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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G"+yI tb;-ä Aa xG"ßyI !bEï-Aa

(33루 )

(33려 )

(33로 )

(33류 )

(33묘 )

(33뷰)

“한 칼 그리고 양 날들이 그것에”

aWhê hV'ai l[;B;Û-~ai

“만일 그가 한 여인의 남편이면”

너남들의 부친께서 잘 지내시느냐?”

~T,_r>ma; ] rv<åa] !qEßZ"h; ~k,îybia] ~Al±v'h]

어데서 오는 것이요? 그들은 대답했다,

(33사) 레아가 미움 받는 것을 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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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àpe ynEvï . Hl'²w> br,x,

`Wnx.n")a] !r"ßx'me Wrêm.aYOæw: ~T,_a; !yIa:åme
ha'êle ha'äWnf.-yKi( hw"hy> ar.Y:Üw:

(33카 )

~yhilOoa/

신에 대한 위대함에서 문 앞에

vyai

동사 앞에 주어로

]

(33쳐 )

vyai가 온 경우, 강조 없다(33지)
[

(33커)

(33죠 )

S-O-V, V-O-S 어순]2, 강조력 없다. 오직 7절 뿐(33큐)
:

(33댜 )

S(명사)- P: 강조 없음(33노)
33뇨 )

“내 생애의 년수들은 130년

(33더 ):

:

vyai
~yhilOoa/

(33주 )

“그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

상황절. 그런데 이쓰라엘은 요쎄프

:(33차) “우리들 중에선 아무도

:

hn"+v' ta;Þm.W ~yviîl{v. yr;êWgm. ynEåv. ymey>

(33초 )

`~v'-( rg") aWhïw>

wyn"ëB'-lK'mi @seAy-ta, bh;Ûa' laeªr'f.y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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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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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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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V

(33피 )

(33크 )

laeêr'f.yI-ta, wyr'x]a;( jPoÜv.YIw:

.

법문서:
(33요 )

:

동사절의 정상적인 어순이다. “너남들의 말들은 확인될 수 있다”

(33아)

(33우 ).

(

hT'äa;

“너남들은 나그네의 마음을 이해한다“

, 그와 그의 부인과

`aWh)

(32코 )

`aWh

(32쿄 )

al{

rGEëh; vp,n-<å ta, ~T,[.d;y> ~T,ªa;w>
ymi_Wqw> yTiäb.vi T'[.d;y"â hT'äa;

음율을 맞추기 위해

aWh(32저 )

Al°-rv,a]-lk'w> ATõv.aiw> aWhû ~yIr;øc.Mimi ~r''b.a; ûl[;Y:w:

“그는 아니다,

h['êr' Wnyle[' aAbÜt'-al{w> aWh+-al{

“그것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aWhå-!mi

ayh

(32키 )

`aWh(32퍄 )

중성 “그것, 저것” "당신들의 말씀들처럼 그것은 그렇게

aWh

(32표 )

~k,Þyreb.dI Wnðm.a'yEw>

“그녀는 하나, 나의 비둘기,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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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hå-rv,a]me

ytiêM't; ytiän"Ay ayhi tx;îa;
aWhê-!K, ~k,äyreb.dIK.

ayhi² %l,M,îh; tw:cm. i-yKi(

aWhh;,

(32프) 정관사와 함께 "그 땅의 금은 좋다”

ayhih;,

(32프)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독인사

hM'hhe ;,

(32프)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독인사

~heh,'

(32프)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독인사

hN"heh'

(32프)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독인사

aWh)

bAj+ awhihÞ ; #r,a'îh' bh;²z]W

(33갸 )고유명사 앞에, 버나야후가30명중에서 가장 힘이 센 자다

aWh-hT'a

~yhiêl{a/h'( aWh-hT'a;

(33믹) “당신께서는 하ㄴ님이시외다”

ta

ta

ta

(GKC§117k)

ta

hT'îa가
;

ta

-ta,

ta

~yviÞl{V.h; rABðGI Why"n± "b.

수동태 문의 주격, 주격 강조형

ta는

못씀

ha,Þr>m' hT'îa;-rv,a]

x:Wrê-lp;v.W aK'D:-ta,w> !AK+v.a, vAdßq'w> ~Arï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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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효 )

(33흐 )

!Alßyae laeêr'f.yI-ta, wyr'x]a;¥ jPoÜv.YIw:

“이제 엘론이 그 사람 이후로

에

hc'r>a"+ vyaiÞ @l,a,² rf"ï[' tn:mov. dA[ª laeør'f.yI ynEb.bi ûWtyxiv.Y:w:
laeªr'f.yI-ta, [;yviäAhl. %l,m,øybia] yrex]a; û~q'Y"w:

(33갹 )적 명사구가 문 중간에 “아비멜레흐 후에,

(33곡 )

부사

@seêAy ^ån>Bi rm;a' hKoÜ

“그래서 너남의 아들 요쎄프가

(33냑 ) 문 앞에,교차:

aF'ÛyI ~ymiªy" tv,l{v. ŸdA[åB. `~he ~ymiÞy" tv,l{ïv. ~ygIërIF"åh; tv,l{v.

나는「높고 거룩한 장소에서」겸손한 영의 사람과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 산다”

(32허). 독자적으로는 강조력이 없다. 동계단어와 함께 강조력이 있다.

