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10-S410에서는 분사의 능동태, 수동태, 변부사, 불부사의 명사나 동사적 용법, 주
어와 동사의 일치, 동시동작, 전치사

--oB. --K.에

대해서 공부한다.

.
S311 능동태 분사는 중단되지 않고
를 나타낸다. 분사는 술어, 형용사, 명사처럼 사용될 수 있으며, 시
제는 문장의 동사 시제와 일치한다.

S312 분사(동사로),

: 분사가 술어로 사용되면

일련선상의 계속적인 동작, 때로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S313 분사(동사로)

bveäy,

: 연속적 일련의 동작들 (JM121p)

표현. “로트가 써돔시의 성문안에 앉아 있는 동안”(창세19:1)~do+s.-r[;v;(B.

S314 분사(동사로)

hf,ê[/x;yliîc.m,;

bveäyO jAlßw>

: 연속보다는 반복적인

`Ad*y"B. x;yliîc.m; hw"ßhy> hf,ê[o aWhå-rv,a] lkow>

동작을 표현한다.

“〔그가 행해 온 모든 것들을04〕 ｢여ㅎ바님께서는｣03 그의 손에서 번성하
도록 해 오셨다”(창세39:3).
츨리아흐 F1M,

S315 분사(동사로)

xl;c'

hf,ê[

오쎄ㅎ A1Mq,

hf'['

아싸;

x;yliîc.m;

마

찰라흐 “발전하다, 번영하다”, F 번영하도록 만들다

vQE+b;m,.

: 연속적인 일련의 동작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가 ｢내가 내 형제들을｣03 찾고
있읍니다라고 말했습니다“(창세37:16).

vQE+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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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M,

vQE+b;m. ykiänOa' yx;Þa;-ta, rm,aYO¨w:
vq;B'

바카씌 ”찾다“

S316 분사(동사로)

%leh/aB',êo

: 반복적인 동작과 사이를 두

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한다.(JM121d)
“{한 세대는}118 가고 또 {다른 세대가}118 오는구나, 그러나 ｢땅은｣03 영

`td,m'([o ~l'îA[l. #r,a'Þh'w> aB'ê rAdæw> %leho rADÝ

원히｣06 머루르는 도다”(전도1:4).

S317 분사(동사로)
종

IhNEh가
i

aybim,e

: 곧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내며 종

#r,a'êh'-l[; ~yIm;' lWBïMh; ;-ta, aybime ûynIn>hi ynI©a]w:

따라온다.

“94[보라 다름아닌 내가} 홍수를 땅에다 가져 오노라”(창세6:17). 명사절에
사용된 분사

aybim에
e 서

S318 분사(동사로)

동작의 임박성은 느끼지만, 연속성은 없다(JM119n).

ryjiäm.m,;

: 앞으로 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일

어나는 동작을 표현한다. 종종

rj;m'

마타르 “비를 보내다”

hy"h가
'

따라온다.

ryjiäm.m;

맘티르 F1M,

#r,a'êh'-l[; ryjiäm.m; ykinOa'( h['ªb.vi dA[ø ~ymiy"l. ûyKi

“칠일 안에 내가 땅에다 비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창세7:4).
본절의 분사

ryjiäm.m에
; 서는

S319 분사(동사로)

--l.

>(S413).

계속되는 동작 durative action을 느낀다(JM121e)

lkeîa/o bveäy,O

:

“도대체 왜 너의 기분은 네가 음식을

`~x,l'( lkeîao ^ßny> aew> hr"ês' ^åx]Wr hZ<-hm;

먹지 않을 정도록 찌무룩하냐?”(왕상21:5).

hZ<-hm;

“로트가 써돔 성문안에 앉아 있었다”(창세19:1)

S320 분사(형용사로),

도대체 왜?(JM143g).

~do+s.-r[;v;(B. bveäyO jAlß

: 분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연속적인 동작을 표현하지 않고 수식하는 단어의 의미
를 향상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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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Ü[ho ,'

S321 분사(형용사로)

: 분사에 정관사가 붙기도 하

ytiêr'c'( ~AyæB. ytiao hn<Ü[oh' laeúl'

며, 혹은 영어의 관계대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내 고생의 날에 나에게 대답하시는 하ㄴ님께”(창세35:3).

taoªroh,'

S322 분사(형용사로)

hn<Ü[O

A1M,

hn"['

: 분사가 형용사처럼 명사

~k,yhel{a/ hw"Ühy> hf'ø[' rv,a]-lK' ûtae taoªroh' ^yn<åy[e

를 수식하는 예문이다.

“너남들의 하ㄴ님 여ㅎ바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본 {너남들의
눈들}278”(신명3:21).

taoªro

ha'r'

로오트 A1F,

라아 “보다”.

taoªroh에
' 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정분사 determinate participle다(JM137l).

S323 분사(명사로)

%pev/o rmeªAv÷/lyKi²f.M;h,;

: 분사가 주어로 사용된다.

~d'êa'h'¥ ~D;ä %pevo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창세9:6)
분사의 변형이 취하는 모음은 대게는

%pev처
o 럼

분사의 변형은 언제나 복수형이 오는데

장에음

%pev에
o 서는

--e-이다(JM96Cc).

단수가 왔다(JM121m).

`lae(r'f.yI rmeªAv÷ !v"+yyI al{w> ~Wny"â-al{) hNEåhi

① “참으로!, 이쓰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결코 {졸지도} 않고]174(~Wny"â-al{)) , [결코 {주무시지도} 않는다]174”
(시편121:4). 지시부사

hNEåh는
i

단호한 주장, 선포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서 사용되었다(JM164a). 보아라, 참으로, 실로, 등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명철한 자는>02

69[바로

침묵을” 지키느니라(아모5:13).

~Do+yI

A10E,

~m;D'

그때에}

lyKi²f.M;

~Do+yI ayhiÞh; t[eîB' lyKi²f.M;h; !kelª '

마쓰킬 F1M,

다맘, “조용하다(해지다)”.

lk;f'

싸할 “명철하다”.

S324 분사(명사로)

^ya,êr>ABæ-ta,,

: 분사가 목적어로 사용된다. “너의 젊/은

^yt,_roWxB. ymeyÞ Bi ^ya,êr>ABæ-ta, rkoz>

시절/음들의 날들 동안\에 너를-지으신
-자를 기억하라”(전도12:1).

^yt,_roWxB.은

“A1WMc,

ar'B'. ~yrIWxB.

nf "젊음“.

추상명사로 상태를 표현한다(JM136h).

S325 분사(명사로)

jpevo

^ya,êr>ABæ

~yrIïm.v,oi

:

!heKo

“제사장“,

h[,ro

“목동”,

“판사”. “야경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의 영혼이}106/248

더욱더 나의 주를!”(시편130:6).

S326 분사(명사로)

rq,Bloª ;÷ ~yrIïm.Vomi yn"+doal;( yviîp.n:

%lEïAh,

: 동작의 계속성을 강조한다.

“바다는 그들을 대항해서 점점 더 심한 풍랑을
일으켰다”(요나1:13).

.

r[Eßso

A1M,

r[;s'

`~h,(yle[] r[Eßsow> %lEïAh ~Y"ëh;

싸아르 “폭풍우가 일다”.

=

S327 수동태 분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진짜 수동태하고 허위 수동태이
다. 진짜 수동태는 분사가 동사역할을 하며, 주어가 동작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다. 허위 수동태는 분사가 서술형용사로 사용되고, 주어가
동작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문장이다.

taceªWm:

S328

진짜분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계속성이 있다. 사용도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여자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는 그녀의 장인에게 보냈다,
...라고 말하면서“(창세38:25).

~x'

장인.

taceªWm처럼

taceªWm

rmoale h'ymix'-la, hx'Ûl.v' ayhiw> taceªWm awhiä
무체ㅇ트 G3F,

ac'y"

야차 “나가다”.

수동분사는 때를 표현하지 않는다(JM121f). 문맥에

서 뽑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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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åruf.

S329

점을 설명한다.

사람이나 물건이 동작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tApåruf.

A3F,

@r;f'

싸라프 “불에 타다”.

Ht'ao ~ylik.ao ~yrIz" ~k,D>g>n<l. ~k,t.m;d>a; vae twOprUf. ~k,yrE[' hm'm'v. ~k,c.r>a;
“너남들의 땅은 황무지, 너남들의 도시들은 불로 태워졌다. 너남들의 땅을,
낮선자들이 너남들 앞에서 그것을 삼키고 있다.”(이사1:7)
시적인 병행절 때문에

dm'Ûx.n<

S330

~k,t.m;d>a가
;

분리명사 casus pendens다(JM156aa).

분사가 동사적 형용사로서 의무, 필요, 적성

등을 나타낸다. 주로 기재사집 동사들이다. 번역은 “...해져야 한다; ...일지
도 모른다”로 옮긴다. 영어로는 is to be, may be를 사용한다.
경 받을 만한“,

ar'An

”두려운“,

dm'x.n<

dB'k.nI

"존

lyKiêf.hl; . #[eh' dm'Ûx.n<w>

”바람직한“.

"그 나무는 쳐다보도록 욕구를 느끼게 되고“(창세3:6). > (40둑)

dm'Ûx.n<

B3M,

dm;x'

"쾌락을 취하다, 욕구를 느끼게 되다“.

(l[;Poh;

.

~ve)

부정사 구문은 동사적 명사이며 시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사적으로 또한
동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변부사는 불부사 보다 더 많이 명사적으로 사
용된다.

S331 변부사

tAyðh,/

: 부정사가 동사적 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한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S332 변부사,

73<좋지

않다>“(창세2:18).

AD+b;l. ~d'Þa'h'( tAyðh/ bAj±-al{

txeäv가
; 전치사 ynEåpl. 의
i 목적어다.
hr'êmo[]-ta,w> ~dos.-ta, hw"©hy> txeäv; ŸynEåp.li hq<+v.m; HL'Þku

: 변부사

”여ㅎ바님께서 써돔과 아모라를 파괴하기 전까지는 {그것의 모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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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106 /물 공급이/관개가\ 잘 되었었다“(창세13:10). 3인칭 정도로 애매한
주어를 사용하려면

hq<+v.m처
; 럼

`abo)w" tace/î [;GOðn>l/i ^ïz>G<r;t.h:i(

S333 변부사,
동반하고 혹은
A9,

taceî

분사를 사용한다(JM155d).

l없이

혹은 대격 소어

ta와

변부사가 전치사

함께 사용될 수 있다.

`abo)

A9

`abo)w" taceî [d;Þae al{

”나는 /처세를/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릅니다“(왕상3:7).

`h'yl,(ae [;GOðn>li ^yTiÞt;n>-al{

”내가 너보고 그녀를 손 대라고 허락하지 않았다“
(창세20:6).

[;GOðn>l

A9,

[g:n"

나가 “만지다, 때리다”.

”나는 너남이 나에 대해서 몹시도 분노하고 있음을
안다“(왕하19:27).

taeÞw>

l를

^ïz>Gr< ;t.hi(

zg:r'

E9c,

`yl'(ae ^ïz>Gr< ;t.hi( taeÞw> yTi[.d'_y"

라가즈 “동요되다, 흔들리다”.

대격 소어는 번역하지 않는 소어다(TWOT186)

S334 변부사,

: 변부사가

l

끝을 표현한다: (/x;roåb.l/i dybiÞa]h;

![;m;²l). .

,

![;m;l.

,

rWb[]]B를
;

동반하고 목적, 동작의

![;m;îl/. ^åt.aor>h; rWbß[]B;./^åt.aro >h; rWbß[]B;/rPEïs;

"그리고 요나는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다“(요나1:3)
(왕하10:19)

x;roåbl. i hn"Ay ~q'Y"Üw:

`l[;B'(h; ydeîb.[o-ta, dybiÞa]h; ![;m;îl. hB'êq.['b. hf'ä[' aWhyEw>

“｢여후는｣03 바알의 종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간계를 가지고 행동했다”. 버오크바
"나의 힘을 너남에게

`#r,a'(h'-lk'B. ymiÞv. rPEïs; ![;m;²l.W yxi_Ko-ta, ^åt.aro >h; rWbß[]B;

보여 주려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온 세상을 통해서 선포하도록"(출에9:
16).

rPEïs;

C9,

rp;s'

S335 변부사,
변부사

tAfô[]l가
;

싸파르 “다시 세다, 자세히 얘기하다”.

: 변부가가

l를

^åt.aro >h;

F9c.

동반하고(tAfô[]l); 동명사 역할을 한다.

보다 더 구체적인 동작을 표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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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ïm.v'

다음에서 자주

사용된다(JM124o). 번역은 “...위해서” 라고 옮긴다.

tAfô[]l;

A9,

hf'['

`~l'(A[ tyrIïB. ~t'Þrodol. tB'²V;h;-ta, tAfô[]l; tB'_V;h;-ta, laeÞr'f.yI-ynE)b. Wrïm.v'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대대로
수하기 위해서

269{쉬는

S336 변부사의

,

269{쉬는

날을}131 영원한 언약으로서 준

날을}131 지켜야 한다”(출에31:16).

yTil.bil로
. 부정사의 부정문을 만든다(rmoÝv. yTi'l.bil). .
wyt'wOc.mi rmoÝv. yTil.bil. ^yh,_l{a/ hw"åhy>-ta, xK;Þv.Ti-!P, ^êl. rm,V'ähi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서 너남이 나의 하ㄴ님 여ㅎ바님을 잊어
버리지 않도록 너남은 주의하라”(신명8:11).

S337 변부사,

l를

: 변부사가

rm,V'ähi

B15M.

동반하고(tAfå[]l); 생산적인 내용을

표현한다. 번역은 “...되야한다; ...해야한다; ...해 주다, is to be...ed"로 옮

%l'ê tAfå[]l; hm,…

긴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요?”(왕하4:13)

“어두워서 대문이 닫여져야 하는 참이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갔다,
...빨리 그들을 쫓아라!”
(여호2:5).

rhe²m;

rhe²m; Wpïd>r.I .. Wac'êy" ~yviän"a]h'w> %v,xoB; rAG©s.li r[;V;øh; yhiy>w:

C9이 부사로 사용되었다(JM123r). 시미과거

yiqtol이 시제절 temporal clause을 인도한다(JM166d).
하려는 참 to be about to"일 때는,

rAG©s.l의

표기어로 작동한다(JM124l). 변부사

전치사

rAG©sl. 는

hyh의

l는

yhiy>w:

way-

글기가 “...

단순히 변부사의

능동태지만 "닫아져야 To

be closed" 수동태적인 글기가 있다(JM124t).

S338
(ryKiÞz>hl
; .

은,

al

혹은

!yIa;

아인으로: 번역은 “...해서는 안된다”

al{/aAb±l' !yae)î

“여ㅎ바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아모6:10)

ryKiÞz>h;l.

F9,

rk;z"

자하르 F "언급하다“.

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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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hy> ~veîB. ryKiÞzh> ;l. al{

nm "굵은 배".

`qf'( vWbïl.Bi %l,M,Þh; r[;v;î-la, aAb±l' !yaeî yKiä %l,M,_h;-r[;v;( ynEåp.li d[;Þ aAb§Y"w:
”｢아무도｣03 굵은 배 옷을 입은 체 왕의 대궐문으로 입장해서는 {안 되
기}01 때문에, 그는 왕의 대궐문 앞까지(ynEåp.li

vWbl., vbul.
l' !yae처
î 럼

“옷”. 변부사
부정어

!ya

aAb±l'

d[;)Þ

왔었다“(에스4:2).

A9가 명사절의 주어다(JM124b).

다음애 온 전치사

l는

목적을 표현하는데 must나

have to와 같은 필수, 허가, 의무 등의 여러 가지 글기를 갖는다(JM124l).

aAbl' !yae

it was not permissible to enter (one did not have the right,

permission)(JM160j).

