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법 과거, 과거시제의 중요한 용도, 대과거의 용도, 미완료, 부정과거, 과거의
구별, 직설법 미래, 종속법(dependent moods)의 시제, 분연동사, 복습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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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직설법 과거: 직설법 과거는 화자가 말할 때에 동작이 이미 완성 되었고
그 결과가 남아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동작이 완성 되었다는 뜻은 동작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동작의 결과가 행동에 남아 있을 정도까지 동
작이 이르렀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 동작이 현재에 남아 있는 그 결과
를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는 현재시제와 많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마) 신약에 나타나는 과거시제의 중요한 용도
과거에 완료된 동작과 그 결과가 현존하는 것을 표현하는 과거
peplhrw,kate(IdPeA2) th.n VIerousalh.m th/j didach/j u`mw/n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채웠다(행전5:28).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plhro,w

to.n kalo.n avgw/na hvgw,nismai(IdPeMP1D) ( to.n dro,mon tete,leka(IdPeA1) (
th.n pi,stin teth,rhka(IdPeA1) \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그 과정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avgwni,zomai, tele,w,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과거
과거가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me,,mnhmai,

thre,w

pe,,poiqa, oi-da,

ge,g, raptai, e;gnwka 등에서다. 번역은 현재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
pe,poiqen(IdPeA3) evpi. to.n qeo,n(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He trusteth in God. (마태27:43)

h`mei/j pepisteu,kamen(IdPeA1) kai. evgnw,kamen(IdPeA1) o[ti su. ei= o` a[gioj
tou/ qeou/Å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안다 pisteu,w, ginw,skw
We believe and know that thou art the Holy One of God (요한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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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대과거: 대과거는 문맥에서 유출해 낼 수 있는 과거의 어는 시점에서
이미 완료되어 버린 동작을 표현한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
작의 완성을 특별히 강조할 의도가 아니라면 대과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순히 다른 동작 보다 앞선 동작을 표현하려고 할 때에는 대과거를 사용
하지 않는다. 부정과거나 미완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앞선 동작은 특
별한 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맥에서 알 수 있도록 글이 만들어진다.
머) 신약에 나오는 대과거의 용도
완료된 동작을 표현하는 대과거
teqemeli,wto(IdPlP3) ga.r evpi. th.n pe,tranÅ
그것은 바위 위에 세워졌었기 때문에 (마태7:25). qemelio,w
For it had been founded upon the rock.
h;dh ga.r sunete,qeinto(IdPlM3) oi` VIoudai/oi i[na evan, tij auvto.n o`mologh,sh|
(SuAoA3) Cristo,n( avposuna,gwgoj ge,nhtai(SuAoM3D)Å (요한9:22)
어떤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 그는 반드시 회당으로부
터 쫓겨남을 당해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미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For the Jews had agreed already that if anyone should confess
that he was the Christ he sh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avposuna,gwgoj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sunti,qhmi, gi,nomai, o`mologe,w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대과거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대과거로 표현한 것은 반드시 단순 과거로 옮긴다.
다음 예문은 대과거가 완료된 동작과,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나란히 표현
하고 있다. sune,rcomai, oi=da
kai. oi` plei,ouj ouvk h;|deisan(IdPlA3) ti,noj e[neka sunelhlu,qeisan
(IdPlA3)

대부분은 그들이 무엇(ti) 때문에(e[n) 함께 왔는지를 알지를 못했다.
And more part knew not why they had come together( 행전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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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 동작 보다 앞선 동작을 표현하는 예문들

다른 동작 보다 앞선 동작을 표현하는 부정과거나 미완료는 영어로는 반드
시 대과거를 사용해서 옮겨야 한다. 이유는 그리스 사람들이 단순한 과거
사로 표현하면서, 다른 동작 보다 앞선 동작인가 하는 판단은 문맥에서 뽑
아낼 수 있도록 글을 쓰기 때문이다.
Kai. evpela,qonto(IdAoM3D) labei/n a;rtouj kai. eiv mh. e[na a;rton ouvk ei=con
meqV e`autw/n evn tw/| ploi,w|Å

그리고 그들은 빵들을 먹는다는 것을 잊어버렸었다(evp), 그리고 그들은
배 안에 있는 빵 하나 외에는 그들과 함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
았다(마가8:14). And they had forgotten to take bread, and they
had none with them in the boat except one loaf. evpilanqa,nomai 잊어
버리다. eiv mh 외에는

evpideiknu,menai(PaPrM,N f) citw/naj kai. i`ma,tia o[sa evpoi,ei(IdIpA3) metV
auvtw/n ou=sa(PaPrA,Nf) h` Dorka,jÅ

그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ou) 도카쓰가 만들었던(o[s) 모든 튜
닉(ci)과 옷들을 보여 주면서 (행전9:39). and showing all the
tunics and garments that Dorcas used to make while she was with
them. po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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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vmi,,

evpidei,knumi

보여 주다.

모) 미완료, 부정과거, 과거의 구별
미완료는 일종의 선_______------으로, 부정과거는 한 ( . ) 점으로 생
각하면 미완료와 부정과거의 차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동작의 결과가 행동에 남아 있을 정도까지 동작이 이르렀고 그 동작의 결
과가 현재에 남아 있는 동작을 표현하지 않는 한 그리스어에서 과거는 사
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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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미완료와 부정과거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문들
kaqV h`me,ran evn tw/| i`erw/| evkaqezo,mhn(IdIpMP1D) dida,skwn(PaPrA,Nm) kai.
ouvk evkrath,sate,( IdAoA2) meÅ

날마다 나는 성전에 앉아서(evk) 가르쳐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체포
하지 않았다(마태26:55). I used to sit daily in the Temple

teaching, and ye did not lay hands upon me.
Quotidie apud vos sedebam docens in templo, et non me tenuistis.

kaqe,zomai, dida,skw, krate,w
o` de. evsiw,pa(IdIpA3) kai. ouvk avpekri,nato(IdAoM3D)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마가14:61).
But he remained silent, and answered nothing

lle autem tacebat, et nihil rospondit. avpokri,nomai, siwpa,w

앉아 왔다 evkaqezo,mhn(IdIpMP1D)은 미완료로 동작의 반복, 계속성을 나
타 내는 반면에, 체포하다 evkrath,sate,(IdAoA2)는 부정과거로 일회적인
동작을 표현한다. 마찬 가지로 미완료인 침묵하다 evsiw,pa(IdIpA3)는 동
작의 계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avpekri,nato(IdAoM3D)
는 부정과거로 일회적인 동작을 표현한다. 바라보곤 했다 evqew,rei
(IdIpA3) 나 , 넣곤 했다 e;ballon(IdIpA3) 는 미완료로 반복되는 동작을
표현한다. 그러나 가난한 한 과부가 넣는다 e;balen(IdAoA3)은 부정과거
로 일회적인 동작을 뜻할 뿐이다.
Kai. kaqi,saj(PaAoA,Nm) kate,nanti tou/ gazofulaki,ou evqew,rei(IdIpA3)
pw/j o` o;cloj ba,llei(IdPrA3) calko.n eivj to. gazofula,kionÅ kai. polloi.
plou,sioi e;ballon(IdIpA3) polla,\ kai. evlqou/sa (PaAoA,Nf) mi,a ch,ra
ptwch. e;balen(IdAoA3) lepta. du,o( o[ evstin kodra,nthjÅ

그리고 그는 헌금궤(ga) 맞은 편에(ka) 앉아서(ka), 어떻게 무리가 돈
을(ca) 헌금궤에 넣는지를 바라보곤(evq) 했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은
많이씩 넣곤 했다. 그리 고 가난한(pt) 한 과부가(ch,) 왔다(evl), 1전
( ko) 인 [ 에 불과한 ] 두 개의 작은 동전들 ( le) 을 넣었다 .
And He sat down opposite the treasury, and began observing how
the people were putting money into the treasury; and many rich
people were putting in large sums. And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two small copper coins, worth less than a penny(

마가12:41).

Et sedens Jesus contra gazophylacium, aspiciebat quomodo turba
jactaret aes in gazophylacium, et multi divites jactabant multa.
Cum venisset autem vidua una pauper, misit duo minuta--omnes

enim ex eo, quod abundabat illis, miserunt. kaqi,zw, qewre,w,

ba,llw, e;rcomai( gazofulakei/on

전반적으로 말하면, 그리스어의 미완료는 라틴어의 미완료에 해당하며,
그리스어의 부정과거는 라틴어의 과거로 견주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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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부정과거와 과거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문들
{Upage(ImPrA2) eivj to.n oi=ko,n sou pro.j tou.j sou.j kai. avpa,ggeilon
(ImAoA2) auvtoi/j o[sa o` ku,rio,j soi pepoi,hken(IdPeA3) kai. hvle,hse,n
(IdAoA3) seÅ

당신 집으로 당신의 사람들(to) 한테로(pr) 가라({Up)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o[s)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분께서 너희
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그들에게 보고하라(avp)!
Go to thy house and to thy friends and tell them what the Lord
hath done for thee, and how he had mercy on thee(

마가5:19).

Vade in domum tuam ad tuos, et annuntia illis quanta tibi
Dominus fecerit, et misertus sit tui.

보고하다 pepoi,hken(IdPeA3)는 과거동사로 동작이 이미 완
료 되었음을 뜻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남아있는 것을 표현하지만,
hvle,hse,n (IdAoA3) 는 부정과거로 일회적인 동작을 뜻할 뿐이다 . evlee,w
불쌍히 여기다, poie,w, u`pa,gw 집으로 가다.
avpagge,llw(

e;ti te kai. {Ellhnaj eivsh,gagen(IdAoA3) eivj to. i`ero.n kai. kekoi,nwken

그리고,
그리고 게다가(e;t) 그는 헬라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대리고 왔다(eiv) 그
리고 그는 이 거룩한 장소를 더럽혀 놓았다.eivsa,gw, koino,w
(IdPeA3) to.n a[gion to,pon tou/tonÅ

te kai.

And further he brought Greeks into the Temple, and had defiled
this holy place(

행전21:28).

Insuper et Gentiles induxit in templum, et violavit sanctum
locum istum.

