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ile: ...

,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닮았다는 것을 표현한다. S913

é#[eK).

~yIm"ï ygEòl.P-; l[;( lWtáv' é#[eK. hy"©h'w>)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metaphor: 화자의 마음에선 사실이지만, 현실에선 사실이 아니다. S918
은유는 두 개의 명사들을 모두 표현하면서 “

”로 끝 맺는다: 너는 짐승이다.

y[irª o÷ hw"ïhy>

”{여ㅎ바님께서}106 나의 목자!(시다)

hypocatastasis: 명사 하나만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글 속에 숨어 있다. S921
너는 짐승과 같다(직유문), 너는 짐승이다(은유문), 짐승(암유문). 표현의
강도의 위력은 암유, 은유, 직유 순으로 작아진다.

사자가 그의 덤불로부터 올라왔다

AkêB.Sumi( hyEr>a; hl'Û['

사자가 누구인지가 표현되지 않아서 암유다.
: 내용은 암유이지만 직유를 뜻하는

--K.가

사용된 문장이다. S920

보라 ! 그가 사자 ( hyEùr>a;K).
é!Der.Y:h; !AaåG>mi
야르덴의 정글로부터 올라 올 것이다 . 사자 = 바벨론 왕

“

hl,[]y: hyEùr>a;K. hNEhiû

: S921

사자 그의 덤불로부터 올라왔다
: 어떤 점을, 그것과 닮은 것을

AkêB.Sumi( hyEr>a; hl'Û['
사용해서 비교하는 문장, S922

비유는 거듭되는 직유라 말할 수 있다.

너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와 미움거리가 될 것이다
: 어떤 점을

hn"+ynIv.liw> lv'Þm'l. hM'êv;l. t'yyIåh'w>

해서 비교하는 문장: S923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풍유문은 한 문장 보다는 문의 맥락에서 나온다.

: 924

`ynIlE)h]n:y> tAxånUm. yme-Þ l[; ynIcE+yBir>y: av,D,â tAaån>Bi ...y[iªro÷ hw"ïhy>

나의 목자시라 ...푸른 초원들 위에 그가 나를 누이
시고 , 쉴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 하시도다 ” 여ㅎ바님과 , 여ㅎ바님
의 돌보심 ,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은유적인 풍유문이다
“ {여ㅎ바님께서}106

`h'[,(J'Tiw: ~yI©AG÷ vreîg"T. [;ySi_T; ~yIrc:å .Mmi i !p,G<â

: S925

`#r,a'(-aLem;T.w: h'yv,ªr'v'÷ vreîv.T;w: h'yn<+p'l. t'yNIïPi
`tazO* !p,G<å dqoªp.W÷ hae_r>W ~yIm:åV'mi jBeäh; an"-ï bWvñ) étAab'c. ~yhiäl{a/

당신께서 미츠라임으로부터 포도나무를 옮기셨고 나라들을 내어 쫓
았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
10. 그 이전에 당신께서는 ( 땅을 ) 고르셨으며 , 그것은 그녀의 뿌리들을
뻗어 갔으며 , 그후 그것은 땅을 채웠습니다 .
15. 만군의 하ㄴ님이시여 , 이제 돌아오소서 , 하늘들로부터 내려다 보소
서 , 쳐다 보소서 ,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
시편 80:9-15 은 암유가 들어있다 . 포도나무는 여러 차레 언급되었으나 암
시하는 이쓰라엘은 표현되지 않아서 암유적 풍유다 .
9.

: 은유와 암유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풍유를 뜻한다 S927

5:1

`!m,v'(-!B, !r,q<ïB. ydIÞydIyli( hy"ïh' ~r,K,² Am+r>k;l. ydIÞAD tr;îyvi ydIyê dIyli( aN" hr'yviÛa'

5:1

wy['_Wv[]v; [j;Þn> hd'êWhy> vyaiäw> laeêr'f.yI tyBeä tAab'c. hw"Ühy> ~r,k,ø yKiä

5:7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노라: 그의 포도원을 위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나의 사랑하는 자가 기름진-언덕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

5:7

만군의 여ㅎ바님의 포도원은 이쓰라엘의 집이요, 여ㅎ후다의 사람들은 그가-아주-기
뻐하는 수목이라.

1-3절 사이에서는 포도원만 나와 있고 이쓰라엘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다.
7절에서는 포도원, 이쓰라엘과 여후다 두 가지가 다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다. 따라서 이사5:1-7은
: 성경에 인용된 잠언이다 S929

다.

