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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션&컴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다음의내용은중요한내용이므로주의깊게잘읽어주시기바랍니다.
본최종사용자사용권계약(이하‘사용권계약’)은사용자(‘개인’혹은‘단체<교회 or 학교 or 업체등>’가 (주) 미션& 컴의소프트웨어프로그
램(이하‘소프트웨어’)을사용함으로써이루어집니다. 만약, 설치시에나타나는회사에서제공해드리는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지않으시면제
품을 구입한 곳에서 구입하신 지 14일 이내(소비자보호법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에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설치하지 않고 내용
물 전부와 구입 수증을 반환하실 경우, 지불한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지적 재산권법을 비롯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를받습니다.

※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이허락되는것임을잊지마시기바랍니다.

전체매뉴얼(사용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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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권
(주) 미션 & 컴은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대로 고객님께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드립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에 실려
있거나기타기억장치(외장하드혹은USB 메모리스틱등)에저장되어있는경우, 본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간주합니다. 소프트
웨어의수량은원칙적으로는소프트웨어가‘사용하는’컴퓨터의숫자와같아야합니다.

2. 사용권의 양도
본소프트웨어의사용권계약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실경우피양도자가본계약서의내용을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에제품의원본과
부속물전부를양도하고, 양도자의모든보관용(백업본) 프로그램은삭제하셔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질경우, 이사실을고객등록변
경의형식으로 (주) 미션& 컴에유, 무선혹은FAX나전자메일등기타의방법등을통하여반드시알려야합니다.

3. 저작권
본소프트웨어와모든부속물에대한저작권과지적소유권은 (주) 미션& 컴이가지고있으며, 이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
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께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보관용(백업본) 복사본 하나를 만드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복사를하여서는안됩니다. 아울러 (주) 미션& 컴의사전서면이나동의및허락없이본소프트웨어나데이터를변형하거나부속된인
쇄물을수정, 변형및복사하실수없습니다. 아울러 (주) 미션& 컴의사전서면이나동의및허락없이는본소프트웨어의그어떤내용물을가
지고상업용으로사용해서도안됩니다.

4. 설치
본소프트웨어의개인사용자께서는본소프트웨어를집과사무실(집무실), 휴대용컴퓨터(노트북, 넷북등)에설치하실수있습니다. 

5. 보증의 한계
(주) 미션 & 컴은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CD(혹은 DVD)와 모든 부속물에 대하여 물리적인 결함이 없음을 보증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제품 제작 상의 실수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교환대상 제품은
제품구입후 90일이경과하지않았다고하는증거물( 수증혹은입금증등)이반드시있어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로인한제품손상에대해
서는 교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 미션 & 컴은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이 사용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는 보증은 하지 않
으며, 본소프트웨어의사용으로인해초래된모든결과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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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
(주) 미션& 컴은 (주) 미션& 컴의제품공급자(정식거래업체-서점혹은딜러등), 대리점등을포함한제3자가구두혹은기타고지수단을통
하여사용자에게한약속에대해 (주) 미션& 컴은책임을지지않습니다.

7. 기간
본계약은사용자가더이상본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않을때종료됩니다. 이는사용자가본소프트웨어와그부속물및보관용(백업본) 프로그
램을파기하거나계약내용을준수하지않았을경우에도종료될수있습니다.

8. 사용자 등록 및 개정 방침
사용자께서는본소프트웨어를구입후반드시 (주) 미션& 컴의홈페이지에나와있는공지사항등을참조하시어고객등록을해주셔야하며아
울러 제품번호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정식 절차를 밟아 등록을
마친사용자에한해서는다음의업그레이드판혹은새로운소트트웨어(새로운버전)가출시되었을시할인된가격으로구매하실수있는우선권
을제공해드립니다.

9. 고객 지원
(주) 미션& 컴은정식으로등록을마친사용자에한하여관련소프트웨어를잘사용하실수있도록각종편의및A/S를제공하여드립니다.

10. 인정
사용자께서는본사용계약서에명시된모든내용을읽고이해하며계약조건에동의하고나아가본내용이이전버전의사용계약서나과거의모
든주문, 약속, 광고, 고지또는서면합의사항에최우선하는것임을인정합니다.

11. 문의
본계약서에대하여문의하실사항이나의문나는점이있으시면고객지원부031-906-6230 혹은팩스031-979-7897로서면질의, 혹은본사
홈페이지관리자에게E-Mail(webmaster@misoft.co.kr)로질문하여주시면상세하게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본제품의구성물및내용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습니다.

1.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DVD 2장
2.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제품번호
3.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를담고있는케이스세트

고객등록에 대한 안내는 본사 홈페이지(www.misoft.co.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정을 통하여 <기타> 항목에 입력하여 주시
면됩니다.

아울러외국에거주하시는고객들중주민등록번호가없으신 주권혹은시민권자인경우에는본사웹마스터메일(webmaster@misoft.co.kr)로
사용자의정보(이름,원하는아이디, 원하는패스워드, 주소, 연락처, 제품번호등)를보내주시면대행하여드립니다.

●본소프트웨어담긴라이선스계약권및판권소유자목록

- 개역한 성경전서개역한 판, 1996(184판)
- 개역성경개정성경전서4판, 2005(4판)
- 개역한자국한문간역, 1990(72판)
- 개역한자성경전서개역한 판, 1961-한자병기본
- 개역한 침례표기성경전서개역한 판, 1961-침례표기본
- 공동번역공동번역성서, 1977
- 표준새번역성경전서표준새번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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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성경현대인의성경수정판, 1997
- 우리말성경2판, 2011
- 중국어간체중국어간체성경
- 문맥성경문맥성경총신대학출판부, 서울성경연구원
- KJV / King James Version, 1769
- KJV Strong / King James Version, 1769 with Strong code
- NKJV / New King James Version, 1982
- NIV / New International Version, 1984
- ASV / American Standad Version, 1901
- NASB /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63
- RSV / Rervised Standard Version, 1973
- NRSV / New Rervised Standard Version, 1989
- NLT / New Living Translation, 1996
- YLT / Young’s Literal Translation, 1884
- DBY / Darby’s Translation, 1884
- BBE / Bible in Basic English, 1964
- Webster / Webster’s Bible, 1833
- WEB / World English Bible, 1995
- Latin Vulgate / Jerome’s Latin Vulgate, A.D. 405
- RV / Romanize Standard Version, 
- Douay / Douay-Rheims Bible(Catholic Version), 1899
- 프랑스어성경LSG / The French Louis Second Version, 1910
- 독일어성경SCH / The German Schlachter Version, 1951
- 독일어성경LUT / The German Luther Bible, 1912
- 독일어성경ELB / The German Elberfelder Bible, 1871



