰란공동체는 제의
적으로 정결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단은 신입회원의 입회절차를 언급할 때, 공동체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준수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권위적 지위에 대한 순응보다는 영적 위계질서
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쿰란공동체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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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ssue of the Translation of 1QS col. 5 and
its Theological Concerns
Prof. Yoon Ky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1QS(Serek) is a collection of laws with regards to entry and withdrawal,
promotion and demotion of membership with the presupposition that a new
member should enter the covenant, which is interpreted and executed by the
leadership of the Zadokite Teacher of Righteousness. 1QS must have been
highly regarded by the Qumran Community. The extant numbers of the
manuscripts of 1QS are 15-16, of which number is higher than the manuscripts
of Numbers and Jeremiah. 1QS consists of eleven columns, which are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is, the introductory section of cols. 1-4 and the regulation
section of cols. 5-11. This paper focuses on col. 5, which is the very beginning
of the regulation section. Fist, this paper is to translate column 5 into Korean. On
the basis of this work, the second task is to examine its theological concerns. By
this second task, it is believed to reveal, at least, a look at the Qumran
Community.
This paper deals with column 5 by dividing four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5:1-7a) is a good introductory part to inform what these regulations
are made for and by whom. This first part is particularly designed to inculcate
the members that the Zadokite priests has a privilege to establish laws. The
second subsection (5:7b-10a) is to announce that to enter the Qumran
Community is equivalent to enter the covenant of the Mosaic Law, which is
revealed inalienably to the Community. The third subsection (5:10b-20a) is to
separate the Community members from the wicked. This is another way to
establish the group identity. The last subsection (5:20b-E) is to teach the
members to keep their own position, to be annually examined, and accordingly,
to be promoted or demo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