S339 변부사,

(목적)

: 변부사(l[;Poh;

~ve)가 l를

동반하고 결과(목적)를

표현한다. 번역은 “그래서...함으로서; ...하도록”으로 옮긴다(`As*y[ik.h;l/.

ynIreêyKih;l). .

결과로 번역하기가 어렵다. 목적은 행동 이전에, 결과는 행동에

서 나온 것으로 보면, 목적과 결과는 시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뚜렸한 차이를 보일만큼 다르게 옮기기가 쉽지 않다.

`As*y[ik.h;l. ^yh,lÞ {a/-hw"h) y> ynEïy[eB. [r;²h' ~t,îyfi[]w: lKoê tn:WmåT. ls,P, ~t,yfiÛ[]w:

...-yKi(

”만일...너남들이 아무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면, 그리고 너남들이 너남
들의 하ㄴ님 여ㅎ바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로 인해서 그 분을 자극해
서 분을 내도록!“(신명4:25). 부정사

`As*y[ik.h;l.

F9e에서 전치사

l.는

단순

한 목적 보다는 어떤 결과를 품은 의도(심을)를 표현한다(JM124l, 169g)

s[;K'

카아쓰 F "분을 내도록 자극하다“.

`hY")rIk.n" ykiÞnOa'w> ynIreêyKih;l. ^yn<y[eB. !xEÜ ytiac''m' û[;WDm;
”내가 외국인이지만 당신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결과로서, 내가 당신의 눈
들 속에서 /친절함을 본/호의를 찾은\ 것은 무엇때문이지요?“(룻기2:10)

ynIreêyKih;l.

러하키레니 F9aq,에서

ynIreêyKih;l는
.

l.는 태도

manner의 글기가 있다. 또한

연속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바브가 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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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IrñeyKiT;w와
:

같은 뜻이다

(JM124l).

rk;n"

나하르 “고려하다.”

ynIreêyKih;l.

부정사는 비인칭이기 때문에

부정사의 주어는 문맥에서 '당신께서‘를 뽑아내어 사용한다. JM의 번역,

ynIreyKihl; .

as a result of which you have been interested in me 당신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로서(JM124s).

S340 변부사,

: 변부사가

l를

동반하고(tALªx;t.hil/. tWm+l)' 정도를 표현한다.

(사하13:2)

Atêxoa] rm"åT' rWb[]B;( tALªx;th. il. !An÷m.a;l. rc,YEw:

”암논이 그의 누이 타마르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짜증이 났다}113“
전치사

tALªx;t.hil.

러히트할로트를

로 취하면, ”암논이 그의 누이 타마

르 때문에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는 병이 났다“는 번역문이 나온다.

tALªx;t.hil.

hl'x'

E9,

할라 “병들다, 아프다”.

rc,YEw:

A6E, 차라르 “묶다,

제지되다, 부족하다, 답답하다, 비비꼬이다”, [“차라리” “묶어라”]. “그는 괴
로워했다”를 뜻한다.

”히즈키야후는 죽을 정도로 아팠다“(왕하20;1)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동사+l+주어] 어순을 사용한다(JM152d).

tWm+l' WhY"ßqiz>xi hl'îx'
S341 변부사와

B.
l[;

,

K.
,

,

B.

: 변부사가 전치사를 동반해서,

yrex]a;
,

,

!mi을

ynEp.li

,

사용하며;

S342 변부사,

d[;를

사용하며;

를 나타낼 때에는

를 나타낼 때에는

를 나타낼 때에는

l[;을

d[;y:

,

사용한다.

: 변부사가 앞에 나온 동사의 성격이나 상황에 대

해서 설명한다. 즉 변부사가(lkoåa/l), “어떻게”에 대해서 대답한다. “...함으
로써”라고 옮긴다. ”｢그 사람들이｣03 그 피를 먹음으로써 여ㅎ바님께 죄를

~D'_h;-l[; lkoåa/l, hw"hß yl;( ~yajiîxo ~['²h'

짓고 있습니다(사상14:33)

~yajiîxo

A1M,

aj'x'

하타ㅇ. 세a동사와 세h동사는 피차 어형변화를 빌려

다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GKC75nn).

~yajiîx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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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a동사이면서 세h동사의

변형을 취했다(JM78g).

~yajiîx에
o

나타난 y가 세h동사에서

h대신에

자주

나타나는 본디 남단3인칭형 primitive 3rd radical으로 본다. 부정사

lkoåa/l은
,

동사

~yajiîxo

다음에서 부사처럼, 동사를 더 자세하게 표현하다,

“피를 먹음으로서.”(JM124o)

불부사는 강조구문으로 많이 사용된다. 불부사는 보통은 접두어나 접미어
를 취하지 않는다.
: 불부사가 주어로(rKeh);( 사용되는 것은 시서에서만 국한

S343 불부사,

된다. “{얼굴을 고려하는 것은}272 좋지 않다.”(잠언28:21)

rKeh;(

F8,

rk;n"

bAj+-al{ ~ynIïP'-rKeh;(

나하르 “고려하다, 알아보다”. 불부사 다음에 연결선

qPem;

마케프로 명사가 이어진 예문이다(JM13d). (JM123b)
S344 불부사,

: 드물긴 하지만 불부사가 동사의 직접목적어

(bje²yhe/bveäh)' 로 사용된다. 보통 시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바르게 행하는 것을 배우라”(이사1:17).

bje²yhe

“그는 나에게 나의 숨을 돌리는 것을

`~yrI)roM.m; ynI[;ªBify. :÷ yKiî yxi_Wr bveäh' ynInET.yIâ-al{)

F8,

bj;y"

bje²yhe Wdïm.li

야타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괴로움/쓰디씀\으로 /물리게한다/
채운다\”(욥기9:18).

[;bef'

싸베아,

[b;f'

bveäh'

F8,

bWv

쓔브가 대격으로(JM123b).

싸바ㅇ 96회, 물리게하다, 채우다. 어떤 질 quality이나

상태를 표현하려고 할 때에는

~yrI)roM.m처
; 럼

추상명사 복수형을 사용한다

(JM136g).

S345 불부사,

: 불부사가(jqEïv.h); 술어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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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움의 효과는}106 평화롭게 함일 것이라”(이사32:17)
. > (23마)

jqEïv.h;

F8,

jq;v'

jqEïv.h; hq'êd'C.h; td;bo[]

평화를 갖다, 평화롭다, 조용히 하다“.

변부사는 술어로 사용되지만, 불부사가(jqEïv.h); 술어로는 희귀하다(JM123b).
: 불부사가(lAkßa/' =A[êg"w>

S346 불부사,

=%l{h)'

정동사

다음에 따라오며 흔히 정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우리의 돈을

295[다

`WnPe(s.K;-ta, lAkßa'-~G: lk;aYOðw:

써 버렸다}”(창세31:15)

명령형, 분사, 시과미완료가 오면 불부사는 꼭 그 다음에 놓인다(JM123l).

-~G:은

동작의 정도, 단계 등을 표현한다(JM123l2).

A[êg"w> =%l{h' WkÜl.h' tx;ªa; hL'äsim.Bi

"소들은 음매하고 울면서 한 길만 따라서 계속
해서 나아갔다“(사상6:12).

A[êg"w> =%l{h처
' 럼

A[êg"

A8,

h['G"

"음매 울다.“

hL'sim.

nf "대로”

불부사가 2개나 사용된 경우는, 가면서 울면서, 즉 동시동

작을 표현한다(JM123m).
: 불부사가(tAmï/@roæj/'ï vyreÞAh) 정동사 앞에 놓이면서 동

S347 불부사,

사의 확실성을 나타낸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은 불부사가 같
은 석자어근에서 유래한 동사를 강조한다.
{너남은

212[분명히]

죽을 것이다}(창세2:17),

“그는 갈기갈기 찢어졌다”(창세44:28),

@roæj'

tAmï

A8,

@r"+jo

“그러나 그남들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여호17:13).

S348 불부사,
”내가 우리를

`Av)yrIAh

F5Ee,

vyreÞAh

F8,

vr;y"

`tWm)T' tAmï

A8,
A3E.

@r"+jo @roæj'
`Av)yrIAh al{ ïvyreÞAhw>

”소유로 삼다“, F "쫓아내다”.

: 불부사가(%l{m)' 어떤 일이 합당치 못함을 강조한다.
220[정말로

다스릴-것인가?}“(창세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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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yleê[' %l{m.Ti %l{m'h]

s `Wnl'( aF'ÞnI taFeînI-~ai %l,M,êh;-!mi ‘Wnl.“k;a' lAkÜa'h,
“우리가 설마 왕의 것으로부터 먹었단 말이냐? 그가 우리에게 참으로 선물이
라도 주었단 말인가?“(사하19:34)

수사적 의문문과 불부사를 사용하면서,

화자는 청취자들이 의심점을 제거하고 실제적인 발언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문장이다(CJJ159).
: 불부사가(qroÜy)" 동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S349 불부사,

점을 강조한다. 번역은 “만일...이라면”으로 옮긴다.

h'yn<ëp'B. qr;y" qroÜy" h'ybia'w>

”만일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멸시하면서 침을 뱉는다면“
(민수12:14).
S350 불부사(vyreÞAh), 동작의 완료, 강권력을 강조한다.

Av)yrIAh

F5Ee

`Av)yrIAh al{ ïvyreÞAhw>...laeêr"f.yI qz:åx'-yKi( yhiy>w:¥
“이쓰라엘이 강해진 후에도...그러나 그남들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
았다”(사사1:28). 불부사가 부정어 앞에 놓인 점도 유의해 두어야 한다.
불부사

vyreÞAh는

가나안인들을 쫓아냈어야 하는데도 쫓아내지 않은 그 반

대점을 강조한다(JM123i). 부정어
verb 앞에 놓인다(JM123o).

yKi는
(

al{의

위치는 보통은 정형동사 finite

“후에, 때에” 시제절을 인도(JM166o).

: 불부사가(lkoïa)' 동작의 허락을 강조한다.

S351 불부사,

”｢그 정원의 모든 나무들로부터｣03 너는

221[자유롭게

`lke(aTo lkoïa' !G"hß ;-#[e( lKoïmi

먹어도 좋다}”(창세2:16)
: 불부사가(lAqs') 의무를 강조, “반드시”라 옮긴다

S352 불부사,
”그 황소는
(출에21:28)

219[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

rAVªh; lqeøS'yI lAqs'

발언자들이 지시문들이나 요구사항들을 발표함으로서 자신들이

직접 지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실행하겠다는 느낌을 준다(CJJ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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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긴 하지만 불부사가(rSoæy): 기대하지 않았던 동작이나

S353 불부사,
대조를

`ynIn")t'n> al{ åtw<M'ªl;w>÷ HY"+ yNIr:åSy. I rSoæy:

나타낸다. ”여ㅎ바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셨[지만]298, 나를 ｢죽음에｣03 넘기시진 않으셨도다.“(시편118:18)

S353a

: 드물지만 불부사가(@foÝx') 동작이 발생하는

불부사,

힘이나 그 완성을 강조한다. ”그는 그것을

216[완벽하게

벗겼다}“

Hp'f'x] @foÝx'

(요엘1:7). (JM123j)
S354 불부사,

불부사가 흔하게 사용되는 구문 중 하나다

(JM123r). 동작이 일어나는 방법(rhE±m/; ~Agr'), 정도(`hLe(k;w> 마지막까지

lxehÞ '

시작부터) 등을 나타낸다. 부사적 불부사가 숙어로 고착된 단어들도 있다.

`hLe(k;w> lxeÞh' At+yBe-la, yTir>BD:ß I rv,îa]-lK' tae² yliê[e-la, ~yqIåa'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예기했던 모든 것들을 엘리를 대항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실행할 것이다.”(사상3:12)(CJJ160)

hd'ê[eh'ä-lK' ~ynIb'a]b'( AtÜao ~Agr' vyai_h' tm;ÞWy tAmï

“그 사람은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213. 모든 회중이 돌들로 그를 쳐 죽어야 한다”(민수15:35).

~g:r'

라감 “돌로 치다. 돌로 쳐 죽이다”.

불부사를, 앞에 나온 정형동사
(JM123r).

-lK'가

tm;ÞWy처럼

주격으로 불부사

~Agr'

A8처럼 어원이 다른 동사의

정형동사로 사용한 예문이다

~Agr"의

주어다(JM123y).

S355 불부사,

: 두 번째 불부사가, 주로

%l{h'

가 사용 되는데 앞에 나온 동사의 계속 동작을 강조한다. “그(소)들은 음
매하고 울면서(A8) 한 길(-sim). 만 따라서 계속해
나아갔다”(사상6:12)

A[êg"

A8, "음매하고 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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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êg"w> %l{h' WkÜl.h' tx;ªa; hL'äsim.Bi
h['G"

"음매하고 울다”.

으로: 불부사가(lKe_f.h; F8) 명사구 원형으로 사용되기

S356 불부사,

lKe_f.h; %r,D,ämi

는 하지만 드물다. “이해의 길로부터”(잠언21:16)
즉, 불부사가 실사의 지배를 받는 예문은 아주 드물다(JM123c).

S357 w+불부사: 불부사가

--w를

동반하고(abeäh'w)> 차례로 동사 다음에 따라온다.

h['b.f'l.-!yaew> lAka' j['m. abeh'w> hBer>h; ~T,[.r:z>
`bWq)n" rArïc.-la, rKeÞT;f.mi rKeêT;f.Mih;w> Al+ ~xoål.-!yaew> vAbßl' hr"êk.v'l.-!yaew> Atåv'
“너남들이 많이 뿌렸지만(z>), 그러나 적게 거두었다(h'). 너남들이 먹는다
(a'), 그러나 /배부르/충분하\지(f') 않다. 너남들이 마신다, 그러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채울 수가 없\다. 너남들이 옷을 입는다, 그러나 아무도 따뜻
하지(xo) 않다. 임금 노동자는 받은-임금으로 (mi) 돈 가방에(a,) 구멍이 뚫
어진다.”(학개1:6). 과거동사

abeäh'

F8,

h['b.f:'

sf.

마시다.

aAB

~T,[.r:z> 다음에

4개의 불부사가 나온다.

보ㅇ F "거두다, 모으다, 가져오다“(추수

%te['b.f:'

만족, 풍부. >(JM123x)

vbel,' vb;l'

E1M 임금 노동자,

S358 불부사,

옷을 입다.

bq;n"

~m;x'

구멍을 뚫다.

따뜻하다.

rArc.

lAka'

A8.

쏴하르, 술취하다, 충분히

rk;f'

고용하다.

rKeêT;f.Mih;

nm 주머니, 백, 돈 가방.

: 불부사가(rAmæ±v)'

이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쉬는 날을
지켜라”(신명5:12).

rk;v'

때에).

--w없이

동사로 사용된 예문

AvøD+ >q;l. tB''ÞV;h; û~Ayð-ta, rAmæ±v'

: 불부사가([;doåy)" 대격이나 전치사를 거느린다.