그러므로 쌰울도 또한 예언자 중

`~yai(biN>B; lWaßv' ~g:ïh] lv'mê 'l. ht'yä >h' !Ke-l[;

한 사람인가?”가 잠언이 되었다
: 이미 생활 가운데서 잠언으로 자리 잡은 격언들이다 S930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lAx§k;w> ~yIm;êV'h; ybeäk.AkK. ^[]r.z:-ta,( hB,Ûr>a; hB''r>h;w>

그리고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줄 그어진 부분이 통속화 된 잠언이다.

: 사물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S932
네 형제의 피 소리가

`hm'(d'a]h'(-!mi yl;Þae ~yqIï[]co ^yxiaê ' ymeäD> lAq…

땅으로부터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 신의 형상을 사람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문장이다 933

Wdbe_ayO h;Alåa/ tm;äv.NImi

하ㄴ님의 숨결로부터 그들은 망한다.

: 하등 동물로 신이나 인간의 활동과 성격을 표현한 문장, S935
당신께서는 나에게 도움이시

`!NE)r;a] ^yp,än"K. lceÞb.W yLi_ ht'r'äz>[, t'yyIåh'-yKi(

기에, 나는 당신의 날개들의 그늘 아래서 노래를 하나이다

: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어떠한 내용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S936
면류관과 왕, 칼과 군인에서 면류관, 칼 등이 환유에 속한다
: 원인이 문장에 적혀 있으나 사실은 그 결과를 의미하는 환유다 S937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74/71

~n"+ArG> x;WtïP-' rb,q<)

: 결과가 문장에 적혀 있으나 사실은 그 원인을 나타내는 환유다 S938
나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즐거움과 기쁨을\ 듣게 하소서

hx'_m.fiw> !Afåf' ynI[eymiv.T;â

: 표현하는 주제의 상황이나 내용, 보조물, 부가물을 뜻한다 S939
당신께서는 내 앞에 상을 차리시나이다

!x'ªl.vu Ÿyn:p" 'l. %roì[]T;

!x'ªl.v은
u

밥상을 뜻하지 않고 방상위에 놓이는 부가물을 뜻하는 주제환유다.

: 주제환유와 반대되는 환유문이다. S940
소유자 보다는 소유물이 문장에 적혀 있는 것을 부가환유라 한다.

hd'êWhymi( jb,ve' rWsïy"-al{)

홀이 여후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jb,v는
e'

왕권을 상징하므로 부가환유문이다.

: 부분으로 전체를, 전체로 부분을 표현한다. S941
제유는 서로 상관이 있는 넓거나 좁은 두 개의 개념들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제유는

>

>

으로 더 작게 분류된다.

: 일반적인 종류를 들어서 그 종류에 속하는 한 속류를 나타낸다. S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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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육체가 그의 도를 땅 위에서
더럽혔기 때문에,

rf"±B는
'

육체

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속은 생물 분류 (과>속>종)에서 과 아래에 속한다 S943
“나는 ｢내 활을｣03 믿지 않으며 또한

`ynI[E)yviAt al{ åyBiªr>x;w>÷ xj'_b.a, yTiäv.q;b. al{ åyK

｢나의 칼이｣03 나를 구원하지도(F10Fa)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기에

åyBiªr>x;w.>÷ ..yTiäv.q;b는
.

하는 전쟁 무기들이다.

: 전체가 각 부분을 나타낸다. S944
그는 그 집의 전부를 금으로 칠했다.

tyIB:±h;-lK'는 집

: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낸다. S945
그들의 발들은 죄로 달려가기 때문에,

bh'Þz" hP'îci tyIB:±h;-lK'-ta,w>
를 나타내는 전체제유다.

WcWr+y" [r;äl' ~h,yleg>r;â yKiä

~h,yleg>r은
;â 악한 사람들만을 나타내는 부분제유다.

: 대조적인 이중개념을 사용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제유다. S946

ymi_Wqw> yTiäb.vi T'[.d;y"â hT'äa;

당신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나이다

ymi_Wqw> yTiäb.v는
i

모든 동작을 나타내는 이중제유 문이다.

