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756-S861)

.
S755 상황절은 주절에 종속되는 내용들을 제공하며, 주절과 공존하는 시간, 이
유, 양보, 동기, 수단 등과 같은 부차적인 내용들을 보강해 준다. 상황절은

-w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을 수 도 있다.

--w는

분리 접속사 기능을 할

때도 있고 주어를 문 앞에서 동반할 때도 있다.

S756

-w를

동반한

: 보기로 취한 문장은 양보절이다.
(창세18:27)

`rp,ae(w" rp"ï[' ykiÞnOa'w> yn"ëdoa]-la, rBEåd;l. yTil.a;Ah an"Ü-hNEhi

“185[제발 보시죠!} 비록 {나는}106 먼지([')와 재에 불과 하지만(`rp,ae(w"

rp"ï[)' ,

내가 나의 주인에게 예기하는 것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yTil.a;Ah

F5A,

la;y"

야알 “의지를 보이다. 결심하다, 자발적으로 착수하

다”. >(JM171f).

S757

-w를

동반한

“이제는 쐼론에 기근이 심했다(qz"ïx)' ”(왕상18:2)

S758

-w를

`!Ar)m.voB. qz"ïx' b['Þr'h'w>

~yIm;êV'b; Avåarow> lD'g>miW ry[iª WnL'ä-hn<b.nI

동반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의 머리가 하늘에 있는(~yIm;êV'b); 탑과 도시를 짖자”
(창세11:4). “그리고 자기 앞에(`wyn")p'l). 방패를 매고
있는 그 사람”(사상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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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n")p'l. hN"ßChi ; afeînO vyai²h'w>

S759

-w를

동반한

앞에 ｢앉아

“그 날 뜨거울 때에, ｢그가｣03 천막 문

`~AY*h; ~xoïK. lh,aoßh'-xt;P,( bveîyO aWh±w> are_m.m; ynElß {aeB. hw"hë y> wyl'ae ar'ÛYEw:

있을｣ 때에(bveîy), 여ㅎ바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그에
게 나타나셨다”(창세18:1).lh,aoßh'-xt;P,(

bveyî O aWh±w>에서 lh,aoßh'-xt;P은
,(

장소를

확정해 주는 대격 accusative로 사용되었다. 특히 머무르는 동사와 함께
(CJJ 244).
① 장소를 확정 local determination하는 대격은 전치사

용 되기도하고 또는

l

보기,

lh,aoßh'-xt;P처
,( 럼 B나 l없이

Al+h\a' xt;p,äl. vyaiÞ

앞에”(민수11:10),

B나 l하고

사

사용될 수 도 있다:

B나

이씌 러페타흐 오홀로 “각자가 자신의 천막 문

h[oßr>P;-tyBe xt;p,îB. 버페트흐

베트 파르오ㅎ “바로 궁정

입구에서”(에레43:9)(JM126h, S82).
② 버후 요쐬브

bveîyO aWh±w> [w>+독인사+분사]

형식으로 아주 흔히 사용

되며 명사절로 취급한다. 또한 [w>+독인사+분사]가 인도하는 명사절을 계
합사절 copulative clause라 칭한다(JM159d).

③ 순발적인 동작과 계속적인 동작표현은,

bveîy...aWh±w> ar'ÛYEw처
: 럼

시미과

거와 분사를 사용한다(JM166h). “나타났다“는 순발적인 동작이요, ”앉아
있었다“는 계속적인 동작이다. 이러한 동작들은 본절에 나타난 문형을 사
용한다
④

`~AY*h; ~xoïK.

때를 표현한다:

커홈 하욤에서

`~AY*h; ~xoïK.

K는

시제절을 인도한다. 특히 하루의 정확한

“그날 뜨거운 때에“라 옮긴다(JM166m).

`~k,(ynEq.zIw> ~k,Þyjeb.vi yveîar'-lK' yl;êae !Wbår>q.Tiw: vae_B' r[EåBo rh"ßh'w>
“그 산이 불에 ｢타고 있는｣(r[EåB) 동안에, 너남들이, 너남들의 부족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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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우두머리들이 그리고 너남들의 장로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
다”(신명5:23).

!Wbår>q.Tiw:

r[EåBo rh"hß 'w에
> 서
S760

-w를

A6C,

breq'

“가까이 다가오다”.

분사에는 정관사가 없어서 피차 동격관계는 아니다(JM127a).

동반한

상황절이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면

정동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 땅은｣03 모양도 없고(t') 비어
있었다(ht'yî >h)' ”

(창세1:2)

Whboêw" Whto' ht'yî >h' #r,a'ªh'w>

`ynI)doal;* hk'Þl.aew> ynIWx§L.v; yKi_r>D; x;yliäch. i hw"ßhyw:¥ ytiêao Wråx]a;T.-la;

”여ㅎ바님께서 나의 길을 번성케 하셨기(hi) 때문에 나를 지연시키지 마세
요, 내가 나의 주인에게 돌아가도 나를 보내시지요“(창세24:56). 간접 의지
형

hk'Þl.aew>

A10A/21이 명령형

ynIWx§L.v;

C15Ma 다음에서 사용되었으며 결

과나 목적을 표현한다(JM116b),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강한([') 국가가
205[확실하게

될 것이기}(hy<±hy. )I) 때문에(창세18:18).

(GKC§75n). 정동사 앞에 온 불변사
(JM123e).

~Wc+['w> lAdßG" yAgðl. hy<h± .yI) Ayõh' ~h'êr'b.a;'w>

~h'êr'b.a;'w에
> 서 w>가

Ayõh가
'

Ayõh'

A8,

A

=

h

동사의 의미를 확증한다

약한 양보절 although 혹은 이유절을 인도한

다(JM171f).

S761

-w

상황절의

예문은 기준을 뜻하는 상황절(JM159c)

hL'_Ki !joàQ'b;W lxeêhe lAdåG"B; fPe§x;y>w:

“그는 찾았다, 그는 최고령으로부터｣06 시작했다

(lxeêh)e 그리고 그는 가장-연소한-아이로｣06 끝냈다(hL'_K)i .”(창세44:12).

fPe§x;y>w:

C6E,

하다”.

hL'_Ki

vp;x'
C5E,

하파씌 “찾다”, “자유롭다.”

hl'K'

lxeêhe

칼라 “완성하다, 끝나다”.

F5E,

ll;x'

할랄 “시작

S762

-w를

상황절의

“그는 서편으로는 베이트엘에

~d,Q,êmi y[;äh'w> ~Y"mi laeÛ-tyBe( hl{h+ \a' jYEåw:

오홀로

(~Y"m)ie 동편으로는 아이에 그의 천막을 쳤다”(창세12:8).

hj'n." hl{+h\a에
' 서 h는 Wh--e부터

jYEåw:

A6E

축소되어 모음만 남은 남단3인칭 접미어다

(JM94h).

S763

-w를

상황절의

어떤 기준을 나타낸다.

”그래서 너남들은 이렇게 너남들의 양쪽

~yriêgUx] ~k,äynEt.m' èAtao Wlåk.aTo éhk'k'w>

허리들을 띠로 맨체로(~yriêgUx)] 그것을 먹어야 한다“(출에12:11).

~yriêgUx]

A3M,

rg:x'

"허리띠를 매다”.

들의 양쪽 허리들을”,

S764

-w를

~yInò:t.m'

모트네헴 nmw 양수, “너남

모트나임 nm “양쪽 허리”. 허리 >(34샤).

상황절의

“{너남들의 형제가}106

~k,äynEt.m'

:

`~k,(T.ai ~k,îyxia] yTiÞl.Bi yn:ëp' Waår>ti-al{)

너남들과 함께 하지 않고는 너남들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Waår>ti-al{)) ”(창세43:3).

S765

hy"h'w나
> yhiy>w:

: 시제 지시어

hy"h'w>나 yhiy>w는
:

주절 앞에 놓이

며, 주절에 종속될 수 있다.

S766

[yhiy>w:

: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vuäAhy>-la, hw"hy> rm,aYOÝw: hw"+hy> db,[,ä hv,Þmo tAmï yre²x]a; yhiªy>w:
“여ㅎ바님의 종인 모쐬ㅎ의 죽음이 있은 후에(tAmï

yre²x]a; yhiªy>w): ,

여ㅎ바님

께서 여호쑤아에게 말씀하셨다”(여호1:1).

yhiyª >w:

A11E 시미과거 wayyiqtol로 여호수아서가 시작한다. 레위기, 민

수기, 왕하, 에즈라, 역하서들이 시미과거형으로 시작하는 책들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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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되는 시미과거 동사는 과거시제의 뜻을 표현한다(JM118cN).
[yhiy>w:

qf; 부대
~h,y² Pes.K; tArôroc.-ta, Waúr>YIw: AQ+f;B. APßs.K;-rArc. vyaiî-hNEhiw> ~h,êyQef; ~yqIåyrIm. ~he… yhiªy>w:

S767

]

: 종속절이 된다.

“그들이 그들의 부대들을 비우는 때인데(~yqIåyrIm.
의 은 주머니(rc)가 각자의

~he… yhiyª >w:

부대 속에! 있는 것을 각자가 (보았다), 그리

고 그들은 그들의 돈(들) 부대들을 보았다”(창세42:35).
인도한다(GKC§ 116u). 단수형
대비되고 있다.

), 보라, 각자

APßs.K;-rArc.과

~h,²yPes.K; tArôroc.-ta,에서

hNEhiw>

귀결절을

~h,y² Pes.K; tArôroc.-ta,이

복수형

복수형들이 2개나 사용된 것은 첫

번째의 복수형의 영향으로 두 번째에도 복수형을 택한 것이다(JM136o).

vyaiî-hNEhiw에
> 서 vyai는
î
S768

[

각자의 배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JM147d).

+rv,a+
]

]

:

W[ªm.v.YIw:) tyrI+B. ~h,Þl' Wtïr>K'-rv,a] yre§x]a; ~ymiêy" tv,l{v. hceq.mi yhiyª >w:
(때는) 그들이 그들과 계약을 맺은 후에(Wtïr>K'-rv,a]

yre§x]a); ,

삼일이 끝났

을 때였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다.(여호9:16)
.
S769

rm,aToªw: At=qov.hl; . lk;ÞT.w:

: “...할 때”로 옮긴다.

“그녀가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lk;ÞT.w): 그가 말
했다”(창세24:19). “그들이 추프 땅에 들어

rm:±a' lWaïv'w> @Wcê #r,a,äB. WaB'… hM'he

왔을 때에, 쏴울이 말했다”(사상9:5)

S770

yKi가

을 인도: “...할 때”로 옮긴다. “{그가

거기에 오랫동안(h;) 머무르던 때}318였다”(창세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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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iêYh" ; ~v' Alï-Wkr>a") yKiä yhiªy>w:
%r;a', xrea'

“오래 있다

(시간).“

--B.가

S771

rv<åa] 절 앞에서 --B.는 사용되지 않는다.
tnO=T'm; ~h'Þr'b.a; !t:ïn" ~h'êr'b.a;l. rv<åa] ~yvigl> ;yPi(h; ynEÜb.liw>
`~d,q<) #r,a,î-la, hm'd>qEß yx;ê WNd,äA[B. AnB. qx'Ûc.yI l[;me ~xeúL.v;y>w:)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첩들의 아들들에게｣03 아브라함은 선물들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yx;ê

WNd,äA[B.),

그들을 그의 아

들 이츠하크로부터, 동쪽으로, 동쪽 땅으로 보내 버렸다.”(창세25:6).

yx;ê WNd,äA[B.

=

함께 또는

rv,a]

형식으로 시제절을 표현하는데,
없이도 사용된다.

--(Am)K.

S772

자”, (rv<åa)]

혹은 (rv<åa)]

K.는

vg<lñ,P,i vg<lñ,yPi

K.가

rv,a와
]

nf 첩

:

--(Am)K.는

“...하자마

“...할 때”로 옮긴다. “｢그리고 새벽이 오르자마자｣03(Amk)

, 천사들이 로트를 재촉했다.”(창세19:15)
(창세24:22)

WcyaiîY"w:

F6E,

#Wa

우츠 재촉하다, 서두르게 하다“. “{낙타들이 물마시기를

끝냈(C5E)을 때}318(WLÜKi

S773 전치사

yrex]a가
;

jAlåB. ~ykiÞa'l.M;h; WcyaiîY"w: hl'ê[' rx;V;äh; Amk.W

rv,a]K); 였다”

tATêv.li ~yLim;G>h; WLÜKi rv,a]K; yhiªy>w:

시제절을 인도함: “...한 후”로 옮긴다. “하ㄴ님의 손이 그 도

시를 대항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ry[iB' Ÿhw"Ühy>-dy: yhiT.w: Atªao WBs;ähe Ÿyreäx]a; yhiúy>w:

가지고 돌아다닌(WBs;ähe F5G) 후(Ÿyreäx]a); 였다”(사상5:9).

WBs;hä e Ÿyreäx]a은
;

[전치사 동사과거] 형식의 명사구문이다(GKC§130d),

S774 전치사

d[;가

시제절을 인도함: "...까지“로 옮긴다. “<호흡이ㅁ>02(v'n)>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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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v'n> ABà-hr't.An*-al{ rv<ïa] d[;² daoêm. qz"åx' Ayl.x' yhiÛy>w:

안에 남아있지(B5F)
않을 때까지(rv<ïa]

S775

+

B.가

d[;)²

그의 병은(홀요) 아주 심했다(왕상17:17).

rty

시제절을 인도함: "...때“로 옮긴다.

h[orå >P; ynEßp.li Ad§m.['B. hn"ëv' ~yviäl{v.-!B, @seAy
"그가 파르오ㅎ 앞에 섰을 때는(Ad§m.['B). {요쎄프는}106 30세였다“(창세41:46).

S776

+

K.가

시제절을 인도함: "...하자마자“로 옮긴다.

hV'êaih'ä-ta, ~yrIc.Mih; WaÜr>YIw: hm'y>r"+c.mi ~r'Þb.a; aAbïK. yhi§y>w:

“아브람이 에집트로

들어가자마자(aAbïK). , "에집트 사람들이 그 부인을 보았다. “(창세12:14).

S777

+

yrex]a가
;

시제절을 인도함: "...후에“로 옮긴다.

"그가 커다르-라오메르를 공격하는 데로부터
돌아 온 후에(AbªWv

S778 부정사 +

ynEpl. 가
i

yreäx]a); “(창세14:17). tAKh;

rm,[oêl'-rd'K.-ta, tAKh;me¥ AbªWv yreäx]a;
F9

hkn

시제절을 인도함: "...전에“ 로 옮긴다.

@ysiêyO hkoåw> ~yhil{a/ yLiÛ-hf,[y] : hKoå rmoªale dwI÷D" [b;V'YIw:
(사하3:35)

`hm'Wa)m.-lk' Aaï ~x,l,Þ-~[;j.a, vm,V,²h;-aAb) ynEôp.li-~ai yKiä

”다비드는 맹세를 했다: 만일 해가 지기 이전에, 내가 빵이나 다른 어느 것
이라도 맛을 보면 여ㅎ바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또 다시 그렇게 행하시기
를 바라노라!

~[;j'

aAb) ynEôp.li

지기 전에,

타암 “맛보다”. 저주서약문에서

vm,V,²h;-aAb) ynEôp.li
-hf,[]y은
:

해가 지기 이전에.

기원의 글기를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저주문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12개번 나온다(JM1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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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79 부정사 +

d[;가
i

^ªM.mi ^yxiøa'-@a; bWv-d[;

시제절을 인도함: "...까지“로 옮긴다.

"너희 형제의 분노가 너로부터 물러 날 때까지(bWv-d[;)“(창세27:45)
S780 [~r,j(, B.)

으로 시제절을 인도함: 과거나 혹은 미래를 나

타낸다. “...전에”라 옮긴다.

~r,j(, B.)으로

과거동작을 표현할 때에는 언제나

미완료를 사용한다. 과거동사가 2회 사용된 예도 없지 않아 있다
(JM113j). “너남이 들어오기 이전에(~r,j,îB).

aAbßT' ~r,j,îB. lKo±mi lk;îaow"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먹었다”(창세27:33).
“내가 가서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tWm)a'

~r,j,îB). `tWm)a' ~r,j,îB. WNa,Þr>a,w> hk'lî .ae(

내가 그를 볼 것이다”(창세45:28). 시미과거와 청유형도 보강눈(30츄)을
취하지 않는데(WNr,m.v.Ti 그러나
명할 수가 없다(JM61f).

WNa,Þr>a,w>

S781 [yDemi + 미완료나 부정사

Whrem.v.Tiw): ,

그래서

WNa,Þr>a,w같
> 은

경우는 설

A10Ae/21(o).

