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아니 기필코 GKC를 읽어야 한다. 아래 영어 단어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서
읽는다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져서 싫었다.
AHCL = The Analytical Hebrew and Chaldee Lexicon by Davidson.
동사변형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에는 AHCL를 참고한다. 참고에서 얻은 정보를 그대
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BDB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AHCL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AHCL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AHCL4: 책이다.
Absolute object: 동계단어 목적어
aberration [æbəreiʃən] U,C ① 정도[상궤]를 벗어남, 착오, 탈선; 이상한 성행위.
ablative. 탈격.
absolute state (nomen regens) = 명사 원형
accent: 어절억양,
acrostic [əkrɔ́ːstik, -rɑs-] n. 이합체(離合體)시(각 행의 처음(과 끝) 글자를 맞추면
어구(語句)가 됨); 위에 의한 글자 퀴즈. tical ―a. lly ―ad.
ad nauseam: ad nau·se·am [ad náwzee əm] ad. to extreme degree:

adjective pronouns, 형용 대명사들
adjunct = 수식어구, 부가사
adjuration = U,C 선서(시킴); 간원.
adnominal a. (명사적 용법의) 형용사의,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뜻한다.
afformative = 접미어
allusion [əlúːʒən] n. U C ① 암시, 변죽울림, 빗댐; 언급(to)
anacoluthon = 파격구문 (문법적인 일관성이 없는 문장) luthic, thically
anaphoric [ænəfɔ́ːrik, a. 앞에 나온 어구를 가리키는[에 관한], 조응(照應)적인.
anomaloud = 변칙적인, 이례적인
anomalous = 변칙적인
anticipatory

a. 선행(先行)의, 혹은 proleptic; an ∼ subject 가주어 (It is bad for him

an·no·tate [ánnə tàyt] 참고, 설명을 달다 (붙이다)
aphaeresis [əferəsis] n.

(어)두음절 탈락(보기: 'tis, 'neath

apocope[əpɑkəpi / əpɔk-] 어미음(語尾音) 소실(보기: my〈mine; bomb 따위).
apodosis: 귀결절

apostrophe: 생략부호

appellative [əpelətiv] n. 명칭, 호칭, 칭호; (드물게) 〖문법〗 보통[총칭] 명사

aspirate [æsp ərit] n. 기음, h 음; 기음 글자, h 자; 대기음( 帶氣音)(
assert = 단언하다, 주장하다
asseverate [əsevəreit] vt. ┅을 언명하다, 단언하다; (┅라고) 단호히 주장하다(that).
assimilation = 동화작용.
assuage [əsweidʒ] vt. (슬픔·분노·욕망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진정[완화]시키다;
asyndetic [æsindetik] a. 앞뒤의 맥락이 없는; 상호 참조가 없는; 접속사를 생략한.
asyndetic relative clause = 무접관대절 (접속사 생략 관계 대명사절)
asyndeton = 접속사 생략
attested [ətestid] a. 증명[입증]된; (소·우유가) 무병[무균]이 보증된.
attribute [ætribjùːt] 한정사(限定詞)(속성·성질을 나타내는 어구; 형용사따위);

attribute: 형용사
attributive adjective = 한정 형용사
attributive position 관형적 위치
averse [əvə́ːrs] a.「서술적」 ① 싫어하여; 반대하고(to; to do; to doing).
I am not ∼ to a good dinner.
Ayin-Ayin verbs

