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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조 받는 형용사 표시 괄호: ｢

, 왼편 위쪽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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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시 괄호: (

) (32기)
(32나)

① [최상의 거룩함은} = [최상의 {거룩함은 = [최상의]...{거룩함은}(32냐)
② [분명히| 들을 것이니라} = [분명히 {들을 것이니라. = [분명히]...{들을 (32너)
것이니라}
③ [최상의 거룩함은> = [최상의 <거룩함은 = [최상의]...<거룩함은>(32녀)
④ [참으로 위대하다〕= [참으로〔위대하다 = [참으로]...〔위대하다〕(32노)
⑤ [참으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는가?}: “[참으로”는 강조하는 단어(32뇨)
⑥ [최상의 믿음충만을」= [최상의 ｢믿음충만을: “[최상의“는 강조하는 단어(32누)
⑦ {쉬었다} : 동사가 놓여야 할 제 자리에 놓여서 강조를 받는 동사를 표시(32뉴)
⑧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는 양쪽의 단어들을 강조함 (32느)
3.

(32니)

② {1 } {2

} : 강조받는 단어들이 흩어질 때 순서를 나타냄 (32댜)
<

① <

> : 문장 맨 앞에 나와 강조를 받는 단어를 표시한다.

② <

ㅁ>:

>의 용례들(32더)
(32뎌)

문장의 맨 마지막에 놓여 강조를 받는 단어를 표시한다.

③ <1 >...<2 > : 문 맨 앞에 나와 강조받는 단어들이 번역시 흩어질 때

(32됴)

④ <ㅅ나그네들이며> : 상반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를 표시해 준다.

(32두)

⑤ <ㅅ나그네들이며ㅁ > : 상반절에서 마지막 단어임을 표시해 준다

(32듀)

⑥ <ㅎ그림자와 같으며> : 하반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임을 표시해 준다
⑦ <ㅎ나그네들이며ㅁ > : 하반절에서 마지막 단어임을 표시해 준다

(32드)
(32디)

⑧ <그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너남들 중에서 누구든지>>
⑨ ｢ A < B > 」 풀이:

｢ A

(32라)

」 동사 앞에 나온 단어들, < B >는 첫 단어

5.
①

)
기호들은 언제나 함께 붙여 사용한다.

② 동사

는 화살표 괄호 안쪽(왼쪽) 동사가 더 중요한 동작을 표현하는 종속

절 동사임을 표기해 준다.
③

의 오른편에 있는 동사가 동작이 일어나는 방법을 표현하는 주절

의 동사임을 표기해 준다.
④ A 동사

B 동사: A 동사가 B 동사 보다 더 중요한 동작을 표현한다는

표기법이다. A와 B의 단어들이 번역문에서 여러 개의 단어들로 옮겨져야 한다면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을 수 있다면, 하나선으로 이어준다.
“그러나 너남들

모두, 다시

⑤ “그러나 너남들

찾아와라, >

모두, 다시

찾아와라. 너남들

모두, 다시

너남들이-

다시 와 같은 뜻이다. 다른 단어가 사이에 놓여서, 연속적으로 이을 수 없는 경
우는 단어마다에, 필요한
⑥ 모쐬는

기호를 따로따로 달아준다.

착수했다. “해설한다”는 뜻이 “착수했다”는 뜻 보다 더 중요한 동작

이다는 점을 표기한 것이다.(36토).
⑦ 침침해지기

시작했다: “침착해지다”는 동사가 “시작했다”는 동사 보다 더

중요한 동작임을 표기한 것이다.(36죠)
⑧ 율법을 중요하게-만드시고

높게-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이사42:21):

중요한 동작을 표현하는 종속절의 동사 두 개를 표기해 준다.(36쥬).
“너남이 3일동안 머무를 때에

빨리 내려가라.(사상20:19)(36wm)

의 순서가 바꾸어 졌을 뿐 같은 의미다.

“빨리 내려가라“는 동작

이 ”머무르다“는 동작 보다 더 중요한 동작이다는 표기다.
강한 술을 구하려고
아침에

아침에

일찍-일어나는-남자들에게(36쳐)에서,

사이에 놓인 단어 “아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단어들 “강한 술을”도 해당되지 않는 단어들이다. 하나선으로 이어진 단어
들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뜻이다.

(33가)
1

경고

2

계약서, 계약의 완료

3

고조된 감정

4

고조된 자아의식

5

규탄

6

글자크기

7

놀람

8

대비, 대조

9

반의, 반대

10

보복

11

분노, 화

12

비교

13

서약

14

선언문

15

선택

16

신의 존경심

17

약속

18

예외

19

응답

20

주장

21

자랑

22

절망

23

족보

24

질책

25

참회, 후회

26

탄원

27

특별한 관심

28

환희

29

후회심

30

흥미

31

어순

성서 히브리어 문법에서 강조 문법과 관련된 것들을 한 줄만 사용하면서 모았
다. 강조와 관련이 있는 문장의 어순들과, 강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강조 어구
들과, 강조 어법들 3 종으로 나누어 모았다. 여기저기 뒤지지 않고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코드를 달아 두었으니까 필요하면 되돌아 갈 수 있다.
(33텨 ) “그리고 나는「너남의 양떼의 숫양들을」결코 먹어

보지

`yTil.k'(a' al{ ï^nß >aco yleîyaew>

`~h,(l' !TEïnI WnyteÞnOB.-ta,w> ~yvinê "l. Wnl'ä-xQ:)nI ~t'nOB.-ta,

(33튜 ) 대조,비교:｢그남들의 딸들을｣
(33파 )

교차대구

~k,_l' Wfß[]t; al{ ïhk'êSem; yhel{awE) ~yliêylia/h'ä-la, Wnp.Ti-la;

(33파 ) “우상들에게 향하지 말라 그리고 「주물로 부은 우상들을」너남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P-S 형식은 술어에 강조력을 주지 않는 경우(3) 보다

hw"ßhy> aWh± qyDIîc;

(33속) “여바님께서는 {의로우시도다}”

`!aco) h[eroï-lK' ~yIr:ßc.mi tb;î[]At

(33두 )

