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41-S648)

~G: @a; %a; qr:
!yae yliÛB,. alO la; !yIa; lB; yliB. yTil.Bi hm'
w Aa yKi ~ai Wl

!P,

.
S542 히브리어는 부사들이 몇 개 없다. 방법대격으로 사용되는 실명사로 대치
하거나 기준을 나타내는 전치사
”아직도“를 사용하거나, 전치사

B.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l나 l[;을

~r,j,, ~r,j,B.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두 개 동

사를 사용해서 첫 번째 동사로 부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부사적 접미어들
을 달고 있는 실명사를 사용해서 부사를 표현할 수 도 있다.

~G:
S543

~G:

“

”

: 번역은 ”또한“으로 옮긴다. 전치사

~G:

다음에 단어나, 또는

yKi가

HM'Þ[i Hv'y² ail.-~G: !TEôTiw:

인도하는 절이 오기도 한다. (창세3:6)

”그녀는 그녀와 함께 하는 {역시- 그녀의- 남편에게도}12(Hv'²yail.-~G:) 주었다“
”또한(~G:)å 그 분께서 나에게 말했습니다“(룻기2:21)

-yKi가
S544

~G:

yl;ªae rm:åa'-yKi Ÿ~G:å

주절 subject clause을 인도한다(JM157aN).

~G:(w>)...~G::

”둘 다 우리나(~G:±

번역은 “둘 다...이나; ...도...도”로 옮긴다.

Wnx.n:¨a]-~G:)

그 잔이

`Ad*y"B. [;ybiÞG"h; ac'îm.nI-rv,a] ~G:± Wnx.n:¨a]-~G:

그의 손 안에서 발견되었던 그 사람이나“(창세44:16). “왜 이쏴이의
아들은 {어제도}12

`~x,L'(h;-la, ~AYàh;-~G: lAmïT.-~G: yv;²yI-!b, ab'ó-al{ [;WDøm;

(lAmïT.-~G:) {오늘도}12(~AYàh;-~G:) 식사시간에 오지 않았는가?”(사상20:27).

S545

~G:

: 번역은 “심지어; 다만...만”으로 옮긴다. “만일 그들이

(û~G:) 이 두개의 이적들도} 믿지

166[심지어

|

hL,aheª ' tAtøaoh' ynEv.li û~G: Wnymia]y: al{å-~ai hy"³h'w>

않을 거라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출에4:9). “보세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ydI_y"B. ^ßly. [im. @n:ïK.-ta, hae²r> ~G:© haeêr> ybiäa'w>

손에 있는 당신 외투의 테두리를

~G:)©

12[다만(

보기만

%l'ê ytiaj'äx'-al{w...^yTiªg>r:h] al{åw> ^øl.y[i(m. @n:K.-ta, ytir>k'B. yKi
`HT'(x.q;l. yviÞp.n:-ta, hd<ïco hT'²a;w>

하세요}” 내가 당신 외투의 테두리를 잘랐을

때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나는 당신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신은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사상24:12). 변부사

ytir>k'B.

A9A 다음에, 접속사 w와 분리된 상태로, 정

형동사들이 왔다. 이는 변부사 대신, 정형동사들로 동작을 계속 표현하는
예문들이다(JM124q, 163d).

ly[im.

머일 nm "외투.

hd<ïco

A1M

hd'c'

기다

리고 있다.

S546

~G:

인 의미로: "그렇고말고; 옳아; 게다가; 더구나; 뿐만아니라“ 등

으로 옮긴다. “왜 ｢악인들도｣03 살고

`lyIx") Wrb.G"ï-~G: Wqªt.['÷ Wy=x.yI ~y[iäv'r> [;WDåm;

늙어가며, [심지어]283(-~G:) 재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가?}”(욥기21:7).

Wqªt.['÷ Wy=x.yI

“늙어가고 약해지다”(BDB801),

qte['

“전진하다, 늙어가다”.

”[그렇고말고]12(-~G:), 그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창세27:33)

S547

~G:

인 의미로: “...쪽으로서는; ...측에서는; 편에서” 등으로 옮긴다.

“｢여ㅎ바님 측에서는｣03(hw"h
± y>-~G:) 당신의 죄를 제거해
버리셨다(F5E).”(사하12:13).

S548

~G:

`hy<)h.yI %WrßB'-~G:

rybiî[h/ ,

^ßt.aJ'x; rybiî[/h, hw"±hy>-~G:

F5E

: “심지어...만; 비록...이지만”으로 옮긴다.(시편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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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i¥[\p' Waïr'-~G: ynIWn©x'B.÷

“비록 그들이 나의 업적을 보았었지만(Waïr'-~G:),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A5Ea

[;me_vo yNIny<å ae hL'Þpit. WBïr>t;-yKi( ~G:± ~K,êmi yn:y[e ~yliÛ[.a; ~k,ªyPeK; ~k,äf.rIp'b.W
“너남들이 너남들의 손들을 펼칠 때에 나는 나의 눈들을 너남들로부터 숨길
것이니라. {비록 너남들이 기도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148(~G:)± 내가 듣지
타르부 F10C,

hb'r.'

변부사

앞 철자가 자음으로 끝나면, 자음과

~k,을

이어주는 보조모음이 없다.

않겠노라“(이사1:15).
어

~k,

언제나 반어음이

~k,

WBïr>t;

~k,äf.rIp'b에
. 서

앞에 오고, 중모음으로 단에음이 오지 않고

접미

-f.rI-처럼

단이음이 온 점도 유의해야 한다(JM61dN).

@a;

“

”

S549 산문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지만, 시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

S550

@a;

: “역시; 게다가; 또”로 옮긴다.

“{나도 역시 꿈을 꾸었다}

다음에 단어나 절이 온다

ymiêAlx]B; ynIa]-@a;
Wnt'êaoybiäh] vb;d>W bl'Ûx' tb;z" û#r,a,-la, al{ å@a;

(창세40:16)

262

“게다가(å@a;) 당신은 우리를

@a;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으로｣03 인도하지 않았다”(민수16:14).

bWz
S551

@a;

“흐르다, 많이 흐르다”.

Wnt'êaoybiäh]

tb;z"

A1F,

F5Ca

: “심지어; 참으로”로 옮긴다. 의문문에서는 기대와는 다르게 발생

하는 점을 표현한다. “당신은 ｢심지어 이러한
사람에게도｣03(hz<â-l[;-@a;) 당신의 눈을 뜨셨다”(욥기14:3).

^n<+y[e T'x.q:åP' hz<â-l[;-@a;
rr;P'

“너는 나의 공의를 {참으로}135(@a;h;)â 반박하는가?”(욥기40:8)

- 5322 -

헛되게하다

yji_P'v.mi rpEåT' @a;h;â

S552

@a;

인 의미로: “참으로; 실로; 뿐만 아니라...도”로 옮긴다

~['_z>GI #r,a'ÞB' vreîvo-lB; @a:± W[r'êzO-lB; @a;… W[J'ªnI-lB; @a:å
“실로(@a:)± 그들은 심겨 지지도(B5E) 않았다, 실로(@a:)± 그들은 뿌려지지
도(D5E) 않았다, 실로 (@a:)± 그들의 줄기는 땅에로 뿌리를 뻗지도 않았
다”(이사40:24).

[z:G<

vreîvo K5E. ~['_z>GI mwE
`Wryvi(y"-@a; W[ª[]Art.yI÷ rb'_-Wpj.[;y:) ~yqIïm'[]w: !aCoªh; Ÿ~yrIk' Wvìb.l'

nm "줄기“.

“목초지는(Ik)' 양떼로 옷 입었고(l'), 평야들은([]) 곡물들로 자신들을 덮었
다(y:)) , 그들은 소리친다(t.y)I÷ , 뿐만아니라(-@a;) 그들은 노래도 부르는 구
나!(시편65:14)

W[ª[]Art.yI÷

`Wryvi(y"

(J10E),

신을 덮다,는

[;Wr

vbel,' vb;l'

(GKC§117y), 그래서

S553

@a;

A10E.

에메트, 평야, 평원 >(30억).

루아 F "소리친다."

Wpj.[;y:)

@j;['

아타프, 자

@a;

대격을 취한다(JM125d).

다음에

옮긴다. “만일 의인이 지상에서 보

-yKi가

온다. “얼마나 더, 얼마나 덜”로

`aje(Axw> [v'îr'-yKi( @a;÷ª ~L'_vuy> #r,a'äB' qyDIc;â !hEå

상을 받는다면, 악한 자들과 죄인들은 얼마나 더(yKi(
11:31). “씻으라 그리고 깨끗이 되라! 고 그가
너에게 말할 때에는 {얼마나 더!}140(yKi(

`rh")j.W는

A10E

옷입다,는 동사처럼 타동사로 취급하며

@j;[는
'

의 뜻으로:

qm,[ñe

@a;)÷ª

할 것인가”(잠언

`rh")j.W #x;îr> ^yl,Þae rm:ïa'-yKi( @a:±w>

@a:±w)”(왕하5:13). `rh")j.W #x;îr>

A15M

간접명령이다. 바브가 연속적인 동작이나 목적의 글기를 포함하고

있으면 간접명령 indirect imperative이 된다.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JM116f). >S797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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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54

%a;

: ”오직, 그러나“로 옮긴다.

%a;

다음에 절이나 단어가 온다.

~[;P;êh;-%a; hr'äB.d;a]w: yn"doal;( rx;yIÜ an"ù-la;

“나의 주여 화를 내지 마소서, 내가

이것을 오직 한 번만(~[;P;êh;-%a;) 말하겠나이다.”(창세18:32).
“그러나(%a;) 고기를 ｢그것의 피인,
그것의 생명과 함께｣03, {너남들은

%a;
S555

다음에 절이 왔다,

%a;
“그는

%a;를

`Wlke(ato al{ ïAmßd' Avïp.n:B. rf'§B'-%a;
174[결코]

먹을 수 없다}”(창세9:4).

“그러나”로 옮긴다.

: “확실히”로 옮긴다.
[확실히(%a:)ß 갈기갈기-찢어졌다}”(창세44:28)

@r"+jo @roæj' %a:ß

326

불부사가 동작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a:가
ß

확실성을 더 증가시킨다

(JM123e).

qr:
S556

qr:

“

”

: “오직; 그렇지만”으로 옮김: “57[오직(qr;)î

`&'M<)mi lD;îg>a, aSeÞKih; qr;î

왕좌에-있어서만}｣03 너보다 내가 더 크도다”(창세41:40). “그렇지만(qr;…),
｢그는｣03 높은 장소들에서는｣06 희생제를 드렸고
C1M 분향했다” F1M (왕상3:3).

hm'b'

`ryji(q.m;W x;BeÞz:m. aWhï tAmêB'B; qr;…

nf "높은 장소“.

“여ㅎ바님께서는 ｢오직(qr:) 모쐬만을 통해서｣03
말씀하지 않으셨는가?”(민수12:2).

S557

qr:

qr:가

불필요하게

qr;…가

절을 인도한다.

hw"ëhy> rB<åDI hv,moB.-%a; qr;Ûh]
-%a;를

동반했다.

: ”오직; 단지...뿐“으로 옮긴다.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의도는

언제나 오직(qr;)î 악할 뿐이다.“
(창세6:5).

`~AY*h;-lK' [r;Þ qr;î ABêli tboåv.x.m; rc,yE-lk'w>

ynIT'êb.h;a] al{w> ynIt;anEf.-qr; rm,aTow: wyl'ª[' !Avøm.vi tv,ae &.b.Tew:

”‘당신은 나를 ｢오직(qr;)｣03 증오할 뿐이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쓈쑌의 부인은 그이 앞에서 울었다“(사사14:16).

-f.
S558

-a

&

A5Ca. 상태동사들이고 현재를 표현한다(JM112a).

qr:

~ynIëb'a]h' tAxålu ynEv. qr;ª !Arêa'B'( !yae

: “...을 제외하고”로 옮긴다.

"궤 안에는 두 개의 돌 판을 제외하고는(qr;)ª 아무 것도 없었다.“(왕상8:9)

S559

qr:

: 조건을 나타내는

오직

188[

|

~a과

함께 “오직...한다면”을 뜻한다.

^yh,_l{a/ hw"hå y> lAqßB. [m;êv.Ti [;Amåv'-~ai qr:

너남이 너남의 신

여ㅎ바님의 소리를 / 순종하기/ 듣기\ 위해서
불부사

[;Amåv'는

|

듣는다면} (신명15:5).

약간의 강조력이 있을 뿐이다(JM123g).

들
S560

: 이정부정

!yae yliÛB.

!yae yliÛB은
.

yliÛB.mih에
;( 서 m는

227

[일절] {없기}(!yae

이유를 나타낸다.

alO
alO

laeêr'f.yIB. ~yhil{a/-!yae yliÛB.mih;(

벌리 엔은 “일절...없다”로 옮긴다.

“이쓰라엘에는 하ㄴ님이

S561

부정을 강조한다(GKC 152y, JM160p).

“

yliÛB).

!yae yliB.mih] is

때문(mi)인가?”(왕하1:3).

it because of the lack of?

”

: 과거, 미완료에 다 사용된다, 그릭어 ου와 같다.

"02<그는 카인과 그의 제물에는｣03 전혀 관심이
없었다(al{)(창세4:5). “내가 땅을 다시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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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v' al{ åAtßx'n>mi-la,w> !yIq:ï-la,w>
hm'd'a]h'(-ta, dA[Ü lLeq;l. @siaoû-al{)

하는 것을

S562

alO

174[결코

되풀이 하지(F10A) 않을 것이다}(@siaoû-al{)) ”(창세8:21)

: 미완료 시제에 사용된다. “결코...하지 말라”로 옮긴다. (창세2:17)

“그것으로부터 {너남은
안되느니라}(lk;Þato

S563

alO

174[결코]

WNM,_mi lk;Þato al{

먹어서는

al{)

동명사 기능으로 사용된

와 함께: “...해서는 않된다”로 옮긴다.

`hr'(koB.l; fxeÞy:t.hil. al{

“그가 맏아들로 호적에 등록되어서는
않된다(il.

S564

al{)”(역상5:1). fxeÞy:th. il.

alO

E9

: “아니요” 다음에 부정하는 내용이 생략되었다

“그는 아니요(`al{)) 라고 말했다”(사사12:5)

S565

alO

｢al{+

`al{) Ÿrm<)aYOðw:

와 함께:

AD+b;l. ~d'Þa'h'( tAyðh/ bAj±-al{

으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al{+

73<좋지

않다>(bAj±-al{)”(창세2:18)

taZO=h; hr'äATh; rp,seÞB. bWtêk' al{ årv,a]

으로

“이 율법 책에 기록되지 않은(bWtêk'

al{)

것”(신명28:61).

｢al{+

으로: 너남의 두려워함이(^t.a'r>yIâ

아닌가?”(욥기4:6).

hl's.Ki

｢al{+

으로

al{)

nf "확신, 어리석음(시편85:9)“

“여ㅎ바님께서는 불 속에 있지 않으셨다(vaeÞ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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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남의 확신이

^t<+l's.Ki ^t.a'ry> Iâ al{h]

al{)”(왕상19:12). hw"+hy> vaeÞb' al{

S566

alO

적인 의미: 번역할 때에 “아니다”를 써서 동사를 부정하지 말

고, “부”나 “비, 없는” 등을 명사에 붙여 부정적인 명사로 번역한다.
“그는 현명하지 않은(~k'êx'

S567

al

al{)

~k'êx' al{ !be-aWh

아들이다”(호세13:13)

OB와
.

적인 의미로, 전치사

함께: “..없이; 부; 빈” 등으로 옮긴다.

jP'_v.mi alåB. wyt'ÞAYli[]w: qd,c,ê-al{B.( Atybe hn<ÜBo yAhå
"의없이(qd,c,ê-al{B).( 자기 집을, 공의가 없이 옥상 가실을, 짓는 자에게 저주
가 있을 지어다“(에레22:13).

hY"li[]

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부사

hn<ÜBo

la;
S568

la;

“

알리야 nf 옥상 가실. 분사는 동사로 사

A8이 목적어

Atybe를

취했다(JM121l).