대리고 왔다

eivsh,gagen(IdAoA3)

은 부정과거로 일회적인 동작이다. 반면

에 더럽혔다 kekoi,nwken(IdPeA3)는 과거동사로, 이미 성전이 더럽혀 졌
고, 그 결과가 현재 더럽혀진 상태로 남아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더
렵혔다” 보다는 “더럽혀 놓았다”가 더럽혀진 상태를 보다 잘 표현한다.
kai. o[ti evta,fh(IdAoP3) kai. o[ti evgh,gertai(IdPeP3) th/| h`me,ra| th/| tri,th|

고전15:4)
그리고 그는 장례 되었다는(evt) 것, 그리고 그는 성경말씀대로 3일만에
다시 살아나 있다(evg)는 것.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kata. ta.j grafa.j) (

he was raised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Et quia sepultus est, et quia resurrexit tertia die secundum

장례 되었다 evta,fh(IdAoP3)는 부정과거로 일회동작을 나
타내며, 살아났다 evgh,gertai(IdPeP3)는 과거동사로 이미 살아났으며 그
살아 난 결과가 현재에 존재한다는 뜻을 표현한다.evgei,rw, qa,ptw
“ 살았다 ” 보다는 “ 살아나 있다 ” 는 번역이 결과가 현재 존재한다는 뜻을
더 잘 표현한다.
Scriptu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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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 그리스어 부정과거는 영어의 과거로, 그리스어의 과거는 영어의 과거로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렇게 옮길 수는 없다. 그리스어의 부정과거는 영어
의 과거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리스어의 과거
는 영어의 과거 보다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
에 부정과거를 영어의 과거나 현재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므) 영어 과거(Past)와 완료(Perfect)
영어의 과거는 한정이 되는 과거이며 일어났던 일을 표현한다.
Did you go to London last week? 에서 과거 (Past) 를 사용한 것은 last
week? 란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 Have you been to London? 에는 한
정할 시간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Perfect 문장을 사용한 것이다.
한 미국 소년이 책을 덮으면서, I have finished my lessons.이라고 말하
는 것은 I finished my lessons 라는 뜻은 아니다. 시간 전에 끝냈다는
뜻을 표현하려면 I finished my lessons an hour ago.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의 완료는 동작이 완료되고 그 결과가 현존하는 사
건에만 국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한정되지 않은 때에 일어났

던 사건이나, 이제 발생한 사건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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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그리스어 부정과거, 시간이나 진행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동작만 표현할
때. 이러한 부정과거는 반드시 영어로는 과거나 완료로 옮겨야 한다.
이는 영어의 과거가 그리스어의 모든 의미들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런 경우 영어의 완료를 사용하면 된다.
바) 영어 과거(Past)시제, 완료(Perfect) 시제와
그리스어 부정과거와 과거 시제 비교
영어의 과거(Past) 시제는 과거에서 한정된 시기(간)에 발생했던 사건이
나, 또는 어느 사건과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 화자가 제안하는 기간 사이
에 발생한 사건도 과거로 표현한다.
영어의 완료(Perfect)시제는 과거에서 한정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
던 사건을 표현한다. 또는 화자가 사건과 관련된 기간을 표현하지 않을
때에도 완료시제로 표현한다. 반면에 그리스어의 부정과거는 와 약간
의 차이가 있는데, 과거 동작의 진행이나 결과는 일절 나타내지 않고 오직
동작이 발생했다는 것만 표현한다.
영어의 완료(Perfect)시제는 화자가 발언할 때에 완료된 동작으로 그 결과
가 현재 남아있는 동작을 표현한다. 그리스어의 과거가 영어의 완료
시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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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 비한정 과거사를 표현하는 부정과거가 영어의 완료시제로 번역된 예문들
VExomologou/mai,( IdPrM1) soi( pa,ter( ku,rie tou/ ouvranou/ kai. th/j gh/j( o[ti
e;kruyaj(IdAoA2) tau/ta avpo. sofw/n kai. sunetw/n kai. avpeka,luyaj(IdAoA2)
auvta. nhpi,oij\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오 아버지시여! 당신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이해
하는 자(su)로부터는 이들을 숨기셨으나(e;k)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VEx),(마태11:25).
I think thee, O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thou hast
hid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understanding, and hast

revealed them unto babes.

언제부터 숨기었는지 그 시기를 알 수없는 e;kruyaj(IdAoA2) 부정과거를
영어로는 완료시제 hast hid를 사용해서 옮겼다. 마찬가지로 나타내신
시기를 정확히 알 수없는 avpeka,luyaj(IdAoA2) 부정과거를 영어의 완료
hast revealed 를 사용해서 옮겼다 . evxomologe,w, kru,ptw, avpokalu,ptw
Ouvk avne,gnwte(IdAoA2) ti, evpoi,hsen(IdAoA3) Daui.d o[te evpei,nase(IdAoA3)
kai. oi` metV auvtou/(

그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굶주렸을(evp) 때에, 다비드가 무엇
을 행했는지(evp) 너희들은 읽지(avn) 않았는가? (마태12:3)
Have you not read what David did when he was hungry and those

마태12:3). 부정과거 avne,gnwte(IdAoA2)를 영어
의 완료시제 Have you read로 옮겼다. 나머지 2 개의 부정과거들은 과
거로 옮겼다. avnaginw,skw, poie,w( peina,w 굶주리다.
Ei;domen(IdAoA1) para,doxa sh,meronÅ ( 누가 5:26)
오늘 우리는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ei=don
We have seen strange things today. 보았다는 시기를 알 수없는 부
정과거 Ei;domen(IdAoA1)을 영어로는 완료 have seen을 사용했다.
that were with him? (

dio. evklh,qh(IdAoP3) o` avgro.j evkei/noj VAgro.j Ai[matoj e[wj th/j sh,meronÅ

그러므로(di) 바로 저(evk) 들판은 오늘까지도 ‘피 밭’이라 불리어 왔다
( evk).

Therefore that field has been called the field of blood

until thi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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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27:8). kale,w

버) 부정과거를 영어의 현재나 완료시제로 옮긴 예문들
부정과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의 현재나 완료로 옮겨야 할 때가 있다
그리스어의 초창기에는 바로 발생했던 일을 부정과거로 표현했었기 때문이다

마태3:17)
이는, 그 안에서 내가 아주-기뻐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Ou-to,j evstin o` ui`o,j mou o` avgaphto,j( evn w-| euvdo,khsa(IdAoA1)(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euvdoke,w
부정과거 euvdo,khsa(IdAoA1)

를 현재 am well pleased로 옮겼다. 바로 발

언하는 순간의 일을 부정과거 euvdo,khsa(IdAoA1)로 표현한 것이다.
o[ti o` avdelfo,j sou ou-toj nekro.j h=n(IdIpA3) kai. e;zhsen(IdAoA3) ( kai.
avpolwlw.j(PaPeA,Nm) kai. eu`re,qh(IdAoP3) Å

너의 이(ou-) 형제는 죽었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났기 때문에, 잊어 버렸
었으나 그는 발견 되었다. (누가15:32) For this thy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부정과거
eu`re,qh(IdAoP3) 를 현재 is found 로 옮긴 예문이다 . avpo,llumi, za,w,
eu`ri,skw( eivmi,,

hvge,rqh(IdAoP3) ( ouvk e;stin(IdPrA3) w-de\

그 분은 살아나셨다, 그 분은 여기에 없다. He is risen, he is not
here. ( 마가 16:6) 부정과거 hvge,rqh(IdAoP3) 가 영어에서는 현재 is
risen 로 번역했지만 , 의미는 과거다 . evgei,rw, eivmi,

Gunai/ka e;ghma(IdAoA1)

나는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I have married a wife(누가14:20).
부정과거 e;ghma(IdAoA1)를 완료로 번역한 예문이다. game,w

i;de o` ko,smoj ovpi,sw auvtou/ avph/lqen(IdAoA3) Å

보라! 세상이 그의 뒤를(ovp) 쫓아다닌 것이다.
Behold the world has gone after him( 요한 12:19). avpe,rco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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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그리스어 직설법 미래: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기대되는 동작을 표현한다.
동작의 상태가 단순한 미래 동작인지 진행하고 있는 미래 동작인지는
문맥을 보아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 동작 미래
te,xetai(IdFuM3D) de. ui`o,n( kai. kale,seij(IdFuA2) to. o;noma auvtou/ VIhsou/n\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니라. And she shall bear a son, and thou shalt call his
name Jesus. ti,ktw, kale,w

진행 동작 미래

kai. evn tou,tw| cai,rwÅ avlla. kai. carh,somai(IdFuM1D) (

cai,rw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기뻐하노라, 실로 나는 계속해서 즐거워할 것이
다. And therein I rejoice, yea and will continue to rejoice.
avlla. kai. “ 이 뿐만이 아니고 , 실로 “ 를 뜻하는 관용구로 표현하려는 내
용을 강조한다. carh,somai는 미래에서 계속 진행되는 동작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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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종속법(dependent moods)의 시제
직설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은(dependent moods), 동사의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규칙에서 미래시제는 제외된다. 오직 동사의 상태만 표현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설법 이외의 다른 법들은(dependent moods), 동작을
계속되는, 완성된, 혹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표현할 뿐이다. 동사의
시간은 문맥에서 유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어의 가정법 부정과거는 라틴어의 가정법 미완료로, 그리스어의
부정과거나 완료 부정사를 라틴어의 완료 부정사와 동등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과거를 표기해 주는 것은 직설법 동사에 붙는
접두어다. 그런데 접두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뵤) 종속법의 현재 시제: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는 동작을 표현한다.
부정사
ta. auvta. gra,fein(InPrA) u`mi/n evmoi. me.n ouvk ovknhro,n( u`mi/n de. avsfale,jÅ

너희들에게 같은 일들을(auv) 쓰는 것은 나에게 골치 아픈(ovk) 것이 아
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안전한,(빌립3:1) To write the same
things again is no trouble to me, and it is a safeguard for you.

me.n

옮기지 않았음, avsfalh,j 안전한, gra,fein은 다.

가정법
eva.n ou=n prosfe,rh|j(SuPrA2) to. dw/ro,n sou evpi. to. qusiasth,rion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제단(qu)에서 당신의 제물을 바쳐야 한다면,(마
태5:23) If therefore thou shalt be offering thy gift at the
alter. prosfe,rw offer, qusiasth,rion 제단 . 마태 5:24 에서 놓아두고 ,

가서, 다시와서 등 일련의 동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prosfe,rh|j는 이다.
명령
to.n a;rton h`mw/n to.n evpiou,sion di,dou(ImPrA2) h`mi/n to. kaqV h`me,ran\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evp) 양식을 주소서 (누가11:3)
Give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di,dwmi( evpiou,sioj

daily,

necessary for existence, for the following day, for the
future.

날은 반복된다, to. kaqV h`me,ran\이 있기 때문에 di,dou는 다.

