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현, 능동태 현재분사.
=상현, 상태 현재분사.
=수현, 수동태 현재분사
=상태과, 상태 과거 동사.
=과거, 과거형 동사.
=시미과, 시과미완료.
=수동과, 수동 과거 동사.
=불부, 불변 부정사.
=변부, 변형 부정사.
=미래, 미완료 동사.
=시과미, 시과 미완료 동사.
=상태미, 상태 미완료 동사.
=청3단, 청유형 3인칭 단수.
=청3복, 청유형 3인칭 복수.
=명령, 명령형 동사.
=청2단, 청유형 2인칭 단수.
=청2복, 청유형 2인칭 복수.
=청1단, 청유형 1인칭 단수.
=청1복, 청유형 1인칭 복수.
=시변사, 시제 변경 접속사.
=의1단, 의지형 1인칭 단수.
=의1복, 의지형 1인칭 복수.
=간1단, 간청문 1인칭 단수.
=간1복, 간청문 1인칭 복수.
"

“: 지면관게로, 석간역에서는 ”

“로 표기한다.

& = “그리고”를 뜻한다. 줄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사용한 것이다.
= 페이지 1059, 우 쪽 단, 3번째 단어에서, 7째 줄
= (P), 남성명사 단수형; I, 인접어 남복2인칭을 뜻한다(23거).
대부분의 경우에 미완료 3인칭 단수형과 같다.
미완료 3인칭 복수형과 같다,

: 화살표 쪽에는 억양이, 열린 쪽에는 선억양이 놓인다는 표시다.
:

(6기) 번호를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고 더 참고하라는 기호다

⏎ : 오른 쪽 여백에 적어 놓은 히브리어하고는 이어서 읽지 말고, 바로 아랫 줄
첫 자와 이어서 읽어가라는 지시표다. 복습을 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른 쪽 여
백에 히브리어를 적어 놓았을 뿐이다. 히브리어까지 포함해서 읽어가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를 사용했다.

֫

= 강세, the stress

아래어절 “ 처럼 콜론 :이 “어절 ” 임을 표시한다 .
A-B=는 “AB 소절”이라 읽는다.

: = A'-a': “Aa
= ,

a: 어미음 소실로 인한 말의 단축을 표기한다, A10C/16a (S270)

a, y, t, n: !t'yae

미완료 접미어들이다.

: 기동사집 수동형 과거시제 여단 3인칭을 뜻한다.

: A'

와 a' 사이에 놓인 히브리어 단어들을 칭하는 용어다 .

: Adverb, 부사의 약칭이다.

(
(
(
(
(

= -- 절휴지표 & =--+반 절휴지표 < =--제2반절표)i
=삼각점 분. & = -막대체인분. < = 고리 분, -지팡이 분)
=강한쌍점, = 쌍점 분 < = -위엣, = --쌍위엣 분, = -화살 분)
=-제2반절표 < = -점빗금 분, = --빗금 분 , = -쌍빗금 분)
=-다이아 분 < =-갈림 분, = -뿔 분, =--쌍뿔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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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다.
: Copula, 연사의 약칭이다.
: Object, 목적어의 약칭이다.
: Predicate, 술어의 약칭이다
: Subject, 주어의 약칭이다.
“그 ㅇ것이 떠났다”

hr's'

싸라 A5w : 그ㅇ의 소공은 “그것이” 여성형임을 나타낸다.(11갸)

“

” =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남성명사
남성명사 복수
단수
복수
부사
전치사
폐음절
형용사
파쎄크라 하며 자음 글자만큼이나 긴 수직선으로 글자와 글자 사이를 분리한다
= 두강세, 중강세, 두자음에 주어진 강세, the pretonic accent
: 간접 목적어(3격, 여격).
: 어떤 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야 할 때에 이 허가를 요구
또는 간청하는 문이다. 간청문1단은 23, 간청문1복은 24로 표한다
=23, 간청문 1인칭 단수.
=24, 간청문 1인칭 복수.

, 파제르 rzEP'

--(4호)D

강동사집 과거형 동사
능동태를 강조하는 강동사집의 태를 의미한다.(15듀)
는 동사이다.
: 석자음 동사의 능동태 강조형 동사집으로 동사변화에서 자음 3개가 다 나타나
며, 겹자점이 두자음에 찍힌 겹 두자음을 사용하는 동사다.
:

l[ePi !y"n>Bi

: 강동사집 과거형 동사

l[ePi

피엘이라고 칭하며 강조적인 혹은 사역적인 능동태형이다. 강동사집의

강동사집 명령형
강한 모목어의 약어다.
강동사집 미완료형
강동사집 변부사
: 강동사집 변부사
강동사집 부정사

강동사집 불부사
: 강동사집 불부사

j, q를

강성자음이라 한다(3로).

: 한 단어에서 소리의 높고 낮음을 뜻하며

֫

로 나타낸다,

stress,

tonic

, 타르하ㅇ ax'r.j; -- (4갹 )
강수사집
강수사집 과거동사의 약칭이다
:

l[;Pu !y"n>Bi

: 강수사집 미완료 동사의 약칭이다
: 강수사집 변형부정사의 약칭이다
: 강수사집 불변부정사의 약칭이다
강동사집의 수동태 형이다(26가)
수동태를 강조하는 강수사집의 태를 의미한다. (15뉴)
강수사집 현재분사 동사의 약칭이다

l[eP;t.hi !y"n>Bi
(Dagash Lene)

3여 : 겹성자음 B G D K
강한 파열음을 발성케 한다.

P T

버가드커파트에 찍힌 흑점을 강점이라 하며

강점을 찍지 못한 보상으로 모음이 장음화 한 것, compensatory lengthening
강세를 가진 접미어이며 남단2, 3인칭에만 붙는다
: 강조를 받기 때문에 동사 앞에 놓인 단어를 칭한다.
: 강세가 있고 인접어의 모음이 자음보다 앞서는 인접어들을 칭한다.