”

바람에 대한

로서: 그릭어 μη' 와 같다, “없다”로 옮긴다.

"나는 그 소년의 죽음을

51[결코

볼 수 없다}”

(ha,r
Þ >a,-la;)dl,Yh"+ ;

tAmåB. ha,Þr>a,-la;

(창세21:16)

S569

la;

“아브람아

S570

: “말라”로 옮긴다.
51[결코

두려워 말라}”(창세15:1)

la;

~r'ªb.a; ar'yä Ti-la;

되 있음:

la;ª laeêr'f.yI %l,m,ä Al rm,aYOÝw: ^M,_ai yaeÞybin>-la,w> ^ybiêa' yaeäybin>-la, %le…
“너남의 아버지의 예언자들에게로(원1 그리고 너남의 어머니의 예언자들에
게로(원2 가라(변! 그러나 이쓰라엘의 왕은 그에게 아니다(la;) 라고 말했
다”(왕하3:13).

%le…는

지배하는 단어 regens로 명사구로 보면, (변형의 위

치에 놓였다. 그러나 지배하는 단어 regens를 매번 반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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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129b). 그래서 (원2에

S571

%le…(변가

la;

기대되지만 오지 않았다.

되 있음, 의무의 전치사

(--l;(

“술마시는 것은 왕들이 할 일이 아니다

S572

la;

l와

함께: (잠언31:4)

la;)ä !yIy"+-Atv. ~ykiäl'm.l;( la;ä
`yti(L'mi la;ªl.÷ ~feîy"w>

적으로: 시에서 단 한번 나온다.

“그리고 내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la;l
ª ).÷ 만들 것인가?”(욥기24:25)

!yIa;
S573

!yIa;

,

vyE처럼

“

”

사용된 실명사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옮긴다.
(이사40:17)

`Al)-Wbv.x.n< Whtoßw" sp,a,îme AD+g>n< !yIa:åK. ~yIßAGh;-lK'

“163[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yIa:åK). 것과 같다.
그들은 그분에 의해서 공허한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보다 못한 것으로 간
주 되었다.“

Whtow" sp,a,m는
e

그들은 간주되었다.

`Al에서

상반절의 ||ADg>n<
전치사

l는

!yIa;K과

수동태

병행구다.

Wbv.x.n의
<

Wbv.x.n<

B5G

동작자가 누구인

지를 가리킨다(JM132f).

S574

!yIa;

의 위치에: “있지 않다”로 옮긴다.

“보라, 요세프가 구덩이에 없다(음)(!yae)”(창세37:29)

S575

!yIa;

분사의

로: 번역은 “주어+...않는다”로 옮긴다.

rAB=B; @sEßAy-!yae hNEïhi
`!b,T,( ~k,Þl' !tEïnO yNIn<±yae

“나는 너남들에게 짚을 주지(!tEïn)O 않을 것이다(yNIn<±yae)”(출에5:10).

!yae

에인은 언제나 분사(!tEïn)O 를 부정한다(CJJ162).

S576

!yIa;

으로, 앞에 나온 명사와: "없다“로 옮긴다.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49 없었다(!yIa);ê “(창세2:5)

`hm'(d'ah] '(-ta, dboß[l] ;( !yIa;ê ~d'äa'w>

”낳게 할 힘이 없다(!yIa):ß “(왕하19:3)

S577

!yIa;

`hd'(lel. !yIa:ß x;koïw>
!yIa;êw" ~yli[]v;-#r,a,(b. WrÜb.[;Y:w:

되었음:

“그들은 쏴알림 땅을 통과했으나 아무것도 없었다(!yIa); ”(사상9:4)

S578

!yIa;

으로 사용된 부정사와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로 옮긴다. (역하20:6)
”아무도 {당신을 대항하는}72 것은 불가능하다(!yae)î “E9
｢--l

!yae｣

`bCe(y:th. il. ^ßM.[i !yaeî

, “주어+...해야 할 일이 아니다”로 옮긴다.

”이쓰라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죽음에 처하

`~k,l( ' hf,î[/a, ~yrIßm.ao ~T,îa;-hm'.( ..lae_r'f.yIB. tymihä 'l. vyaiÞ Wnl'î-!yae(
도록(F9)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Wnl'î-!yae)( ...당신들이 말하
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행할 것입니다“(사하21:4). 본

절에서 의문사

-hm는

무엇을 한정한다기 보다는 폭 넓게 포괄하는 관대절

을 generalizing relative clause 인도한다(JM144fa).

S579

!yIa;

B.나 l.와

인 의미로,

함께:

"{그 자야말로}90

규율이 없어서(!yaeäB). 죽을 것이다“(잠언5:23).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yaeäl). 삼나무들“(역상22:4).

lB;
S580

lB;의

“

rs"+Wm !yaeäB. tWmy"â aWhª
rP"+s.mi !yaeäl. ~yzIrß 'a] yceî[]w:

”

사용은 시어에만 국한된다. 번역은 “...않다”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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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81

lB;

: 과거시제, 미완료 시제에 다 사용된다.

alO와

같다(JM160v).

~['_z>GI #r,a'ÞB' vreîvo-lB; @a:± W[r'êzO-lB; @a;… W[J'ªnI-lB; @a:å

“실로 그들은 심겨지지도

않았다(lB;), 실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않았다(lB;), 실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뻗지도 않았다(lB;)”(이사40:24).
“그는 나는 흔들리지 않을(lB;) 것이라고 자기

jAM+a,-lB; ABliB.â rm:åa'

자신에게 말했다” (시편10:6) F8

S582

lB;

명사나 부사적인

｢lB;+

alO와

같다.

`bAj)-lB; jP'äv.miB. ~ynIßP'-rKeh;

“{재판에서 편파적인 것은}106 좋지 않다(`bAj)-lB;)”

｣

(잠언24:23).

로:

rKeh;

F8

rkn

고려하다. 불부사가 명사절에서 주어로 사용되

는 예문은 희귀한 예문이다(JM123b).

-lB;은

시어에서 사용하는 부정어다

(JM160m).
“그러나 {그의 마음은}106 너와 함께 있지 않다(-lB;)”(잠언23:7)

S583

lB;

부정:

la;과

같은 기능이다(S568).

"나는 그들의 진미를 먹고 싶지 않다(÷-lb;)“(시편141:4).

S584

lB;

:

yTil.bil.

다. ”너를 접근하지 않도록(broåq.

yliB.

“

`%M")[i-lB; ABªliw>÷

`~h,(yMe[;n>m;B. ~x;ªl.a,÷-lb;
~yMi[;n>m;

러빌티와 같은 기능이다. 아래 성구에만 나온

lB;)÷ª “(시편32:9)

`^yl,(ae broåq. lB;÷ª

”

S585 주로 시어에만 국한되며 “...않다”로 옮긴다.

S586

yliB.

부정:

alO

같은 기능이다(S561), 과거, 미완료에 다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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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h) x;reÞbo yKiî Alê dyGIåhi yliB.-l[;

“그는 {그가 도망 중이다}103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yliB.-l[;)”(창세31:20).

dyGIåhi

F5E.

yliB는
.

시어에서

사용되는 부정어로, 본절은 산문에서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JM160m).

`aAb)y" yliîB. @s,aoß

“수확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이사32:10)

S587

yliB.

와 함께:

alO

`!m,V'(B; x;yviîm' yliÞB.

같은 기능이다.

｢yliB+
. 분사 수동태｣ 형식으로, “기름으로 발라지지 않은(yliÞB). ”(사하1:21)
,

x;yvim'

A3M, nm "기름부음을 받음“. (시편19:4)>(JM160m)

“그들의 소리들은 들려 지지(B3M) 않았다(yliªB).÷ ”(시편19:4).

S588

yliB.

인 의미로:

alO

`~l'(Aq [m'îv.nI yliªB.÷
`~yIm")-ylib. Wxa'î-hG<f.yI

같은 기능이다. A10E

“갈대들이(Wxa') 물 없이(`~yIm")-ylib). 자랄 수 있는가?”(욥기8:11)

-h]l;

F9e

#r,a'Þh'-la, ~a'y§ bih]l; hw"ëhy> tl,kyoå > yliB.mi
`rB'(d>MiB; ~t'îmhi ]l; ~a'yÞ ciAh ~t'êAa Atåa'n>FimiW ~h,l_ ' rB,äDI-rv,a]
“그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 오는데, 여ㅎ바님의 무능
력함(A9) 때문에(yliB.m)i , 그리고 그가 그들을 혐오함 때문에, 그들을 살해
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했다”(신명9:28).
｢yliB+
. 변부사｣ 형식이다.

At이

데도, 속격

Atåa'n>Fimi

nfw(E)으로 주어는 언제나 주격이 오는

주어로 사용된 예문이다(JM49d).

ha'n>fi

nf 혐오.

tl,koåy(> A9를

명사구문으로(JM124h) 옮겨보았다. 변부사는 주로

부정하는데

tl,koåy는
> yliB.m로
i

yliB.m에
i 서

전치사

mi는

hw"ëhy>

yHil.bil로
.

부정한 점이다(JM160liv).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때문에“를 표현한다(JM170i).

“무의식적으로”(신명4:42)

｢전치사Bi+ylib.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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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ê-ylib.Bi

t[;d:ê-ylib.Bi Wh[erE-ta, xc;Ûr>yI rv,a] x:ceªAr hM'v'ø snUl'
`yx'(w" laeÞh' ~yrIï['h,-!mi tx;²a;-la, sn"©w> ~Av+l.vi lAmåT.mi Alß anEïf{-al{ aWh±w>
“자신의 이웃을 무의식적으로 죽인 살인자는, 만일 /이전에 /어제와 삼일 전
에\ 그를 [일절 혐오한 적이} 없었다면, 거기로 도망갈 수 있다. 그는 이들
(h') 도시들 중 하나로 도망가서 살 수 있다.”
1069).

al{가

이전에(BDB

명사절에 사용되면 강조력이 있다(JM160b). ”일절“이 강조점

sn"©w>

을 표현한다.

~Av+l.vi lAmåT.mi

A11E에 붙은

w>는

시변사 energic waw로서 재개시 바브

waw of resumption라 칭한다. 이러한 바브는 앞에서부터 흐르던 생각이 끊
어졌고, 끊어진 생각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다(JM176b).

sn"©w의
>

특징은 어

떤 문체상의 이유로, 상반절에 나온 동사와 같은 동사를 다시 사용한 점이
다(JM176bN).
“한 없이(ylib.l)i ”(이사5:14)

yTil.Bi
S589

yTil.Bi

없는(hr'_s'

“

alO

같은 기능이다(S566). "끊임

강타“(이사14:6). 본절에선

yTiäl.B가
i yliB와
.

로 사용되었다(JM160m). ”{그는}99 깨끗하지 않다(yTil
î .B)i

rAhj'

(사상20:26),

S590

yTil.Bi

옮긴다.

hr'_s' yTilä .Bi tK;Þm;

동등한 부정어

rAh°j' yTiîl.Bi aWhê

a ”깨끗한, 순수한“.

하는 의미로:

정어 다음에

qxo+-ylib.li

”

인 의미로:

yTiäl.B)i

｢전치사li+
i ylib. 형식,

yTil.B가
i

^T,_l.Bi !yae처
ä 럼

보통 부정어 뒤에 온다. 다른 부

놓이면, “...없이; ...하지 않는 한; ...이 아닌” 등으로

`Wnyhe(l{aKe rWcß !yaeîw> ^T,_l.Bi !yaeä yKiä hw"ßhyK; vAdïq'-!yae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ㄴ님처럼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신과 같은 바위도 없다(사상2:2).

`AD*b;l. hw"hß yl; yTiîl.Bi ~r'_x\y") ~yhiÞl{a/l' x;beîzO

“누구든지 홀로이신 여ㅎ바님이

아닌(yTiîl.B)i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03 근절되어야 한다”

~r'_x\y")

(출에22:19).

요호람 G10E,

~r;x' 하람

F “근절시키다”.

럼 명칭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정관사를 취하지 않는다.
사 온 것은 혼동을 피하려는 의도에서다(JM137d).

~yhiÞl{a/

~yhiÞl{a/l에
'

처

정관

~yhiîl{a/b' ^AmßK'-!yae

“당신같은 이가| 그 신들 중에는 |없습니다!(시편86:8)에서도 정관사가 붙
었다. >(6허).

S591

~ai yTil.Bi

yTil.B가
i

:

용어적

~ai과

함께 제한의 뜻으로: “이외의” 뜻을 나

타낸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 이외에(yTiªl.B)i
아무것도

S592

yTil.Bi

!A[ïd>GI br,x,²-~ai yTilª .Bi tazOë !yaeä

아니다“(사사7:14).

절에서

을: “...않는 한”으로 옮긴다(JM173a).

”그 사람은 우리들을 엄숙히 경고했습니다: {너남들의 형제가}106 너남들과
(창세43:3)

`~k,(T.ai ~k,îyxia] yTilÞ .Bi yn:ëp' Waår>ti-al{) rmoale vyaiÛh' WnB'' d[ihe d[eäh'

함께하지 않는 한(yTiÞl.B)i 너남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F5E

dW[

d[eäh'

우드, 증언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d[ihe

F8 부정사가 동작의 강

조나 완벽함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본절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다(JM123j).

S593

~ai yTil.Bi

“그들이 약속하지 않고서(~ai
모3:3).

S594

yTil.Bi

`Wd['(An

`Wd['(An-~ai yTiÞl.Bi wD'_x.y: ~yIn:ßv. Wkïly. Eh]

을: “...않고서”로 옮긴다.

B5G

d[;y"

yTiÞl.B)i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가?”(아

“약속하다.“

변부사를 부정함: 보통 전치사

l.를

취한다. “...하지 않도록”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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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내가 너에게 그것으로부터 먹지 않도록(yTiîl.bil).
명했다“(창세3:11).

S595

^ytiy² WIci

yTil.Bi

C5Ac,

i-lk'a]

A9.

을 표현하는 절에서 전치사

“너남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출에20:20)

hm'
S596

“

F10C

rW[

대동:

`Waj'(x/t, yTiîl.bli .

A10C

hm'가

부정어로 사용된다(JM144h).

hb'Þh]a;h'-ta, Wr±r>[o*T.-hm;W¥ ŸWry[ióT'-hm;

“너남들은 사랑을 일으키거나 깨워서는

Wry[ióT'

l.를

”

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된다.(hm;)”(아가8:4).

WNM,Þmi-lk'a] yTiîl.bil. ^yti²yWIci

Wr±r>[o*T.

K10C,

rW[

"깨우다, 분기하다“.

“깨우다, 일으키다”.

.
S597 히브리어에는 접속사가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접속사는 전치사가 인도
하는 절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다.

w
접속사 바브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구문으로 사용되지만, *가 붙은 항
목은 시변사 바브가 사용되는 시과미래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S598

w

로서(등접사): 번역은 “그리고; 과”로 옮긴다. “하ㄴ님께서 그 땅을 그

리고(w) 그 하늘들을 지으셨다”(창세1:1)

`#r,a'(h' taeîw> ~yIm:ßV'h; taeî ~yhi_l{a/ ar'äB'

“그리고(w>) 그 분께서는 ｢어두움을｣03 밤이라 부르셨다”

hl'y>l"+ ar'q"å %v,xoßl;w>

(창세1:5)

S599

w

로서(분접사): 대조를 나타낸다. 접속사 w가 흐르는 문맥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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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혹은 대조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분리접속사

w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

“그러나 ｢그 땅은｣03 모양도 없고 비어있었다”(창세1:2)
“선과 악”(창세2:17)

hl'y>l:ßw" ~Ayð처럼
S600

w

[r'êw" bAjå

Whboêw" Whto ht'îyh> ' #r,a'ªh'w>

“낮과 밤”(창세8:22)

단어그룹을 이루면 w"와같이 강한 발음

--"가

hl'y>l:ßw" ~Ayð

사용된다(JM104d).