현재분사
u`pe.r Cristou/ ou=n presbeu,omen(IdPrA1) w`j tou/ qeou/ parakalou/ntoj

고후5:20) 그러므로(ou=),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를 통해서 호소하시는(pa)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u`p) 대사들이
다, We are ambassadors on behalf of Christ, as though God were
entreating by us. presbeu,w 대사이다 , parakale,w
고후5:19절에 katalla,sswn이 나오기 때문에, presbeu,omen은 이다
(PaPrA,Gm) diV h`m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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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종속법의 부정과거:
부정사
ouvk h=lqon(IdAoA1) katalu/sai(InAoA) to.n no,mon avlla. plhrw/sai(InAoA) Å

나는 율법을 파괴하려고(ka) 오지 않았다, 그러나 성취하려고(마태
5:17). I came not to destroy the law, but to fulfil. plhro,w,

katalu,w

가정법
kai. evan. e`pta,kij th/j h`me,raj a`marth,sh|( SuAoA3) eivj se.. .. avfh,seij(IdFuA2)

그리고 만일 그가 너를 거슬러(eiv) 하루에 7 번씩(e`p) 죄를 지으
면, 너는 그를 용서해야 할 것이다(누가17:4). And if he sin

auvtw/Å|

against thee seven times in the day-thou shall forgive him.

a`marta,nw, avfi,hmi

명령
to.n a;rton h`mw/n to.n evpiou,sion do.j(ImAoA2) h`mi/n sh,meron\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마태6:11)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di,dwmi

분사
h;geiren(IdAoA3) auvth.n krath,saj(PaAoA,Nm) th/j ceiro,j\ (

마가1:31)

그 분께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서(kr) 그녀를 일으키셨다(h;g)

And taking her by the hand he raised her up. evgei,rw, krat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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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종속법 완료 동사의 시제
동작의 결과가 남아 있는 완료된 동작을 표현한다.
부정사
evgw. de. katelabo,mhn(IdAoM1) mhde.n a;xion auvto.n qana,tou peprace,nai

그러나 나는 그가(auv) 죽음에 합당할 만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
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I found him to have committed nothing
worthy of death( 행전 25:25).
부정사 peprace,nai를 완료동사 have
committed 로 옮긴 점이다 . katalamba,nw, pra,ssw

(InPeA) (

명령
Siw,pa(ImPrA2)( pefi,mwso(ImPeP2) Å (마가4:39)

평화로 와라, 잠잠해 져라. Peace, be still.

siwpa,w, fimo,w

분사
Pe,peismai(IdPeP1) de,( avdelfoi, mou( kai. auvto.j evgw. peri. u`mw/n o[ti kai.
auvtoi. mestoi, evste avgaqwsu,nhj( peplhrwme,noi (PaPeP,Nm) pa,shj Îth/jÐ
gnw,sewj( duna,menoi kai. avllh,louj nouqetei/nÅ(로마15:14)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들에 관해서, 내 또한 스스로,

너희들은 스스로

들 (auv) 선행으로 충만하고(me), 모든 지식으로 채워지고(pe),

피차간에 권고

할 수(du)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Pe,). And concerning you, my brethren, I
myself also am convinced that you yourselves are full of goodness, filled with all
knowledge, and able also to admonish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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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hro,w(

nouqete,w

브) 종속법 미래시제
주(요)절의 동사에서 볼 때에 앞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한다. 종속법
미래시제가 이렇게 미래(때)를 표현하는 것은 종속법 동사는 시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규칙에서 예외가 된다.

부정사
mhnuqei,shj(PaAoP,Gf) de, moi evpiboulh/j eivj to.n a;ndra e;sesqai(InFuMD)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항하는(eiv) 음모가(evp)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알려
지게 되었을(mh) 때에 (행전23:30). And it was shewn me that there would
be a plot against the man...mhnu,w, eivmi,

분사
ouv to. sw/ma to. genhso,menon(PaFuM,AnD) spei,reij(IdPrA2)
당신이 뿌리는(sp) 것은 되어져야 하는 그 몸이 아니다 (고전15:37).
Thou sowest not that body that shall be. gi,no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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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rw

비) 분연동사(Periphrastic): 시제가 [분사+연결동사]로 만들어 지는 동사들을
분연동사라 칭한다.
사) 분연동사 현재: [분사+ ei=nai 현재형]으로 만들어진다. 드물다.
ouv ga,r evsmen(IdPr A1) w`j oi` polloi. kaphleu,ontej(Pa PrA,Nm) to.n
tou/ qeou/)

lo,gon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상하는(ka) 많은 사람 같지 않기 때문

에(고후2:17). For we are not, as many, making merchandise of the
word of God. eivmi,, kaphle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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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분연동사 미완료(periphrastic imperfect): [분사+ei=nai 미완료]로 만든다.
kai. h=n(IdIp A3) proa,gwn(Pa PrA,Nm) auvtou.j o` VIhsou/j(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가고(pr) 있었다(h=n) (마가10:32)
And Jesus was going before them. proa,gw, eiv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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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연동사 과거: [과거분사+ ei=nai 현재형]으로 만든다.
pepeisme,noj( PaPe P,Nm) ga,r evstin(Id Pr A3) VIwa,nnhn profh,thn ei=naiÅ
요한이 예언자임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누가20:6).
because they are convinced that John was a prophet. pei,qw, eiv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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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분연동사 대과거: [과거분사+ei=nai 미완료]로 만든다.
kai. h=n(IdIp A3) auvtw/| kecrhmatisme,non( PaPe P,Nn)

u`po. tou/ pneu,matoj

tou/ a`gi,ou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에게 나타나졌었다. (누가2:26)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 crhmati,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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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분연동사 미래: [현재분사+ei=nai 미래]로 만든다. 분연동사 미래는 미래
동작의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
avnqrw,pouj e;sh|( Id Fu M2D) zwgrw/n( PaPr A,Nm) Å
너는 사람들을 얻게(zw) 될 것이다. (누가5:10)
Thou shalt catch men. zwgre,w,

eivmi

FuM3D) patoume,nh(PaPrP,Nf)
예루살렘은 발아래 짓밟힐 것이다(누가21:24).

VIerousalh.m e;stai(Id

Jerusalem shall be trodden underfoot. pate,w,

eivmi,

me,llei(IdPrA3) ga.r ~Hrw,d| hj zhtei/n(InPrA) to. paidi,on tou/ avpole,sai

헤로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찾으려고
할 것이기(me,) 때문에, For Herod will seek the young child to
destroy him( 마태 2:13). me,llw, zhte,w, avpo,llumi. me,llei... zhtei/n
(InPrA)= [ me,llein + 부정사 ] 형식은 의도하는 행동이나 발생할 것이 확
실한 동작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직설법 미래에 가깝다.
(InAoA2) auvto,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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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 우리말로 또는

.

복습

마 )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채웠다 peplhrw,kate(IdPeA2) th.n VIerousalh.m
(98 마 )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th/j didach/j u`mw/n
(98 마 )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to.n kalo.n avgw/na hvgw,nismai
(98 마 ) 나는 그 과정을 마쳤다
to.n dro,mon tete,leka
(98 마 ) 나는 믿음을 지켰다
th.n pi,stin teth,rhka
(98 마 )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pe,poiqen evpi. to.n qeo,n(
(98 마 ) 우리는 믿고 안다
h`mei/j pepisteu,kamen kai. evgnw,kamen
(98 마 )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o[ti su. ei= o` a[gioj tou/ qeou/Å
(98 머 ) 그것은 세워졌었기 때문에
teqemeli,wto(IdPlP3) ga.r
(98 머 ) 바위 위에
evpi. th.n pe,tranÅ
(98 머 ) 이미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h;dh ga.r sunete,qeinto(IdPlM3)
(98 머 ) 유대인들이
oi` VIoudai/oi
(98 머 ) 고
i[na
(98 머 ) 어떤 사람이 그를... 면,
eva,n tij auvto.n
(98 머 )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
o`mologh,sh| Cristo,n
(98 머 ) 회당으로부터 쫓겨남을
avposuna,gwgoj
(98 머 ) 그는 반드시... 당해야 한다
ge,nhtai(SuAoM3D)
(98 머 ) 그리고 대부분은
kai. oi` plei,ouj
(98 머 ) 알지를 못했다
ouvk h;d| eisan(IdPlA3)
(98 머 ) 무엇 때문에
ti,noj e[neka
(98 머 ) 그들이 함께 왔는지를
sunelhlu,qeisan(IdPlA3)
(98 머 ) 그리고 그들은 잊어버렸었다
Kai. evpela,qonto(IdAoM3D)
(98 머 ) 빵들을 먹는다는 것을
labei/n a;rtouj
(98 머 ) 그리고 빵 하나 외에는
kai. eiv mh. e[na a;rton
(98 머 ) 그들과 함께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ouvk ei=con meqV e`autw/n
(98 머 ) 배 안에
evn tw/| ploi,wÅ|
(98 머 ) 보여 주면서 [ 과부들이 주어다 ]
evpideiknu,menai(PaPrM,N f)
(98

머 )모든 튜닉과 옷들을
citw/naj kai. i`ma,tia
(98 머 ) 만들었던
o[sa evpoi,ei(IdIpA3)
(98 머 ) 그녀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metV auvtw/n ou=sa(PaPrA,Nf)
(98 머 ) 도르카쓰가
h` Dorka,jÅ
(98 묘 ) 날마다
kaqV h`me,ran
(98 묘 ) 성전에
evn tw/| i`erw/|
(98 묘 ) 나는 앉아서
evkaqezo,mhn(IdIpMP1D)
(98 묘 ) 가르쳐 왔다
dida,skwn(PaPrA,Nm)
(98 묘 ) &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kai. ouvk evkrath,sate,( IdAoA2) meÅ
(98 묘 )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98 묘 )
o` de. evsiw,pa
(98 묘 )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
kai. ouvk avpekri,nato
(98 묘 ) 그리고 그는 앉아서 (98 묘 )
Kai. kaqi,saj(PaAoA,Nm)
(98 묘 ) 헌금궤 맞은 편에
kate,nanti tou/ gazofulaki,ou
(98 묘 ) 바라보곤 했다
evqew,rei(IdIpA3)
(98 묘 ) 어떻게 무리가
pw/j o` o;cloj
(98 묘 ) 돈을 넣는지를
ba,llei(IdPrA3) calko.n
(98 묘 ) 헌금궤에
eivj to. gazofula,kionÅ
(98 묘 ) 그리고 많은 부자들은
kai. polloi. plou,sioi
(98 묘 ) 많이씩 넣곤 했다
e;ballon(IdIpA3) polla,\
(98 묘 ) 그리고 왔다
kai. evlqou/sa (PaAoA,Nf)
(98 묘 ) 가난한 한 과부가
mi,a ch,ra ptwch.
(98 묘 ) 두 개의 작은 동전들을 넣었다 .
e;balen(IdAoA3) lepta. du,o(
(98 묘 ) 1 전인 [ 에 불과한 ]
o[ evstin kodra,nthjÅ
(98 무 ) 너는 가라 (98 무 )
{Upage(ImPrA2)
(98 무 ) 너의 집으로
eivj to.n oi=ko,n sou
(98 무 ) 너의 사람들 한테로
pro.j tou.j sou.j
(98 무 )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
kai. avpa,ggeilon(ImAoA2) auvtoi/j
(98 무 )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o[sa o` ku,rio,j
(98