, 자케프 가돌 lAdG""

@qeez" --

(4츄)

강동사집 현재형 동사
: 강동사집 현재형 동사
:

h

헤ㅇ, x 헤트이다.

새로운 단이 시작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 저모음

p

=

ax;WtP.

퍼투아흐ㅇ

w

바브가 대화를 시작하는 절을 뜻한다,

the initial clause

모음으로 끝나면 개음절이다,

open syllable

조건 없는 절대부정

, 다르가ㅇ aG"r>D; -- (4트)
주어로 사용된 [것]을 것 주어라 한다.
(2쥬):전통장모음들 ㅏ, ㅔ, ㅗ, ㅜ 등이 자음글자 없이 모음점만 찍혀 있는
모음점을 가리켜서 결여글자라 부른다.
(rsex'

y

~l'Ax)
y

하나가 생약되고,

하나만 사용된 경우,

War>yI

. a defective

y

끝자음이 두 번 사용되면서 중-w-가 오는 동사다.
(Dagesh Forte)

h x [을

음절에서
자음

y

,

v+ㅏ,

겹 후자음으로 취급한다

ㅓ, ㅗ는 ㅑ ㅕ ㅛ 로 읽는 모음을 칭한다

강점이 찍힌 B

G D K P T

버가드커파트이다.

: 세자음이 두 번 사용되면서 두-w-가 오는 동사다.
겹자아동사 현재분사형의 약어다.
겹자에동사 현재분사형의 약어다.
I: 겹자아 동사의 약어다.
H: 두 -wy-동사형을 강조하여 주는 강동사형 동사다.(17구)
(3죠): Dagesh Forte

라 하며 , 후자음

a

알레프,

h

헤ㅇ,

x

헤트, [아인과

레쒸를 제외한 자음 철자들 속에 찍히는 흑점을 겹자점이라 한다. 물론 겹성자음
들에도 찍힌다. 자음 철자를 겹자음으로 만들어 주는 특징이 있으며 강세가 없는
r

단모음

;

,

I

,

u

다음에 찍힌다.

다 . BHS 에서는 hp,,r" 라페ㅎ " 부드러움 "이란 뜻을 나타내는 “ -”
을 자음 위에 붙여서 겹자점 (Dagesh Forte) 의 손실을 표기할 때 사용한다 .(3타 )
“ -”

: 겹자에 재귀동사의 약어다.

: 인주어와 것주어를 함께 칭하는 용어다

, 자르카ㅇ aq'r.z:

4커 )

-- (

공동 단수
공동 복수
과거
=5, 과거형 동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칭하며,

h--' , W-이

h--' , W-

, 이 2종의 접미어들을 과거형 모접어라

붙으면 두모음 변화를 일으킨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Wn-

,

yT-i , T.- , T'-,

이 4종의 접미어들을 과거형

자접어라 칭하며, 모음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果實): 과수에 생기는 열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과거동사에 붙는 인접어를 칭한다.
동사가 들어가는 관대절이다.
동사 없이 명사들을 엮어 만든 관대절이다.
관계 대명사의 약칭이다

the relative pronoun

변형 바로 다음에, 관대절이 명사 원형의 위치에 놓인 구문을 가리키
는 칭한다.
미치광이처럼 사납고 난폭함(욥기21:27)
문법적 기능을 어근과 접사와의 결합 연속으로 나타내는 언어로 한국어· 일본
어 등이다.
혓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24)
외부적인 악(한 것들)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한다.
주어+목적어+서술어(13)

w

바브가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절

1. 죽은 사람의 넋. 2. 미신에서, 사람에게 화복을 준다는 존재.
그 남자, 남성단수 3인칭을 칭한다
남성형 물질 명사를 뜻한다(14죠).
여성형 물질 명사를 뜻한다
그 것(수 컷)의 약칭이다.

: 그 것(암 컷)의 약칭이다.
=

the ultimate cause

=

the proximate cause
:

rb'[' !m;z>mi lq; !y"n>Bi
:

:

lq; !y"n>Bi lv, yWWci

dyti[' !m;z>mi lq; !y"n>Bi
:

hw<hO !m;z>mi lq; !y"n>Bi

석자음들이 모든 시제에서 다 나타나는 동사,

the regular verb

서술 형용사로서 명사의 성과 수에 있어서 일치,

the cardinal number

낱개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수.
:

l[;p.ni !y"n>Bi
$

,

@, #, !

,~

the final letters

기동사
기동사집 과거형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이 되며 단순한 능동태형으로 석자어근이 모든
동사변화에서 나타나는 동사다.(16거)
기동사집 명령형
기동사집 미완료형 수동태

Qal imperfect passive

기동사집 변형부정사
기동사집 불변부정사
기동사집 상태동사
기동사집 상태동사 현재분사
기동사집 수동태
기동사집 수동태 현재분사이다,(17거)
: 기동사집 시과미완료의 약칭이다.
: 기동사집 시미과거의 약칭이다.
기동사집 의지형
: 기동사집 청유형
기재사집 과거 동사의 약칭이다.
: 기재사집 명령형의 약칭이다.

the participle of stative verbs
Qal Passive

: 기재사집 미완료 동사의 약칭이다.
: 기재사집 변부사의 약칭이다.
기재사집 불부사의 약칭이다
기재사집 시과미완료의 약칭이다.
: 기재사집 시미과거의 약치이다.
: 기재사집 현재분사의 약칭이다.
기동사집 청유형
기동사집 능동태 현재분사이다(17가).
Nahum

너 남자, 남성단수 2인칭
너희 남자들, 남성복수 2인칭
너 여자, 여성단수 2인칭
너희 여자들, 여성복수 2인칭
단어의 어근이 자음 4개로 만들어 진 단어다.
(Quadriliterals)

, 어근이 넉자인 동사들이다(31모)

한 번 본 것이라도 곧 그대로 흉내를 잘 내는 재주.(13gm)
=1, 능동태 현재분사.
Nehemiah

Daniel

, 러비아 [;ybir> -- (4캬 )
, 러비아 무그라씌 vr"g>mu

단이 끝나면 조그마한

s로

[:ybir> -- --

(

4피 )

표시해 두었다.

am'Wts.