〔이집트 사람들에겐 혐오스러운 것이다〕

(33드 )

서술 “너남의 저주가 {내 위에 있다}

(33랴 )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33먀 )

주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8〔죽는다〕

8 〔많다〕

%T'êai rv<åa] ~['h' br;

`ykinO*a' ht'îme !yIa:ß-~ai ~ynIëb' yLiä-hb'h'(

S687 “내가 내 형제의〔보호자입니까?〕
,S688

^ßt.l'l.qi yl;î['

“하느님을〔두려워하는〕것”

`ykinO*a' yxiÞa' rmEïvoh]
hT'a;ê ~yhil{a/ areÛy>-yKi(

S686 “여ㅎ바님께서는 <위대하시도다>”(lAdÜG"¬ 문 앞 술어)

hw"åhy> lAdÜG"¬

S685.명사절. 도치.술어가 강조를 받는다
(33복) “15{함}이 커나안의 아버지[였다]”
S+O+V

(33햐)

S+O+V

(33햐)

(33녀 )

`![;n")k. ybiîa] aWhß ~x'

`~ro)p.yI al{ ïwyd'Þg"b.W [r'êp.yI al{ åAvaro-ta,
｢그의 머리를」결코 풀어선 않되며,「그의 옷들을」찢을 수 없느니라”
(서술) {나는} 맨숭맨숭한 사람이다”

`ql'(x' vyaiî ykiÞnOa'w>

:S683.명사절.첫단어 강조. “여ㅎ바님께서(hw"ïhy>) 나의 목자이시다”
(33뱌 ).

y[iªro÷ hw"ïhy>

꿈의 문형으로 C가 P에 강조력을 준다.

~he_ Wnl'Þ aAlïh] ~T'êm.h,B.-lk'w> ~n"y"n>qiw> ~h,ÛnEq.mi

(33븍)

(33븍) “{그들의 가축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들은}...[아닌가]?
(33븍) 연결사가 주어 다음에 나오면서 주어를 강조한다.
(33피)

~he_-yli...~yIr;ªc.mi #r,a,äB. ^øl. ~ydIl'ANh; û^yn<b'-ynE)v.

{내것 |이다]

#r,a'êh'-l[; jyLiäV;h; aWh… @seªAy

(33버) “{요쎄프가} 그 지배자[였다]
S+V: (32효 ) 상태,

「들판의 어느 수풀이라도」

#r,a'êb' hy<åh.yI) ~r,j…, hd,ªF'h; x;yfiä Ÿlkoåw>

S695 “[그 사람|<쐬트에게(tveÛl). >} 또한 아들이 태어났다

!Beê-dL;yU aWh-~G: tveÛl.
hl,ä[y] :) daeÞw>

S698. “그러나「안개가」올라가고 있었다”
독인사,

S700: [바로 그가} 너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 율법서를｣ (hr'²ATh;

S885

S696 “｢그 뱀이

vx'îN"h｣;

나를 속였습니다

rp,s) ytiac'Þm' hr'²ATh; rp,s(eó O)
ynIa:ßyVihi vx'îN"h; hV'êaih'( rm,aTow:

S699 “여ㅎ바님께서｣(hw"hyw:)나에게 불리하게 증언ybiê
S697 “그리고 ｢그 사람은｣(새주어

“그는 카인과 그의 제물에는

주어(7루) ｢모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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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Þ[ol. hF,²h; ALï-ha,r>y(I V) ~yhiúl{a(/ S)

rK'êKih; yreä['B. bv;y" jAlªw> ![;n"+K.-#r,a,(B. bv;äy(" V) ~r'Þb.a(; S)

(33져 ) 비교, 대비 <당신의 암염소들과 당신의 암양들이>

vyai

lk;aToå ^yP,a; t[;ÛzEB.

hn<©x]M;l;( #Wxåmi Ÿ Alå-hj'n")w> lh,aoøh'-ta, xQ;'yI ûhv,moW

S+V: S주어.강조S878 “하ㄴ님께서(S)번제를위해서
S879. 반면에

hn"["å hw"hyw:)

~d'êa'h'äw)> AT=v.ai hW"åx;-ta, [d;Þy" ~d'êa'h'äw>

S888 “너의 얼굴의 땀으로(t[;ÛzEB). 너는 음식을~x,l,ê
S889.

`^v<)r'yyI) aWhß

WlKe_vi al{ å^yZ<ß[iw> ^yl,îxer>
tWm+y" AnàwO[]B; vyai-î ~ai yKi²

(33처 )

유일(에레31:29) 그러나 {사람마다}

(33 뎍)

강조나 대조 {나는} 너남들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k,êB' ynIa] lvoÜm.a,-al{)

(33이 )그러나

{그남들} 그들은 그를

S694 “황소도 그 주인을 <안다
(33늑 )

[d;îy"

A10Mc(에레22:24)). c(

대해서), e(
대해서) n(

): (30켜)

-n>-

hN"--, (h'n>--,에

대해서) f(

): (30커)

-n>-

n--;(30도)

"그로하여금 그 분을찬양하도록 하라“

NI--,֫ (nIn>--֫

,

=

WN--,

nIn>--,에

대해서) m(

(민수23:13). e(

NI--;

(욥기7:14), m(

n--;

(30뎌)[

,

n--; (30도)
la;+
ta,

@a;부사(9텨)

): (30캬)

-n>-

] 형식,

ynIví .l'm.
`ynIa") ynITUßmc. ; ~Acïh]

로:S78 [바로|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

-n>-

-n>-

명사변형을 강조 “중상하는 자, 헐 뜯는 자”,

n--;

-n>-

`Wh)n>k<)r]b'y>
-n>-

) (30츠)

-n>-

(33훅) 12{학살하지 마십시오}

명사, 약간강조S92

ta,

): (30카)

) (30츠)

-n--;

ynIí-(31비) y--는

): (30치)

-n>-

): (30캬)

WN--, (Wnn>--,에

ynI--

`yli( ^ßt.r'ko)B.-ta, ~AY°k; hr'îk.mi

F10Ec (이사10:24, 잠언2:11 휴지에서) c(

WN--, (Whn>--,에

An--

WhnEëqo rAv [d;îy"

>”

{오늘 너남의 장자권을}

&'--,(휴지에서 &'n>--, `&'n>q<)T.a,
hK'--,֫

`Whru(Kihi al{ ï~heÞw> wyx'_a,-ta, @sEßAy rKEïY:w:

,

.

