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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언 

민 경 식* 

신약성서 파피루스 사본은， 그 연대가 매우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에도 불구하 

고， 신약성서 본문 재구성에 기여한 바는 매우 제한척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세기 들어와서 수많은 파피루스 사본들이 발견되었으나， 그것들은， 대문자 사본 

을 근거로 이미 재구성된 성서 본문올 변경하는 일에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의 초기 사본을 근거로 본문을 변경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의 대부분의 이문들\variants)은 이미 2세기에 만들어진 

것들로서， 후기 사본에 나타나는 독법도 초기 사본에 나타나는 독법파 마찬가지로 

그 기원에 있어서는 매우 초기의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 연세대학교 강사 
1) 웨스트뤘B. F. Westcott)과 호탁F. J. A. Hoπ)는 이미 1881 년， 파피루스 사본을 전 
혀 창고하지 않고 단지 약 45개의 대문자 사본파 약 1507ß의 소문자 사본만올 사용 
하여 그리스어 신약성서(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vo l. 1: Text 
(Cambrigde / London: Macmillian , 1881))훌 훌판하였는데， 이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은 오늘날 가장 권위 있는 그리스어 신약성서(각주 2와 각주 3의 그리스어 신약 
성서)의 본문파 매우 유사하다. 이와 판련훌}여 K. Aland /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1.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pp.30-56, 특히 pp.36ff의 표와 셜명올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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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 파피루스 사본들은 기존의 본문을 변경하는 데보다는 기존의 재구성된 

본문을 확중히는 데 그 가치가 있었다. 즉， 20세기에 들어와 발견되고 출판된 초 

기 사본들은， 20세기 이후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특히 네스틀레-알란트 27판1)과 

세계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4판3 )의 재구성된 본문이 매우 초기의 본 

문을 훌륭하게 복원했음을 증명해 주었다. 20세기에 출판된 많은 초기 사본들을 

근거로 본문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본들이 대다수 

단편 사본이라는 것 때문인데， 오늘날까지도 단편 사본에 대한 본문비평적 연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단편 사본을 본문비평적으로 연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4) 이 방법을 이용하여 단펀 사본을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는 “엄격한 필사전승 방식”과 “순수한 본문”을 보이는 사 

본들을 중심으로 현재 신약성서의 본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기 

대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φ104 이다. 본 소고는 이 파피루스 단편 사본이 그리스 

어 신약성서 비평본의 본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n. φl04(P. OXY. 4404) 개요 

20세기 말에 출판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들tφ100φ115)을 포함하여， 모두 118개 

파피루스 사본들 가운데 47개의 사본들이 이집트의 옥시링쿠쇠Oxyrhynchus)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97년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4404번(P. Oxy. 

4404)으로 출판된 φ104이다.5) 지금은 옥스퍼드의 세클러(Sackler) 도서관에 소장되 

어 있는 이 사본은 최근에 발견된 것이 아니다. 

2) B. Aland I K. Aland I J. Karavidopoulos I C. M. Martini I B. M. Metzger (edd.), 
Novum Testamentum Graece, 27. revidierte Aufl. , 8. korrigierter und um die 
Papyri 99-116 erweiterter Druc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1). 

3) B. Aland/K. Aland/J. Karavidopoulos/C. M. Martini/B. M. Mζtzgεr (edd), 
Greek New Testament, 4. revised ed. , 2nd pr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4) 본 소고에서는 지변의 제약으로 인해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단 
편 사본의 본문비평적 연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직 출판되지 않은 본인의 소고，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2005 년 여름 이전에 r신약논단」에 
기고될 예정)을 참조하라 

5) J. D. Thomas, The Oxyrhynchus Papyri, vo l. LXIV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 1997), pp.7-9 (no.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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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φ104 (P. Oxy. 4404) recto:마 21 :34-37 

〈그림 2> φl여 (P. Oxy. 4404) verso: 마 21:43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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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그렌펠(Bernard P. Grenfell)과 헌트{Arthur S. Hunt)가 이미 1896-1897 

년과 1903-1907년의 두 번에 걸친 발굴 작업으로 수많은 파피루스 사본들이 발견 

하였는데， 그 당시 발견되었던 이 조각은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정체가 

규명된 것이다. 