무) 너희들에게 행하셨는지
soi pepoi,hken(IdPeA3)
(98 무 ) & 그 분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kai. hvle,hse,n(IdAoA3) seÅ
(98 무 ) 그리고 게다가 (98 무 )
e;ti te kai.
(98 무 ) 그는 헬라 사람들을 대리고 왔다
{Ellhnaj eivsh,gagen(IdAoA3)
(98 무 ) 성전안으로
eivj to. i`ero.n
(98 무 ) 그리고 그는 더럽혔다
kai. kekoi,nwken(IdPeA3)
(98 무 ) 이 거룩한 장소를
to.n a[gion to,pon tou/tonÅ
(98 무 ) 그리고 그가 장례 되었다는 것 (98 무 )
kai. o[ti evta,fh(IdAoP3)
(98 무 ) &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kai. o[ti evgh,gertai(IdPeP3)
(98 무 ) 3 일만에
th/| h`me,ra| th/| tri,th|
(98 무 ) 성경말씀대로
kata. ta.j grafa.j
(98 뱌 ) 나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98 뱌 )
VExomologou/mai,( IdPrM1) soi
(98 뱌 ) 오 아버지시여 !
pa,ter(
(98 뱌 )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ku,rie tou/ ouvranou/ kai. th/j gh/j(
(98 뱌 ) 때문에
o[ti
(98 뱌 ) 당신께서는 이들을 숨기신
e;kruyaj(IdAoA2) tau/ta
(98 뱌 ) 지혜로운 자와 이해하는 자로부터는
avpo. sofw/n kai. sunetw/n
(98 뱌 ) 나타내셨기
kai. avpeka,luyaj(IdAoA2)
(98 뱌 )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들을
auvta. nhpi,oij\
(98 뱌 ) 너희들은 읽지 않았는가 ?(98 뱌 )
Ouvk avne,gnwte(IdAoA2)
(98 뱌 ) 다비드가 무엇을 행했는지
ti, evpoi,hsen(IdAoA3) Daui.d
(98 뱌 ) 그가 굶주렸을 때에
o[te evpei,nasen(IdAoA3)
(98 뱌 )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kai. oi` metV auvtou/(
(98 뱌 ) 우리는 보았다 (98 뱌 )
㉑ Ei;domen(IdAoA1)
(98 뱌 ) 이상한 일들을
㉑ para,doxa
(98 뱌 ) 오늘
㉑ sh,meronÅ
(98 뱌 ) 그러므로 불리워지고 있다
㉒ dio. evklh,qh(IdAoP3)
(98 뱌 ) 바로 저 들판은
㉒ o` avgro.j evkei/noj
(98

뱌) ‘ 피 밭이라 ’
㉒
(98 뱌 ) 오늘까지도
㉒
(98 버 ) 이는 나의 아들이다 (98 버 )
㉓
(98 버 ) 사랑하는
㉓
(98 버 )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㉓
(98 버 ) 때문에 (98 버 )
㉔
(98 버 ) 너의 이 형제는
㉔
(98 버 ) 죽었었다
㉔
(98 버 ) 그리고 그는 살아났기
㉔
(98 버 ) & 잊어 버렸었으나
㉔
(98 버 ) 그는 찾아졌기
㉔
(98 버 ) 그 분은 살아나셨다 (98 버 )
㉕
(98 버 ) 그 분은 여기에 없다
㉕
(98 버 ) 나는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㉖
(98 버 ) 보라 !(98 버 )
㉗
(98 버 ) 세상이 그의 뒤를
㉗
(98 버 ) 쫓아다닌 것이다
㉗
(98 벼 )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
(98 벼 ) 그리고 너는 부를 것이니라
(98 벼 ) 그의 이름을 예수라
(98 벼 )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기뻐하노라 ,
(98 벼 ) 실로
(98 벼 ) 나는 계속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
(98 뵤 ) 너희들에게 같은 일들을 쓰는 것은
㉘
(98 뵤 ) 나에게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
㉘
(98 뵤 ) 그러나 너희들에겐 안전한 ,
㉘
(98 뵤 )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바쳐야 한다면
㉙
(98 뵤 ) 당신의 제물을 (98 뵤 )
㉙
(98

VAgro.j Ai[matoj
e[wj th/j sh,meronÅ
Ou-to,j evstin o` ui`oj, mou
o` avgaphto,j
evn w-| euvdo,khsa
o[ti
o` avdelfo,j sou ou-toj
nekro.j h=n(IdIpA3)
kai. e;zhsen(IdAoA3) (
kai. avpolwlw.j(PaPeA,Nm)
kai. eu`re,qh(IdAoP3) Å
hvge,rqh(IdAoP3)
ouvk e;stin(IdPrA3) w-de\
Gunai/ka e;ghma(IdAoA1)
i;de
o` ko,smoj ovpi,sw auvtou/
avph/lqen(IdAoA3) Å
te,xetai(IdFuM3D) de. ui`o,n(
kai. kale,seij(IdFuA2)
to. o;noma auvtou/ VIhsou/n\
kai. evn tou,tw| cai,rwÅ
avlla. kai.
carh,somai(IdFuM1D) (

브

ta. auvta. gra,fein u`mi/n (98 )
evmoi. me.n ouvk ovknhro,n(
u`mi/n de. avsfale,jÅ
evan. ou=n prosfe,rh|j(SuPrA2)
to. dw/ro,n sou

뵤) 제단에서
(98 뵤 ) 우리의 양식을 (98 뵤 )
(98 뵤 ) 일용할
(98 뵤 ) 우리에게 주소서
(98 뵤 ) 날마다
(98 뵤 ) 그리스도를 위한
(98 뵤 ) 그러므로
(98 뵤 ) 우리는 대사들이다
(98 뵤 ) 마치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처럼
(98

㉙ evpi. to. qusiasth,rion
㉚ to.n a;rton h`mw/n
㉚ to.n evpiou,sion
㉚ di,dou(ImPrA2) h`mi/n
㉚ to. kaqV h`me,ran\
㉛ u`pe.r Cristou/
㉛ ou=n
㉛ presbeu,omen(IdPrA1)

㉛ w`j tou/ qeou/ parakalou/ntoj(PaPrA,Gm)

뵤) 우리를 통해서
㉛ diV h`mw/n\
(98 부 ) 나는 오지 않았다 (98 부 )
㉜ ouvk h=lqon(IdAoA1)
(98 부 ) 율법을 파괴하려고
㉜ katalu/sai(InAoA) to.n no,mon
(98 부 ) 그러나 성취하려고
㉜ avlla. plhrw/sai(InAoA) Å
(98 부 ) 그리고 만일 (98 부 )
㉝ kai. evan
.
(98 부 ) 하루에 7 번씩
㉝ e`pta,kij th/j h`me,raj
(98 부 ) 그가 너를 거슬러 죄를 지으면 ㉝ a`marth,sh|( SuAoA3) eivj se..
(98 부 ) 너는 그를 용서해야 할 것이다 ㉝.. avfh,seij(IdFuA2) auvtw/Å|
(98 부 ) 그 분께서는 그녀를 일으키셨다 (98 비 )
㉞ h;geiren(IdAoA3) auvth.n
(98 부 ) 그녀의 손을 잡고서
㉞ krath,saj(PaAoA,Nm)
th/j ceiro,j\
(98 뷰 ) 그러나 나는 발견했다 (98 뷰 )
㉟ evgw. de. katelabo,mhn(IdAoM1)
(98 뷰 ) 아무것도 않았었다는 것을 ㉟ mhde.n
(98 뷰 ) 그가 죽음에 합당할만한
㉟ a;xion auvto.n qana,tou
(98 뷰 ) 행하지
㉟ peprace,nai(InPeA)
(98 뷰 ) 평화로 와라
㊱ Siw,pa(ImPrA2)
(98 뷰 ) 잠잠해 져라
㊱ pefi,mwso(ImPeP2)
(98 뷰 )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㊲ Pe,peismai de,(
(98 뷰 ) 나의 형제들이여
㊲ avdelfoi, mou(
(98

뷰) 내 또한 스스로,
㊲ kai. auvto.j evgw.
(98 뷰 ) 너희들에 관해서,
㊲ peri. u`mw/n
(98 뷰 ) 것을
㊲ o[ti
(98 뷰 ) 너희들은 스스로들 충만하고㊲ kai. auvtoi. mestoi, evste
(98 뷰 ) 선행으로
㊲ avgaqwsu,nhj(
(98 뷰 ) 채워지고
㊲ peplhrwme,noi (PaPeP,Nm)
(98 뷰 ) 모든 지식으로
㊲ pa,shj Îth/jÐ gnw,sewj(
(98 뷰 ) 또한 할 수 있다는
㊲ duna,menoi kai.
(98 뷰 ) 피차간에 권고하기를
㊲ avllh,louj nouqetei/nÅ(로마15:14)
(98 브 ) 그리고 나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㊳ mhnuqei,shj(PaAoP,Gf) de, moi
(98 브 ) 그 사람을 대항하는 음모가(98 브 ) ㊳ evpiboulh/j eivj to.n a;ndra
(98 브 ) 있을 것이라는 것이
㊳ e;sesqai(InFuMD)
(98 브 ) 몸이 아니다(98 브 )
㊴ ouv to. sw/ma
(98 브 ) 되어 져야 하는
㊴ to. genhso,menon(PaFuM,AnD)
(98 브 ) 당신이 뿌리는 것은
㊴ spei,reij(IdPrA2)
(98 사 ) 우리는 않기 때문에(98 사 )
㊵ ouv ga,r evsmen(IdPrA1)
(98 사 ) 많은 사람 같지
㊵ w`j oi` polloi.
(98 사 ) 행상하는
㊵ kaphleu,ontej(PaPrA,Nm)
(98 사 ) 하나님의 말씀을
㊵ to.n lo,gon tou/ qeou/
(98 샤 ) 그리고 있었다(98 샤 )
㊶ kai. h=n(IdIpA3)
(98 샤 ) 그들 앞에 가고
㊶ proa,gwn(PaPrA,Nm) auvtou.j
(98 샤 ) 예수께서는
㊶ o` VIhsou/j(
(98 서 )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㊷ pepeisme,noj(PaPeP,Nm) ga,r evstin
(98 서 ) 요한이 예언자임을 (98 서 )
㊷ VIwa,nnhn profh,thn ei=naiÅ
(98 셔 ) 그것은 그에게 나타나졌었다(98 셔 ) ㊸ kai. h=n auvtw/| kecrhmatisme,non
(98 셔 ) 성령에 의해서
㊸ u`po. tou/ pneu,matoj tou/ a`gi,ou
(98 소 ) 사람들을
㊹ avnqrw,pouj
(98 소 ) 너는 얻게 될 것이다
㊹ e;sh|( IdFuM2D) zwgrw/n(PaPrA,Nm) Å
(98

소) 예루살렘은
㊺ VIerousalh.m
(98 소 ) 발아래 짓밟힐 것이다 .
㊺ e;stai(IdFuM3D) patoume,nh(PaPrP,Nf)
(98 소 ) 헤로드가 찾을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㊻ me,llei ga.r ~Hrw,d| hj zhtei/n
(98 소 ) 그 어린아이를 (98 소 )
㊻ to. paidi,on
(98 소 ) 그를 죽이기 위해서
㊻ tou/ avpole,sai(InAoA2) auvto,Å
(98

(98

쇼)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번역할 때에만 다음과로 진행하라!