S359 불부사,

“그러나, 그 자랑하는 자로 하여금 이것을,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
하도록

èytiAa [:dyoå "w> élKef.h; lLeªh;t.Mhi ; lLehä ;t.yI tazOùB.-~ai yKiä

하라!”(에레9:23)

불부사가 대격을 취할 때는 반드시 목적격 소어

ta를

사용한다. 직접 대명

사는 사용하지 않는다(JM123t). 때로는 남단3인칭도 막연한 주어를 표현할
수 있으며, 분사

lLehª ;t.Mih;

E1M 경우에는 주어를 꽤 잘 표현했다고 본다

(JM155d).
: 불부사가(~Agr') 정동사 미완료 대용으로 사용

S360 불부사,

hd'ê[eh'ä-lK' ~ynIb'a]b'( AtÜao ~Agr' vyai_h' tm;ÞWy tAmï

된다. “그 사람은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213, 모든 회중들이 돌들로 그를 쳐 죽여야 한다”
(민수15:35).
: 불부사가(#Apïn/" %Apåh]n): 정동사 과거 대용으로

S361 불부사,

hn"ëAkyTi(h; tr<moåv.a;h' varo… hn<©x]M;h;( hceäq.Bi ATøai-rv,a] vyai-ha'meW !A[d>gIû aboåY"w:
`~d")y"B. rv,îa] ~yDIßK;h; #Apïn"w> tArêp'AVåB; W[q.t.YIw:) ~yrI+m.Vo)h;-ta, WmyqIhß e ~qEïh' %a;²
“기드온은 그와 함께 있던 100명과, 캠프장 교외로 왔다. 한 밤중의 당직개
시 때에 그들은 불침범들을 확실하게 일어나게 하고 나서, 그들은 트럼펱
들/을/로\ 불고서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들을 그들은 깨트렸다”(사사7:19)

hn"ëAkyTi(h; tr<moåv.a;h' varo…
한 밤중의 불침범.

#Apïn"

용되었다(JM123x).

#p;n"

한 밤중의 불침범 개시 때에,
A8가

W[q.t.YIw와
:)

같은 정형동사의 과거 대용으로 사

나파츠 “부수다, 깨트리다”.

부사] 형식,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BDB36c).
으면서도 단수형 명사

%Apåh]n:

B8,

%p;h'

dy"를

Th; hr'Wmv.ah; :'

~qEïh' %a;²

`~d")y"B은
.

복수형 접미어가 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JM136l).

하파흐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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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불

[q;T'

“불다”.

aWhê %Apåh]n:w>

“그것은 바꾸어 졌다”(에스9:1).

: 불부사가(%Alªh') 명령형 대용으로 사용된 예문.

S362 불부사,
(왕하5:10)

`rh'(j.W ^ßl. ^±r>f'B. bvoôy"w> !DErê >Y:B; ~ymi['P.-[b;v,( T'Ûc.x;r"w> %Alªh'

”가시요, 야르덴에서 일곱 번 씻으시요. 그리고 당신의 육신은 당신에게로
회복될 것이요. 그후에는 당신은 깨끗합니다.“

T'Ûc.x;r"w를
>

앞에 나온 불부사

처럼 옮겼다. 명령을 표현하는 불부사 다음에서, 연속적인 명령을 시과미
w-qataltíí (inverted perfect)로 표현한 것이다(JM119p):

T'Ûc.x;r"w> %Alªh.'

바브가 목적이나 연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면, 바브가 인도하는 절은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청유형이라 칭한다(JM116d). 목적이나 연속적인 의미
를 표현할 때에 1인칭에서는 의지형으로, 2인칭에서는 명령형으로, 3인칭
에서는 청유형으로 표현한다(JM116h).

T'Ûc.x;r"w는
>

간접 청유형에 속한다.

T'Ûc.x;r"w>

이하를 간접 청유형 종속문으

로 옮기면, ”가시요! 야르덴에서 7번 씻은 후에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로
회복 될거요! 그리고 나면, 당신은 깨끗합니다.“
A15M,

rhej'

#x;r'

라하츠 ”씻다“.

`rh'(j.

”깨끗하다“. 연속동작들: 가라, 씻으라, 회복된다, 깨끗하다.

: 불부사가(vAgíP)
' 간청문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S363 불부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어리석음

`AT*l.W:aiB. lysiªK.÷-la;w> vyai_B. lWKåv; bDoå vAgíP'

가운데 있는 우둔한 자는 결코 아니고, 새끼를 잃어버린 암콤을 만나도
록 하라“(잠언17:12)

vg:P'

끼를 잃은, 빼앗긴(가족을).
nfw(E),
[A

-la;w>

tl,Wò<ai

파가씌 ”만나다, 마주치다“.

lysiªK.÷

lWKv;

커씰 nm “어리석은 자”.

이벨레 트 nf “어리석음”.

--w>는

쏴쿨 a ”새

`AT*l.W:ai

이발토

비교(S606)를 뜻한다.

불변
버이씌다. 따라서, “우둔한 자 보다는 ..암콤을”이라

B] = “A 라기 보다는 B”라는 비교를 뜻한다(GKC§133b2).

사의 주어는 vyai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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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도 좋다.
24.
S364

: 한 문장에서 두 개의 동사들이 나오면, 두 번째 동사가

(`bK'(v.YIw/:

dqoßp.YIw):

주요개념을 표현하고 첫 번째(bv'Y"ßw/: ~KeÛv.Y:w): 동사는 동작의

방법 정도를 표현한다. 따라서 첫 번째 동사를 부사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뜻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편의상 이렇게 사용되는 두 개 동사
들을 두 개 동사라 칭한다. 두 번째 동사를 종속시켜서 번역하는 것이 원
칙이며, 이 때에 동작의 주요 개념은 두 번째 동사가 표현 한다(GKC§120

a, b,c). “그는 올려다 보았다. 보라, 그의 머리맡에 달아오른 돌에 구워
진 비스킽 그리고 한 잔의 물이! 그래서 그는 먹었고 마셨고 그는

`bK'(v.YIw: bv'Y"ßw: T.v.YEëw: lk;aYOæw: ~yIm"+ tx;P;äc;w> ~ypiÞc'r> tg:ï[u wyt'²voa]r:m. hNEôhiw> jBe§Y:w:
다시

bk;v'

bv'Y"ßw:

들어 누웠다”(왕상19:6).
쏴하브 “들어 눕다”.

bv'Y"ßw는
:

A6E,

bWv

`bK'(v.YIw:

쓔브,

A6E,

bv'Y"ßw: T.v.YEëw은
:

반복(do again)을 뜻한다.

연

이은 동작 보다는 동시동작이어서 시미과거가 남용된 것같다(JM118k).

tAva]r;m.

머리맡. 명사구문

~ypiÞc'r> tg:ï[u

달아오른 돌에 구워진 비스킽

biscuit (baked) on burning stones에선 보조격
(JM129g).

~yIm"+ tx;P;äc;

~['_h'-ta, dqoßp.YIw: rq,BoêB; [;vuAhy> ~KeÛv.Y:w:

소집했다”(여호8:10).

찍 출발하다, 일찍 일어나다”. 2째 동사

S365 두 개 동사,
“나는 다시는
(호세1:6).

의미를 한정한다

그리고 물의 한 잔 = 한 잔의 물이.

“여호쓔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ypiÞc'r이
>

~KeÛv.Y:w:

dqoßp.YIw가
:

F6E,

~k;v'

쏴함 “일

주요동사다.

: 보통 시어에만 적용되는 구문이다(JM177b).
계속해서

@ysiøAa

불쌍히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F10A,

@s;y"

야싸프 “더하다”.

함 “불쌍히 여기다, 동점심을 같다”. "너남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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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a]
09

~xer;a] dA[ª @ysiøAa al{
C10A,

~x;r'

들어 누워라“

라

bk'_v. bWvå

(사상3:5)

bwv

2째 동사

~xer;a]

A15M "다시“,
&

bk'_v가
.

bk'_v.

A15M ”너남은 들어 누워라“

bk;v'

주요동사다. 접속사 생략, 무접속사 asyndetic.

.
S366

: 동사와 주어가 성, 수에 있어서 일치해야 한다.

~r'_b.a;-l[; hl'äp.n" hm'DÞ er>t;w> aAbêl' vm,V,h; yhiÛy>w:

“태양이 막 지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깊은 잠이｣03 아브람에게 떨어졌다”(창세15:12). 일반적으로 두 개
의 동사동작은 과거동사와 과거동사로 표현하는데, 본절에서는 시미과거
wayyiqtol

yhiÛy>w와
: hl'äp.n"

S367

과거동사로 표현했다는 점이 특이하다(JM166d).

: 특별히 주어가 무생물이고 동물인 문장에서, 주

어의 성. 수와 상관없이 남단 3인칭 형이 사용된다. “하늘들의 둥근 공간
에 빛들이(-oaom. m) 있을지라 nmE,

ttoaol. WyÝh'w.> ..~yIm;êV'h; [;yqIår>Bi troaom. yhiÛy>

그리고 그들은 징조들을 위해서 있을 지라”(창세1:14). > (23투).
S368

: 집합명사는 종종 동사의 복수형을 취한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갔다”(왕상20:20)

S369

WsnUåY"w:

: 복합주어가 동사

하고 동사

놓이면 동사가 단수형을 취

놓이면 동사가 복수형을 취한다. “라헬과 레아가

Al+ hn"r>m:ßaTow: ha'lê ew> lxer' ![;T;Ûw:

응수하며 그녀들은 그에게 말했다”
(창세31:14).

~r'êa] WsnUåY"w:

A6E

![;T;Ûw:

바타안 A10F은 동사에 가장 가까운 주어

과 성. 수에 있어서 일치하며,

hn"r>m:ßaTow:

A10F은 복수주어

lxer'

라헬

ha'lê ew> lxer"

다

음에 놓였기 때문에 복수형이 왔다(GKC§146h).
S370

양수 주어가 오면 동사가 복수형을 취하는 것이 정상

이다(JM150d). “너남은 푸라와 함께 가라, 그리고 그남들이 예기하는 바
를 들으라!

그 후에는 너남의 손들이 강하게 될 것이다”(사사7:10-11).

^yd,êy" hn"q.z:åx/T, rx;a;w> WrBeêdy: >-hm; T'[.m;v'(w.> .. hr"ïpuW hT'²a; drEï
양수주어

^yd,êy에
" ,

다. 명령형

drEï

복수형 동사

hn"q.z:åx/T,

A10F,

qz;x'

T'[.m;v'(w>

다음에서 시과미 W-qataltí

하자크 “강하다”가 왔

A11C

가 명령을 표현

한다(JM119l). T'[.m;v'(w를> A11C로 옮기면, “너남은 들어야 할 것이다
you shall listen".
S371

: 글자는 복수형이면서도 의미는 복수

개념이 아니고 뜻이 하나인 단어들이 있다. 이러한 복수형 글자를 가진 단
어로서 존경의 뜻을 포함하는 단어가 주어로 사용되면, 동사는 단수형을
취한다. “만일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부인을 준다면...그 부인과 그 아이
들은 함께 그녀의 주인에게 속한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나가야 한다”
(출에21:4).

`AP)g:b. aceîyE aWhßw> h'yn<ëdoal;( hy<h.Ti h'yd<ªl'ywI hV'äaih.' ..hV'êai Alå-!T,yI wyn"doa]-~ai
wyn"doa]

nmw(E) "그의 주인이“는 복수형 글자인데 동사로는

럼 대게는 단수형이 온다(JM150f). 또한 주어들
묶음으로,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로 볼 때에는
다(JM150p). 이 때에 첫 주어

hV'äaih'

!T,yI

A10E처

h'yd<ªl'ywI hV'äaih을
'

hy<h.T처
i 럼

하나의

단수 동사가 온

다음에 오는 w는 ”더불어, 함께“처럼

동반관계의 글기 Waw of accompaniment를 포함하고 있다(JM150p).
또한

wyn"doa]-~ai이

조건절을 인도하는 문장에서

aWhßw의
> ßw는

귀결절을 인도

한다(JM176d).
S372 주어(

)+

: 주어가 추상명사이면 복수형일지라도

동사는 단수형을 취한다. “너녀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것이다}87”(시편103:5).
롭게 되다”.

~yrIW[n>

vDeÞx;t.Ti

nm “청춘, 젊음”.

yki--.

E10F(여단),

`ykiy>r")W[n> rv,N<åK; vDeÞx;t.Ti
vd;x'

하다씌 “새

여단2인칭 희귀형이다(JM94i)

것,이나 동물,의 복수는 집합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주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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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IW[n>처럼

복수형이면서도

vDeÞx;t.T처
i 럼

단수형

동사를 취할 수 있다(JM150g).

S373 여성2인칭 복수형을

으로 대신 사용:

”너녀들이 죽은 자들과 나에게 행한 것처럼“

~t,-

(룻기1:8).

`ydI(M'[iw> ~ytiÞMeh;-~[i ~t,²yfi[] rv<ôa]K;

템은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인데(나오미의) 남복2인칭이 왔다.

S374

으로

: 특별히 동사가 앞

에 나올 때에는, 미완료 여성3인칭 복수형을 남성형으로 대신 사용한다.
“｢동풍에 그을린 일곱 개의 속이 빈 이삭들은｣03 (여복3) 칠년 동안의 기
근이 될 것이다

`b['(r' ynEïv. [b;v,Þ Wy¨hy. .I ..~ydI+Q'h; tApßdUv. tAqêreh' ~yliB\vhi ;( [b;v,Ûw>

(남복3)”(창세41:27). 명사구

~ydI+Q'h; tApßdUv에
. 서

원형

~ydI+Q'h;

“...에 의해서“라는 이유 혹은 도구를 보조한다(JM121p).

하카딤은

~ydI+Q'h; tApßdUv을
.

”동풍에 의해서 그을린“이라 옮긴다. 주어는 [tAqêre 레코트 a] 여복인데,

Wy¨h.yI

A10E, 남성 복수형 동사가 앞에 나왔다.

qyre

=

qre

레크 a “빈, 비

어있는, 무익한, 무가치한. 버쐬바ㅇ 하파로트 하라코트 버하라오트는

t[oør"h'w(> 동4 tAQr:h('( 동3 tArP'h;û(동2 [b;v,äw(> 동1

동격관계에 있다. 정관사

가 붙은 3개의 동격들, 여복 원형들이 (동1 여단 원형

[b;v를
,ä

수식한다

(JM138b).
“만일 씰로의 딸들이(여복3) 나온다면(남복3)“(사사21:21)

éAlyvi-tAnb. Waïcy. E"-~ai

주어는 여복3인데 여복3인칭형 대신에 남복3인칭형 동사가 왔다(JM150c).

-~ai을

때를 표현하는 시제절을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JM166p).

번역은 ”...할 때에, ....하다(했다)“로 옮긴다.
S375 동시동작,

: 주어를 앞에 놓고 두 개의 과거를 사용해서 동

시동작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Arï[]n:l. rm:±a' lWaïv'w> @Wcê #r,a,äB. WaB'… hM'he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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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추푸 땅으로 돌아 올(WaB'…) 때,

`Wnl'( ga;d"ïw> tAnàtoa]h'-!mi ybi²a' lD:ïx.y<-!P,

싸울이 그의 종에게 예기했다(rm:±a)' ...내 아버님이 당나귀들은(에 대해서는)
그만둬버리시고 우리를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사상9:5).
순간적인 동작을 표현한다(JM111d, 166c).
미친다면, 첫 동사는

-!P,의

WaB'…는

뜻이 2번째 동사에까지

종속시킨다(JM168h).

wyl'Þae hy"ïh' hw"ëhy>-rb;d>W hn"+kyo Ti(h; rcEßx' ac'êy" al{ åWhy"ë[.v;y> yhiäy>w:

“여쏴야후가

안 뜰을 떠나지(ac'yê ") 않았을 때였다, 그리고 여ㅎ바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
했다(hy"h
ï )' ”(왕하20:4).
S376 동시동작,

!AkyTi, !koyTi

a “중간의”.

hn"+koyTi(h; rcEßx'

“안 뜰“

dsl

: 주어는 앞에 놓고 두 개의 분사를 사

용해서 동시동작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첫 번째 동사에는 접속사가 생략되

~t'êar'q.li aceäyO laeWmv. hNEÜhiw> ry[ihê ' %AtåB. ~yaiB' hM'heª

었다.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고(~yaiB)' 있을 때에 쎠무엘이 그들을 만나려고
(aceyä )O 나오고 있었다”(사상9:14).

aceäy,O ~yaiB은
'

계속적인 동작이다

(JM111d, 166e).

