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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경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바벨이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기념비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기록한 언어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바벨어라고 부르거
나 좀 더 오래된 지명을 써서 악카드어라고 부릅니다(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악카드어
Akkadian의 고대 바벨 방언Old Babylonian으로 기록).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대 문명의 기반이며, 쐐기 문자(설형문자)를 이용해서 기록하는 대표적인 언어
입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함무라비 법전을 악카드어로 배우면서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의 호
흡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며, 10회에 걸친 강좌를 통해 그들이 열어 보여주는 문화적 특징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좌의 교육목표를 좀 더 자세히 서술하면 악카드어 음운과 친해지고, 기본적인 문법 구조
를 이해하며, 보조 자료를 이용해서 스스로 악카드어 문장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는 것입니다. 열 번을 만나서 낯선 외국어를 충분히 배우기는 어렵겠지만, 강좌가 끝난 뒤에
도 스스로 공부해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강의 계획은 전체 강좌
의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법 사항을 주로 적었지만 강좌는 함무라비 법전 직접 읽기를 
위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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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
*4월21일(금)은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 날짜 강의 내용 교재 숙제

1 3.10
<고대 서아시아 문명 개론>
<쐐기문자와 악카드어 개론>
1. 쐐기문자, 기본 기호들

슬라이드 자기 이름 쓰기

2 3.17

<악카드어: 명사와 명사문장>
1. 명사(성, 수, 격)
2. 주격 인칭대명사

3. 명사 문장

슬라이드

3 3.24

<악카드어: 동사와 동사문장>
1. 동사 개론

2. 강동사의 기본형

3. 약동사의 기본형

4. 동사 연습

슬라이드 제 1 조

4 3.31

<함무라비 법전, 제 1 조>
1. 명사의 활용: 수와 격에 따른 활용
2. 접속사 šumma
3. 점속어미 -ma
4. 부정부사 lā
5. 대명사 어미 –ka, -šu

제 1 조 제 3 조

5 4.7

<함무라비 법전, 제 3 조>
1. 전치사와 명사의 소유격
2. 추상명사를 위한 어미 -ūt-
3. 명사의 연계형
4. ventive –am
5. 동사의 가정법 어미 –u
6. 독립 인칭 대명사(단수, 복수)

제 3 조 제 4 조

6 4.14

<함무라비 법전, 제 4 조>
1. 표의문자(logogram) 사용
2. 독립 인칭 대명사(소유격, 여격)
3. 동사 삽입사들, t와 tn

제 4 조 제 5 조

7 4.28

<함무라비 법전, 제 5 조>
1. 직업을 가리키는 명사 형태
2. 같은 어근으로 동사와 목적어 사용
3. 동사 중간 모음 e
4. 부사로 만드는 어미 -ânu-
5. 목적어를 반복하는 동사 접미사
6. 동사의 부정사 활용
7. 관계사 ša
8. 수사

제 5 조 제 2 조



9. 명사 한정사
10. 부정 부사 ul

8 5.5

<함무라비 법전, 제 2 조>
1. 관계사 ša
2. 상태 동사
3. 동사 활용, 복습
4. 자음접변과 그 표기법
5. 대명사 접미사

제 2 조 제 6, 7, 8 조

9 5.12

<함무라비 법전, 제 6, 7, 8조>
1. 접속사 lū ... lū
2. 대명사 mimma
3. 복합 가정문
4. 소유를 나타내는 ša
5. 특정 명사를 가리키는 -ān
6. 동사 išû, rī’abu

제 6-8 조 제 9-13조

10 5.19

<함무라비 법전, 제 9-13조>
1. 형용사의 활용
2. 자음의 동화현상
3. 접미사 mi
4. 청유형 lū + 동사(과거)
5. 대명사 접미사(동사 뒤)

제 9-13조 제 14-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