써투마

우리 말에서는 ‘ㅏ·ㅓ·ㅗ·ㅜ·ㅡ·ㅣ·ㅐ·ㅔ·ㅚ·ㅟ’ 등으로, 단아음, 단에음, 단이음,
단오음, 단우음 5종이다.
모음이 없는 자음 아래 공간을 메워주며, 무성 반어음이다.
개음절과 동의어다
(3누): 자모자 폐음절과 동의어다. 자음+모음+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자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단순폐음절이라 칭한다. 또한 자음 +

기 때문에 자모자 폐음절이라 칭할 수 있다 (3가).
= 편견 없는 마음의 소유자
짧은 아음이다.

모음 + 자음으로 끝나

(xT'P;)
(lAgs,)

, 무나ㅎ xn""Wm -- (4토 )
, 일루ㅇ yWL[i -- (4각)
짧은 에음이다

segole

@Wjx' #m,q'

짧은 오음이다
(!j'q'

카메츠 하투프

#m;q)")

(#WBqu)
(!j'q'

qyrIyxi)

동작이 문장 안에서 다른 과거보다 앞선 과거동작

a past perfect

: 대명사적 목적어를 칭하는 약어다.
대조되는 내용을 인도하는 절
같은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 보기

an"

the particle

소유격이나, 대격을 표현할 때에는 인접어를 단어의 세자음 다음에 붙여서 그 뜻을
표현하다. 인접어가 동사에 붙으면 동사의 목적격이 되며, 명사에 붙으면 소유격이
된다. 독립어에 인접어가 붙으면 그 독립어의 소유격이나 대격 역할을 한다.
: 독립인칭 대명사(8겨)는 오직 주격으로만 사용된다.

(13그)

약어로 독인사라 칭한다. 독인사는 다른 단어에 붙여 쓰지 않는다.
변형 바로 다음에, 독립절이 명사 원형의 위치에 놓인 구문을 가리키
는 칭호다.
주격이 문장으로부터 의미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발음을 지시하는

h w y를

nominative absolute

가리킨다

독립 인칭대명사의 약어이며, 다른 단어에 붙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 인
칭대명사라 한다. 독립 인칭대명사는 오직 연결선에 의해서만 다른 단어와 결합된다.
구약을 3년 안에 완독하도록 독해량을 지정해 놓은 표시다

-y-:
온

-y-라

세h동사에서 자접어가 붙으면
한다. 이는 세h동사가 본디

h가

탈락되면서 다시 나타

-y-동사에

속했기 때문이다

나는

-y-를

”돌아

같은 격으로 두 개의 단어들이 나란히 놓인 단어들이다
= 동사시제: 현재시제, 과거시제, 미완료, 시미과거, 시과미완료, 부정사, 명령
형, 청유형, 의지형 등을 한 집 아래 방들처럼 불렀다. 미완료, 부정사, 명령형, 청유
형, 의지형 등을 각각 다른 동사방들이라 칭한다.
: 동사의 석자어근이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동사의 자음과 모음을 분해해서 어근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히브리어 동사를 만드는 3개의 자음을 뜻한다
= 동사태: 기동사집, 기동사집, 강동사집, 강수사집, 재귀동사집, 사동사집, 사수
사집, 복에동사집, 복아동사집, 복재동사집 등이다.

hNEhi나 !he으로

동작의 근접성을 나타낸다,the immediacy of the action

동사에 붙는 인접어를 칭하는 약어다.
두자음

w

,

y

, y''[,

iwy

w''[
h동사에서

,

사동사집의 청유형만 미완료형과 차이가 있다:

가운데 강세,
: 단어의 마지막에서 두 번재 음절이다,

the penultima,

ly[eL.mi

두자음이 후자음인 동사를 두후자음 동사라 한다.
o

표로 여백에 히브리어로 적은 주해를 참고하라는 표다
남의 명령·의사에 그대로 따르다, obey,
단어, 구, 절, 문장 등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하여 주는

--w를

뜻한다.(7갸)

(hp,r" "풀어진”)
Leviticus

Ruth

후자음이 아니지만 강점을 받지 않는 자음이다
한 단어의 끝이 되는 음절이며, 주강세가 주어지는 음절이다. the ultima

qyPim;

유성점

, 아즐라 러가르메흐 Hm,r.g:l.

al'za. ;

|

4후 )

(

, 러가르메흐 Hm,r.g;l. | -- (4터 )
, 쏼쐴레트 tl,,v,l.v;  ׀(4하)
, 머후파흐 러가르메흐 Hm,r.g;l. %P'hum. ׀-

(4효)

Malachi
하느님을 증인 삼고하는 약속이나 서약,

an oath

=15, 명령형 동사.
: 두 개(rp,se

tyBe

베트 쎄페르) 이상의 명사들이 밀접히 결합하여 한 가지 생각

을 표현하거나 혹은 복합적인 것을 표현하는 명사들을 가리킨다(10가).
: 자접어, 모접어, 복접어3종이 있다.