["[

복자음 동사

BDB1059우3단7줄 = 페이지 1059, 우 쪽 단, 3번째 단어에서, 7째 줄
BDB391좌5ㅎ = Brown, Driver, Briggs 들이 쓴, Hebrew And English =Brown,
BDB391좌5ㅎ Driver, Briggs 들이 쓴,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BDB391좌5ㅎ Testament 사전, 페이지 391의 왼 쪽 단, 위에서부터 5줄 이하
because = 이유, 이유절
braid [breid] n. C,U 노끈, 꼰 끈; 몰; (속어) 해군의 고급 장교; 땋은 머리
bray [brei] n. vi., vt. (당나귀가) 울다, 소리 높이 울다;

breathing [brí ːðiŋ] n. 기음( 氣音); 기음 기호(그리스 문자의 모음 위에 붙는(‘), (’) )
caesuras: the divisions of the sentence; disjunctive
canvass: 점검하다,
carded, combed flex: 잘 짜여진 (아마포)
casus loci = termination, 방향지시 접미어

h--'

casus pendens = 분명사 (문맥(절)에서 떨어진, 분리된 명사)
casus rectus: the nominative, 주격
casus: case, 격

causal = 원인, 원인절
cognate, 동계단어

complex sentence: 복문.
compressed vowel, 압축된 모음

qyxiD>

concord: 일치.
conjugation [k ɑnd ʒəgei ʃən / k ɔn-] n. ( 동사의) 주어 변화, 어형 변화.
conjunctive gemination: 연결 겹자음
consecutive clause = 결과절
constituent = 구성요소
construct state (nomen rectum) = 명사 변형

contracted verb: 단축 동사
contraction: 모음축소 ( 두 개의 모음들이 모음 하나로 바꾸어진다)
converted imperfect = 시미과거
converted perfect = 시과미래
coordinate = 등위의
coordination = 등위절
copiae: abundance, 풍요, 충만
copulative [kɑpjəleitiv, / kɔp-] 계합사(be 따위); 계합 접속사(and 따위).
corollary [kɔ́ːrəleri, kɑr- / kərɔləri] n. 계(系); 추론(推論); 당연한[자연의] 결과.
corroborative [kərɑbəreitiv] a. 확인의, 확증적인, 뒷받침하는.
countertone: as opposed to the principal tone marked by the accents(GKC16c)
covenant = 성약, 계약, 언약
crasis [kreisis] n. (pl. -ses [-si ːz]) 모음 축합 ( 縮合)(2 개의 모음이 하나로 됨 ).
Dagash Lene = 강점 (버가드커파트에만 찍힘)
Dagesh Forte = 겹자점 (후자음과 레씌를 제외한 모든 자음에 찍힘)
dearth [dəːrɵ] n. (흔히 a ∼) ① 부족, 결핍(lack). ② 기근(famine).

declension [diklen ʃən] n. 격변화, 어형 변화,
dec·i·mate [déssə màyt] 어떤 것의 큰 부분을 파괴하다
deed: 행위(行爲),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deictic [daiktik] a. (대상) 지시적인, 직시적(直視的)인(demonstrative).
demonstrative [dimɑnstrətiv / -mɔn-] a.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표정이 강한.
② 명시하는; 설명적인; 증명하는. ③ 논증적인;

denominative [dinɑməneitiv] n. 명사[형용사]에서 온 동사, 명사

Deponent, 이태동사
derivativa: 동사 어근
desiderative = 원망법, 원망동사
desiderative particle = 원망법 소어
determinate noun = 한정된 명사
diachronic [daiəkrɑnik] 통시적인(언어 사실을 사적(史的)으로 연구 기술하는 입장)
diacritical [daiəkrítikəl] a. 구별하기 위한; 구별[판별]할 수 있는. ㉺∼ly ―ad.

diaeresis, dieresis [daier əsis] n. (pl. -ses [-si ̀ːz]). ( 음절의) 분철; 분음( 分音) 기호
(cooperate, naive 따위와 같이 문자 위에 붙이는 기호), 모음 분리기호
dicend: of saying, 말하다는 (동사)

digamma [daigæm ə] n. 다이개머(F 와 비슷한 초기 그리스 문자; 음가( 音價) 는 [W]).
disdain [disdein] vt. ① 경멸하다, 멸시하다.
disjunctive [disdʒʌŋktiv] 이접적 접속사(but, yet, (either┅) or 따위); 이접속사 = 이
접적 접속사
disjunctive: the divisions of the sentence; caesuras
distributive [distríbjətiv] n.〖문법〗 배분사(配分詞)(each, every 따위).