접속사(반접사):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으로 옮긴다. 접속사 바브가

`hw")hy> ynEyï [eB. !xEß ac'm'î x;nO¨w>

“같은 절 안에서” 반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그러나 ｢노아흐는｣03 (x;nO¨w)> 여ㅎ바님 눈들 속에서 호의를 발견했다”(창세6:8)

`hl'([ol. hF,Þh; hYEïa;w> ~yciê[eh'äw> vaeh' hNEÜhi

“(나는) 불과 나무들을 봅니다.

그러나(-a;w)> 번제를 위한 그 양은 어데 있습니까?”(창세22:7).

S601

w

접속사(선접사): 번역은 “...나; 혹은”으로 옮긴다.

ykinOa' hNEhi

^ÜD>b.[; ^T,ªbiWû-^)än>biW ŸhT'äa;

“너 혹은(iW) 너남의 아들 혹은(iW) 너의 딸, 너의 남종(출에20:10)
바브 없이도 선택을 표현할 수 있다.

`~ysi(yrIs' hv'Þl{v. ~yIn:ïv.

“두 세 사람의 내시들”(왕하9:32)

S602

w

을 소개(연접사): 접속사 바브가 동작들이 일어나는 일련

의 과정을 강조한다. 번역은 “그리고; 과; 그 후” 등으로 옮긴다. (창세1:4)
{그리고,}155 하ㄴ님께서 그 좋은 빛을 보셨다

S603

w

bAj+-yKi rAaàh'-ta, ~yhi²l{a/ ar.Y:ôw:

로서: “...까지; ...이라도; ...조차도; ...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

말하자면” 등으로 옮긴다.

ab'ê-hNEhi ~ycipex] ~T,Ûa;-rv,a] tyrIøB.h; %a;l.m;W

“너남들이 좋아하는 언약의 사자까지(%a;l.m;W), 보라 그는 오고 있다.”
(말라3:11).

#pex'

a “좋아하는, 기뻐하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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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M.

S604

w

(강접사): “특별히, 참으로, 실로”로 옮긴다. “그리고 헤벨, [또한 그도}, 그

!h<+bel.x,me(W Anàaco tArïkoB.mi aWh±-~g: aybihî e lb,h,w>

의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특별히(-W) 그들 기름진 것들 중에서(!h<+bel.x,me(W) 가져왔다”(창세4:4). 네크
다님 Naqdanim이

^--, ^y--, h'--, h'y--, Wh--, Why--, Wn--, Wny--,와같은

음가

를 식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가들이 받아듣고서 적을 때에

!h<+bel.x같
, 이

y-를

y-가

빠트려서 오자가 생긴 것이다(JM94j). 기대되는 글자는

들어간

!hyblx이다(BDB316).
“쎨로모 왕은 많은 외국

h[or+ >P;-tB;-ta,w> tABßr; tAY°rIk.n" ~yvión" bh;úa' hmoªl{v. %l,M,äh;w>

여자들 특별히(-w>) 파르오의 딸을(h[o+r>P;-tB;-ta,w)> 사랑했다”(왕상11:1)

%nEërho e(w> %nEåAbC.[i hB,r>a; hB'Ûr>h;

“ 내가 너녀의 산고를, [특별히] {너녀의 임신을}
205[크게(F8)

S605

w

증가시키겠노라}(F10A),(창세3:16).

!Ayr'he

헤라욘 nm "임신“

적으로(용접사):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한 단어인데 문장이 스타일

때문에 사용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번역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타마르는 버려진 체(A1F) 살았다(A6F)”(사하13:20)

~mev'

”버려지다.” “나는 과거에(-me) 〔당신의 아버지의 종〕04,〔이제는〕04

^D<+b.[; ynIåa]w: hT'Þ[;w> za'ême ynIa]w:) ^ybiÛa' db,[,ä

나는 당신의 종”(사하15:34)

S606

w

hm'êmevoåw> rm'T' bv,TeÛw:

: 오직 시어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듯이,...처럼“이라 옮긴다.

“입천장이(%xe) 그것(입)을 위해서

`Al*-~[;j.yI lk,aoå %xeªw>÷ !x"+b.Ti !yLiämi !z<aoâ-al{h]

음식을(lk,a)o 맛보듯이(--w>)÷ 귀가 말을(-mi) 시험하지 않는가?”(욥기12:11).

~[;j'

“맛보다, 지각하다.”

Al*-는

재귀적 혹은 지시사적인 의미로 사용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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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다(GKC§135i). 접속사 w>가
÷ 비교절을 인도한다(JM174g).

S607

w

: 번역은 “...과 함께; ...을 가진; ...이 있는”

bh'êZ"h; yreäB.k.[; taew> zG:r© >ah; ' taeäw> hl'_g"[h] '-la, hw"hß y> !Arïa]-ta, Wmfi²Y"w:
그들은 여ㅎ바님의 궤를, 그리고 그 상자(a;h')와 함께

`~h,(yrexoj. ymeîl.c; taeÞw>

금쥐들과 함께, 그들의 종양들의 원형들과 함께 짐마차에(-la,) 실었다.(사상6:11)

S608

w

을 인도함: “그래서”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번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미를 선명하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도 있다.
(41으)

~k,_ynEy[e( Wxßq.p.nIw> WNM,êmi ~k,äl.k'a] ~AyB.

“｢너남들이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03 너남들의 눈들이 뜨이게 될 것이다”
“내가 여ㅎ바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S609

w

w:)|

155[그래서(

`%l,M,(mi ^ßs.a'm.YIw: hw"ëhy> rb:åD>-ta, T's.a;m' ![;y:©

그분도 너남을 왕으로부터 제거했다}(A6Ec)”(사상15:23).

으로: “또한; 마저; 역시” 등으로 옮긴다.

hk'êWlM.h;-ta, Al-ylia]v;(w>

“또한(w>) (당녀는) 그를 위해서 그 왕국을 요청해 보시오(A15F)”(왕상2:22).

S610

w

: 개별적인 뜻을 나타내며 사용 빈도수는 드물다. 번역은 “각, 개”

등을 사용한다.

byviúhoh; WnyrEª['B, rv,äa] Ÿlkoåw> lh'úQ'h;-lk'l.( WnyrEf'û an"å-Wdm.[]y:)
ry[iÞw" ry[iî-ynEq.zI ~h,²M'[iw> ~ynIëM'zUm. ~yTiä[il. aboy" tAYrIk.n" ~yviÛn"

(에라10:14)

`hZ<)h; rb'îD"l; d[;Þ WNM,êmi Wnyhel{a/-@a; !ArÜx] byviúh'l. d[;û h'yj,_p.vow>

“우리의 지도자들로(f') 하여금 모든 회중들을(Q') 위해서 /조처를 취하/일어
서\도록 하자. 우리의 도시들 가운데서 외국인 부인들을 취한 자들은(ho),
그들과 함께 각(w") 도시의 장노들 그리고 그것의 판사들이 지정된(m.) 시간
- 5337 -

에 나오도록 하자. 우리 하ㄴ님의 불타는(x]) 분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
리로부터 돌아설 때까지!

~ynIMë 'zUm.

D3M.

들과 함께 각 도시의(iry[iÞw)" 장로들이”.

ry[iÞw" ry[iî-ynEq.zI ~h,²M'[iw>

“그리고 그

lh'úQ'h;-lk'l.( WnyrEf'û에서 l를

보조격

으로 취하면, ‘모든 회중들의(에 속한) 우리의 지도자들’이라 옮길 수 있다
(JM140b).

byviúhoh처
; 럼

용되었다(JM145d):

S611

w

에즈라와 역대기에선 정관사

byviúhoh;

h;가

관계대명사로 사

= those that have taken(DBY).

: 빈정이나, 풍자, 야유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다. “...고 하자”로

hZ<h+ ; rb"åD'K; hy<ßh.yhI ] ~yIm;êV'B; tABrua] hf,Û[o hw"©hy> hNEåhiw>

옮긴다. “이거 봐요,

{여ㅎ바님께서 하늘에서 창문들을 낸다고 하자}61(hNEåhiw)> , 이런 일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왕하7:19)

S612

w

인도: w가 주어나 주절을 인도한다. 번역은 “...하는 것은”이라 옮

긴다. ”너녀가 그 장소를 알아두는
그가 누울 때이다“(룻기3:4).

S613

w

Abªk.v'

것은(T.[;d;y"w)>

~AqM'h;-ta, T.[;d;y"w> Abªk.v'b. yhiäywI

A9E 쏘흐보

론리적이거나 추론의

: “그래서”라 옮긴다.

“그리고 나는〔벌거숭이 〕였기 때문에 내가 두려
73

`abe(x'aew" ykinOàa' ~roïy[e-yKi( ar'²yaiw"

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던 것입니다(`abe(x'aew)" ”(창세3:10).

S614

w

이나

abe(x'ae

: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옮긴다.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오라, 내가 먹을

iî-h'w>

B6A

F15M

yviÞp.n: ^ïk.r,b'T. rWb±[]B; hl'ke_aow> yLiÞ ha'ybiîh'w>

수 있도록(hl'ke_aow> A10A/21), 나의 영혼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창세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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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15

w

을 인도: “...때에; ...후에”라 옮긴다. “그녀가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

ba'êv.a, ^yL,m;g>li ~G:Ü rm,aToªw: At=qovh. ;l. lk;ÞT.w:

(lk;ÞT.w): , 내가 ｢또한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03 물을 퍼 올리겠다고 그
녀가 말했습니다.“(창세24:19)
작이 마친 후에

S616

w

rm,aToªw:

lk;ÞT.w:

C6F,

hl'K.' ba'êv.a,

A10A.

lk;ÞT.w:

동

그녀가 말했다(JM166b).

을 인도: “...때문에”로 옮긴다.

areÛy>

A1Mw.

`yNIM<)mi ^ßd>yxiy>-ta, ^ïn>Bi-ta, T'k.f;²x' al{w> hT'a;ê ~yhil{a/ areÛy>-yKi( yTi[.d;ªy"
“너남이 너의 아들을 너남의 독생자를 나로부터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al{w)> 너남이 하ㄴ님을 두려워하는 지를 내가 알았노라“(창22:12).

S617

w

: “비록...이지만”으로 번역한다.

`^yt,(xop.vi tx;Þa;K. hy<ëh.a,( al{ åykinOa'w>

“비록 내가(åykinOa'w)> 당신의 여종들 중의 하나처럼은 아니지만”(룻기2:13)

hx'p.vi

nf “여종”

Aa
S618

Aa

"

“

선택 접속사로서: 실명사나 절과 함께 사용된다. “혹은”으로 옮긴다.

“만일 황소가 남종이나 혹은(Aaå) 여종을 받는다면”
(출에21:32). “혹은 만일 그것이 아들을 받으면 혹은

hm'_a' Aaå rAVàh; xG:ïyI db,[,²-~ai
xG"+yI tb;ä-Aa xG"ßyI !bEï-Aa

그것이 딸을 받는다면”(출에21:31).

yKi
S619

yKi

“너남이

“

: 번역은 “...때문에”로 옮긴다.(창세3:14)
320{이

hT'a; rWrÜa' ètaZO t'yfiä[' yKiä

일을} 행했기 때문에(yKi)ä 네가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A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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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h'-l[; AKßr>D;-ta, rf"±B'-lK' tyxióv.hi-yKi(

“모든 생명체가 (창세6:12)
/

그들의 윤리들을/그의 도로를\ 지구상에서 더럽혔기(F5E) 때문에(-yKi)( ”
LXT

%r,D가
,
S620

o[ti kate,fqeiren pa/sa sa.rx th.n o`do.n auvtou/ evpi. th/j gh/j

두 번짼데 오염 성구다. 첫 째는

yKi

`~yYI)x;h;( #[eî %r<D<Þ-ta,(창세3:24)

: 오직 동사절에서만 사용된다. “...할 때”로 옮긴다.

“이제 인류가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yKi)( 였다”(창세6:1)

~d'êa은
'

lxehä e

F5E.

ll;x'

brolß ' ~d'êa'h'¥ lxeähe-yKi( yhiy>w:

집합명사로 사용되었다(JM135c).

“에프라임의 생존자들이 '나로 하여금 건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말 할 때
(yKi)ä , 길아드 사람들이 너는 에프라임이냐?고 그에게 물었다.”(사사12:5)

hT'a;Þ ytiîr"p.a,h;( d['²l.gI-yve(n>a; Alô Wrm.aYw: hr"boê[/a, ~yIr;'p.a, yjeÛyliP. Wrúm.ayO yKiä
hr"boê[/a,

A10/13는 소원법의 하나인 의지형이다(JM114c).

Wrm.aYw:

A6E

시미과거 Wayyiqtol로 반복적인 동작(질문)을 표현하는 것은 불규칙적이
다. 그래서 JM은 화자가 다른 내용을 언급했을 수 도 있다고(JM118n).

S621

yKi

: 가상적이 아닌 실질적인 조건을 표현한다. “만일...이면”으로 옮김.

“{만일 너남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170(i-yKi)( 너남은

WNk,êr>b't. al{ åvyai ac'îm.ti-yKi(

그에게 인사하지 말라”(왕하4:29). “만일 나에게 희망이

hw"ëq.ti yliä-vy< yTir>m;a' yKiÛ

있다고 내가 말을 한다면(yKi)Û ”(룻기1:12).

S622

yKi

로: “그러나; 하지만”으로 옮긴다.

용된 예문이다. “너남은 그녀의 이름을
싸라이라

174[결코

yKi가

부정어

alO뒤에

사

`Hm'(v. hr'Þf' yKiî yr'_f' Hm'Þv.-ta, ar'îq.ti-al{

부르지 말라}, 그러나(yKi)î {싸라가}106 그녀의 이름이

다.”(창세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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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23

yKi

로:

yKi가

용어적인ְ

~ai과

함께 더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laer_ 'fy. I-~ai yKiÞ ^êm.vi dA[ rmEïa'yE bqo[]y: al{

로 옮긴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아코브라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I-~ai
(창세32:29)(JM172c)

S624

yKi

rmEïa'yE

yK)

이쓰라엘이라!“

B10E

: ”비록...하지만; 비록...해도“로 옮긴다. ”비록 너남이 너의 둥우리

`hw")hy>-~aun> ^ßd>yrIAa* ~V'îmi ^N<ëqi rv,N<K; h;yBiÛg>t;-yKi(

를 독수리처럼 높게 짓는다

해도(-yKi)( , 내가 너를 ｢거기로부터｣03 내릴 것이다 고 여ㅎ바님께서 선언하
셨느니라.“(에레49:16).

S625

yKi

h;yBiÛg>t;

F10C,

Hb;G." ^ßd>yrIAa*

F10Ac,

dr;y",

!qe

: 선서할 때에 사용한다, 번역은 “참으로”로 옮긴다. ”바로의 생명

을 두고 맹세하지만,

65[참으로|(

yKi)

너남들은 간첩

`~T,(a; ~yliÞG>r;m. yKiî h[oêr>p; yxeä

들이다}“(창세42:16). “하ㄴ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t")n"Ay tWmßT' tAmï-yKi( @sI+Ay hkoåw> ~yhiÞl{a/ hf,î[]y:-hKo) lWaêv' rm,aYOæw:

계속하실

것이다. 요나탄, 너는 참으로(-yKi)

205[반드시

죽어야한다} 라고 쏴울이

말했다.”(사상14:44)

S626

yKi

:

yKi가

용어적인ְ

~ai과

함께 사용된 예문이다. “반드시”라 옮긴다.