마) peplhrw,kate th.n VIerousalh.m th/j didach/j u`mw/n
(98 마 ) to.n kalo.n avgw/na hvgw,nismai to.n dro,mon tete,leka
teth,rhka (98 마 ) pe,poiqen evpi. to.n qeo,n(
(98 마 ) h`mei/j pepisteu,kamen kai. evgnw,kamen o[ti su. ei= o` a[gioj
(98 머 ) teqemeli,wto ga.r evpi. th.n pe,tranÅ
(98 머 ) h;dh ga.r sunete,qeinto oi` VIoudai/oi i[na eva,n tij auvto.n
(98

머)
(98 며 )
(98

(98

며)
묘)

tou/ qeou/Å

o`mologh,sh| Cristo,n avposuna,gwgoj ge,nhtai
kai. oi` plei,ouj ouvk h;d| eisan ti,noj e[neka sunelhlu,qeisan
Kai. evpela,qonto labei/n a;rtouj kai. eiv mh. e[na a;rton
ouvk ei=con meqV e`autw/n evn tw/| ploi,w|Å
evpideiknu,menai citw/naj kai. i`ma,tia o[sa evpoi,ei metV auvtw/n ou=sa
h` Dorka,jÅ

(98

th.n pi,stin

(98

묘)

kaqV h`me,ran evn tw/| i`erw/| evkaqezo,mhn dida,skwn kai.

ouvk evkrath,sate, meÅ

(98

묘)

o` de. evsiw,pa kai. ouvk avpekri,nato

Kai. kaqi,saj kate,nanti tou/ gazofulaki,ou evqew,rei pw/j o` o;cloj
ba,llei calko.n eivj to. gazofula,kionÅ kai. polloi. plou,sioi
e;ballon polla,\ kai. evlqou/sa mi,a ch,ra ptwch. e;balen lepta. du,o(

(98

(98

무)
무)

o[ evstin kodra,nthjÅ
{Upage eivj to.n oi=ko,n sou pro.j tou.j sou.j kai. avpa,ggeilon auvtoi/j
o[sa o` ku,rio,j soi pepoi,hken kai. hvle,hse,n seÅ
e;ti te kai. {Ellhnaj eivsh,gagen eivj to. i`ero.n kai. kekoi,nwken
to.n a[gion to,pon tou/tonÅ

(98

무)

kai. o[ti evta,fh kai. o[ti evgh,gertai

(98

뱌)

th/| h`me,ra| th/| tri,th| kata. ta.j grafa.j
VExomologou/mai, soi pa,ter( ku,rie tou/ ouvranou/ kai. th/j gh/j(
o[ti e;kruyaj tau/ta avpo. sofw/n kai. sunetw/n kai. avpeka,luyaj
auvta. nhpi,oij\

뱌)
(98 버 )
(98 버 )
(98

(98

뱌)

Ouvk avne,gnwte ti, evpoi,hsen Daui.d o[te

evpei,nasen kai. oi` metV auvtou/(

(98

뱌)

Ei;domen para,doxa sh,meronÅ

dio. evklh,qh o` avgro.j evkei/noj VAgro.j Ai[matoj e[wj th/j sh,meronÅ
Ou-to,j evstin o` ui`oj, mou o` avgaphto,j evn w-| euvdo,khsa
o[ti o` avdelfo,j sou ou-toj nekro.j h=n kai. e;zhsen( kai. avpolwlw.j
kai. eu`re,qhÅ

(98

버)

hvge,rqh ouvk e;stin w-de\

(98

버 ) Gunai/ka

e;ghma

버) i;de o` ko,smoj ovpi,sw auvtou/ avph/lqenÅ
(98 벼 ) te,xetai de. ui`on
, ( kai. kale,seij to. o;noma auvtou/ VIhsou/n\
(98 벼 ) kai. evn tou,tw| cai,rwÅ avlla. kai. carh,somai(
(98 뵤 ) ta. auvta. gra,fein u`mi/n evmoi. me.n ouvk ovknhro,n( u`mi/n de. avsfale,jÅ
(98 뵤 ) evan
. ou=n prosfe,rh|j to. dw/ro,n sou evpi. to. qusiasth,rion
(98 뵤 ) to.n a;rton h`mw/n to.n evpiou,sion di,dou h`mi/n to. kaqV h`me,ran\
(98 뵤 ) u`pe.r Cristou/ ou=n presbeu,omen w`j tou/ qeou/ parakalou/ntoj
diV h`mw/n\ (98 뷰 ) ouvk h=lqon katalu/sai to.n no,mon avlla. plhrw/saiÅ
(98 뷰 ) kai. eva.n e`pta,kij th/j h`me,raj a`marth,sh| eivj se.. .. avfh,seij auvtw/Å|
(98 뷰 ) h;geiren auvth.n krath,saj th/j ceiro,j\
(98 뷰 ) evgw. de. katelabo,mhn mhde.n a;xion auvto.n qana,tou peprace,nai
(98 뷰 ) Siw,pa pefi,mwso
(98 뷰 ) Pe,peismai de,( avdelfoi, mou( kai. auvto.j evgw. peri. u`mw/n
(98

o[ti kai. auvtoi. mestoi, evste avgaqwsu,nhj( peplhrwme,noi pa,shj Îth/jÐ

브)
(98 브 )
(98 사 )
(98 샤 )
(98

gnw,sewj( duna,menoi kai. avllh,louj nouqetei/nÅ
mhnuqei,shj de, moi evpiboulh/j eivj to.n a;ndra e;sesqai
ouv to. sw/ma to. genhso,menon spei,reij
ouv ga,r evsmen w`j oi` polloi. kaphleu,ontej to.n lo,gon tou/ qeou/
kai. h=n proa,gwn auvtou.j o` VIhsou/j(

서) pepeisme,noj ga,r evstin VIwa,nnhn profh,thn ei=naiÅ
(98 셔 ) kai. h=n auvtw/| kecrhmatisme,non u`po. tou/ pneu,matoj tou/
(98 쇼 ) avnqrw,pouj e;sh| zwgrw/nÅ (98 쇼 ) VIerousalh.m e;stai patoume,nh
(98 쇼 ) me,llei ga.r ~Hrw,d
| hj zhtei/n to. paidi,on tou/ avpole,sai auvto,Å
(98

a`gi,ou

단문, 중문, 복문, 가정법, 명령법, 가정법 부정과거, 기원법, 복습24
(99 가 ) (99) 에선 단문, 중문, 복문에 대해서 공부한다 .
(99

(99

갸) 단문: 주어와 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는 문장이다.
중문과 복문: 주어와 술어가 하나 이상씩 있는 문장이다.
문장이란 단어는 오직 완전한 성명, 명령과, 의문문에만 국한 사용한다.
절이란 중문이나 복문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자체 내에 주어와 술어를 가
진 단어들의 그룹을 뜻한다.
구(phrase)란 자체 내에 주어나 술어가 들어 있지 않는 단어들의 그룹을
뜻한다.
거) 중문: 서로 의존하지 않고, 동등하게 중요하고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
으면서 kai, avlv la,, de,, h; ga,r, 등의 등위접속사들로 이어질 수 있는 2 개
또는 그 이상의 절들을 중문이라 한다. 아래 보기는 신약에 아주 자주 나
오는 문체이다.
Kai. evxh/lqen(IdAoA3) pa,lin para. th.n qa,lassan\ kai. pa/j o` o;cloj h;rceto
(IdIpMP3D) pro.j auvto,n( kai. evdi,dasken(IdIpA3) auvtou,jÅ

그리고 그 분께서는 다시 바다가로 나아가셨다,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그에게 닦아오고 있었으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And he went forth again by the sea side; and all the multitude
resorted unto him, and he taught them. evxe,rcomai, e;rcomai,

dida,skw
(99

겨) 복문: 주절이 들어 있으며, 주절에 의존하거나 혹은 서로 의존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속절이 포함된 문장을 복문이라 한다. 주절의 동사는 거
의 언제나 직설법이나 명령법에 속하는 동사다. 그리고 언제나 주절의 동
사를 제일 먼저 찾아서 번역해 나가는 부분이 바로 주절의 동사다.
eva,n tij qe,lh|( SuPrA3) to. qe,lhma auvtou/ poiei/n( gnw,setai(IdFuM3D) peri.
th/j didach/j po,teron evk tou/ qeou/ evstin h' evgw. avpV evmautou/ lalw(IdPrA1)

누구든지 그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지 혹은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인지, 그 교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If any man willeth to do his will, he shall know of the
doctrine, whether it is of God, or wthether I speak from myself.

ginw,skw, lale,w, qe,lw, po,teron... h' ..
(99

인지 아닌지.

고) 3 종의 종속절들
명사절: 명사의 위치에 놓이는 절이다.
부사절: 부사의 위치에 놓이는 절이다.
형용사절: 형용사의 위치에 놓이는 절이다.

(100

가) (100)에선 독립절이나 주절에 나오는 가정법의 용도에 대해서 공부한다.

(100

갸) 권고 가정법: 화자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함께 참예해서 이런 일을 행해
나가자고 권고할 때에 1인칭 복수형에 가정법이 사용한다.
VAgaphtoi,( avgapw/men(SuPrA1) avllh,louj(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요한1,4:7)
Dilecti, diligamus alii alios

Beloved, let us love ane another. avgapa,w
(100

거) 1인칭 단수형 권고 가정법: 1인칭 단수형이 명령형 Afej와 사용된 경우.
:Afej(ImAoA2) evkba,lw(SuAoA1) to. ka,rfoj evk tou/ ovfqalmou/ sou(

너는 나로 하여금 너의 눈으로부터 티끌을 빼 내도록 하라!
Let me cast out the mote out of thine eye. ( 마태 7:4)
avfi,hmi ... 하도록 하다 , evkba,llw

(100

겨) 심의 가정법(deliberative subjunctive)
생각이 깊은 질문을 물어 보는 의문문에서 가정법을 사용한다.
Ti, ou=n poih,swmen(SuAoA1) È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행해야 되지? (누가3:10)
What shall we do?

Quid faciamus?

poie,w

(100

고) 접속사 없이 qe,leij,

qe,lete,, bou,lesqe

다음 단어에서 사용되는 가정법

Pou/ qe,leij(IdPrA2) e`toima,swme,n(SuAoA1) soi fagei/n to. pa,scaÈ

당신께서는 어데서(Po)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준
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마태26:17) Where wilt thou that we prepare
for thee to eat the Passover? e`toima,zw, qe,lw

Ti, qe,lete,( IdPrA2) ÎmeÐ poih,sw(SuAoA1) u`mi/nÈ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will ye that I should do for you? ( 마가 10:36) qe,lw,

(100

poie,w

교) ouv mh,의 용도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직설법 미래시제와 가정법 부정과거가 ouv mh,와 사용
되었는데, ouv가 직설법 미래시제를 강조하는 뜻이 있었다. 신약에서는 ouv mh,가
자주 가정법 부정과거에서 그리고 간혹 직설법 미래시제에서 발견 된다.
70인역 구약 성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져오는 인용에서는 ouv mh,가
강조력이 없는 단순한 미래시제 부정어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문장들은 히브리어나 아람말에서 옮긴 번역문이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다른
곳에서 ouv mh,가 사용되면 보통은 강조력을 가지고 있다.

강조력이 있는 ouv mh,
to.n evrco,menon(PaPrMP,AmD) pro.j evme. ouv mh. evkba,lw(SuAoA1) e;xw(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다. (요한6:37)
Him that cometh 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e;rcomai, evkba,llw

VEa.n de,h| me sunapoqanei/n(InAoA) soi( ouv mh, se avparnh,somai(IdFuM1D)
만일 내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마가14:31) avparne,omai

sunapoqnh,|skw

If I must die with thee, I will not deny thee. (마가14:31).