- 이태리어성경LND / The Italian La Nuova Diodati, 1991
- 스페인어성경SRV / The Spanish Reina-Valera Bible, 1909
- 러시아어성경RST / The Russian Synodal Text of the Bible, 1917
- 스웨덴어성경SWE / The Swedish Bible, 1917
- LXX 문구약 / English Translaion of Septuagint, 1851
- BHS /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0
- BHS 자음 /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 BHSJ 자음M /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with Morphology
- LXX / Jerome’s Septuagint, B.C. 270
- UBS 4th / The Greek New Testament, edited by Kurt Aland, Mattew Black, Nestle-Aland 27th, 1993
- TR Stephanus / Stephanus Textus Receptus GNT, 1550
- TR Scrivener / Scrivener Textus Receptus GNT, 1894
- TR with Strong / Strong Stephanus Textus Receptus GNT, 1550 with Strong Code
- Westcott Hort / Westcott Hort GNT, 1881
- Tischendorf / Tischendorf GNT 8th Edition, 1872

6



7

설치하기전에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의제품에포함된모든프로그램과자료파일등은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해보호받고있습니다. “디
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에 사용된 모든 자로들은 원 저작권 소유주와의 양도 및 사용권 계약을 통해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미
션&컴은양질의자료만을엄선하여고객들에게제공하여드릴것입니다.

본격적으로활용하기에앞서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를 사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를 사용 할 수 있는 분들은 쉽게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하 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도 사용설명서를 참고한다면 누구든지 빠른 시간에 성경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되도록 사용
설명서를참고하시어사용하시기바라며설명서를참고하는과정에의문점이나잘못된점이있으면고객지원실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설치요건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설치하기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를사용하기위해서는최소한위와같은시스템사양을갖추고있어야합니다. 최소환경일경우는프로그램의실행속
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권장 환경 이상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여

본격적으로 디럭스바이블 인터내셔널 활용하기

구 분 최 소 환 경 권 장 환 경
운 체제 Windows XP 이상 Windows7 이상
CPU PENTIUM 4 이상 CORE2 이상
RAM 1 MB 이상 2 MB 이상
HDD 최소20GB이상여유공간 20GB이상여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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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공간이 최소 20GB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설치하시기 전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만약 여유 공간이 모자라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삭제하시고
공간을확보한뒤설치하시기바랍니다.

•내 컴퓨터에서 설치하기
“디럭스바이블인턴내셔널”DVD를 DVD-ROM에 넣고, 원도우즈 바
탕화면에서 [내컴퓨터]아이콘을마우스로더블클릭합니다.
[내컴퓨터]에서DVD-ROM 드라이브를마우스로더블클릭합니다.
그리고Setup.exe 파일을마우스로더블클릭하면설치프로그램이실
행됩니다.
위그림은사용권계약입니다.
약관을읽어보신후내용을동의하시면“예”를누릅니다.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가설치될경로를선택하는화면입니다.
기본경로는 C : \DeluxeBible2020입니다. 다른 폴더나 다른 드라이
브에 설치할 경우 [찾아보기]버튼을 눌러 경로를 설정하십시오. 기본
경로로설치하실경우[다음] 버튼을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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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완료화면입니다.
[끝내기]버튼을누르면설치가완료됩니다.

자동업그레이드기능활용하기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이실행될때버전을체크하여자동으로최신버전으로업그레이드해주는기능입니다.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버전을제거할경우에는다음과같이하여야합니다.
1. <시작> → <설정> → <제어판> → <프로그램추가/제거>를선택합니다.
2. <설치/제거>목록에서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을선택한후<추가/제거>버튼을선택합니다.
3. 설치된폴더즉<내컴퓨터> → <로컬디스크C드라이브> → <DeluxeBible2020>를삭제합니다.

•기능소개 및 활용하기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의관한자세한설명과함께예제를첨가하여컴퓨터초보자도쉽게이해가가능하도록구성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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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사용법

•내용설명
통합성경과원어성경연구를 1개의화면에서동시에할수있도록구성하 으며대역성경창을이용하여원어와역본, 역본과대조와검색을
할수있도록하 습니다.

•통합성경
통합성경은한 역본[개역한 , 개역개정판, 개역(한자), 개역한 침례,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현대인의성경,우리말성경], 문역본등으
로구성되었습니다.

•원어분해
원어를연구하기쉽게구성한원어성경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하 습니다.
1. 본문단어는 (BHS, UBS4)를사용하 습니다.
2. (BHS with Morphology)사본을이용하여본문에단어를어간과어미로분리하 습니다.
3. 문법(parsing)을한 약어로구성하여원어의문법지식이없더라도단어의문법을한눈에알아볼수있게하 고어근과어미로분리된

부분에도문법을달아놓아어법과절, 문장과의관계를쉽게파악할수있게하 습니다.(House의Analytical Greek New Testament)
4. Strong’s Number를표기하여원어를몰라도스트롱번호에해당하는단어를쉽게찾을수있게하 습니다.
5. 본문단어의기본형(어근)을표기하 습니다.
6. 개역성경을표기하여스트롱번호와본문(BHS, UBS4)과연계성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하 습니다.
7. KJV, NASB 역본은본문과개역성경과대조를통하여서로상이한부분을비교, 연구할수있도록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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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화면 구성

※꼭알아두세요!
성경창이2개열려있는경우통합성경, 원어분해, 장절이동, 역본선택등의명령이적용되는창을활성창이라고하며활성화된창은활성
창표시아이콘(동그란모양의아이콘)이<빨간색>으로표시됩니다. 활성화시키는방법은명령이적용될성경창의빈공간을왼쪽마우스로1
회클릭하면됩니다.

<역본선택(C)>
성경창에나타날역본을설정합니다.



12

※통합성경을사용할때만선택할수있습니다.
만약, 좌측 기준 성경 창에서 사용하기 원할 때는 좌측 성경 창 빈 공간에 마우스를 원 클릭하신 후에 좌측 맨 위편에 있는‘역본선택’아이콘을
클릭하신후원하시는역본을체크하시면사용할수있고체크를삭제하시면원하는성경이사라집니다. 우측통합성경창에서사용하기원할경
우에는우측빈공간에마우스를원클릭하신후마찬가지로역본선택에아이콘을클릭하시어원하는성경역본에체크혹은체크삭제를하시면
됩니다.