^l.yxeb.â Am[eäynIh] yMiª[; WxìK.v.yI-!P<) Ÿ ~gEÜr>h;T;-la;

애굽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았다”

hV'êaih'ä-ta, ~yrIc.Mih; WaÜr>YIw:

S93 “그는 그의 생명이 죽기를(A9) 요구했다
소리치네 [게다가|, 그들은 노래까지 하는구나}”

tWmêl' Avp.n:-ta, la;Ûv.YIw:
`Wryvi(y"-@a; W[ª[]Art.yI÷

@a;
@a;

부사(9탸) “나도

@a;

부사(9터) 당신은

나의 꿈 안에 [있었다]”

hn"©m.a'
ynI¨a]
~ai

^n<+y[e T'x.q:åP' hz<â-l[;-@a;

rKE+v; @a:åw> ^ßt.m'x] x;Peîs;m. Wh[eêre hqEåv.m; yAh…
tAaår>h;l. t'ALxih;( hT'Ûa;

5tu 당신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셨
버아프 "심지어, 또한“은 불부사

rKE+v;

쏴케르를 강조하는 소어다.

, (33뇬) “진실로, 사실상, 참으로”의 뜻, 뜻을 단호하게 표현 강조력
(33특)

“보라, {나다!}

`~yI)AG !Amïh] ba;Þl. t'yyI¨h'w> %T"a+ i ytiÞyrIb. hNEïhi ynI¨a]

(33갼) 의문부사로. {만일} 이 일이 [정말로]

ynIa"+

(33 듁)

ynIa"+
WvboÜyE ynIa"+

(33덕 )

lb'a]

ymiêAlx]B; ynIa]-@a;
^n<+y[e T'x.q:åP' hz<â-l[;-@a;

<이 사람 위에 까지도> 뜨십니까?

(23비) [심지어 술에 취하도록}

hT'Ûa;
@a:åw> (23비)

(33냔).주장,
(33균)

ynIa"+ hT'x;Þae-la;w> hM'heê WTx;äyE ynIa'ê hv'boåa-e la;w> yp;d>ro
“[결코 아니다}, 너남의 아내

< 오직

고기는>, 그것의 피인

(33sis)

실망하게 해 주세요

!Beê ^l. td,l,ÛyO ^ªT.v.ai hr'äf' lb'a]

(33난). “{확실히} 이 장소에는 하ㄴ님을

#Wcßr'w> qr;(33년)

hT'a'_ yrIßf'b.W ymiîc.[; %a:±
`Wlke(ato al{ ïAmßd' Avïp.n:B.
qr;… hZ<+h; ~AqßM'B; ~yhiêl{a/
`~ymi(Y"h;-lK'

"계속해서, 너남은 {오직} 학대를

“{확실히} 여ㅎ바님께서 이 장소에 계십니다”

qWvï[' qr;² t'yyI©h'w> !kea'

(33숙) “{이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들로 이집트인들을 강타한 신들이다”

(17어)주어강조, [바로 | 이 모든 악이}

yKi @a;
~T,_a;

`~r'(b.a;-ta, yTir>v:ï[/h, ynIßa] rm;êato al{w>

“{참으로}, 당신은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ta;är>yI-!yae qr;… qr;…
~heä hL,aeó

대조 [바로 내가} 부자로

hZ<+h; rb"åD'h; hy"ßh.nI %l,M,êh.;i ..taeme ~a

(33덕 ) {저에 관해서는}...그러나 {그남들에 관해서는}

%a:± (33근)
rf'§B'-%a; qr;…

tae

ynIa]-@a;)

:S551 “당신은 심지어 이러한 사람에게(hz<â-l[;-@a;)

@a:åw>

%a:±

역시(

(19미) ,다음에 나오는
(33록 ).

“너남들의 시체들,{너남들이}

taZOh; h['r'h'-lK' tae
.

`hZ<)h; rB"ïd>MiB; WlßP.yI ~T,_a; ~k,Þyreg>piW

`ynIa")
Wnx.n:"a]

(33륵 )목접어

acoÜy" %a:å
tm,a/
hZ<

`ynIa") ynITUßmc. ; ~Acïh]

(33룩 ) 목접어 다음. “너남들이 참으로 [다름아닌| 나를 위해서}

다음.그러나[다름아닌우리들과}

Wnx.n:"a] WnT'ªai yKiä taZO=h; tyrIåB.h;-ta,

= 아흐(시간부사) + 불부사 = “아직...이 아니다”
(33뉸) “진실로, 사실상, 참으로”의 뜻, 뜻을 단호하게 표현 강조력

tyfi_[' taZOæ-hm;

(33단)지시사 “당신이 행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ai+

“만일 너남들이 귀담아 듣는다면”

W[m.v.Ti [;Amv'-~ai

~n"±ma. u

(33눈)나는} 늙었는데, 내가 {참으로} 아이를

`yTin>q:)z" ynIïa]w: dleÞae ~n"±m.au

za'
al{ -~ai
~ai로

(18느)

za'ä

평서문 강조

아즈가

lx;êWh

후할을 강조한다.

“확실하게 ｢나보트의피를｣”û

lx;êWh za'ä
tAbn" ymeäD-> ta, al{ -~ai

평서문강조 부정적인 맹세.S728. 여기로부터 {떠나지 못할 것이다}

~yhiloa/
~n"ßma. '

Waåc.Te-~a" hZ<ëmi

(20벼)무정관사, 고유 명사로 “참 한분 하나님”을 강조
, (33눈) “진실로, 사실상, 참으로”의 뜻, 뜻을 단호하게 표현 강조력

!yIa+;

+독인사 (33픅) {바로 그는} 없었

!yIa+;

+

(33학)

WNn<+yae aWhåw> hN"hEßw" hN"hE± hfeî[o ^ªD>b.[; yhiäy>w:

“<그 소년은> (거기에) 없었다”

WNn<ëyae dl,Y<åh;

~ai+불부사(23조):소리를 [정성으로 듣는다면} ^yh,ªl{a/ hw"åhy> Ÿ lAqål. [m;øvT. i [;Amv'-~a
aWh-hT'a
~ai+

(33믹) “{당신께서는} (다름아닌) [그 분] 하ㄴ님이시외다”

ta+인접어로
lb;

부정어

)강조.