강조력이 없는 ouv mh,
to. poth,rion o] de,dwke,n(IdPeA3) moi o` path.r ouv mh. pi,w(SuAoA1) auvto,È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내가 그것을 마셔야하지 않겠는가?
The cup which my father has given me, shall I not drink it? (요한
18:11) di,dwmi, pi,nw

(101

가) 명령법: 명령법은 명령, 권고, 탄원, 허가 등을 표현한다.

(101

갸) 명령
tw/| aivtou/nti,( PaPrA,Dm) se do,j(ImAoA2) (
당신을 묻는 자에게 주라. (마태5:42)

Qui petit a te, da ei.

Give to him that asketh thee. aivte,w, di,dwmi
(101

거) 탄원
avllV ei; ti du,nh|(IdPrMP2D)( boh,qhson(ImAoA2) h`mi/n
그러나 당신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ei;), 당신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마가9:22)

But if You can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bohqe,w, du,namai
(101

겨) 허가
eva.n h=(| SuPrA3) u`pe,rakmoj kai. ou[twj ovfei,lei(IdPrA3) gi,nesqa(InPrMPD)(
o] qe,lei(IdPrA3) poiei,tw(ImPrA3)( ouvc a`marta,nei(IdPrA3)( gamei,twsan
(ImPrA3)Å

만일 그녀가 청춘의 때를 지났으면(u`p),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ou[) 되어져야(gi,) 한다(ovf)면, 그로 하여금 그가 바라는 것을 행하도록 하
라. 그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들로
7:36).

하여금

결혼하도록

하라(고전

if she is past her youth, and if it must be so, let him

do what he wishes, he does not sin; let them marry. u`pe,rakmoj 청
춘의 때를 지난, ovfei,lw 되어야 한다, eivmi,,

a`marta,nw( game,w
(101

고) 명령형의 시제는 대부분, 현재와 부정과거다.

gi,nomai( qe,lw· poie,w(

(101

교) 명령형 현재: 직설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에서, 명령형 현재는 진행 중이
거나 습관적인 동작을 표현한다.

(101

구) 명령형 부정 과거: 직설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에서, 명령형 부정과거는
단순 동작을 표현한다. (누가11:3)
to.n a;rton h`mw/n to.n evpiou,sion di,dou(ImPrA2) h`mi/n to. kaqV h`me,ran\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evp) 양식을 (계속해서) 주소서

Give us (keep on giving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di,dwmi

to.n a;rton h`mw/n to.n evpiou,sion do.j(ImAoA2) h`mi/n sh,meron\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 마태 6:11) di,dwmi
명령형 현재인 di,dou(ImPrA2)는 오늘 후에 또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주는
동작을 뜻하는 반면에, 명령형 부정과거 do.j는 오늘을 위해서 주는 일회적
인 동작을 나타낸다.
(102

(102

(102

(102

가) 금지: 금지는 명령형 현재나 혹은 가정법 부정과거(명령형이 아님)와
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명령이나 청원을 표현한다.

mh,

갸) 명령형 현재는 이미 진행 중인 동작의 계속이나 반복을 금하고, 때로는
동작의 상습적인 실행을 금하고,또는 그것을 시도하려는 것도 금한다.
거) 가정법 부정과거는 동작의 진행이나 빈도수 등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동
작의 실행을 금지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동작이 시작되지 않은 동작을
금할 때애 가정법 부정 과거를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살
려서 신약을 번역해야 할 것이다.
겨) 진행 중인 동작을 금하는 명령형 현재 예문. 동작을 중지시키는 명령이
다.
evgw, eivmi(102 겨 ) \ mh. fobei/sqe(ImPrP2) Å
바로 나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마가6:50). fobe,w
It is I, be not afraid(do not continue to be afraid)

(

마가5:35)을 (누가8:49)와 비교해 보라.

Te,qnhken(IdPeA3) h` quga,thr sou\ mhke,ti sku,lle(ImPrA2) to.n

너의 딸이 죽었다(Te,), 그 주인을 이제부터는(mh)
괴롭히지(sk) 말라. (누가8:49) Thy daughter is dead, do not trouble
the Master any further. qnh,|skw, sku,llw, mhke,ti 이제부터는 아니다
dida,skalonÅ

~H quga,thr sou avpe,qanen\(IdAoA3) ti, e;ti sku,lleij(IdPrA2) to.n

너의 딸이 죽었다, 왜 너는 아직도(e;t) 그 선생을 괴롭
히는가? (마가5:35) "Your daughter has died. Why trouble

dida,skalonÈ

the teacher any longer?" avpoqnh,|skw,

sku,llw

Qugate,rej VIerousalh,m( mh. klai,ete(ImPrA2) evpV evme,\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누가28:28) klai,w
Daughters of Jerusalem, weep not for me(cease to weep for me).

:Arate(ImAoA2) tau/ta evnteu/qen( mh. poiei/te(ImPrA2) to.n oi=kon tou/

여기에서(evn) 이것들을 즉시-가져가-버려라
내 아버지 집을 상가(oi= evm)로 만들지 말라(요한2:16). "Take

patro,j mou oi=kon evmpori,ouÅ
( Ar),

these things away;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place of

명령형 부정과거
동작을 명한다. ai;rw( poie,w
business."

Arate(ImAoA2)

는 즉시 가지고 가 버리는

:Ide u`gih.j ge,gonaj(IdPeA2) ( mhke,ti a`ma,rtane(ImPrA2) ( i[na mh. cei/ro,n

보라 너는 건강(u`g)해 졌다, 이제부터는 죄
를 짓지 마라, 더 심한(ce)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요한5:14). you have become well; do not sin anymore, so
that nothing worse happens to you." u`gih,j 건강한 , gi,nomai(
soi, ti ge,nhtai(SuAoM3D) Å

a`marta,nw(
(102

고) 반복적인 행동을 금하는 명령형 현재 예문.
mh. metabai,nete(ImPrA2) evx oivki,aj eivj oivki,anÅ

집으로부터 집으로 돌아다니지 마라. (누가10:7)
Do not keep going from house to house. metabai,nw

제자들이
아직 그들의 미쎤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이니까. 단지 반복을 금한다.
이는 집으로부터 집으로 다니는 것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

Mh. ou=n basileue,tw(ImPrA3) h` a`marti,a evn tw/| qnhtw/| u`mw/n
sw,mati... mhde. parista,nete(ImPrA2) ta. me,lh u`mw/n o[pla avdiki,aj th/|
a`marti,a|( avlla. parasth,sate(ImAoA2) e`autou.j tw/| qew/|

그러므로 죽을(qn) 너희들의 몸 속에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지체들을 ( me) 불의의 ( avd) 도구들로서
( o[p) 죄에게 계속해서 내어주지 ( pa) 마라 , 오히려 너희들은 자신들을
( e`a) 하나님께 내어주라 ( 한번에 ).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and do not go on presenting the members of
your body to sin as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but present

로마6:12-13). basileu,w( pari,sthmi 명령형 부정
과거를 잘 보라. pari,sthmi 사용하도록 내어주다. (ImPr는 반복적인 행
동을 금한다.
yourselves to God(

to. lalei/n mh. kwlu,ete(ImPrA2) glw,ssaij\

혀들로 소리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전14:39) kwlu,w
do not forbid speaking in tongues. lale,w 소리내다 , 말하다 .
kwlu,ete(ImPrA2) 가 시도 자체를 금하는 명령일 수도 있다 .

(102

교) 동작의 시작을 금지하는 가정법 부정과거
Mh. kth,shsqe(SuAoM2D) cruso.n... eivj ta.j zw,naj u`mw/n(

너희들은 너희들의 허리띠들 안에 금을 챙기지(kt) 마라.
Do not get gold...for your purses( 마태 10:9). zw,nh 허리띠 , kta,omai

Ku,rie( mh. sth,sh|j(SuAoA2) auvtoi/j tau,thn th.n a`marti,anÅ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지우지 마소서. (행전7:60)

"Lord, do not charge them with this sin!" i[sthmi
(102

놓다

구) 명령형 현재와 가정법 부정과거가 같은 문장에 나오는 예문
mh. basta,zete(ImPrA2) balla,ntion( mh. ph,ran( mh. u`podh,mata( kai. mhde,na

지갑을(ba)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
지(ba) 마라, 여행가방(ph,)도 말고, 신들(u`p)도 말고, 그리고 길에서
아무하고라도 인사하지 마라. Do not carry (continue to carry) a

kata. th.n o`do.n avspa,shsqe(SuAoM2D) Å

purse, nor a scrip, nor shoes, and do not salute any man by the
way. (
(102

누가10:4) basta,zw 가지고 다니다( avspa,zomai( u`po,dhma 신

규) 기원법: 신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소원을 나타낸다.
ge,noito,( OpAoM3D) moi kata. to. r`hm/ a, souÅ

당신의 말씀 따라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1:38)
may it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gi,nomai

(102

그) 가능 기원법: [기원법+a'n]으로 가능성을 표현한다.
Pw/j ga.r a'n dunai,mhn(OpPrMPD1) eva.n mh, tij o`dhgh,sei(IdFuA3) meÈ

자(g),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하지(o`d) 않으면, 내가 어떻게(Pw) 할
수 있는가? (행전8:31) "Well, how could I, unless someone guides
me?" o`dhge,w 인도하다

(102

기)

, 우리말로 또는
. 복습
(99 거 ) 그리고 그 분께서는 다시 나가셨다
Kai. evxh/lqen pa,lin
(99 거 ) 바다가로
para. th.n qa,lassan\
(99 거 )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kai. pa/j o` o;cloj
(99 거 ) 그에게 닦아오고 있었다
h;rceto(IdIpMP3D) pro.j auvto,n
(99 거 ) 그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
kai. evdi,dasken(IdIpA3) auvtou,jÅ
(99 겨 ) 누구든지 원한다면
evan, tij qe,lh|( SuPrA3)
(99 겨 ) 그의 뜻을
to. qe,lhma auvtou/
(99 겨 ) 행하기를
poiei/n(
(99 겨 ) 그는 알아야 할 것이다
gnw,setai(IdFuM3D)
(99 겨 ) 그 교리를
peri. th/j didach/j
(99 겨 )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지
po,teron evk tou/ qeou/ evstin

