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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금요일, 저녁 7-9시 (전체 5주)

히브리어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후 200-400년까지 서아시아 지방 일부에서 사용했던 
언어이며, 기독교 경전 중 구약 성서가 기록된 말로 유명합니다. 현대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라크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과 함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던 곳에서 
셈어라는 어족으로 묶을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며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런 말들과 문법과 어휘 면에서 유사한 점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의 호흡을 느끼고 그들이 열어 보여주는 문화적 특징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히브리어 음운과 친해지고,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이해하며, 보조 자료를 
이용해서 스스로 히브리어 문장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열두 번을 
만나서 낯선 외국어를 충분히 배우기는 어렵겠지만, 강좌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 공부해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강의 계획은 전체 강좌의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법 사항을 주로 적었지만 강좌는 만화와 구약 성서 직접 읽기를 위주로 
진행합니다.

교재
구매해야 할 교재는 없으며 유인물과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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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
강의 날짜 강의 내용 교재 비고

1 7/4

<히브리어 개론>
1. 자음과 모음, ‘쉐바’
2. 강세(‘다게쉬’)
3. 주격 인칭대명사(단수)
4. 명사(단수)
5. 명사 문장(단문)
6. 관사 ‘헤’와 의문접두사 ‘헤’

BHII 4-7



7. 전치사 ‘라메드’의 활용(단수)

2 7/7

<창세기 1장 3절>
1. 명사(복수, 쌍수)
2. 주격 인칭대명사(복수)
3. 명사 문장(‘예쉬’와 ‘엔’)
4. 접속사 ‘바브’와 다른 전치사들
5. 의문문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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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장 22절>
1. 동사 개론
2. 완료형 동사, ‘칼’(단수)
3. 전치사 ‘라메드’의 활용(복수)
4. 구문론과 어순

13-18

4 7/14

<창세기 1장 37절>
1. 완료형 동사, ‘칼’(복수)
2. 명사의 연계형
3. 완료형 동사의 용례
4. 인칭 접미사(단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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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장 3절>
1. 미완료 동사, ‘칼’(단수)
2. 동사의 부정형
3.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4. 목적어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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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장 22절>
1. 미완료 동사, ‘칼’(복수)
2. 미완료 동사, ‘칼’, ‘하야’
3. 동사 ‘피엘’과 ‘히필’
4. 주절과 종속절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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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장 37절>
1. 인칭 접미사(복수)
2. 형용사
3. 지시 대명사
4. 명사, ‘세골렛’

42-49

8 7/28

<창세기 3장 3절>
1. 이야기를 위한 과거 변화
2. ‘바예히’
3. 동사 ‘나팔’과 ‘히트파엘’
4.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50-57

9 8/1
<창세기 3장 22절>
1. 청유형과 명령형
2. 인칭 접미사와 동사들
3. 어순, 화제의 집중

58-64

10 8/4 <창세기 3장 37절> 65-74



1. 동사의 분사형
2. 이야기의 배경
3. 동사 복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