(13가)

분명하고 자세한 내용 = 내역.
: 명사에 붙는 자접어, 모접어, 복접어들을 총칭하는 단어다. 전치사들도

목적격

을 취할 때에 주로 명인어에서 취한다(13갸).
: 명령형 인접어를 칭하는 약칭이다 6넉[드]
: 모음으로 시작하는 목접어들로 자음으로 끝나는 과거형 인칭에
붙는다. 모목오에는 강세가 없다.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22)

, 더히 yxiD> - (4혀)
, 마ㅇ열라ㅇ al'y>am' --֭ (4퍼 )
모접어는 모음이 자음보다 앞서는 인접어로서, 자음으로 끝나는 단수 명사에
붙는 인접어를 칭한다(13겨)
동사에 목적격으로 붙는 인접어를 목접어라 한다.
: 남녀 복수 2인칭 인접어

-~k,

-!k,들이

무거운 인접어디

(13구)

3 수 소리가가 없는 반어음은 무성 반어음으로 모음이 없는 자음 아래
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

a''p yxen"
, y''p

yxen," y''p yres.x;

(文段): 문장의 단락. ∼을 나누다.

caesuras

미완료
Micah
Numbers

낚시의 갈고리 (barb)
=10, 미완료 동사.
: 모음으로 시작하는 목접어들로 자음으로 끝나는 미완료 동사에 붙는다.
미완료에 붙는 목적격 인접어에 대한 약칭이다(9바[ㄹ]).
미완료 접미어의 약칭이다.
미완료 접미어의 약칭이다.
:
:

[r:L.m

ly[eL.mi
-yhiy>w:

"밑으로부터, 단어의 끝을 행해서“, 아랫강세, 주강세
“위로부터, 단어의 시작을 향해서”, 두강세,

과거시제 표시어다,

, 갈갈 lG::lG::
@jex'

--

the penultimate stress
the past time indicator

4걱 )

(

"채 가버림, 생략하는”

(xT'P;

aw"v).

: hatef seghol
: hatef patah
복합반아음의 약칭이다. 자음 아래 오는 경우(29냐)
복합반어음의 약칭이다.
(aw"v).
복합반에음의 약칭이다.
(lAgs,

aw"v).

복합반오음의 약칭이다 . 자음 아래 오는 경우 (29 냐 )

: hatef qames
(#m;q'

aw"v).

, 아트나흐 xn"t.a; --_
, 올레ㅎ 버요레드

(4퓨)

drEAyw> hl,A[

the ultima

--

(4푸)

문장에 사용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디 의미에 구문론의 의미가
(토씨, 시제등등) 덧붙여져서 나온 단어의 뜻이다.
변형 부정사
: 변형부정사가 취하는 목적어를 칭한다(9야[ㄴ]).
: 부정사가 전치사와 결합하거나 인접어를 취하는 부정사의 변형을 가리킨다. 변
부사는 숫자 9로 표기한다(23거).
발음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뜻을 구별 짓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음
종래의 주장을 바꾸는 마음(시편32:2)
=9, 변형 부정사.
명사의 변형은, 두 개 이상의 명사들로 만들어진 명사구(rp,se

tyBe)에서, tyBe처럼

언제나 첫 번째 놓인 단어다. 여러개의 변형들이 연속해서 놓일 수 있다. 변형이란 명
사의 변형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에선 명사 변형의 위치에 놓이는 모든 단어
들(명사변형, 전치사, 현재분사)을 칭하는 단어다. 명사구를 발음할 때에 변형은 빨리
발음해 버리기 때문에, 강세가 원형으로 넘어 가면서 변형에서는 자음이나 모음 축소
가 일어나게 된다.(10거)
(l[;Poh;

a

~ve)

제외한 후자음

사용될 때에,

h x [은

는데 이 단아음

;이

;이

음된다:

장모음(장아음은 제외됨) 다음에 세자음으로

모음으로 단아음

;을

취하여 후자음의 발음을

보강하

보강단아음이다. 보강단아음은 자음보다 앞서서 발음되고

자음이 그 후에 발음된다:
음

h x [들이

[;mov.lI

보강단아음5: 후자음의 발음을 보강하는데 이 단아

보강단아음이다. 보강단아음은 자음보다 앞서서 발음되고 자음이 그 후에 발

[;mov.lI

리씌모아 “듣기 위해서”

: 보조격은 명사구에서 명사 원형이 놓이는 위치에 놓이는 단어들로서 명사의 변
형에 무엇인가를 보조해 주는 단어들을 총칭하는 단어다(10겨).
주로 명사 원형이 보조격으로 사용된다. 더 나아가서,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모든

단어들, 명사구 변형 다음에 놓인 단어나 절들, 명사나 동사에 붙어 있는 인접어들,
이러한 기능으로 사용된 모든 절들이 보조격이다(JW253). 보조격과 소유격은 동의
어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조격와 (명사)원형은 동의어다.
여성명사의

h '--가 t--로

변하는데 자음

t--를

보조자음이라 한다. 히브리어

에는 1인칭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칭이 남녀 성이 구별되는 독특한 인접어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 한말에는 각 인칭별로 남녀 성 구별이 부족한 상태이다. 히브리어
와 우리말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우리말에도 각 인칭에서 성을 구별
해 사용했다.
복합반어음의 약어다.
끝자음, 세자음이 중복되는 동사다.(31가). Geminate verbs,
Ayin-Ayin verbs,
,

double

[,

["[

Verbs mediae geminatae

[''[

: 복수형 남성명사에 붙는 인접어로 모든 인칭에
모든 인칭에서

y--가

--y가

나타난다

복접어에서는

사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명사에 붙는 인접어들을 동사에 붙는

인접어들과(28거, 28겨, 28고) 비교해 보라(13고).
(~ypij'x)]
부정사
: 부사적 대격, 부사처럼 사용된 명사, 이중 대격의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다(34윽).
: 부정사는 준동사의 일종으로 (부정사, 현재분사, 동명사등이 준동사임)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성격들을 겸하여 갖고 있다(23가).
문장이나 단어를 부정하는 단어로 부정사(infinitive)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가 아님.(14거)
접속사