겨) 혹은 내가
h' evgw.
(99 겨 ) 내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인지
avpV evmautou/ lalw/( IdPrA1) Å
(100 갸 ) 사랑하는 자들이여 ,
VAgaphtoi,(
(100 갸 ) 서로 사랑하자 !
avgapw/men(SuPrA1) avllh,louj(
(100 거 ) 너는 나로 하여금 빼 내도록 하라 !
Afej(ImAoA2) evkba,lw(SuAoA1)
(100 거 ) 티끌을
to. ka,rfoj
(100 거 ) 너의 눈으로부터
evk tou/ ovfqalmou/ sou(
(100 겨 )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행해야 되지 ?
Ti, ou=n poih,swmen(SuAoA1) È
(100 고 ) 당신께서는 어데서 원하십니까 ?
Pou/ qe,leij(IdPrA2)
(100 고 )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e`toima,swme,n(SuAoA1) soi
(100 고 )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fagei/n to. pa,scaÈ
(100 고 )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② Ti, qe,lete,( IdPrA2)
(100 고 )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행하기를 ② ÎmeÐ poih,sw(SuAoA1) u`mi/nÈ
(100 교 ) 나에게 오는 자는
to.n evrco,menon(PaPrMP,AmD) pro.j evme.
(100 교 )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
ouv mh. evkba,lw(SuAoA1)
(100 교 ) 밖으로
e;xw(
(100 교 ) 만일 내가...(해야) 한다면
VEa.n de,h| me
(100 교 ) 당신과 함께 죽어야
sunapoqanei/n(InAoA) soi(
(100 교 ) 나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ouv mh, se avparnh,somai
(100 교 ) 그 잔을
to. poth,rion
(100 교 )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o] de,dwke,n(IdPeA3) moi o` path.r
(100 교 ) 내가 그것을 마셔야하지 않겠는가?
ouv mh. pi,w(SuAoA1) auvto,È
(101 갸 ) 당신을 묻는 자에게(24 가 )
tw/| aivtou/nti,( PaPrA,Dm) se
(101 갸 ) 주라
do,j(ImAoA2)
(101 거 ) 그러나 당신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avllV ei; ti du,nh|
(101 거 ) 당신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boh,qhson(ImAoA2) h`mi/n
(101 겨 ) 만일 그녀가 청춘의 때를 지났으면
evan. h=(| SuPrA3) u`pe,rakmoj
(101 겨 )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kai. ou[twj ovfei,lei gi,nesqai
(99

겨) 그로하여금 그가 바라는 것을 행하도록 하라. o] qe,lei poiei,tw
(101 겨 ) 그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ouvc a`marta,nei(IdPrA3)
(101 겨 ) 그들로 하여금 결혼하도록 하라
gamei,twsan (ImPrA3)
(101 구 ) 우리의 양식을
to.n a;rton h`mw/n
(101 구 ) 일용할
to.n evpiou,sion
(101 구 ) ( 계속해서 ) 주소서
di,dou(ImPrA2)
(101 구 ) 날마다 우리에게
h`mi/n to. kaqV h`me,ran\
(101 구 ) 우리의 양식을
to.n a;rton h`mw/n
(101 구 ) 일용할
to.n evpiou,sion
(101 구 ) 주소서 .
do.j(ImAoA2)
(101 구 ) 오늘 우리에게
h`mi/n sh,meron\
(102 겨 ) 바로 나다 ,
evgw, eivmi(102 겨 ) \
(102 겨 )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mh. fobei/sqe(ImPrP2) Å
(102 겨 ) 너의 딸이 죽었다
Te,qnhken(IdPeA3) h` quga,thr sou\
(102 겨 ) 이제부터는 괴롭히지 말라 .
mhke,ti sku,lle(ImPrA2)
(102 겨 ) 그 선생을
to.n dida,skalonÅ
(102 겨 ) 너의 딸이
~H quga,thr sou
(102 겨 ) 죽었다
avpe,qanen\(IdAoA3)
(102 겨 ) 왜 너는 더 괴롭히려는가 ?
ti, e;ti sku,lleij(IdPrA2)
(102 겨 ) 그 주인을
to.n dida,skalonÈ
(102 겨 ) 예루살렘의 딸들아
Qugate,rej VIerousalh,m(
(102 겨 ) 울지 마라
mh. klai,ete(ImPrA2)
(102 겨 ) 나를 위해서는
evpV evme,\
(102 겨 ) 이것들을 즉시 - 가지고 - 가버려라
Arate(ImAoA2) tau/ta
(102 겨 ) 여기에서
evnteu/qen
(102 겨 ) 만들지 마라
mh. poiei/te(ImPrA2)
(102 겨 ) 내 아버지 집을
to.n oi=kon tou/ patro,j mou
(102 겨 ) 상가로
oi=kon evmpori,ouÅ
(101

겨) 보라
Ide
(102 겨 ) 너는 건강해 졌다
u`gih.j ge,gonaj(IdPeA2)
(102 겨 )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mhke,ti a`ma,rtane(ImPrA2)
(102 겨 ) 않도록 하기 위해서
i[na mh.
(102 겨 ) 더 심각한 어떤 일이 너에게
cei/ro,n soi, ti
(102 겨 ) 일어나지
ge,nhtai(SuAoM3D)
(102 고 ) 돌아다니지 마라 .
mh. metabai,nete(ImPrA2)
(102 고 ) 집으로부터 집으로
evx oivki,aj eivj oivki,anÅ
(102 고 ) 그러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㉑ Mh. ou=n basileue,tw(ImPrA3)
(102 고 ) 죄로 하여금
㉑ h` a`marti,a
(102 고 )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몸 속에서 ` ㉑ evn tw/| qnhtw/| u`mw/n sw,mati
(102 고 ) 너희들은 내어주지 마라
㉑ mhde. parista,nete(ImPrA2)
(102 고 ) 너희들의 지체들을
㉑ ta. me,lh u`mw/n
(102 고 ) 불의의 도구들로서
㉑ o[pla avdiki,aj
(102 고 ) 죄에게
㉑ th/| a`marti,a|(
(102 고 ) 오히려
㉑ avlla.
(102 고 ) 너희들은 내어주라
㉑ parasth,sate(ImAoA2)
(102 고 )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께
㉑ e`autou.j tw/| qew/|
(102 고 ) 소리내는 것을
㉒ to. lalei/n
(102 고 ) 금하지 말라
㉒ mh. kwlu,ete
(102 고 ) 혀들로
㉒ glw,ssaij\
(102 교 ) 너희들은 금을 챙기지 마라
㉓ Mh. kth,shsqe(SuAoM2D) cruso.n
(102 교 ) 너희들의 허리띠들 안에
㉓ eivj ta.j zw,naj u`mw/n
(102 교 ) 주여 ,
㉔ Ku,rie(
(102 교 ) 지우지 마소서
㉔ mh. sth,sh|j(SuAoA2)
(102 교 ) 이 죄를 그들에게
㉔ auvtoi/j tau,thn th.n a`marti,anÅ
(102 구 )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 ㉕ mh. basta,zete(ImPrA2) balla,ntion(
(102 구 ) 여행가방도 말고 ,
㉕ mh. ph,ran(
(102

구) 신들도 말고
(102 구 ) & 아무하고라도 인사하지 마라 .
(102 구 ) 길에서
(102 규 )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02 규 ) 당신의 말씀 따라서
(102 그 ) 자 ( g) 어떻게 ( Pw)
(102 그 ) 내가 할 수 있는가 ?
(102 그 ) 어떤 사람이 ... 않으면 ,
(102 그 ) 나를 인도하지 ( o`d)
(102

(102

㉕ mh. u`podh,mata(
㉕

kai. mhde,na avspa,shsqe(SuAo)

㉕

kata. th.n o`do.n

㉖ ge,noito,( OpAoM3D) moi
㉖ kata. to. r`hm
/ a, souÅ

Pw/j ga.r a'n
dunai,mhn(OpPrMPD1)
evan. mh, tij
o`dhgh,sei meÈ

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번역할 때에만 다음과로 진행하라!
거)
(99 거 )
(99 겨 )
(99

갸)
(100 거 )
(100 겨 )
(100

교)
(100 교 )
(100 교 )
(101 갸 )
(101 겨 )
(100

Kai. evxh/lqen pa,lin para. th.n qa,lassan\
kai. pa/j o` o;cloj h;rceto pro.j auvto,n kai. evdi,dasken auvtou,jÅ
eva,n tij qe,lh| to. qe,lhma auvtou/ poiei/n( gnw,setai peri. th/j didach/j
po,teron evk tou/ qeou/ evstin h' evgw. avpV evmautou/ lalw/Å
VAgaphtoi,( avgapw/men avllh,louj(
Afej evkba,lw to. ka,rfoj evk tou/ ovfqalmou/ sou(
Ti, ou=n poih,swmeÈ
pa,scaÈ

(100

고) Ti,

(100

고)

Pou/ qe,leij e`toima,swme,n soi fagei/n to.

qe,lete, ÎmeÐ poih,sw u`mi/nÈ

to.n evrco,menon pro.j evme. ouv mh. evkba,lw e;xw(
VEa.n de,h| me sunapoqanei/n soi( ouv mh, se avparnh,somai
to. poth,rion o] de,dwke,n moi o` path.r ouv mh. pi,w auvto,È
tw/| aivtou/nti, se do,j

(101

거)

avllV ei; ti du,nh| boh,qhson h`mi/n

evan. h=| u`pe,rakmoj kai. ou[twj ovfei,lei gi,nesqai o] qe,lei poiei,tw
ouvc a`marta,nei gamei,twsan

구 ) to.n a;rton h`mw/n to.n evpiou,sion
(101 구 ) to.n a;rton h`mw/n to.n evpiou,sion
(102 겨 ) evgw, eivmi\ mh. fobei/sqeÅ
(101

di,dou h`mi/n to. kaqV h`me,ran\
do.j h`mi/n sh,meron\

겨)
(102 겨 )
(102 겨 )
(102 겨 )
(102 겨 )
(102 겨 )
(102

Te,qnhken h` quga,thr sou\ mhke,ti sku,lle to.n dida,skalonÅ
~H quga,thr sou avpe,qanen\ ti, e;ti sku,lleij to.n dida,skalonÈ
Qugate,rej VIerousalh,m( mh. klai,ete evpV evme,\
Arate tau/ta evnteu/qen
mh. poiei/te to.n oi=kon tou/ patro,j mou oi=kon evmpori,ouÅ
Ide u`gih.j ge,gonaj mhke,ti a`ma,rtane i[na mh. cei/ro,n soi, ti
ge,nhtai

(102

고) Mh.

(102

고)

mh. metabai,nete evx oivki,aj eivj oivki,anÅ

ou=n basileue,tw h` a`marti,a evn tw/| qnhtw/| u`mw/n sw,mati

mhde. parista,nete ta. me,lh u`mw/n o[pla avdiki,aj th/| a`marti,a|( avlla.
parasth,sate e`autou.j tw/| qew/|

고) to. lalei/n mh. kwlu,ete glw,ssaij\
(102 교 ) Mh. kth,shsqe cruso.n eivj ta.j zw,naj u`mw/n
(102 교 ) Ku,rie( mh. sth,sh|j auvtoi/j tau,thn th.n a`marti,anÅ
(102 구 ) mh. basta,zete balla,ntion( mh. ph,ran( mh. u`podh,mata(
(102 구 ) kai. mhde,na kata. th.n o`do.n avspa,shsqe
(102 규 ) ge,noito, moi kata. to. r`hm
/ a, souÅ (102 그 ) Pw/j ga.r a'n
(102

eva.n mh, tij o`dhgh,sei meÈ

dunai,mhn

부정사법, i[na와 ὅti가 인도하는 절, 부정사와 i[na, ὅti+한정동사,
부사적 해설적 부정사, tou/를 취하는 부정사, 복습25
(103
(103

(103

(103

(103

(103

가) (103)에선 부정사, 명사절, 부사절에서 나타나는 부정사 상당어구들 공부
갸) 부정사법의 (infinitive mood) 기원: 동명사의 3격과 (여격) 탈격에서 기
원을 찾아 볼 수 있다.
lu,ein은 본디 “ 풀어지기 때문에 , 풀어지는데 있어어 ” 의 뜻이 있다 . 이러한
의미는 아직도 목적이나 결과를 뜻하는 부사절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부정
사는 전반적으로, 불변하지만, 오직 정관사만 첨가할 수 있는 동명사로 여
겨지고 있다. 부정사는 동사와 명사의 부분들을 취한 것이다. 부정사가 본
디 동명사다는 것 때문에, 부정사가 다양한 종속절에 사용 돼 왔다.
거) 부정사를 동사로 볼 때: 부정사가 실질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주어를
취할 수 있다.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으며, 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시제와 태(voice)도 가질 수 있다.
겨) 부정사를 명사로 볼 때: 다른 동사의 주어로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대명사와 동격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 전치사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부정사는 명사절
에서는 명사로, 부사절에서는, 여격(3)의 뜻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목
적과 결과를 표현한다.
고) 부정사가 주어이면? 부정사는 대격(4)을 취한다. 그리스어의 부정사는
영어의 부정사 보다 훨씬 폭이 넓다.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의 부정사,
동명사,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등을 사용해서 부정사를 번역한다.
교)

와 ὅti가 인도하는 절은 영어의 that 절과 같다. 그러면서
정사의 위치에 흔히 놓인다. 예를 들면,
i[na

I declare him to be innocent.

that

이부

또는

I declare that he is innocent.