<사전(D)>
원어사전, TSK, Nave’s-Torrey’s, 교리성구사전

<주석(J)>
매튜헨리(한/ ), 헤세드레마, NICNT(NIC 신약주석), 랑게주석, 벵겔신약주석, 캐논사복음주석, 내촌감삼, 에메트신약주해, WBC주석(11
권), 웨슬리안주석

<강해(T)>
DTP교리강해, 장별요약강해, 성경인물강해, 성경사건강해, 성서지명강해, 미전풍강해, 마이어신구약강해, 매킨토시모세오경강해, 스
펄전시편강해, 절기예식강해

<목회보조자료(S)>
설교관리자, QT관리자, 새신자가이드, 심방사전, 신구약총론, 사복음대조표, 도량형환산, 클립아트, 월간메시지, 예화사전, 오디오성경, 오디
오찬송, 프란시스쉐퍼전집, 목회활용대백과, 외경

<교육자료(M)>
사도바울의 전도여행과 동역자들, 월밍턴 성경연구, 7단계 성경 연구, 클릭 중고등부, 교회와 청소년, 클릭수련회, 그레이스 말 동산, 오늘의
묵상, 성서지도, 성지순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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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R)>
성경창등에적용되는여러가지옵션을선택합니다.

<자료관리>
전버전불러오기와사용자자료관리등의옵션기능이있습니다.

<도움말>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의각종기능을설명해주는도움말기능입니다.

[기능메뉴]

<검색창 메뉴>

- 단어검색 : 통합성경성구검색기능입니다.
- 원어검색 : 원어분해성경검색기능입니다.
- 장절트리 : 장절선택을트리메뉴로보여줍니다.
- 책갈피 : 성경본문중커서가위치한해당구절을책갈피하는기능으로제목과내용을기입할수있습니다.

<노트탭 메뉴>

- 관주 : 성경본문중커서가위치한해당구절의관주를연구하는기능입니다.
- 성경사전: 7300여성경단어를포함한“혜문사”의‘이성호성경대사전’과ISBE성경사전, EASTON성경사전, 한사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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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사전 : 히브리어, 헬라어한/ 스트롱사전입니다.
- 원어성구사전 : 원어성경(히브리어, 헬라어)성구사전연구기능입니다.
- 개인주석 : 사용자가직접주석을입력하여관리할수있는기능입니다.
- 책갈피 : 성경본문중커서가위치한해당구절을책갈피하는기능으로제목과내용을기입할수있습니다.
- 성경순예화 : 성경본문중커서가위치한해당구절에대한예화를보여줍니다.
- Q/A : 창세기~계시록까지의Q&A입니다.
- 개인주석 : 사용자가직접주석을입력하여관리할수있는기능입니다.

[PULL DOWN 메뉴즉세부메뉴설명]

<역본선택(C)>
성경창에나타날역본을설정하는기능으로구성은아래그림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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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본
한 역본은개역개정성경(4판), 개역한 성경(개역혼용), 침례, 한자,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에 표시하고자 하는 역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역본 이름 앞에 체크 표시가 됨 성경 창에 성경 역본이 표시됩니다. 바
꾸어 말하면 체크되어 있는 것은 현재 활성화된 성경 창에 표시되어 있
는역본입니다.

• 문 역본
문 역본은 KJV, NIV, NLT, NASB, NKJV, RSV, NRSV, KJV Strong, ASV, YLT,

DARBY, BBE, WEBSTER, WEB, DOUAY, RV, LXX, 문구약, Latin Vulgate으로구
성되어있습니다. 역본을선택하는방법은한 역본과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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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역본
원어성경은 원어(BHS, BHS 자음, BHS 자음 M, LXX, TR STEPHANUS, TR Scrivener, TR With Strong, UBS4, Westcott Hort,
Tischendorf)로구성되어있습니다. 역본을선택하는방법은한 역본과동일합니다.

•기타 외국어 역본
프랑스, 독일(3종역본),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스웨덴어, 중국어간체,일본어신개역, 일본어구어역, 일본어신공동역성경이수록되어있습
니다.

•역본 이름 장, 절
성경창에나타나있는역본들의이름과장, 절을표시하는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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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U)>
성경본문에밑줄을긋고그은밑줄을관리하는기능입니다.

<밑줄 긋기>
밑줄을그을성경본문을마우스로끌기(드래그)하여선택을합니다. 그리고밑줄(U)]
메뉴를 클릭하여 8개 색상으로 정의된 밑줄색상 중 밑줄을 긋고자 하는 색을 선택합
니다.

<밑줄 해제>
밑줄 해제 기능은 그은 밑줄을 지우는 기능입니다. 밑줄을 지우려면 밑줄이 그어진 성경 본문을 마우스로 끌기(드래그)하여 [밑줄(U)]메뉴를 클
릭한후 [밑줄해제]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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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관리>
그은밑줄을종합관리하는기능입니다.
1. 이동
밑줄을그은장, 절을선택한후[이동]버튼을클릭하면성경본문창이해당장, 절로이동
합니다.

2. 삭제
그은밑줄을삭제하는기능으로삭제할장, 절을선택후[삭제]버튼을클릭합니다.

3. 밑줄색상변경
①변경할색을선택합니다.
②변경이후의콤보박스(동그라미부분)를클릭합니다.
③변경할색을선택한후 [적용]버튼을클릭하면선택한밑줄의색이변경이후의색으로

모두변경됩니다.
4. 밑줄제목정의및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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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의이름을변경하는기능입니다.
①정의또는변경할색을선택합니다.
② [밑줄제목변경]을클릭합니다.
③ [변경이후]란에변경할제목을입력한후[적용]버튼을클릭합니다.

<사전(D)>

1. 원어사전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수록한 사전으로 스트롱 코드와 발음,
원어로검색할수있습니다.
먼저단어검색창안에찾을단어(히브리어/헬라어)를선택합니다.
또는찾을단어대신 [코드/발음/원어]를선택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어입력]란에 코드, 발음, 원어 중 한 가지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누르면해당단어에사전내용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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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SK(Treasury of Scripture Knowledge)
성경주제별 성구 사전으로 주제의 관련 단어와 단어의 관련 장, 절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구성하 습니다.

3. Nave’s & Torrey’s 사전
Nave’s 와 Torrey’s 주제별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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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리성구사전
본 교리 성구 사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 순국 목사님께서 40여년
목회 단상을 통하여 수집한 5만에 가까이 인용된 성경구절, 5,600여매의
원고를 아들이신 정규채 목사님을 통하여 교정을 본 후 출판된 교리 성구
사전을본사가이를인수하여출판하게된교리와관련된성구자료입니다.
이는한국대학생선교회(CCC) 전대표셨던김준곤목사님과고신대학신학
대학원이근삼교수님께서적극추천해주신책이기도합니다.

5. 성구사전기능활용하기
성경창에통합성경이대역성경창에단어검색이나타나게한후성경창
의성경본문중검색할성구를마우스로더블클릭하거나단어검색입력
란에 성구를 입력한 후 <ENTER>를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성구의 총 사
용횟수와장절에관한정보를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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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메뉴
검색된성경본문창에마우스를위치시킨후마우스오른쪽버튼을누르면아래와같은Pop-up메뉴가나타납니다.