--w가

동사 이외에 명사, 대명사, 혹은 불변하는 단어에 붙어서, 흐

르는 문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혹은 상반되는 내용을 소개하는

--w를

가리켜 분리

접속사라 한다.(7고)
생물의 조직이나 기관의 모양이나 작용이 특수화하여 갈라지는 일.
불변 부정사
불부=8, 불변 부정사.
A8/5N

rAsð

A8/5N에서 / 이하 5N는, 번역한 내용 “우리는 벗어나 버렸

던 것이다”를 표기한 것이다.
불부사의 주요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인 동사개념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된다(GKC§45a). 부정사의 원형이 변하지 않는 부정사

이다. 불부사는 숫자 8로 표기한다(23갸)

rAsð

A8/5N에서 / 이하 5N는, 번역한 내용 “우리는 벗어나 버렸던 것이다”

를 표기한 것이다. 불부사가 과거동사로 번역되었다는 뜻이다.
: 명사, 실사, 대명사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관대절을 불완전한 관대절이
라 칭한다.
첫자음에 붙여 사용되는 4종류의 전치사

b,k

,

l,m

들

: 주어가 맞겨진 행동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행동을 집행하는 경우
를 비활동 주어라 칭한다.

, 게레씌 vr,G< -- (4큐 )
털리쏴ㅇ 거 돌 라 hl''AdG>>
, 털리쏴ㅇ 커타나 hN""j;q.

-- (4탸)

av''yliT.

av'yliT.

-- (4파)

사동사

(제2반절표 < 점빗금분리표/빗금분리표/쌍빗금분리표)(4치 )

사동사집 과거시제 동사를 칭하는 약어다.
: 명사나 대명사에 있어서 주어나 호격 이외의 격들을 종합적으로 칭하는 용어다.
: 사역적인 능동태를 나타내는 사동사집의 태를 의미한다.
사역적인 능동태 동사집이다.
:

ly[ip.hi !y"n>Bi

사동사집 명령형 동사를 칭하는 약어다.
: 사동사집 미완료 동사를 칭하는 약어다.
사동사집 변형부정사를 칭하는 약어다.
: 사동사집 변형부정사를 칭하는 약어다.
사동사집 불변부정사를 칭하는 약어다.
: 사동사집 불변부정사를 칭하는 약어다.

Judges

1 Samuel

: 사수사집 동사로 만들어지는 시과미완료를 칭한다.
사수사집 동사로 만들어지는 시미과거를 칭한다.

사수사집 동사로 만들어지는 시미과거를 칭한다.
사수사집 과거동사의 약칭이다.
사수사집 미완료 동사의 약칭이다.
사수사집 변형 부정사의 약칭이다.
: 사수사집 불변 부정사의 약칭이다.
: 사동사집 동사의 수동태 형이다, 그러나 때로는 능수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 될
수 있다.
:

l[;p.h' !y"n>Bi

사역적인 수동태를 나타내는 사수사집의 태를 의미한다.
사수사집 현재완료
: 사수사집 현재완료의 약어다.
재앙을 내리는 요사스러운 귀신
: 사동사집 청유형 동사를 칭하는 약어다.
2 Samuel

사동사집 현재완료를 칭하는 약어다.
(Saphel) 동사 Z,

,

tb,h,l.v;

써골러타ㅇ

쏼헤베트 “불길”,

lWlB.v;

쏴벌룰 “달팽이”,(31뮤)

aT'l.Ags. (4쵸)

상태동사
히브리어 성경에서 절의 첫 단어로부터 반절휴지표가 찍힌 단어까지를 상반절
이라 칭하며 어절들로 만들어 진다.
: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탠트를 거두었다 다시 치는 동작은 한번에 끊
나는 과거적인 동작이다. 그러나 탠트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측면을 보
면, 살아가는 수단이니까, 탠트치고 다시 거두는 동작은 미래적인 동작이다. 이러한
미래 동사를 상습적 미완료라 한다(7규).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지 않고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상태동사의 특징
이다.(17겨)
=4, 상태 과거 동사.
=12, 상태 미완료 동사.
=2, 상태 현재분사.
첫째 둘째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수. (14갸)
명사나 형용사가 주어를 설명하는 경우다(17고).

동사의 석자어근이 완전 자음들로 구성된 동사들이다.
시제나 인칭이나 성에 관계없이 한 단어의 기본자음 석자를 뜻하며, 석자어
근 이 모든 동사변화에서 나타나는 동사다.(15다)
석자어근이 모든 동사변화에 나타나는 동사를 석자음 동사라 한다.(15다)
(~ymilev. 쎨레밈)
과거형 접미어가 붙어도 세(3) 자음들이 탈락되지 않고 동사변화에서
나타나는 동사변화를 칭한다(16그)
: 선과 사랑, 선애
: 선과 사랑
다른 억양 앞에 나타나는 억양을 선억양이라 한다.

the precursor

= 아랫강세, 끝음절에 주어진 강세,

: 세자음이 겹성자음인 경우를 칭하는 약어다
,
,

a''l

h''l

세 번째 자음이 후자음인 동사를 칭하는 약어다.
: 세자음이 후자음인 동사를 세후자음 동사라 한다.

hr's'

싸라 A5F “그ㅇ 것이 떠났다”에서 소공은 “그것이” 여성형 임을 뜻한다(11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칭대명사를 칭한다.

: 소유대명사의 약어다
: 오직 소유를 나타내는 인칭을 소유격이라 한다.