: 두 개의 상관된 단어들을 사용 한 가지 생각을 표현한다. S947
내가 {특별히}156 너녀의 해산의 진통들을
222[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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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시킬 것이니라}”

%nEërohe(w> %nEåAbC.[는
i 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 임신의 고통을 뜻하는 이사일의 문장이다.
: 거치른 말을 피해서 부드러운 말로 넌지시 둘러서 하는 말. S948
{확실히}155 그는 그의 발들을 덮고 있었다

wyl'Þg>r;-ta, aWh± %ysimî e %a:

용변 보는 것을 점잖게 표현한 말이다.
: 주제를 갑자기 떠나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어법이다. S949
악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w<a"+ yle[]Poå-lK' yNIM,miâ WrWså

다비드가 기도 중에 돌아서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의 어순을 바꾸는 어법이다. S950
그들은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것이다

~yIm"+V'h; rp,SeÞk; WLgOðn"w>
hv'_B'Y:h; ha,Þr'tew>

: 표현 중의 한 부분만을 사용하는 어법. S951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라.

hv'_B'Y:h는
;

여성명사로 마른 땅을 표현한다.

현실사와 구약의 예시가 일치하는 것을 표현하는 어법 S952
나의 하ㄴ님! 나의 하ㄴ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한

ynIT"+b.z:[] hm'äl' yliaeâ yliäae

이라 한다.
도덕, 영적인 진리를 대칭한 물질적 대상을 가리킨다. S953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만들겠노라

`~yI)AG rAaðl.. ..^±nT> ,a,w>

: 본래의 뜻과는 반대어로 문장의 표현력을 높인다 S954

aWhê ~yhiäl{a-/ yKi( lAdG"-lAqb. WaÜr>qi

그는 하ㄴ님이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 조롱이나 비웃음을 사용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S955
｢하늘에 앉으신 이가｣03 웃으실 것이다,

`Aml'(-g[;l.yI yn"©dao ]÷ qx'_f.yI ~yIm:åV'B; bveäAy

｢나의 주가｣03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 저주와 험담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한다. S956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그로 하여금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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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하도록-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 하나의 구나 절을 다른 구나 절과 견주면서 뜻을 표현한다. S957
: 비슷한 절과 절을 견주하면서 뜻을 표현한다 S958
“｢하늘에 앉으신 이가｣03 웃으실 것이다,

`Aml'-( g[;l.yI yn"©doa]÷ qx'_f.yI ~yIm:åV'B; bveäAy

｢나의 주가｣03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줄의 뜻을 발전시킨다 S959
여ㅎ바께서는 위대한 신,

`~yhi(l{a/-lK'-l[; lAdªG"÷ %l,m,îW hw"+hy> lAdåG" laeä yKiÛ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 한 줄은 진리를, 다른 줄은 그 상징이나 예를 나타낸다 S960
여ㅎ바께서는 나의 목자시라,

ynIcE+yBiry> : av,D,â tAaån>B.i ..`rs")x.a, al{ åy[iªro÷ hw"ïhy>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원들에｣03

bbe_Avy> yviîp.n: `ynIlE)hn] :y> tAxånUm. ymeÞ-l[;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03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의 영혼을｣03
소생케 하시는도다. 2.3절이 1절에 대한 보기들을 나열한다.

: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줄과 대조를 이룬다
여ㅎ바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S961)

`dbe(aTo ~y[iäv'r> %r,d,Þw> ~yqI+yDIc; %r,D,ä hw"hy>â [;deäAy-yKi(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은｣03 망하게 되느니라

: 첫 줄의 내용을 여러줄들이 점차적으로 강화시킨다 S962
: 운율이나 작시법에 맞추어 두 줄이나 구를 연결한 문장 S963

`yvi(d>q'-rh; !AY©ci÷-l[; yKi_l.m; yTik.s;än" ynIa]w:â

｢내가｣03 나의 왕을 거룩한 나의
산인 치욘에 취임시켰다

: 단어나 단어들이 한 절에서 반복되는 경우다. S964

`T'l.k'(a' WNM,Þmi-lk'a] yTiîl.bil. ^yti²yWIci rv<aô ] #[eªh'-!mih]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나무로부터 너남이 먹었느냐?

문에,

#[E가

WN-가 #[eªh를
'

가리키기 때

반복된 것으로 본다.

: 소리나 의미나 어원들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문장이다. S965

#r,a'_h'-lK' tp;äf. hw"ßhy> ll;îB' ~v'²-yKi lb,êB' Hm'v. ar'Ûq' !Keú-l[;
여ㅎ바님께서 거기에서 모든 땅의 언어를 혼동 시키셨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

lb,êB과
' ll;îB을
'

lb,êB과
' ll;îB의
'

소리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압운어로 분리한다.