- 성구옵션활용
성구옵션을활용하면다양한검색(단일검색)이가능하며 [대역성격메뉴]-[단어검색]에서자세히설명됩니다.

<주석 및 강해(J)>
메뉴헨리주석
메튜헨리한 주석입니다.
<ENTER>를하면아래그림과같이성구의총사용횟수와장절에관한정보를볼수있습니다.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공통기능
- 성경자동연결기능
본문 중 성경 장절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면 손모양의 포인트로 바뀌
게되며더블클릭하면미니성경이실행되어성경장절의내용을확인할수
있습니다.

- 성경사전자동연결기능
본문중사전을참조하고자하는단어를더블클릭하면성경사전이자동으로
실행되어단어의사전뜻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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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배율>
본문의 꼴크기를설정하는기능입니다.

<줄간격>
본문의줄간격을설정하는기능입니다

<배경색>
본문의배경색을설정하는기능입니다.
바꾸고자하는색을마우스로선택하면본문배경색이변경됩니다. <Other>버튼을선택하면사용자가 직접색을정의할수있는
화면이나타납니다.

인쇄를선택하면아래와같은인쇄미리보기화면이실행됩니다. 프린터를설정한후프린트를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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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메뉴
주석본문을클립보드로복사하고자할때는마우스를이용하여구역을설정한뒤마우스오른쪽버튼을누르면Pop-up 메뉴가나타납니다.

•NICNT 주석
생명의말 사에서출간한“New International Commentary New Testament”
의한 판입니다.
※사용방법은메튜헨리주석과동일합니다.

•헤세드레마
성경 각 권, 각 단락에 대한 개요, 주해, 적용, 예화, 설교 그리고 원어 해설까지의
모든자료를총망라한종합설교자료집인헤세드레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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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사복음주석
캐논사복음주석입니다.

•에메트신학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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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강해
국의 유명한 신학자 F.B. 마이어 박사의“Through the Bible by

day”(전7권)를전문번역한것입니다.

*사용방법은메튜헨리주석과동일합니다.
*찾기 : 목록에 나와 있는 제목 중에서 단어와 구절을 찾아주는 기능

입니다.
예제) ①입력란에“하나님”을입력한후 [Enter]를칩니다.

②계속검색을하려면[Enter]를반복적으로누릅니다.
③입력란에‘막 1 : 1’을입력한후 [Enter]를하면해

당구절로이동합니다.

•미전풍강해
요네다유다까의신구약성경강해입니다.
권별목록을선택하면성격66권각각의개요를보실수있으며장목
록을선택하면해당장에대한강해내용을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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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모세오경강해
유명한복음해설가매킨토시의모세오경강해입니다.
모세오경 목록 부분을 선택하면 해당 장에 대한 강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펄전시편강해
생명의 말 사에서 번역, 출판한 설교의 황제“찰스 스펄전의 시편강
해”12권전권입니다.

시편 목록부분을 선택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개용><강해><주해><힌
트>를본문창에서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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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별요약강해
장별 요약 강해는 5단계로 구성되어 사용자들의 자료 활용도를 높
습니다.
1단계는 강해설교, 2단계는 내용개요, 3단계는 단어해설, 4단계는 신
학주제, 5단계는 적교훈을 나열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목적에 따라
각 장의 해당 단계를 연결할 때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의 활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권별 목록을 선택한 후 장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장에대한 <강해설교>, <내용개요>,<단어해설>, <신학주제>, <
적교훈>을볼수있습니다.

•DTP교리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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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인물강해

•다이나믹성경사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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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명강해

•절기예식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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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료(S)>

•설교관리자
자료관리는예화, 설교문, 도는기타자료를폭넓게관리할수있는기
능으로 사용자가 직접 자료를 추가, 삭제할 수 있는 기능과 에디터를 함
께제공하여편집을가능하게해줍니다.

■사용방법
[자료추가하기]
1. 작업버튼의<추가>버튼을클릭합니다.
2. <자료항목>노트탭의입력창에<제목>, <주제>를입력합니다. 
3. 추가를원하는분류를<분류1,2>에서선택한후<원본>, <요약>을입

력합니다.
4. 추가하고자 하는 자료가 이미 한 이나 텍스트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지정복사하여서요약또는본문에붙여넣기합니다. 단본문
에서붙여넣기할경우는단축키인Ctrl+v를이용바랍니다.

5. <성경>란에참고성경구절을입력한후<예배>, <장소>등을입력한후작업버튼의<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단일검색]
1. <분류별보기>에서검색하고자하는분류를선택한후<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2. <찾기>란에찾을단어를입력한후<시작>버튼을클릭합니다.

[다중검색]
1. <분류별보기>에서검색하고자하는분류를선택한후<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2. <검색>아이콘을클릭한후<제목, 주제>, <요약>중 1가지를선택한후입력란에단어를입력한후<시작>버튼을클릭합니다.
3. 결과를확인한후<분류별보기>아이콘을클릭하여분류별보기화면으로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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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 관리자>
개인의경건시간기록을돕는프로그램입니다.
매일 1번씩 갖는 QT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날짜별로 묵
상말 , 말 원리, 묵상내용, 적용, 기도의내용을작성할수있습니다.

•주요기능설명

작성한 날짜 표시이며 버튼을 클릭하면 날짜별로 선택이 가능한 화면
이나타납니다. 좌로부터기능설명입니다.

작성한QT를삭제합니다.
처음QT로이동합니다.
마지막QT로이동합니다.
이전날짜QT로이동합니다.
마지막날짜QT로이동합니다.
QT 검색기능으로범위설정, 검색조건등을설정하며다양한검색이가능합니다.
성구삽입기능으로QT에성경구절을삽입할때사용하며삽입을원하는역본범위를설정한후<실행>버튼을클릭하면성구가삽입됩니다.
MS-Word의호출기능으로현재선택된QT내용을MS-Word화면에서자동으로보여줍니다

•사용예제
1. 묵상말 란에성경구절을삽입하기위해성구삽입 (shift+insert)버튼을클린한후역본과범위를설정한후<실행>버튼을클릭합니다.
2. 말 원리, 묵상내용, 적용, 기도란에내용을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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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신자가이드

- 사용법
1. 주제를선택하고해당주제에대한제목을선택합니다.
2. 본문창에서내용을확인합니다.

•심방사전
심방에 관련된 자료들을 분류별로 세분화 하 으며 해당분류에 맞는 주제
를관련찬송, 관주등가함께구성하 습니다.