(10고)

앞에 나온 단어(로 거슬러 올라가는)를 가리키는 독인사나 인접어를 칭한다.
a retrospective pronoun

소절 ”이란 문장이거나 혹은 부분으로 두 개 이상의 어절들로 만들어 진다 .
그리고 A-B=처럼 “=”이 붙은 영어 철자에 붙여지는 칭호다
“

소유격으로 사용된 인접어를 칭한다.
=7, 수동 과거 동사.
=3, 수동태 현재분사
Zechariah

Zephaniah
: 시과미완료의 약칭이다
과거사를 표현하는 시과미완료를 칭하는 약어다(16루)

미래사를 표현하는 시과미완료를 칭하는 약어다(16므)
=11, 시과 미완료 동사.
[과거형+무 겹자점+시변사

--w]

형식을 사용해서 미래사를 표현하는 방법

을 시과미완료라 한다.(7겨)
: 시미과거의 약칭이다
[접두어가 붙은 미완료+ 겹자점+ 시변사

-w]

형식으로 과거사를 예기하는

방법을 시미과거라 한다.(7거)
=6, 시과미완료.
=20, 시제 변경 접속사.
(시제변경접속사): [접속사

--w+

과거형/미완료형] 형식으로,

과거를 미완료로, 미완료를 과거사로 뒤바꾸는

--w를

가리켜서 시변사라 한다.(7교)

시제와 태의 종류 등을 표현한다.
Psalms

첫자음이 후자음인 동사를 시후자음 동사라 한다
Deuteronomy

: 명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나 대명사, 현재분사 등 명사의 뜻으로 사용되는 구를
칭한다.

a substitute
형용사가 명사구 변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다.(17교)

: 실명사인 목적어, 목적어로 사용된 실명사의 약어다.
명사처럼 단독으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단어
형용사의 변형이 명사 상당어구로서 명사구의 변형에 놓인 형용사 변형을 실사
구라 한다(11가).

4코 )
게르쏴임 ~yIv;r>G< --- (4크 )
, 파제르 가돌 lAdG"" rzEEP
" (4타 )
hl'Wpk. ak'r>ymee 메러하ㅎ 허풀라ㅇ
, 자케프 카톤 !Ajq'' @qez" -- (4츠)
-֙ -֙

(

--

4튜 )

(

아모음 그룹

Song of Songs(8장)
Amos

ak'r.yme

메러하ㅇ

--֥

(4투)

= “셋 강세”, 세음절에 주어졌으면 “셋 강세”라 한다.

`xl'(v.Ti-dy:B.

“당신께서 보내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에서

(그 사람)이 압축되었다(29략)
: 독립 관계대명사절을 포함하고 있는 인접어를 칭한다.

: A'

와 a' 사이에 놓인 히브리어 단어들을 칭하는 용어다 .

억양이라 옮긴다, accent
히브리어 단어의 모음 전후 혹은 자음 위 아래에 찍힌 기호들을 칭한다
동사변화에서 자음 한 두 개가 변화하거나 탈락되는 동사다(33믄)
(3시): 유성반어음을 대치하는 모음을 약모음이라 한다.
(2스): 자음 철자로 사용되면서도 모음을 보존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모음에 흡
수되어 이중모음을 이루는
전치사

l가,

w

바브와

y

요드를 약자음이라 한다.

인칭이나 것들에 의하기 보다는, 동작이 발생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상황에 의해서 목적어를 현재분사에 연결하는 경우다(34룍).
: 동작이, 동작의 발생과 맺어진 대격들 즉, 시간, 장소, 정도, 이유와 방법들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약한 종속이라 칭한다.
:

a

알레프, [ 아인이다.

: 미완료에 동시에 붙는 4종의 접두어와 접미어를 칭한다.
반어음
동사·형용사 등 용언의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먹다, 믿다”의 ‘먹’·
‘믿’ 등이다.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부분으로 “먹다, 먹고,
먹으면”에서 “다, 고, 으면” 같은 것이다.
인칭, 성, 수, 격 등에 오는 변화를 뜻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절이 다시 어절 억양들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어절이라
한다.

이란 칭호는 A'-a':처럼 콜론 : 이 붙은 영어 철자에 주어지는 칭호
이며 언제나 소절에 속한다 .
: 어절

은 성경의 한 절을 2-3개의 단어들을 이어서 읽고, 띄어서 읽고, 어떤
단어를 보다 더 강하게 하는가를 지시하여 주는 기호이며, 성경을 암송할 때
사용했으며 현대 음악의 이음줄이나 붙임줄 쉼표와 같은 기능들이다.
(4가): 어절억양의 약칭이다.

억양이란 칭호는 A'-a':처럼 콜론 : 이 붙은 영어 철자에 주어진다 .
: 간접 목적어 , 3 격 , 이중 대격 중 하나다 .
:

Joshua
1 Chronicles
2 Chronicles

두 개의 단어나 그 이상의 단어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단아음 정도 크기의
짧은 직선이다.(4겨)
(qPem); 마케프 “에워쌈, 연결함”

~ydib'[]

(

4텨 )

홀로 사용되지 않고 동반하는 글자 앞에 붙여 사용되는

--w를

연결 접속사

라 한다. 보통은 연결접속사는 반어음을 취한다.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be 동사처럼 사용되는 단어를 연사라한다.
식물이 수정하여 씨방이 자라서 된 것. 과실.
Lamentations(5장)
Ezekiel

Esther
Ezra

Jeremiah
영원들에 대한 복수형 대용으로 사용했다: 너남이 영원 영원히 사는 장소
(왕상8:13)

Obadiah

붙으면 (4노)
전통 장모음들과 장모음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 칭하는 용어다.(2고)

1 Kings

2 Kings
Jonah
Joel
Job
: 명사에 의존하지 않는 관대절을 완전한 관대절이라 칭한다.
이외의 모음
서술 작용을 하는 단어로, 어미가 활용하는 말. 곧, 동사·형용사가 이에 해당함.
우모음 그룹
: 우쪽으로 기우는 선, forward slash를 뜻한다
: 명사의 원형은, 두 개 이상의 명사들로 만들어진 명사구에서 (rp,se
쎄페르처럼 언제나 명사 변형 다음에 놓인다.