S377 동시동작,

: 주어를 앞에 놓고 분사(~yli[)와

과거시제(Waåc.m')를 사용해서 동시동작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첫 번째 동사
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었다. "그들이 그 도시의 언덕으로 올라가고(~yli[)
o

~yIm"+ baoåvl. i tAaßc.yO tArê['n> Waåc.m' hM'hew> ry[iêh' hleä[]m;B. ~yli[o hM'he
있을 때에 그들은, 물을 길으려고 가는 젊은

`ha,(roh' hz<ßB' vyEïh] !h,êl' Wråm.aYOw:

여인들을 만났다(Waåc.m'). 그리고 그들은 그녀들에게 여기에 앞일을 내다보
는 자가 있는가? 라고 물었다“(사상9:11). 분사
주어

tArê['n를
>

수식한다(JM126b).

ba;v'

tAaßc.yO

A1F는 형용사처럼

쏴아브, 물을 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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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E는

"이다”에

다 현실적으로 존재 자체 “있다”의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JM154k).

~yli[은
o

계속적인 동작이지만,

Waåc.m는
'

순간적인 동작이다(JM166f).

전치사는 본래 실명사였다. 그래서 대격으로 사용 되었고, 전치사가 거느
리는 명사는 명사구문의 보조격 역할을 한다.
S378 전치사의 여러

: 전치사가 여러 개의 목적어들을

취하면 매번 전치사를 반복한다. 전치사

!mi

민은 “...으로부터”라 옮긴다.

“너남 자신이 직접 가라! 너남의
^ybi_a' tyBeämiW ^ßT.d>l;AM)miW ^ïc.r>a;me ^±l.-%l,
나라로부터 그리고 너남의 친척들로부터 그리고 너남의 아버지의 집으
로부터”(창세12:1). 명령형 ^±l.-%l,는 즉각적인 동작을 표현한다(JM114m).
hw"+hy> lAqåB. [:moßv.Ki ~yxiêb'z>W tAlå[oB. hw"hyl;( #p,xeÛh;
`~yli*yae bl,xeîme byviÞq.h;l. bAjê xb;Z<åmi [:mov. hNEhÜ i

“여ㅎ바님의 소리를 순종하는 만큼, 여ㅎ바님께서 번제와 희생제로 즐

거워하시는가?”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낮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
의 기름보다 (낮다)(사상15:22).

~yxiêb'z>W tAlå[oB에
. 선
변부사가 전치사
변부사

byviÞq.h;l.

변부사

[:mov.

전치사

l와

B.가 ~yxiêb'z에
> 는

함께 혹은

l

러하크쒸브 F9은

쎠모아는

l

(JM124b). 또한 변부사

붙지를 않았다(CJJ240).

.

없이도 명사절의 주어로 사용된다

l와

함께 명사절의 주어다. 반면에,

없이도 명사절의 주어로 사용되었다.

[:mov.

쎠모아 다음에 전치사

B가

올 수도 있다

(JM133i). 변부사가 명사절의 주어로 사용될 때에는 전치사
또는 없이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절에서

bv;q'

. ~yxiêb'z>W

카쏴브 “귀를 기울이다”

온 전치사

--oB.

l의

함께

의미는 없다(JM124m).

우저바힘에는

tAlå[oB.

버가 오지 않아서 S378의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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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와

버올로트에

전치사

--oB.

S379 기본적으로 장소와 시간에서 움직이는 동작이나 부동자세나 존재를 표현한
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구문들로 사용되고 있다.

S380

--oB

tyIBB; ;
S381

를 나타냄: 번역은 “...안에서; ...에서;...을 통과해서”로 옮긴다.
“집 안에서”,

--oB

#r,a'B'

"땅 안에서“,

rh'B'

바하르 “산에서”.

을 나타냄: “...에, ...때에”로 옮긴다. 버히바람

rq,BoB; "아침에“, ~a'_r>B")hiB. = [--oB+변부사],
[--oB+명사절] 형식이다(창세2:4).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yvid"x\ hv'lÛ {v. dA[B. ~v,G<©h;-ta, ~K,ømi yTi[.n:m' ykinOa' ~g:åw>
ryji_m.a; al{ åtx;Þa; ry[iî-l[;w> tx'êa, ry[iä-l[; yTir>j;m.hiw> ryciêQ'l;
(아모4:7)

`vb'(yTi h'yl,Þ[' ryjiîm.t;-al{)-rv,(a] hq"±l.x,w> rjeêM'Ti tx;a; hq"Ül.x,

“더욱이, 추수때(Q') 까지는 3개월 안쪽(B.)인데,

24[바로

내가} 너남들로부

터 그 비를 보류했다(m'). 그후, 내가 한 도시에는 비를 내릴(hiw)> 것이고,
다른 도시에

는 비를 내리지(a;) 않을 것이다. 한 /들판/부분\은(x,) 비가 내

릴 것이고, 그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은 /들판/부분\은 말라버릴(yTi) 것이다.”
.

ryciQê 'l; ~yvid'x\ hv'Ûl{v. dA[B.

“추수 때까지는 아직도 3개월 안쪽인데” 어

휘는 [--oB+명사절] 형식이다. 문맥에 따르면

ryjim.T; F10F
JM152e).

yTi[.n:m'

Œa

ryjim.a;

F10A가 기대되는데

“비가 온다”가 온 것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다(GKC144c,
…

Œa

이것...저것, 하나는 다른 하나는(BDB25). 과거동사

다음에 사용된 시과미 동사

yTir>j;m.hiw는
>

(GKC11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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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동작을 표현한다.

S382

--oB

를 나타냄: 종종 불이익을 나타낸다, “대항해서, ...에도 불

구하고”로 옮긴다. “그의 손은 모든 사람들을 대항하고(lKoêb);
들의 손이 그를 대항할(AB=) 것이니라“(창세16:12)
대부분은

lKoêb.

(JM137f).

“내가 그들

AB= lKoß dy:ïw> lKoêb; Adåy"

버홀로 정관사없이 사용된다. 정관사가 온

lKoêb은
;

오랫동안｣03 나를 불신임할 것인가?“(민수14:11).

lKoêb);

그들은 ｢얼마나

hn"a'-d[;

“얼마나 오랫동

안“. ”내 손이 그를 대항하지(ABê) 않을 것이다“(사상18:17)

S383

아주 드물다

`AB*r>qiB. ytiyfiÞ[' rv<ïa] tAtêaoh'( lkoB. ybiê Wnymiäa]y:-al{ hn"a'-d[;w>

가운데서 행한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tAtêaoh'(

yhiÛT.

모든 사람

ABê ydIy" yhiÛT.-la;

A10F/13의 동작은 화자에게 달려 있는데 청유형이 왔다(JM114j).

--oB

로: 번역은 “...으로”로 옮긴다.

“그가 전염병으로(rb,D,ÞB); 또한 칼로(`br,x'(b),

`br,x'(b, Aaï rb,D,ÞB; Wn[eêG"p.yI-!P,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출에5:3).

S384

--oB가

: 전치사

--oB가

타동사의 동작을 완성시켜 주는 수단

을 표현한다. 번역은 “...으로”라 옮긴다.

`yvi(aro AmåB. ~k,ªyle[]÷ h['ynIïa'w>

“내가 나의 머리로 너남들을 향해서 흔들어 댈 수 있다”(욥기16:4).
(시어로) =

B.와

`yvi(aro AmåB.

버모처럼, 목적어가 도구나 수단을 나

따라서
AmåB를
. “ 나의 머리를 ” 이라 옮기지 말고 , “ 나의 머리로 ” 라고 번

타내는 전치사

`yvi(aro

같다.

AmåB.

B.와

사용되면 이를 부사어구로 취한다(GKC§119q).

역한다. h['ynIïa' F10A/21, [;Wn

"흔들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그들의 입을 벌렸다“(욥기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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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ªypiB. Ÿ yl;[' Wrì[]P'

명사가 도구대격으로

~h,ªypiB을
.

~h,ªypiB처
. 럼

전치사

B.를

취할 수 있다(JM125m).

도구대격으로 옮기면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나를 대항하면서 짝

벌렸다.”

--oB가

S385

: 대격이 도구인 경우는, 단순한 대격보다는 전치사

B의

사용된다(JM125m). 전치사

-o-B가

을 동반: 전치사

-o-B가

-ol를

~Wr

hJ,M;B; ~r,Y"Üw:

동작자를 표현한다. 동사는 수동태이

고, 사람이 공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용 되는 구문은 아니다. 주로

함께

번역은 “...을; ...를”로 옮긴다

”그는 지팡이를(hJ,M;B) 들어 올렸다“(출에7:20)

S386

B와

-o-B가

왔다(JM132e). 자주 사

사용하기 때문이다. 번역은 “...에 의해

서”라 옮긴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269 {｢그 사람의 피도}269 다른

%pE+V'yI AmæD' ~d'Þa'B'¥ ~d'êa'h'¥ ~D;ä %pevo

사람에 의해서｣03 흘려져야 할 것이다.”

~d'êa'h'¥ ~D;ä %pevo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292/44는 분리명사 casus

pendens다(창세9:6).

S387

-o-B가

:“...대신에; ...가격으로; ...위험에도 불구하고”로 옮긴다.

@s,k,êB. ^m.r>K;-ta,( yLiÛ-hn"T. Alª rm;aoåw" yli÷a[er>z>YIh; tAbn"-la, rBed:a]û-yKi(
”내가 그 이즈러엘ㅇ리 사람 나보트에게 예기했고, ‘나에게 은 대신으로
(@s,k,êB).

너남의

과수원을

과거가 와야 하는데 미완료

주라‘고

rBed:a가
]

내가

그에게

말했다“(왕상21:6).

사용된 바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

다. 과거에 동시동작은 기동사 qatal로, 과거의 지속적인 동작 durative은
분사로 표현하기 때문이다(JM113g).

S388

-o-B가

를: 전치사

-o-B가

이유를 나타내는데 때로는 부정사를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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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i_h'-lK'-ta, hV'Þmix]B; tyxiîv.t;h;

다. 번역은 “...때문에”라 옮긴다. “당신께서는

다섯명 때문에(hV'Þmix]B); 그 도시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까?”(창세18:28).
(왕상18:18). ”너남들이 여ㅎ바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k,b.z"[]B;¥)“

S389

-o-B가

tyxiîv.t;

을: 전치사

F10C,

-o-B가

~k,b.z"[]B;¥

hw"ëhy> twOæc.mi-ta, ~k,b.z"[]B;¥

바아조브헴

동반의 뜻으로 사용되는 예문으로, 번역은 “...

èdaom. dbeäK' élyIx;B. hm'÷l;ªv'Wry> aboåT'w:

을 동반하고; ...과함께”로 옮긴다. “그녀는

아주 많은 수행원을 동반하고(élyIx;B). 여루쏼라임으로 들어갔다”(왕상10:2)
“｢우리의 젊은이들과 함께(-n>B)i 우리의 노인들과 함께｣03
(WnynEßqez>b)i 우리는 갈 것이다”(출에10:9).

S390

-o-B가

r[;nò:

%lE+nE WnynEßqez>biW Wnyreî['n>Bi

“나아르 ”젊은이, 소년, 사나이“.

를: 술어인 실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실사의 의미를 나타낸다.

”내 아버지의 하ㄴ님이 나의 도움이셨기(yrIêz>[,B). 때문에“
(출에18:4). 전치사

B.는

yrIêz>[,B. ybia' yheÛl{a/-yKi

다른 뜻을 더해 주지는 않고, 단지 술어를 나타낸다

(JM133c). ”소수의 사람들과(yteäm.B)i “(신명26:5),

tm;

마트 nm ”남자, 사람“.

j['_m. yteäm.Bi

yD'_v; laeäB. bqoß[]y:-la,(w> qx'îc.yI-la, ~h'²r'b.a;-la, ar'ªaew"

”나는 아브라함과 이츠하크와 야아코브에게 능력의 신으로(laeäB). 나타났었
다“(출에6:3).

ar'ªaew"

B6A. 전치사

-la,은

거의 언제나 연결선과 함께 사용

되며, 본절에서 나타나는 동작의 한계를 뜻한다(JM126g, 133c, BDB39.2)

S391

-o-B가

-o-B가 모든 것 중에서 부류들을 나타낸다.
#r,Vh,Þ ;-lk'b.W hY"ëx;b;äW hm'heB.b;W @A[ÜB' #r,a'ªh'-l[; fmeäroh' Ÿrf"åB'-lK' [w:ùg>YIw:
으로: 전치사

”땅 위에서 움직였던 모든 중생들은 다 죽었다: 새들(@A[ÜB'), 가축들

(hm'heB.b;W), 야생 동물들(hY"ëx;b;äW), 모든 파충류들(#r,V,Þh;-lk'b). “(창세7:21).

S392

-o-B가

로: 부분사로 사용되는 전치사

-o-B는

“어느 정도의...을; ...중

~['êh' aF'äm;B. ^T.ai WaÜf.n"w>

약간을, 일부를” 등으로 번역한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어느 정도의 짐을(aF'äm;B). 담당할 것이다”(민수11:17).
“그리고 /사자들이/그들은\ 그들 가운데서(`~h,(B)' 죽이고
있었다”(왕하17:25). kai. h=san avpokte,nnontej evn auvtoi/j

~ygIßr>ho Wyðh.YI)w:
hr<åAm yhiy>w:)

`~h,(B' ~ygIßr>ho Wyðh.YI)w:
BGT

= [hyh+분사] 구문, periphrastic construction이다

= [hyh+분사] 구문, periphrastic construction(JM121g).

“그는, 그들이 어떻게

(왕하17:28)

`hw")hy>-ta, Waïr>yyI) %yaeÞ ~t'êao hr<åAm yhiy>w:)

여ㅎ바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S393

-o-B가

을: 전치사

-o-B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번역은 “...가

운데, ...가운데에; ...안에; ...의로”로 옮긴다.

~Al+v'B.

”평화 가운데서“(창세15:15)
“그 자신의 성실함 가운데서(AM+tuB). 살아가는 가난한

AM+tuB. %lEåAh vr'â-bAj)

사람이 {더 좋다}73”(잠언19:1).“너남은 ｢공의 가운데서｣03
(qd,c,ÞB). 너남의 이웃을 제판해야 한다”(레위19:15).

`^t<)ymi[] jPoïv.Ti qd,c,ÞB.

~t'ao groÜh]l; ~a'yciAh) h['Ûr'B.

“그는 그들을 살해하려고 악의로｣06(h['r
Û 'B). 대리고 나왔다”(출에32:12).

~a'yciAh)
S394

-o-B가

F5Ee

ac'y." ~To

nm "성실, 완전“.

를 표현: 전치사

-o-B가

움직이는 동사와 함께 어느 장소에서 동

작이 끝나게 되는 동작을 표현한다. 번역은 “...로”라 옮긴다. “그는 그 염
소를 들로(`rB")d>MiB); 풀어 놓아야(C11E)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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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MiB; ry[iÞF'h;-ta, xL;îviw>

(레위16:22)

S395

-o-B가

hn"©v'b. hn"åv'

배분사로: 번역은 “...마다”로 옮긴다. “해마다”(사상1:7)

“날마다(~AyùB)
. ”(역하30:21)

--K.
S396

--K.

~AyùB. Ÿ~Ayæ

”...처럼“

로: 번역은 “...같은 것이; ...과 같다”로 옮긴다. (신명4:32)

”이 위대한 일 같은 것이(rb"ÜD'K); 일어났었는가?“
”나는 당신과 같다(^Am±k'), 나의 백성은 당신 백성과

hZ<hë ; lAdG"h; rb"ÜD'K; hy"h© .nhI) ]
^M<ß[;k. yMiî[;K. ^Am±k' ynIAmõK'

같다(^M<ß[;k). “(왕상22:4).