으로 시제절을 인도함:

yDemi

다음에 미완

료나 부정사가 온다. “...할 때마다”로 옮긴다. “｢내가 말할 때마다｣03(yDeÛm)
나는 울부짖는다, 나는 ｢폭력과 파괴를｣03
부르짖기 때문에.”(에레20:8).

ar'_q.a, dvoßw" sm'îx' q['êz>a, rBed;a] yDeÛmi-yKi

yDeÛm는
i !mi, yD; (yDe)들이

만든 합성어다.

`~yci(r'h' aT'î-la, ~Wbßyvih/w< ~yciêr'h'( ~WaF'yI hw"+hy> tyBeä %l,Mh,Þ ; aboï-yDemi yhi²y>w:
“{그 왕이 여ㅎ바님의 집에 들어 갈 때에}318(aboï-yDem)i , 호위원들이 그들을
(방패들) 운반하고, 그 후에는(w<) 그들을 호위원들 방으로 갔다 놓았다.”
(왕상14:28).
호위원들“,
본절에서

~WaF'yI

#Wr

yhi²y>w에
:

A10Ee,

af'n". ~Wbßyvih/w<

루츠 ” 달리다“.

F11Ge,

`~yci(r'h' aT'î-la,

bWv. ~yciêr'

A1M "

호위원들 방으로.

습관성의 글기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JM11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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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ßyvih/w에
< 서 w<는
~WaF'y처
I 럼

동작의 연속성을 강조(“그 후에는”)한다(JM117d).

미완료 (진행되는 동작) 다음에는, 시과미완료 11를 사용해서

동작을 계속 표현한다(JM119u).
**참고(JM118b)> et erat ("and it was"), et fuit ("and it has been")
et evēnit ("and it happened"), et factum est ("and it came to pass")
eveniebat ("it would happen"), fiebat ("it would come to pass")
S782

.

조건절의 귀결절은 보통은

--w가

을 보라. 경우에 따라서는

za'가

인도한다. 그러나 왕하4:29, 창세18:3 등
귀결절을 인도하기도 한다.

“...한다면”으로 옮긴다. 영어에서는 if를 쓴다.
S783

:

(창세44:22)

`tme(w" wybiÞa'-ta, bz:ï['w>

“만일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난다면(bz:ï['w)> , 그(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시과미래

bz:ï['w>

A11E는 조건절protasis을 인도한다(CJJ171).

시과미래

`tme(w"

A11E는 귀결절apodosis을 인도한다(CJJ170).

“내가 그들을 셀 수 있다면(~reP.s.a),â ,

`%M")[i ydIîA[w> yticoªyqih/÷ !WB+ry> I lAxåme ~reP.s.a,â

그들은 모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만 나
는 아직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시편139:18)

yticoªyqih/÷

F5A

#yqi

~reP.s.a,â

A5A,

rp;s.'

키츠 “잠에서 깨어나다”.

S784

"보라! {만일 여ㅎ바님께서 하늘에다 창문

들을 만드신다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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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m;êV'B;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가?“(왕하7:2).

tABrua] hf,Û[o hw"©hy>)

hf,Û[가
o

을,

hy<ßh.yIh가
]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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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도(GKC§159i)

!he이나 hNEhi

S785 실지 조건

해서: (잠언11:31)

"만일 ｢의인이 지상에서｣03 보상을 받는다면(!hE)å “

S786 실지 조건

~ai이나 yKi

[

~L'_vuy> #r,a'äB' qyDIc;â !hEå

] 형식으로: 과거사를 나타낸다.

^yn<ëy[eB. !xe ytiac'Ûm' an""-~ai

"만일 내가 당신 눈 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면
본절에서

~ai은

(ytiac'Ûm'

an""-~ai)“(창세18:3).

과거에 드물게 일어난 동작을 조건절로 표현한다(JM167h).

tame_j.nI ykiäw> %vEßyai tx;T;î tyji²f' yKiî

”만일 너녀가 너녀의 남편하에 있으면서 타락했다면(tyji²f'

yKi)î ,

그래서 너

싸타 “부
정한 부인이 얼굴을 돌려 옆을 보다, 얼굴을 돌리다, 길을 잘못 들다".
녀가 더럽혀 졌다면,(tame_j.nI

tame_j.nI

B5D,

amej'

yki)ä “(민수5:20). tyji²f'

A5D,

타메ㅇ ”더럽혀지다, 부정하게 되다“.

hj'f'

yKi를
î

시제절 in

case "한 경우에는”의 글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JM167i). 본 절
에선 귀결절이 apodosis 생략되었다(JM167r).

S787 실지 조건

[

~ai+

“만일 구름이 스스로 떠오르지
(B10E) 않으면(hl,Þ['yE

al{ï-~aiw)> ,

]: 과거의 반복 동작을 표현한다.

`At*l{['he ~Ayà-d[; W[ês.yI al{w> !n"+['h, hl,Þ['yE al{ï-~aiw>
그것이 올라가게 되는 날까지, 그들은 결

코 출발하지 않을 것이다.”(출에40:37).

S788 실지 조건

[

~ai+

`At*l{['he

B9E,

hl'['

]: 미래시제를 표현한다(창세28:20)

“{만일 하ㄴ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면}53(hy<h.yI-~ai)”

S789 실지 조건

[

알라 “오르다”

~ai이나 yKi+

ydIMª '[i ~yhiøl{a/ hy<h.yI-~ai

]: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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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야아코브가 여자하고

x;qEål{-~ai)”

71{결혼한다면}(

hV''ai bqo[]y:û x;qEål{-~ai

(창세27:46)(JM167h).
“만일 ｢당신이｣03 나가지 않을 거라면
(aceªAy
룬,

^ån>yae-yKi),

!yli

아무도 너남과 함께 이 밤을 지세지 않을 것이다.”

린 “밤을 지세다”.

al{ yKi가

S790 실지 조건

hl'yL> ;êh;

기대되지만,

~ai이

~ai이나 yKi+
i

[

F10C,

S791 실지 조건

bj;y"

rv,a를
]

때

“이 밤, 오늘 밤”으로 한다(JM126).
왔다(JM165d).

]: 현재의 반복동작을 표현한다

byjiêyte al{ å~aiw>

“만일 당신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창세4:7)

byjiêyte

!Wl

x;qEål{-~ai(조건), !yliy"-~ai(부정)(사하19:8).

나 시간에 대한 대답은 대격
부정어로

hl'y>Lh;ê ; ^T.ai vyaiÛ !yliy"-~ai aceªAy ^åny> ae-yKi

야타브 “좋다, 잘 지낸다, 즐겁다”.

~k,êyhel{)a/ hw"åhy> twOc.mi-la, W[ªm.v.Ti rv<åa]

사용

“만일 너남들이 너남들의 하ㄴ님 여ㅎ바님의 명령들을 경청한다면
(W[ªm.v.Ti

rv<åa)] ”(신명11:27).

번역은 “만일...한다면”으로 옮긴다. 영어로는 if를 쓴다.

Wl

S792

형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비실지 조

건을 나타낸다. “만일 당신들이 그들을 살게 하셨다면
(F5C)(~t,äyIx]h;

S793

~t'êAa ~t,äyIx]h; Wl

Wl)”(사사8:19).
: 불변사

“만일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었

-yleWl나 aleWl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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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äWl),

우리가

165[참으로

지금쯤은}(hT'î[;-yKi)( 이곳에

두-번-정도는 돌아 왔을 것인데”(창세43:10).

afe_nO ynIåa] hd'ÞWhy>-%l,m,( jp'îv'Ahy> ynE±P. yle²Wl yKiª wyn"ëp'l. yTid>m:å[' rv,äa] tAab'c. hw"Ühy>-yx;
”그 분 앞에서 내가 /섬기는/서있는\ 만군의 (왕하3:14)

`&'a,(r>a,-~aiw> ^yl,Þae jyBiîa;-~ai

여ㅎ바님께서 살아계시지만, 만일 ｢내가｣03 {여후다 왕 여호 싸파트의 계심
을}83(jp'îv'Ahy>

ynE±P).

존경하지/들어 올리지\(afe_n)O 않았더라면(yle²Wl), 내가

/

너남을 쳐다보지도 심지어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동사지만

yTid>m:å[는
'

재를 표현한

jb;n"

C/F 쳐다보다.

상태동사로 사용되었으며, 상태동사의 기본의미는 현

다는 점이다(JM112a). 조건절이 사실이 아니라면

yle²Wl를

사용

한다(JM167k).

S794 비실지 조건, [

Wl+

] 형식: 현재, 미래의 비실지 조건을

@s,K,ê @l,a,ä yP;K;-l[; lqEÜvo ykiønOa' aWlw>

표현한다. “만일 내가 내 손 바닥들로 천
개의 은들의 \무개를\ 가늠 질 한다면(lqEÜvo

S795 비실지 조건,

WLai를

해서:

WLai는

후기 히브리어다.(전도6:6).

“만일 그가 천년을 두 번이나 살려고 한다면

S796 비실지 조건, 접속사

~ai이나 yKi를
i

ykiønOa' aWlw>)”(사하18:12).

(WLåaiw)> ”~yIm;ê[]P;

해서:

yKi를
i

속한다. “...라 하자, 만일...하면”이라 옮긴다.
“내가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자(yTir>m;a'

~ynIv' @l,a,Û hy"©x' WLåaiw>

사용하는 것은 예외에

hw"ëq.ti yliä-vy< yTir>m;a' yKiÛ
yKi)Û ”(룻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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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시편50:12). >(S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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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은 “...하도록, 위해서”로 옮긴다, that을 쓴다.

S797

[

-w+

으로: 간접적인 청유문.

“내가 먹도록(aow)> 나에게 가지고 와라”(창세27:4)

hl'ke_aow>

A10A/18으로 ow가 목적의 글기가 있어서

-w+

S798 마지막 목적절, [
무엇을 해야 하나?

]

hl'ke_aow> yLiÞ ha'ybiîh'w>
hl'ke_aow는
>

간접청유형이다

으로: “내가 너남들을 위해서

`hw")hy> tl;îx]n:-ta, Wkßr>b'W rPeêk;a] hM'äb;W ~k,_l' hf,Þ[/a, hm'î

그리고, 너남들이 여ㅎ바님의 상속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Wkßr>b'W), 내
가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가?”(사하21:3).

Wkßr>b'

l나 ![;m;l.

S799 마지막 목적절, [

C15M,

]

%r;B'

으로:

“그가 그를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도록(lyCiÛh;

> (S309).

~d'êY"mi Atao lyCiÛh; ![;m;ªl.

![;ml;ª ). ”(창세37:22)

(JM168d).
“아흐아브는 먹기 위해서(lkoåal
/ ), 그리고 마시기

tAT+vl. iw> lkoåa/l, ba'Þx.a; hl,î[]Y:w:

위해서(tAT+v.l)i 올라갔다”(왕상18:42). 본절에서 전치사

l는

목적절을 인

도 하지만 강도에 있어서는 약하다(JM168c). “그래서 요나는 타르씨싸로

hv'yviêr>T; x;roåb.li hn"Ay ~q'Y"Üw: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다”(요나1:3).

![;ml; .

S800 마지막 목적절, [

]

온다. “자, 내가 좋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yliä-bj;yyI)

![;m;'l).

T.a'_ ytixoåa가
]

동사

으로: 때로는

rv,a]가

yliä-bj;yyI) ![;m;'l. T.a'_ ytixoåa] an"ß-yrIm.ai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71 말하라”(창세12:13).

yrIm.a의
i

목적절인데 연결접속사 없이 사용되었다(JM15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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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v.nI wyl'Þae ^±t.ao ~yxiîl.vo ÎWnx.n:÷a]Ð ¿Wna]À rv,a] Wnyheªl{a/ hw"hå y> ŸlAqåB. [r"ê-~aiw> bAjå-~ai
(에레42:6)

`Wnyhe(l{a/ hw"hï y> lAqßB. [m;êv.nI yKiä Wnl'ê-bj;yyI) rv<åa] ![;m;'l.

“우리가 우리의 하ㄴ님 여ㅎ바님의 소리를 /순종할/들을\(A10A) 때에, 우리
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rv<åa]

![;m;'l). ,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너를 그

분에게 보내는 우리의 하ㄴ님 여ㅎ바님의 소리를 우리는 /순종할/들을\ 것이
다.”

Wna]는

히브리어 문법 중엽에 사용되었던 정상적인 1인칭이다(JM39a).

rva ![ml는 Wnl'ê-bj;yyI처
) 럼
자주

rva가

직설법 동사와 사용되면서 목적을 표현한다

생략되기도 한다(JM168d):

yl -bj;yyI ![ml so

that I may

be happy.

S801 마지막 목적절, [

rWb[]B;

]

으로: 때로는

rv,a가
]

온다.

`tWm)a' ~r,j,îB. yviÞp.n: ^ïkr. ,b'T. rWb±[]B; hl'ke_aow> yLiÞ ha'ybiîh'w>
“내가 먹을 수 있도록(A10A/21)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영혼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ïk.r,b'T.

S802 마지막 목적절, [
“그러나,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

rWbï[]B);

rWb[]B;

rWb±[]B); ”(창세27:4).

]

으로(JM168e)

yxi_Ko-ta, ^åt.aro >h; rWbß[]B; ^yTiêd>m;[/h, tazO rWbï[]B; ~l'ªWaw>

주도록 하기 위해서(^åt.aorh
> ;

rWbß[]B); ,

내가 너로 하여금 남아 있도록 했다”(출에9:16). 시제나 주어를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변부사인데도 변부사
동사

｢이것 때문에｣03(tazO

^yTiêd>m;[/h,

다음에서 사용되었다(JM124s).

^åt.aorh> ;

~l'ªWa은

F9c가 정한

“그러나” 반의절

adversative clause를 인도한다(JM172b).

hZ<+h; rb"Då 'h;-ta, ba'ÞAy ^ïD>b.[; hf'²[' rb'êD'h; ynEåP.-ta, bBes; rWbÜ[]b;l.
s `#r<a")B' rv,îa]-lK'-ta,( t[;d:ßl' ~yhiêl{a/h' %a;äl.m; tm;k.x'K. ~k'ªx' ynIådoaw:
- 5453 -

“｢그 일의 모양새를 바꾸도록｣03(bBes;

rWbÜ[]b;l).

당신의 종 요아브가 이 일

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께서는 하ㄴ님의 천사의 지혜처럼 땅에 있
는 모든 것들을 아시도록 지혜로우십니다.(사하14:20).
로 사용됨.
명사

bBes;

~yhiêl{a/h가
'

ynIådoaw:로

C9,

bb;s.'

명사구문

rWbÜ[]b;l가
.

용어적으

~yhilê {ah/ ' %a;lä .m; tm;k.x'K에
. 서는

고유

들어 있는데도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았다(JM139c).

시작하는 하반절 명사절의 술어는 형용사

~k'ªx이
' 다.

실

사, 분사, 명사 등이 명사절 술어로 사용된다(JM154d).

S803 마지막 목적절,

rv,a]

]

으로: 아주 드물다(JM168f).

^yr,_x]a; ^yn<ßb'l.W ^êl. bj;äyyI rv,a] ...wyQ"åxu-ta, T'úr>m;v'w>
“너남 후에 오는 너의 자녀들과 그리고 너남이 행복하도록(^êl.

rv,a)]

bj;äyyI

너는 그의 법령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신명4:40).

S804 마지막 목적절,
"너남들은

[yTil.bil.

]

으로: 명사절을 인도한다.

hy<ôh.Ti rWbª[]b;W ~yhi_l{a/h' aB'Þ ~k,êt.a, tASån: rWb[]b;(l. yKiª èWar"yTi-la;
`Waj'(x/t, yTilî .bil. ~k,ÞynEP.-l[; At±a'ry> I

두려워(A10C/17(o) 말라,

{너남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67, 그를 두려워함
이 너남들의 얼굴 앞에 있게 되어, 그 결과로 너남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다”(`Waj'(x/t,

l.는

yTiîl.bil). (출에20:20).

복합전치사

rWb[]b;(l에
. 서

용어법적으로 전치사가 거듭 사용되었다(JM133j)

S805 마지막 목적절,
“누구든지 그를 찾는

[yTil.bil.

]

으로:

`Aa*c.mo-lK' Atßao-tAKh; yTilî .bil. tAaê !yIq;'l. hw"Ühy> ~f,Y"w:

자마다 그를 죽이지(F9)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Atßao-tAKh;

yTilî .bil).

여ㅎ

바님께서 카인에게 표시를 해 주었다”(창세4:15).
[al{)

S806 마지막 목적절,

rv,a] ![;ml; .