“{그들은} 곤경가운데”
“그들이 말하게 하지 마라”

lB;( 33힉)왕하1:16뿐) 하ㄴ님이 {없기 때문인가?}
aWh±-~g:, (33뱍 ) “헤벨은 [역시 그도}
yKi( ~G:+
Ü

(18어). “심지어(yKi(

~G:)”

~yhiêl{a/h'( aWh-hT'a;
[r'äB. ~t'Þao
Wrm.ayO-lb;W

Ar+b'd>Bi vroßd>l.i ..~yhil{a/-!yae yliÛB.mih;(
Anàaco tArïkoB.mi aWh±-~g: aybiîhe lb,h,w>
%leae-yKi( ~G:Ü

aWh±-~g:

독인사

~G:

: S545 심지어(û~G:) 이 두 개의

(32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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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20사) ”심지어(~G") 그들이 짓고 있는
~G;(33딘) [역시| 너남들 모두에게도} 줄
yKi(î 33런)술어
~G:
hy"h'

~ynIAB ~he-rv,a] ~G"
~ymiêr'k.W tAdåf' yv;yI-!B, !TEÜyI ~k,ªL.kul.-~G:

것도“

앞에서강조.“아모라와 써돔의 부르짖음이 너무크고

(9 켜).

~g:( 32므 )

Anàaco tArïkoB.mi aWh±-~g: aybiîhe lb,h,w>

“헤벨은 [역시 그도}

심지어 이러한 두 가지 기적

hB'r'_-yKi hr'Þmo[]w: ~doïs. tq:±[]z:

hL,aeªh' tAtøaoh' ynE"v.li û~G: Wnymia]y: al{-~ai

부사, 바로 따라오는 단어 강조, “[심지어 {사람이라도”

(17류)

ynIn>hi

“수소들이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33던) “보라 {내가 스스로] 너남들 위에

%lOmT. %lOm'h]
%lOmT. %lOm'h]

tAvêr>xo* Wyæh' rq'B'h;

br,x,ê ='~k,yle[] aybiÛme ynI÷a] ynIn>h

23트) [참으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는가}?

Wnyleê[' %l{m.Ti %l{Ým'h]

%lOm'

23트).

`aWh)

vyaiî-~g:w>

다른 독인사 다음, 강조력 있는 술어로,“[내가 그분이라}

aWhê

ynIa] !kea('â 32퓨)강력부사,주장,대조{그렇지만}, `~nE)ybiT. yD;äv; tm;vÞ .nIw> vAn=a/b, ayhiä-x;Wr) !kea
%Alh'

'(10탸)

hM'h,e

그들 (스스로)

~ai...h]
hN"heê
hN"he,

“계속해서...되어지다(어근이 다른 동사)”
(32어 )

-h]가

23티).

(33야 )“{7개의 좋은 암소들은}7년들[이다]

그들 (스스로)

%Alåh' Wyh'

hN"heê ~ynIv' [b;v,Û tboªJoh; troåP' [b;v,

(32어 )

ykih]
hyh

(19미) ‘너남들이 나에게 주라‘고 {내가 예기했단 말인가?“}

ûynIn>hi

(17니)현재분사 앞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준엄하고 중요한 선언문을 인도

~he,

그들 (스스로)

꽃이{익어가는 신 포도들이} [될 때에”

(32어 )

yli Wbh' yTir>m;a'-ykih]
hC'_nI hy<åh.yI) lmeÞGO rs,boïW

w

rAaàh'-ta, ~yhi²l{a/ ar.Y:ôw:

:S602 “그리고 하ㄴ님께서 그 빛을 보았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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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04,“ 내가 너녀의 산고를, 특별히 너녀의 임신을

[yhiªy>w.: ..w:+

...

hz<å

S181 ” 도대체

hZ<©÷-,(18뱌)의문이나
yx;로

ac'y" acoÜy" %a:å yhiªy>w:

“그러나 아직 나가지 않았다”

T'd>r;ªy" hZ<å-hM'l'

너는 왜 내려 왔느냐 ?“

hZ<©÷-hM'l'

성명을 강조, “{왜} [이것 (때문에)]”

평서문강조 S725 만군..여ㅎ바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처럼(yx;…)}

tAaêb'c. hw"åhy> yx;…

yxe로 평서문강조 S726 “나의 주인이신...{살아 계시는 것처럼(yxe)}
”%l,M,êh; ynIådoa] yxe
hy<h.y+
I 현재분사(17류) 사이에서 물들을 나누도록 {하자}
~yIm")l' ~yIm:ß !yBeî lyDIêb.m; yhiäywI
vyE

`h'yl,([' %lEïho ykiÞnOa' rv<ïa] yKiêr>D; x;ylicä .m;

(33육)

aN"-^v.y<-~ai
~heä hL,aeó
vyE

`rB")d>MiB; hK'Þm-; lk'B. ~yIr:±c.mi-ta, ~yKióM;h; ~yhiªl{a/h' ~heä hL,aeó

(33숙)
(33식)

갈려고 하는 나의 여정을 {당신께서} 성공하도록 {하신다면}”

lK+인접어(25쳐). o”모든
~ai yK (23푸). yKi는
yK
~G:

(11여)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yKi)”

rv,a]-lK'

(12보) ㅂㅅ 문장 전체를 강조 “게다가 더, 게다가...뿐 아니라, 또한”

yKiî (33륜)
ykiäw> ta
~ai yK

“레위사람들에게 줄{그 도시들은}

lko+-yli-vy<
~YIëwIl.l; WnT.Ti rv<Üa] ~yrIª['h,( taeäw>

(23푸). 만일 그가 나에게 [참으로 울부짖는다면},

yl;êae q[;c.yI q[ocÜ '-~ai yKiä

나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K+인접어(25쳐). lK
~ai yKi+
î Inf
yKiÛ

%LE+Ku tv,l,äP.