“{여ㅎ바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159,

wyr'êx]a; yTicr. ;ä-~ai-yKi( hw"hy>-yx;

내가 {반드시}164(-~ai-yKi)( 그의 뒤를 쫓아가리라”(왕하5:20).

yTic.r;ä

yTicr. ;ä

A5A,

#Wr

A5A는 화자가 행하겠다고 발언하는 동작은 기동사를 사용해서 표현

한다. 이러한 동작은 화자가 발언한데로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동작이지만 시제로는 과거동사로 취급한다. 이러한 과거를 수행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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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tive past라 칭한다(JM112f). 맹세문에서 사용되는
드시, 확실히” 등의 뜻이다(JM164c).

hw"hy>-yx;는

~ai-yKi은
(

“반

맹세어구다(JM165e). 맹

세문에선 “...이 아니다면 if...not”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히, 확실히” 등의 뜻이 나온다. 그리고

~ai-yKi은
(

맹세문 다음에서 예외

절 exceptive clause를 인도하는 표시어다(JM173c).

S627

yKi

: “참으로; 진실로”라 옮김.

`~yIm")[]p; hz<ï Wnb.v;Þ hT'î[;-yKi( Wnh.m'_h.m;t.hi aleäWl

“만일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었더라면,

165[참으로

지금쯤은}(hT'î[;-yKi)( 우리

가 이곳에 두-번-정도는 돌아 왔을 것인데”(창세43:10) >(S793) S5A

Hhm.

dsl>

aleäWl는

실지적인 조건이 아니고 가상적인 조건을 표현한다

(JM167k). 확증, 증언을 표현하는

S628

yK

yKi는

귀결절에 많이 사용된다(JM167s)

: ”...하도록“으로 옮긴다. ”우리가 빵들을 너남의 군대에게 줄 수 A10A

있도록(!TEïnI-yKi)( , 제바흐와

`~x,l'( ^ßa]b'c.li( !TEïnI-yKi( ^d<+y"B. hT'Þ[; [N"±mul.c;w> xb;z<ô @k;h]û

찰무나ㅇ의 손들이 이미 너의 손 안에 있느냐?“(사사8:6). ”너남이 그것을 그것
의 영역으로 데려 갈 수 있도록

`At*yBe tAbïytin> !ybiªt'÷-yki(w> Al=WbG>-la, WNx,Q"tiâ yKi

(yKi), 그리고 너남이 그 집으로의 길들을 식별하도록(!ybiªt'÷-yki(w)> ?“
(욥기38:20).

-ti

A10C.

hb'ytin>

nf "길, 도로“.

`At*yBe

목적격을 보조

(GKC§128h).

S629

yKi

![;y:

:

yKi가

① 명사절을 인도한다. ② 전치사

d[;, l[;, bq,[,e tx;T,;

뒤에 오기도 한다. ③ 또한 의문사 뒤에도(ykiäh)] 놓인다. 번역은 “...것

이, ...가, ...것을” 등으로 옮긴다.
”하ㄴ님께서 좋은 것을(`bAj)-yK) 보셨다“(창세1:10).
“쏴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아직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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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j)-yKi ~yhiÞl{a/ ar.Y:ïw:

lWa+v' tybeäl. rt:ßAn rv<ïa] dA[ê-vy< ykiäh]

(사하9:1). >(43퓨). “너남들은 강하라! 그리고 너남들은

`lyIx")-ynEb.li Wyðh.wI Wqßz>xi ~k,êt.a, ytiyWIåci ykinOa'( yKiÛ aAlªh]

용감한 아들들이 되라! 고

[바로 내가} 너남들에게 명령한 것이(yKi)Û 아니냐?”(사하13:28).

yKiÛ aAlªh]는
S630

yKi

부정어

aAl가 ykiäh]

사이에 온 예문이다(JM161j).

: 인용문을 소개한다. “...라;..즉;...라고, ...것”로 옮긴다.

^yTi_x.l;v. ykiÞnOa' yKiî tAaêh' ^åL.-hz<w> %M'ê[i hy<åh.a,(-yKi( rm,aYw:
(출에3:12)

~yhilê {ah/ 'ä-ta, !Wdb.[;T;( ~yIr:êcM. imi ~['h'-ta, ^Üa]yci(AhB.

내가 너남과 함께 있겠노라!고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즉
24[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으로,

너에 대한 그 표시다. 너남이 그 백

성을 이집트 로부터 데리고 나올 때에 너남들은 그 하ㄴ님을 경배해야 한다.

tAaêh' ^åL.-hz<w에
> 는
tAaêh를
' yK절이

대격을 취하는 동사가 없다. 그렇지만

수식한다(JM157e).

hz는

대격으로 사용된

본디 지시부사(여기, 저기에)였

는데, 본절에서도 중성으로 사용되면서 지시부사의 글기가 들어있다
(JM143a). 장소와 관련된 “이것, 저것”은 부사와 거의 같다. 진행되는 동
작의 때는 단순히 전치사

B.로

표현한다(JM166l).

-x.l;v.

A5Ac.

-hB

F92

hZ<+h; lAdßG"h; rb'îD"h; hf,ê[]y: yKiä bl,K,êh; ^D>b.[; hm'Û yKiä laeêhz"x] rm,aYOæw:
(왕하8:13)

`~r")a]-l[; %l,m,î ^ßt.ao hw"±hy> ynIa:ôr>hi [v'êylia/ rm,aYOæw:

“‘너의 종은 뭐야?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일을\ 성취한 것은 그 개지!’
라고(yKi)ä 하자엘이 말했다...여ㅎ바님께서 너를 아람 사람들의 왕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라고 엘리쏴ㅇ가 대답했다.” Akkadian, Classical Arabic
and Geez는 목접어를 2개를 취하지만, 히브리어 동사는

hZ<+h...hm'Û yKi가
ä

목접어를 한 개만 취한다(JM61j).
verb

rm,aYOæw의
:

목적어

^ßt.a와
o

목적어다(JM157c).

F5Ea처럼

명사절로서 주동사 lead

`~r")a]-l[; %l,m는
,î

이어진다(JM126c). 영어문법으로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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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Ia:ôr>hi

술어로 동사

ynIa:ôr>h의
i

`~r")a]-l[; %l,m은
,î

목

적어

^ßt.a의
o

보어다.

~ai
S631

~ai

: 실질적인 조건을 나타낸다. ”만일...한다면“으로 옮긴다.

hKoå-~ai는

“만일 아래와 같이, 만일 아래처럼“이라 옮긴다. ”만일 내가 써돔에서

`~r'(Wb[]B; ~AqßM'h;-lk'l. ytiaf'în"w> ry[i_h' %AtåB. ~qIßyDIc; ~yViîmix] ~do±s.bi ac'îm.a,-~ai
50명의 의인들을 그 도시 안에서 발견한다면(ac'îm.a,-~ai), 내가 그들 때문에
그 모든 장소들을 용서하겠노라“(창세18:26)

~yDI_qun> !aCoßh;-lk' Wdïl.y"w> ^r,êk'f. hy<åh.yI ~yDIqun> rm;ªayO hKoå-~ai
“만일 아래와 같이(hKoå-~ai), ｢얼룩 있는 것들이｣03 너의 삯이 될 것이라고
그가

말하면, 모든 양들이 얼룩 있는 것들을 낳았다”(창세31:8). 주어

~yDIqun은
>

남복인데 남성단수형

hy<åh.y가
I

온 것은 술어

^r,êk'f의
.

영향을 입었

기 때문이다(JM150m).

S632

~ai

: 실질적인 조건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곳이 두 곳 있다.

WmWqêy." ..~yDIf.K; lyxeÛ-lK' ~t,úyKihi-~ai yKiä

“만일 너남들이 카쓰딤의 군대를
공격한다면(~t,úyKihi-~ai

yKi)ä ,

그들이 일어 날 것이다”(에레37:10).

i-hi

F5C

`Ha'(l{m.W lbeªte÷ yliî-yKi %l"+ rm;aoå-al{ b[;r>a,â-~ai

“{만일 내가 배고프다면}253

(b[;r>a,â-~ai) 세상과 그것을 채운 것들이 {내 것}72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
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시편50:12).

`Ha'(l{m.

“그것의 충만”을 “그것을 채운

것들”로 옮김, 읽으면서 질문할 필요 없도록!

S633

~ai

: “비록...한다 해도”로 옮긴다. “비록 모쐬ㅎ와 쎠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해도(dmo[]y:-~ai),

hZ<+h; ~['äh'-la, yviÞp.n: !yaeî yn:ëp'l. laeWmv.W hv,Ûmo dmo[]y:-~ai

나의 영혼이 이 백성을 향하지는 않는다!”(에레15:1). “그리고 비록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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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y:-~ai(w)> , 하늘로 기어 오른다 해도

`~de(yrIAa ~V'Þmi ~yIm;êV'h; Wl[]y:-~ai(w>

거기로부터｣06 내가-그들을-내려-올-것이다.”(아모9:2)

S634

~ai

-a

의문문과 함께: “또는; 또한”이라 옮김. “당신

F10Ae

`Wnyre(c'l.-~ai hT'Þa; Wnl'îh]

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요 또는(-~ai) 우리의 원수를 위하는 것이요?”(여호
5:13). “칠년 기근이 너남의 땅에? 또는(-~ai) ｢삼 개월 동안｣03 너남의

`rb'(D" yxiÞl.vo byviîa'-hm' ^yr,øc'-ynE)p.li ^s.nU ~yvid'x\û hv'lä {v.-~ai ^c,r>a;B. Ÿb['rä ' Ÿ~ynIåv' [b;v,(
원수들의 목전에서 너남이 도망 갈 것인가?...무슨 대답을 나를 보내신 그
분에게 내가 보고해야 할까요?”(사하24:13).
F10A,

yxiÞl.vo

할 수 있다.

^s.nU

sWn, byviîa'

A9C

A1Ma. 흔하게 사용되는 말은 일부분을 쉽게 생략하고 사용

yxiÞl.vo

(JM125y). 명사

앞에

`rb'(D는
"

ta,가

생략되었다(`rb'(D"

의문대명사

-hm'를

yxiÞl.vo-ta,

역상21:12)

한정해 주는 대격이다

(JM144d).

S635

~ai

적인 의미로: 서원문 뒤에서

않다”로 옮긴다.

을 나타낸다. “...하지

yTi_v.ai-~[i bK;äv.liw> tATßv.liw> lkoïa/l, ytiy² Be-la, aAbôa' ynIùa]w:
`hZ<)h; rb"ïD'h;-ta, hf,Þ[/a,-~ai( ^v,êp.n: yxeäw> ^Y<x;

“그런데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둘어눕기 위해서, 바로 내가 나의 집
으로 간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 영혼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이
일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hf,Þ[/a,-~ai)( ”(사하11:11).
원문이다. 변부사의 모음은 동사 미완료형과 같다:
완료 그런데 미완료형

bK;vy. 에
I 도

우는 예외에 속한다(JM49c).

변부사

ynIùa]w가
:

^v,êp.n: yxeäw> ^Y<x가
;

ljoq

bK;äv.l에
i 도

변부사,

ljoq.yI

서

미

단아음(-K;ä-)이 오는 경

이끄는 상반절은 의문사없이 억양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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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문문을 표현한다(JM161a).

-~ai은
S635a

hf,Þ[/a,-~ai처
( 럼

맹세문이나 저주문에서

부정적인 뜻을 표현한다(JM165f).

alO-~ai

: 그
O 러나, (S635)와는 반대로,

-~a과

함께

을 나타

낼 수 도 있다. “확실히; 확실하게”라 옮긴다. “확실하게｣06/144
(al{

-~ai)vm,a, ytiyaiÛr' wyn"÷b' ymeD>-ta,w> ûtAbn" ymeäD>-ta, al{ -~ai

｢나보트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03 내가 어제 밤에 보았다.”(왕하9:26)

S636

~ai d[;ä

으로: 명사절에서 의혹을 나타낸다. “...때까지”로 옮긴다.

"나에게 속하는 모든 추수를 그들이

`yli(-rv,a] ryciÞQ'h;-lK' taeî WLêKi-~ai d[;ä

완료할 때까지(WLêKi-~ai

과거동사

d[;)ä “(룻기2:21).

함께 미래 동작을 표현한다(JM112i).
는 관대구

S637

`yli(-rv,a가
]

~ai rv<ïa]

~nUßaoybi(h;

F5Ae.

C5G가

~ai d[;와
ä

`yli(-rv,a] ryciÞQ'h에
; 서

보조격을 대신한다(JM130e).

으로: “때까지”로 옮긴다.

~m'_Aqm.-la, ~nUßaoybi(h]-~ai rv<ïa] d[;²

“우리가 그들을 그들의 장소로 데려 올 때까지(~ai

~ai rv<ïa] d[;²

WLêKi

다음에 오는 과거 동사

~nUßaoybi(h]

rv<ïa] d[)”(민수32:17).

F5Ae 미래동작을 표현한

다(JM112i).

S638

~ai yKiÞ

으로: “그러나”로 옮긴다.

^êm.vi dA[ rmEïa'yE bqo[]y: al{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아코브라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ai

S639

~ai

yKi)Þ

이쓰라엘이라”(창세32:29).

으로: 번역은 “만약...이라면 (좋으련만)”으로 옮긴다.

laer_ 'fy. I-~ai yKiÞ

[v'r_ ' ŸH;Alïa/ ljoßq.Ti-~ai

“오 하ㄴ님! 만일 당신께서 악한 자들만
죽인다면(ljoßq.Ti-~ai)(시편139:19).

lj;q은
'

흔한 아람어로 구약에 3회 나온

다(JM40aN). 때로는 조건절을 표현하는 [~ai+미완료] 형식으로 기원의 뜻
'...다면 좋으련만‘을 나타낸다(JM163c).

Wl
S640

“

;

Wl

;

”

비현실적인 조건을 나타낸다(JM167k).

“만일...라면”으로 옮긴다.

hx'ên>miW hl'ä[o WndeY"mi xq:Ül'-al{) Wnteymih]l; hw"Ühy> #pex' ûWl

“만일 여ㅎ바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셨다면(ûWl), 그는 우리의 손으로
부터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사사13:23).Wnteymih]l; F9a

S641

Wl

분사를 사용, 비현실적인 조건을 나타낸다.

(사하18:12)%l,M,_h;-!B,-la,

ydIÞy" xl;îv.a,-al{) @s,K,ê @l,a,ä yP;K;-l[; lqEÜvo ykiønOa' aWlw>
`~Al)v'b.a;B. r[;N:ßB; ymi§-Wrm.v.i ..^t.aoû %l,M,ªh; hW"åci

“만일 내가 내 손 바닥들로 천 개의 은들을 받는다(A1M) 해도(aWlw>), 내
가 왕의 아들을 대항해서 /내가 치지 /내 손을 뻗지\ 않을 것이다. 그 왕께
서 너를 명령했다: 나를 위해서 젊은이, 압살롬을 보호하라!”
의문대명사

hm가

때로는 비한정 대명사로 사용된다.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S642

Wl

yli로

ymi가

“나를 위해서”란

읽어야한다(JM144f, 167f,k).

미완료로 비현실적인 조건을 표현한다.

“만일 내가, ｢해치는 들짐승들로 하여금｣03

hT'l'_K.viw> #r,a'ÞB' rybiî[]a; h['²r' hY"ïx;-Wl)

그 땅을 무찔러서 지나가게(F10A) 한다면(Wl)), 그들은 그것을 불모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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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것이다”(에겔14:15).

S643

Wl

yleWl

hT'l'_K.viw>

혹은

C11Ff,

aleWl로

lkov,' lk;v'

“사별하다.“

조건을 부정한다. “만일..하지 않는다면”

`yti(d'yxi ~t,Þac'm. al{ ïytiêl'g>[,B. ~T,äv.r;x] aleWl

으로 옮긴다. “만일 너남들이

나의 어린 암소로 경작하지 않았더라면(aleWl), 너남들이 나의 수수께끼를

hl'g>[,

풀지 못했을 것이다”(사사14:18).

S644

Wl

으로,

nf "어린 암소.“

hd'yxi

에서: 과거시제로 기원을 나타낸다.

~yIr;êc.mi #r,a,äB. Wnt.m;-Wl

“만약에 우리들이 미츠라임 땅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았으련만(Wnt.m;-Wl)”(민수14:2).