“어떤 낮선(rz) 자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al{)

]

으로: 아주 드물다.

rz"© vyaiä br;øq.yI-al{) rv,a] ![;ml; .

rv,a] ![;m;l). ”(민수17:5)

.
번역은 “...하려고; 그래서”로 옮긴다.
S807

~['h' dg<n<Ü tAbªn"-ta, l[;Y:÷liBh. ; yven>a; WhdU[yi >w: è
`tmo)Y"w: ~ynIßb'a]b' Whluîq.s.YIw: ry[iêl' #Wxåmi WhauciYOw: %l,m,_w" ~yhilÞ {a/ tAb±n" %r:ïBe
“무익한 사람들이 백성 앞에서 그이 나보트에 대항해서 증언했다. 나보트는
하ㄴ님과 왕을 저주했으며, 그들은 그를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돌들로 쳤더니 그가 죽었다(`tmo)Y"w): ”(왕상21:13).
동접어

Wh-는

tAbªn"-ta,...Wh-는

동격이며

예기적 proleptic 또는 예시적 anticipatory으로 사용되었다

(JM146e).
S808 결과절, [![;m;l.
(JM169g). 코드쒸

l]

혹은
(레위20:3)

으로: 목적 보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yvi(d>q' ~veî-ta, lLeÞx;l.W yviêD"q.mi-ta, aMej; ![;ml;ª .

“그래서 나의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한 나의 이름을 모독하려고(lLeÞx;l.W)”
“그들은 나를 분노케 하려고
(ynIseêy[ik.h;
F9a,

s[;K'

![;m;l).

ynIseêy[ik.h; ![;m;'l. ~yrIêxea] ~yhiäl{ale WrJ.q;y>w:)

다른 신들을 위해서 향을 피웠다”(왕하22:17).

카아쓰 F " 분을 내도록 자극하다“.

S809 결과절, [yKi

]

으로: “그래서 ...하는 (바),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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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Iseêy[ik.h;

hl'_dog> ha'äj'x.] ..yl;²[' t'abeóhe-yKi( %l'ê ytiaj'äx'-hm,(W WnL'' t'yfiÛ['-hm,(

“당신이 우리

에게 무엇을 행했소?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큰 죄를 가져 올 정도로
(t'abeóhe-yKi),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소?(창세20:9).

-hm,와
(

같은 의문사 다음에 온

e-yKi는
(

yKi)î

F5C

결과절을 흔히 인도한다(JM169e).

“그리고 너남들이 그를 대항해서 불평하는 바
(WnALti

-he

`wyl'([' WnALti yKiî aWhê-hm; !rohæ ]a;w>

아하론 그는 누구이냐?”(민수16:11). B10C

!Wl

"중얼거리다.“

결과적으로, 너남들이 불평하는 아하론은 누구냐?로 읽으면 이해가 쉽다.
S810 결과절, [rv,a] +

으로: 아주 드물다. “...한다; 그래서, 따라서”

`ha,(r'yE hw"ßhy> rh:ïB. ~AYëh; rmEåa'yE rv,a] ha,_r>yI Ÿhw"hå y> aWhßh; ~AqïM'h;-~ve( ~h'²r'b.a; ar'óq.YIw: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의 이름을, ‘여ㅎ바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라
고 불렀다, 그래서(rv,a)] 오늘 날에도 그것은 ｢여ㅎ바님의 산에서｣03
제공될 것이다‘ 라고 예기되어진다”(창세22:14).
“그래서 ｢너남과 같은｣03
사람은(^AmK'

rv<Üa)]

`^Am)K' ~Wqïy"-al{ ^yr,Þx]a;w> ^yn<ëp'l. hy"åh'-al{ ^AmK' rv<Üa]

너남 이전에도 그리고 ｢너남 이후에도｣03 존재한 적

이 없다, 너남과 같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왕상3:12)
.
번역은 ”비록...하지만(하더라도)“라 옮긴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를 쓴다.

S811

`rp,ae(w" rp"ï[' ykiÞnOa'w> yn"ëdoa]-la, rBEådl; . yTil.a;Ah an"Ü-hNEhi

로:

“185[제발 보시죠!} 비록 {나는}106 먼지([')와 재에 불과 하지만(`rp,ae(w"
내가 나의 주인에게 예기하는 것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창세18:27)
>(S756).

-Ah

F5A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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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을

S812 양보절, 접속사

hn<+[/a, al{ åyTiq.d;c'â-~ai

해서:

”비록 내가 무죄이지만(åyTiq.d;c'â-~ai), 나는

S813 양보절,

yKi ~G:, ~G:, yKi를

174[결코

응답할 수 없다}.“(욥기9:15)

해서: (JM167i, 171b)

`Wale(m' ~ymiîD" ~k,ÞydEy> [;me_vo yNIny<å ae hL'Þpit. WBïr>t;-yKi( ~G:±

”{비록 너남들이 기도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148(WBïr>t;-yKi(

~G:)±

내가 듣지 않겠노라. 너의 손들은

피들로 /흠뻑 적셨/가뜩하\다.“(이사1:15). 풍부하다verba copiae, 부족하다
inopiae는 동사들은 대격을 취한다(JM125d).
어로 사용되었다(CJJ244).
며, 명사절은
진

yKi( ~G:는
±

al가

아닌,

[;me_vo yNIn<åyae에서
!ya으로

~ymiîD이
"

상태동사

부정어는 명사절의

`Wale(m'의

[;me_v를
o

보

부인하

부정한다(JM160g). 2개의 단어로 만들어

양보절 though을 인도한다(JM171c).

HZ"+[u ~Aråm. rCEßb;t. ykiîw> ~yIm;êV'h; lb,b' hl,Û[]t;-yKi(

”비록 바벨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더라도(hl,Û[]t;-yKi)( 그리고 비록 그녀가 그녀의 요새의(HZ"+[)u 높이를
nmw 강화한다 하더라도(rCEßb;t.

ykiîw)> “(에레51:53). rCEßb;t.

차르 “강화하다(접근 못하도록)”.

~Arm'

C10F,

rc;B'

바

nm "높이“.

“비록 그들이 나를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yli( Wlk.y"ï-al{ ~G:÷ yr'_W[N>mi ynIWrår'c. tB;r;â

(al{

02<빈번히｣06

~G:)÷ ,

그들이 나의 소년기로부터 나를

(시편129:2).

~yriW[n>

S814 양보절, [전치사

l[;

억압 했었다”

nm/m "젊은이, 젊은 시절, 소년기“.

+

혹은

“비록 그가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al{

^T.[.D;â

A5Ga

hf'ê[' sm'äx'-al{ l[;…

으로:

l[;…)”(이사53:9).

“내가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비록 당신이 알지만
(^T.[.D;â-l[;)( ”(욥기10:7).

-c.

9C, (JM17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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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_r>a, al{å-yKi ^T.[.D;â-l[;(

yKi

S815 양보절, [

+

~Ay= Ÿ~Ayæ @sEßAy-la, Hr'îB.d;K. yhi§y>w:

으로:

“비록 그녀가 날마다 요쎄프에게 말했지만(Hr'îB.d;K. C9F)...였다”(창39:10)
.

“...때문에”라 옮긴다.

S816

접속사

yKi를

해서: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이 폭행으로 가득찼기

때문에}67(ha'îl.m'-yKi)(

~h,y_ nEP.mi sm'Þx' #r,ah'² ' ha'îl.m'-yKi( yn:ëp'l. aB'ä rf'B'-lK' #qE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왔다”(창세6:13).

rv<Üa를
]

S817 이유절,

해서:

rq'êB'h;w> !aCoh; bj;Ûyme-l[; ~['h' lm;Ûx' rv,a] ~Waªybih/ yqIlå em'[]me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아껴 두었기
(lm;Ûx'

rv,a)] ,

~Waªybih/
rv,a는
]

그들이 ｢아말레크 사람들로부터｣03 그들을 가지고 왔다

(F5Gm)”(사상15:15).

bj'yme

메타브 nm "최고의 것“. 본절에서

이유절의 글기가 있지만 빈약하다(JM170e).

S818 이유절, [yKi,(

rv,a, ![;y,: l[;+

”치욘의 여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yKiÛ

] 형식: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이 온다

![;y…: )“

(이사3:16)

”그들이 당신의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al{

때문에

!AYëci tAnæB. Whb.g") yKiÛ ![;y…:
`^t<)r'At Wrïm.v'-al{ l[;÷ª

l[;)÷ª “(시편119:136).

S819 이유절,

rv,a]K,; rv<ïa]B,; rv,a]m를
e

:

rv,a]K가
;

"때문에 because" 이유절

로 사용 되는 경우는 아주 희귀하다(JM170k).
”여ㅎ바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rv<ïa]B); “(창세39:23)

AT=ai hw"ßhy> rv<ïa]B;

rv<ïa]B가
;

because 이유절을 인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예문이다(JM170j).

#r<a"+h' yheäl{a/ jP;Þv.mi-ta, W[êd.y") al{... ~yI©AGh;
(왕하17:26)

`#r,a'(h' yheîl{a/ jP;Þv.mi-ta, ~y[iêd>yO ~n"åyae rv,a]K; ~t'êAa ~ytiäymim. ~N"hiw>

”그 국가들이 그 땅의 신의 /요구사항/관례\을 모른다. 그 땅의 신의 관례
를 그남들이 모르기 때문에(rv,a]K); , 보라! /사자들이/[바로 그것들이\}61 그
남들을 죽이고 있다“.

-m.

al는

F1M . 부정어

에 놓인다(JM160b). 명사절을 부인할 때는

과거나 미래의 정형동사 앞

~y[iêd>yO ~n"åyae처럼

사용된다

(JM160i).

^yTi_b.h;a] ynIåa]w: T'd>B;Þk.nI yn:±y[eb. T'r>q:ôy" rv,a]me

”당신은 내 눈에 귀중하기 때문에

(rv,a]m)e 당신은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이사43:4).

S820 이유절,

bq,[,eä yKi tx;T,; rv,a] ûynEP.m를
i

:

AMê[i tr,x,a; x;WrÜ ht'úy>h") bq,[eä

”그가 그와 함께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bq,[)
eä “(민수14:24).

bq,[는
eä

“in recompense for ..에 대한 보상으로“의 뜻도 있다(JM170g).

`Wrx")b' al{ åhA'ªhy>÷ ta;îr>yIw> t[;d'_ Wan>f"å-yKi tx;T;

”그들이 지식을 싫어했기 때문에
(yKi

tx;T); ,

그래서 그들은 ｢여ㅎ바님의 두려움을｣03 선택하지 않았다“(잠언1:29)

hw"h© yl; ~t,äaj'x] rv<ôa]w: ~T,ør>J;qi rv,a] ûynEP.mi

”너남들이, 분향했기 때문에
(rv,a]

ûynEP.m)i

그리고 여ㅎ바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에레44:23).

무크타르 nm "향“,

S821 이유절,

rj;q'

rj'q.mu

카타르 “제물을 향으로 태우다, 분향하다”(JM170i)

![;y…: , l[;, B., i!mi

+

으로: ”나에

yl;êae ^åz>Gr< ;t.hi ![;y…:

대한 너남의 광적인 분노 때문에(![;y…: )“(왕하19:28).

`~yIl'([]n: rWbï[]B; !Ayàb.a,w> qyDIêc; @s,K,B; ~r"Ük.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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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들이 의로운 자를 은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쌘들 한 컬레를 위해서
팔았기(mi A9E) 때문에(-l[;)“(아모2:6)(JM65b).

l[;n:ò

양수, 쌘들(JM91c)

”그것은 당신이 우리를 동행했기 때문이(^åT.kl
. ,B). 아닌가?“

WnM'_[i ^åT.k.l,B. aAlßh]

`At)ao Atßa'r.YImi rb'_D" rnEßb.a;-ta, byviîh'l. dA[ê lkoåy"-al{)w>

(출에33:16).

”그가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Atßa'r.YIm)i , 그는 한마디도 아브네르에게 대

rb'_D" rnEßb.a;-ta, byviîh'l(. F9)처럼

답할 수 없었다“(사하3:11).

대답하다, 응

답하다는 언제나 타동사다. 그리고 타동사 자동사를 식별할 때에는 목적격

ta는

소어

Atßa'r.YImi

전치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JM125b).

A9E에서 전치사

m는

이유를 표현하는데, 야기된, 결과로 나타난,

동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을 표현한다(JM170i).
S822 이유절,

해서:

(창세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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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남의 아들을, 너남의 독자를, 나로부터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T'k.f;²x'

al{w)>

너남이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areÛy>

형용mw

.

S823

Wz, Az, hz<를

인
”그들이 숨겼던(Wnm'ªj'÷

”망, 그물(새 잡는)“.

Wzð-)
Wnm'ªj'÷

망 안에“(시편9:16).
A5E,

”내가 사랑하는 자들(yTib.h;ªa'÷-hz<))
대적했다“(욥기19:19).
다”.

hz<는
)

WkP.h.n<

!m;j'

tv,rñ,

%p;h'

Wnm'ªj'÷ Wzð-tv,r,(B.

레쐬트 nm

타만 ”숨기다(땅아래)“,

320[바로

B5E,

해서: 오직 시어에만 나옴.

그들이} 나를

Wz

관대 which

`ybi(-WkP.h.n< yTib.h;ªa'÷-hz<)w>

하파흐 “돌다, 멸망시키다, 대적하

관계 대명사절을(JM145a) 인도하며 주격이다(GKC13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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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24 관대절

-v,로서:

로 사용되었던

해변가에 있는(tp;îf.-l[;v),

"그리고 그들의 낙타들은

`bro)l' ~Y"ßh; tp;îf.-l[;v, lAx±K; rP'ês.mi !yaeä ~h,yLem;g>liw>

많은 모래처럼 무수했다“(사사7:12).

lm'G"

"우리들로부터(WnL'ÞV,m)i ,

`lae(r'f.yI %l,m,î-la, WnL'ÞV,mi ymi

이쓰라엘 왕 편인 자는 누구냐?“(왕하6:11)

S825 관대절,

rv,a로
] 서:

시에서는 드물게 사용된다. “여기에 가까이 오지

^yl,êgr> : l[;äme ^yl,['n>-lv; ~l{+h] br:åq.Ti-la;

말라, 너남이 그 위에 서
있는 (곳)(rv<Üa)] 그

`aWh) vd<qoß-tm;d>a; wyl'ê[' dmeäA[ hT'a; rv<Üa] ~AqªM'h; yKiä

장소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남의 발들로부터 너남의 신들을 벗어라“
(출에3:5).

vd<qoß-tm;d>a(; 동2 ~AqªM'h(; 동1

동격에서 (동2가 (동1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장소의 질을 제공한다(JM131cN).
다”(신을).

lv;

A15M,

^l,êg>r: l[;äme ^l.[;n:)-lv;(여호5:15)에는 ^yl,['n>

lv;n"

나쏼 “벗

nfw(C)대신

^l.[;n:

nfw(C)를 사용했다. 복수형을 표현할 때에 y를 빠트리는 것은 아주 쉽게
일어나는 기록이다(JM150h).

S826 관대절, [

]

~l{+h]

여기에.

`wyl'(ae ha,îr.NIh; hw"ßhyl; x;Beêz>mi ~v' !b,YIÜw:

으로:

“그리고 그는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분(ha,r
î .NhI ); 여ㅎ바님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창세12:7)

ha,rî .NhI ;

B3M. "여ㅎ바님과 상담하도록 당신들

을 보낸 그 분(x;leÛVoh);

hw"ëhy>-ta, vroåd>li ~k,t.a, x;leÛVoh; hd'ªWhy> %l,m,ä-la,w>

<여후다 왕에게>02“(왕하22:18).

x;leÛVoh;

S827 관대절, [

]

= who sent

으로:(RW539)

`~yIm")[]P; wyl'Þae ha'rî .NhI ;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분}269(ha'r
î .NhI ); ”(왕상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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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îr.NI

B5E.

JM은 정관사가 관대절을 인도하는 예문은 고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 보기 때문에

ha'îr.NIh를
;

S828 관대절,

과거동사로 본다(JM145e).

로: 주로 시에서 사용된다. 선행사가 비한정적일 때에

사용 된다. 관계 대명사가 없다. 때로는 산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rb,g") hr'hoå rm;ªa'÷ hl'y>L:ïh;w> AB= dl,W"åai ~Ayà db;ayOæ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나게
된 ｢그 날을｣03/248(dl,W"åai
｢그 밤을｣03/248(rm;ªa'÷
A7E,

hr'h'

~Ayà)

그리고 한 남자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던

hl'y>L:ïh);

소멸하라”(욥기3:3)

db;ayOAæ 10E/13(o), hr'hoå

하라 "임신하다“, a ”임신한“. 미완료 yiqtol future

dl,W"åa는
i

반

복적이거나 기간, 계속적인 뜻은 없고 오히려 순발적인 글기를 가지고 있다
(JM113h). 같은 절에서
서 한정되었다.(JM158a).

~Ayà이다.

~Ayà은

hl'y>L:ïh는

한정되지 않았는데

dl,W"åai ~Ayà에서 dl,W"åa는
i

정관사가 붙어

관대절이고 선행사는

그러나 선행사와 관대절을 이어주는 글자가 없다. 오직 어절억양

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와 띠어서 읽는다.

dl,W"åa에
i 는

~Ayà에는

모점분리표

단어연결표

yxiD가
> (4혀)

xn"Wm가(4토)가

와서

왔기 때문에

dl,W"åai
AB=와

이어서 읽도록 어절억양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JM158db).
"그 안에서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 길“

(Wkl.yEå%r,Dh
, ;-ta,)

Hb'ê Wkl.yEå %r,D,h;-ta,

(출에18:20).