필리스틴 사람들“

앞에 놓인 명사를 강조하며 명사와 동격이다.

반의절,S847 “그러나(-~ai

yKi)î

왕이 우리

`Wnyle([' hy<ïh.yI) %l,m,Þ-~ai yKiî

(26다), 단독으로 “분명히, 그렇다, 오직, 확실히, 확실하게” 등등

`h'yM,([;me(

yKiÛ

(26다), “누구든지 <확실하게> 괴로워하지 않는 자는

yKiä

이유.하반절.상반절강조

yK

이유절(26너) 나는 사실상 납치 당했기 때문에

!Ke l[; yKi(î 19으)

aN"ëq; lae.ä ..hw"Ühy> ykiúnOa'¥ yKiä è~dE_b.['t' al{åw> é~h,Þl' hw<ïäx.T;v.ti-al{)

{자이기} 때문에

~ai yKi+
î 맹세문(19유),
!Ke l[; yKiî

(19으)

hN<ë[ut.-al{) rv<åa] vp,N<h;-lk' yKiÛ
yTib.N:ëGU bNOægU-yKi

hm'øx'l.Mih; yven>a; ûydey>-ta, aPer;m.-aWh) !Ke-l[;-yK
wyr'êx]a; yTic.r-;ä ~ai-yKi(

[틀림없이 내가 |그의 뒤를| 쫓아

!Ke l[;

알 켄 “그러므로”(24터)가 중복어이며

yKiî

키는 “때문에”

l(33횩)강조 l(유일)“우리의 방패는 {여ㅎ바님께} `WnKe(l.m; laeär'f.yI vAdßql. iw> WnNE+gIm") hw"hyl;â(
alO
alO

la;

청유형(18벼). “너남은 결코 도둑질하

alO

`bnOë*gT> iã al{

말라”

hq<+vT. ; @yEå['

[<물을>] 마시도록하지 <않는다>

~yIm;â-al{ !P,
l

tArsua]-al{ ^d,y"

(14듀)한 단어만을 강조부정 [1결코]-{묶이움-당한 적이}[2없다]

(32서) 다음단어를강조. 칼 가지고 내가 나가지않도록

(32무)

al{)

중복어로 주어가 동작을 취하는데 대한 의미를 강조한다

(25이)
(19그)

!mi

:

d[;와

aWh+ymi(( 33댠)
!aem'y> !aem'

전치사

l는

주어가 동작을 취하는데 대한 의미를 강조

비슷.S487 그들중에서어떤 한 가지를(tx;Þa;m)e 행해
“그러면 사냥감을 사냥한 [그는 누구냐?}”

`hN"hE)me tx;Þa;me hf'§['

ûdyIc;-dC'(h; aWhå aApae-ymi(

(23포)불부사, “거절한다”는 정도까지 “단호하게, 철저하게”

부사.S135. 최상급을표현:“에글론은 아주 뚱뚱한 사람”

aN"-+간청문(22다)
aN" h '--a' (8보)
an"
an"+청유문

~k,än>[;m;l. al{

, 너를 위한 것이 아님

^l.-%l,

daom.

`^t<)ar'q.li aceaî e br,x,ÞB;-!P,

“우리가 이제 쓰러지자”
”내가 노래할 것이다, 두고 봐라”

) 제발 떠나라

1

!aem'

`dao)m. ayrIßB' vyaiî !Al§g>[,
aN"-hl'Pn. I
aN" hr'yvia'

hL,aeêh' ~y[iv'r>h") ~yviÛn"a]h' yleh\a' ûl[;me an"³ WrWs

) “제발 머무르게 해 주소서”

an"-Ü bv,yE)

c(강조형)+-th

>

j+ch

qDej;c.hi

(27나) “그가 그 자신을 외롭게 했다”

wq"å-wq;

필펠(Q) 두자 어근을 거듭해서 사용하므로 강조(GKC§55f) GKC§67l)

wq"å-wq;

(26뉴) 강력하면서도 짓밟는 나라로

~ai qr;…(9햐)
qr:

[정성들여 <오직> 순종한}

: S559.조건."오로지(qr:)경청한다면

W--Ti(16즈)A10I W--Ti
aWh±

hs'êWbm.W wq"å-wq; yAG…
^yh,_l{a/ hw"åhy> lAqßB. [m;êv.Ti [;Amåv'-~ai qr;…
^yh,_la{ / hw"åhy> lAqßB. [m;êvT. i [;Amåv'-~ai qr:
!Wf[]t;

티--우는 행해야 한다는 동작 자체를 강조

tAa+ ~k,Þl' aWh± yn"ïdoa] !TeyI !kel'û

[바로 주님께서}

(31슈)

aWh

독인사 (32토 )앞에 나온 독인사

aWh

독인사(32카 )부정문rv,a] 다음, 주어로. 너남의형제가아닌{그 사람}

aWh

독인사 (32터 )다른 독인사 다음. 당신께서는{그분},하ㄴ님

ayhi,
aWh

독인사

aWh

독인사 (32쵸 )

그녀 (자신 스스로)
(32챠 )긍정문

aWh, 그남” (자신
aWh…독인사 (32여 )
aWh…독인사
aWh

å( 32이 )

aWh

(32져 )

rv<åa]

`aWh) ^yxiÞa'-al{) rv<ïa]

~yhiêl{a/h'( aWh-hT'a; hwI©hy> yn"ådoa]

다음.{그들이 살아 있는 것들로}

yx;-ê aWh rv<aå ] fm,r,-lK'

{그녀는} 당신의 아내였다는 것을

`awhi( ^ßT.v.ai yKiî

, 「그가」너를 머리에 타박상을 입힐 것“

varoê ^åp.Wvy>

(32어 )

aWhå

,
“{그 사람이야 말로}
[바로그날밤은}철야축제들”

aWh

,

(32조)

aWh
aWh

,

(32즈 )“&

aWh

(33규 ) 한정명사 다음에서 {레위인 그사람만이]