- 사용법
1. <대분류>와<소분류>를선택합니다.
2. <주제>창에서 주제를 선택하면 <관주/찬송본문>창의 해당 관주, 찬송

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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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약총론
66권으로 구성된 신구약성경 각권에 대한 <강해>와<해설>로 구성되
어있습니다.

•사복음대조표
사건, 시기, 장소로 분류한사복음 대조표는사복음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효율적인말 연구를할수있게구성하 습니다.

- 사용법
1. 마우스로<분류>를클릭하여원하는분류를선택합니다.
2. 해당분류에세부목록을선택하면그에해당되는사복음서의관

련구절이아래창에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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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환산
성서시대에 사용했던 도량형 단위와 현재 단위를 비교 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일반적으로도 유용하게 사
용할수있습니다.

- 사용법
1. 도량형종류를선택한후단위를선택하면 [표시/입력창]에변환된각종값을확인할수있습니다.
2. 사용자가직접변환값을원하는경우에는원하는단위의 [표시/입력창]을마우스로선택한후값을입력

하고[Enter]를치면변환된각종값의확인이가능합니다.

•클립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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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메시지

•예화사전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 을 보다 분명하고도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위해서예화나명언들을사용해왔습니다.
본프로그램은주제에대한예화, 명언, 성구사전을하나로묶어놓아
설교자들이 설교와 강의 등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용법
1. 목록창에서 주제를 선택하면 트리가 열리면서 주제에 속한 예

화들이 보이며 본문 창에는 선택한 주제에 대한 명언이 나타납
니다.

2. 예화 목록에서 검색을 원하는 예화를 선택하면 본문 창에 예화
본문이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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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검색기능
<제목에서> : 예화제목에서검색을하는항목입니다.
첫 번째 입력란에 [행복]을 입력하고 두 번째 입련란에 [불행]을 입력한후 검색조건을 [or]로 지정해 주면 [행복]이나[불행]이 제목에 한가지라
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검색결과를 보여주며 [and]로 지정하면 [행복]과[불행]이 제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검색결과를 보여줍니다.(위의 예제
를 [or]로검색하면81개의검색결과가나타나며 [and]로검색시에는1개의검색결과를찾을수있습니다.).

<주제에서> : 주제에서검색하는항목으로입력란에검색을원하는주제를입력한후 [검색시작]버튼을클릭하면해당주제에대한예화를보
여줍니다.

<본문에서> : 예화 본문에서 검색을 하는 항목으로 검색을 원하는 단어를 4개까지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란에 [이혼],두
번째입력란에 [결혼]을입력한후검색조건을 [or]로지정하면304개의검색결과가 [and]로지정하면27개의검색결과가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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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배경음악과 함께 입체적으로 전문 성우
들이낭독하여읽어줍니다.

•오디오찬송가
서울 모테트 합창단을 비롯한 남, 여 성악가들이 취입한 찬송가 전곡이 수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대한저작권은히스미디어(www.hismedia.co.kr)에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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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활용백과
기독교의 진리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성서의 주제와 목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목회력에 따른 주제를 엄선하여 각 주제마다 설
교, 설교관주, 주제명구등으로구성하 습니다.

1. 보기선택
4회식 보기 : 선택한 대제목과 연관된 설교문을 4회식으로 연속해
서볼수있습니다.
전체보기: 수록된전체설교문을가, 나, 다, 순으로볼수있습니다.
주제보기 : 각주제에대한설교문을볼수있습니다.

2. 내용선택
설교 : 설교내용보기를선택하는버튼입니다.
설교관주 : 설교관주보기를선택하는버튼입니다.
주제명구 : 설교가가지는주제의명구들을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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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
- 사용법
1. 검색을원하는권과장을선택합니다.
2. 역본들을선택/비교합니다.

•교육자료(M)
- 사도바울의전도여행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을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현장의 사진들도 보고 자세
한설명들도참고하면서직접체험해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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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성경연구
윌밍턴성경연구는성경의기본적인내용을총망라하여간단하면서도완벽한
성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경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성경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교리별성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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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성경연구
각 주제별로 52주의 요약강해를 수록한 <강해설교>와 성경 각권
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별 <성경공부>로 구성하 고
각 주제를 트리구조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시각에서 가장 편한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내용분해, 단어연구, 질문, 의미, 암송요절,
본문요약, 적용단계등7단계로분류하여구성하 습니다.

•클릭중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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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청소년

•클릭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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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말 동산
- 개관보기 : 그날그날의날짜에맞춰준비된자료들의요약을보여줍니다.
- 오늘의말 : 오늘날짜의설교문을보여줍니다.
- 관력찬송, 해설: 오늘날짜의설교문에대한관련찬송과해설을보여줍니다.
- 추가설교자료 : 추가설교자료를보여줍니다.
- 오늘의기도 : 오늘의기도를보여줍니다.
- 그림묵상 :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을 보여주며 버튼이 흐리게 나오는 경어
그림묵상이없는날입니다.

- 이달의 도서 : 이달의 도서를 보여줍니다.(이달의 도서는 내용이 많은 관계
로로딩이오래걸립니다.)

- 도서목록 : 각달에해당하는도서들의목록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프로그램은매일한주제씩말 을묵상하여사용자가자신의신앙을스스
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신앙점검’(C. 스펄젼 목사가 쓰신‘The Faith’s’
Checkbook을전면참조)과우찌무라간조목사의‘一日一生’그리고그외에
E.M바운즈, 매카나기교수, 빌리그래함목사등세계교계를이끌어가는목
사들의‘새벽설교’를모아놓은프로그램입니다.

- 날짜선택 : 마우스로 검색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
여 [이동]버튼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날짜의 내용
을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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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지도
성경의 사건들과 성경시대의 성지와 주변국들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보여주는 성경지도이며 당시 성경세계의 사건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있으며주변국들의위치, 역사들도함께다룬성서지도입니다.
- 사용볍
1. 마우스포인터를지도의지명위에위치시킵니다.
2. 풍선도움말이나오며이를클릭하면<지명사전>이표기됩니다.

•성지순례사진자료
미국의 탈봇 신학대학에서 Th.M과정을 마치신 이흥록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신성지순례사진들입니다(본사진들의저작권은미션소프트와이흥록목사
님께있습니다.).

- 사용법
목록을선택하면지명에대한사진들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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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R)>
성경창에서장절이동시대역성경창도같은장절로이동합니다.
복사할내용을자동으로워드에붙여(Ctrl+V)줍니다.
통합성경창에서장절이동시원어분해창도같은장절로이동합니다.
자동업그레이드기능을사용합니다(자세한사용법은매뉴얼2장“본격적으로활용하기에앞서”편을참고하세요)

<통합성경환경설정>

• 꼴, 색상설정
꼴, 색상설정은성경역본의 꼴이나 자의색을설정하는기능입니다.