.

S829

h]를

사용해서

hZ<+h; vyaiäh'-~[i ykilÞ .teh]

"너녀는 이 사람하고 함께 갈 것인가?(ykiÞl.th
e )] “(창세24:58),

S830 의문절,

만으로:

`^a<)AB ~l{v' rm,aYOàw:

"너남이 오는 것은 ｢평화로운가?｣03 라고 그가 말했다“(사상16:4)

S831 의문절,

,

h]나 ~ai을

해서

번역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로 옮긴다. “너남들의 모든 영혼과 너남들의 모든 마음으로

`~k,(v.p.n:-lk'b.W ~k,Þb.b;l.-lk'B. ~k,êyhel{a/ hw"åhy>-ta, ~ybih]ao) ~k,Ûv.yIh] t[;d;ªl'

너남들

의 하ㄴ님 여ㅎ바님을 너남들이 사랑함이 있는지 없는지를(~k,Ûv.yIh)] 알기
위해서“(신명13:4). ”그래서 그는 대사들을 보내면

~h,lea] rm,aYOÝw: ~ykiêa'l.m; xl;äv.YIw:

`hz<) yliîx\me hy<ßx.a,-~ai !Arêq.[, yheäl{a/ bWbz> l[;b;ÛB. Wvªr>dI Wkål.

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내가 이 부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hy<ßx.a,-~ai) 에크 론
의 신, 바알 저부브에게 물어보라”(왕하1:2). 시미과거 Wayyiqtol form
(inverted future)
동사

rm,aYOÝw는
: xl;äv.YIw와
:

vr;D는
" B. Wvªr>d처
I 럼

었다. 반면에

la;v은
'

의문문은 의문사

전치사

입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다음에

~a이

S832 의문절,
앞에 놓인

B와

언제나 전치사

-h나 ~a을

동시동작으로 사용되었다(JM118k).
10회, 전치사

B와

B.없이

13회 사용 되

함께 사용된다(JM125mb). 간접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특별히 어떤 동사가 개

~a을

사용한다. 본절의 경우는 동사

hy<ßx.a,

사용되었다(JM161f).

(인지 아닌지)

~ai(w>)...h]이

은

~ai(w>)...h], h]...h], Aa...h]

:

더 많이 사용되고, 뒤로 갈수록 빈도수가 떨어진다.

”그것이 {너의 아들의 오바}74인지 아닌지
(`al{)-~ai) 확인만 해라“(창세37:32).

rK,h;

`al{)-~ai awhiÞ ^±n>Bi tn<toõK.h; an"©-rK,h;
F15M, 나하르

rk;n"

“알아보

다, 고려하다”. 명사절의 어순은 보통 S-P다. 그러나 명사절 의문문에선

awhi(Þ S ^±n>Bi tn<toõK.h(; P
(민수13:18)

어순이다(JM154f).

`br'(-~ai aWhß j[;îm.h; hp,rê 'h] aWh qz"ïx'h, h'yl,ê[' bveäYOh; ~['h'-t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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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사는 백성이 ｢강한지｣03 혹 ｢약한지, 작은지｣03 혹 많은지“

~ai..h]가

인지 아닌지 의문문으로 사용되었다(GKC§150i, JM161f).

~ai h; h] h,

인지 아닌지 의문사로 사용된 것들은 순서대로
”&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03(~k'Ûx'h),( 혹은
바보가(lk'ês'
장아음

-h'가

Aa...ymi로

Aaå)

h,가

~k'Ûx'h에
, 서

첫 후자음에

온다(JM102n). 분리 의문문을

만들어 낸다(JM161e.f).

S833 의문절,

%yae

lk'ês' Aaå hy<h.yI ~k'Ûx'h,( [;deªAy ymiäW

될지 누가 아느냐?“(전도2:19).

오면 접두모음으로 단에음

들이다(JJO)

혹은

:

ymi

누구,

hm'

무엇,

!a'

어디에,

어떻게?를 사용한다.

.
번역은 “만일...한다면 좋으련만; ...한다면 좋겠는데; 누가 허락하겠는가?;
...하기를 바라지만; ...이기를 기대하지만”(if only)

S834 욕망, 기원절,

: "...하자“로 옮긴다.

등으로 옮긴다.

~yIßAGh;-lk'K. %l,m,ê yl;[' hm'yfiÛa'

“모든 국가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자”(신명17:14).

S835 욕망, 기원절,

[!TeyI-ymi+

hm'yfiÛa'

A10A/18

으로: "만일...한다면 좋으련만; 누

가 허락하겠는가?“로 옮긴다.

yTi[.d;y"â !TEåyI-ymi(

“만일 내가 알기만 한다면 좋으련만!”(욥기23:3)

!TeyI-ymi

“누가 주겠는가?”, 좋으련만! 같은 기원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

S836 욕망, 기원절, [!TeyI-ymi+

으로: “만일 당신이

ynInE©Pic.T; lAaìv.Bi Ÿ!TeyI ymiÛ

나를 ｢땅-아래｣06/03 숨기기만(ynInE©Pic.T); 한다면 좋겠는데(!Te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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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i)Û ”(욥기14:13).

“만일 누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F10Ea) 한다면(ymi…)”(사하23:15)
감탄 의문사 exclamatory question

ynInE©Pic.T;

F10Ca. 차판

!p;c'

ymi로

~yIm;ê ynIqEåv.y: ymi

소원 volitive을 표현했다(JM163d).

모으다, 숨기다, 비장하다

S837 욕망, 기원절, [!TeyI-ymi+w

으로:

yti²ao ha'rî .yIl. ~h,ªl' hz<÷ ~b''b'l. ûhy"h'w> !TeyI-ymi(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계명들을

~ymi_Y"h;-lK' yt;ÞwOc.mi-lK'-ta, rmoðvl. iw>

항상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좋으련만!(û!TeyI-ymi)( ”
(신명5:29).
S838 욕망, 기원절, [!TeyI-ymi+

으로: "만일...한다면“으로 옮긴다.

~yaiêybin> hw"hy> ~[;Û-lK' !TeøyI ymiW
“만일 여ㅎ바님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들이기를 바라지만”(민수11:29)
예언하는 것들을
구가

ymiW

~yaiêybin>

여바ㅇ님

hw"hy>

의.모든 백성들에게

~[;Û-lK'

주겠는가

!Teyø I

누

두 개의 대격들을 가진 기원문이다(JM163d).

S839 욕망, 기원절, [!TeyI-ymi+

I-ymi만

으로: 혹은 단독으로

^yT,êx.t; ynIåa] ytiWm !TEÜyI-ymi(

있다. “너남을 대신해서 내가 스스로 죽었었기를
바라지만!”(사하19:1). “너남을 대신한

사용될 수

26[다름아닌|

나의 죽음을}(A9A)

누구가 허락하겠는가?“(31멱).
S840 욕망, 기원절, [Wl+

] 또는 [vyE

Wl]

“만일 나의 괴로움이 실지로 저울질 될 수 있으면 좋으
련만”(lqEåV'y.I ..Wl)” (욥기6:2). “그리고 만일

으로:

yfi_[.K; lqEåV'yI lAqåv' Wlª

`!DEr) .Yh: ; rb,[eÞB. bv,NEëw: Wnl.a;äAh Wlw>

우리가 야르덴 건너편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했었다면(F5A)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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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l.a;äAh

Wlw>)

(여호7:7). “그것이 너의 말nmw처럼 이루어지

기를 바라지만!”(yhiyî >

Wlß)”(창세30:34). yhiîy>

“만일 내 손에 칼이 있다면(-vy<

A10E/13.

WlÜ)”

lq;v'

`^r<)b'd>ki yhiyî > Wlß

무게를 달다,

A8

`%yTi(g>rh: ] hT'Þ[; yKiî ydIêy"B. br,x,-vy< WlÜ

지금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였을 것이다.“(민수22:29) 특히 가상적인 조건
hypothetic condition은

hT'Þ[; yKi는
î

WlÜ로

표현한다(JM167k).

WlÜ가

조건절을 표현하면,

귀결절을 확증한다(JM167s). 그래서 “반드시”를 첨가했다.

S841 욕망, 기원절,

ylex]a나
; yl;x]a로
; :

“만일 나의 주인이 쐼론에 있는

“만일...한다면 좋으련만”으로 옮긴다.

!Ar+m.voB. rv<åa] aybiÞN"h; ynEïpl. i ynIëdoa] yleäx]a;

그 예언자 앞에 (있다면) 좋으련만!(yleäx]a); ”(왕하5:3)

S842 욕망, 기원절,

~ai으로:

아주 드물다. “오! 하느님 당신께서 악한 자들을 죽이

시기를 바라지만!(ljoßq.Ti-~ai)

`yNIm<) WrWså ~ymiªd'÷ yveîn>a;w> [v'_r' ŸH;Alïa/ ljoßq.Ti-~ai

그러므로, 나로부터 떠나라 살인자들아!“(시편139:19).
S843 욕망, 기원절,
원은

해서: 바람이나 소

비동사 절, 전치사구, 분사로도 표현한다.

“이 돌 무더기가 이정표(d[e…)”(창세31:52), 비동사 구문임.

hZ<hë ; lG:åh; d[e…

“나의 아들이 여ㅎ바님에 의해서 축복받게 되기를 원한다”

`hw")hyl; ynIßB. %WrïB'

(사사17:2).

%WrïB'

A3M.

“내일은 여ㅎ바님께 축제(hw"h
ß yl;

gx;)î ”(출에32:5)

.
“그러나”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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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m' hw"ßhyl; gx;î

--w를

S844

사용해서: “그리고 너남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

~h'êr'b.a; ^m.vi hy"Üh'w> ~r'_b.a; ^ßm.vi-ta, dA[± areîQ'yI-al{w>

이라고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hy"Üh'w)> .”(창세17:5)

~l'ªWaw>을

S845 반의절,

사용해서:

~l'ªWa

울람은 강력한 반의 접속사다.

“그러나(~l'ªWaw>) ｢그의 동생이｣03 그 보다

WNM,êmi lD;ägy> I !joQ'h; wyxiÛa' ~l'ªWaw>

위대하게 될 것이다”(창세48:19), 동사절의 어순은 보통은 V-S다. 그러나
본절은 주어를 문 앞에 두고 강조한다(JM155nb, 172b, 155m).

lb'ªa을
]

S846 반의절,
“그러나(lb'ªa)
],

사용해서: 후기 문헌에만 나타난다.

dywI+D" Alß !ykiîheB;( ~yrIê['y> ty:år>Qimi dywId' hl'Û[h/ , ~yhil{a/h' !ArÜa] lb'ªa]

다비드는 ｢하느님의 궤를｣03 키르야트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해서 다비
드가 준비를 했던 곳으로 가지고 오도록(F5E) 했다.”(역하1:4).
F5E에서 정관사

S847 반의절,
용어적인

aL{

h는 생약, B;의
( 모음이 관대절의 정관사에서 온 모음이다(JM145d).

다음에

~ai이

!ykiîheB;(

yKi가

오면(,Þ-~ai

yKiî aL{)

가 있으며,

이를 강조할 때도 있다.

`~ymi(q.vi sleîAbW ykinOàa' rqEïAb-yKi( ykinO=a' aybiÞn"-!b, al{ïw>
“그리고 나는 예언자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yKi)

71[나는

목동이요}

무

화과나무 관리자입니다.“(아모7:14) 명사절에서 단어를 강조하려면 부정어

al를

사용하며 부정하는데에 강조력을 실어준다(JM160b).

-!b,은

그 사회속의 일원임 member을 뜻한다(GKC128b).

아니요, [역시]168(-~ai) 왕이 우리

aybiÞn"-!b,에서

`Wnyle([' hy<hï .yI) %l,m,Þ-~ai yKiî aL{ êWråm.aYOw:

위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yKi)î 그들이 말했다“(사상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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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은 “만약...아니라면; 만약...하지 않는 한; ...않고는; ...을 제외하고는”
으로 옮긴다.

-~ai yKi으
î 로:

S848 제외절,

-~ai yKi으
î 로

에 오는

부정문이나 수사구 다음

제외절을 표현한다. “{당신이

`ynIT")k.r;Be-~ai yKiÞ ^êx]Lev;(a] al{

나를 축복하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327/253 내가 당신을

174[결코

|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yai(ybiN>h; wyd'Þb'[]-la, AdêAs hl'äG"-~ai yKi… rb"+D' hwIßhy> yn"ïdoa] hf,²[]y: al{ ôyKi
“그분께서 그의 계획을 예언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밝히지 않고는(-~a

ôyKi),

확실히(

다}(hf,²[]y:

나의 주인이신 여ㅎ바님께서는 일을

al)

(아모3:7). 부정문

외절을 인도한다(JM173b)

hf,²[y] : al{ ôyKi

174[결코

다음에서

S849

,

174[결코

먹을 수 없다}(lk;ayO

yTilÞ .B나
i ~ai yTiÞl.B으
i 로:

“만약 그가 잡지 않았으면(-~ai

행하지 않으신

-~ai yKi이
î

제

`~yIM")B; Arßf'B. #x;îr'-~ai yKi² ~yviêd'Q\h;-!mi lk;ayO al{Üw>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몸을 물로써 씻지 않았으면(-~ai
한 것들 로부터

yKi)i

yKi)² ,

그는 거룩

al{Üw)> ”(레위22:6)

`dk'(l'-~ai yTilÞ .Bi Atên"[oæM.mi AlAq rypiÛK. !TeyIh]

yTiÞl.B)i ,

젊은-사자가 그의 굴로부터 으르

렁 거리는가?”(아모3:4). “만약 {너남들의

`~k,(T.ai ~k,îyxia] yTilÞ .Bi yn:ëp' Waår>ti-al{)

형제가}106 너남들과 함께하지 않는 한(yTiÞl.B)i 너남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창세43:3).
“우리의 눈은, 이 만나를 제외하고는(Bi)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민수11:6).

h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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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ynE)y[e !M"hï ;-la, yTiÞl.Bi ilKo+ !yaeä
nf "야수의 잠자리, 굴.“

.
번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그렇지만; 오직; 어떻게라도” 등
으로 옮긴다. 영어로는 nevertheless, however, only 등을 쓴다.

yKi( sp,a를
,

S850
하고(yKi(
에페쓰,

sp,a,),
sp,a'_

해서: “그럼에도 불구

#r,a'_B' bveÞYOh; ~['êh' z[;ä-yKi( sp,a,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은 강하다”(민수13:28),

아페쓰, nm "끝, 말단, 중지“.

#r,a'_B' bveÞYOh; ~['êh는
'

sp,añ,

분사가

명사구문을 만든다(JM121m, 173).

`tWm)y" tAmï ^ßl. dALïYIh; !Be²h; ~G:© hZ<+h; rb"ßD'B; hw"ëhy> ybeäy>ao-ta, T'c.a;'nI #aeÛnI-yKi( sp,a,ª
“그럼에도 불구하고(yKi(

sp,a),ª ,

당신은 여ㅎ바님의 원수들이 이 일 가지고

[지독하게]39 {신성을 모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태어나게
될 그 아이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사하12:14)

dWlåY"h; A3M로서 !Be²h을
;

T'c.a;'nI

C5C.

dALïYIh;

=

형용사처럼 수식한다(JM121i).

bqoß[]y: tyBeî-ta, dymi²v.a; dymeîv.h; al{ åyKiû sp,a,ª hm'_d'a]h' ynEåP.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åyKiû
을

222[완전히(F8)

파괴시키지는}(F10A)

동사 앞에 놓인 불부사

dymeîv.h는
;

sp,a),ª ,

174[결단코

내가 야아코브의 집
않겠노라}”(아모9:8)

발생하는 동작의 확실성 내지는 완성도나

강제성 등을 강조한다(GKC§113n). 일반적으로 부정어의 위치는 정형동사
앞에 놓인다. 그러나

dymi²v.a; dymeîv.h; al{에서는

불부사 F8

dymeîv.h;

앞에

놓여서 예외에 속한다(JM123p).

S851 제한절,

%a;…를

해서: “오직”이라 옮긴다. “{오직}55(%a;…), 나를 위

해서 용감한 사람이 되라(A15M)”(사상18:17)

S852 제한절,

qr;û를

lyIx;ê-!b,l. yLiä-hyEh/ %a;…

해서: “｢{오직}55(qr;û) 이(들) 사람들에게는｣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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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i(r'qo lceîB. WaB'Þ !KEï-l[;-yKi( rb'êd' Wfå[]T;-la; laeh' ~yviÛn"a]l'( qr;û

너남들은

아무 것도 행하지 말라, {그들이 내 지붕의 보호 아래 들어 왔기 때문이
다}171“(창세19:8).

Wfå[]T;

어로 특이하다(BDB475).
.