double quotation mark: 이중 인용부호
double

[,

복자음 동사

effected object
elide [ilaid] vt (모음 또는 음절을) 생략하다
elision [ilí ʒən] n. 모음[ 음절] 탈락.
emphatic [imfætik, em-] a. 어조가 강한, 강조된
enclitic = 전접어, 액쎈트가 없이 앞말에 붙어 함께 발음되는 단어
epexegesis = 설명적 보족(어).
epexegetical genitive = 부가적 보조구문 (27과)
epicene = [epəsìːn] a. 양성(兩性) 통용어의; 남녀 양성을 갖춘,
epithet [epəɵet] n.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형용어구]; 별명, 통칭, 통명
epitomize [ipítəmaiz] vt. 요약[발췌]하다.

equivalents: 상당어구들. 다른 품사 역할을 행하는 단어를 상당어구라 한다.
equivocal [ikwívəkəl] a. ①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뜻이) 애매 [모
호]한, 다의적인.

et cetera [et-setərə]【L.】 기타, ┅따위, 등등(略: etc., &c.; 보통 약자를 씀).
evince [ivíns] vt. (감정 따위를) 분명히 나타내다, 명시하다; 증명하다; (반응 따위를)
일으키다. evincible, evincive [-siv] 표시하는, 증명하는(of).
exceptive clause = 예외절
exduend: putting off, 옷 벗는다
exhortation = 권위소어
explicit [iksplísit] 뚜렷(이 말)한, 명백한, 명시된. [opp] implicit.
extraposition [ekstrəpəziʃən] n. 바깥쪽에 놓음; 〖문법〗 외치(外置) 변형.
extrovert [ekstrouvə̀ːrt] n. 외향적인 사람. a. 외향성이 강한, vt. 외향적이게
하다; ┅에 외번(外翻)을 시키다; (고어) 바깥 쪽으로 향하게 하다[밀다].
exuendi = putting off a garment
finality [fainæləti] n. U 종국(終局), 결말(結末), 결착(結着), 완료;
finite verb 정형동사:
firmly closed syllable = the hard combination = 완전 폐음절

flat: 입술을 벌림, 예사소리,
flexional change = 어미변화
fricative [fríkətiv] a.〖음성학〗 마찰로 생기는, 마찰음의.
geminate verbs, 복자음 동사

gemination [d ʒem ənei ʃən] n. 겹침, 이중, 자음 중복
genetive absolute 유리된 속격, 독립 속격: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명사, 대명사
가 속격으로 사용되면서 , 문장의 다른 곳에서 언급된 명사나 것으로 소급하
지 않으면서, 나머지 문장으로부터 분리된 구문을 만드는 데 이러한 구문을
독립 속격이라 한다(LNT228). 독립 속격은 주로 종속절로 옮긴다.
genuine gemination: 참 겹자음

genus potior = more potent gender (replacement of feminine by masculine)
gird1 [gəːrd] vt. (p., pp. ∼ed [gə́ːrdid], girt [gəːrt]) ① ┅의 허리를
졸라매다, 허리띠로 조르다, 매다, 띠다.
gnomic, 격언
gnomin aorist, 격언 부정과거
hagiography [hægiɑgrəfi, U 성인전(聖人傳) (연구); 성인 언행록; 주인공을 성인취급
[이상화]한 전기.
hapax legomenon n. (pl. -mena [-nə]) (=something said only once) 단 한 번 기록
에 남아 있는 어구(語句).

