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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ונָ֥ה בֶן־אֲמִּתַ֖י לֵאמֹֽר׃

1) 바 여히 따바르-아도나이 엘 요나 벤-아미타이 레 아모르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아미타의 아들 요나에게, 이르시기를…



קּ֠ום לְֵ֧ אֶל־נִֽינְוֵ֛ה הָעִ֥יר הַּגְדֹולָ֖ה ּוְקָר֣א עָלֶ֑יהָ ּכִֽי־עָלְתָ֥ה ָרעָתָ֖ם לְפָנָֽי׃

2) 쿰 레크 엘-니느베 하 이르하 끄돌라 부 크라 알레이 키-알르타 라아탐 르파나이


일어나 가라 너는 니느베로 그 큰 도시 그리고 외쳐라 그것을 향해 올라왔다고 너의 사

악함이 내 얼굴 앞에…


 וַּיָָ֤קם יֹונָה֙ לִבְֹר֣חַ ּתְַרׁשִ֔יׁשָה מִּלִפְנֵ֖י יְהוָ֑ה וַּיֵֶ֨רד יָפֹ֜ו וַּיִמְצָ֥א אָנִּיָ֣ה׀ ּבָאָ֣ה תְַרׁשִ֗יׁש וַּיִּתֵ֨ן


ׂשְכָָרּ֜ה וַּיֵֶ֤רד ּבָּה֙ לָבֹ֤וא עִּמָהֶם֙ ּתְַרׁשִ֔יׁשָה מִּלִפְנֵ֖י יְהוָֽה׃

3) 바야쿰 요나 리브로아흐 타르쉬사 밀리프네이 아도나이 바여레드 야포 바이므차       

아니야 빠아 타르쉬스 바이텐 슈카라 바여레드 빠 라보 이마템 타르쉬사흐 밀리페네이 

아도나이


일어났다 요나가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그리고 내려갔다 야포로 

그리고 발견했다 배를 다시스로 가는, 그리고 주었다 삯을 내려 가서 다시스로 그와 함

께 가는 얼굴로부터 (멀어지려고) 주님의



וַֽיהוָ֗ה הֵטִ֤יל רּֽוחַ־ּגְדֹולָה֙ אֶל־הַּיָ֔ם וַיְהִ֥י סַֽעַר־ּגָדֹ֖ול ּבַּיָ֑ם וְהָ֣אֳנִּיָ֔ה חִּׁשְבָ֖ה לְהִּׁשָבֵֽר׃

4) 바아도나이 헤틸 루아흐-끄돌라 엘-하얌 바여히 싸아르-까돌 빠얌 쁘하아니야 히슈

바 르히샤베르


주님께서 보내셨다 큰 바람을 그 바다에, 그리고 큰 풍랑이 있었다 그 바다에, 그리고 

그 배가 생각되었다 깨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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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וַּיִֽיְראּ֣ו הַּמַּלָחִ֗ים וַּֽיִזְעֲקּו֮ אִ֣יׁש אֶל־אֱֹלהָיו֒ וַּיָטִ֨לּו אֶת־הַּכֵלִ֜ים אֲׁשֶ֤ר ּבָֽאֳנִּיָה֙ אֶל־הַּיָ֔ם


לְהֵָק֖ל מֵֽעֲלֵיהֶ֑ם וְיֹונָ֗ה יַָרד֙ אֶל־יְַרּכְתֵ֣י הַּסְפִינָ֔ה וַּיִׁשְּכַ֖ב וַּיֵָרַדֽם׃

5) 바이-르우 하말라힘 바 이즈아쿠 이쉬 엘-엘로하이브 바야틸루 에트-하켈림 아쉐르 

빠아니야 엘-하얌 르하켈 메알레이헴 브 요나 야르드 엘-야르크테이 하쓰피나              

바이슈카브 바여라담


두려워 했다 선원들이, 불렀다 사람마다 그의 신을, 그리고 던졌다 물건들을 배 안에 있

는 그 바다로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요나는 내려갔다 먼 곳으로 그 배의, 그리고 누워 

잤다 깊은 잠을 


 וַּיְִקַר֤ב אֵלָיו֙ ַר֣ב הַחֹבֵ֔ל וַּיֹ֥אמֶר לֹ֖ו מַה־ּלְָ֣ נְִרּדָ֑ם קּ֚ום ְקָר֣א אֶל־אֱֹלהֶ֔יָ אּולַ֞י יִתְעַּׁשֵ֧ת