(33고 )

~yhi_l{a/ yKiäl.m; aWhå-hT'a;

(32어 )

스스로)

(32유 )

hT'a;

aWh+ rBEßd;y> rBEïd;-yKi( yTi[.d;§y"

~yrI±Muvi hw"ëhyl;( hZ<h; hl'y>L:Üh;-aWh)
`tr'(p. aWhï y[iÞybir>h") rh"ïN"h;w>
~yrI±Muvi hw"ëhyl;( hZ<h; hl'y>L:Üh-; aWh)

네번째 강, {그것은} 유프라테쓰
, [바로 그 날 밤은},

lh,aoå td;bo[]-ta, aWhª ywI÷Leh;

db;'['w> aWh

,

^ßv.r'yyI) al{

(32조) [바로

aWh

,

ynI--,

도

aWhß ^y[,êMemi aceäyE rv<åa] ~ai-yKi hz<+
aWh

(32즈 )

로:S78 [바로|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ynIa") ynITUßm.c; ~Acïh]

무정관사. ”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dx;p'_ Wdx]P'ä

(dx;p)'_ ,
(~ymiîD)' ,

그가}`^v<)r'yyI)

(채우다, 입다)

:S950위치.노략물로써 내가 주리라”
)로

~k,Þydey> [;mve_ o yNIn<åyae

:S79

!TE+a, zb;äl' ^yt,ÞArc.Aa-lk' ^ïl.yxe hd,êF'B; yrIr'h]
yTit;Ûn" ykiªnOa'

“[바로 내가」주었다”

) 앞뒤로, 인접어 강조, {나를} [나까지] 축복하소서!
)

(3인칭)

“[또한 그 이], 쒜트에게”

(33락 )병렬 배열「 그가」너를...그리고「너남은

ynIn>hi
독인사,

(33든)

보라, [심지어

ynIa"ß-~g: ynIkEïr]B'
aWh-~G: tveÛl.W

`bqE)[' WNp,îWvT. hT'Þaw; > varoê ^åp.Wvy>
내가} lWBïM;h;-ta, aybime ûynIn>hi ynI©a]w:

: fEm S169 “당신이야말로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
[바로그녀}가나에게주었습니다”

`AB*-lv'mT. i hT'Þa;w>

yLiî-hn"t.n") awhi² ydIêM'[i hT't;än"
hw"hy>-hT'a;

(8녀) “여ㅎ바님이신 당남께서야말로”
동계단어로,

).강조 아들들을 {젖을 먹여야 했는가}?
(20셔)

an"

`rDo* rdoðl.

)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한”

“내가 어떻게 견디며 [볼 수](ytiyair"w)> 있겠는가?”
(32뮤)

hr'_f' ~ynIßb' hq'ynIïyhe
ytiyair"w> lk;Wa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으로 표현된 권고문을 강조

(23주)

.

,

(23주) “너남들은 나의 말을 [정성으로 들어라}.

yti_L'mi [;Amv'â W[åm.vi

, S120 “아주 교만스럽게(hh'êbog.> .)지나치게
(

:

~ynIAa

hh'êbog> hh'äboG> WrB.dt; . WBÜrT> ;-la;

(R) ”능력“(이사40:26),S10

(9교)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

~d'a' yneAyb.a,
qmoß[' Ÿ qmoï['w>

) "깊고 깊은”
명사,

`wyr'(yBia; tArïh]D; tArßh]D;mi
장자들을}
rj,P,Û rAkøB.-lk'

최 고속으로 질주하므로“
(25보) [처음으로 가르고 나오는 |모든
).

dx;p'_ Wdx]P'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 최상급 “거룩 중에서 최상의 거룩”

(hq'ê['c).

`~yvi(d'Q\h; vd,qo

)

bqo[]y: dyrIåp.hi é~ybif'K.h;w>

).강조<양들을>분리시켰다”
) 드물다.

:

`

S142 “ 하늘과

땅의 창조자 ”

“...너남들의 두통거리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r,a'(w" ~yIm:ïv' hnEßqo

~k,îx]r>j' yDI_b;l. aF'Þa, hk'îyae

[lkoy+
" 부정사]형식 보다는 강조가 약하다(can, is able to 사용). S256
반의절,

-~ai yKi+
î Inf

S847 “그러나(-~ai

yKi)î

왕이 우리

부사(33뇩 ).대조 “내가 당신과함께일한것은「라헬을 위한것이아닙니까?

`Wnyle([' hy<ïh.yI) %l,m,Þ-~ai yKiî
%M'ê[i yTid>b;ä[l' xer'b. al{Üh]

(33텩) 구문론과는 상관없이 문두에 나온 명사와 대명사로 강조력이 있다.
(33툑)
(33퍽)
(33푝)

yr'_f' Hm'vÞ .-ta, ar'îqt. i-al{ ^êT.v.ai yr;äf'
자들은> hw"hy>â ~keäyliAy ~t'ªALq;l.q;[;( ~yJiÛM;h;w>

「싸라이」, 너남의 부인,

<돌아서는

[바로 그녀가} 그 나무로부터 나에게 주

#[eÞh'-!mi yLiî-hn"tn. ") awhi²

(33억). 독자적으로는 강조력이 없다. 동계단어와 함께 강조력이 있다.
(33역)
불부사 (33육)

너남은 [확실히| 죽을 것이기}
나를{죽이시죠,죽여요]제발!”

`tWm)T' tAmï WNM,Þmi ^ïl.k'a] ~Ay°B. yKiª

groêh' an" ynIgEÜr>h' yLiª hf,[oå-T.a; Ÿ hk'K'ä-~aiw>

불부사 (33작)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

불부사 (33죡)

[오히려| 축복을 해버렸다}

불부사 (33즉)

[참으로] 찾으신 {다면}

rAVªh; lqeøS'yI lAqs' tme_w"

`%rE)b' T'k.r;îBe hNEßhiw> ^yTiêx.q;l.
^ybia_ ' ynIdEßq.py. I dqoïP'-~ai

(33척)

~x,r,Þ-lK' d[;îB. hw"ëhy> rc;[' rcoÝ[-' yK
「아주」짧은가?”
tWdêP.mi ydIy" hr'Ûc.q' rAcq'h]

(33척) 모든 자궁들을 [급히 닫으셨기} 때문에
불부사 (33쵹)
(33탹)

「반드시」앉아야 한다”

(9표)

lAk+a/l, %l,M,Þh-; ~[i bveîae-bvoy" yki²nOa'w>
@r'jo @roj'

“[갈기갈기 찢기다}”

(25쟈).