누타츠

ht'r'_K)o V wyl'Þ['-rv,a] hr'îvea]h'w)> S l[;B;êh; xB;äz>m)i S #T;n)U V, w>)S에 강조력 없다(33쿄)
(33박)

바야하포흐1

tAKh;l. ûlxehe)V !miy"n>biW)S hm'_x'l.MiB; laeÞr'f.yI-vyai)( S %poðh]Y:w): V(33커)
W

바야하포흐2, 각각 다른 주어와 등위접속사로 됀 교차대구형 문, 후반절 )S에 강조력 없다(33커)

바요메르

vQE+b;m). V ykiänOa)' S yx;Þa;-ta,)O rm,aYO¨w:

응답문 형식, 앞에 온 목적어에 강조력 없다(33표)

바이씌포트

!Alßyae)S laeêr'f.yI-ta,)O wyr'x]a;¥)Α jPoÜv.YIw): V문형, Α가 V다음에, 강조력 없다(33호)

바이씌포트

!c"ßb.a)i S laeêr'f.yI-ta,)O wyr'x]a;( jPoÜv.YIw):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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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력 없다(33크)

W[ªd>y)" V al{ åAMøaiw> wybia'w)> S,

버아비브

버아템 여다ㅇ템

yD;v; laeÛw>

버엘 쏴다이

버이모 체메드

~yviêWbx] ~yrIAmx] dm,c,Û AMª[iw>

-

그런데 이쓰라엘은 사랑했다, 상항절로

`Waybi(h)e ~h,Þl' rv<ïa]-lk'w> ~r'²q'b.W ~n"ôacow)>) O,
`ydI(y"B. !t:ïn)" V Alà-vy<-rv,a] lkoïw)> O,

버후ㅇ 가르쐄

`~v'(-rg") aWhïw>

버후ㅇ 아바르

~yliêysiP.h;-ta, rb:å[' aWhw>

벨ㅇ로헤

쐬바ㅇ

laeªr'f.yI yheäl{awE

강조력 없다(33초)

AMª[엔 강조력 없다(33료)

교차형

w>)S에 강조력 없다(33코)
강조력 없다(33르)

시미과동사 피하려고, O에 강조력없다(33펴)

시과미 대용

aWhï에는 강조력이 없다(33더)

aWhw>에 강조력 없다(33유)

이쓰라엘의 하ㄴ님께서, 신의 위대함 때문

주어

laeÛw에
>

시미과동사 피하려고, O에 강조력없다(33포)

A1A 그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

`~yIr")cm. i #r<a-,î lk'B. lAdßG" [b'îf'

강조력 없다(33우)

laeªr'f.yIw에
> 강조력 없다(33주)

aWh++ ynIß[' vyaiî-~aiw,> aWh는 빚진자로 알려져서, ynIß[' vyaiî

버홀 아쐬르

~T,ªa;w>

상황절이기 때문 전치사구

!mI+y"n>Bi vyai)ä S lheÞB'YIw): V %p;êh')V laer'f.yI vyaiÛw)> S,

버임 이씌

버초ㅇ

너남들은 이해한다, 시과미 대용 독인사

신, 전능자(33초)께서, 신의 위대함 때문에 앞에 온

bh;aÛ ' laeªr'f.yIw>

버이쓰라엘

버이씌

~T,[.d;y> ~T,ªa;w>

안다는 동사가 와서 도치된 S에 강조력 없다(33캬)

lAdßG" [b'îf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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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eäl{awE에 강조력

없다(33추)

술어 앞에 왔지만, 강조력없다(33누)

아도니 로ㅇ

알켄

[d;îy"-al{)V ynIëdoa)] S,

`hZ<)h; rb"ßD'h;-ta, tAfê[]l; ^W>c;m). V ykiÛnOa)' S !Keú-l[;)A가 앞에 왔으나 강조력 없다(33국)

엘로힘

`ynI)B. ^ßn>x.y" ~yhiîl{a/

오-벤 이가흐

우버네

~yhiîl{a/

신의 위대함 때문

xG"+y)I SV tb;-ä Aa)O xG"ßy)I SV !bEï-Aa)O

hd,F'h-; !mi WaB')Û V bqoø[]y: ynEb.W)S,

임-바알

ac'äy)" V hw"ßhy>)S al{ïh,]

헤레브2 버라흐

tAyàpe ynEïv. Hl'²w>

후ㅇ

Wf+[]T); V !kE)A

aWh),

후ㅇ 나아르

법문서지만 강조력 없다(33하)

알려짐,

l[;B;Û

강조력없다(33류)

동작동사가 와서 도치된 주어 S에 강조력 없다(33 치)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치사구

tyIB"+B;-hm; yTiÞai [d;îy"-al{)V ynIëdao ])S !hE,å

헨 타아쑤

강조력 없다(33쵸)

동작동사가 와서 도치된 주어 S에 강조력 없다(33츠 )

aWhê hV'ai l[;B;Û-~ai, aWh는 yrIêb.[i db,[임
,ä

할로ㅇ 여ㅎ바

헨

안다는 동사가 와서 도치된 S에 강조력 없다(33카 )

Hl'에
² 는 강조력없다(33려 )

V가 지식의 동사여서 S에 강조력 없다(33펴)

부사가 문 앞에 왔으나 강조력과 상관없다(33곡)

고유 명사 앞에 나온 독인사, 동격관계, 강조력 없다(33가)

r[;n:© aWh

후ㅇ 버나야후

그는 젊은이,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

Why"±n"b. aWh

aWh에 강조력없다(33뎌)

이 버나야후는, 고유명사 앞 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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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h

후ㅇ는 강조력 없다.

후ㅇ 벤-이쏴 조나

hn"+Az hV'aä i-!B, aWh

힌니3 올라오고 있었다!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aWh에 강조력없다(33도)

`rao*y>h와
; raoªy>h;-!mi가 교차대구형이지만 A에 강조력 없다(33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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