이 A뽑은 세로가 약 5.5crn , 가로가 약 7crn되는 매우 작은 단편시본이다. 코텍 

스의 일부로서 원래의 크기는 약 25crn x 14crn 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을 재구 

성하면 한 페이지는 약 31 행으로 구성되었고， 한 행에는 약 24개의 문자가 적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초기의 필체인 언셜장식체(또는 “Zierstil")로 쓰인 

이 사본{2세기6))은 마태복음서 21 장의 몇 절이 적혀있는 부분만 남아있다(마 

21:34-37, 43 , 45). 필체는 전문 문서 작성자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과 〈그 

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마 21:34-37의 일부가 적혀있는 앞면(recto)은 비교적 

보폰 상태가 양호하여 글자 해독에 어려웅이 없으나， 마 21 :43 , 45가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뒷면(vers이은 읽기가 매우 어렵다. 16행의 한 문재E)를 제외하고는 모 

든 글자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읽고 추측할 수 있는 문지들 

이 있는데 이것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m. φ104의 본문 분석 

recto: Mt 21. 34-37 

) Iì[o]u .l.ou[ç) au 'tou πpoç 34 

[tOUç YEωpyouç) .l.aßELv tOUç Kαp 

[rrouç autou KaL) .l.aßov 'tEç OL yEωp 35 

[yOL touç lìou) .l.ouç au 't [ou) OV 야V 

6) lbid. , pp.7f를 참조하라(패te second century"). 또한 바바라 알란틱B. Aland)의 
“Kriterien zur Beurteilung kleinerer Papyrus감agmente des Neuen Testarnents," New 
Testament Textua/ Criticism and Exegesis: Festschrift 1. De/obe/,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161 , ed. A. Denaux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p.8을 참조하라{“2. Hlfte 2. Jahrhundert"). 반면 컴포트{P. W. 
Comfort)와 바렛(D. P. Barrett)은 1):1 104의 연대를 2세기 초반으로 조금 더 일찍 잡는대P. 
W. Comfort / D. P. Barrett (ed.), The Text of the Ear /iest New Testament Greek 
Manllscripts.’ New and Comp/ete Transcriptions with Photographs (Il1 inois: Tyndale 
House Publisher, Inc. , 2001), pp.64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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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ÕεLpa:V] OV ÕE a:lI'EKtHVa:V OV 

[ÕE εÀ. L9oß]oÀ.T}o a:V 1Ta:À. LV a:πf 36 

[OtH À.EV a:]Uouç õouÀ.ouç lI'À.HO 

[Va:ç tωv πpωrωV Ka: L] ‘πOL끼oav 

[αUtOLÇ 띠oa:Utωç UOtεpOV Õ]E a:τE 37 

verso: Mt 21 .43. 45(?) 

14 

〈본문비평장치〉 

녀l 행의 혼적 (10-13 행 
] õo9T}oεt[a: ]L 

[E9vH lI'OLouv]n t[o]uç Ka:p[1TOU]Ç 

[a:UtT}ç Ka: L a:Kou]oa[v]따 O[L 

한 행의 혼적 (17 행} 

43 

45 (?) 

21 :36 (6행) lI'a:À.Lv (αt) φ104 rell ] Ka: L πa:À. LV (add K따) )t'Þ sl ; lI'a:À.Lv OUV 

(add OUV) 0 ; lI'a:À. LV ÕE (add ÕE) 579 d 

21:44 (16행) Ka: L 0 πEOωV ElI'L tOV À.L9ov toutov ouv9À.a:09T}oUa: L' 때 OV Õ av 

πEOT} À.LKμT}OEL a:UtOV (v. 44) ante a:utT}ç (본문은 쩍쇠괄호 안에 위 

치) N B C L W Z (Q) 0102 fl.l 3 m 1at Sy" p.h co ] -- (om v. 
44) φ104vid D 33 it sy' Or Eus,yr 

21:45 (16 행) Ka: L a:KOUOa:V따 (txt) φ104vid B C D W Q 0102 fl.13 m 1at Slh 

mae ] a:Kouoavnç ÕE N L Z 33. 892 pc aur syc.c sa bo 

Iþl04 조각에는 마 21:34-37, 43 , 45의 본문이 쓰여 었다. 앞면(recto)에는 

21:34-37의 얼부가 적혀 있고、 뒷면(vers이에는 21:43 이후에 44절이 생략된 채로 

45철이 연결되어 었다. 물론 뒷면의 해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44절이 생략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뒷면(verso)올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이 사본의 최 

초 편집자인 토마쇠J. D. Thomas)의 의견대로 44쩔이 생략되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J) 14-16행에서 43절의 혼척올 읽올 수 있으며， 16행에 남아있는 혼 