haplography [hæplɑgrəfi n. U 중자(重字)를 빠뜨리고 잘못 쓰기(convivial을 convial로
하는 따위).
harness [hɑ́ːrnis] vt. ① ┅에 마구를 채우다; (고어) ┅에게 갑옷을 입히다. ② (하천·
폭포·바람 등 자연력을 동력으로) 이용하다.
hearth [hɑːrɵ] n. ① 노(爐), 난로; 노변.
heinous [heinəs] 가증스런(hateful), 악질의, 극악[흉악]한. ∼ly.∼ness

dPeq.Pti .hi

Hithpalpel
Hithpoel

, 필펠동사의 강재사형이다.

l[eAPt.hi ljeAqt.h(i GKC) (dqeAPt.h)i

(31먀)

, (31려)

i attenuated from Patah = Patah 로부터 약음이 된 아이.
imprecation ―n.

U 방자; C 저주.

incomplete predicate: 미완성 술어
inconsolable [inkənsouləbəl] a. 위로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indefinite personal subject = 부정대명사 주어
indefinite pronoun = 부정대명사
induend: putting on, 옷 입는다,
inferential particle

추리소어 ( 아는 것을 바탕으로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것 )

inflection, 어형 변화( 동사의 주어 변화, 명사· 대명사.· 형용사의 격( 格) 변화);
inopiae: scarcity, 빈곤, 결핍
instrumental case: 조격,
internal object: 동계단어 목적어
interpolate1: [intə́ːrpəleit] vt., vi. (멋대로 자구를 써 넣어 원문을) 개찬(改竄 하다;
「일반적」새 어구(語句)를 삽입하다, 써 넣다;
inuendi = putting on a garment
juxtaposition [dʒʌkstəpəziʃən] n. U,C 나란히 놓기, 병렬.
k: 커티브 “기록된, 적혀진”을 뜻하는 약자로 동사분해 끝에 혹은 다른 품사분헤 끝에

붙는 작은 k다: F10Kk
kataphoric, standing regularly at the head of a sentence

lingual mute 설음 묵자음
liquid, 유음, 혀 양 옆으로 새어 나오는 소리다
locative, 처격
loom [luːm] n. 베틀, 직기(織機).
loosely closed syllable = the soft combination = 중용(?)음절(63f)

metathesis [mətæɵəsis] n. (pl. -ses [-sìːz]) 소리[글자] 자리의 전환
metheg 정지선
milel accentuation = 윗강세
militate [míliteit] vi.+전+명』 ① (사실·행동 등이) 작용하다, 영향을 미치다 (for;
against). ② (폐어) 군인이 되다; 참전하다. This evidence militate∼s against you.
이 증거는 네게 불리하다.
modality: what a modal verb expresses: the idea or concept that a modal
auxiliary verb expresses
mollycoddle [mɑlikɑdl / mɔlikɔdl] n. 여자 같은 남자, 나약한 사내, 뱅충맞이; =
mollycoddle GOODY-GOODY. [mɑlikɑdl / mɔlikɔdl] vt. 지나치게 떠받들다, 어하다.
more often [times] than not 반 이상; 꼭은 아니나 대개.
neumes: groups of notes
nomen rectum: the genetive, 보조격, 명사 원형(의 위치에 놓이는 단어들)
nomen regens: the construct state, 명사 변형(의 위치에 놓이는 단어들)
nomenclature [numənkleitʃəːr, noumenklə-] n. 전문어, 술어.
nomina primitiva: 동사 어근이 없는 명사.
nomina verbalia: 동사 어근, verbal stem.
nota accusative: exponent of occusative, 대격 소어
nun paragogicum:

!W

ta

접미어

object proper = "them"
optative [ɑptətiv / ɔp-] n. 기원법; 기원법의 동사.
otiose [ouʃious, outi-] a. ① 불필요한, 무효의, 쓸모없는; 객쩍은.