A10C/17(0).

!KEï-l[;-yKi는

rb'êd+
' 부정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중복

”아무것“을 뜻한다(JM147b).

주어 술어가 동격인 절이다

S853 문장이 현재시제이면 주술동격절은 명사절이다. 하지만, 문장이 과거, 미완료
시제이면 동사

hy"h'가

요구된다.

S854

(동1,

(동1

`Wnx.n")a] ~yxiÞa; ~yviîn"a]-yKi(

“우리는 사람들, 형제들이기 때문에”(창세13:8)

~yxiÞa(; 동2 ~yviîn"a(] 동1이다.

(동2가 (동1에 대해서 친적, 형제를 보조(JM131b).

!acoê h[eroå lb,h,-yhiy>w:)

“헤벨은 양떼의 목동이었다”(창세4:2)

S855

, 명사절 대신

“그 보고가 {증명이 되고(-n") 사실이라면}105”(신명13:15)

rb'êD'h; !Akån" tm,a/

“내가 들었던 그 보고는 사실이었다”(왕상10:6)

yTi[.m;Þv' rv<ïa] rb'Dê 'h; hy"hå ' tm,a/

hy"åh는
'

"그 보고는 사실“

연사 copula처럼 사용되었으며,

(역하9:5)에선 연사

hy"åh가
'

rb'êDh" ; tm,a/

생략되었다(JM154m).

“당신이 오는 것은 {평화로운가?}71”(왕상2:13)
때로는 술어로 사용된 실명사(-v')가 형용사와 같다(JM141a).
술어에 강조력이 있는 의문문의 어순은 P-S다(JM154g).
의문사

S856

h]없이

억양만 올려도 의문문이 될 수 있다(JM161a).

,

al{를
)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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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 ~Alåv'h]

“그는

173[결코

{너의 형제가} 아니다]”(신명17:15)

`aWh) ^yxiÞa'-al{)

“나는

173[결코

{예언자가} 아니다]”(아모7:14)

ykinOëa' aybiän"-al{

tB'_v; al{åw> vd,xoß-al{) ~AYëh; wyl'ae Îtk,lh,Û oÐ ¿yTik.l;hoÀ ÎT.a;äÐ ¿yTia;À [:WDm;û
“무엇 때문에 너는 오늘 그에게로 가려고 하는가? 새 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
데”(왕하4:23).
접미어

yTik.l;ho

A1F에서

y¤i은 yTia를
;

S857

yTi-는

틀린 incorrect것으로 본다(JM93o).

뜻할 수 도 있다(JM93o).

,

“{레아의 눈들은}106 약했다(tAK+r); ”(창세29:17)

tAK+r; ha'lÞ e ynEïy[e

“너남들의 악행이 엄청나다(hB'r); ”(사상12:17)

hB'r; ~k,Ût.[;r'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악행이 {엄청났다}73(hB'²r); ”

#r,a'_B' ~d'Þa'h' t[;îr' hB'²r;

hw"h+ y> ynEåy[eB. [r;Þ hd'êWhy> rAkæB. r[e… yhiªy>w:

(창세6:5).

“여후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ㅎ바님 보시기에 악했다([r;...yhiªy>w): ”(창세38:7)

S858

,

은

al{를

`hf,([o hT'Þa; rv<ïa] rb'êD'h; bAj-al{

: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은 {좋지 않다}73(bAj-al{)”(출에18:17)
“여ㅎ바님께서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왕상19:11)

S859

, [B.(

+

으로:

`hw")hy> v[;r;Þb' al{ ï
yrIêz>[,B. ybia' yheÛl{a/-yKi(

“내 아버지의 하ㄴ님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었기 때문에(yrIêz>[,B). ”(출에18:4)

S860

, [

]

: (사하

laeÞr'f.yI ynEïq.zI-~[i hy"ëh' rnEåb.a;-rb;d>W

3:17) “아브네르의 대화는 이쓰라엘의 장로들과 이루어졌다(ynEïq.z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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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ëh)' ”

S861

,

`hx'(P'v.Mih;-lk'l. ~v'Þ ~ymi²Y"h; xb;z<ô yKi

:

“거기에서 모든 가족들을 위한 {연중-희생제사}229(~ymi²Y"h;

xb;z)<ô 가

있기

때문에”(사상20:6)

복습 23A, 구문론 글기 말하기 S756-S861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답을 같은 줄에 실었을 뿐이다.
? 다음은 손 바닥으로 가리고, 먼저 스스로 대답해 보라

`rp,ae(w" rp"ï[' ykiÞnOa'w> yn"ëdoa]-la, rBEåd;l. yTil.a;Ah an"Ü-hNEhi

상황절의 술어는?

[')와 재에 불과 하지만(w>),

[제발 보시죠!} 비록 {나는} 먼지(

`rp,ae(w" rp"ï['

S756

내가 나의

주인에게 예기하는 것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Wc+['w> lAdßG" yAgðl. hy<±hy. I) Ayõh' ~h'êr'b.a;'w>
[')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강한(

상황절의 술어는?

정동사

hy<±hy. )I)

국가가 [확실하게 될 것이기}(

hy<±hy. 가
I) 술어다

때문에.

Ayõh는
' ?

불부사 A8으로

~h'êr'b.a;'w에
> 서 w>는?

약한 양보절 혹은 이유절을 인도한다

`!Ar)m.voB. qz"ïx' b['Þr'h'w>

S760

Ayõh가
' 동사의 의미를 확증한다

이제는 쐼론에 기근이 심했다.에서 술어는?

형용사로

qz"ïx'

S757

~yIm;êV'b; Avåarow> lD'g>miW ry[iª WnL'ä-hn<b.n에
I 서 -w를 동반한 상황절의 술어는? 전치사구로 ~yIm;êV'b;
~yIm;êV'b);

우리를 위해서 그것의 머리가 하늘에 있는(

#r,a'_B' bveÞYOh; ~['êh' z[;ä-yKi( sp,a,

탑과 도시를 짖자

제한절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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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58

yKi( sp,a,를 사용해서 S850

a,),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은 강하다.

#r,a'_B' bveÞYOh; ~['êh는
'

분사가 명사구문을 이룬다

`ynI)doal;* hk'Þl.aew> ynIWx§L.v; yKi_r>D; x;yliäch. i hw"ßhyw:¥ ytiêao Wråx]a;T.-la;

상황절의 술어는? S760

hi

여ㅎ바님께서 나의 길을 번성케 하셨기( ) 때문에 나를 지연시키지 마세요,

정동사

x;yliäc.h이
i 다

내가 나의 주인에게 돌아가도 나를 보내시지요.

hk'Þl.aew의
> 글기는?

명령형

ynIWx§L.v;

C15Ma 다음에서 결과나 목적을 표현한다

hk'Þl.aew에
> 서 w>는? 결과나 목적의 글기가 있다. hk'Þl.a는
e ?
`wyn")p'l. hN"ßCih; afeînO vyai²h'w>
`wyn")p'l).

그리고 자기 앞에(

A10A/21으로 간접 의지형이다

상황절의 술어는?

전치사구로

`wyn")p'l.

S758

방패를 매고 있는 그 사람

tame_j.nI ykiäw> %vEßyai tx;T;î tyji²f' yKi에
î 서 조건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S786

만일 너녀가 너녀의 남편하에 있으면서 타락했다면, 그래서 너녀가 더럽혀 졌다면,
[접속사

yKi

+과거시제] 형식으로,

tyji²f' yKi하
î 고 tame_j.nI yki이
ä 다

yKi를
î 시제절의 글기가 있는 것으로 옮긴다면?

‘한 경우에는’으로 옮길 수 있다

귀결절이 있는가?

생략되었다

hZ<+h; rb"Då 'h; hy<hß .yIh] ~yIm;êV'B; tABrua] hf,Û[o hw"©hy> hNEhå 에
i 서

S784

보라! {만일 여ㅎ바님께서 하늘에다 창문들을 만드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가?

~yIm;êV'B; tABrua] hf,Û[o hw"h© y>이다

실지 조건 상황절은?
분사

hf,Û[는
o ?

조건절을 인도,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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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ßh.yIh는
] ?

의문 귀결절을 인도

hL'_Ki !joQà 'b;W lxeêhe lAdåG"B; fPe§x;y>w:

상황절의 술어는?

he)

그는 찾았다, 그는 최고령으로부터｣ 시작했다(

정동사인

lxeêh과
e hL'_K이
i 다 S761
Ki)

그리고 그는 가장-연소한-아이로｣ 끝냈다(

`~AY*h; ~xoïK. lh,aoßh'-xt;P,( bveîyO aWh±w> are_m.m; ynEßl{aeB. hw"ëhy> wyl'ae ar'ÛYEw:
그 날 뜨거울 때에, ｢그가｣ 천막 문 앞에 ｢앉아

w>),

있을｣ 때에(

상황절의 술어는?
분사

bveîyO

S759

여ㅎ바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lh,aoßh'-xt;P의
,( 글기는?

전치사

B나 l없이 장소를 확정해 주는 대격이다

전치사

l와 사용된 lh,aoßh'-xt;P의
,( 예문을 적으면?

Al+h\a' xt;p,äl. vyaiÞ

전치사

B와 사용된 lh,aoßh'-xt;P의
,( 예문을 적으면?

h[oßr>P;-tyBe xt;p,îB.

bveîyO aWh±w>의 이름은?
ar'ÛYEw는
: ?
`~AY*h; ~xoïK.

[w>+독인사+분사] 형식으로 계합사절 copulative clause이다

bveîy...aWh±w는?

순발적인 동작이다,
에서

K.는?

계속적인 동작이다

하루의 정확한 때, 시제절을 인도한다

`~k,(ynEq.zIw> ~k,Þyjeb.vi yveîar'-lK' yl;êae !Wbår>q.Tiw: vae_B' r[EåBo rh"ßh'w> 상황절의 술어는? vae_B' r[EåBo
Bo),

그 산이 불에 ｢타고 있는｣ 동안(

너남들이, 너남들의 부족들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S759

그리고 너남들의 장로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r[EåBo rh"ßh는
' 동격인가?
Whboêw" Whto ht'yî >h' #r,a'ªh'w>

분사에는 정관사가 없어서 피차 동격관계는 아니다

상황절의 술어는?

그러나 ｢그 땅은｣ 모양도 없고(

t')

비어

과거를 나타내는 정동사

ht'yî >h'

h')

있었다(

`tWm)y" tAmï ^ßl. dALïYIh; !Be²h; ~G:© hZ<+h; rb"ßD'B; hw"ëhy> ybeäy>ao-ta, T'c.a;'nI #aeÛnI-yKi( sp,a,ª
그럼에도 불구하고(

yKi( sp,a),ª ,

S760

당신은 여ㅎ바님의 원수들이 이 일 가지고 [지독하게]
- 5474 -

S850

{신성을 모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태어나게 될 그 아이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yKi( sp,a를
, 사용해서

제한절 표현은?

dALïYIh은
; ?

A3M으로

dWlåY"h와
; 같으며, !Beh² 을
; 형용사처럼 수식한다

`~d,q<) #r,a,î-la, hm'd>qEß yx;ê WNd,äA[B. AnB. qx'Ûc.yI l[;me ~xeúL.v;y>w에
:) 서 시제절은? yx;ê WNd,äA[B.
그리고 그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을 그의 아들 이츠하크로부터,

S771

동쪽으로, 동쪽 땅으로 보내 버렸다.

tATêv.li ~yLim;G>h; WLÜKi rv,a]K; yhiªy>w:

에서

Amk.의 뜻은?

의 뜻은?

을 때였다 S772

{낙타들이 물마시기를 끝냈(을 때}였다

~d,Q,êmi y[;äh'w> ~Y"mi laeÛ-tyBe( hl{+h\a' jYEåw:
그는 서편으로는 베이트엘에

상황절의 전치사구 술어는?

~Y"m과
ie ~d,Q,êm이
i 다

(~Y"m)ie 동편으로는(Q,êm)i 아이에 그의 천막을 쳤다

hl{h+ \a에
' 서 h는?
rm:±a' lWaïv'w> @Wcê #r,a,äB. WaB'… hM'he

S762

Wh--e부터 축소되어 모음만 남은 남단3인칭 접미어다
@Wcê #r,a,äB. WaB'… hM'he

에서 시제절은?

S769

그들이 추프 땅에 들어 왔을 때에, 쏴울이 말했다

~yriêgUx] ~k,äynEt.m' èAtao Wlåk.aTo éhk'k'w>

상황절의 술어는?

분사

x])

그래서 너남들은 이렇게 너남들의 양쪽 허리들을 띠로 맨체로(

~ymiêY"h; ~v' Alï-Wkr>a") yKiä yhiªy>w에
: 서 시제절은?
{그가 거기에 오랫동안(h;) 머무르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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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iêgUx]

S763

그것을 먹어야 한다

yKi이
ä 하다 S770

h[oår>P; ynEßpl. i Ad§m.['B. hn"ëv' ~yviäl{v.-!B, @seAy에서 Ad§m.['B의
. 기능은?
그가 파르오ㅎ 앞에 섰을 때는 {요쎄프는} 30세였다.

B.

부정사+ 로 시제절을 인도

Ad§m.['B의
. 뜻은?

섰을 때는

S775

`tWm)a' ~r,j,îB. WNa,Þr>a,w> hk'îl.a에
e( 서 ~r,j,îB은
. ? [~r,j(, B.)+미완료형] 형식으로 시제절을 인도
내가 가서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를 볼 것이다.

WNa,Þr>a,w는
> ?

`tWm)a' ~r,j,îB의
. 뜻은? 줄을 그어라
WN은 설명할 수 없다

시미과거나 청유형은 보강눈(30츄)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k,(T.ai ~k,îyxia] yTiÞl.Bi yn:ëp' Waår>ti-al{)

S780

Waår>ti-al{)

부정어를 동반한 상황절은?

S764

ti-al{))

{너남들의 형제가} 너남들과 함께 하지 않고는 너남들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yci(r'h' aT'î-la, ~Wbßyvih/w< ~yciêr'h'( ~WaF'yI hw"h+ y> tyBeä %l,M,Þh; aboï-yDemi yhi²y>w:
{그 왕이 여ㅎ바님의 집에 들어 갈 때에},

[

에서

yDeÛm는
i ?

yDem+i 부정사] 형식으로 시제절을 인도 S781

호위원들이 그들을(방패들) 운반하고, 그 후에는(w<) 그들을 호위원들 방으로 갔다 놓았다

~Wbßyvih/w에
< 서 w<는?
~Wbßyvih/w<

동작의 연속성을 강조(“그 후에는”)한다

F11G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는? 미완료

^ªM.mi ^yxiøa'-@a; bWv-d[;

에서

d[;는
i ?

~WaF'yI

A10Ee가 앞에 나왔기 때문

d[;로
i 시제절을 인도 S779

부정사+

bWv-d[;의 뜻은?

너희 형제의 분노가 너로부터 물러 날 때까지

[;vuäAhy>-la, hw"hy> rm,aYOÝw: hw"h+ y> db,[,ä hv,Þmo tAmï yre²x]a; yhiªy>w:
여ㅎ바님의 종인 모쐬ㅎ의 죽음이 있은 후에,

상황절은?

[yhiy>w+
: 전치사+변부사]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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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그어라

S766

tAmï yre²x]a; yhiªy>w:

여ㅎ바님께서 여호쑤아에게 말씀하셨다

~h,²yPes.K; tArôroc.-ta, Waúr>YIw: AQ+f;B. APßs.K;-rArc. vyaiî-hNEhiw> ~h,êyQef; ~yqIåyrIm. ~he… yhiªy>w:
그들이 그들의 부대들을 비우는 때인데, 보라, 각자의 은 주머니가 각자의 부대 속에!
있는 것을 각자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돈(들) 부대들을 보았다

[yhiy>w+
: 주어+술어] 형식으로: 종속절이 되는

에서 상황절은?

hNEhiw는
> ?

~yqIåyrIm. ~he… yhiªy>w:

vyaiî-hNEhiw에
> 서 vyai는?

귀결절을 인도한다.

APßs.K;-rArc.와 대비되는 단어는?

단수형이 복수형

~h,²yPes.K; tArôroc.-ta,에서 복수형이 2개나 온 이유는?

S767

배분적인 의미다

~h,y² Pes.K; tArôroc.-ta,과 대비된다

첫 번째 복수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tmu(w" ~yhiÞl{a/ %rEïB' ^t<+M'tuB. qyzIåx]m; ^ßd>[o ATêv.ai Al rm,aToÜw:

어떤 사조인가?

완곡어법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까지도 당신의 성실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S948

하ㄴ님을 /저주/축복\하고 죽으시오
욥의 아내는 감히 저주라는 말을 사용 못하고

%rEïB'라는 단어로 저주의 뜻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W[ªm.v.YIw:) tyrI+B. ~h,Þl' Wtïr>K'-rv,a] yre§x]a; ~ymiêy" tv,l{v. hceq.mi yhiªy>w:

에서 상황절은?