הָאֱֹלהִ֛ים לָ֖נּו וְֹל֥א נֹאבֵֽד׃

6) 바이크라브 엘라이브 라브 하콜벨 바요메르 로 마-르카 니르담 쿰 크라 엘-엘로헤이

카 울라이 이트아쉐트 하엘로힘 라누 브로 노아베드


가까이 갔다 그에게로 큰 선원이,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너게 무슨 일인가 자다니, 일어

나라 구하라 네 하나님께, 생각하사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וַּיֹאמְרּ֞ו אִ֣יׁש אֶל־ֵרעֵ֗הּו לְכּו֙ וְנַּפִ֣ילָה גֹֽוָרלֹ֔ות וְנְֵ֣דעָ֔ה ּבְׁשֶּלְמִ֛י הָָרעָ֥ה הַּזֹ֖את לָ֑נּו וַּיַּפִ֙לּו֙


ּגֹֽוָרלֹ֔ות וַּיִּפֹ֥ל הַּגֹוָר֖ל עַל־יֹונָֽה׃

7) 바요므루 이쉬 엘-레에후 르쿠 브나필라 고랄로트 브 네드아 쁘셀르미 하 라아 하조

트 라누 바야필루 꼬랄로트 바이폴 하꼬랄 알-요나


그리고 말했다 각기 옆 사람에게 하자 제비뽑기를, 그리고 알자 누구로부터 이 사악함

이 우리에게, 그들이 제비뽑기를 했다, 그리고 제비가 요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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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וַּיֹאמְרּ֣ו אֵלָ֔יו הַּגִיָדה־ּנָ֣א לָ֔נּו ּבַאֲׁשֶ֛ר לְמִי־הָָרעָ֥ה הַּזֹ֖את לָ֑נּו מַה־ּמְלַאכְּתְָ֙ ּומֵאַ֣יִן ּתָבֹ֔וא


מָ֣ה אְַרצֶָ֔ וְאֵֽי־מִּזֶ֥ה עַ֖ם אָּֽתָה׃

8) 바요메루 엘라이브 하끼다-나 라누 빠아쉐르 르미-하라아 하조트 라누  마-므라아크

트카 부메아인 타보 마 아르체카 브에이-미쩨 암 아타


그들이 말했다 그에게 사연을 부디 우리에게 말하라, 이 사악함이 우리에게 누구로 말

미암았는가, 네 직업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네 땅이 어딘가,  그리고 어떤 민족인

가 너는


 


 וַּיֹ֥אמֶר אֲלֵיהֶ֖ם עִבְִר֣י אָנֹ֑כִי וְאֶת־יְהוָ֞ה אֱֹלהֵ֤י הַּׁשָמַ֙יִם֙ אֲנִ֣י יֵָר֔א אֲׁשֶר־עָׂשָ֥ה אֶת־הַּיָ֖ם


וְאֶת־הַּיַּבָׁשָֽה׃
9) 바요메르 엘레이헴 이브리 아노키 브에트-아도나이 엘로헤이 하솨마임 아니 야레아 

아쉐르-아싸 에트-하얌 브에트 하야빠샤


그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브리 나는,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하늘의, 내가 두려워 

하는, 바다를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드신


 


 וַּיִֽיְראּ֤ו הָֽאֲנָׁשִים֙ יְִראָ֣ה גְדֹולָ֔ה וַּיֹאמְרּ֥ו אֵלָ֖יו מַה־ּזֹ֣את עָׂשִ֑יתָ ּכִֽי־יְָדעּ֣ו הָאֲנָׁשִ֗ים


ּכִֽי־מִּלִפְנֵ֤י יְהוָה֙ הּ֣וא בֵֹר֔חַ ּכִ֥י הִּגִ֖יד לָהֶֽם׃

10) 바이르우 하아나쉼 이르아 그돌라 바요므루 엘라이브 마-쪼트 아시타 키-야드우 하

아나쉼 키-밀리프네이 아도나이 후 보레아흐 키 하끼드 라헴


두려워 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 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알고, 그가 주님의 얼굴 앞을 도망한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했으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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וַּיֹאמְרּ֤ו אֵלָיו֙ מַה־ּנַ֣עֲׂשֶה ּלְָ֔ וְיִׁשְּתֹ֥ק הַּיָ֖ם מֵֽעָלֵ֑ינּו ּכִ֥י הַּיָ֖ם הֹולְֵ֥ וְסֹעֵֽר׃
11) 바요메루 엘라이브 마-나아쎄 라크 브이쉬토크 하얌 메아레이누 키 하얌 홀레크 브소에르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어째야 무엇을 우리가 너에게, 조용해 질까 바다가 우리에게, 그 