7) J. D. Thomas, The Oxyrhynchus Papyrì, vol. LXIV, p.9. 그 외에도 P. W. Comfort 
/ D. P. 8arrett (ed.), The Text 01 the Earlìest New Testament Greek ManusC/ψts， 

p.644와 P. M. Head, “ Some Recently Published NT Papyri from Oxyrhynchu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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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44절의 시작 부분(KαL 6 πEOωV E1TL TÒV H60v Wlπov OUV6AUO뻐OETU l. .. )에 

해당하지 않고 45절의 시작 부분{KUL àKOÚOUVHÇ ol àPXLEpEiÇ KαL OL φαpLOαLOL 

... )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뒷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자인 엠실 

론{ε)의 위치가 44절이 아년 45절의 시작 부분에 들어맞으며(KαL àKOÚOUVτEÇ의 E ), 

또한 엠실론{E) 앞뒤에 남아있는 흔적도 45절이 43절에 이어지는 것을 뒷받침한 

다. 그렇다면， çpl04의 필사가는 실수로 한 절을 생략한 것인가? 마 21 :44 전체가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에서 쩍쇠괄호 안에 놓여 있는데， 이것 

은 44절이 원본문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44절 전체를 본문 

에 수록하긴 하였는데， 그것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오히려 44절이 

없는 것이 원독법일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φ104의 독법을 이 

문으로 취급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마치고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자 

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위의 본문 단락1마 21 :34-37, 43-45)에 해당하는 네스틀레-알란트 신약성서 27 

판의 본문비평장치에는 두 개의 이문 단락이 추가로 나타난다. 마 21:36(6행)에서 

일부 시본들은 접속사를 추가하였다. 시내사본의 원독법(~.)과 페시타역본{sl)은 

접속사 KαL를 추가하였으며， 베자사본{D)은 접속사 OUV을， 그리고 한 소문자 사본 

(579)과 라틴어번역본{d)은 접속사ÔE를 추가하였다. 36절에서 새로운 문장의 시작 

과 함께 접속사가 추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접속사가 삽입되면서 새로 

시작되는 문장이 이전 문쟁35절)과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φ104는 

다소 어색한 감이 있어도 접속사를 추가하지 않고 대본에 기록된 원독법을 신중 

하고 정확하게 필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마 21:45 (1 6행)에서도 φ104는 

일련의 유력한 대문자 사본들(B C D W Q 0102) 뿐만 아니라 다수본뭔m)과도 

함께 원독법을 증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6행의 공란(lacuna)에서 

UKOUOαVTEÇ 앞에 KαL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 단편 사본에는 원본문이 불확실한 44절이 생략된 것 이외에는 이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φ104의 범위가 매우 작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본 전체에 이문 

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 사본의 필사가가 매우 좋은 대본을 매우 신중하게 필사 

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8) 

Overview and Preliminary Assessment," T}’ndale Bu l/etin 51 (2000), pp.I-16, 특히 p.5, 
9를 참조하라'. P. M. Head의 논문은 약간 수정된 형태로 다음의 주소에서도 볼 수 
있다~ = http://www.tyndale.cam.ac.uk/Tyndale/staff/Head씨TOxyPap.htm ), 

8) 본 소고에서는 지변의 제약으로 인해 φ104를 다른 단편 사본들과 자세히 비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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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마태복음 21장 44철에 대한 본문비평적 판단 

마 21 :44이 원본문의 일부인지 후대의 추가인지는 불분명하다. φ104가 출판되기 

이전에 구성된 네스툴레-알란트 신약성서의 본문은 마 21 :44를 쩍쇠괄호 안에 넣 

음으로써， 이 구절에 대한 본문비평적 결정올 유보하였다 1881 년의 웨스트콧 

(Westcott) / 호탁Hort)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도 이 구절은 쩍쇠괄호 안에 놓여 

있으며， 그 이전의 티센도르팍C. von Tischendort)의 신약성서 8판에는 이 구절 

이 본문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수용본문{Textus receptus) 전통을 따르는 대다 

수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는 이 단락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디{초기의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로부터 현대의 로빈스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현대 번역본들도 이 구절올 본문으혹 채택하고 았다 r킹제임스역」 

(KJη， 「새표준역개정판J(NRSV)， r뉴인터네셔널역J(Nlη 풍의 영어 번역본들이나， 

r루터 역J(Lutherbibel) ， r구테 낙흐리히트J( Gute Nachricht) 풍의 독일어 번역본들， 

그리고 대부분의 불어역들， 또한 r개역개정판」， r공동번역J ， r ̂ R번역J9) 동 우리말 

번역본들이 모두 이 단락올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일부 번역본들은 네스툴레 

.알란트 27판과 같이 마 21:44를 쩍쇠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이 단락이 원본문에 

속하지 않올 수 있는 가능성올 명시하였는데， 우리말 「새번역」의 경우가 그렇하다. 