S768

(때는) 그들이 그들과 계약을 맺은 후에, 삼일이 끝났을 때였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다
[전치사+

rv,a+] 정동사] 형식으로, Wtïr>K'-rv,a] yre§x]a이
; 다

@s,K,ê @l,a,ä yP;K;-l[; lqEÜvo ykiønOa' aWlw>

비실지 조건 표현은? [접속사

Wl+분사]

형식,

만일 내가 내 손 바닥들로 천개의 은들의 \무개를\ 가늠 질 한다면

lqEÜv.o .aWl
S794

`tWm)y" tAmï ^ßl. dALïYIh; !Be²h; ~G:© hZ<+h; rb"ßD'B; hw"ëhy> ybeäy>ao-ta, T'c.a;'nI #aeÛnI-yKi( sp,a,ª
yKi( sp,a),ª ,

그럼에도 불구하고(

S850

당신은 여ㅎ바님의 원수들이 이 일 가지고 [지독하게]

{신성을 모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태어나게 될 그 아이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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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i( sp,a를
, 사용해서

제한절 표현은?

dALïYIh은
; ?

A3M으로

dWlåY"h와
; 같으며, !Beh² 을
; 형용사처럼 수식한다

bqoß[]y: tyBeî-ta, dymi²v.a; dymeîv.h; al{ åyKiû sp,a,ª hm'_d'ah] ' ynEåP.
a,)ª ,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dymeîv.h는
; ?

[결단코 않겠노라}.
부정어의 위치는?

yKi( sp,a를
, 사용

내가 야아코브의 집을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S850

F10A로 발생하는 동작의 확실성, 완성도, 강제성 등을 강조

일반적으로 부정어는 정형동사 앞에 오는데

yliä-bj;yyI) ![;m;'l. T.a'_ ytixoåa] an"ß-yrIm.ai

제한절 표현은?

마지막 목적절 표현은?

dymeîv.h;

[전치사

T.a'_ ytixoåa]

![;m;l+. 미완료 명사절] 형식
-bj;yyI) ![;m;'l.

자, 내가 좋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yrIm.a의
i 목적절은?

F8 앞에 놓여서 예외다

S800

이하인데 연결접속사 없이 사용되었다

`tmu(w" ~yhiÞl{a/ %rEïB' ^t<+M'tuB. qyzIåx]m; ^ßd>[o ATêv.ai Al rm,aToÜw:

어떤 사조인가?

S948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까지도 당신의 성실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ㄴ님을 /저주/축복\하고 죽으시오
욥의 아내는 하ㄴ님에 대해 저주라는 말, 대신

%rEïB로
' 저주하라는 뜻을 완곡하게 표했다

`tmu(w" ~yhiÞl{a/ %rEïB에
' 서 %rEïB는
' ? 직접 명령, `tmu(w는
" ? 간접명령이다
rm,aToªw: At=qov.hl; . lk;ÞT.w:

At=qov.h;l. lk;ÞT.w:

에서 시제절은?

S769

그녀가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 그가 말했다

s `#r<a")B' rv,îa]-lK'-ta,( t[;d:ßl' ~yhiêl{a/h' %a;lä .m; tm;k.x'K. ~k'ªx' ynIådoaw:
그러나 나의 주인께서는 하ㄴ님의 천사의 지혜처럼 땅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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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구문은?

S802

~yhiêl{a/h' %a;äl.m; tm;k.x'K.

모든 것들을 아시도록 지혜로우십니다.
명사구문은 한정되었는가?

고유명사

~yhiêl{a/h가
' 들어 있는데도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았다

ynIådoaw:로 시작하는 하반절 명사절의 술어는?

형용사

hl'yL> ;êh; ^T.ai vyaiÛ !yliy"-~ai aceªAy ^ån>yae-yKi에서 조건을 표현하는 단어는?

[접속사

만일 ｢당신이｣ 나가지 않을 거라면, 아무도 너남과 함께 이 밤을 지세지 않을 것이다.

hl'yL> ;êh는
; ?

~k'ªx이
' 다
yKi+i 분사]로

aceªAy..-yKi

S789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대격이다.

!yliy"-~ai에서 -~ai은?

부정어로

al{ yKi가 기대되지만, ~ai이 왔다

tnO=T'm; ~h'Þr'b.a; !t:ïn" ~h'êr'b.a;l. rv<åa] ~yvig>l;yPi(h; ynEÜb.liw에
> 서 강조받는 단어는? ~yvig>ly; Pih( ; ynEÜb.li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첩들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은 선물들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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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지 조건 표현은?

S771

~a+미완료, b[;r>a,â-~ai

{만일 내가 배고프다면} 세상과 그것을 채운 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S796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wyn"ëp'l. yTid>m:å[' rv,äa] tAab'c. hw"hÜ y>-yx;에서 yTid>m:å[는
' ?

상태동사로, 상태동사의 기본인 현재를 표현

그 분 앞에서 내가 /섬기는/서있는\ 만군의 여ㅎ바님께서 살아계시지만,

jAlåB. ~ykiÞa'l.M;h; WcyaiîY"w: hl'ê[' rx;Vh;ä ; Amk.W

에서

Amk.의 뜻은?

S793

...하자마자 S772

｢그리고 새벽이 오르자마자｣ 천사들이 로트를 재촉했다.

ry[iB' Ÿhw"Ühy>-dy: yhiT.w: Atªao WBs;hä e Ÿyreäx]a; yhiyú >w에
: 서 WBs;ähe Ÿyreäx]a; yhiúy>w의
: 뜻을 줄을 그어라.
하ㄴ님의 손이 그 도시를 대항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돌아다닌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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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73

yreäx]a는
; ?

시제절을 인도한다.

WBs;ähe Ÿyreäx]a는
; ?

[전치사 동사과거] 형식의 명사구문

`hm'(v'n> ABà-hr't.An*-al{ rv<ïa] d[;² daoêm. qz"åx' Ayl.x' yhiyÛ >w에
: 서 rv<ïa] d[;의
² 뜻은?
n>) 그

<호흡이>(

때까지 S774

안에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의 병은 아주 심했다

hV'êahi 'ä-ta, ~yrIc.Mih; WaÜr>YIw: hm'y>r"+c.mi ~r'Þb.a; aAbïK. yhiy§ >w에
: 서 aAbïK는
. ?
아브람이 에집트로 들어가자마자, 에집트 사람들이 그 부인을 보았다.

`ha'(j'x]l;( hy<ïh.Ti AtªL'pit.W÷ [v'_r' aceäyE Ajp.V'ähiB.â

K.

부정사+ 로 시제절

aAbïK의
. 뜻은? 들어가자마자 S776
저주대용법 S956

어떤 사조인가?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그로 하여금 유죄를 공표하도록-하십시오,

aceyä 는
E ?

그리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rm,[loê '-rd'K.-ta, tAKh;me¥ AbªWv yreäx]a에
; 서 AbªWv yreäx]a는
; ?
그가 커다르-라오메르를 공격하는 데로부터 돌아 온 후에

의미상 청유형이다

부정사+

yrex]a로
; 시제절을 인도 S777

AbªWv yreäx]a의
; 뜻은? 줄을 그어라

`Wnyhe(l{a/ hw"ïhy> lAqßB. [m;êv.nI yKiä Wnl'ê-bj;yyI) rv<åa] ![;m;'l에
. 서 rv<åa] ![;m;'l는?

S798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ㄴ님 여ㅎ바님의 소리를 /순종할/들을\ 때에,

rva ![ml는 Wnl'ê-bj;yyI처
) 럼 직설법 동사와 사용되면서 마지막 목적절을 표현한다
rva없이 표현한다면?

yl -bj;yyI ![ml

~yIm;ê[]P; ~ynIv' @l,a,Û hy"©x' WLåaiw>

비실지 조건 표현은?

후기 히브리어인

WLai로 S795

만일 그가 천년을 두 번이나 살려고 한다면

wyl'Þg>r;-ta, aWh± %ysiîme %a:

어떤 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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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곡어법이다

S948

{확실히} 그는 그의 발들을 덮고 있었다

%ysiîm는
e 용변 보는 것을 점잖게 표현하기 때문에 완곡어법이다
hv'yviêr>T; x;roåb.li hn"Ay ~q'Y"Üw:

마지막 목적절 표현은?

전치사

l로, 강도는 약하다 S798

그래서 요나는 타르씨싸로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hm'Wa)m.-lk' Aaï ~x,l,Þ-~[;j.a, vm,V,²h;-aAb) ynEôp.li-~ai yKiä @ysiêyO hkoåw> ~yhil{a/ yLiÛ-hf,[]y: hKoå
만일 해가 지기 이전에, 내가 빵이나 다른 어느 것이라도 맛을 보면,

S778

여ㅎ바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또 다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라노라!
에서 시제절을 인도한는 단어는?

[부정사+

ynEp.l]i 형식 aAb) ynEôp.l이
i 다. ~ai yKi은?

-hf,[]y는
: ?

저주서약문에서 기원의 글기를 포함하고 있다

aAbßT' ~r,j,îB. lKo±mi lk;îaow에
" 서 ~r,j,îB은
. ?

[

~r,j(, B.)+미완료형] 형식으로 시제절을 인도

마지막 목적절 표현은?

![;m;l+. 변부사] 형식 lyCiÛh; ![;m;ªl로
.

[전치사

그가 그를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도록

S799

`&'a,(r>a,-~aiw> ^yl,Þae jyBiîa;-~ai afe_nO ynIåa] hd'ÞWhy>-%l,m,( jp'îv'Ahy> ynE±P. yle²Wl iªyK
nO)

만일 ｢내가｣ {여후다 왕 여호 싸파트의 계심을} 들어 올리지(
내가 너남을 쳐다보지도 심지어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ar'_q.a, dvoßw" sm'îx' q['êz>a, rBed;a] yDeÛmi-yKi에서 yDeÛm는
i ?

비실지 조건 표현은?

[

S793

않았더라면, 확실한 것은(

yKi),

yle²Wl가 한다

yDem+i 미완료] 형식으로 시제절을 인도

｢내가 말할 때마다｣ 나는 울부짖는다, 나는 ｢폭력과 파괴를｣ 부르짖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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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80

aAbßT' ~r,j,îB의
. 뜻은? 줄을 그어라

너남이 들어오기 이전에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먹었다.

~d'êY"mi Atao lyCihÛ ; ![;m;ªl.

조건, 만일

강조 받는 단어는?

yDeÛm를
i 분해하면?

rBed;a] yDeÛmi

yDeÛm의
i 뜻은?

2개의 단어들

!mi, yD; (yDe)이 만든 합성어다

...할 때마다

hZ<+h; rb"Då 'h;-ta, ba'ÞAy ^ïD>b.[; hf'²[' rb'êD'h; ynEåP.-ta, bBes; rWbÜ[]b;l.

S781

마지막 목적절은?

S802

｢그 일의 모양새를 바꾸도록｣ 당신의 종 요아브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전치사

rWbÜ[]b;l+.; 부정사] 형식 bBes; rWbÜ[]b;l으
. 로 표현한다

rWbÜ[]bl; 는
. ?

rWbÜ[]b+; l.

전치사

2개가 겹쳤기 때문에 용어적으로 사용되었다

`tme(w" wybiÞa'-ta, bz:ï['w에
> 서 조건문의 표현은?
w>),

만일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난다면(

실지 조건을 단순병치로 배열했다 S783

그(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M")[i ydIîA[w> yticoªyqih/÷ !WB+r>yI lAxåme ~reP.s.a,â
a,)â ,

내가 그들을 셀 수 있다면(

실지조건문의 표현은? 단순병치로 배열했다 S783

그들은 모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만 나는 아직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조건문의 글기가 있는 단어들은?

~L'_vuy> #r,a'äB' qyDIc;â !hEå

~reP.s.a와
,â yticoªyqih에
/÷ 조건의 글기가 있고 단순병치로 배열

조건절을 표현하는 단어는?

지시 부사

!he이다 S785

만일 ｢의인이 지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Aml'(-g[;l.yI yn"©doa]÷ qx'_f.yI ~yIm:åV'B; bveäAy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실 것이다,

yl;êae ^åz>G<r;t.hi ![;y…:

어떤 사조인가?

조롱대용법 S955

｢나의 주가｣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나에 대한 너남의 광적인 분노 때문에. 이유절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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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

![;y…: 으로 S821

`Waj'(x/t, yTiîl.bil. ~k,ÞynEP.-l[; At±a'r>yI hy<hô .Ti rWbª[]b;W

마지막 목적절 부정은?

S804

그를 두려워함이 너남들의 얼굴 앞에 있게 되어, 그 결과로 너남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

yTil.bil.

미완료] 형식으로

`Waj'(x/t, yTiîl.bil이
. 다.

rWb[]bl;( 는
. ?
^yn<ëy[eB. !xe ytiac'Ûm' an""-~ai

l.가 용어법적으로 거듭 사용된 복합전치사다
실지조건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접속사

~ai

과거시제] 형식

ytiac'Ûm' an""-~ai이다 S786

만일 내가 당신 눈 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면

-~ai의 글기는?

과거에 드물게 일어난 동작을 조건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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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조인가?

이사일의 문장이다 S947

내가 {특별히} 너녀의 해산의 진통들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이니라}

%nErë ohe(w> %nEåAbC.[는
i 두 가지를 뜻하지 않고, 임신의 고통, 한 가지를 뜻하는 이사일의다
`^Am)K' ~Wqïy"-al{ ^yr,Þx]a;w> ^yn<ëp'l. hy"hå '-al{ ^AmK' rv<Üa에
] 서 결과절 표현은? rv,a]

이하다

S810

^AmK' rv<Üa)]

그래서 ｢너남과 같은｣ 사람은(

[;vo+pl. i WBår>h; lG"ßl.GhI ; W[êv.piW lae-tybe( WaBoÜ

너남 이전에도

[

rv,a+] 명사절] 형식으로,

어떤 사조인가?

반어법이다

S954

베이트엘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서｣ 죄 짓는 것을 증가시켜라
아모스는 빈정대는 어투를 사용하면서 역설적으로 표현력을 높여주는 반어법이다

`At*l{['he ~Ayà-d[; W[ês.yI al{w> !n"+['h, hl,Þ['yE al{ï-~aiw>
만일 구름이 스스로 떠오르지

실지 조건을 표현하는 단어는?

S787

않으면, 그것이 올라가게 되는 날까지,

그들은 결코 출발하지 않을 것이다.

[접속사

~ai+미완료] 형식으로 과거의 반복 동작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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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yle[]Poå-lK' yNIM,miâ WrWså

!w<a"+ yle[]Poå-lK'이 호격으로 사용된 돈어법 문장

어떤 사조인가?

악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ydIªM'[i ~yhiøl{a/ hy<hy. I-~ai

S949

실지조건을을 표현하는 단어는?

[접속사

~ai+미완료], hy<h.yI-~ai

S788

{만일 하ㄴ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면}

hV''ai bqo[]y:û x;qEål{-~ai

실지조건을 표현하는 단어는? [접속사

~ai+분사]로 가까운 미래를 표현 S789
x;qEål{-~ai

만일 야아코브가 여자하고 {결혼한다면}

HZ"+[u ~Aråm. rCEßb;t. ykiîw> ~yIm;êV'h; lb,b' hl,Û[]t;-yKi(

yKi를 사용해서 S813

양보절은?

,Û[]t); 하더라도

hl,Û[]t;-yKi와
( rCEßb;t. yk

비록 바벨이 하늘로 올라간다(

[u)

그리고 비록 그녀가 그녀의 요새의(

byjiêyte al{ å~aiw>

b;t) 하더라도

높이를 강화한다(

실지 조건표현은?

[접속사

~ai+i 미완료]로 현재의 반복동작을 표현 S790

만일 당신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k,êyhel{)a/ hw"hå y> twOc.mi-la, W[ªm.v.Ti rv<åa]

실지조건 표현은?

rv,a를
] 사용, 아주 드물다 S791

만일 너남들이 너남들의 하ㄴ님 여ㅎ바님의 명령들을 경청한다면

~t'êAa ~t,äyIx]h; Wl

비실지 조건 표현은?

[접속사

Wl+과거동사] 형식, ~t,äyIx]h; Wl으로 S792

만일 당신들이 그들을 살게 하셨다면

Wnte_Wmd>Ki WnmeÞl.c;B. ~d'²a' hf,î[]n:)

어떤 사조인가?

우리의 모양처럼 우리의 형상 가운데서 사람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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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일의 문장이다 S947

Wnte_Wmd>Ki WnmelÞ .c;B는
. 이사일의로써 한 가지 형상을 뜻하는 이사일의 문장이다
hf,î[]n는
:) ?

앞으로의 행할 일에 대해 주어의 의지력을 표현하려고 자신을 복수형으로 표현했다

hf,î[]n의
:) 뜻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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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지 조건의 부정어다 S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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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ê[i tr,x,a; x;WrÜ ht'yú >h") bq,[eä

hT'î[;-yKi의
( 뜻은?