: 각 행의 첫 글자들을 짜 맞추면 어떠한 뜻이 되도록 지어진 시 S966

`ypi(B. AtïL'hiT.( dymiªT'÷ t[e_-lk'B. hw"åhy>-ta, hk'rä ]b'a]
`Wmv'a( .y< qyDIäc; yaeÞn>fow> h['_r' [v'är' tteäAmT.
34:2

“나는 언제나 여ㅎ바님을 축복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끊임없이 내
입술에!”

34:22 “악이 악한 자를 죽이고 의인을 싫어하는 자들은 형벌을-받을-것
이니라. 시편34편은 알파베트 순서대로 시행의 첫 글자를 맞추었다. 그러나 마

지막 절인 23절에선 알파베트 순서를 벗어 나서

: S967

p로 시작하면서, 구원을 강조한다.

`yl'([' ~ymiîq' ~yBiªr;÷ yr'c_ ' WBår;-hm'( hw"hy>â
`hl's,( ~yhiìl{abe( ALì ht'['¦Wvy>) !yaeÛ yviîpn. :òl. ~yrIám.ao é~yBir;

“여ㅎ바님! 나의 원수가 얼마나 많나이까?, ｢많은 사람들이｣03 나를 대항해
서 일어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03 나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ㄴ
님 안에서 그를 위한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첫 단어

é~yBir이
;

2-3절

에서 반복되었다.
: 같은 단어가 시작과 끝에 사용된 경우다. S968

`hT'a'( yliaeä yMiªai÷ !j,B,îm.i ..ynIT"+b.z:[] hm'äl' yliaeâ yliäae
“나의 하ㄴ님, 나의 하ㄴ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편22:2)
“나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하ㄴ님이시외다}71”(시편22:11)

ylia가
eä

2절을 시작하고 11절을 끝맺고 있다.

: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구나 절이 반복될 때 어순이 전치된다 S969

I)`~yIr")p.a,-ta, rcoðy"-al{) hd'ÞWhywI) hd'êWhy>-ta, aNEåq;y>-al{) ~yIr;'p.a,
에프라임은 여후다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고, 여후다는 에프라임을 적대시
하지 않을 것이다. 단어가 놓인 위치상으로 볼 때에,

~yIr;'p.a과
, hd'ÞWhywI가
)

서로 교차관계를 이룬다.
: 접속사가 여러번 반복되는 문장이다. S970

%roà[]Y:w:) x;Beêz>Mih-; ta, ~h'r'ba. ; ~v'Û !b,YIw: è~yhil{a/h' Alå-rm;a'( rv<åa] é~AqM'h;-la,( WaboªY"w:
`~yci([el' l[;M;Þmi x;Beêz>Mih;-l[; Atao ~f,Y"Üw: AnëB. qx'äc.yI-ta, dqo[]Y:w:) ~yci_[eh'-ta,
“

그들은 하ㄴ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로 왔다.

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의 아들 이츠하크를 묶었다.
다”(창세22:9).

아

나무들을 질서 있게 놓았다.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다 놓았

: 구나 절이 발전하면서 점점 의미가 강해지는 문체다. S971

~yaiJ'x;â %r,d,äb.W ~y[ivî 'ñr> tc;ç[]B; é%l;h' al{ ïŸ rv<Üa] vyaiªh'-yrev.(a;
`bv'(y" al{ å~yciªle÷ bv;îAmb.W dm'_[' al{

“<사람의 행복이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
지 않고(é%l;h'

al{),

｢죄인들의 길에｣03 서 보지 않고(dm'_['

자들의 모임가운데｣03 앉아 보지 않은(`bv'(y"
>

>

al{)

al{),

｢비웃는

것(이니라)”

, 점점 동사표현이 강해진다.

: 의미 고조형의 반대다. S972

`Wp['(yyI al{w> Wkßl.yE W[g"ëyyI al{w> WcWry" ~yrI+v'N>K; rb,aeÞ Wlï[]y: x;koê Wpyliäx]y: hw"hy> yEÜAqw>
“여ㅎ바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힘을 되찾게 되리라(F10E), 그들은 독수리
들처럼 날개로서 치솟아 오르리라(Wlï[]y: F10E), 그들은 달리지만(WcWry"
A10E) 피곤하지 아니 하리라, 그들은 걸어 다니지만(Wkßl.yE A10E) 지치지
아니하리라..
,

yEÜAq
,

A1M,

hw"q'

“기다리다”.

@l;x'

"변하다“, F 새롭게 하다

로 동작이 점점 내려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