S645

Wl+미완료]

으로,

에서: 미완료로 기원을 나타낸다.

“...한다면 좋으련만”으로 옮긴다.

(창세17:18)

`^yn<)p'l. hy<ïxy. I la[eÞm'v.yI Wlï

“｢이씌마엘ㅇ이｣03 당신 앞에서 살게 된다면 좋으련만!(hy<ïxy. .I ..Wl)”(JM163c).

S646

Wl

으로: “...하기를 바란다”로 옮긴다.

`^r<)b'd>ki yhiyî > Wlß

“그것은 너남의 말처럼 되기를 바란다(Wl).”(창세30:34).

6)
S647

!P,

!P,

“

;

”

: 절 앞에서 두려움이나 주의를 나타낸다. “...하지 않도

록, 그렇지 않으면”으로 옮긴다. “

23{

않으려면!] 그것을 {너남들은

T.-& t

너남들이 죽지 |

`!Wt)muT.-!P, AB+ W[ßG>ti al{w>

결단코] 만져서도 안 된다] (창세3:3)

174[

A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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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48

!P,

으로: 문장 앞에서 타인을 말리려는, 충고의 뜻으

로 사용된다. 번역은 “...하지 않도록; ...없도록”으로 옮긴다.(이사36:18)
“히즈키야후가 너남들을 선동하지 않도록(tySiy:-!P,)”

`hn")[]l;w> varoß hr,îPo vr,vo± ~k,ªB' vyEå-!P,

“너남들 가운데에 쓴 것과 독이-있는-열

매를 맺는 뿌리가 없도록(vyEå-!P,)”(신명29:17)
nf "쓴 것“.

varoß

WhY"qiz>xi ~k,Ût.a, tySiy:-!P,

tySiy:

F10E

tWs

“선동하다.”

hn"[l] ;

독이 있는 식물

복습 21A, 구문론 글기 읽기 S541-S648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답을 같은 줄에 실었을 뿐이다.
? 다음은 손 바닥으로 가리고, 먼저 스스로 대답해 보라

HM'Þ[i Hv'²yail.-~G: !TEôTiw에
: 서 ~G:은?

첨가: 또한 S543

-~G:)

그녀는 그녀와 함께 하는 {역시- 그녀의- 남편에게도}12(

hL,aeªh' tAtøaoh' ynEvl. i û~G: Wnymia]y: al{å-~ai hy"³h'w>

에서

주었다

~G:은?

강조:심지어; 다만...만 S545

만일 그들이 [심지어 | 이 두개의 이적들도} 믿지 않을 거라면, 일이 일어날 것이다

`ryji(q.m;W x;BeÞz:m. aWhï tAmêB'B; qr;…에서 qr:는?

제한: 오직, 그렇지만 S556

그렇지만 ｢그는｣ 높은 장소들에서는｣ 희생제를 드렸고 분향했다

`Wryvi(y"-@a; W[ª[]Art.yI÷ rb'_-Wpj.[;y:) ~yqIïm'[]w: !aCohª ; Ÿ~yrIk' Wvìb.l에
' 서 -@a;는?
목초지는(

Ik)'

y:)) ,

덮었다(

l'),

양떼로 옷 입었고(

[])

평야들은(

곡물들로 자신들을

t.y)I÷ , 뿐만아니라(-@a;)

그들은 소리친다(

수사적인 의미: 뿐만아니라

그들은 노래도 부르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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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52

yji_P'v.mi rpEåT' @a;h;â

에서

@a;는?

강조: 심지어; 참으로 S551

@a;h);â

너는 나의 공의를 {참으로}(

반박하는가?

`Wryvi(y"-@a; W[ª[]Art.yI÷ rb'_-Wpj.[;y:) ~yqIïm'[]w: !aCohª ; Ÿ~yrIk' Wvìb.l에
' 서 -@a;는?
목초지는(
덮었다(

Ik)'

y:)) ,

l'),

양떼로 옷 입었고(

[])

평야들은(

곡물들로 자신들을

t.y)I÷ , 뿐만아니라(-@a;)

그들은 소리친다(

수사적인 의미: 뿐만아니라

그들은 노래도 부르는 구나!

`~x,L'(h;-la, ~AYàh;-~G: lAmïT.-~G: yv;²yI-!b, ab'ó-al{ [;WDøm에
; 서 ~G:(w>)...~G::은?
왜 이쏴이의 아들은 {어제도}(

T.-~G:)

h;-~G:)

{오늘도}(

-~G:)

수사적인 의미: 그렇고말고 S546

재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가?}

`Wlke(ato al{ ïAmßd' Avïp.n:B. rf'§B'-%a;에서 %a;는?
그러나(

%a;) 고기를 ｢그것의 피인,

제한: 그러나 S554

그것의 생명과 함께｣ {너남들은 [결코] 먹을 수 없다}

ydI_y"B. ^ßl.y[im. @n:ïK.-ta, hae²r> ~G:© haerê > ybiäa'w에
> 서 ~G:은?

강조:심지어; 다만...만

~G:)© 보기만

보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손에 있는 당신 외투의 테두리를 12[다만(

Wnt'êaoybiäh] vb;d>W bl'Ûx' tb;z" û#r,a,-la, al{ å@a;
게다가(

å@a;)

첨가, 둘 다...이나

식사시간에 오지 않았는가? S544

`lyIx") Wrb.G"ï-~G: Wqªt.['÷ Wy=x.yI ~y[iäv'r> [;WDåm에
; 서 ~G:은?
왜 ｢악인들도｣ 살고 늙어가며, [심지어](

S552

에서

@a;는?

S545

하세요}

첨가: 역시, 게다가 S550

당신은 우리를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hw"ëhy> rB<åDI hv,moB.-%a; qr;Ûh에
] 서 qr:는?

제한: 오직 S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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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여ㅎ바님께서는 ｢오직(

yl;ªae rm:åa'-yKi Ÿ~G:å

모쐬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또한 그 분께서 나에게 말했습니다.에서

yKi는?

~G:은?

첨가: 또한 S543

주절 subject clause을 인도한다

`&'M<)mi lD;îg>a, aSeÞKih; qr;에
î 서 qr:는?

제한: 오직, 그렇지만 S556

[오직 왕좌에-있어서만}｣ 너보다 내가 더 크도다.

qr:의

역할?

절을 인도한다

[;me_vo yNIn<åyae hL'Þpit. WBïr>t;-yKi( ~G:± 에서 ~G:은?

양보: 비록...이지만 S548

{비록 너남들이 기도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노라

`Ad*y"B. [;ybiÞGh" ; ac'îm.nI-rv,a] ~G:± Wnx.n:¨a]-~G:에서 ~G:(w>)...~G::은?
둘 다 우리나(

~G:± -~G:)

첨가, 둘 다...이나 S544

그 잔이 그의 손 안에서 발견되었던 그 사람이나

`HT'(x.q;l. yviÞp.n-: ta, hd<ïco hT'a² ;w> %l'ê ytiaj'äx'-al{w.> ..^yTiªg>r:h] al{åw> ^øl.y[im( . @n:K.-ta, ytir>k'B. yKi
내가 당신 외투의 테두리를 잘랐을 때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S545

나는 당신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신은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ytir>k'B와
. ytiaj'äx'-al{w.> ..^yTiªg>r:h] al{åw는
> ?

변부사 다음에서 정형동사들로 동작을 표현한다

`hy<)h.yI %WrßB'-~G:에서 ~G:은?
-~G:),

[그렇고말고](

수사적인 의미: 그렇고말고 S546

그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ynIT'êbh. ;a] al{w> ynIt;anEf.-qr;에서 qr:는?

증언: 오직 S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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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나를 ｢오직 증오할 뿐이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ßt.aJ'x; rybiî[/h, hw"h± y>-~G:에서 ~G:은?
-~G:)

｢여ㅎ바님 측에서는｣(

상호적인 의미:...측에서는 S547

당신의 죄를 제거해 버리셨다

`yli¥[\p' Waïr'-~G: ynIWn©x'B에
.÷ 서 ~G:은?

양보: 심지어...만 S548

비록 그들이 나의 업적을 보았었지만,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ymiêAlx]B; ynIa]-@a;

{나도 역시 꿈을 꾸었다}.에서

^n<y+ [e T'x.q:åP' hz<â-l[;-@a;
당신은 ｢심지어 이러한

에서

@a;는?

첨가: 역시, 게다가 S550

@a;는?

강조: 심지어; 참으로 S551

-@a;)

사람에게도｣(

당신의 눈을 뜨셨다

~['_z>GI #r,a'ÞB' vreîvo-lB; @a:± W[r'êzO-lB; @a;… W[J'ªnI-lB; @a:에
å 서 @a;는?

수사적인 의미: 실로

S552

실로 그들은 심겨 지지도 않았다, 실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않았다,
실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로 뿌리를 뻗지도 않았다

hm'd'a]h'(-ta, dA[Ü lLeql; . @siaoû-al{)

에서

alO는?

객관 부정

그릭어 ου S561

al{))

내가 땅을 다시 저주하는 것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aje(Axw> [v'îr'-yKi( @a;÷ª ~L'_vuy> #r,a'äB' qyDIc;â !hE에
å 서 yKi( @a;는
÷ª ?

얼마나 더 S553

yKi( @a;)÷ª

만일 의인이 지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악한 자들과 죄인들은 얼마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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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rh")j.W #x;îr> ^yl,Þae rm:ïa'-yKi( @a:±w에
> 서 @a;는?
씻으라 그리고 깨끗이 되라!고 그가

의 뜻, 얼마나 더 S553

너에게 말할 때에는 {얼마나 더!}

`rh")j.W에서 W의 글기는? 연속적인 동작을 거느린다.

`rh")j는
. ?

간접명령

~[;P;êh;-%a; hr'äB.d;a]w: yn"doal;( rx;yIÜ an"ù-l;에서 %a;는?

제한: 오직 S554

%a;) 한 번만

나의 주여 화를 내지 마소서, 내가 이것을 오직(

말하겠나이다.

jP'_v.mi alåB. wyt'ÞAYli[]w: qd,c,ê-al{B.( Atybe hn<ÜBo yAhå에서 al는?
의없이(

qd,c,ê-al{B).(

hn<ÜB의o

목적어는?

%a:)ß

OB와
. 함께: ..없이 S567

자기 집을, 공의가 없이 옥상 가실을, 짓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지어다

불부사 A8로 목적어로

@r"+jo @roæj' %a:에
ß 서 %a;는?
그는 [확실히(

부정어,

Atybe를

취했다

증언: 확실히 S555

갈기갈기-찢어졌다}

`%M")[i-lB; ABªliw에
>÷ 서 lB;은?

｢lB;+전치사｣ 형식,

alO와 같다 S582

-lB;)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AY*h;-lK' [r;Þ qr;î ABêli tboåv.x.m; rc,yE-lk'w에
> 서 qr:는?

증언: 오직 S557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의도는 언제나 오직 악할 뿐이다.

hw"+hy> vaeÞb' al에서 al{는?{

부정어 ｢al{+전치사｣ 형식으로 S565

vaeÞb' al{)

여ㅎ바님께서는 불 속에 있지 않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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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Iëb'a]h' tAxålu ynEv. qr;ª !Arêa'B'( !yae에서 qr:는?

제외와 제한: ...을 제외하고 S558

궤 안에는 두 개의 돌 판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yh,l_ {a/ hw"åhy> lAqßB. [m;êv.Ti [;Amåv'-~ai qr:에 서 qr:는 ?

강조 :

~a과

[오직 | 너남이 너남의 신 여ㅎ바님의 소리를 듣기위해서 | 듣는다면}

불부사

[;Amåv'는?

함께 , 오직 .. 한다면
S559

약간의 강조력이 있을 뿐이다

laeêr'f.yIB. ~yhil{a/-!yae yliÛB.mih에
;( 서 !yae yliÛB의
.

뜻은?

!yae yliÛB).

이쓰라엘에는 하ㄴ님이 [일절] {없기}(

이정부정, 일절...없다 S560

mi)인가?

때문(

yliÛB.mih에
;( 서 m는?

이유를 나타낸다.

h['_v' al{ åAtßx'n>mi-la,w> !yIq:ï-la,w>

에서

alO는?

<그는 카인과 그의 제물에는｣ 전혀 관심이

객관 부정

그릭어 ου S561

al{)

없었다(

WNM,_mi lk;Þato al{에서 alO는?

금지: 미완료에, 결코...하지 말라 S562

al{)

그것으로부터 {너남은 174[결코] 먹어서는 안되느니라}(

taZO=h; hr'äATh; rp,seÞB. bWtêk' al{ årv,a에
] 서 al{는?
이 율법 책에 기록되지 않은(

`hd'(lel. !yIa:ß x;koïw에
> 서 !yIa은
; ?
낳게 할 힘이 없다(

bWtêk' al{)

부정어,

｢al{+수동태 분사｣ 형식 S565

것

앞에 나온 명사와 동격으로, 없다 S576

!yIa):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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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koB.l; fxeÞy:t.hil. alO에서 alO는?

금지: 미완료에, 결코...하지 말라 S562

il. al{)

않된다(

그가 맏아들로 호적에 등록되어서는

`al{) Ÿrm<)aYOðw:

{

alO는?

그는 ‘아니요’라고 말했다.에서

아니요, 다음에 부정하는 내용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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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64

부정어, ｢al{+형용사｣ 형식 S565

bAj±-al{)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73<좋지 않다>(

jAM+a,-lB; ABliB.â rm:åa'

에서

lB;은?

lB;)

그는 나는 흔들리지 않을(

^t<+l's.Ki ^t.a'r>yIâ al{h]

에서

객관 부정: 과거, 미완료에서,

alO와

같다 S581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al{는?

부정어 ｢al{+
+ 실명사｣ 형식 S565

al{)?

너남의 두려워함이 너남의 확신이 아닌가(

`~l'(Aq [m'îv.nI yliªB에
.÷ 서 yliÞB는
. ?

｢yliB+
. 분사 수동태｣ 형식으로,

alO

같은 기능 S587

yliªB).÷

그들의 소리들은 들려 지지(B3M) 않았다(

rP"+s.mi !yaelä . ~yzIßr'a] yceî[]w에
: 서 !yae은
ä ?
!yaeäl).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k'êx' al{ !be-aWh

l.와

함께 부정사적인 의미로 S579

삼나무들

~k'êx' al{)

그는 현명하지 않은(

아들이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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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는?

부정어 S566

`yx'(w" laeÞh' ~yrIï['h,-!mi tx;²a;-la, sn"©w> ~Av+l.vi lAmåT.mi Alß anEïf{-al{ aWh±w>
만일 /이전에 /어제와 삼일 전에\ 그를 [일절 혐오한 적이} 없었다면,

S588

그는 이들 도시들

중 하나로 도망가서 살 수 있다
에서

-al는?

sn"©w에
> 서 w>는?
(ha,Þr>a,-la;)dl,Y"+h;

명사절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강조력이 있다
A11E에 붙은

w>는 앞에서부터 흐르던 생각이 끊어진 생각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

tAmåB. ha,Þr>a,-la;에서 la;은?

바람에 대한 주관적 부정어, 없다 S568

나는 그 소년의 죽음을 [결코 볼 수 없다}

~r'ªb.a; ar'yä Ti-la;

아브람아 [결코 두려워 말라}.에서

la;은?

명령식 부정어, 말라 S569

la;ª laeêr'f.yI %l,m,ä Al rm,aYOÝw: ^M,_ai yaeyÞ bin>-la,w> ^ybiêa' yaeyä bin>-la, %le…에서
너남의 아버지의 예언자들에게로 그리고 너남의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로,

la;)

가라 그러나 이쓰라엘의 왕은 그에게 아니다(

(--l;(

la;)ä !yIy"+-Atv. ~ykilä 'm.l;( la;에
ä 서 la;은?