palatal mute 구개 묵자음,
PaÇleÒl,

(필렐, 팔랄), 풀랄동사, 히트팔렐동사 그룹

(31로)

par [pɑːr] ① 동위(同位), 동등, 동수준, 동가; on a par with, 똑같은, 동등한(with).
par excellence [pɑːreksəlɑ̀ːns] 특히; 뛰어난, 빼어난, 최우수의.
paradoxical [pærədɑksikəl / -dɔks-] a. 역설적인, 모순된, 불합리한(absurd)
paragoge [pærəgoudʒi] = 어미음(語尾音)으로 자음 첨가
paragogic = 접미어의
parataxis [pærətæksis] 병렬(접속사 없이 절·구 따위를 나란히 늘어놓기)

parisyllabic, -ical [- əl] a. (그리스어· 라틴어의 명사가) 같은 수의 음 절을 가진.

paronomasia [pærənoumeiʒiə, -ziə] (같은 음의 말로 하는) 익살(pun), 신소리.
passim [pæsim] ad. 도처에, 곳곳에.
peÇalÇal:

(dq;d.q;P. Pealal,

lj;lj. ;q).

, 두자음과 세자음을 반복 (31머)

penultima: 두강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에 온 강세,

ly[eL.mi

"위에로부터“

peradventure [pə̀ːrədventʃər / pər-] ad. (고어) 아마; 우연히, 뜻밖에도.
perfect participle = 과거분사 (=PP), 그릭어에서.
periphrastic expression = 완곡한 표현
personal afformative = 인접어, 접미어
perusal [pərúːzəl] n. U,C 읽음, 숙독, 정독; (드물게) 음미, 정사(精査).
Pilpel

dPeq.Pi

, 첫자음과 세자음을 거듭 사용하는 동사들이다. (31리)

plausible: 그럴듯한, in a plausible manner
pleonasm [plíːənæzəm] n. U 용어법(冗語法); C 용어구(冗語句), 장황한 말, 중복어
pleonastically = 중복어로
plosive [plousiv] n., a.〖음성〗 파열음(의).
Poal

l[;AP

Poel

l[eAP

Polpal

lj;Aq(GKC) (dqeAP)

, 포엘동사의 수동태 형이다. (31러)

ljeAq(GKC), (dqeAP)
dPeq.P'

,

(31랴)

, 필펠동사의 수동태 형이다.(31마)

positive clause = 확언문
precatory [prekətɔ̀ːri / -təri] a. 의뢰의, 간원(懇願)의; 간원형의.

유언으로 하는

부탁의 말
precursor accent: 선억양, 다른 억양 앞에 나오는 억양을 가리킨다.
predicate position 술어적 위치
preformative = 접두어
pre·clude ,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다
primary stres: 주 강세(는 끝 음절에만 온다)
primary tenses: 주요시제: 현재, 미래, 미래완료, 현재완료를 칭한다.
primordial [praimɔ́ːrdiəl] a. 원시(시대부터)의; 최초의; 〖생물〗 초생의; 근본적인.
prithee [príði] int. (고어) 아무쪼록, 제발, 부디. [◀ (I) pray thee].
proclitic [prouklítik] n. 후접어(後接語)(그리스어 따위에서 그 자체에는 악센가 없고
다음 말에 붙여서 발음되는 단음절어).

prolepsis [proulepsis] n. (pl. -ses [-si ːz]) 예기(豫期), 예상. 예기적 품사법(결과
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예기하여 쓰는 것).
pronominal [prounɑmənəl / -nɔm-] a. 대명사의; 대명사적인.
pronominal object = 대명사적 목적어
pronominal subject = 대명사(적) 주어
proper noun = “고유명사“
proponent [prəpounənt] n. 제안자, 제의자, 발의자; 옹호자, 지지자. [opp.] opponent.
prosodic, ─ical [prəsɑdik / -sɔd-], [-əl] a. 작시법(作詩法)의; 운율법에 맞는. ㉺
-ically [-kəli] ―ad.
prosody [prɑsədi / prɔs-] n. U 시형론, 운율학, 작시법.
protasis [prɑtəsis / prɔt-] 전제절(前提節), 조건절.