S397

--K.

와 함께: 번역은 “(마치)...처럼”이라 옮긴다

”그는 마치 어린 염소를 찢는 것처럼([S;äv;K). 그것을
갈기갈기 찢었다“(사사14:6).
”찢다“.

S398

--K.

ydIG>

[S;äv;

C9,

[s;v'

ydIêG>h; [S;äv;K. Wh[e'S.v;y>w:)

쏴싸ㅇ “나누다, 가르다”, C

nm "어린 염소, 새끼 염소”.

로 사용될 때에는 “마치...처럼(이라면)" 옮긴다.

ApêynIm.-l[; rAFM;h; lDEÜG:t.yI-~ai AB+ bceäxoh; l[;Þ !z<ër>G:h; raeP't.yIh]
`#[e(-al{ hJ,Þm; ~yrIïh'K. wym'yê rIm.-ta,w> jb,ve @ynIïh'K.
”도끼가 그것으로 토끼질 하는 자를 대항해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가? 톱
이 그것을 휘두르는 자를 대항해서 거드름을 뺄수 있는가? 마치 지팡이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를 휘두르는 것처럼(@ynIïh'K). , 마치 막대기가 나무가
아닌 자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yrIïh'K). “(이사10:15). 의문사

-~ai...h은

시

어에서 나오는 동의 병행절 synonymous parallelism에서, 문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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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을 뿐이다(JM161e).
휘두르다”.

wym'yê rIm.

룸 “올리다”.

S399

--K.

~yrIïh'

@ynIïh'

@Wn

F9,

누프 “앞뒤로 움직이다, 흔들다,

F1wMe는 위엄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JM136e).
F9,

rv,a]

l[...lDeG:t.yI

~Wr

거드름을 빼다.

: 번역은 “...하는 바를; ...것처럼”이라 옮긴다.

“너남들이 내게 말하는 바를(rv<ïa]K); 내가 지불할

yl'_ae Wrßm.aTo rv<ïa]K; hn"ëT.a,w>

것이니라”(창세34:12). in the same way as (JM174a).

`%M'([i hf,î[o ynIßa] rv,îa] aWhê ar"åAn-yKi(

“내가 너남과 함께 행한다는 것처럼 그것은
두려울 것이기 때문에”(출에34:10)에는

S400

--K.

,

K가

생략됐다(JM147f).

: “...과 같은”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hZ<)h; rb"Dï 'K;

“이 일 같은 것”(창세44:7)

hz<ëK'-rv,a] yAgæB.

“이 같은 백성에게”(에레5:9) on a nation such as this
such같은 대명사적 실사 pronominal substitution은
관대절

rv,a가
]

한정되지 않은 단어

yAgæB.

hz<+
ë K'를

다음에 왔다(JM158f).

`AB* ~yhiÞl{a/ x;Wrï rv<±a] vyai§ hz<k' ac'äm.nIh]

“{그 속에 신령이 있는 사람}269,

{이 같은}269(hz<ëk)' 자가 찾아질 수 있겠는가?”(창세41:38).

@qeez)" 와

리표(lAdG""

쌍점 분리표(!Ajq''

@qez')에

은 명사 다음에 놓인다(JM141b). 그러나
때로는

S401

--K.

vyai§ hz<k'처럼
,

쓴다(JM147f)

강한 쌍점 분

따라 옮겼다. 형용사는 보통

hz<k처
' 럼 k와

결합하는 수식어는

명사 앞에 놓인다(JM133h).

으로: 전치사를 반복해서 “...은; ...과 같다”를 표현함

“나의 힘은(yxik)oï 그 때처럼 지금처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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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_ yxikoåk.W za'Þ yxikoïK.

(여호14:11). my force then and my force now,

they are the same

(JM174i).

S402

--K.

: 수와 함께, 번역은 “약...간; 약...동안”으로 옮긴다(룻기1:4)

“{그들은} 약 10년간(rf,[,îK). 거기에 {살았다}119”

S403

--K.

,

`~ynI)v' rf,[,îK. ~v'Þ Wbv.YEïw:

: 번역은 “...하지만; 비록...하(했)지만”으로 옮긴다

“그녀가 요쎄프에게 날마다 예기했지만”(Hr'îB.d;K. C9f)

~Ay= Ÿ~Ayæ @sEßAy-la, Hr'îB.d;K.

(창세39:10).

S404

--K.

으로: 번역은 “...에 따라서; ...과 일치하는”으로 옮긴다

“풍습에 따라서”(왕하11:14)

jP'ªv.MiK;

“당신의 친절을 따라서”(시편51:3)

^D<+s.x;K.

“자신의 마음과 일치하는(Abªb'l.K)i 사람“(사상13:14)

S405

--K.

Abªb'l.Ki vyaiä

rv,a]
: 번역은 “...때문에”로 옮긴다. (사상28:18)
`hZ<)h; ~AYðh; hw"ßhy> ^ïl.-hf'([' hZ<ëh; rb'Dä "h; !Ke-l[;...hw"ëhy> lAqåB. T'[.m;'v'-al{) rv<Üa]K;

“여ㅎ바님의 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rv<Üa]K); , 그래서 이날에 여ㅎ
바님께서 ｢이 일을｣03 너에게 행하셨다.
흔지 않다. 또한

S406

--K.

!Ke-l[;이

으로: 전치사

rv<Üa]K가
;

이유절을 인도하는 예문은

귀결절을 인도하는 예문도 드물다(JM170o)

--K.가

신원이나 정체를 뜻한다, “...과 같다, ...처럼”

이라 옮긴다. “[참으로 그는}01 정직한 사람과 같다(vyaiäK). ”
(느헤7:2).

iäK는
.

tm,êa/ vyaiäK. aWh-yKi

동등함 equality, 정확하게 닮음, 등의 글기가 있다(JM133g).

“그리고 내가 너를 구경거리처럼(`yairo)K) 만들
것이다”(나훔3:6).

S407

--K.

yair\

`yairo)K. %yTiÞm.f;w>

로이 nm ”쳐다 봄, 바라 봄, 구경거리“.

을 나타냄: “...하자마자; 바로 이 때에; 이 시간”으로 옮김.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가자 마자(aAbïK). 였다.“

hm'y>r"+c.mi ~r'Þb.a; aAbïK. yhi§y>w:

(창세12:14). ”다음 해 이 때에(t[eäK)' 내가 너에게

hY"ëx; t[eäK' ^yl,ae bWvÜa' bAvå

295[확실히

돌아오리라}“(창세18:10). 불부사

hY"ëx; t[eäK에
' 서 hY"ëx가
;
S408

--K.

뜻한다.

,

AmK.

bAvå는

확증을 표현한다(JM123e).

한정대격 attributive accusative로 사용되었다(JM127c).

rv,a]K와
. v,K.

:

rv,a]K와
. --v,K가
.

사용되면 한 순간보다는 때를

역시 절을 인도하면서 때를 나타낸다. “...때, ...때에”라 옮김

%l,m,Þ WnL'î-hn"T. Wrêm.a' rv<åa]K;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에“(rv<åa]K); (사상8:6)
“새벽이 왔을 때에(Amk.)”(창세19:15)

hl'ê[' rx;V;äh; Amk.W

hd"åAcm.Bi ~yzIx'a/N<)v, ~ygID"K; ATª[i-ta, ~d"øa'h' [d:yE-al{) ~G: yKi
t[eäl. ~d"êa'h'( ynEåB. ~yviq'Wy* ~heªK' xP'_B; tAzàxua]h' ~yrIêP\Cik;w> h['êr"
(전도9:12)

`~ao)t.Pi ~h,Þyle[] lAPïTiv,K.

”/죽음의/나쁜\ 그물안에 잡힌(N<) 고기들(D")처럼, 새장(P')안에 잡힌 새들(Ci)
처럼, /악한 때가/그것이\ 갑자기(Pi) 그들 위에 떨어질-때에(iv,K). , 사람의
아들들이 악한 때에 올가미에-잡힌(Wy*) 그들처럼, 사람이란 자신의 /정해진
시각/시간\을 더욱이 알지 못한다. 기수현(A3)은

tAzàxua]h'

A3F처럼 완료된

동작을, 반면에 기재현(B3)은 진행중인 동작을 통삭적으로 표현한다. 그러
나 기재현

~yzIx'a/N<)

B3M에는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하는 글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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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zIx'a/N<)v은
, v,가

(JM121q).

zx;a'
다.

~yviq'Wy*

잡히다.

lAPïTi

분사를 거느리는 유접 관대절이다(JM158e).

D1M

vq;y"

야카씌, 올가미로 잡다, 입감으로 유혹하

A10F. 기동사집 수동태는 완료된 동작을 표현한다면, 기재사집

동사는 진행중인 동작을 주로 표현한다.

S409

--K.

를 뜻함: 전치사

--K가

은 “...에서처럼”이라 옮긴다.

전에 있었던 역사의 결과를 뜻한다. 번역

zG"r+ >yI !A[åb.gIB. qm,[eÞK. hw"ëhy> ~Wqåy" ~ycir'P.-rh;k. yKiÛ

“03｢기브온에 있는 골짜기에서처럼｣06(qm,[eÞK). 그가 분발하실 것이며,

03｢퍼

라침 산에서처럼｣06(~ycir'P.-rh;k). 여ㅎ바님께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28:21).

~ycir'P.-rh;k처
. 럼

전치사

k.다음에는

전치사

b가

생략된다

(JM133h)

S410

--K.

:

-!Ke...rv<åa]K;

숙어로 “...하면 할수록 더욱더”로 옮긴다.

“｢그들이 그를 압박하면 할수록｣03/248(rv,a]k); 그는
더(!KE)ï 커졌다”(출에1:12)(JM174a).

-!Ke이

WNæ[;y>

C10Ee,

귀결절 apodosis을 인도한다(JM17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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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Þr>yI !KEï Atêao WNæ[y; > rv,a]k;w>
hn"['

“괴롭힘을 당하다”.

복습 19A 구문론 글기 말하기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답을 같은 줄에 실었을 뿐이다.
? 다음은 손 바닥으로 가리고, 먼저 스스로 대답해 보라

~do+s.-r[;v;(B. bveäyO jAlßw에
> 서 bveäy는
O ?

분사, 과거의 연속적 계속동작 표현 S313

로트가 써돔시의 성문안에 앉아 있는 동안

`lae(r'f.yI rmeªAv÷ !v"+yyI al{w> ~Wny"â-al{) hNEåh에
i 서 rmeªAv÷는?

분사, 주어로서 S323

참으로!, 이쓰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결코 {졸지도} 않고](~), [결코 {주무시지도} 않는다]

hNEåh는
i ?

지시부사, 선포문에 힘을 실어준다

~do+s.-r[;v;(B. bveäyO jAlß에서 bveäy는
O ?

분사로 상황절을 인도 S319

로트가 써돔 성문안에 앉아 있었다

`Ad*y"B. x;yliîc.m; hw"ßhy> hf,ê[o aWhå-rv,a] lkow에
> 서 hf,ê[/x;yliîc.m는
; ?

분사로, 과거의 반복동작을

그가 행해 온 모든 것들을〕｢여ㅎ바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번성하도록 해 오셨다 S314

vQE+b;m. ykiänOa' yx;Þa;-ta, rm,aYO¨w에
: 서 vQE+b;m는
. ?

분사로, 현재의 계속동작을 S315

그리고 그가 ｢내가 내 형제들을｣ 찾고 있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d,m'([o ~l'îA[l. #r,a'Þh'w> aB'ê rAdæw> %leho rADÝ에서 %leh/o aB'는?

분사로 현재의 반복동작 S316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구나, 그러나 ｢땅은｣ 영원히｣ 머루르는도다

~Do+yI ayhiÞh; t[eîB' lyKi²f.Mh; ; !keªl에
' 서 lyKi²fM. ;h은
; ?
<그러므로 명철한 자는> [바로 그때에} 침묵을 지키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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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주어로서 S323

#r,a'êh'-l[; ~yIm;' lWBïMh; ;-ta, aybime ûynIn>hi ynI©a]w에
: 서 aybime는?

분사로, 임박한 미래를 S317

“[보라 다름아닌 내가} 홍수를 땅에다 가져 오노라

`#r,a'(h'-lk'B. ymiÞv. rPEïs; ![;m;²l.W yxi_Ko-ta, ^åt.aro >h; rWbß[]B;에서 ^åt.aor>h는
; ? rPEïs는
; ?
나의 힘을 너남에게

보여 주려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온 세상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r,a'êh'-l[; ryjiäm.m; ykinOa'( h['ªb.vi dA[ø ~ymiy"l. ûyKi에서 ryjiäm.m는
; ?
칠일 안에 내가 땅에다 비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ryjiäm.m의
;

`~x,l'( lkeîao ^ßn>yaew> hr"ês' ^åx]Wr hZ<-hm;에서 lkeîa은?

변부사,

목적어로 S334

분사로, 오는 미래를 S318

동작은?

게속동작

분사로 상황절을 인도 S319

도대체 왜 너의 기분은 네가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록 찌무룩하냐?

^yt,_roWxB. ymeÞyBi ^ya,êr>ABæ-ta, rkoz에
> 서 ^ya,êr>ABæ-ta,는?

분사, 목적어로 S324

너의 젊/은 시절/음들의 날들 동안\에 너를-지으신 -자를 기억하라

^yt,_roWxB.는?

추상명사로 상태를 표현

ytiêr'c'( ~AyæB. ytiao hn<Ü[oh' laeúl에
' 서 hn<Ü[oh는
' ?

분사, 한정형용사로 S321

내 고생의 날에 나에게 대답하시는 하ㄴ님께

~k,yhel{a/ hw"hÜ y> hf'ø[' rv,a]-lK' ûtae taoªroh' ^yn<åy[e에서 taoªroh는
' ?

분사, 서술 형용사로 S322

너남들의 하ㄴ님 여ㅎ바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본 {너남들의 눈들}

taoªroh에
' 서

정관사는?

한정분사로 만든다

`l[;B'(h; ydeîb.[o-ta, dybiÞa]h; ![;ml;î . hB'êq.['b. hf'ä[' aWhyEw에
> 서 dybiÞa]h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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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는｣03 바알의 종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간계를 가지고 행동했다

~d'êa'h'¥ ~D;ä %pevo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에서

변부사, 목적어로

%pev는
o ?

`Av)yrIAh al{ ïvyreÞAhw>에서 vyreÞAh는?

분사, 주어로서 S323

불부사, 확실성 강조 S347

그러나 그남들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rq,Boªl;÷ ~yrIïm.Vomi yn"+doal;( yviîp.n에
: 서 ~yrIïm.v은?

분사, 명사로서, 직업명으로 S325

야경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의 영혼이} 더욱더 나의 주를!

`~h,(yle[] r[Eßsow> %lEïAh ~Y"ëh에
; 서 %lEïAh는?

분사, 명사로 동작의 계속성을 강조, 숙어적 용법 S326

바다는 그들을 대항해서 점점 더 심한 풍랑을 일으켰다

rmoale h'ymix'-la, hx'lÛ .v' ayhiw> taceªWm awhi에
ä 서 taceªWm는?

진짜 분사 S328

그 여자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는 그녀의 장인에게 보냈다,

taceªWm의
@r"+jo @roæj'

시기는?

그는 갈기갈기 찢어졌다.에서

수동분사의 시기는 문맥에서 뽑아낸다

@roæj는
' ?

불부사, 확실성 강조 S347

`h'yl,(ae [;GOðn>li ^yTiÞt;n>-al{에서 [;GOðn>l는
i ?