tyBe), rp,se

주로 명사 변형을 의미상으로 보조하

여 명사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위에 있지만 어떤 것의 표면에 닿은 상태를 뜻한다(S439)
: 표면에 닿지 않고서 위에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S439)

, 파씌타ㅇ aj'v.P; -- (4켜 )
, 아즐라 al'z.a; --֙ (4곡)
= 첫강세, 시강세, 강세가 첫음절에 온 경우(4고)
: 현재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문의 주어와 결합되어 있지 않는 현재분사를
가리킨다.(13고)

3사 자음아래 찍힌 반어음이 모음가를 자음에 더해 주는 반어음이다.
3쵸 :보통 H처럼 h안에 찍혀서 소리를 분명하게 발하도록 하며, 또한
h가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는 흑점을 유성점이란다.
(qyPim);
석자어근 중 자음 하나가(대개는 첫자음) 다른 자음으로(대개는 두자음) 융화되
고 그 자음에 겹자점을 찍어 자음의 손실을 나타내는 자음변화를 가리킨다.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ㅏ ㅓ ㅗ ...)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함이란 뜻이다(출에20:5)
의지형
의문 대명사의 약어다.

: [명령형...+...접속사

--w]

형식을 사용해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는

표현방법을 의지접속사라 한다.(7구)
1인칭 단수 복수형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숫자 21로 의지형(1인칭
단수), 22로 (1인칭 복수) 의지형을 표기한다.

cohortative,

=21, 의지형 1인칭 단수.
=22, 의지형 1인칭 복수.
이모음 그룹

(삼각점 분리표 < 지팡이분리표)(4쵸)
동사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석자어근과 목접어 사이에 첨가되는 특별

한 이음절인

Isaiah

n--;

안이나, 축소된

n>-

너를 가리킨다

모음이 약자음인 w 바브나 y 요드 앞에 놓이면서 만드는 모음들을
이중모음이라 한다. 2 겨 )
(3뉴): 두 개의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이중폐음절이라 한다 .
(2스):

:

l[;p.yI

: 인칭대명사의 약어다
인칭대명사 접미어의 약칭으로, 인접어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사용된 접
두어, 접미어, 양접어, 모두가 포함되며 그중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인접어
가 동사에 붙으면 동사의 목접어가 되며, 명사에 붙으면 소유격, 주격이 된다. 독립
어에 인접어가 붙으면 독립어의 소유격이나 대격역할을 한다.(13기)
: 주어로 사용된 사람을 인주어라 한다.
: 자음으로 시작하는 목접어들로 모음으로 끝나는 과거형 인칭에 붙는다.
자목어에는 강세가 없다.
자유를 맛보다.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
음(2뉴): 자음이면서도 모음 철자들로 사용되었던

h

,w

헤ㅇ

,y

바브

요드를

칭하는 용어이다. 2거)

알레프, w 바브, y 요드 아래에 찍힌 흑점은 a 알레프, w 바브,
요드가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단이음이나 기타 모음
(3츄):

y

a

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을 칭하는 용어다

자음자로만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 구절을 칭하는 용어다
자음이 모음보다 앞서는 인접어로 모음으로 끝나는 단수명사에 붙는 인접어를
자접어라 한다. 명사 모접어와 명사 자접어의 큰 차이점은 3인칭 복수형이다. 명사
모접어가

h,--헤를

Proverbs
--")

#meq")

: (lAdG"

-~h,

-!h,으로

, 러비아 카톤 !Ajq'
bx'r' #meq") --")

: qames

(bx'r'

취해서

[;ybir

바꾸어지는 점이다(13구)

--

"넒은 아”

"넒은 아”)

#m;q)")

(yreyce)
재귀동사집 동사
: 재귀동사집 과거동사의 약칭이다
: 재귀동사의 약어다.
: 재귀동사집 미완료의 약칭이다.
재귀동사집 미완료의 약칭이다.
재귀동사집 변부사의 약칭이다.
: 재귀동사집 부정사의 약칭이다.
: 재귀동사집 불부사의 약칭이다
: 재귀동사집의 약어다.
재귀동사집 현재분사의 약칭이다.
Ecclesiastes

전통장모음의 약칭이다.
전치사가 취한 변형부정사를 칭한다(23두).
전통장아음의 약칭이다.
전통장에음의 약칭이다.
(alem'

~l'Ax)

(4허)

전통장오음의 약칭이다.
전통장우음의 약칭이다.
(qWrWv)

전통장이음의 약칭이다.

(lAdG"

qyrIyxi)

= 전통장음화: 석자어근 중 두자음이 전오음이나 전우음 또는 전이음으로 변화
하는 자음변화를 칭하는 용어다.
액쎈트가 없이 앞말에 붙어 함께 발음되는 단어
전치사와 결합된 단어를 칭한다
, 씰루크

qWls --

(4표)

여러개의 어절들이 합하여 만들어진 히브리어의 성경구절로서 반드시 절 휴지표
로 끝나며, 많은 경우 반절 휴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4쿠

, 터비르 rybiT.

--

(

)

: 접미어와 세자음이 만드는 음절을 칭한다.
약한 모음을 충분히 발음하도록 모음 옆에 세워진 짧은 수직선이다.