dDeq.Pu ll;j.qu

Pulal

, 팔렐 동사의 수동태 형이다.(31루)

purport [pərpɔ́ːrt, pə́ːrpɔːrt] vt. 의미하다, ┅을 취지로 하다, 요지는 ┅이다.
q: 커레 ”읽혀지도록“을 뜻하는 약자로 동사분해 끝에 혹은 다른 품사분헤 끝에 붙는

작은 q다: F10Kq
Quadriliterals

, 어근이 넉자인 동사들이다 (31모)

quantity: 모음의 음량
rarefied: above the ordinary: existing or showing very high quality in character or style
ravenous [ræv-ənəs] a. 게걸스럽게 먹는; 몹시 굶주린, 탐욕스러운.
reel [riːl] vt. 비틀거리게 하다; ┅에 현기증이 나게 하다; vi. 비틀거리다.
ref·er·ent [réffərənt] (plural ref·er·ents) noun what a word or symbol denotes:
remoter object : 먼목적어, 원목적어(GKC§117x)
reprise [ripraiz] 재개하다, 다시 활동하다. 또한 명사.
resumptive pronoun = 앞에 나왔던 단어가 대명사로 다시 나타나는 단어다.
reticent

[retəs-ənt]

과묵한;

말이

적은(on;

about);

삼가는;

억제된.

in

its

retrospective pronoun = 소급하는 인칭대명사 (소인사)
retrovert [retrəvə̀ːrrt] vt.「주로 수동태」 뒤로 구부리다, (특히 자궁을) 후굴시키다.
"which is then retroverted into Hebrew"
rid [rid]vt. (p., pp. ∼, ∼ded [ridid]; ∼ding) ① 해방하다, 면하게 하다, 자유롭게 하
다(of); ┅에게 제거하다(of). in ridding Jonah of his moral evil.
root meaning: 기본 뜻.
sarcophagus [sɑːrkɑfəgəs (조각한) 석관(石棺).

Saphel

동사 Z,

tb,h,l.v;

쏼헤베트 “불길”,

lWlB.v;

쏴벌룰 “달팽이”,(31뮤)

semantic [simæntik] 어의(語義)에 관한, 의미론(상)의. -tically ―ad.
sentiendi: of sense perception, 지각동사의
separating gemination: 분리 겹자음
ser·aph [sérrəf] (ser·aphs or ser·a·phim [sérrəffim]) angel: In Isaia, having six
wings.

sharp: 된소리, 경음(p, k, t)
sibilant [síbələnt] a. 쉬쉬 소리를 내는(hissing); 마찰음의. ㉺∼ly ―ad.
slot: 순위: 문장이 의미상으로 부분들로 나누어질 때, 부분들의 순서를 가리킨다
solecism: [sɑləsìz-əm n. 어법[문법] 위반, 파격 어법; 부적당; 예법에 어긋남, 결례.
solecism: 파격 어법.
sorrel [sɔ́ːrəl, sɑr-]

U 밤색; C 구렁말; 세살된 수사슴.

spirantization: 마찰음화
sprawl [sprɔːl] v.―vi. ①

손발을 쭉 뻗다, 큰대자로 드러눕다; 배를 깔고 엎디다.

sprawled on the bed with Esther.

stem: 어근
stress: 강세
stubble [stʌb-əl] n. ① (보통 pl.) 그루터기. ② U 짧게 깎은 머리[수염]; 다박 나룻.
stupendous [stjuːpendəs] a. 엄청난, 굉장한; 거대한.