변부사, 동사의 목적어로 S333

내가 너보고 그녀를 손 대라고 허락하지 않았다

Ht'ao ~ylik.ao ~yrIz" ~k,D>g>n<l. ~k,t.m;d>a; vae twOprUf. ~k,yrE[' hm'm'v. ~k,c.r>a에
; 서 tApåruf는?
너남들의 땅은 황무지, 너남들의 도시들은 불로 태워졌다. 너남들의 땅을,
낮선자들이 너남들 앞에서 그것을 삼키고 있다.

~k,t.m;d>a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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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사 S329
분리명사

h'yn<ëp'B. qr;y" qroÜy" h'ybia'w에
> 서 qroÜy는
" ?

불부사, 불가한 가정을 강조 S349

만일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멸시하면서 침을 뱉는다면

x;roåb.li hn"Ay ~q'Y"Üw에
: 서 x;roåbl. 는
i ?

변부사, 목적어로 S334

그리고 요나는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rhe²m; Wpïd>r.I .. Wac'êy" ~yviän"a]h'w> %v,xoB; rAG©s.li r[;V;øh; yhiy>w에
: 서 rAG©sl. 는
i ?
어두워서 대문이 닫여져야 하는 참이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갔다,
...빨리 그들을 쫓아라!

yhiy>w는
: ?

rAG©s.l는
i ?

변부사, 유사 동명사로 S337

시제절을 인도한다
능동이지만 ‘닫혀져야 하는’ 수동의 글기가 있다

hr'êmo[]-ta,w> ~dos.-ta, hw"h© y> txeäv; ŸynEåp.li hq<+v.m; HL'Þk에
u 서 txeäv는
; ? ynEåp.l의
i

목적어 S332

여ㅎ바님께서 써돔과 아모라를 파괴하기 전까지는 {그것의 모든 것들은} /물 공급이/관개가\ 잘 되었었다

lyKiêfh. ;l. #[eh' dm'Ûx.n<w에
> 서 dm'Ûx.n는
< ?

수동분사 S330

그 나무는 쳐다보도록 욕구를 느끼게 되고

`qf'( vWbïl.Bi %l,Mh,Þ ; r[;v;î-la, aAb±l' !yaeî yKiä %l,Mh,_ ;-r[;v;( ynEåp.li d[;Þ aAb§Y"w에
: 서 !yae은
î ?
｢아무도｣ 굵은 배 옷을 입은 체 왕의 대궐문으로 입장해서는

유사 동명사의 부정어 S338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왕의 대궐문 앞까지 왔었다

aAb±l'는?

aAb±l' !yae에
î 서 l'는

A9가 명사절의 주어다.

AD+b;l. ~d'Þa'h'( tAyðh/ bAj±-al{에서 tAyðh는
/ ?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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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표현

변부사, 주어로 S331

`abo)w" taceî [d;Þae al{에서 tace는
î ?

변부사, 동사의 목적어로 S333

나는 /처세를/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릅니다

`tWm)T' tAmï에서 tAm는?

불부사, 확실성 강조 S347

{너남은 212[분명히] 죽을 것이다}

A[êg"w> =%l{h' WkÜl.h' tx;ªa; hL'äsim.B에
i 서 A[êg"w> =%l{h'는?

불부사, 연속적 동작이나 반복 표현 S346

소들은 음매하고 울면서 한 길만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갔다

A[êg"w> =%l{h는
' ?

불부사가 2개는 동시동작을 표현

tWm+l' WhY"ßqiz>xi hl'îx에
' 서 tWm+l는
' ?

정도 변부사 S340

히즈키야후는 죽을 정도로 아팠다

`yl'(ae ^ïz>G<r;t.hi( taeÞw> yTi[.d'_y에
" 서 [;GOðn>l는
i ?

변부사, 동사의 목적어로 S333

나는 너남이 나에 대해서 몹시도 분노하고 있음을 안다

Hp'f'x] @foÝx'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벗겼다}.에서

@foÝx'는? 불부사, 동작의 완성을 강조,

S353a

`~l'(A[ tyrIïB. ~t'Þrodol. tB'²V;h;-ta, tAfô[]l; tB'_V;h;-ta, laerÞ 'fy. I-ynE)b. Wrïm.v'에서 tAfô[]l는
; ?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대대로 {쉬는 날을} 영원한 언약으로서

변부사, 동명사로 S335

준수하기 위해서 {쉬는 날을} 지켜야 한다

bje²yhe Wdïml. i

바르게 행하는 것을 배우라.에서

bje²yh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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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부사, 목적어로 S344

wyt'wOc.mi rmoÝv. yTil.bil. ^yh,_l{a/ hw"åhy>-ta, xK;Þv.Ti-!P, ^êl. rm,V'ähi

에서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서 너남이 나의 하ㄴ님 여ㅎ바님을,

yTil.bil는
. ?

변부사의 부정어 S336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남은 주의하라

%l'ê tAfå[]l; hm,…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요?.에서

`WnPe(s.K;-ta, lAkßa'-~G: lk;aYOðw에
: 서 lAkßa은
' ?
그는 우리의 돈을 [다 써 버렸다}.

tAfå[]l는
; ?

변부사, 유사 동명사로 S337

불부사, 연속적 동작이나 반복 표현 S346

-~G:은?

동작의 정도, 단계 등을 표현

`~yrI)roM.m; ynI[;ªBif.y:÷ yKiî yxi_Wr bveäh' ynInETy. Iâ-al{에
) 서 bveäh는
' ?

불부사, 목적대격으로 S344

그는 나에게 나의 숨을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괴로움/쓰디씀\으로 /물리게한다/채운다\

`hw")hy> ~veîB. ryKiÞz>h;l. al{에서 al{는
. ?

유사 동명사의 부정어 S338

여ㅎ바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As*y[ik.h;l. ^yh,Þl{a/-hw")hy> ynEyï [eB. [r;²h' ~t,îyfi[]w: lKoê tn:WmåT. ls,P, ~t,yfiÛ[]w:
`As*y[ik.h;l는
. ?

...-yKi에
( 서

변부사, 의도심이 담긴 결과를 표현 S339

만일...너남들이 아무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면, 그리고 너남들이 너남들의 하ㄴ님
여ㅎ바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로 인해서 그 분을 자극해서 분을 내도록!

hd'ê[he 'ä-lK' ~ynIb'a]b'( AtÜao ~Agr' vyai_h' tm;ÞWy tAmï에서 -lK'은?
~Agr'은?

불부사,

불부사

~Agr'의

주어 S354

부사적 대격으로 방법을 표현, 또 정형동사로 사용되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 모든 회중이 돌들로 그를 쳐 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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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rIk.n" ykiÞnOa'w> ynIreêyKih;l. ^yn<y[eB. !xEÜ ytiac''m' û[;WDm;에서 ynIreêyKih;l는
. ?

결과 변부사 S339

내가 외국인이지만 당신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결과로서,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친절함을 본/호의를 찾은\ 것은 무엇때문이지요?

ynIreêyKih;l의
. 주어는?

부정사는 비인칭이기 때문에 문맥에서 뽑아낸다

rAVªh; lqeøS'yI lAqs'에서 lAqs'은?

불부사, 의무를 강조 S352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

Atêxoa] rm"åT' rWb[]B;( tALªx;t.hil. !An÷m.a;l. rc,YEw:

에서

tALªx;t.hli 는
. ?

정도 변부사 S340

암논이 그의 누이 타마르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짜증이 났다}

`Av)yrIAh al{ ïvyreÞAhw>...laeêr"f.yI qz:åx'-yKi( yhiy>w:¥에서 -yKi는
( ?
vyreÞAh는?

시제절을 인도 S350

불부사로, 동작의 완료, 강권력을 강조

이쓰라엘이 강해진 후에도...그러나 그남들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D'_h;-l[; lkoåa/l, hw"hß yl;( ~yajiîxo ~['²h에
' 서 lkoåa/l은
, ?

변부사, 부사적 용법 S342

｢그 사람들이｣ 그 피를 먹음으로써 여ㅎ바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yajiîx은
o ?

세a동사이면서 세h동사의 변형을 취했다

bAj+-al{ ~ynIïP'-rKeh에
;( 서 rKeh는
;( ?

불부사가 주어로 S343

{얼굴을 고려하는 것은} 좋지 않다

Al+ hn"r>m:ßaTow: ha'êlew> lxer' ![;T;Ûw에
: 서
주어 다음에 놓이면 복수. 단수동사

복수동사

hn"r>m:ßaTow가
:

![;T;Ûw이
: 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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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이유는? 동사가 복합 S369

동사가 복합주어 앞에 놓이면 단수.

라헬과 레아가 응수하며 그녀들은 그에게 말했다

jqEïv.h; hq'êd'C.h; td;bo[에
] 서 jqEïv.h는
; ?

불부사 F8, 술어로 S345

{의로움의 효과는} 평화롭게 함일 것이라

Wnyleê[' %l{m.Ti %l{m'h에
] 서 %l{m'는?

불부사, 의심점 강조 S348

내가 우리를 [정말로 다스릴-것인가?}

`ykiy>r")W[n> rv,N<åK; vDeÞx;t.T에
i 서

단수형 동사

vDeÞx;t.T가
i

너녀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것이다}
접미어

yki--.는?

온 이유는?

명사

주어가 추상

S372

`ykiy>r")W[n>이기 때문에, 복수형이지만!
여단2인칭으로 희귀형에 속한다.

`~d")y"B. rv,îa] ~yDIßK;h; #Apïn"w> tArêp'AVåB; W[q.t.YIw에
:) 서 #Apïn는
" ?

불부사 A8, 과거 대용으로 S361

그리고 그들은 트럼펱들로 불고서 그들은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들을 깨트렸다

`lke(aTo lkoïa' !G"ßh;-#[e( lKoïm에
i 서 lkoïa은
' ?

불부사, 동작의 허락을 강조 S351

｢그 정원의 모든 나무들로부터｣ 너는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r'êa] WsnUåY"w:

아람 사람들이 도망갔다.에서

WsnUåY"w이
: 온 이유?

`ynIn")t'n> al{ åtw<M'ªl;w>÷ HY"+ yNIr:åSy. I rSoæy에
: 서 rSoæy는
: ?

집합명사 때문에 복수형이

불부사, 양보로, 드물다 S353

여ㅎ바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셨[지만], 나를 ｢죽음에｣ 넘기시진 않으셨도다.

`hLe(k;w> lxeÞh' At+yBe-la, yTir>BD:ß I rv,îa]-lK' tae² yliê[e-la, ~yqIåa에
' 서 `hLe(k;w> lxehÞ 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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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68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예기했던 모든 것들을

불부사, 부사적 대격으로 정도를 표현 S354

엘리를 대항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실행할 것이다

A[êg"w> %l{h' WkÜl.h' tx;ªa; hL'äsim.B에
i 서 %l{h'는?

불부사, 동작의 계속을 강조 S355

그(소)들은 음매하고 울면서(A8) 한 길만 따라서 계속해 나아갔다

lKe_f.h; %r,D,ämi

이해의 길로부터.에서

lKe_f.h은
; ?

불부사, 명사구 원형 S356

그러나 불부사가 실사의 지배를 받는 예문은 아주 드물다

^yd,êy" hn"q.z:åx/T, rx;a;w> WrBeêd:y>-hm; T'[.m;v'(w에서 복수동사 hn"q.z:åx/T가
, 온 이유는?
& 그남들이 예기하는 바를 들으라! 그 후에는 너남의 손들이 강하게 될 것이다.

j['m. abeh'w> hBer>h; ~T,[.r:z> 에서 abeh'w는
> ?
z>),

너남들이 많이 뿌렸지만(

동사

h').

그러나 적게 거두었다(

~T,[.r:z> 다음에

S370

양수주어가 와서!

오는 [w+불부사] 형식

S357

Al+ ~xoål.-!yaew> vAbßl' hr"êk.v'l.-!yaew> Atåv' h['b.f'l.-!yaew> lAka' j['m. abeh'w> hBer>h; ~T,[.r:z>
에서 불부사는 몇 개?

4개

Avø+D>q;l. tB''ÞV;h; û~Ayð-ta, rAmæ±v에
' 서 rAmæ±v는
' ?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쉬는 날을 지켜라!

abeh' lAka' Atåv' vAbßl'

S357

불부사, 동사 상당 어구로 S358
또한 불부사가

--w없이

동사로 사용되었다

èytiAa [:doåy"w> élKefh. ; lLehª ;t.Mih; lLeäh;ty. I tazOùB.-~ai yKi에
ä 서 èytiAa는? 불부사 [:doåy의
" 대격 S359
그러나, 그 자랑하는 자로 하여금 이것을,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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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aol. WyÝh'w.> ..~yIm;êV'h; [;yqIår>Bi troaom. yhiÛy에
> 서 yhiÛy는
> ? 무생물 주어엔 남단3인칭이 온다 S367
m.)

하늘들의 둥근 공간에 빛들이(

있을지라 그리고 그들은 징조들을 위해서 있을 지라

hd'ê[he 'ä-lK' ~ynIb'a]b'( AtÜao ~Agr' vyai_h' tm;ÞWy tAmï에서 ~Agr"은?

불부사, 미완료 대용으로 S360

그 사람은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 모든 회중들이 돌들로 그를 쳐 죽여야 한다”

h'yn<ëdoal;( hy<h.Ti h'yd<ªl'ywI hV'äaih.' ..hV'êai Alå-!T,yI wyn"doa]-~ai에서 단수형 동사 å-!T,y이
I 온 이유는?
주어

wyn"doa가
]

복수형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존경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S371

만일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부인을 준다면...그 부인과 그 아이들은 함께 그녀의 주인에게 속한다,

-wI의

글기는?

aWhê %Apåh]n:w>

더불어, 함께.처럼 동반관계의 글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바꾸어 졌다.에서

%Apåh]n는
: ?

불부사, 과거 대용으로 S361

`rh'(j.W ^ßl. ^±r>f'B. bvoôy"w> !DErê >Y:B; ~ymi['P.-[b;v,( T'Ûc.x;r"w> %Alªh에
' 서 %Alªh는
' ?
가시요, 야르덴에서 일곱 번 씻으시요. 그리고 당신의 육신은,
당신에게로, 회복될 것이요. 그후에는 당신은 깨끗합니다.

불부사, 명령 대용으로 S362

T'Ûc.x;r"w는
> ?

`AT*l.W:aiB. lysiªK.÷-la;w> vyai_B. lWKåv; bDoå vAgíP에
' 서 vAgíP는
' ?

간접청유형

불부사, 간청문 대용으로 S363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우둔한 자 /대신/는 말고\,
새끼를 잃어버린 암콤을 만나도록 하라.

`bK'(v.YIw: bv'Y"ßw: T.v.YEëw: lk;aYOæw에
: 서

vyai_B는
. ?

주요동작은?

그래서 그는 먹었고 마셨고 그는 다시

<들어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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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부사

`bK'(v.YIw가
:
bv'Y"ßw: T.v.YEëw은
: ?

vAgíP의
'

주어

표현한다 S364
시미과거의 남용

~['_h'-ta, dqoßp.YIw: rq,BoêB; [;vuAhy> ~KeÛv.Y:w에
: 서
여호쓔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xer;a] dA[ª @ysiøAa al{에서
나는 다시는

bk'_v. bWvå

dqoßp.YIw다
:

주요동사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소집했다

~xer;a이
] 다

주요동사는?

S365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너남은 다시

09

들어 누워라.에서 주요 동사는?

~r'_b.a;-l[; hl'äp.n" hm'ÞDer>t;w> aAbêl' vm,Vh, ; yhiÛy>w에
: 서
2개 동사를, [과거+과거] 대신, [시미과

무접속사로

bk'_v다
.

2개 동사의 특징은?

yhiyÛ >w+
: 과거 hl'äp.n]: 를

S365

S366

사용한 점이다.