( 1 ) 역본목록에서바꾸고자하는역본을마우스로클릭하여선택합니다.
( 2 ) 역본에 대하여 [ 꼴선택], [크기선택], [색상설정]창에서 바꾸고자 하는 꼴, 크기, 색

을선택한후 [닫기]버튼을클릭합니다.
1. 꼴의크기는기능메뉴중+-버튼을이용하여바꿀수있습니다.
2. 꼴이름앞에@표시가있는것은세로쓰기입니다.
3.원어및중국어성경등을 꼴은바꿀수없으나크기나색상은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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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그림설정
성경창에배경색이나배경그림을삽입하는기능입니다.

•자동읽기속도조절
성경창의성경본문을자동읽기할때스크롤되는속도를조절하는기능입니다. 하
지만현재이기능은저작자와의협약에의해사용되고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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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읽기실행
마우스포인터를성경창에위치시킨후마우스오른쪽버튼을누르면pop-up 메뉴가실행됩니다. 메뉴중 [자동줄넘김]을선택합니다.

•여백줄간격조정
성경창의상, 하, 좌, 우여백과줄간격을조절하는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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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능설정
복사옵션은 성경을 워드(한 , MS-Word)에 복사 했을 때 복사하는 스타일을 미리 설정
하여 워드에서 불필요한 편집작업 없이 워드에서 즉시 인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오른쪽 그림의[선택메뉴]항목을 보면 복사범위, 역본, 권, 장, 절, 정렬, 괄호사용, 속성사
용등 8가지항목이있습니다. 이항목을선택하거나취소하면 [사용예]에서적용될스타
일을볼수있습니다. 적절한선택을한후 [적용]버튼을클릭합니다.

<원어분해환경설정>

• 꼴색상설정

- 항목선택/취소
원어분해 성경 창에서 각 항목을 숨기거나 보이게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각 항
목을선택하면원어성경연구창에서항목이보이고취소하면항목이사라집니다.

- 항목 꼴설정
각항목을설정한후바꿀 꼴을선택하고크기와색상을선택하여사용합니다.



50

•기타설정

•원어성경프린트
원어분해본문을인쇄할때환경을설정하는기능으로<프린트미리보기>를선택하면인쇄하기전항상인쇄할내용을미리보고인쇄할수있
으면선택을하지않으면바로인쇄가됩니다. <프린트설정>은컴퓨터가사용하는프린트를지정하는기능입니다.

•보조성경창보기
성경 창에 원어 분해만 실행이 되어 있고 관련 역복을 참조하고자 할 때 [보조 성경 창 보기]를 선택하면 원어분해 창 상단에 작은 성경 창이
나타납니다.

8. 자료관리
•사용자파일백업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의사용자자료를백업합니다.
*백업파일의경로는C : 바이블2020backu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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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파일복구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의사용자자료한손상된경우기존에백업한파일로복구하는기능입니다.

<이전버전사용자자료가져오기>
디럭스바이블2005,디럭스바이블, 미션바이블, 미션바이블SE 등기존의사용하던제품의사용자자료를불러와서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
에서사용하는기능입니다.
*각제품의사용자자료는해당제품이설치되어있는폴더의UData에들어있습니다.

[기능메뉴]

성경이동
성경이동은스크롤바를이용하거나키보드방향키를이용하여기본적인이동을할수있으며많은장, 절이나정확한장절로이동할경

우[성경이동란]이나 [성경이동]아이콘을사용합니다. 화면에서<Page Down>키를이용하여페이지단위성경이동이가능합니다.

- 성경이동란
그림과같이성경이동란에입력한후 [Enter]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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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동버튼
권/장/절을선택한후 [이동]버튼을클릭합니다

클립하기
클립하기는성경본문을읽는도중성경이동이있을때이동하기전클립하기를하면현재장철로되돌아오는기능입니다.

- 클립하기취소및관리
클립하기아이콘옆에버튼을클릭하면클립하기취소와클립한장, 절이나타납니다.

꼴확대/축소
성경 창/대역 성경 창의 자 크기를 변경하 경우 사용합니다. 성경 창에 하나 이상의 역본이 나타나 있는 경우 해당 역본을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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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선택한 후 [확대/축소]아이콘을 누르면 1Point씩 확대 또는 축소 됩니다. 이 기능은 씨 크기만 변화할 수 있으며 색상이나 꼴을 바굴
경우는 [환경설정(R)] → [ 꼴, 색상설정]에서할수있습니다.
*원어분해의경우는전체역본이확대/축소됩니다.

인쇄
성경본문을인쇄하는기능입니다.

인쇄할본문은현재커서가성경창에있으면성경창의내용을인쇄하고대역성경창에있으면대역성경의본문을인
쇄합니다.
사용자의프린터를설정하는기능입니다. 초기값은Windows의프린터설정과같습니다.

복사

- 선택복사
선택복사는성경본문에서필요한부분을선택(드래그)하여선택한후[복사]아이콘을눌러복사하는방법입니다.

- 범위복사
범위복사는(O)절에서(O)절까지범위를지정하여복사하는기능입니다.
아래와같이[복사범위]대화상자가실행됩니다.



- 원어분해단어복사
원어분해 내용 중에서 하나의 단어만 복사하고 할때는 해당 단어에 커서를 위치 시킨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pop-up메뉴 중 [원어 성
경복사]를선택하고원어본문구절을복사할때는 [본문복사]를선택하십시오.
*MS-Word, 아래와한 등에선택한내용을자동으로붙이기를하려면환경설정(B) →워드로자동복사기능을선택하십시오.

메모관리자
성경연구중필요한절에내용을추가/삭제등통합관리하는기능으로메모한구절의위치와내용등을확인또는수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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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성경창확대
왼쪽성경창을확대합니다.

55



오른쪽성경창확대
오른쪽성경창을확대합니다.

창원래대로
확대된성경창을원래대로복원시킵니다

보조성경창
성경연구중다른역본을참고해야할때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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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경/원어분해/문맥성경보기

성경창에통합성경과원어분해,문맥성경를나타나게합니다.
먼저원어분해를나타나게할성경창을마우스로선택하여활성화시킨후 [원어
분해]보기를선택합니다.

•검색창메뉴
- 단어검색
한 단어, 또는 여러 단어를 조합하여 해당 장 절을 찾아주는 기능으로 강력한
검색엔진을통한빠른검색속도가특징입니다. 단어검색은다양한옵션과기
능이 제공되는 만큼 본 설명서를 끝까지 참조하여 익히시면 성경연구에 많은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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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적용되어 원어 분해 창으로 바뀐 모습]



•검색결과복사기능
마우스포인터를검색결과창에위치시킨후오른쪽버튼을클릭하면pop-up메뉴가나타납니다. 이중 [목록복사]기능은검색결과에서장절
목록만을복사하며 [목록+구절복사]는검색결과에서장절목록과해당성경본문을같이복사합니다.