또한 r공동번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구절올 (둥근)괄호 안에 넣었 

다. 한편 r굿 뉴스 바이블J(Good News Bible)은 44절을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고， 

일부 사본에 44절이 포함되어 있음올 각주에서 월↑히고 있다. 이 외에도 마 21:44 

를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은 현대어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영어 성서로는 

「예루살햄 성서J(The Jerusalem Bible)와 r표준역개정판J(RS V)， 불어로는 r예루살 

햄 성서J(La Bible de Jérusalem) 퉁이 있다. 이처럼 마 21 :44의 진위 여부는 그 

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어 번역 성서에서도 논란이 되고 었다. 그 

렇다면， 파연 이 구절은 원본문에 속하는 것인개 아니면 후대의 첨가인개 

이 문제에 대해서 네스틀레-알란트 27판과 세계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성 

는 없다. 그러나 φ104의 두 배 조금 안되는 !p77에는 7개의 이문이 있으며， 그 가운데 
5개가 단일독법(sing비ar readings)이라는 것， __ ~IU4보다 조금 큰 φIUI에는 7개의 이문 
이 있고， 또한 φl와 크기가 거의 같은 φ110에는 6개의 단일독법올 포함종F겨 모두 
11 개의 이문옳 보이고 았으며， 그 외에도 φlμ의 2/3 정도 크기인 φ103에는 5개의 
이문이 있다는 것올 고려할 때， ~IU4가 훌륭한 본문율 전숭하고 있다는 것올 알 수 
있다. 

9) r새번역」이라 함온 r표준새번역 개정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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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판의 공동편집인들을 대표하여 메츠거는 마 21 :44가 원본문에 속할 가능성과 

후대의 추가일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변서， 이 구절을 본문에 포함시키되， 쩍쇠괄 

호 안에 넣었음을 밝히고 있다 10) 그러나 그는， 비록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 구 

절을 초기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구절이 후대에 몇몇 

사본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그는 필사가가 시각적인 실수로 

43절 마지막의 a.trr껴Q에서 44절 마지막의 αù，óv으로 뛰어넘어가변서 44절을 빠뜨 

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동형어뒤Homoioarcton)로 인하여 생략 되었다는 것 

이다. 그러나 43절의 a.ù，끼Q와 44절의 a.ù，óv 이 각 문장의 시작을 이끄는 경우라면， 

메츠거의 추측은 개연성이 높을 수 있다. 두 문장이 모두 a.ù, -(A YT-)로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a.ù，-를 일어야 했을 때 실수로 두 번째 a.ù，-를 읽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43절의 뼈데Q와 44절의 때，óv이 문장의 끝에 위치해 

었다. 즉 어두보다는 어미가 필사자에게 더 영향을 끼치는 위치이다. 오히려 실수 

로 인한 생략임을 주장하려면， 43절의 a.ù，끼g와 44절의 a.ù，óv보다는 44절파 45절 

의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Kαi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는 것이 더 설 

득력이 있다. 즉 어떤 필사가가 대본의 43절 마지막 부분을 읽고、 다음에 K따가 

오는 것을 머리 속에 기억한 채로 43절의 마지막 부분을 베껴쓴 후에， 다시 대본 

에 눈을 돌리면서， 44절의 Kαi가 아니라 45절의 Ka. L를 읽게 됨으로써 44절 전체 

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적 판단기준은 이 설명을 지지한다 .. 11) 

반면， 마 21:44가 후대의 첨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 내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평가할 때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 어떤 필λ}7까 누가복 

음서의 병행단릭1녹 20:17-19)에서 마태복음서에는 없는 단락인 녹 20:18(π따 6 

πEOψv Èπ ’ ÈKεivov ,òv H80v auv8Âa.a8~aETαL' 때’ ov Õ’ äv πÉa1J， ÂLKμ~aH a.Ù,ÓV) 

을 마태복음서의 이 자리(마 21 :44)에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 문장은 후 

10)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Second 
Edition (Stuttgart: Deutschen Bibelgesellschaft, 1994), p.4 7. 