태양이 막 지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깊은 잠이 아브람에게 떨어졌다

`ydI(M'[iw> ~ytiÞMeh;-~[i ~t,²yfi[] rv<ôa]K에
; 서 ~t,은
너녀들이 죽은 자들과 나에게 행한 것처럼

무엇인가?

여복2인칭 대신에 남복2인칭을 썼다 S373

`b['(r' ynEïv. [b;v,Þ Wy¨h.y.I ..~ydIQ+ 'h; tApßdUv. tAqêreh' ~yliB\vih;( [b;v,Ûw에
> 서 동격들은 몇 개?/무엇?
｢동풍에 그을린 일곱 개의 속이 빈 이삭들은｣03 (여복3) 칠년 동안의 기근이 될 것이다

t[oør"h'w(> 동4 tAQr:h('( 동3 tArP'h;û(동2 [b;v,äw(> 동1 동격관계에 있다.
동격, 여복 원형들이 (동1 여단 원형

[b;v를
,ä 수식한다

~ydI+Q'h; tApßdUv에
. 서 원형 ~ydI+Q'h은
; ?
주어는

정관사가 붙은 3개의

...에 의해서,라는 이유 혹은 도구를 보조

[tAqêre 레코트 a] 여복의 동사는?

Wy¨h.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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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E, 남복형 동사다.

éAlyvi-tAnb. Waïc.yE"-~ai에서

주어 동사의 성수는?

여복3 주어, 남복3 동사다 S374

만일 씰로의 딸들이(여복3) 나온다면(남복3)

`Wnl'( ga;d"ïw> tAnàtoa]h'-!mi ybi²a' lD:ïxy. <-!P, Arï[]n:l. rm:±a' lWaïv'w> @Wcê #r,a,äB. WaB'… hM'heª
그들이 추푸 땅으로 돌아 올 때, 싸울이 그의 종에게 예기했다...내 아버님이 당나귀들은
(에 대해서는) 그만둬버리시고 우리를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WaB'… 와 rm:±a다
'

동시동작 동사들을 뽑아내면?

hM'h와
eª lWaïv'w처
>eª 럼

동시동작 동사들의 주어 위치는?

WaB'…의 글기는?

S375

각각 동사 앞에 놓였다

순간적인 동작을 표현한다

yl'_ae Wrßm.aTo rv<ïa]K; hn"ëT.a,w에
> 서
너남들이 내게 말하는 바를(

전치사

rv<ïa]K);

--K는?

비교,

rv,a]와

함께 S399

내가 지불할 것이니라

-!P,의 뜻이 적용되는 동사들은?

lD:ïx.y<-와 ga;d"ïw에
> 도 같은 뜻이 적용된다

wyl'Þae hy"ïh' hw"ëhy>-rb;d>W hn"+koyTi(h; rcEßx' ac'yê " al{ åWhy"ë[.vy; > yhiyä >w:

S375

여쏴야후가 안 뜰을 떠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리고 여ㅎ바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ac'êy와
" hy"ïh다
'

동시동작 동사들은?

Why"ë[.v;y와
> hw"ëhy>-rb;d>W가 각각 동사 앞에 왔다

동사동작 동사들의 주어의 위치는?

~t'êar'q.li aceäyO laeWmv. hNEhÜ iw> ry[iêh' %AtåB. ~yaiB' hM'h에
eª 서
B')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고(
그들을 만나려고(

yO)

동시동작 동사들은? S376

있을 때에 쎠무엘이,

나오고 있었다. 분사

aceäy,O ~yaiB들
' 의 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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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들

aceyä ,O ~yaiB'들이다
계속적인 동작이다

~yIm"+ baoåv.li tAaßc.yO tArê['n> Waåc.m' hM'hew> ry[iêh' hleä[]m;B. ~yli[o hM'h에
e 서

S377

그들이 그 도시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물을 길으려고 가는 젊은 여인들을 만났다.

~yli[o

동시동작 동사들은?

~yli[의
o 글기는?
분사

tAaßc.yO

분사+

Waåc.m'

과거 동사들을 사용했다.

Waåc.m'의 글기는?

계속적인 동작,

A1F는?

순간적인 동작
형용사처럼 주어

tArê['n를
> 수식

^ybi_a' tyBeämiW ^ßT.d>l;AM)miW ^ïc.r>a;me ^±l.-%l,에서 여러개의 전치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너남 자신이 직접 가라! 너남의 나라로부터 그리고 너남의,

S378

여러개의 목적어들이 와서

친척들로부터 그리고 너남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l.-%l,의 글기는?
hw"ëhy> twOæc.mi-ta, ~k,b.z"[]B;¥에서

즉각적인 동작을 표현한다

전치사

B;는?

이유를 S388

B;¥)

너남들이 여ㅎ바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M<ß[;k. yMiî[;K. ^Am±k' ynIAmõK에
' 서

전치사

--K.는?

나는 당신과 같다, 나의 백성은 당신 백성과

비교로 S396

k.)

같다(

hw"+hy> lAqåB. [:moßv.Ki ~yxiêb'z>W tAlå[oB. hw"hyl;( #p,xeÛh에
; 서

목적어를 취한

전치사들은?

여ㅎ바님의 소리를 순종하는 만큼, 여ㅎ바님께서 번제와 희생제로 즐거워하시는가?”

~yxiêb'z>W에 전치사가 없는 이유는?

S378

B. Ki B.들이다

목적어 마다 전치사를 취한다는 규칙을 벗어나는 보기다

`~yli*yae bl,xeîme byviÞq.h;l. bAjê xb;Z<åmi [:mov. hNEhÜ 에
i 서

목적어를 취한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낮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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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들은?

S378

me mi들이다

byviÞq.h;l에
. 서 전치사 l는?
변부사

명사절의 주어를 거느린다

[:mov는?

전치사

l

없이도 명사절의 주어로 사용되었다

ryciêQ'l; ~yvid"x\ hv'Ûl{v. dA[B. ~v,G<©h;-ta, ~K,ømi yTi[.n:m' ykinOa' ~g:åw에
> 서 dA[B.는? S381
더욱이, 추수때(Q') 까지는 3개월 안쪽(B.)인데, [바로 내가},
시간의 안쪽, 순간을 표현
m').

너남들로부터 그 비를 보류했다(

AB= lKoß dy:ïw> lKoêb; Adåy에
" 서 대신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b;)

그의 손은 모든 사람들을 대항하고(

대부분은 정관사없는

B=)

모든 사람들의 손이 그를-대항할(

h'( b;)

S382

것이니라

`AB*r>qiB. ytiyfiÞ[' rv<ïa] tAtêaoh'( lkoB. ybiê Wnymiäay] :-al{ hn"a'-d[;w에
> 서 ybi는
ê ?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lKoêb.

반대를 나타냄

S382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불신임할 것인가?

ABê ydIy" yhiÛT.-la;

Bê)

내 손이 그를 대항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br,x'(b, Aaï rb,D,ÞB; Wn[eêG"p.yI-!P,에서 `br,x'(b, Aaï rb,D,ÞB의
;
rb,D,ÞB);

그가 전염병으로(

`br,x'(b),

또한 칼로(

ABê는?

전치사

대항

B는?

S382

수단과 기구 S383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h,(B' ~ygIßr>ho Wyðh.YI)w에
: 서 B.는?

부분사로 S392

`~h,(B)'

그리고 /사자들이/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죽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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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i(aro AmåB. ~k,ªyle[]÷ h['ynIïa'w에
> 서 AmåB의
.

전치사

B.는?

부사구로

타동사를 보조 S384

내가 나의 머리로 너남들을 향해서 흔들어 댈 수 있다

~t'ao groÜh]l; ~a'yciAh) h['Ûr'B에
. 서

전치사

그는 그들을 살해하려고 악의로｣06(

`#[e(-al{ hJ,Þm; ~yrIïh'K에
. 서

B.)

전치사

B.는?

기준을 표현 S393

대리고 나왔다

K는?

비교, 가정적인 의미로 S398

K.)

마치 막대기가 나무가 아닌 자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h,ªypiB. Ÿ yl;[' Wrì[]P'에서 ~h,ªypiB을
.

도구대격으로 옮기면?

그들의 입으로 S384

그들이 나를 향해서 그들의 입을 벌렸다

hJ,M;B; ~r,Y"Üw에
: 서

전치사

M;)

그는 지팡이를(

B;는?

목적을 표현한다 S385

들어 올렸다

%pE+V'yI AmæD' ~d'Þa'B'¥ ~d'êa'h'¥ ~D;ä %pev에서

전치사

B'¥는?o

대리인을 동반 S386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사람의 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흘려져야 할 것이다

@s,k,êB. ^m.r>K;-ta,( yLiÛ-hn"T. Alª rm;aoåw" yli÷a[er>z>YIh; tAbn"-la, rBed:a]û-yKi에
( 서
B.),

내가 그 이즈러엘ㅇ리 사람 나보트에게 예기했고, ‘나에게 은 대신으로(
너남의 과수원을 주라‘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전치사

B는?

가격과 교환 S387

rBed:a]û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 동시동작은 기동사 qatal로, 과거의 지속적인 동작은 분사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씌 킬바보

Abªb'l.Ki vyai에
ä 서 --K.는?

...과 일치하는, 기준 S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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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자신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ry[i_h'-lK'-ta, hV'Þmix]B; tyxiîv.t;h에
; 서
B;)

다섯명 때문에(

전치사

B;는?

이유를 S388

그 도시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까?

hY"ëx; t[eäK' ^yl,ae bWvÜa' bAvå에서 --K.는?
K')

다음 해 이 때에(

시간의 순간 S407

내가 너에게 [확실히 돌아오리라}

hY"ëx의
; 글기는?
`hZ<)h; rb"ïD'K;

한정대격 attributive accusative

이 일 같은 것.에서

`^t<)ymi[] jPoïv.Ti qd,c,ÞB에
. 서
너남은 ｢공의 가운데서｣

--K.는?

전치사

전치사

...과 같은 비교 S400

B.는?

기준을 표현 S393

(B.) 너남의 이웃을 제판해야 한다

èdaom. dbeäK' élyIx;B. hm'÷l;ªv'Wry> aboåT'w에
: 서

전치사

B.)

그녀는 아주 많은 수행원을 동반하고(

%lE+nE WnynEßqez>biW Wnyreî['n>B에
i 서

전치사

-n>B)i

｢우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AM+tuB. %lEåAh vr'â-bAj)에서

B.)

동반을 S389

여루쏼라임으로 들어갔다

Bi는?

동반의 뜻으로

우리의 노인들과 함께｣03

전치사

그 자신의 성실함 가운데서(

;B는?

S389

(z>b)i 우리는 갈 것이다

B는?

기준을 표현 S393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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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ëh; lAdG"h; rb"ÜD'K; hy"h© .nhI) 에
] 서

--K.는?

전치사

비교로 S396

K;) 일어났었는가?

이 위대한 일 같은 것이(

yrIêz>[,B. ybia' yheÛl{a/-yKi에서

전치사

-o-B는?
B.)

내 아버지의 하ㄴ님이 나의 도움이셨기(

신원, 정체를 S390
때문에

t[eäl. ~d"êa'h'( ynEåB. ~yviq'Wy* ~heªK서
' --K'는?

비교 S408

Wy*)

사람의 아들들이 악한 때에 올가미에-잡힌(

커하쓰데하

^D<+s.x;K.

당신의 친절을 따라서.에서

`%M'([i hf,î[o ynIßa] rv,îa] aWhê ar"åAn-yKi에
( 서
내가 너남과 함께 행한다는 것처럼 그것은

j['_m. yteäm.Bi

그들처럼,

yteäm.B)i ,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K.는?

전치사

...과 일치하는, 기준 S404

--K는?

비교,

rv,a와
]

함께 S399

두려울 것이기 때문에

B.는?

전치사

술어를 나타낸다 S390

yD'_v; laeäB. bqoß[]y:-la,(w> qx'îc.yI-la, ~h'²r'b.a;-la, ar'ªaew에
" 서 전치사 la는?
laeäB).

나는 아브라함과 이츠하크와 야아코브에게 능력의 신으로(

동작의 한계를 표현

나타났었다

S390

#r,V,Þh;-lk'b.W hY"ëx;b;äW hm'heB.b;W @A[ÜB' #r,a'ªh'-l[; fmeäroh' Ÿrf"åB'-lK' [w:ùg>YIw에
: 서 전치사 B는?
B'),

땅 위에서 움직였던 모든 중생들은 다 죽었다: 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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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W),

가축들(

명세, 내역으로 S391

x;b;äW),

야생 동물들(

모든 파충류들(

wym'yê rIm.-ta,w> jb,ve @ynIïh'K에
. 서

b.)

전치사

K는?

비교, 가정적인 의미로 S398

K.)

마치 지팡이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를 휘두르는 것처럼(

~['êh' aF'äm;B. ^T.ai WaÜf.n"w에
> 서 B.는?

부분사로 S392

B.)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어느 정도의 짐을(

`~ao)t.Pi ~h,Þyle[] lAPïTiv,K.
/악한

때가/그것이\ 갑자기(

에서

Pi)

--K.는?

담당할 것이다

때,

시간 S408

iv,K). ,

그들 위에 떨어질-때에(

`hw")hy>-ta, Waïry> yI) %yaeÞ ~t'êao hr<åAm yhiy>w에
:) 서 hr<åAm yhiy>w는
:) ? [hyh+분사] 형식, 완곡어법 S392
그는, 그들이 어떻게 여ㅎ바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Al+v'B.

평화 가운데서.에서 전치사

`rB")d>MiB; ry[iÞF'h;-ta, xL;îviw에
> 서
소를 들로(

B;)

B.는?

전치사

B는?

기준을 표현 S393

동작이 끝나는 결과를 표현 S394

풀어 놓아야 한다

ydIêG>h; [S;äv;K. Wh[e'S.v;y>w에
:) 서

--K.는?

전치사

K.)

그는 마치 어린 염소를 찢는 것처럼(

그것을 갈기갈기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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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로 S396

hz<ëK'-rv,a] yAgæB.

이 같은 백성에게.에서 전치사

K는?

hz<ëK에
' 서 hz<의
ë 이름은?

...과 같은 비교로

대명사적 실사 pronominal substitution

`AB* ~yhiÞl{a/ x;Wrï rv<±a] vyai§ hz<k' ac'äm.nIh에
] 서 k'는?
hz<ëk)'

{그 속에 신령이 있는 사람}{이 같은}(

vyai§ hz<k처
' 럼 수식하는 명사 앞에 놓인다

hT'['_ yxikoåk.W za'Þ yxikoïK에
. 서
yxikoïK).

...과 같은 비교 S400

자가 찾아질 수 있겠는가?

hz<k'의 위치는?

나의 힘은(

S400

두 개의

--K는?

전치사 반복으로 ...과 같다,를 표현함 S401

그 때처럼 나의 힘은 지금처럼 같다

`~ynI)v' rf,[,îK. ~v'Þ Wbv.YEïw에
: 서

전치사

--K는?

수와 함께 대강을 표현 S402

K.) 거기에 {살았다}

{그들은} 약 10년간(

xP'_B; tAzàxua]h' ~yrIêP\Cik;w에
> 서 --K;는?

비교 S408

P')안에 잡힌 새들(Ci)처럼,

새장(

~Ay= Ÿ~Ayæ @sEßAy-la, Hr'îB.d;K에
. 서 --K.는?

부정사와 함께 양보 ...하지만 S403

그녀가 요쎄프에게 날마다 예기했지만

jP'ªv.MiK;

풍습에 따라서.에서

--K.는?

...과 일치하는, 기준 S404

`hZ<)h; ~AYðh; hw"ßhy> ^ïl.-hf'([' hZ<ëh; rb'Dä "h; !Ke-l[;...hw"ëhy> lAqåB. T'[.m;'v'-al{) rv<Üa]K에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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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v<Üa]K의
;

여ㅎ바님의 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에 여ㅎ바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Ke-l[;의

글기는?