1. 검색어입력란
찾을성구를입력합니다.
성구는최대3까지조합하여검색할수있습니다.

2. 성구옵션
[~로시작] 성구가동인한단어로시작되면같은성구로간주

예) “전도”와“전도사”는“전도”라는성구로시작하기때문에함께검색됨
[~와일치] 정확하게일치하는성구를검색할때사용합니다.

예) “전도자”를검색하면“전도자가”라는성구는검색이안됨
[~를포함] 단어중간에특정성구를포함하는단어를검색

예) “고리”와“물고기”는중간에“고기”라는같은성구를포함하여검색됨

3. 검색범위
[범위] 검색할역본의범위를지정합니다.
[시작절, 끝절] 사용자가직접검색하고자하는범위를설정할때사용하며사용방법은직접시작절과끝절란에검색할범위를입력하는방법
과버튼을마우스로부른후범위를설정하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4. 역본선택
검색할역본을선택합니다.

5. 검색조건
검색어가2개이상일경우어떤조건으로검색할것인지설정하는기능입니다.
And(모두있는) 찾을성구가2개이상일경우성구를모두포함하는장절을찾는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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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하나라도있는) 찾을성구가2개이상일경우서로상관없이2개모두를다찾는옵션
Not(포함하지않는) 검색된결과중제외시킬성구가삽입된절을삭제할경우사용하는옵션
결과내재검색검색결과에서다시검색할경우사용(예제에서다시설명)
*“Not”와“결과내재검색”의자세한설명은“단어검색예제와활용법”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단어검색기본사용법
1. <검색어입력란>에검색한단어를입력합니다.
2. <성구옵션>에서옵션을선택합니다.
3. <범위>에서성경의범위를선택합니다.
4. <역본선택>에서검색할역본을선택합니다.
5. <검색조건>에서해당조건을선택합니다.
6. <찾기>버튼을클릭하여검색결과를얻습니다.

•성경검색예제와활용법
<예제 1>
가장 일반적인 예제로서 주체(하나님, 예수)는 누구인지 관계없고 성경 전체에서
“사랑”과“가라사대”라는 성구가 모두 포함된 절을 찾을 경우 다음과 같이 검색할
수있습니다.
1. [검색어 입력]란에“가라사대”, “사랑”을 입력한 후 검색 조건에서 [And](모두있

는)옵션을선택합니다.
2. [찾기]버튼을클릭하면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59



<예제2>
성구를검색할경우“전도”라는성구가신약에서몇번쓰 으며그중에서“하나님”,
“예수”라는 성구를 포함하지 않고 다른 전도의 의미로 사용된 절을 검색할 경우 다음
과같이검색할수있습니다.

- 1차검색
1. [검색어입력]란에“전도”를입력한후검색범위를 [신약]으로선택하고 [찾기]버

튼을클릭하여1차검색을하여좌측과같은검색결과를얻습니다.
신약전체에서“전도”의성구는모두17절에서쓰인것을볼수있습니다.
이결과중에서“하나님”, “예수”성구가쓰인절을모두삭제하면아래의검색결과
와같이최종10절에서사용된내용을알수있습니다.

- 2차검색
2. 성구입력란에“예수”,“하나님”의성구를입력합니다.
3. 검색조건중에서 [결과내재검색]과 [Not](포함하지않음)을선택합니다.
4. [찾기]버튼을클릭하면찾고자했던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예제2에서“하나님”,“예수”의성구가포함된“전도”는모두삭제하여결과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이결과중에서다시검색이가능하며동일
한조건에서“주”를입력하고검색을하면“하나님”,“예수”,“주”가전도의내용으로사용된절은모두삭제하고최종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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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3>
이 예제는 [결과 내 재검색]에서 [Or](하나라도 있는)의 옵션을 이용하는 예제
로“사랑”이라는 성구를 [구약]에서 검색하여“사랑”과 연관성이 많은 성구를
조합하여결과를얻는예제입니다.

- 1차검색
1. “사랑”성구를 입력하고 범위를 [구약]으로 선택한 다음 [찾기]버튼을 클릭

하면234개의결과가나옵니다.

- 2차검색
2. 결과(사랑)에서“이웃”,“형제”를 입력하고 검색 조건중[결과 내 재검색]과

[Or](하나라도있는)을선택합니다.
3. [찾기]버튼을 클릭하면 좌측의 그림과 같이 3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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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검색
<원어검색항목설명>
검색할단어를입력하는항목으로코드, 단어, 문법을 2개의단어와 4가지조
건으로조합하여검색하는기능입니다.
검색범위설정과검색한결과에서다시검색을설정하는기능입니다.

•검색결과복사기능
망스포인터를검색결과창에위치시킨후오른쪽버튼을클릭하면pop-up메뉴가나타납니다.
메뉴에서 [목로복사]를선택하면검색결과에서장절목록을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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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로시작/~와일치/~를포함) 원어로검색(본문, 입력기)이용
원어(일치) : 찾고자하는단어와정확히일치하는단어검색(본문, 입력기)이용

위의예제는같은스트롱코드인데<원어(~로시작)>옵션으로검색하면동일하게찾아지고<원어(일치)>옵션으로검색하면찾기못합니다.
위와같이특정단어를선택한후검색하여비교하시면<원어(~로시작)>와 <원어(일치)>의차이점을이해할수있습니다

•원어입력기
<원어(~로시작)>, <원어(일치)>를 선택하면 원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원어 입력기가 실행되며 자판에 없는 자도 <Shift>키를 누르면 자
판이바뀝니다. 마우스커서를이용하여입력하며오타의경우<삭제>버튼을누르고입력이완료되면<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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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예제는스트롱코드가1254이면서문법이<연계형>으로쓰인단어를검색하는예제입니다.
문법의입력은순서대로입력해야합니다. (<명, 남>과 <남, 명>은다름)그러나중간의문법을빼고입력하는것은관계없습니다.

•범의설정
단어검색의범위를설정하는기능입니다.
[검색결과]는 먼저 1차 검색을 한 후 검색 되어진 결과에서 다시 한번 검색하는 옵
션입니다. [검색결과]는“원어단어찾기활용예제”에서자세히설명됩니다.