11) U. Luz, Das Evangelillm nach Matthälls (Mt 18-25), EKK 1/3 (Zürich /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7), pp.217-218, 또한 p.217의 각주 ” 
을 참조하라. 또한 K. Snodgrass, The Parable of the Wicked Tenants: an inqlliry 
into parable interpretation , WUNT 27 (Tübingen: J. C. B. Mohr, 1983), pp.65-68 
을참조하라. 

12) W. Trilling, Das wahre lsrael: Stlldien zur Theologie des Matthäus- Evangelillms 
3., umgearbeitete Aufl., SANT 10 (München: Kösel, 1964), p.57; M. Rese, 
Alttestamentliche Motive in der Christologie des Lukas , StNT I (Gütersloh: Mohn, 
1969), p.171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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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삽입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온 ‘짧은 독법이 우션한다’(Iectio brevior potior) 

는 본문비평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13) 

V. 마태복음 21장 44절혜 대한 자료비평적 판단 

본문비평적인 방법으로는 위의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률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이 단락의 진위여부는 자료비평 방법의 도움올 

받아 수 있다. 자료비평적인 방법의 견지얘서 보면， 마태복옴서 기재마 21:42, 

45-46)나 누기복음서 기재녹 20:17, 19)는 마가의 단혜막 12:10-12)올 받아돌였 

다. 이것올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마태기자는 막 12:IOb-11 의 시편인용{시 

118:22-23) 이후에 이 시편에 대한 해석으혹 마태 특수자료률 삽입하였다{마 

21 :43). 반면 누가기지는 막 12:10-11 의 시편인용 가운데 전반뷔막 12:IOb = 시 

118:22)만용 인용한 후에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누가 특수자료를 삽입하였다{녹 

20:18). 이 누가의 특수자료는 원래 마태의 특수자료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었는데， 후대의 훨사가가 녹 20:18의 내용을 마태 21:44의 위치에 삽입한 것이다 

(아래 표띄 설선 화살표 참조). 그련데 녹 20:18의 내용은 시편인용문의 전반부 

뒤에 바로 이어져 나와야 글의 흐륨이 자연스럽대정선 화살표 참조.). 그러나 녹 

20:18의 내용올 마 21 :44의 위치에 삽입한 필사가는 이 누가 특수자료를 시편인 

용문 전반부 뒤에 바로 넣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이 누가 특수 

자료가 시편인용푼의 맥올 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구절을 

마태복음서에 청가시킨 그 필사가는 이 구절올 현재의 위치에 넣올 수밖에 없었 

다고 결론지울수 있다. 

13) 물론 이 원칙(Iectio brevior potior)이 본품비명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파 
피루스 장편 사본{φ45’ φ46， φ47， φ66， φ73， φ，75)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사본돌 
은 삽입(addition)보다는 생해omission)이 더 지·주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서 초기 사환에는 ‘긴 독법이 우선한다’(Iectio longior potior)는 씬칙이 쩍용되 
어야 한다. 이와 판련하여 J. R. Royse, Scrt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Th. D. Dissertation (Berkeley, 1(81), pp.593-615롤 참조하라. 그 
러나 이틀 초기 사본에셔 주로 생략된 것온 낀 품장이 아니라， 짧은 단어들이다. 그 
것도 의도적인 생략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활확어 대다수여다. 따라서 병행구절의 영 
향으로 긴 문장이 삽입되는 것은 본문이 점점 자라난다는 본문비명의 고전척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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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관복음서의 평행단락 비교 

마 21 :42-46 I 막 12: 1 0- 12 

42 ÀÉyEL αù'toiç 0 ’I끼OOÛÇ" 

OÙÕÉπO'tε avÉyvω'tE Èv 'taiç 110 oùõÈ 't~v yp때~V 

yp때a~' ~αú'tI]V cXvÉyVW'tE. 

녹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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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XlEpεiç KaL OL φαploa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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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n 1IEp L aù'tφV ÀÉyEl' 

46 KαL (I]WÛVtEç 

au'tov Kpatl]oal 

때o뻐81]oav 'toùç OXÀouç. 

È1IE ì. E tç 1Ipo!jl~tT)v aù'tò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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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XOV' 

cf. v. 45 

cf. v. 12b 

12 KaL E(끼WUV 

au'tov Kpa'tl]oal , 

KaL 때o뼈el]oav tÒV 

OXÀ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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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αi μ~'tl]oav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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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XlEpEiç E 1TlßαÀELV E1I’ 

auwv taç Xεlpaç εv αUt1J 

't1J ωpq. 