참으로 지금쯤은

bq,[를
eä 사용해서 S820

이유절 표현은?

그가 그와 함께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q,[의
eä 다른 뜻은?

in recompense for ..에 대한 보상으로,의 뜻도 있다

hl'_dog> ha'äj'x.] ..yl;²[' t'abeóhe-yKi( %l'ê ytiaj'äx'-hm,(W WnL'' t'yfiÛ['-hm,(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소? 그리고,

[

결과절 표현은?

S809

yKi+명사절] 형식으로, t'abehó e-yKi(

당신이 나에게 큰 죄를 가져 올 정도로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소?

-yKi는
( ?

-hm,와
( 같은 의문사 다음에서 결과절을 흔히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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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남의 아들을, 너남의 독자를, 나로부터 보존하지

상황절

이유절 표현은? S822

al{w이
> 하를 사용해서

않았기 때문에, 너남이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tmo)Y"w: ~ynIßb'a]b' Whluîq.s.YIw: ry[iêl' #Wxåmi WhauciYOw: %l,m,_w" ~yhiÞl{a/ tAb±n" %r:ïBe

결과절 표현은?

나보트는 하ㄴ님과 왕을 저주했으며, 그들은 그를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돌들로 쳤더니 그가 죽었다.

연속 동작들을 나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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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Y"w:

<

Whluîq.s.YIw

<

WhauciYOw:

hw"ëq.ti yliä-vy< yTir>m;a' yKiÛ

비실지 조건 표현은?

예외에 속하지만

yKi를
i 사용해서 S796
yTir>m;a' yKiÛ

내가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자

hl'ke_aow> yLiÞ ha'ybiîh'w>

마지막 목적절 표현은?

내가 먹도록 나에게 가지고 와라.

[단순

-w+간청하는 동사] 형식, hl'ke_aow로
> S797

hl'ke_aow의
> 글기는?

`hw")hy> tl;îx]n:-ta, Wkßr>b'W rPeêk;a] hM'äb;W ~k,_l' hf,Þ[/a, hm'î
내가 너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너남들이

A10A/18로 간접청유형이다

마지막 목적절 표현은?

S798

-w+명령형] 형식 Wkßr>b'W으로

[단순

여ㅎ바님의 상속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가?

ynIseêy[ik.h; ![;m;'l. ~yrIêxea] ~yhiäl{ale WrJ.q;y>w:)

결과(의도)절 표현은?

![;m;l.

[

ynIseêy[ik.h; ![;ml; .

그들은 나를 분노케 하려고 다른 신들을 위해서 향을 피웠다.

tAT+v.liw> lkoåal/ , ba'Þx.a; hl,î[]Y:w:

마지막 목적절 표현은?

+변부사] 형식으로

전치사

S808

l로, 강도는 약하다 S798

아흐아브는 먹기 위해서 그리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갔다

hw"©hyl; ~t,äaj'x] rv<ôa]w: ~T,ør>J;qi rv,a] ûynEP.mi
너남들이, 분향했기 때문에

AT=ai hw"ßhy> rv<ïa]B;

이유절 표현은?

rv,a] ûynEP.m를
i 사용해서 S820

그리고 여ㅎ바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ㅎ바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유절 표현은?

rv<ïa]B가
; because 이유절을 인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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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ïa]B를
; 사용해서 S819

[m'_v.nI wyl'Þae ^±t.ao ~yxiîl.vo ÎWnx.n:÷a]Ð ¿Wna]À rv,a] Wnyheªl{a/ hw"hå y> ŸlAqåB. [r"ê-~aiw> bAjå-~ai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너를 그 분에게 보내는 우리의 하ㄴ님 여ㅎ바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것이다

Wna]는?

히브리어 문법 중엽에 사용되었던 정상적인 1인칭이다 S798

`tWm)a' ~r,j,îB. yviÞp.n: ^ïk.r,b'T. rWb±[]B; hl'ke_aow> yLiÞ ha'ybiîh'w>

마지막 목적절은? S801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영혼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전치사

rWb[]B+; 명사절] 형식 yviÞp.n: ^ïk.r,b'T. rWb±[]B으
; 로

`lae(r'f.yI %l,m,î-la, WnL'ÞV,mi ymi

관대절은?

관계사

-v,가 인도한다 S824

우리들로부터, 이쓰라엘 왕 편인 자는 누구냐?

[v'r_ >a, al{å-yKi ^T.[.D;â-l[;(

양보절 표현은?

[전치사

l[;+부정사] 형식으로
^T.[.D;â-l[;

내가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비록 당신이 알지만

`Wale(m' ~ymiîD" ~k,ÞydEy> [;me_vo yNIn<åyae hL'Þpit. WBïr>t;-yKi( ~G:±
{비록 너남들이 기도를

`Wale(m'의 목적어는?

양보절은?

yKi ~G:를 사용해서 S813
WBïr>t;-yKi( ~G:±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노라.

너의 손들은 피들로 /흠뻑 적셨/가뜩하\다.
대격

yNIn<åyae가 부정하는 단어는?

~ymiîD이
" 다. 명사절 부정어는?

`At)ao Atßa'r.YImi rb'_D" rnEßb.a;-ta, byviîh'l. dA[ê lkoåy"-al{)w>

S814

[;me_v다
oe
al가 아닌, !ya을 사용

이유절 표현은?

mi+변부사로

S821

그가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도 아브네르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mi의 글기는?

이유를 표현하는데, 야기된, 결과로 나타난, 동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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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i_Ko-ta, ^åt.aro >h; rWbß[]B; ^yTiêd>m;[/h, tazO rWbï[]B; ~l'ªWaw>

마지막 목적절은?

S802

그러나,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남아 있도록 했다.

[전치사

rWb[]B+; 부정사] 형식 ^åt.aor>h; rWbß[]B

~l'ªWaw>은?
변부사

그러나, 반의절을 인도한다

^åt.aor>h의 주어는?

`^t<)r'At Wrïm.v'-al{ l[;÷ª

앞에 나온

정한동사

^yTiêd>m;[h/ 의
, 주어와 일치해야 한다
-al{ l[;를
÷ª 사용해서 S818

부정하는 이유절 표현은?

그들이 당신의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wyl'([' WnALti yKiî aWhê-hm; !roæh]a;w>

[

yKi+명사절] 형식으로, S809

그리고 너남들이 그를 대항해서 불평하는 바 아하론 그는 누구이냐?

WnALti yKiî

결과절 표현은?

`rb,g") hr'hoå rm;ªa'÷ hl'y>Lh:ï ;w> AB= dl,W"åai ~Ayà db;ayOæ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나게

관대절 표현은?

문장 병렬로 S828

dl,W"åai ~Ayà과 rm;ªa'÷ hl'yL> :ïh이
; 다

된 ｢그 날을｣

그리고 한 남자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던 ｢그 밤을｣ 소멸도록 하라

dl,W"åai

선행사는?

한정된 단어는?

~Ayà이다. dl,W"åa의
i 글기는?
정관사가 붙은 선행사

dl,W"åai ~Ayà의 어절억양들은?

반복적이지 않고 순발적인 글기가 있다

hl'yL> :ïh다

~Ayà에는 모점분리표 yxiD가
> (4혀) 와서 dl,W"åa와
i 띠어서 읽는다.

dl,W"åa에
i 는 단어연결표 xn"Wm가(4토)가 왔기 때문에 AB=와 이어서 읽는다
^yTi_b.h;a] ynIåa]w: T'd>B;Þk.nI yn:y± [eb. T'r>q:ôy" rv,a]me 이유절 표현은?
당신은 내 눈에 귀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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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a]m를
e 사용해서

S819

hn<+[/a, al{ åyTiq.d;c'â-~ai

양보절은?

접속사

~ai을 사용해서, åyTiq.d;c'â-~ai

S812

비록 내가 무죄이지만, 나는 [결코 응답할 수 없다}.

lk'ês' Aaå hy<h.yI ~k'Ûx'h,( [;deªAy ymiäW

Aa...ymi로 만들어 낸다 S832

분리 의문문은?

s') 될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혹은 바보가(
접두모음으로

h,가 온 이유는?

첫 후자음에

`~yIl'([]n: rWbï[]B; !Ayàb.a,w> qyDIêc; @s,K,B; ~r"Ük.mi-l[;

-h'가 오면 접두모음으로 단에음 h,가 오기 때문
이유절 표현은?

전치사

-l[;로 S821

그남들이 의로운 자를 은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쌘들 한 컬레를 위해서 팔았기 때문에

^yr,_x]a; ^yn<ßb'l.W ^êl. bj;äyyI rv,a] ...wyQ"åxu-ta, T'úr>m;v'w>

에서 마지막 목적절은?

S803

너남 후에 오는 너의 자녀들과 그리고 너남이 행복하도록 너는 그의 법령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rv,a+] 명사절] 형식으로 ^yr,_x]a; ^yn<ßb'l.W ^êl. bj;äyyI rv,a

아주 드물다

`hz<) yliîx\me hy<ßx.a,-~ai !Arêq.[, yhelä {a/ bWbz> l[;b;ÛB. Wvªr>dI Wkål.
가서 내가 이 부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문절은?

S831

간접 의문문,

~ai로 hy<ßx.a,-~ai

에크론의 신, 바알 저부브에게 물어보라

~a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어떤 동사가 개입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yhi_l{a/h' aB'Þ ~k,êt.a, tASån: rWb[]bl;( . yKiª èWar"yTi-la;

yKiª

이유절은?

이하다

S804

{너남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너남들은 두려워 말라,

`Wrx")b' al{ åhA'ªhy>÷ ta;îr>yIw> t[;d'_ Wan>f"å-yKi tx;T;

이유절 표현은?

yKi tx;T를
; 사용해서 S820

그들이 지식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ㅎ바님의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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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yle([' hy<ïhy. I) %l,m,Þ-~ai yKiî aL{ êWråm.aYOw:
-~ai)

아니요, [역시]168(

~ai yKiî aL{

반의절 표현은? S847

yKi)î

왕이 우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들이 말했다

~ai은?

약간의 강조력을 실어준다

~yIm;ê ynIqEåv.y: ymi에서 기원절 표현은?

ymi+미완료] 형식으로 S835

[

만일 누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면.

ymi는?

소원의 글기를 가진 의문사다

`aWh) vd<qoß-tm;d>a; wyl'ê[' dmeäA[ hT'a; rv<Üa] ~AqªM'h; yKiä
너남이 그 위에 서
동격들을 찾아내면?

rv<Üa)]

있는 (곳)(

rv,a로
] 서

S825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동격들의 관계는?

(동2가 (동1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장소의 질을 제공한다

`Aa*c.mo-lK' Atßao-tAKh; yTilî .bil. tAaê !yIq;'l. hw"Ühy> ~f,Y"w:
누구든지 그를 찾는

관대절 표현은?

~AqªM'h과
; vd<qoß-tm;d>a이
; 다.

vd<qoß-tm;d>a(; 동2 ~AqªM'h(; 동1.에서

[

형식으로

마지막 목적절 부정은?

S805

자마다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ㅎ바님께서 카인에게 표시를 해 주었다

yTil.bil+. 변부사] 형식으로 Atßao-tAKh; yTiîl.bil.

rz"© vyaiä br;øq.yI-al{) rv,a] ![;m;l.
어떤 낮선(

rz)

마지막 목적절 부정은?

[

al{) rv,a] ![;m;l+. 명사절] 형식으로

자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h' dg<n<Ü tAbªn"-ta, l[;Yl:÷ iB.h; yven>a; WhdU[iy>w에
: 서 tAbªn"-ta,의 동격은?

S806

Wh이다 S807

무익한 사람들이 백성 앞에서 그이 나보트에 대항해서 증언했다.
동접어

Wh-는?

예기적 proleptic 또는 예시적 anticipatory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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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l' ~Y"ßh; tp;îf.-l[;v, lAx±K; rP'ês.mi !yaeä ~h,yLem;g>liw>

관대절은?

관계사

-v,가 인도한다 S824

그리고 그들의 낙타들은 해변가에 있는 많은 모래처럼 무수했다

`~yIm")[]P; wyl'Þae ha'îr.NIh;

관대절 표현은?

[정관사+정동사] 형식으로

ha'îr.NIh;

S827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분}

ha'rî .NhI 를
; 과거동사로도 보는 근거는?
!AYëci tAnæB. Whb.g") yKiÛ ![;y…:

정관사가 관대절로 쓰인 예문은 고문헌에는 없기 때문이다

yKiÛ ![;y…: 를 사용해서 S818

이유절 표현은?

치욘의 여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WnynE)y[e !M"ïh;-la, yTiÞl.Bi ilKo+ !yaeä {)

yTiÞl.B로
i

제외절 표현은?

S849

Bi)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우리의 눈은, 이 만나를 제외하고는(

`br'(-~ai aWhß j[;îm.h; hp,rê 'h] aWh qz"ïx'h, h'yl,ê[' bveäYOh; ~['h'-ta,w>
그곳에서 사는 백성이 ｢강한지｣ 혹 ｢약한지, 작은지｣ 혹 많은지
인지 아닌지 의문사들은?

인지 아닌지 의문문은?

~ai(w>)...h]이 사용되었다 S832

인지 아닌지 의문사로 사용된 것들은 순서대로

hw"ëhy>-ta, vroåd>li ~k,t.a, x;leÛVoh; hd'ªWhy> %l,m,ä-la,w>
h;)

여ㅎ바님과 상담하도록 당신들을 보낸 그 분(

~ai h; h] h,들이다

관대절 표현은? [정관사+분사] 형식,

x;leÛVho ;

<여후다 왕에게>

`yvi(d>q' ~veî-ta, lLeÞxl; .W yviêD"q.mi-ta, aMej; ![;m;ªl결
. 과절 표현은? [![;m;l혹
. 은l+변부사] 형식으로
그래서 나의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한 나의 이름을 모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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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j; ![;ml;ª 와
. lLeÞx;l.

S808

`ha,(r'yE hw"hß y> rh:ïB. ~AYëh; rmEåa'yE rv,a] ha,_ry> I Ÿhw"åhy> aWhßh; ~AqïM'h;-~ve( ~h'²r'b.a; ar'óq.YIw: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장소의 이름을, ‘여ㅎ바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라고 불렀다,
그래서(

rv,a)]

오늘 날에도 그것은 ｢여ㅎ바님의 산에서｣ 제공될 것이다‘ 라고 예기되어진다

에서 결과절 표현은?

[

rv,a+] 명사절] 형식으로, rv,a]

이하다

S810

그리고 ｢너남 이후에도｣ 존재한 적이 없다, 너남과 같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r,a'(h' yhelî {a/ jP;Þv.mi-ta, ~y[iêd>yO ~n"åyae rv,a]K; ~t'êAa ~ytiäymim. ~N"hiw>

rv,a]K를
; 사용해서

그 땅의 신의 관례를 그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n"åyae이 부정하는 단어는? ~y[iêd>yO

보라! /사자들이/[바로 그것들이\}61 그남들을 죽이고 있다.

rb'êD"h; tm,a/

그 보고는 사실.에서 생약된 단어는?

`hw")hy> v[;r;Þb' al{

이유절 표현은? S819

연사

hy"hå 가
' 생략되었다 S855

al{를 사용한 주술동격절 부정문 S858

어떤 절인가?

여ㅎ바님께서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a<+Bo ~Alåv'h]

당신이 오는 것은 {평화로운가?}. 절이름은

주술동격절이다 S855

어순은?

술어에 강조력이 있는 의문문 P-S다

~ymi_Y"h;-lK' yt;ÞwOc.mi-lK'-ta, rmoðv.liw> yti²ao ha'rî .yIl. ~h,ªl' hz<÷ ~b''b'l. ûhy"h'w> !TeyI-ymi(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계명들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S837

에서 기원절 표현은?

!TeyI-ymi+w] 형식 ûhy"h'w> !TeyI-ymi(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좋으련만!

[

`rp,ae(w" rp"ï[' ykiÞnOa'w> yn"ëdoa]-la, rBEåd;l. yTil.a;Ah an"Ü-hNE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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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절은 표현은?

상황절로 S811

['

`rp,ae(w" rp"ï[' ykiÞnOa'w>

[제발 보시죠!} 비록 {나는} 먼지( )와 재에 불과 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에게 예기하는 것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ynInE©Pic.T; lAaìv.Bi Ÿ!TeyI ymi에
Û 서 기원절 표현은?
T;)

나를 ｢땅-아래｣ 숨기기만(

`^a<)AB ~l{v' rm,aYOàw:

[

!TeyI-ymi+미완료] 형식으로

S836

한다면 좋겠는데!

의문절 표현은?

단순한 억양만으로 S830

너남이 오는 것은 ｢평화로운가?｣ 라고 그가 말했다

`ybi(-WkP.h.n< yTib.h;ªa'÷-hz<)w>

-hz<가
) 한다

에서 관대절 표현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나를

-hz<는
) ?