라고 말했다

의무의

l와 함께,

S570

%le…을 또 사용한다면?
la,w>

사이에 올 수도

부정하는 내용이 생략되었음

S571

술마시는 것은 왕들이 할 일이 아니다

`yti(L'mi la;ªl.÷ ~feîy"w에
> 서 la;은?

실명사로: 시에서 단 한번 나온다 S572

la;ªl).÷

그리고 내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것인가?

`Al)-Wbv.x.n< Whtoßw" sp,a,îme AD+g>n< !yIa:åK. ~yIßAGh;-lK'에서 !yIa은
; ?
!yIa:åK).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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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사로, 아무것도 아닌 것 S573

그들은 그분에 의해서 공허한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보다 못한 것으로 간주 되었다.“

`Al는?

l는

rAB=B; @sEßAy-!yae hNEïhi

에서

수동태

Wbv.x.n의
<

!yIa은
; ?

동작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킨다

명사구 변형의 위치에서: 있지 않음 S574

보라, 요세프가 구덩이에 없다(음).

`!b,T,( ~k,Þl' !tEïnO yNIn<±yae에서 !yIa은
; ?
!tEïn)O

분사의 주어로: 주어+...않는다 S575

yNIn<±yae)

나는 너남들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다(

`AD*b;l. hw"hß yl; yTiîl.Bi ~r'_x\y") ~yhiÞl{a/l' x;beîz에
O 서 yTil.B는
i ?
yTiîl.B)i

누구든지 홀로이신 여ㅎ바님이 아닌(

~yhiÞl{a/l에
'

...아니다,는 뜻으로 의미 제한 S590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근절되어야 한다

정관사가 온 이유는?

혼동을 피하려는 의도에서다

`hm'(d'a]h'(-ta, dboß[]l;( !yIa;ê ~d'äa'w에
> 서 !yIa은
; ?

동격으로, 없다 S576

!yIa);ê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yIa;êw" ~yli[]v;-#r,a,(b. WrÜb.[;Y:w에
: 서 !yIa은
;

무엇을 부정?

부정하는 내용이 생략되었음

S577

부정사와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S578

!yIa);

그들은 쏴알림 땅을 통과했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bCe(y:t.hil. ^ßM.[i !yae에
î 서 !yae은?
!yae)î

아무도 {당신을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rAh°j' yTilî .Bi aWhê

yTilî .B)i .에서 yTiäl.B는
i ? yliB와
.

{그는} 깨끗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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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부정어 S589

`~k,(l' hf,î[/a, ~yrIßm.ao ~T,îa;-hm'.( ..lae_r'f.yIB. tymiäh'l. vyaiÞ Wnl'î-!yae에
( 서 !yae은?
이쓰라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죽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행할 것입니다

에서

!yae은?

의문사

｢--l

-hm는?

!yae｣

형식, 주어+...해야 할 일이 아니다

S578

무엇을 한정한다기 보다는 폭 넓게 포괄하는 관대절을 인도

rs"+Wm !yaeäB. tWmy"â aWhª에서 !yae은
ä ?

B.와

!yaeäB).

{그 자야말로} 규율이 없어서(

함께 부정사적인 의미로 S579

죽을 것이다

~['_z>GI #r,a'ÞB' vreîvo-lB; @a:± W[r'êzO-lB; @a;… W[J'ªnI-lB; @a:å

에서

lB;은?

lB;),

객관 부정: 과거, 미완료에서,

lB;),

실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뻗지도 않았다(

실로 그들은 심겨지지도 않았다(

alO와

같다 S581

lB;)

실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않았다(

`bAj)-lB; jP'äv.miB. ~ynIßP'-rKeh에
; 서 lB;은?

｢lB;+형용사｣ 형식, 술어 부정어로:

alO와

같다 S582

`bAj)-lB;)

{재판에서 편파적인 것은} 좋지 않다(

-rKeh는
; ?

불부사가 명사절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예문은 희귀한 예문

`~h,(yMe[;n>m;B. ~x;ªl.a,÷-lb;에서 lB;은?

주관 부정:

la;과

같다 S583

÷-lb;)

나는 그들의 진미를 먹고 싶지 않다(

hl'yl> :ßw" ~Ayð

낮과 밤.에서

w는?

에서 w'에 장아음이 온 이유는?

대조를 나타내는 분리접속사로서(분접사) S599
단어그룹을 이루면 강한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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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된다

`^yl,(ae broåq. lB;÷ª

lB;)÷ª . lB;은?

너를 접근하지 않도록(

변부사와 함께:

`aWh) x;reÞbo yKiî Alê dyGIåhi yliB.-l[;에서 yliB는
. ?

yTil.bli 와
. 같은 기능 S584
alO

객관 부정:

yliB.-l[;).

그는 {그가 도망 중이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aAb)y" yliîB. @s,aoß

수확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에서

`!m,V'(B; x;yviîm' yliÞB에
. 서 yliÞB는
. ?

yliB는
. ?

객관 부정:

같은 기능 S586

유일한 산문의 예문

alO

｢yliB+
. 분사 수동태｣ 형식으로,

같은 기능 S586

alO

같은 기능 S587

기름으로 발라지지 않은

hl'yl> "+ ar'q"å %v,xloß ;w에
> 서 w는?
w>)

그리고(

등위접속사로서(등접사) S598

그 분께서는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yIm")-ylib. Wxa'î-hG<fy. 에
I 서 yliB는
. ?
갈대들이(

Wxa')

`~yIm")-ylib).

물 없이(

부정어적인 의미로:

alO

같은 기능 S588

자랄 수 있는가?

t[;d:ê-ylib.Bi Wh[erE-ta, xc;Ûr>yI rv,a] x:ceªAr hM'v'ø snUl에
' 서 ylib는
. ?

｢전치사

Bi+ylib. 형식

S588

자신의 이웃을 무의식적으로 죽인 살인자는, 거기로 도망갈 수 있다.

~h,_l' rB,Dä I-rv,a] #r,a'Þh'-la, ~a'§ybih]l; hw"ëhy> tl,koåy> yliB.m에
i 서 mi는
. ?

원인 “때문에“를 표현

그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 오는데, 여ㅎ바님의 무능력함(A9) 때문에

yliB.m에
i 서 yliB는
. ?

｢yliB+
. 변부사｣ 형식으로, 변부사 부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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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il.bil.

S588

대신 사용했다

`~ysi(yrIs' hv'Þl{v. ~yIn:ïv.

w는?

두 세 사람의 내시들.에서

`hl'([ol. hF,hÞ ; hYEïa;w> ~yciê[eh'äw> vaeh' hNEÜh에
i 서 w는?

w없이도

선택할 수 있다 S601

반의접속사: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S600

-a;w)> 번제를 위한 그 양은 어데 있습니까?

(나는) 불과 나무들을 봅니다. 그러나(

`rB'(d>MiB; ~t'îmih]l; ~a'ÞyciAh ~t'êAa Atåa'n>FimiW에서 At는?

속격이 주어가 됀 예문 S588

& 그가 그들을 혐오함 때문에, 그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했다

hr'_s' yTiäl.Bi tK;Þm;

yTilä .B)i

끊임 없는(

강타.에서

yTil.B는?

부정어 “없는”

alO같은 기능 S589

`Wnyhe(l{aKe rWcß !yaeîw> ^T,_l.Bi !yaeä yKiä hw"ßhyK; vAdïq'-!yae에서 yTil.B는
i ?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S590

^T,l_ .Bi !yae처
ä 럼 보통 부정어 뒤에서, ...없이,로 의미

제한

하ㄴ님처럼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신과 같은 바위도 없다

!A[ïd>GI br,x,²-~ai yTiªl.Bi tazOë !yae에
ä 서 ~ai yTil.B은
i ?
이것은 기드온의 칼 이외에(

yTiªl.B)i

아무것도

제한의 뜻으로: “이외의” S591

아니다

`%l,M,(mi ^ßs.a'm.YIw: hw"ëhy> rb:åD>-ta, T's.a;m' ![;y에
:© 서 w는?
w:)|

내가 여ㅎ바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결절을 인도함, 그래서 S608

그분도 너남을 왕으로부터 제거했다}

`~k,(T.ai ~k,îyxia] yTiÞl.Bi yn:ëp' Waår>ti-al{) rmoale vyaiÛh' WnB'' d[ihe d[eäh' 에서 yTil.B는
i ?
“...않는 한”으로 제한을 S592

그 사람은 우리들을 엄숙히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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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iÞl.B)i

{너남들의 형제가} 너남들과 함께하지 않는 한(

d[eäh는
'

너남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F8 부정사가, 드물지만, 동작의 강조나 완벽함을 표현하는 예문이다

`~de(yrIAa ~V'Þmi ~yIm;êV'h; Wl[]y:-~ai(w에
> 서 ~ai은?

양보, 비록...한다 해도 S633

-~ai)( 거기로부터｣ 내가-그들을-내려-올-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기어 오른다 해도(

`Wd['(An-~ai yTilÞ .Bi wD'_x.y: ~yIn:ßv. Wkïl.yhE 에
] 서 ~ai yTil.B는
i ?
~ai yTiÞl.B)i

그들이 약속하지 않고서(

(yTiîl.bl
i ).

제한을:...않고서 S593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가?

WNM,Þmi-lk'a] yTiîl.bil. ^yti²yWIc에
i 서 yTil.B는
i ?

l.와 함께. “...하지 않도록 S594

내가 너에게 그것으로부터 먹지 않도록 명했다

h[o+r>P;-tB;-ta,w> tABßr; tAY°rIk.n" ~yvión" bh;úa' hmoªl{v. %l,M,äh;w>
쎨로모 왕은 많은 외국 여자들 특별히(

`Waj'(x/t, yTiîl.bil.

에서

yTil.B는
i ?

-w>)

에서

-ta,w의
> w>는?

h[o+r>P;-tB;-ta,w)>

파르오의 딸을(

사랑했다

특별히, 강조

S604

l.와 함께. 부정적인 목적을 표현, ...하지 않도록 S594

너남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D<+b.[; ynIåa]w: hT'Þ[;w> za'ême ynIa]w:) ^ybiÛa' db,[에
,ä 서 w는?

문체 때문에 사용된 용어법적 표현

S605

나는 과거에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제는〕나는 당신의 종

hb'Þh]a;h'-ta, Wr±r>[o*T.-hm;W¥ ŸWry[ióT'-hm;에서 hm'는?
너남들은 사랑을 일으키거나 깨워서는 안 된다(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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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이면서 부정어로 사용 S596

`#r,a'(h' taeîw> ~yIm:ßV'h; taeî ~yhi_l{a/ ar'äB에
' 서 w는?
w)

하ㄴ님께서 그 땅을 그리고(

Whboêw" Whto ht'yî >h' #r,a'ªh'w>

등위접속사로서(등접사) S598

그 하늘들을 지으셨다.

에서 w는?

대조를 나타내는 분리접속사로서(분접사) S599

그러나 ｢그 땅은｣ 모양도 없고 비어있었다

ry[iÞw" ry[iî-ynEq.zI ~h,²M'[iw에
> 서 w는?

분배: 각, 개 S610

iry[iÞw)"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각 도시의(

[r'êw" bAjå

선과 악.에서

장로들이

w는?

대조를 나타내는 분리접속사로서(분접사) S599

에서 w'에 장아음이 온 이유는?

`hw")hy> ynEïy[eB. !xEß ac'm'î x;nO¨w>
그러나 ｢노아흐는｣

단어그룹을 이루면 강한 발음

에서 w는?

iW)

사용된다

반의접속사: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S600

(x;nO¨w)> 여ㅎ바님 눈들 속에서 호의를 발견했다

^ÜD>b.[; ^T,ªbiWû-^)än>biW ŸhT'äa에
; 서 w는?
너 혹은(

--"가

iW)

너남의 아들 혹은(

선택접속사: ...나, 혹은 S601

너의 딸, 너의 남종

bAj+-yKi rAaàh'-ta, ~yhi²l{a/ ar.Y:ôw에
: 서 w는?

연속적인 동작을 소개(연접사) S602

{그리고,} 하ㄴ님께서 그 좋은 빛을 보셨다

ab'ê-hNEhi ~ycipex] ~T,Ûa;-rv,a] tyrIøB.h; %a;l.m;W에서 w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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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로서: ...까지 S603

%a;l.m;W),

너남들이 좋아하는 언약의 사자까지(

보라 그는 오고 있다.”

!h<+bel.x,me(W Anàaco tArïkoB.mi aWh±-~g: aybiîhe lb,h,w에
> 서 w는?
특별히(

-W)

!h<+bel.x,me(W)

그들 기름진 것들 중에서(

가져왔다

특별히, 참으로,

강조(강접사로)

S604

lWa+v' tybeäl. rt:ßAn rv<ïa] dA[ê-vy< ykihä 에
] 서 yKi는?

명사절을 인도 S629

i

쏴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아직도 있는가?

%nErë ohe(w> %nEåAbC.[i hB,r>a; hB'Ûrh> 에
; 서 w>는?

특별히,

강조(강접사로) S604

내가 너녀의 산고를, [특별히] {너녀의 임신을} [크게(F8) 증가시키겠노라}

xG"+yI tb;ä-Aa xG"ßyI !bEï-Aai에서 Aa는?

선택 접속사로서: 혹은 S618

혹은 만일 그것이 아들을 받으면 혹은 그것이 딸을 받는다면

hm'êmevoåw> rm'T' bv,TeÛw:

에서 w는?

불필요하지만 문체 때문에 사용된 용어법적 표현

S605

타마르는 버려진 체(A1F) 살았다

`Al*-~[;j.yI lk,aoå %xeªw>÷ !x"+b.Ti !yLiämi !z<aoâ-al{h에
] 서 w는?
입천장이(

%xe)

lk,a)o

그것(입)을 위해서 음식을(

`Al*는?

비교절: 오직 시어에서만, ...듯이 S606

--w>)÷

맛보듯이(

-mi)

귀가 말을(

시험하지 않는가?

재귀적 혹은 지시사적인 의미로 사용된 사격이다

`~h,(yrexoj. ymeîlc. ; taeÞw> bh'êZ"h; yreäB.k.[; taew> zG:©r>a;h' taeäw> hl'_g[" ]h'-la, hw"ßhy> !Arïa]-ta, Wmfi²Y"w:

a;h)' 와 함께,

그들은 여ㅎ바님의 궤를, 그 상자(

-la,)

원형들과 함께 짐마차에(

실었다.

금쥐들과 함께, 그들의 종양들의

w

에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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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과 함께,로 번역 S607

~k,_ynEy[e( Wxßq.p.nIw> WNM,êmi ~k,äl.k'a] ~AyB.에서 w는?

귀결절을 인도함, (그래서) S608

｢너남들이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남들의 눈들이 뜨이게 될 것이다

hk'êWlM.h;-ta, Al-ylia]v;(w에
> 서 w는?
또한(

w>)

부가적으로: 또한, 역시 S609

(당녀는) 그를 위해서 그 왕국을 요청해 보시오

tAYrIk.n" ~yviÛn" byviúhoh; WnyrEª['B, rv,äa] Ÿlkoåw에
> 서 byviúhoh의
; h는?

관계대명사로 사용 S610

ho),

우리의 도시들 가운데서 외국인 부인들을 취한 자들은(

hr"boê[/a, ~yIr;'p.a, yjeÛyliP. Wrúm.ayO yKi에
ä 서 yKi는?

시간: 오직 동사절에서만 사용, ...할 때 S620

yKi)ä

에프라임의 생존자들이 '나로 하여금 건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말 할 때(

hr"boê[/a는
, ?

A10/13로 소원법의 하나인 의지형이다

`^yn<)p'l. hy<ïx.yI la[eÞm'vy. I Wlï에서 Wl+미완료]는?