바다가 갔다 그리고 폭풍


 וַּיֹ֣אמֶר אֲלֵיהֶ֗ם ׂשָאּ֙ונִי֙ וַהֲטִילֻ֣נִי אֶל־הַּיָ֔ם וְיִׁשְּתֹ֥ק הַּיָ֖ם מֵֽעֲלֵיכֶ֑ם ּכִ֚י יֹוֵד֣עַ אָ֔נִי ּכִ֣י בְׁשֶּלִ֔י


הַּסַ֧עַר הַּגָדֹ֛ול הַּזֶ֖ה עֲלֵיכֶֽם׃

12) 바요메르 알레이헴 싸부니 바하틸루니 엘-하얌 브이슈토크 하얌 메아레이켐 키 요

데아 아니 키 브쉘리 하싸아르 하까돌 하쩨 알레이켐


그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나를 택해 던져라 바다로, 잠잠해 진다 그 바다가 너희에게 닥

친, 안다 내가 나 때문인 것을 폭풍 거대한 이 너희에게 임한


 



וַּיַחְּתְרּ֣ו הָאֲנָׁשִ֗ים לְהָׁשִ֛יב אֶל־הַּיַּבָׁשָ֖ה וְֹל֣א יָכֹ֑לּו ּכִ֣י הַּיָ֔ם הֹולְֵ֥ וְסֹעֵ֖ר עֲלֵיהֶֽם׃

13) 바약흐트루 하아나쉼 르하쉬브 엘-하야빠샤 브로 야콜루 키 하얌 홀레크 브쏘에르 알레이헴


노를 저었다 그 사람들이 돌리려고 마른 땅으로, 그러나 할 수 없었다, 그 바다가 갔다 

그리고 폭풍이 그들에게 



 וַּיְִקְראּ֨ו אֶל־יְהוָ֜ה וַּיֹאמְרּ֗ו אָּנָ֤ה יְהוָה֙ אַל־נָ֣א נֹאבְָד֗ה ּבְנֶ֙פֶׁש֙ הָאִ֣יׁש הַּזֶ֔ה וְאַל־ּתִּתֵ֥ן


עָלֵ֖ינּו ּדָ֣ם נִָק֑יא ּכִֽי־אַּתָ֣ה יְהוָ֔ה ּכַאֲׁשֶ֥ר חָפַ֖צְּתָ עָׂשִֽיתָ׃

14) 바이크라 엘-아도나이 바요메루 안나 아도나이 엘-나 노아브다 쁘네페쉬 하이쉬 하

쩨 브엘-티텐 알레이누 땀 나키이아 키-아타 아도나이 카아쉐르 하파츠타 아씨트


그들이 주님께 외쳤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없애지 마

십시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무죄한 피를, 당신은 주님이

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기를 좋아하시므로


- -4



요나 1장 


2023년 5월 16일



וַּיִׂשְאּו֙ אֶת־יֹונָ֔ה וַיְטִלֻ֖הּו אֶל־הַּיָ֑ם וַּיַעֲמֹ֥ד הַּיָ֖ם מִּזַעְּפֹֽו׃

15) 바이쓔아브 에트 요나 바여틸루후 엘-하얌 바야아모드 하얌 미짜아포 


그들이 요나를 들어 던졌다 그 바다로, 그리고 멈추었다 그 바다가 뒤끓던 게



וַּיִֽיְראּ֧ו הָאֲנָׁשִ֛ים יְִראָ֥ה גְדֹולָ֖ה אֶת־יְהוָ֑ה וַּיִֽזְּבְחּו־זֶ֙בַח֙ לַֽיהוָ֔ה וַּֽיִּדְרּ֖ו נְָדִרֽים׃

16) 바이루아부 하아나쉼 이르아 그돌라 에트-아도나이 바이즈쁘후-제바아흐 바이뜨

루 느다림


무서워 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 했다 크게 주님을, 그리고 드렸다 제물을 주님께, 그리

고 약속했다 약속을


한글판 요나서 1장 17절은 히브리어판 요나서에서는 2장 1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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