대적했다.

`yli( Wlk.y"ï-al{ ~G:÷ yr'_W[N>mi ynIWrår'c. tB;r;â

S823

관절을 인도하며 주격이다

al{ ~G:을 사용해서 S813

부정하는 양보절은?

비록 그들이 나를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나의 소년기로부터 나를 <빈번히｣ 억압 했었다

hf'ê[' sm'äx'-al{ l[;…

양보절 표현은?

[전치사

l[;+명사절] 형식으로

S814

비록 그가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h,lea] rm,aYOÝw: ~ykiêa'l.m; xl;äv.YIw에
: 서 xl;äv.YIw와
: rm,aYOÝw는
: ?

동시동작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는 대사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tB'_v; al{åw> vd,xoß-al{) ~AYëh; wyl'ae Îtk,l,ÛhÐo ¿yTik.l;hoÀ ÎT.a;äÐ ¿yTia;À [:WDm;û
무엇 때문에 너는 오늘 그에게로 가려고 하는가? 새 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떤 절인가?

al{를
)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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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동격절의 부정문

S856

yTik.lh; 는
o ?

A1F로 볼 때,

~Ay= Ÿ~Ayæ @sEßAy-la, Hr'îB.d;K. yhi§y>w:

yTi-는 틀린 것으로 보이고, 접미어 y¤i은 yTia를
; 뜻할 수 도

양보절 표현은?

[전치사

yKi+부정사] 형식으로 Hr'îB.d;K.

S815

비록 그녀가 날마다 요쎄프에게 말했지만...였다

~h,_ynEP.mi sm'Þx' #r,a'²h' ha'îl.m'-yKi( yn:ëp'l. aB'ä rf'B'-lK' #qEÜ

이유절 표현은?, 접속사

yKi

이하다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이 폭행으로 가득찼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왔다

`rx")m' hw"ßhyl; gx;î

내일은 여ㅎ바님께 축제.에서 욕망, 기원절 표현은?

`~yIM")B; Arßf'B. #x;îr'-~ai yKi² ~yviêd'Q\h;-!mi lk;ayO al{Üw>

명사를 사용해서

제외절 표현은?

S816

gx;

S843

-~ai yKi으
î 로 S848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몸을 물로써 씻지 않았으면, 그는 거룩한 것들로부터 [결코 먹을 수 없다}

rb'êD"h; tm,a/

그 보고는 사실.에서 생약된 단어는?

`hf,([o hT'Þa; rv<ïa] rb'êD'h; bAj-al{

연사

hy"hå 가
' 생략되었다 S855

al{를 사용한 주술동격절 부정문 S858

어떤 절인가?

bAj-al{)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은 {좋지 않다}(

`~k,(T.ai ~k,îyxia] yTiÞl.Bi yn:ëp' Waår>ti-al{)

yTiÞl.B로
i

제외절 표현은?

Bi)

만약 {너남들의 형제가} 너남들과 함께하지 않는 한(

`~ymi(q.vi sleîAbW ykinOàa' rqEïAb-yKi( ykinO=a' aybiÞn"-!b, al{ïw>
-yKi)

그리고 나는 예언자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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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49

너남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반의절 표현은? S847

yKiî aLO

형식으로

[나는 목동이요} 무화과나무 관리자입니다.

al{가
ï 강조하는 단어는?

강조력을 받는

aybiÞn"-!b,
aybiÞn"-!b,의 글기는?

그 사회속(예언자들)의 일원임 member을 뜻한다

rq'êB'h;w> !aCoh; bj;Ûyme-l[; ~['h' lm;Ûx' rv,a] ~Waªybih/ yqIlå em'[]me

이유절 표현은? S817

rv<Üa를
] 사용해서, 그 이하다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아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말레크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가지고 왔다

rv,a의
] 글기는?

이유절의 글기가 있지만 빈약하다

강조받는 단어와 그 이유는?

WnM'_[i ^åT.k.l,B. aAlßh]

yqIlå em'[]m,e 그 이유는 동사 앞에 놓였기 때문에

강조 받는 단어는

^åT.kl. ,B에
. 서 전치사 B+변부사로

이유절 표현은?

S821

그것은 당신이 우리를 동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Wnm'ªj'÷ Wzð-tv,r,(B.

Wzð-가 한다

그남들이 숨겼던 망 안에.에서 관대절 표현은?

^yT,êx.t; ynIåa] ytiWm !TEÜyI-ymi(

S823

[!TeyI-ymi+변부사] 형식으로 S839

기원절 표현은?

너남을 대신해서 내가 스스로 죽었었기를 바라지만!

ytiWm !TEÜyI-ymi(

너남을 대신한 [다름아닌| 나의 죽음을} 누구가 허락하겠는가?

^yl,êgr> : l[;äme ^yl,['n>-lv; ~l{+h] br:åq.Ti-la;

에서

^yl,['n을
> 단수로 바꾸면? ^l.[;n:

nfw(C) S824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너남의 발들로부터 너남의 신들을 벗어라,

dywI+D" Alß !ykihî eB;( ~yrIê['y> ty:rå >Qimi dywId' hl'Û[/h, ~yhil{ah/ ' !ArÜa] lb'ªa]
a]),

그러나(

다비드는 ｢하느님의 궤를｣ 키르야트 여아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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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절은?
부사

S846

lb'ªa을
] 사용해서

그것을 위해서 다비드가 준비를 했던 곳으로 가지고 오도록 했다

!ykiîeheB;(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yfi_[.K; lqEåV'yI lAqåv' Wlª

F5E에서 정관사

기원절 표현은?

[

h는 생약, B;의
( 모음이다

Wl+미완료] 형식으로 S840
lqEåV'yI Wlª

만일 나의 괴로움이 실지로 저울질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wyl'(ae ha,îr.NIh; hw"ßhyl; x;Beêz>mi ~v' !b,YIÜw:
h;)

그리고 그는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분(

Hb'ê Wkl.yEå %r,D,h;-ta,
그 안에서 그들이

ykinOëa' aybiän"-al{

관대절은?

관대절 표현은?

ha,îr.NIh;

S826

여ㅎ바님을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문장배열로.

나아가야 하는

[정관사+분사] 형식으로

선행사는?

%r,Dh, ;-ta,

S828

그 길

al{를
) 사용한

어떤 절인가?

주술동격절의 부정문 S856

나는 [결코 {예언자가} 아니다]

yTi[.m;Þv' rv<ïa] rb'êD'h; hy"åh' tm,a/

어떤 절인가?

내가 들었던 그 보고는 사실이었다.

hZ<+h; vyaiäh'-~[i ykiÞl.the ]

형용사가 온 주술동격절이다 S855

hy"åh는
' ?

연사 copula처럼 사용되었다

의문절은?

직접 의문문으로

h]를 사용

S829

너녀는 이 사람하고 함께 갈 것인가?

hw"+hy> ynEyå [eB. [r;Þ hd'êWhy> rAkæB. r[e… yhiªy>w:

어떤 절인가?

형용사가 술어인 주술동격절 S857

[r;...yhiªy>w):

여후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ㅎ바님 보시기에 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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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ê h[eroå lb,h,-yhiy>w:)

절 이름은?

헤벨은 양떼의 목동이었다.

주술동격절 S854

h[er(oå 동2 lb,h(, 동1

주술동격 관계 단어들은?

(동2는?

(동1에 대해서 직업을 보조

`~yai(ybiN>h; wyd'Þb'[]-la, AdêAs hl'äG"-~ai yKi… rb"+D' hwIßhy> yn"ïdoa] hf,²[]y: al{ ôyKi

-~a yKi으로

그분께서 그의 계획을 예언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밝히지 않고는

yKi),

확실히(

제외절 표현은?
S848

나의 주인이신 여ㅎ바님께서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ai yKi앞에 온 문장은?

부정문

hf,²[]y: al{ ôyKi

`~k,(v.p.n:-lk'b.W ~k,Þb.b;l.-lk'B. ~k,êyhel{a/ hw"åhy>-ta, ~ybih]ao) ~k,Ûv.yIh] t[;d;ªl'
너남들의 모든 영혼과 너남들의 모든 마음으로 너남들의

다음에 왔다

의문절은?

간접 의문문,

S831

h]로 ~k,Ûv.yIh]

하ㄴ님 여ㅎ바님을 너남들이 사랑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al{)-~ai awhiÞ ^±n>Bi tn<toõK.h; an"©-rK,h;

~ai(w>)...h]이 사용되었다 S832

인지 아닌지 의문문은?

`al{)-~a;.;i .tn<toõK.h이
; 다

그것이 {너의 아들의 오바}인지 아닌지 확인만 해라
명사절의 어순은?

명사절 의문문에선

`dk'(l'-~ai yTiÞl.Bi Atên"[Moæ .mi AlAq rypiÛK. !TeyhI ]

awhi(Þ S ^±n>Bi tn<toõK.h(; P

제외절 표현은?

어순이다

~ai yTilÞ .B으
i 로

S849

만약 그가 잡지 않았으면, 젊은-사자가 그의 굴로부터 으르렁 거리는가?”

`%yTi(g>r:h] hT'Þ[; yKiî ydIêy"B. br,x,-vy< WlÜ

기원절 표현은?

[

vyE Wl] 형식으로 S840

만일 내 손에 칼이 있다면 지금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였을 것이다.

WlÜ로 표현한다

가상적인 조건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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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Þ[; yKi는
î ?

귀결절을 확증한다, 그래서 ‘반드시’라 옮긴다

~yIßAGh;-lk'K. %l,m,ê yl;[' hm'yfiÛa에
' 서 hm'yfiÛa는
' ?

A10A/18으로 기원절의 글기가 있는 청유형이다

모든 국가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우자

`aWh) ^yxiÞa'-al{)

S834

al{를
) 사용한

어떤 절인가?

주술동격절의 부정문 S856

그는 [결코 {너의 형제가} 아니다]

yTi[.d;y"â !TEåyI-ymi에
( 서 기원절 표현은?

[

만일 내가 알기만 한다면 좋으련만!

!TeyI-ymi의 뜻은?

!TeyI-ymi+과거시제] 형식으로 S835

만일...한다면 좋으련만, 누가 허락하겠는가?

`yti(r'qo lceîB. WaB'Þ !KEï-l[;-yKi( rb'êd' Wfå[]T;-la; laeh' ~yviÛn"a]l'( qr;û

제한절 표현은? S852

qr;û를 사용해서

아무 것도 행하지 말라, {그들이 내 지붕의 보호 아래 들어 왔기 때문이다}

부사

!KEï-l[;-yKi은
( ? 이유를 나타내는 중복어로 특이하다.

아무것

~yaiêybin> hw"hy> ~[;Û-lK' !TeøyI ymiW

rb'êd.' .-la;의 뜻은?

욕망, 기원절 표현은?

!TeyI-ymi+비동사 구문] 형식으로 S838

[

만일 여ㅎ바님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들이기를 바라지만
대격은?

hB'r; ~k,Ût.[;r'

2개의 대격들이 왔다:

r;).는? 어떤 절인가?

너남들의 악행이 엄청나다(

#r,a'_B' ~d'Þa'h' t[;îr' hB'²r;

어떤 절인가?

~yaiêybin(> 4격 ~[;Û-lK'(3격 여격
형용사가 술어인 주술동격절 S857

형용사가 술어인 주술동격절 S857

r;)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악행이 {엄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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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Y:h; rb,[eÞB. bv,NEëw: Wnl.a;äAh Wlw>

Wl+과거] 형식으로 S840

기원절 표현은?

[

Wnl.a;äAh Wlw>

그리고, 야르덴 건너편에 머무는 것으로, 만일 우리가 만족했었다면 좋으련만

`^r<)b'd>ki yhiyî > Wlß

기원절 표현은?

[

yhiîy를
> 분해하면?

그것이 너의 말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Ar+m.voB. rv<åa] aybiÞN"h; ynEïp.li ynIëdoa] yleäx]a;

Wl+미완료] 형식, yhiîy> Wlß

A10E/13

yleäx]a로
; S841

기원절 표현은 그 뜻은?

만일 나의 주인이 쐼론에 있는 그 예언자 앞에 (있다면) 좋으련만!

`yNIm<) WrWså ~ymiªd'÷ yveîn>a;w> [v'_r' ŸH;Alïa/ ljoßq.Ti-~ai

S840

만일...한다면 좋으련만

~ai으로, 아주 드물다 S842

기원절 표현은?

오! 하느님 당신께서 악한 자들을 죽이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므로, 나로부터 떠나라 살인자들아!

hZ<ëh; lG:hå ; d[e…

[e…).에서

이 돌 무더기가 이정표(

`hw")hyl; ynIßB. %WrïB에
' 서

기원절 표현은?

기원절 표현은?

비동사 절,을 사용해서 S843

분사를 사용해서

%WrïB'

A3M S843

나의 아들이 여ㅎ바님에 의해서 축복받게 되기를 원한다

~h'êr'b.a; ^m.vi hy"Üh'w> ~r'_b.a; ^ßm.vi-ta, dA[± areîQ'yI-al{w>

반의절 표현은? 접속사

그리고 너남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불리우지 않을 것이다.

--w를 사용 S844
hy"hÜ 'w>

그러나 너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WNM,êmi lD;äg>yI !joQ'h; wyxiÛa' ~l'ªWaw>
그러나(

반의절 표현은?

aw>) ｢그의 동생이｣ 그 보다 위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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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어순은?

~l'ªWaw>을 사용해서 S845
S-V다

강조를 받는 단어가 있다면?

어순이

S-V로 주어가 동사 앞에 나와 강조를 받는다

~l'ªWa은?

강력한 반의 접속사다

`ynIT")k.r;Be-~ai yKiÞ ^êxL] ev;(a] al{

-~ai yKi으
î 로 한다 S848

제외절 표현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내가 당신을 [결코 |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lyIx;ê-!b,l. yLiä-hyEh/ %a;…

제한절은?

부사

%a;…를 사용해서

S851

{오직}, 나를 위해서 용감한 사람이 되라

`Wnx.n")a] ~yxiÞa; ~yviîn"a]-yKi(

절 이름은?

주술동격절 S854

우리는 사람들, 형제들이기 때문에, 주술동격 관계 단어들은?
(동2는?

rb'êD'h; !Akån" tm,a/

(동1에 대해서 친적, 형제를 보조

어떤 절인가?

-n")

그 보고가 {증명이 되고(

tAK+r; ha'lÞ e ynEïy[e

~yxiÞa(; 동2 ~yviîn"a(] 동1이다

형용사가 온 주술동격절이다 S855

사실이라면}

r;).는? 어떤 절인가? 형용사가 술어인 주술동격절 S857

{레아의 눈들은} 약했다(

yrIêz>[,B. ybia' yheÛl{a/-yKi(

[B.(신원)+명사술어] 형식인 주술동격절 S859

어떤 절인가?

yrIêz>[,B).

내 아버지의 하ㄴ님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었기 때문에(

laeÞr'f.yI ynEïq.zI-~[i hy"ëh' rnEåb.a;-rb;d>W

어떤 절?

[술어+전치사구]형식인 주술동격절 S860

ynEïq.zI-~[i hy"hë )'

아브네르의 대화는 이쓰라엘의 장로들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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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P'v.Mih;-lk'l. ~v'Þ ~ymi²Y"h; xb;z<ô yKi

어떤 절?

거기에서 모든 가족들을 위한 {연중-희생제사}

(~ymi²Y"h;

부사적 술어로 됀 주술동격절 S861

xb;z)<ô 가 있기 때문에

복습 23B, 구문론 글기 번역하기 S756-S861

번역하고, 히브리어 단어를 지적하고 관련된 구문론 이름을 말하라
`rp,ae(w" rp"ï[' ykiÞnOa'w> yn"ëdoa]-la, rBEåd;l. yTil.a;Ah an"Ü-hNEhi
`!Ar)m.voB. qz"ïx' b['Þr'h'w>

S756

S757

~yIm;êV'b; Avåarow> lD'g>miW ry[iª WnL'ä-hn<b.nI

S758

`~AY*h; ~xoïK. lh,aoßh'-xt;P,( bveîyO aWh±w> are_m.m; ynEßl{aeB. hw"ëhy> wyl'ae ar'ÛYEw:
`~k,(ynEq.zIw> ~k,Þyjeb.vi yveîar'-lK' yl;êae !Wbår>q.Tiw: vae_B' r[EåBo rh"ßh'w>
Whboêw" Whto' ht'îyh> ' #r,a'ªh'w>

S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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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ke_aow> yLiÞ ha'ybiîh'w>
S798

`hw")hy> tl;îx]n:-ta, Wkßr>b'W rPeêk;a] hM'äb;W ~k,_l' hf,Þ[/a, hm'î

~d'êY"mi Atao lyCihÛ ; ![;m;ªl.

S799

- 5503 -

tAT+v.liw> lkoåal/ , ba'Þx.a; hl,î[]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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