Wly[iîAy-al{) ly[e²Ahw>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32미 )

쉬는 날을 [반드시 지켜라}

alO+

) [전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alO+

). 불부사의

tB''ÞV;h; ~Ayð-ta, rAmæ±v'

`^M<)[;-ta, T'l.C;Þh-i al{ lCeîh;w>

이다.

(23으)

WNM,_mi lk;Þato al...`lke(aTo lkoïa' !G"ßh;-#[e( lKoïmi

(23쟈)

WnB'_ lvoßmT. i lAvïm'-~ai Wnyleê[' %l{m.Ti %l{Ým'h]

(23저) 너남을 꽉 움켜 잡고

`hjo)[' ^ßj.[ow> rb,G"+ hl'Þjel.j; ^êlj. ,l.j;m.
[;Asn"w> %Alh' ~r'b.a; [S;YIw:

불부사+정동사다른 (23우) 쉬지않고 계속해서 여행했다
불부사+정동사동계 (23여)너남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tWm)T'

tAmï WNM,Þmi ^ïl.k'a] ~Ay°B.
yl;êae q[;c.yI q[oÜc'-~a

불부사+정동사동계 (23유)“만일그가[참으로|나에게|부르짖는다}면
불부사,
불부사,
불부사,
불부사,

: S350

그남들은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다

S355 “음매하고 울면서(A[êg"w)>

`Av)yrIAh al{ ïvyreÞA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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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3a 그것은 완벽하게 벗기어졌다“
: S354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사상3:12)

Hp'f'x] @foÝx'
`hLe(k;w> lxeÞh'

불부사,
불부사,

: S349 멸시하면서 침을 뱉는다면
:S353”여ㅎ바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셨지만`ynInt
") 'n>

h'yn<ëp'B. qr;y" qroÜy" h'ybi'a'w>

al{ tå w<M'ªl;w>÷ HY"+ yNIr:åS.yI rSoæy:

불부사,

: S352 그 황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야 한다

rAVªh; lqeøS'yI lAqs'

불부사,

: S348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Wnyleê[' %l{mT. i%l{m'h]

불부사,

: S351 너는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불부사,

`lke(aTo lkoïa' !G"ßh;-#[e( lKoïmi
`tWm)T' tAmï

정동사 앞에서 S347”나는 정녕 죽을 것이다“

,

(명령형대신) 쉬는 날을 [반드시 지켜라}”

Avø+D>q;l. tB''ÞV;h; ~Ayð-ta, rAmæ±v'

,
,

`rtE)Ahw> lkoïa'

그들이 {먹고도(A8) 남게(F8) 될 것이다},

기재사

lAjq.nI

기재사

ljoQ'hi

:(24로)[분명코 넘기워 질 것이다}”%l,m,(

dy:åB !teN"yI !toN"h

기재사

ljoQ'hi

:(24료)“너남들은[완전히멸망될 것이다}”

`!Wd)meV'Ti dmeÞV'h

:(24려) [심히도 그리워했다}”

^yb_ia' tybel. hT'p.s;k.nI @sok.nI

). 그들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늘어놓았다}

x;Ajêv' ~h,l' WxÜj.v.YIw:
ynIaå ] ytiWm

) “[바로 나의} 죽음”
{그는 몹시 [쓰라리고 큰]소리로통곡했다}
: S560. 하ㄴ님이 일절 없기(!yae
).
).

yliÛB).

daom+ .-d[; hr'Þm'W hl'îdoG> hq'ê['c. q[;äc.YIw:

때문인가?

“{왜} [이것

laerê 'fy. IB. ~yhila{ /-!yae yliÛBm. ih;(
(때문에)]”
hZ<-©÷ hM'l'

“그들이 {먹고도 남게 될 것이다}

`rtE)Ahw> lkoïa'

“{써돔 사람들은} 악했다”

~y[iÞr' ~doês. yveän>a;w>

(32버 )

ynIïa-] yBi

) “[바로 나] 위에”
동사앞,강조"유대인들이「쓔쌴 성에서」죽였다

fEm S154 “{ 그

~ydIWhY>h; ûWgr>h' hr'yBih; !v:åWvB.

바위 !} 그의 일은 온전하도다 ”

Alê[\P' ~ymiTä ' rWCh;

)
로,

해서,

을 강조

tAxßPv. .mi-lK'(mi hr'ê[iC.h;

) “모든 가정들 중에서 [가장 작은}

`hr,(['y> !hEït.P' hw"ßhyw:

){ㅎ여ㅎ바님께서}그들의은밀한부분들을
: S684 “써돔 사람들은(~doês.

yveän>a);

~y[iÞr' ~doês. yveän>a;w>

악했다”

(32묘) 문앞. 강조「너남이 보는 모든 땅들을ha,Þro
“확실하게(al{

평서문 강조

hT'îa;-rv,a] #r,a'²h'-lK'-ta,

-~ai)｢나보트의피를｣”û

tAbn" ymeäD>-ta, al{ -~ai

평서문강조

yx;로S725

만군..여ㅎ바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처럼(yx;…)}

tAaêb'c. hw"åhy> yx;…

평서문강조

yxe로S726

“나의 주인이신...{살아 계시는 것처럼(yxe)}

”%l,M,êh;

평서문강조

독립주격으로:S722[바로 그가}상속 `^v<)r'yyI)

평서문강조
평서문강조

ynIådoa] yxe

aWhß ^y[,êMemi aceäyE rv<aå ] ~ai-yKi
aWh±-~g: aybiîhe lb,h,w>

로S723. “헤벨, [또한 그도} 가져왔다”