기원적으로, 미래 시점에서, ...한다면 좋으련만

hy<ïxy. .I ..Wl)

｢이씌마엘ㅇ이｣ 당신 앞에서 살게 된다면 좋으련만!(

hw"ëq.ti yliä-vy< yTir>m;a' yKi에
Û 서 yKi는?
만일 나에게 희망이

실질적인 조건, 만일...이면 S621

yKi)Û

있다고 내가 말을 한다면(

lh'úQ'h;-lk'l.( WnyrEf'û an"å-Wdm.[]y에
:) 서 l를 보조격으로 옮기면?
우리의 지도자들로(

f')

S645

모든 회중들의 우리의 지도자들 S610

Q') 위해서 일어서도록 하자.

하여금 모든 회중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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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j)-yKi ~yhiÞl{a/ ar.Y:ïw:

-yK)

하ㄴ님께서 좋은 것을(

yKi는?

보셨다.에서

명사절을 인도 S629 i

Wnyhel{a/-@a; !ArÜx] byviúh'l. d[;û h'yj,_p.vow> ry[iÞw" ry[iî-ynEq.zI ~h,²M'[iw> ~ynIëM'zUm. ~yTiä[il. aboy"
w")

그들과 함께 각(

m.),

도시의 장노들 그리고 그것의 판사들이 지정된(

x])

시간에 나오도록 하자. 우리 하ㄴ님의 불타는(

분노가 돌아설 때까지!

`Ha'(l{m.W lbeªte÷ yliî-yKi %l"+ rm;aoå-al{ b[;r>a,â-~ai에서 ~ai yKi은
ä ?
-~ai)

{만일 내가 배고프다면}(

ry[iÞw" ry[에서 w는?
분배: 각, 개 S610

비실질적인 조건 S632

세상과 그것을 채운 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At*yBe tAbïytin> !ybiªt'÷-yki(w> Al=WbG>-la, WNx,Q"tiâ yKi에서 yK는?
너남이 그것을 그것의 영역으로 데려 갈 수 있도록

결과:...하도록 S628

(yKi), & 너남이 그 집으로의 길들을 식별하도록

hZ<+h; rb"Då 'K; hy<ßhy. Ih] ~yIm;êV'B; tABrua] hf,Û[o hw"h© y> hNEåhiw에
> 서 w는?

풍자,...고 하자 S611

이거 봐요{여ㅎ바님께서 하늘에서 창문들을 낸다고 하자}, 이런 일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AqM'h;-ta, T.[;d;y"w> Abªk.v'b. yhiäywI에서 w는?
w>)

너녀가 그 장소를 알아두는 것은(

그가

명사절 인도:...하는 것은 S612

누울 때이다

~yIr;êc.mi #r,a,äB. Wnt.m;-Wl에서 Wl는?

과거와 함께 기원을 나타낸다 S644

Wl)

만약에 우리들이 미츠라임 땅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았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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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x'aew" ykinOàa' ~roïy[e-yKi( ar'²yaiw에
" 서 w는?

추론의 결과절을 인도: 그래서 S613

그리고 나는〔벌거숭이〕였기 때문에 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w") 내가 숨었던 것입니다

yviÞp.n: ^ïkr. ,b'T. rWb±[]B; hl'ke_aow> yLiÞ ha'ybiîh'w에
> 서 w는?
ow)> ,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오라,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결과절을 인도: ...하도록 S614

나의 영혼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ba'êv.a, ^yL,m;g>li ~G:Ü rm,aToªw: At=qovh. ;l. lk;ÞT.w에
: 서 T.w의
: w는?
w:),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

시제절을 인도: ...때에 S615

｢또한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퍼 올리겠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yNIM<)mi ^ßd>yxiy>-ta, ^ïn>Bi-ta, T'k.f;²x' al{w> hT'a;ê ~yhil{a/ areÛy>-yKi( yTi[.d;ªy에
" 서 w는? 이유절 S616
너남이 너의 아들을 너남의 독생자를 나로부터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al{w)> 너남이 하ㄴ님을 두려워하는 지를 내가 알았노라

`^yt,(xop.vi tx;Þa;K. hy<ëh.a,( al{ åykinOa'w에
> 서 w는?
w>)

비록(

양보절: 비록...이지만 S617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의 하나처럼은 아니지만

hm'_a' Aaå rAVàh; xG:ïyI db,[,²-~ai에서 Aa는?
Aaå)

만일 황소가 남종이나 혹은(

선택 접속사로서: 혹은 S618

여종을 받는다면

hT'a; rWrÜa' ètaZO t'yfiä[' yKi에
ä 서 yKi는?
yKi)ä

너남이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유, 때문에 S619

네가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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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19i(

o[ti kate,fqeiren pa/sa sa.rx th.n o`do.n auvtou/ evpi. th/j gh/j

`lyIx")-ynEb.li Wyðh.wI Wqßz>xi ~k,êt.a, ytiyWIåci ykinOa'( yKiÛ aAlªh]에서 yKi는?

명사절을 인도 S629

너남들은 강하라! 그리고 너남들은 용감한 아들들이 되라! 고 [바로 내가} 너남들에게
명령한 것이(

yKi)Û 아니냐? yKiÛ aAlªh의
] 어순은?

부정어

aAl가 ykiäh]

`#r,a'(h'-l[; AKßr>D;-ta, rf"±B'-lK' tyxióv.hi-yK에서 yKi는?
~yIr;êc.mi #r,a,äB. Wnt.m;-Wl에서 Wl는?

사이에 온 예문

이유, 때문에 S619i(

과거와 함께 기원을 나타낸다 S644

Wl)

만약에 우리들이 미츠라임 땅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았으련만(
모든 생명체가 /그들의 윤리들을/그의 도로를\

broßl' ~d'êa'h'¥ lxehä e-yKi( yhiy>w:

에서

yKi는?

-yKi)( ”

지구상에서 더럽혔기(F5E) 때문에(

시간: 오직 동사절에서만 사용, ...할 때 S620

yKi)( 였다. ~d'êa은
' ?

집합명사로 사용되었다

이제 인류가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

WNk,rê >b't. al{ åvyai ac'îm.ti-yKi에
( 서 yKi는?
i-yKi)(

{만일 너남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실질적인 조건, 만일...이면 S621
너남은 그에게 인사하지 말라

`Hm'(v. hr'Þf' yKiî yr'_f' Hm'Þv.-ta, ar'îq.ti-al{에서 yKi는?

반의 접속사로: 그러나 S622

yKi)î

너남은 그녀의 이름을 싸라이라 [결코 부르지 말라}, 그러나(

yKi의 위치는?

{싸라가} 그녀의 이름이다.

부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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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뒤에

사용된 예문이다

lae_r'f.yI-~ai yKiÞ ^êm.vi dA[ rmEïa'yE bqo[]y: al{에서 ~ai yKi은
Þ ?

반의 접속사로 S623

I-~ai yK)

야아코브라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름은 더 이상

`~T,(a; ~yliÞG>r;m. yKiî h[oêr>p; yxe에
ä 서 yKi는?

이쓰라엘이라!

증언: 선서할 때에, 참으로 S625

yKi)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만, [참으로|(

너남들은 간첩 들이다}

`yti(d'yxi ~t,Þac'm. al{ ïytiêl'g>[,B. ~T,äv.r;x] aleWl에서 yleWl는?

조건부정, 만일..하지 않는다면

aleWl),

만일 너남들이 나의 어린 암소로 경작하지 않았더라면(

S643

너남들이 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t")n"Ay tWmßT' tAmï-yKi( @sI+Ay hkoåw> ~yhiÞl{a/ hf,î[y] :-hKo) lWaêv' rm,aYOæw:
하ㄴ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실 것이다.

-yKi)

요나탄, 너는 참으로(

증언: 용어적인

S625

증언: 선서할 때에, 참으로

~ai과 함께, 반드시 S626

-~ai-yKi)(

{여ㅎ바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반드시}(

그의 뒤를 쫓아가리라

수행과거 performative past라 칭한다

hw"hy>-yx;는?
~ai-yKi은
( ?

-yKi는?

[반드시 죽어야한다} 라고 쏴울이 말했다.

wyr'êx]a; yTicr. ;ä-~ai-yKi( hw"hy>-yx;에서 yKi는?
yTic.r의
;ä 문법 이름은?

에서

맹세어구다
맹세문 다음에서 예외절 exceptive clause를 인도하는 표시어다

`~yIm")[]p; hz<ï Wnb.v;Þ hT'î[;-yKi( Wnh.m'_h.m;t.hi aleäWl에서 yKi는?

증언: 참으로, 진실로 S627

만일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었더라면, [참으로 지금쯤은} 우리가 이곳에 두-번-정도는 돌아 왔을 것인데

aleäWl는?

실지적인 조건이 아니고 가상적인 조건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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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표현하는

yKi의

위치는?

귀결절에 많이 사용된다

`~x,l'( ^ßa]b'c.li( !TEïnI-yKi( ^d<+y"B. hT'Þ[; [N"±mul.c;w> xb;z<ô @k;h]û에서 yK는?

결과:...하도록 S628

우리가 빵들을 너남의 군대에게 줄 수 있도록, 제바흐와 찰무나ㅇ의 손들이 이미 너의 손 안에 있느냐?

~yhiêl{a/h'ä-ta, !Wdb.[;T;( ~yIr:êc.Mimi ~['h'-ta, ^Üa]yci(AhB. ^yTi_x.l;v. ykiÞnOa' yKiî tAaêh' ^åL.-hz<w>
그리고 이것이 너에 대한 그 표시, 즉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에서

yK는?

복창, 즉 S628

너남이 그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올 때에 너남들은 그 하ㄴ님을 경배해야 한다.

-hz<는?

중성으로 사용되면서 지시부사의 글기가 들어있다

yKi가
î 수식하는 바는?

tAaêh를
' 수식한다

`hn")[]l;w> varoß hr,îPo vr,vo± ~k,ªB' vyEå-!P,에서 !P,은?

말리려는, 충고의 뜻으로, ...하지 않도록 S648

vyEå-!P,)

너남들 가운데에 쓴 것과 독이-있는-열 매를 맺는 뿌리가 없도록(

hT'l'_K.viw> #r,a'ÞB' rybiî[]a; h['r² ' hY"ïx;-Wl)에서 Wl)는?

미완료로 비현실적인 조건을 표현

S642

Wl)),

만일 내가, ｢해치는 들짐승들로 하여금｣ 그 땅을 무찔러서 지나가게(F10A)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불모지대로 만들 것이다

hZ<+h; lAdßG"h; rb'Dî "h; hf,ê[]y: yKiä bl,K,êh; ^D>b.[; hm'Û yKiä laeêhz"x] rm,aYOæw:

S630

yKi)ä

너의 종은 뭐야?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일을\ 성취한 것은 그 개지!’ 라고(

에서

y: yKi의
ä yKI는?

복창, 것은 S630.

rm,aYOæw의
: 목적은?

hZ<+h...hm'Û yKi의
ä 명사절이다

`~r")a]-l[; %l,m,î ^ßt.ao hw"±hy> ynIar:ô >hi [v'êylia/ rm,aYOæw에
: 서 `~r")a]-l[; %l,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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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엘이 말했다

^ßt.a의
o 보어

여ㅎ바님께서 너를 아람 사람들의 왕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라고 엘리쏴ㅇ가 대답했다.

S630

`~r'(Wb[]B; ~AqßM'h;-lk'l. ytiaf'în"w> ry[i_h' %AtåB. ~qIßyDIc; ~yViîmix] ~do±s.bi ac'îm.a,-~ai
~ai),

만일 내가 써돔에서 50명의 의인들을 그 도시 안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그들 때문에 그 모든 장소들을 용서하겠노라!

에서

술어

hy<åh.y가
I

^r,êk'f의
.

만일 아래와 같이(

｢얼룩 있는 것들이｣

너의 삯이 될 것이라고 그가

말하면, 모든 양들이 얼룩 있는 것들을 낳았다

hKoå-~ai의

뜻은?

온 것은?

영향을 입었다

S631

만일 아래와 같이, 만일 아래처럼

WmWqêy." ..~yDIf.K; lyxeÛ-lK' ~t,úyKihi-~ai yKiä

에서

~ai yKi은
ä ?

~ai yKi)ä

만일 너남들이 카쓰딤의 군대를 공격한다면(

lae_r'f.yI-~ai yKiÞ

~ai은?

실질적인 조건, 만일...한다면 S631

~yDI_qun> !aCohß ;-lk' Wdïl.y"w> ^r,êk'f. hy<åh.yI ~yDIqun> rm;ªayO hKoå-~ai
hKoå-~ai),

에서

그러나 이쓰라엘이라.에서

비실질적인 조건 S632

그들이 일어 날 것이다

~ai yKi은
Þ ?

용어적으로, 그러나 S638

hZ<+h; ~['äh'-la, yviÞp.n: !yaeî yn:ëp'l. laeWmv.W hv,Ûmo dmo[]y:-~ai에서 ~ai은?
~ai)

비록 모쐬ㅎ와 쎠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해도(

나의 영혼이 이 백성을 향하지는 않는다!

`Wnyre(c'l.-~ai hT'Þa; Wnl'îh에
] 서 ~ai은?
-~ai)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요 또는(

양보, 비록...한다 해도
S633

의문문과 함께: 또는; 또한 S634
우리의 원수를 위하는 것이요?

`rb'(D" yxiÞl.vo byviîa'-hm' ^yr,øc'-ynE)p.li ^s.nU ~yvid'x\û hv'lä {v.-~ai ^c,r>a;B. Ÿb['rä ' Ÿ~ynIåv'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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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칠년 기근이 너남의 땅에? 또는(

｢삼 개월 동안｣ 너남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너남이 도망 갈 것인가?...무슨 대답을 나를 보내신 그 분에게 내가 보고해야 할까요?

에서

~ai은?

yxiÞl.vo

의문문과 함께: 또는; 또한 S634

앞에 생략된 것이 있다면?

ta,다.

-hm'를

한정하는 대격은?

yTi_v.ai-~[i bK;äv.liw> tATßv.liw> lkoïa/l, yti²yBe-la, aAbôa' ynIùa]w에
: 서 -~[i은?

`rb'(D다
" .

동반,...과 함께 S491

그런데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둘어눕기 위해서, 바로 내가 나의 집으로 간다?

ynIùa]w의
:

글기는?

상반절은 의문사없이 억양만으로 의문문을 표현한다

hT'l'_K.viw> #r,a'ÞB' rybiî[]a; h['r² ' hY"ïx;-Wl)에서 Wl)는?

미완료로 비현실적인 조건을 표현

S642

Wl)),

만일 내가, ｢해치는 들짐승들로 하여금｣ 그 땅을 무찔러서 지나가게(F10A)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불모지대로 만들 것이다

`hZ<)h; rb"ïD'h;-ta, hf,Þ[/a,-~ai( ^v,êp.n: yxeäw> ^Y<x에
; 서 ~ai은
( ?

서원문 뒤에서 부정적인 뜻을 표현

-~ai)( 것입니다 S491

당신의 생명과 당신 영혼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이 일은 행하지 않을(

^v,êp.n: yxeäw> ^Y<x는
; ?

서원문이다.

WhY"qiz>xi ~k,Ût.a, tySiy:-!P,에서 !P,은?
히즈키야후가 너남들을 선동하지 않도록(

(al{

말리려는, 충고의 뜻으로, ...하지 않도록 S648

tySiy:-!P,)

-~ai)vm,a, ytiyaiÛr' wyn"÷b' ymeD>-ta,w> ûtAbn" ymeDä >-ta, al{ -~ai에서 al{ -~ai은?
｢나보트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내가 어제 밤에 보았다.

`yli(-rv,a] ryciÞQ'h;-lK' taeî WLêKi-~ai d[;에
ä 서 ~ai d[;은?

확정적인 뜻, 확실하게 S635a

용어적으로: 명사절에서, ...때까지 S636

~ai d[;)ä

나에게 속하는 모든 추수를 그들이 완료할 때까지(

`yli(-rv,a는
] ?

`yli(-rv,a가
]

관대구로

~m'_Aqm.-la, ~nUßaoybi(h]-~ai rv<ïa] d[;에
² 서 ~ai rv<ïa은
] ?