이유절을 인도, 드물다 S405

글기는?

귀결절을 인도, 드물다

tm,êa/ vyaiäK. aWh-yKi에서 --K.는?

신원이나 정체를 뜻하는, 증언 S406

[참으로 그는} 정직한 사람과 같다

`yairo)K. %yTiÞm.f;w에
> 서 --K.는?

신원이나 정체를 뜻하는, 증언 S406

K)

그리고 내가 너를 구경거리처럼(

만들 것이다

zG"+r>yI !A[åb.gIB. qm,[eÞK. hw"hë y> ~Wqåy" ~ycir'P.-rh;k. yKi에
Û 서 qm,[eÞK의
. K.는?
｢기브온에 있는 골짜기에서처럼｣(K.) 그가 분발하실 것이며,

k.)

｢퍼라침 산에서처럼｣(

역사의 결과 S409

~ycir'P.-rh;k에
. 는?

b가 생략

여ㅎ바님께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hm'y>r"+c.mi ~r'Þb.a; aAbïK. yhi§y>w에
: 서 --K.는?
K.)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가자 마자(

시간의 순간 S407

였다.

%l,m,Þ WnL'î-hn"T. Wrêm.a' rv<åa]K에
; 서 rv<åa]K는
; ?

시간

S408

K;)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에(

hl'ê[' rx;V;äh; Amk.W

새벽이 올라왔을 때에.에서

Am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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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라는 시제절을 인도

S408

ATª[i-ta, ~d"øa'h' [d:yE-al{) ~G: yKi에서 ~G: yKi은?

부사로

[d:yE-al{를
)

강조 S408

사람이란 자신의 /정해진 시각/시간\을 더욱이 알지 못한다

h['rê " hd"åAcm.Bi ~yzIx'a/N<)v, ~ygID"K에
; 서 --K;는?
/죽음의/나쁜\

그물안에 잡힌(

N<)

비교 S408

D")처럼,

고기들(

v,는?

분사를 거느리는 유접 관대절이다

hB,Þry> I !KEï Atêao WNæ[;y> rv,a]k;w에
> 서 -!Ke...rv<åa]K은?

정도, ...하면 할수록 더욱더 S410

｢그들이 그를 압박하면 할수록｣(k;) 그는 더(!KE)ï 커졌다

!K의

글기는?

귀결절 apodosis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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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19B, 구문론 글기 번역 S310-S410

번역하고, 히브리어 단어를 지적하고 관련된 구문론 이름을 말하라
~do+s.-r[;v;(B. bveäyO jAlßw>

S313

`Ad*y"B. x;yliîc.m; hw"ßhy> hf,ê[o aWhå-rv,a] lkow>
vQE+b;m. ykiänOa' yx;Þa;-ta, rm,aYO¨w:

S314

S315

`td,m'([o ~l'îA[l. #r,a'Þh'w> aB'ê rAdæw> %leho rADÝ

S316

#r,a'êh'-l[; ~yIm;' lWBïMh; ;-ta, aybime ûynIn>hi ynI©a]w:

S317

#r,a'êh'-l[; ryjiäm.m; ykinOa'( h['ªb.vi dA[ø ~ymiy"l. ûyKi
`~x,l'( lkeîao ^ßn>yaew>

S319

~do+s.-r[;v;(B. bveäyO jAlß

S319

ytiêr'c'( ~AyæB. ytiao hn<Ü[oh' laeúl' S321
~k,yhel{a/ hw"hÜ y> hf'ø[' rv,a]-lK' ûtae taoªroh' ^yn<åy[e
~d'êa'h'¥ ~D;ä %pevo

S318

S321

S323

`lae(r'f.yI rmeªAv÷ !v"+yyI al{w> ~Wny"â-al{) hNEåhi
~Do+yI ayhiÞh; t[eîB' lyKi²f.Mh; ; !keªl'

S323

^yt,_roWxB. ymeÞyBi ^ya,êr>ABæ-ta, rkoz>

S324

rq,Boªl;÷ ~yrIïm.Vomi yn"+doal;( yviîp.n:
`~h,(yle[] r[Eßsow> %lEïAh ~Y"ëh;

S323

S325

S326

rmoale h'ymix'-la, hx'lÛ .v' ayhiw> taceªWm awhiä
vae_ tApåruf. ~k,Þyre['

S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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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28

lyKiêfh. ;l. #[eh' dm'Ûx.n<w>
(l[;Ph
o ;

S330

~ve)

S331

AD+b;l. ~d'Þa'h'( tAyðh/ bAj±-al{
S332

hr'êmo[]-ta,w> ~dos.-ta, hw"©hy> txeäv; ŸynEåp.li hq<+v.m; HL'Þku

S333

`abo)w" taceî [d;Þae al{

`h'yl,(ae [;GOðn>li ^yTiÞt;n>-al{

S330

S330

`yl'(ae ^ïz>G<r;t.hi( taeÞw> yTi[.d'_y"

S330

![;m;îl/. ^åt.aor>h; rWbß[]B;./^åt.aor>h; rWbß[]B;/rPEïs;

S334

`l[;B'(h; ydeîb.[o-ta, dybiÞa]h; ![;ml;î . hB'êq.['b. hf'ä[' aWhyEw>

S334

`#r,a'(h'-lk'B. ymiÞv. rPEïs; ![;m;²l.W yxi_Ko-ta, ^åt.aro >h; rWbß[]B;

S334

`~l'(A[ tyrIïB. ~t'Þrodol. tB'²V;h;-ta, tAfô[]l; tB'_V;h;-ta, laerÞ 'fy. I-ynE)b. Wrïm.v'
S336

S335

wyt'wOc.mi rmoÝv. yTil.bli . ^yh,l_ {a/ hw"åhy>-ta, xK;Þv.Ti-!P, ^êl. rm,Vh'ä i

%l'ê tAfå[]l; hm,…

S337

%v,xo'B; rAG©s.li r[;Vh;ø ; yhiy>w:
`hw")hy> ~veîB. ryKiÞz>hl; . al{

S337
S338

`qf'( vWbïl.Bi %l,Mh,Þ ; r[;v;î-la, aAb±l' !yaeî yKiä %l,Mh,_ ;-r[;v;( ynEåp.li d[;Þ aAb§Y"w:
[r;²h' ~t,îyfi[]w: lKoê tn:WmåT. ls,P, ~t,yfiÛ[]w:
`As*y[ik.h;l. ^yh,Þl{a/-hw")hy> ynEyï [eB.

...-yKi( S339

S339

ynIreêyKih;l. ^yn<y[eB. !xEÜ ytiac''m' û[;WDm;

S339

Atêxoa] rm"åT' rWb[]B;( tALªx;t.hil. !An÷m.a;l. rc,YEw:
tWm+l' WhY"ßqiz>xi hl'îx'
S342

S340

S340

~D'_h;-l[; lkoåal/ , hw"ßhyl;( ~yajiîxo ~['²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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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38

bAj+-al{ ~ynIïP'-rKeh;(
bje²yhe Wdïml. i

S343

S344

yxi_Wr bveäh' ynInET.yIâ-al{)

S344

jqEïv.h; hq'êd'C.h; td;bo[]

S345

`WnPe(s.K;-ta, lAkßa'-~G: lk;aYOðw:

S346

A[êg"w> =%l{h' WkÜl.h' tx;ªa; hL'äsim.Bi
`tWm)T' tAmï

S347

@r"+jo @roæj'

`Av)yrIAh al{ ïvyreÞAhw>

S347

Wnyleê[' %l{m.Ti %l{m'h]

S348

h'yn<ëp'B. qr;y" qroÜy" h'ybia'w>
`Av)yrIAh al{ ïvyreÞAhw>

S347

S349

S350

`lke(aTo lkoïa' !G"ßh;-#[e( lKoïmi
rAVªh; lqeøS'yI lAqs'

S346

S351

S352

`ynIn")t'n> al{ åtw<M'ªl;w>÷ HY"+ yNIr:åSy. I rSoæy:
Hp'f'x] @foÝx'

S353a

`hLe(k;w> lxeÞh'

S354

S353

hd'ê[he 'ä-lK' ~ynIb'a]b'( AtÜao ~Agr' vyai_h' tm;ÞWy tAmï
A[êg"w> %l{h' WkÜl.h' tx;ªa; hL'äsim.Bi
lKe_f.h; %r,D,ämi

S355

S356

j['ªm. abeäh'w> hBeør>h; ~T,[.r;z>
Avø+D>q;l. tB''ÞV;h; û~Ayð-ta, rAmæ±v'

S357

S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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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54

èytiAa [;doåy"w>

S359

hd'ê[he 'ä-lK' ~ynIb'a]b'( AtÜao ~Agr' vyai_h' tm;ÞWy tAmï
`~d'(y"B. rv<ïa] ~yDIÞK;h; #Apïn"w>
aWhê %Apåh]n:w>

S361

S361

~ymi['P.-[b;v,( T'Ûc.x;r'w> %Alªh'

S362

`AT*l.W:aiB. lysiªK.÷-la;w> vyai_B. lWKåv; bDoå vAgíP'
`bK'(v.YIw: bv'Y"ßw: T.v.YEëw: lk;aYOæw:
~xer;a] dA[ª @ysiøAa al{

S363

S364

~['_h'-ta, dqoßp.YIw: rq,BoêB; [;vuAhy> ~KeÛv.Y:w:
bk'_v. bWvå

S360

S364

S364

S364

~r'_b.a;-l[; hl'äp.n" hm'ÞDer>t;w>

S366

ttoaol. WyÝh'w.> ..~yIm;êV'h; [;yqIår>Bi troaom. yhiÛy>
~r'êa] WsnUåY"w:

S367

S368

Al+ hn"r>m:ßaTow: ha'êlew> lxer' ![;T;Ûw:
hV'êai Alå-!T,yI wyn"doa]-~ai

S371

`ykiy>r")W[n> rv,N<åK; vDeÞx;t.Ti

S372

S369

`ydI(M'[iw> ~ytiÞMeh;-~[i ~t,²yfi[] rv<ôa]K;

S373

`b['(r' ynEïv. [b;v,Þ Wy¨h.y.I ..tAqêreh' ~yliB\vih;( [b;v,Ûw>
éAlyvi-tAnb. Waïc.yE"-~ai

S374

S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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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ï[]nl: . rm:±a' lWaïv'w> @Wcê #r,a,äB. WaB'… hM'heª

S375

wyl'Þae hy"ïh' hw"ëhy>-rb;d>W hn"+koyTi(h; rcEßx' ac'yê " al{ åWhy"ë[.vy; > yhiyä >w:
~t'êar'q.li aceäyO laeWmv. hNEhÜ iw> ry[iêh' %AtåB. ~yaiB' hM'heª
tArê['n> Waåc.m' hM'hew> ry[iêh' hleä[]m;B. ~yli[o hM'he
^ybi_a' tyBeämiW ^ßT.d>l;AM)miW ^ïc.r>a;me ^±l.-%l,
~yxiêb'z>W tAlå[oB. hw"hyl;( #p,xeÛh;

S375

S376

S377

S378

S378

--oB.
tyIBB; ;

S380

#r,a'B'

S380

rh'B'
rq,BoB;

S381
S381

~a'_r>B")hiB.

S381

ryciêQ'l; ~yvid'x\ hv'lÛ {v. dA[B.
AB= lKoß dy:ïw> lKoêb; Adåy"

S381

S382

`AB*r>qiB. ytiyfiÞ[' rv<ïa] tAtêaoh'( lkoB. ybiê Wnymiäay] :-al{ hn"a'-d[;w>
hn"a'-d[;

S382

ABê ydIy" yhiÛT.-la;

S382

`br,x'(b, Aaï rb,D,ÞB; Wn[eêG"p.yI-!P,
`yvi(aro AmåB. ~k,ªyle[]÷ h['ynIïa'w>
~h,ªypiB. Ÿ yl;[' Wrì[]P'
hJ,M;B; ~r,Y"Üw:

S383
S384

S384

S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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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82

%pE+V'yI AmæD' ~d'Þa'B'¥ ~d'êa'h'¥ ~D;ä %pevo
@s,k,êB. ^m.r>K;-ta,( yLiÛ-hn"T.

S387

ry[i_h'-lK'-ta, hV'Þmix]B; tyxiîv.t;h;
hw"ëhy> twOæc.mi-ta, ~k,b.z"[]B;¥

S388

S388

èdaom. dbeäK' élyIx;B. hm'÷l;ªv'Wry> aboåT'w:
%lE+nE WnynEßqez>biW Wnyreî['n>Bi
yrIêz>[,B. ybia' yheÛl{a/-yKi
j['_m. yteäm.Bi

S386

S389

S389

S390

S390

yD'_v; laeäB. bqoß[]y:-la,(w> qx'îc.yI-la, ~h'²r'b.a;-la, ar'ªaew"

S390

#r,V,Þh;-lk'b.W hY"ëx;b;äW hm'heB.b;W @A[ÜB' #r,a'ªh'-l[; fmeäroh' Ÿrf"åB'-lK' [w:ùg>YIw:
~['êh' aF'äm;B. ^T.ai WaÜf.n"w>
`~h,(B' ~ygIßr>ho Wyðh.YI)w:

S392

S392

AM+tuB. %lEåAh vr'â-bAj)
`^t<)ymi[] jPoïv.Ti qd,c,ÞB.

S393
S393

~t'ao groÜh]l; ~a'yciAh) h['Ûr'B.
`rB")d>MiB; ry[iÞF'h;-ta, xL;îviw>
hn"©v'b. hn"åv'

S393

S393
S393

~AyùB. Ÿ~Ayæ

S393

--K.
hZ<ëh; lAdG"h; rb"ÜD'K; hy"h© .nhI) ]

S396

^M<ß[;k. yMiî[;K. ^Am±k' ynIAmõK'

S396

ydIêG>h; [S;äv;K. Wh[e'S.v;y>w:)

S397

`#[e(-al{ hJ,Þm; ~yrIïh'K. wym'êyrIm.-ta,w> jb,ve @ynIï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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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8

S391

yl'_ae Wrßm.aTo rv<ïa]K; hn"ëT.a,w>
`hZ<)h; rb"ïD'K;

S399

S400

hz<ëK'-rv,a] yAgæB.

S400

`AB* ~yhiÞl{a/ x;Wrï rv<±a] vyai§ hz<k' ac'äm.nIh]
hT'['_ yxikoåk.W za'Þ yxikoïK.

S401

`~ynI)v' rf,[,îK. ~v'Þ Wbv.YEïw:

S402

~Ay= Ÿ~Ayæ @sEßAy-la, Hr'îB.d;K.
jP'ªv.MiK;

S404

^D<+s.x;K.

S404

S403

Abªb'l.Ki vyaiä

S404

(rv<Üa]K); hw"ëhy>

lAqåB. T'[.m;'v'-al{) rv<Üa]K;

tm,êa/ vyaiäK. aWh-yKi
`yairo)K. %yTiÞm.f;w>

S400

S405

S406

S406

hm'y>r"+c.mi ~r'Þb.a; aAbïK. yhi§y>w:
hY"ëx; t[eäK' ^yl,ae bWvÜa'

S407

%l,m,Þ WnL'î-hn"T. Wrêm.a' rv<åa]K;
`~ao)t.Pi ~h,Þyle[] lAPïTiv,K.
hl'ê[' rx;V;äh; Amk.W

S407

S408

S408

S408

zG"+r>yI !A[åb.gIB. qm,[eÞK. hw"hë y> ~Wqåy" ~ycir'P.-rh;k. yKiÛ
hB,Þry> I !KEï Atêao WNæ[;y> rv,a]k;w>

S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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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