부정적인 맹세.~ai로S728. 여기로부터 {떠나지 못할 것이다}WaåcT
. e-~a"

평서문강조

`tWm)T' tAmï

로S724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평서문강조.반복S721. 타르 {구덩이들, 구덩이들}뿐”

rm'êxe troa/B, troÜa/B,¥ ~yDIªfih; qm,[eäw>

평서문강조.부사.증언 “우리는 참으로(élb'a)] 유죄하다”
평서문강조.부사.증언 S720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éWnx.n:a] Ÿ~ymiävea] élb'a]
lk'a] %a;

현재분사(17리).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 왔다(aB')

“aB'ä

yKi

~n"m.a' !kea'

éhz<w> rBeªd;m. hz<å Ÿ dA[å
vAdßq' vAd±q' Ÿ vA

) “최고로 거룩한”

형용사,(23구)

hZ<ëmi

),

중에서가장지혜로운자들이”

hN"yn<+[T] ; h'yt,ÞArf' tAmïk.x;

),

중에서가장지혜로운자들이”

hN"yn<+[T] ; h'yt,ÞArf' tAmïk.x;

주어 앞에서, 술어에 강조력이 실린다

형용사,(23구)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AD+b;l. ~d'Þa'h'( tAyðh/ bAj±-al{

dao+m.-d[; hr"Þm'W hl'îdoG> hq'ê['c. q[;äc.YIw:
“[몹시 쓰라리고 큰] [소리로} {그는 통곡했다}”

).

강조 문법에서 찾지 못하면 이곳에서 또 한 번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33펴 )

시변사를 피하려고: 모든 것을 내 손에 맏기셨다”

`ydI(y"B. !t:ïn" Alà-vy<-rv,a] lkoïw>
vQE+b;m. ykiänOa' yx;Þa-; ta,

O-S-V (33표) 응답문: 나는 내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yTim.l;ªx' ~Alåx]

O-V-S

(33퓨 )

동계목적어: “나는 한 꿈을 꾸었다”

O-V-S

(33하 ) 법문서: “혹은 만일 그것이 아들을 받으면 혹은 그것이
(33로 )

(33류 )

“한 칼 그리고 양 날들이 그것에”

xG"+yI tb;-ä Aa xG"ßyI !bEï-Aa
tAyàpe ynEvï . Hl'w² > br,x,
aWhê hV'ai l[;B;Û-~ai

“만일 그가 한 여인의 남편이면”

~T,_r>ma; ] rv<åa] !qEßZ"h; ~k,îybia] ~Al±v'h]
어데서 오는 것이요? 그들은 대답했다, `Wnx.n")a] !r"ßx'me Wrêm.aYOæw: ~T,_a; !yIa:åme

(33묘 )

너남들의 부친께서 잘 지내시느냐?”

(33뷰)

ha'êle ha'äWnf.-yKi( hw"hy> ar.Y:Üw:
hn"+v' ta;Þm.W ~yviîl{v. yr;êWgm. ynEåv. ymey>

(33사) 레아가 미움 받는 것을 보셨다“
33뇨 )

“내 생애의 년수들은 130년
(33더 ):

:

vyai

(33주 )

상황절. 그런데 이쓰라엘은 요쎄프

:

(33초 )

“신, 전능자께서 너남을 축복하시기를

^êt.ao) %rEåb'y> yD;v; laeÛw>

:(33츠) “이제 야아코브의 아들들이

hd,F'h;-!mi WaB'Û bqoø[]y: ynEb.W

:(33켜 )
:
S-O-V
:

`hV'(ail. !mIßy"n>bil. AT±Bi !TEïyI-al{ WNM,mê i vyaiä

:(33차) “우리들 중에선 아무도

~yhilOoa/

(33피 )

(33아)

`~v'(-rg") aWhïw>
wyn"ëB'-lK'mi @seAy-ta, bh;Ûa' laeªr'f.yIw>

“그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

(33크 )

tAKh;l. ûlxehe !miy"n>biW hm'_x'l.MiB; laeÞr'f.y-I vyai( %poðh]Y:w:
.

laeêr'f.yI-ta, wyr'x]a;( jPoÜv.YIw:

법문서:

동사절의 정상적인 어순이다. “너남들의 말들은 확인될 수 있다”

~k,Þyreb.dI Wnðm.a'yEw>

(33우 ).

(

hT'äa;
aWh(32저 )

음율을 맞추기 위해
, 그와 그의 부인과

`aWh)

(32코 )

`aWh

(32쿄 )

ayh

al{

aWhh;,
ayhih,;
hM'hhe ;,

ymi_Wqw> yTiäb.vi T'[.d;y"â hT'äa;
Al°-rv,a]-lk'w> ATõv.aiw> aWhû ~yIr;øc.Mimi ~r''b.a; ûl[;Y:w:

“그는 아니다,

aWhå-!mi

=

aWhå-rv,a]me

ytiêM't; ytiän"Ay ayhi tx;îa;

“그녀는 하나, 나의 비둘기,

aWhê-!K, ~k,äyreb.dIK.
ayhi² %l,M,îh; tw:cm. i-yKi(

“그것, 저것” "당신들의 말씀들처럼 그것은 그렇게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bAj+ awhihÞ ; #r,a'îh' bh;²z]W

(32프) 정관사와 함께 "그 땅의 금은 좋다”
(32프)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독인사
(32프)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독인사

~heh,'

(32프)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독인사

hN"heh'

(32프)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독인사

aWh)

h['êr' Wnyle[' aAbÜt'-al{w> aWh+-al{

“그것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32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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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남들은 나그네의 마음을 이해한다“

(33갸 )고유명사 앞에, 버나야후가30명중에서 가장 힘이 센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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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믹) “당신께서는 하ㄴ님이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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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태 문의 주격, 주격 강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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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엘론이 그 사람 이후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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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갹 )적 명사구가 문 중간에 “아비멜레흐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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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그래서 너남의 아들 요쎄프가

(33냑 ) 문 앞에,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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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높고 거룩한 장소에서」겸손한 영의 사람과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