•검색조건
첫째단어입력란에둘째단어입력란에입력이되어있을때선택
모두포함(순서에관계없이) 첫째단어와둘째단어가같은절에있을때찾습니다.
연속으로첫째단어와연속으로있을때찾습니다.
세단어이내첫째단어와둘째단어가세단어이상일때찾습니다.
부분포함첫째단어와둘째단어가모두들어있는절을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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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예제를통해 [모두포함]은 369개, [연속으로]는 24개, [세단어이내]는 76개, [부분포함]은 4953개로각각다른결과를통해차이점을이해
할수있습니다.

원어검색기본사용법(마우스를이용한검색방법)
1. 좌측성경창에원어분해를우측대역성경창에원어검색이나타나게합니다
2. 원어검색화면의첫째단어에서검색할단어를코드, 원어(로시작), 원어(일치)중선택합니다.
3. 원어분해본문에서입력할단어를더블클릭합니다.
*단어검색선택이<코드>로되어있으면스트롱코드가자동붙이기되며<원어>로되어있으면원어본문이자동붙이기됩니다.

4. 문법도만족하는단어를검색할경우문법을입력합니다.
입력은원어분해화면과같이약어로입력합니다.

원어 단어 찾기 활용 예제
<예제1>
아래예제는가장기본적인검색방법으로()를검색하는예제입니다.
2. 좌측 성경 창에 창 1 : 1이 나타나게 한 후 원어검색창 첫째 단어 입력란을 원어[일

치]로선택합니다.
3. 좌측성경창본문중 ()를더블클릭하면원어검색창첫째단어입력란에해당단어

가자동으로입력됩니다.
4. [찾기]버튼을누르면검색이시작되며17절의결과를보여줍니다.
*원어(~로시작)으로검색하면153절의결과가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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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2>
1. 내가-감사하다( )는 단어가 감사의 대상을“하나님으로”하는
경우를찾기위한검색을하겠습니다.
2. 동사인“내가감사하다”의스트롱코드가2168이고, 감사의대상인“하나님”의스

트롱코드는2316번입니다. 먼저스트롱코드2168번을입력하여검색을합니다.
3. 그러면여기서감사하다()는단어가37번쓰인것을알수있습니다.
4. 검색조건을 좌측의 그림과 같이 한 후 검색을 하면 17절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

다. 2168(감사하다)에서2168+2316을뺀20회의경우대상을하나님으로직접
표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경우(11회)는 모든 경우 예수께서
하신 축사 행위로 나타납니다. 대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머지 경우(9회)는
대상이신“하나님께”라는 표현이 생략되었거나 하나님에 대한 다른 단어로 대
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감사하다”는 단어는 대상으로“하나님”을
가진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예제3>
1. “복음안에서( )라는 숙어가 성경에 몇 회 사용되었는지 검

색하는것도이기능을활용하면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
2. 원어( ) + 원어( )를‘세 단어 이내’로 설정한 후 검색하면 11회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숙어가 있는 구절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 보
면어떤의미로사용되었는지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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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00()+ 1519()를‘연속으로’검색하면 40회라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주로4100+ 1519의경우를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장절트리
장절을트리형식으로보여주며성경장절이동시사용하면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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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책갈피기능으로제목과내용을입력할수있습니다.
1. 책갈피를달고자하는구절을선택합니다.
2. <추가>아이콘을누르고 [제목]란에책갈피제목을입력합니다.
3. <저장>아이콘을누르면저장됩니다.

[노트탭메뉴]

•Q&A
창세기부터계시록까지의문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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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순예화
성경 구절에 알맞은 예화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설교문 작성시
수비고유용하게활용할수있습니다.

•관주
성경본문중커서가위치한해당구절의관주를연구하는기능입니다.

•관주메뉴
마우스포인터를관주창성경본문에위치시킨후마우스오른쪽버튼을클릭하면POP-UP메뉴가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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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사전
성경사전은“혜문사”가출판한‘이성호성경대사전’을수록하 습니다. 성구의내용을자세히보고싶을경우성경본문단어를마우스더블
클릭하면성경창에해당성구의내용을자동으로보여주며성구입력란에직접입력해도검색할수있습니다.

•성경사전메뉴
사전내용을복사하거나인쇄할경우좌측그림과같이본문을선택(드래그)한후마우스오른쪽버튼을클릭하면아래와같은pop-up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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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E(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ea)
문성경본문단어를마우스로더블클릭하면성경창에해당성구내용을자동으로보여wn며성구입력란에직접입력해도검색할수있습니다.

사용방법은성경사전과동일합니다.

•Easton’s 성경사전
사용방법은 성경사전이나 ISBE사전과 동일합니다. Easton’s 사전에는 관주 목록창이 있습니다. 관주 목록창에 내용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미니성경이실행되면해당구절을참조할수있습니다.



•비전성경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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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성경사전

•원어사전
구약(히브리어), 신약(헬라어)단어를수록한사전으로한 과 문2가지로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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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성구사전
원어분해연구창의단어를클릭할때마다해당단어의성경전체(구약, 신약)에서의동일한스트롱코드와본문의사용빈도를보여줍니다.

코드 : 원어분해본문에서클릭한단어가동일한코드로사용된횟수를보여줍니다.
본문 : 원어분해본문에서클릭한단어가동일한본문으로사용된횟수를보여줍니다.

•개인주석
사용자가직접주석을삽입하거나기타메모장으로활용할수있는기능입니다.
- 사용법
1. [추가]버튼을클릭합니다.
2. [제목입력]란에제목을입력합니다.
3. [내용]란에자료를입력합니다.
4. [저장]버튼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저장된내용을수정, 편집할때에는 [수정]버튼을누르고작업을한후[저장]버튼을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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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복사프로그램
성경복사 프로그램은 워드(아래한 , MS-Word)나 에디터에서
성경장절을입력하면성경장절을바로불러오는기능입니다.

- 사용법
1. 윗그림과같이성경장절을입력합니다.
2. 단축키(기본 : Ctrl+F11)를 누르면 왼쪽 그림처럼 성경 장

절을불러옵니다.

76



- 환경설정
성경역본과단축키를설정하는기능으로윈도우즈트레이부분에성경복사아이콘에마우스포인터를위치시킨후우측버튼을클릭합니다.

77



•성경복사아이콘
윈도우즈트레이(Tray)란윈도우즈우측하단에시스템시간이나오는부분을말합니다.

•역본선택
복사될역본을설정합니다. 복사하기전미리역본을선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기본단축키는Ctrl+F11입니다.
*복사스타일은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환경설정]-[복사기능설정]에서설정된형태로복사가됩니다.

•복사옵션RESET
디럭스바이블인터내셔널환경설정의복사옵션을변경한후복사옵션RESET을해주시면변경사항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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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설명을마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흡한부분들은본사고객지원센터(Tel 031-906-6230)로

전화하여주시면상세하게안내하여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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