KaL 때Oß~el]oav tÒV Àaóv , 

EyVωoαV Yαp on πPOç 

auwuç El1lεV 'tI]V 

11αpaßo세V 'taÚ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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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언: ~l04가 본문 재구성에 끼치는 영향 

본문비평적으료 판단활 때， 마 21 :447r 원본문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삽입인지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외적 판단기준에 따르면 마 21:44는 

원본문에 촉할 개연성이 높으며(N B C L W Z (Q) 0102 {13 m lat syC ,P,h c이， 

반대로 내척 판단기준에 따르면 이 구철은 후대의 삽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로 이 구절은 네스툴레-알란트 27판에서 쩍쇠팔호 안에 놓이게 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1979년 재구성된 네스툴레-알란트 26판의 본문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네스툴레-알란트 27판의 본문온 φ104가 알려지기 이전에 구성된 것 

이라는 것올 고려한다면， 이제 이 구철이 훤독법이 아니라는 것에 중요한 외적 증 

거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 φ104 없이 맞추어졌던 균형의 추가 이 초기 단편 사본 

으로 인하여 한 쪽으로 기우는 셈이다. 물론 하나의 초기 사본용 근거로 본문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단지 하나의 초기 사본이 

아니라， 본문비평적인 견지에서 매우 훌흉한 본문을 갖고 있는 사본이 논의에 참 

여하게 되는 것이다. φ104에 대한 본문비평적 평7에서 들어난 것처럼， 이 사본은 

“엄격한 필사전숭 방식”과 “순수한 본문”의 범주에 속한다. 즉 이 사본의 필사가 

는 매우 우수한 대본의 본문을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필사하였다. 그러므로 φ104 

는 원독법올 보존하고 있율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φ104의 독법에 따라 마 

21:44를 후대의 삽입으로 취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네스틀레-알란 

트 신약성서 27판에서 마 21:44률 (비록 쩍죄괄호 안에 놓았지만) 본문에 넣을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구절에 대한 외적 증거 때문이다. 즉 절 전체가 

생략된 초기 사본 또는 유력한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D와 33 그리 

고 몇 안 되는 번역본의 지지만을 얻는 독법(마 21:44의 생랙을 본문으로 채돼하 

기 어려웠던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제 마 21:44가 없는 우수한 시본이 발 

견됨으로 인해， 마 21:44률 본문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이 

후에 출판되는 또는 개정되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에서는 기폰의 본문이 변 

경되리라 기대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은 마 21:44가 많은 휴력한 

대문자 시본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그것이 웬본문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삽 

입이 매우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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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았tr띠ac따t> 

Mt 21 :44 and φ104 

Min, Kyoung-shi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monstrate that Mt 21:44 is a secondary 

accretion to the text of the New Testamen t. 

The whole verse of Mt 21 :44 is retained in the text of N A 27, but enclosed 

withín square brackets. Thís indícates that the authenticíty of the whole verse is 

disputed in a great degree.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acceptance of Mt 

21 :44 ín the text is probably the strong support of the manuscrípts (~ B C L 

W Z (8) 0102 (13 ... ): external criteríons. 

From the víew-poínt of the source critícísm (viz. Literarkritík) Mt 21 :44 is 

very likely an interpolation from Lk 20: 18 which can be regarded as Luke’s 

“ Sondergut." A later copyist seems to have adopted this phrase from Luke 

20: 18 and inserted it in Mt 21 :44. But this explanation had a too weak support 

of Manuscripts to be regarded as original (D 33 ... ): internal criterions. 

8 years ago (1 997) a fragmentary papyrus manuscript is published which 

contains Mt 21 :43 , 45 (without 44) in his back side of the leaf (verso): P. 

Oxy. 4404 (= φ104). According to the text-critícal analysis thís papyrus fragment 

belongs to the strict “ Uberlieferungsweise"(= the manner of copying tradition) 

and to the strict “ Textqualität"(= the quality of the text). That means that the 

copyist copied his excellent “ Vorlage" very carefully, and scarcely made errors. 

Accordingly the omission of the whole verse obtained a strong witness (104). 

Now we can regard the verse as a secondary addition, not only on the basis 

of internal criterions, but also on the basis of external criterions. M t 21 :44 is 

therefore not to be a part of the “ original" text. 

Key words: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 (Fragmentary) Manuscript, Iþl04’ 

Methodology, Matt 21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