, ax'r.j; 타르하ㅇ 혹은 티프하ㅇ ax'p.ji --- (4치 )
“...습니다, ...으(오)”

: 좌쪽으로 기우는 선, backward slash를 뜻한다
아랫강세와 동의어다, 오직 마지막 음절에만 온다,

the primary stress

여러개의 명사들이 바브로 이어지면서 만드는 주어들을 칭한다.
주격으로 사용된 인접어를 칭한다.

iwy

세 h동사에서 사동사집의 청유형만 미완료형과 차이가 있다:

3아 : 유성반어음과 무성반어음의 중간반어음으로 아주 고
미세한 소리값을 갖고 있어서 겹성자음의 강점을 생략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자음이 후자음인 동사를 중후자음 동사라 한다.
: 지시 대명사의 약어다.
어떤 사물이나 처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

--w

: 접속사

--w가

명령형 다음에 오는 동사와 결합하면 지시

나 목적 또는 결과적인 뜻을 나타낸다. 다종의 접속사들이 있기 때문에 “접속사”라
는 용어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다. 반드시 “시변사”라는 호칭으로 w를 구별해 주어지
야 한다. 따라서 접속사

--w를

영어식으로 “그리고”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접속사

--w의

모음과, 억양의 이동 등 첨부된 단어를 분명하게 지식별하고 난 후에 접속사

--w의

기능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한다. 많지시,은 주의를 요하며, 세미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다.(7그)
앞에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단어를 가리키는 지시사를 선행 지시사라 한
다(33너).
: 지시사 다음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단어를 가리키는 지시사를 지시후행
사라 한다(33느).

, 자르카ㅇ aK'r.z: -(4햐 )
, 치노리트 tyrIANci ---(4국 )
: 직접 목적어(4, 대격)
목적어를 동사와 직접 붙여서 사용해도 말이 되면 그 목적어는 직접목적어
다(13규). 목적어와 동사를 직접 붙여 사용해서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그 목적어는
간접목적어다.
: 동작이, 동작의 발생과 맺어진 대격들, 즉 인칭과 것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직접종속이라 칭한다.

Genesis
Exodus

윗강세
, n''p
: 첫 자음이 후자음인 동사다.
: 첫자음이 후자음인 동사를 첫 후자음 동사라 한다
청유형의 약자다. 청유형 2인칭은 오직 부정문에서만 나타난다.
=18, 청유형 1인칭 단수.
=19, 청유형 1인칭 복수.
=16, 청유형 2인칭 단수.
=17, 청유형 2인칭 복수.

=13, 청유형 3인칭 단수.
=14, 청유형 3인칭 복수.
은 오직 부정문에서만 나타난다.
: 바람, 욕망, 청원, 허락, 의지, 지시, 명령 등을 나타낸다.

, 쏼쐴레트 커타나 hN"j:q.

tl,,v,l.v; --֓

(21가)

4

( 굑)

축소된 것

yreq>
bytiK.
접두어 접미어등이 첨가 될 때에 석자어근 중에서 자음 하나나 혹은 둘이 겹자점
도 찍히지 않은 체로 떨어져 사라진 자음변화를 칭한다.
(Tiphel)(타펠)동사 U,
:

l[eP'

:

l[oP'

t가

접두어로 붙어 다니는 동사들이다.(31무)

(필렐, 팔랄), 풀랄동사, 히트팔렐동사 그룹

PaÇleÒl,

(dq;d.q;P. Pealal,

peÇalÇal:

lj;lj. ;q).

(31로)

, 두자음과 세자음을 반복 (31머)

“책을 읽었다“에서 ”다“가 평서문으로 종결됨을 나타낸다
(l[;AP Poal)
(

l[eAP

lj;Aq(GKC) (dqeAP)

Poel),

ljeAq(GKC), (dqeAP)

(dPeq.P' Polpal)
(dDeq.Pu Pulal,

,

(31랴)

, 필펠동사의 수동태 형이다. (31마)

ll;j.q)u

(dPeq.Pi Pilpel)

, 포엘동사의 수동태 형이다. (31러)

, 팔렐 동사의 수동태 형이다.(31루)

, 첫자음과 세자음을 거듭 사용하는 동사들이다. (31리)

Habakkuk

히브리어 성경에서 반절 휴지표가 붙은 단어 이하로부터 절휴지표가 붙은 단어
까지를 하반절이라 칭하며 어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
Haggai

형용사가 한정형용사로 사용되면, 명사의 성과 수 정관사등과 일치해야
한다(17규)

현재형
현재분사 접두어를 칭한다
(4교): 현재분사 접미어, 즉 인접어들을 칭한다
현재사를 표현하는 시과미완료를 칭하는 약어다(16며)
(l)

: 명사변형의 위치에 현재분사가 놓이고, 명사원형의 위치에 목

적어를 취한 전치사가 놓인 구문을 칭한다.
변형 바로 다음에, 즉, 명사 원형의 위치에 놓인 독립절, 관대절, 혹
은 명사원형이 아닌 다른 단어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Hosea

: 미완료에 붙는 4종의 접두어를 칭한다.

, 여티브 bytiy> --(4쿄 )
, 머후파흐 %P''hum. 벗-- (4격 )
후자음

자음 a 알레프, h 헤ㅇ, x 헤트, [ 아인을 가리켜서 후자음이라 부르며, 내 쉬
는 숨으로 목청을 마찰하면서 나오는 자음소리다.
:

후자음에 겹자점이 보이지 않게 함축되어 있어서 후자음 앞의
모음이 그대로 잔류하는 경우를 후자음이 사실상 강조되었다고 칭한다.
, 자체 단어에는 강세가 없어서 따라 오는 단어에 붙어 사용되는 단어를
후접어라 칭한다. 후접어는 주로 단모음을 취한다(4뵤)
관대

rv,a]

아쐬르가 수식하는 단어가, 아쐬르 다음, 관대절에 들어 있는 단어

를 후행사라 한다. 관대 앞에 놓이는 선행사의 반대어다.
, (31며)
(dPeq.Pt
i .hi Hithpalpel)
(l[eAPt.hi Hithpoel)

, 필펠동사의 강재사형이다.(31먀)

ljeAqt.h(i GKC) (dqeAPt.h)i

, (31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