보조격을 대신한다

용어적으로: 때까지 S637

~ai rv<ïa] d[)

우리가 그들을 그들의 장소로 데려 올 때까지(

~nUßaoybi(h은
] ?

F5Ae이면서도

~ai rv<ïa] d[;²

^êm.vi dA[ rmEïa'yE bqo[]y: al{에서 ~ai yKi은
Þ ?

다음에서 미래동작을 표현

용어적으로, 그러나 S638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아코브라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v'r_ ' ŸH;Alïa/ ljoßq.Ti-~ai에서 ~ai은?
오 하ㄴ님! 만일 당신께서 악한 자들만

기원적으로: 만약...이라면 (좋으련만) S639

ljoßq.Ti-~ai)

죽인다면(

[~ai+미완료] 형식은?

기원의 뜻'...다면 좋으련만‘을 표현

hx'ên>miW hl'ä[o WndeY"mi xq:Ül'-al{) Wnteymihl] ; hw"hÜ y> #pex' ûWl에서 Wl는?
ûWl),

만일 여ㅎ바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셨다면(

비현실적인 조건, 만일...라면 S640

그는 우리의 손으로부터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l,Mh,_ ;-!B,-la, ydIyÞ " xl;îv.a,-al{) @s,K,ê @l,a,ä yP;K;-l[; lqEÜvo ykiønOa' aWlw>에서 Wl는?
aWlw>),

만일 내가 내 손 바닥들로 천 개의 은들을 받는다(A1M) 해도(

분사와, 비현실적인 조건

내가 왕의 아들을 대항해서 내 손을 뻗지 않을 것이다.

`^r<)b'd>ki yhiyî > Wlß에서 Wl는?

간청문 대용으로, ...하기를 바란다 S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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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너남의 말처럼 되기를 바란다(

Wl)

`!Wt)muT.-!P, AB+ W[ßG>ti al{w에
> 서 !P,은?

두려움과 주의: 절 앞에서, ...하지 않도록 S647

{너남들이 죽지 | 않으려면!] 그것을 {너남들은 [결단코] 만져서도 안 된다]

복습 21B, 구문론 글기 번역 S541-S648

번역하고, 히브리어 단어를 지적하고 관련된 구문론 이름을 말하라
~G:
HM'Þ[i Hv'²yail.-~G: !TEôTiw:
yl;ªae rm:åa'-yKi Ÿ~G:å

S543

S543

`Ad*y"B. [;ybiÞGh" ; ac'îm.nI-rv,a] ~G:± Wnx.n:¨a]-~G:

S544

`~x,L'(h;-la, ~AYàh;-~G: lAmïT.-~G: yv;²yI-!b, ab'ó-al{ [;WDøm;
hL,aeªh' tAtøaoh' ynEvl. i û~G: Wnymia]y: al{å-~ai hy"³h'w>
ydI_y"B. ^ßl.y[im. @n:ïK.-ta, hae²r> ~G:© haerê > ybiäa'w>
`lyIx") Wrb.G"ï-~G: Wqªt.['÷ Wy=x.yI ~y[iäv'r> [;WDåm;
`hy<)h.yI %WrßB'-~G:

S545

S545

S546

S546

^ßt.aJ'x; rybiî[/h, hw"h± y>-~G:
`yli¥[\p' Waïr'-~G: ynIWn©x'B.÷

S547

S548

[;me_vo yNIn<åyae hL'Þpit. WBïr>t;-yKi( ~G:±

S548

@a;
ymiêAlx]B; ynIa]-@a;

S550

Wnt'êaoybiäh] vb;d>W bl'Ûx' tb;z" û#r,a,-la, al{ å@a;

S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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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44

^n<y+ [e T'x.q:åP' hz<â-l[;-@a;
yji_P'v.mi rpEåT' @a;h;â

S551

S551

~['_z>GI #r,a'ÞB' vreîvo-lB; @a:± W[r'êzO-lB; @a;… W[J'ªnI-lB; @a:å
`Wryvi(y"-@a; W[ª[]Art.yI÷

S552

`aje(Axw> [v'îr'-yKi( @a;÷ª ~L'_vuy> #r,a'äB' qyDIc;â !hEå
`rh")j.W #x;îr> ^yl,Þae rm:ïa'-yKi( @a:±w>

S553

S553

%a;
~[;P;êh;-%a; hr'äB.d;a]w: yn"doal;( rx;yIÜ an"ù-la;
`Wlke(ato al{ ïAmßd' Avïp.n:B. rf'§B'-%a;
@r"+jo @roæj' %a:ß

S554

S554

S555

qr:
`&'M<)mi lD;îg>a, aSeÞKih; qr;î

S556

`ryji(q.m;W x;BeÞz:m. aWhï tAmêB'B; qr;…
hw"ëhy> rB<åDI hv,moB.-%a; qr;Ûh]

S556

S556

`~AY*h;-lK' [r;Þ qr;î ABêli tboåv.x.m; rc,yE-lk'w>
ynIT'êbh. ;a] al{w> ynIt;'anEf.-qr;

S557

S557

~ynIëb'a]h' tAxålu ynEv. qr;ª !Arêa'B'( !yae

S558

^yh,l_ {a/ hw"åhy> lAqßB. [m;êv.Ti [;Amåv'-~ai qr:
laeêr'f.yIB. ~yhil{a/-!yae yliÛB.mih;(

S559

S560

h['_v' al{ åAtßx'n>mi-la,w> !yIq:ï-la,w>

S561

hm'd'a]h'(-ta, dA[Ü lLeql; . @siaoû-al{)

S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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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52

WNM,_mi lk;Þato al{

S562

`hr'(koB.l; fxeÞy:t.hil. al{
`al{) Ÿrm<)aYOðw:

S563

S564

AD+b;l. ~d'Þa'h'( tAyðh/ bAj±-al{

S565

taZO=h; hr'äATh; rp,seÞB. bWtêk' al{ årv,a]
^t<+l's.Ki ^t.a'r>yIâ al{h]

S565

qd,c,ê-al{B.( Atybe hn<ÜBo yAhå
dl,Y"+h; tAmåB. ha,rÞ >a,-la;
~r'ªb.a; ar'yä Ti-la;

S567
S568

S569

la;ª laeêr'f.yI %l,m,ä Al rm,aYOÝw:
!yIy"+-Atv. ~ykiäl'm.l;( la;ä
`yti(L'mi la;ªl.÷ ~feîy"w>

S570

S571

S572

AD+g>n< !yIa:åK. ~yIßAGh;-lK'

S573

rAB=B; @sEßAy-!yae hNEïhi

S574

`!b,T,( ~k,Þl' !tEïnO yNIn<±yae

S575

`hm'(d'a]h'(-ta, dboß[]l;( !yIa;ê ~d'äa'w>
`hd'(lel. !yIa:ß x;koïw>

S565

S576

S576

!yIa;êw" ~yli[]v;-#r,a,(b. WrÜb.[;Y:w:
`bCe(y:t.hil. ^ßM.[i !yaeî

S577

S578

lae_r'f.yIB. tymiäh'l. vyaiÞ Wnl'î-!yae(
rs"+Wm !yaeäB. tWmy"â aWhª

S578

S579

rP"+s.mi !yaelä . ~yzIßr'a] yceî[]w:

S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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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lB; ABliB.â rm:åa'

S581

~['_z>GI #r,a'ÞB' vreîvo-lB; @a:± W[r'êzO-lB; @a;… W[J'ªnI-lB; @a:å
`bAj)-lB; jP'äv.miB. ~ynIßP'-rKeh;
`%M")[i-lB; ABªliw>÷

S582

S582

`~h,(yMe[;n>m;B. ~x;ªl.a,÷-lb;
`^yl,(ae broåq. lB;÷ª

S583

S584

`aWh) x;reÞbo yKiî Alê dyGIåhi yliB.-l[;
`aAb)y" yliîB. @s,aoß

S586

S586

`!m,V'(B; x;yviîm' yliÞB.

S587

`~l'(Aq [m'îv.nI yliªB.÷

S587

`~yIm")-ylib. Wxa'î-hG<fy. I

S588

#r,a'Þh'-la, ~a'§ybih]l; hw"ëhy> tl,koåy> yliB.mi
t[;d;ê-ylib.Bi
qxo+-ylib.li

S581

S588

S588
S588

hr'_s' yTiäl.Bi tK;Þm;

S589

aWhß rAh°j' yTiîl.Bi

S589

`Wnyhe(l{aKe rWcß !yaeîw> ^T,_l.Bi !yaeä yKiä hw"ßhyK; vAdïq'-!yae
`AD*b;l. hw"hß yl; yTiîl.Bi ~r'_x\y") ~yhiÞl{a/l' x;beîzO
!A[ïd>GI br,x,²-~ai yTiªl.Bi tazOë !yaeä

S591

`~k,(T.ai ~k,îyxia] yTiÞl.Bi yn:ëp' Waår>ti-al{)
`Wd['(An-~ai yTilÞ .Bi wD'_x.y: ~yIn:ßv. Wkïl.yhE ]
WNM,Þmi-lk'a] yTiîl.bli . ^yti²yWIci

S590

S592
S593

S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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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90

`Waj'(x/t, yTiîl.bil.

S595

hb'Þh]a;h'-ta, Wr±r>[o*T.-hm;W¥ ŸWry[ióT'-hm;

S596

w
`#r,a'(h' taeîw> ~yIm:ßV'h; taeî ~yhi_l{a/ ar'äB'
hl'yl> "+ ar'q"å %v,xloß ;w>

S598

Whboêw" Whto ht'yî >h' #r,a'ªh'w>
hl'yl> :ßw" ~Ayð

S598

S599

S599

`hw")hy> ynEïy[eB. !xEß ac'm'î x;nO¨w>

S600

`hl'([ol. hF,hÞ ; hYEïa;w> ~yciê[eh'äw> vaeh' hNEÜhi
^ÜD>b.[; ^T,ªbiWû-^)än>biW ŸhT'äa;
`~ysi(yrIs' hv'Þl{v. ~yIn:ïv.

S600

S600

S600

bAj+-yKi rAaàh'-ta, ~yhi²l{a/ ar.Y:ôw:

S602

ab'ê-hNEhi ~ycipex] ~T,Ûa;-rv,a] tyrIøB.h; %a;l.m;W

S603

!h<+bel.x,me(W Anàaco tArïkoB.mi aWh±-~g: aybiîhe lb,h,w>

S604

h[o+r>P;-tB;-ta,w> tABßr; tAY°rIk.n" ~yvión" bh;úa' hmoªl{v. %l,M,äh;w>
%nErë ohe(w> %nEåAbC.[i hB,r>a; hB'Ûrh> ;
hm'êmevoåw> rm'T' bv,TeÛw:

S604

S604

S605

^D<+b.[; ynIåa]w: hT'Þ[;w> za'ême ynIa]w:) ^ybiÛa' db,[,ä
`Al*-~[;j.yI lk,aoå %xeªw>÷ !x"+b.Ti !yLiämi !z<aoâ-al{h]

S605
S606

yreäB.k.[; taew> zG:r© >ah; ' taeäw> hl'_g"[h] '-la, hw"hß y> !Arïa]-ta, Wmfi²Y"w:
`~h,(yrexoj. ymelî .c; taeÞw> bh'êZ"h;

S607

~k,_ynEy[e( Wxßq.p.nIw> WNM,êmi ~k,äl.k'a] ~AyB.

S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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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07

`%l,M,(mi ^ßs.a'm.YIw: hw"ëhy> rb:åD>-ta, T's.a;m' ![;y:©
hk'êWlM.h;-ta, Al-ylia]v;(w>

S609

ry[iÞw" ry[iî-ynEq.zI ~h,²M'[iw>

S610

S608

hZ<+h; rb"Då 'K; hy<ßhy. Ih] ~yIm;êV'B; tABrua] hf,Û[o hw"h© y> hNEåhiw>
~AqM'h;-ta, T.[;d;y"w> Abªk.v'b. yhiäywI

S612

`abe(x'aew" ykinOàa' ~roïy[e-yKi( ar'²yaiw"

S613

yviÞp.n: ^ïkr. ,b'T. rWb±[]B; hl'ke_aow> yLiÞ ha'ybiîh'w>

S614

ba'êv.a, ^yL,m;g>li ~G:Ü rm,aToªw: At=qovh. ;l. lk;ÞT.w:

S615

S611

`yNIM<)mi ^ßd>yxiy>-ta, ^ïn>Bi-ta, T'k.f;²x' al{w> hT'a;ê ~yhil{a/ areÛy>-yKi( yTi[.d;ªy"
`^yt,(xop.vi tx;Þa;K. hy<ëh.a,( al{ åykinOa'w>

S616

S617

Aa
hm'_a' Aaå rAVàh; xG:ïyI db,[,²-~ai
xG"+yI tb;ä-Aa xG"ßyI !bEï-Aa

S618

S618

yKi
hT'a; rWrÜa' ètaZO t'yfiä[' yKiä

S619

`#r,a'(h'-l[; AKßr>D;-ta, rf"±B'-lK' tyxióv.hi-yKi(

S619

o[ti kate,fqeiren pa/sa sa.rx th.n o`do.n auvtou/ evpi. th/j gh/j

`~yYI)x;h;( #[eî %r<D<Þ-ta,

S619

broßl' ~d'êa'h'¥ lxehä e-yKi( yhiy>w:
~yIr;'p.a, yjeÛyliP. Wrúm.ayO yKiä

S620
S620

WNk,rê >b't. al{ åvyai ac'îm.ti-yKi(
hw"ëq.ti yliä-vy< yTir>m;a' yKiÛ

S621

S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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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19

`Hm'(v. hr'Þf' yKiî yr'_f' Hm'Þv.-ta, ar'îq.ti-al{

S622

lae_r'f.yI-~ai yKiÞ ^êm.vi dA[ rmEïa'yE bqo[]y: al{

S623

`hw")hy>-~aun> ^ßd>yrIAa* ~V'îmi ^N<ëqi rv,N<K; h;yBiÛg>t;-yKi(
`~T,(a; ~yliÞG>r;m. yKiî h[oêr>p; yxeä

S624

S625

`!t")n"Ay tWmßT' tAmï-yKi( @sI+Ay hkoåw> ~yhiÞl{a/ hf,î[y] :-hKo) lWaêv' rm,aYOæw:
wyr'êx]a; yTicr. ;ä-~ai-yKi( hw"hy>-yx;

S626

`~yIm")[]p; hz<ï Wnb.v;Þ hT'î[;-yKi( Wnh.m'_h.m;t.hi aleäWl

S627

`~x,l'( ^ßa]b'c.li( !TEïnI-yKi( ^d<+y"B. hT'Þ[; [N"±mul.c;w> xb;z<ô @k;h]û
`At*yBe tAbïytin> !ybiªt'÷-yki(w> Al=WbG>-la, WNx,Q"tiâ yKi
`bAj)-yKi ~yhiÞl{a/ ar.Y:ïw:

S628

S628

S629

lWa+v' tybeäl. rt:ßAn rv<ïa] dA[ê-vy< ykihä ]

S629

`lyIx")-ynEb.li Wyðh.wI Wqßz>xi ~k,êt.a, ytiyWIåci ykinOa'( yKiÛ aAlªh]
%M'ê[i hy<åh.a,(-yKi( rm,aYw:

S625

S629

S630

bl,K,êh; ^D>b.[; hm'Û yKiä laeêhz"x] rm,aYOæw:

S630

~ai
ry[i_h' %AtåB. ~qIßyDIc; ~yViîmix] ~do±s.bi ac'îm.a,-~ai
`~r'(Wb[]B; ~AqßM'h;-lk'l. ytiaf'în"w>

S631

S631

~yDI_qun> !aCohß ;-lk' Wdïl.y"w> ^r,êk'f. hy<åh.yI ~yDIqun> rm;ªayO hKoå-~ai

S631

WmWqêy." ..~yDIf.K; lyxeÛ-lK' ~t,úyKihi-~ai yKiä S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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