subordinate clause: 종속절, 그 자체의 주어와 술어를 가진 상당어구( 들) 이다.
subsequently = 그후, 계속해서(to)

substantive [s ʌbst əntiv] a. 〖문법〗 실명사의;
substantive verb = corpula: 연결동사 (to be)
substantive: 실사 , 실명사화 a noun, or a word or group of words used

syllepsis [silepsis] n. (pl. -ses [-siːz]) 일필쌍서법(一筆雙敍法)(구체(具體)·추상의
양쪽을 겸하는 표현): He lost his temper and his hat.)); 〖문법〗 겸용법(보기;
Either they or I am wrong.).
symmetry: 균형, structural symmetry, 구조적 균형

syncopate1 [síŋk əpeit] vt. 중략( 中略) 하다, 말의 중간의 문자를[ 음절을] 생략하다
(never 를 ne'er 로 하는 따위); 〖음악〗 당김음으로 하다.
syncopation [- ʃən] ―n. U 어중음( 語中音) 소실, 중략( 中略);
syncope [síŋkəpi] 어중음(語中音) 소실, 중략; C 중략어. [cf.] apocope.

syndetic relative clause = 유접 관대절
syndetic, ─ical [sindetik], 연결[결합]하는; 접속사의, 접속사를 사용하는.
tally [tæli] v.―vt. 부신에 새기다; 계산하다, 꺾자 놓다(up); 기록하다; 패를 달다; 부
합 [일치]시키다, 대조하다.―vi. ① 기록하다.

② 일치하다, 꼭 들어맞다

tappall, 【영국】 ─pal [əpɔ́ːl] vt. (-ll-) 오싹 소름이 끼치게 하다, 섬뜩하게 하다.

termination: 접미어
the endings = afformatives
timbre [tæmbəːr, tím-] n. U 음색, 소리맵시; 음질
Tiphel

동사 U,

t가

접두어로 붙어 다니는 동사들이다. (31무)

transpose [trænspouz] ―vt. ┅의 위치[ 순서] 를 바꾸어 놓다; ( 문자· 낱말을) 바꾸어
놓다 ; 바꾸어 말하다[ 쓰다], 번역하다;

transpose1 [trænspouz] ―vt. ┅의 위치[ 순서] 를 바꾸어 놓다; (문자· 낱말을) 바꾸어
transpose2 놓다; 바꾸어 말하다[ 쓰다], 번역하다;
tripartite [traipɑ́ːrtait] a. 3조의, 3부로 나뉘어진;
ultima [ʌltəmə] 마지막 음절, 끝음절

[r:L.mi

“아래로부터”

unfaithful = 믿음이 없는
vaunt [vɔːnt, vɑːnt] n. U,C 자랑, 허풍, 큰 소리. make a ∼ of 자랑[자만]하다.
vaunt [vɔːnt, vɑːnt] vi. vt. 자랑하다, 뽐내다(of; over); 허풍떨다. ∼er ―n.

vebal noun = infinitive = verbal substantive, 동사적 실명사
vebal noun, 동사적 명사, = infinitive, gerund
velar [víːlər] a.〖음성〗 연구개(음)의.
veracity [vəræsəti]U 진실을 말함, 정직, 성실; 진실임, 진실성; 정확(도); 진상.
verba copiae = abundance
verba cordis: 정신 작용을 표현하는 동사들: 보다, 듣다, 알다, 인식하다, 믿다, 기억하
다, 잊다, 말하다, 생각하다 등은 종속절로 취급 할 수 있다.
verba dicenti: verbs of saying, 말하다는 (동사들)
verba sentiendi = 지각동사들
verbal adjective: 동사적 형용사.

verbal substantive, 동사적 실명사 = infinitive
verbose [vəːrbous] a. 말이 많은, 다변의, 용장(冗長)한, 장황한. ㉺∼ly ―ad.
verbs mediae geminatae 복자음 동사
vine-tendrils: 포도나무 덩굴손들

virtual gemination: 가상 겹자음 = 약식 겹자음
virtual strengthening = 실질적 강조
volitive [vɑlətiv / vɔl-] a. 의지의, 의지에서 나오는;〖문법〗의지를 나타내는.
faculty 의지력. --clause 의지절
weak gemination: 약식 겹자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