또는

He commanded that bread should be set before them.

또는
또는

He commanded bread to be set before them.
It is sufficient for the servant to be as his master.
It is sufficient for the servant that he should be as his
master.
I am going to buy bread.
I am going that I may buy bread.

(103

구)

가 인도하는 절: 고전 그리스어나 신약 그리스어에서 i[na가 인도하는
절은 말하거나 생각하는 동사 다음에서 부정사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신약에서는 i[na가 인도하는 절이 여러 가지 절들에서 부정사의 위치에 놓
일 수 있다. 그러나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오직 목적을 나타내는 절이나,
끝 절에서만 부정사의 위치에 놓인다.

(103

규) 부정사와 i[na가 함께 나타나는 예문

i[na

qe,lw de. pa,ntaj u`ma/j lalei/n(InPrA) glw,ssaij( ma/llon de. i[na
profhteu,hte\ (SuPrA2)

이제 나는 너희들 모두가 혀들로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예언
할 수 있기를 더욱 더 (고전14:5). I wish all of you to speak with
tongues , but even more that you may prophesy. lale,w, profhteu,w

i[na
(103

절을 영어의 that 절로 옮겼다.

그) 같은 구절을 부정사 대신 i[na 절로 표현한 예문
ou- ouvk eivmi. i`kano.j ku,yaj(PaAoA,Nm) lu/sai(InAoA) to.n i`ma,nta(4m) tw/n

마가1:7)
나는 허리를 굽혀(ku) 그의 샌들들의 끈을 풀기에도 그분에게 충분치
않다.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the strap of His

u`podhma,twn(2n) auvtou/Å (

sandals. ku,ptw, lu,w, ou-( RL2m) = of whom, ou- ouvk eivmi. i`kano.j = of
whom I am not worthy(from YLT)

ou- ouvk eivmi. Îevgw.Ð a;xioj i[na lu,sw(SuAoA) auvtou/ to.n i`ma,nta tou/

u`podh,matojÅ

나는 그의 쌘들의(u`p) 끈을 풀기에도 그분에게 가치가 없다.
the strap of whose sandal I am not worthy to untie."( 요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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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정법의 동사를 취하는 구와 절들: 4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1) 주절에서 명령이나 권고를 뜻하는 명령형처럼 사용된 부정사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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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절
끝 절들,
결과절들
pri,n 다음에서 시제절들 ,
명사절들
주어로서
목적어로서
명사나 대명사와 동격으로서
해설절: 명사, 형용사, 동사의 의미를 제한해 주는,

나) 명령형 부정사: 부정사가 권고나 명령을 표현한다. 고전 그리스 문법
에 속하며, 신약에는 드물다.
cai,rein(InPrA) meta. cairo,ntwn( klai,ein(InPrA) meta. klaio,ntwnÅ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12:15).

Rejoice with them that do rejoice, and weep with them that
weep. cai,rw, kla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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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목적 부정사: 본디 여격인 부정사가 주절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
우다.
~Upa,gw a`lieu,ein(InPrA) Å

나는 낚시하러 간다. (요한21:3). I am going to fish. a`lieu,w

ouv ga.r avpe,steile,n(IdAoA3) me Cristo.j bapti,zein(InPrA) avlla.

euvaggeli,zesqai(InPrM) (

그리스도께서 세레를 주라고 나를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복
음을 설교하라고 (고전1:17).
For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

avposte,l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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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ti,zw, euvaggeli,zw

너) 결과 부정사: 부정사가 주절 동사의 결과를 표현한다. 주로
하지만 때로는 부정사 단독으로 결과를 표현한다.

ὥste

가 인도

kai. ta. ku,mata evpe,ballen(IdIpA3) eivj to. ploi/on( w[ste h;dh gemi,zesqai
(InPrP) to. ploi/onÅ

그리고 파도들이 배안으로 쳤다, 그래서 그 배는 벌써 채워지고 있었다.
and the waves were breaking over the boat so much that the boat
was already filling up. evpiba,llw, gemi,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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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결과 부정사:

ὥste

없이 부정사만으로 결과를 표현하는 예문.

히브6:10)
하느님은 너희들의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불의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ouv ga.r a;dikoj o` qeo.j evpilaqe,sqai(InAoMD) tou/ e;rgou u`mw/n. (
For God is not unjust so as to forget y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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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pilanqa,nomai

노) 시제절에서 pri.n 다음에 나오는 부정사
VAmh.n le,gw soi o[ti evn tau,th| th/| nukti. pri.n avle,ktora fwnh/sai(InAoA)
tri.j avparnh,sh|( IdFuM2D) meÅ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
를 세 차레나 부인할 것이다(는 것을).
Truly I say to you that this very night, before a rooster crows,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fwne,w, avparne,o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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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명사절에서 사용되는 부정사: 명사절에서 부정사는 동명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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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동사의 주어로 사용되는 명사절

이 문형에서, 동사는 부정사가 사용되며, 주어는 대격(4)을 취한다.
euvkopw,teron ga,r evstin ka,mhlon dia. trh,matoj(4f) belo,nhj eivselqei/n
(InAoA) h' plou,sion(4m) eivj th.n basilei,an tou/ qeou/ eivselqei/n(InAoA) Å

낙타가 바늘(be) 구멍으로(tr)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신국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쉽기(euv) 때문에(누가18:25). "For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enter the kingdom of God." eu;kopoj

than for a rich man to

쉬운,

eivse,rcomai( a,mhloj,,

plou,sioj
e;xestin(IdPrA3) h`ma/j(4p1) Kai,sari fo,ron(4m) dou/nai(InAoA) h' ou;È

우리가 카이싸르에게 세금을(fo,) 지불하는 것이 합법적이냐(e;x) 아니
냐? (누가20:22).Is it lawful for us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fo,roj 세금 , di,dwmi, e;xeimi 나가다 , e;xesti 허락이 된다 .

Kai. gi,netai katakei/sqai(InPrMPD) auvto.n(4m3) evn th/| oivki,a| auvtou/(

그리고 그 분께서 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일이 생겼다(gi).
( 마가 2:15) And it happened that He was reclining at the table in
his house,

kata,keimai

Dida,skale( ouv me,lei soi o[ti avpollu,meqaÈ

선생이시여,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당신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닙니까?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o[ti 절이 부정사의 자리에 놓
이면서 동사의 주어로 사용되었다(마가4:38). me,lw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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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동사의 목적어로서의 명사절
이러한 문장에서는 부정사가 동사로 사용된다. 그리고 ὅti가 인도하는 절
은 종종 부정사로 대치되기도 한다. 또한 신약에서는 부정사 대신에, i[na
가 인도하는 절이 사용되기도 한다.
느) 말하다, 생각하다는 동사나, 종속문 다음에 사용되는 목적절
화자가 자신의 말로 목적절을 표현한다. 보기를 들어보자.
직접화법, I am very pleased to be here this evening, and to see you
all sitting round this table.

간접화법,

Mr. Smith said that he was very pleased to be there that

evening, and to see them all sitting round that table.

바꾸어진 단어들: I > he, here > there, this evening > that evening,
you > them, this table > tha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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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that 이하의 목적절을 그리스어로 옮길 때 주의
이러한 목적절을 (that 이하) 그리스어로 바꾸려면 (라틴어에서도), 반드
시 동사는 부정사를 사용하고, 주어는 대격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도 자주, ὅti가 인도하는 절의 직설법이나 기원법은 그리스어의 부정
사와 대격으로 대치된다.
다) 영어의 부정사와 that 절

I declare him to be a criminal.I declare that he is a criminal.
We believe them to be here.

We believe that they are here.

왼 쪽 문장은 그리스어처럼 대격과 부정사가 사용된 문장이다.
오른 쪽 문장은 ὅti처럼 that가 절을 인도하는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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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대격 주어와 부정사 문장, 신약에서
le,gete(IdPrA2) evn Beelzebou.l evkba,llein(InPrA) me(4m) ta. daimo,niaÅ

너희들은 말한다: 내가 베엘제불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103다).
You say that I cast out demons by Beelzebul( 누가 11:18).
Dicitis per Beelzebul ejicere me daemonia. le,gw,

evkba,llw

Pw/j le,gousin to.n Cristo.n(4m) ei=nai(InPrA) Daui.d ui`on, È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비드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How can they say that the Messiah is the Son of David?
Quomodo dicunt Christum esse filium David? (

누가20:45)

o` ou=n o;cloj o` e`stw.j(PaPeA,Nm) kai. avkou,saj(PaAoA,Nm) e;legen(IdIpA3)
bronth.n(4f) gegone,nai(InPeA)

그러므로 서 있던 그리고 들었던 군중이 천둥이 첬었다라고 말했다.

The crowd that stood there and heard it said that it had
thundered. Turba ergo quae stabat et audierat dicebat tonitruum
esse factum. i[sthmi( avkou,w( le,gw( gi,nomai

ouvdV auvto.n oi=mai(IdPrMP1D) to.n ko,smon(4m) cwrh/sai(InAoA) ta.
grafo,mena(PaPrP,A n) bibli,aÅ

나는 세상(ko,) 자체도(auv) 기록되어지는 책들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oi) 않는다. (요한21:25) I do not think that even the
world itself would not contain the books that would be written.
Ne mundum quidem ipsum opinor capturum esse eos qui scribirentur
li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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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omai( cwre,w( gra,fw

더) 주절에 나오는 말한다, 생각한다는 동사의 주어가, 부정사의 주어와 같으
면, 부정사의 주어는 주격을 취한다. 고전 그릭어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드물다. (1p1) = 주격(1) 대명사(p) 1인칭 단수형을 뜻한다.
huvco,mhn(IdIpMP1D) ga.r avna,qema ei=nai(InPrA) auvto.j(1p1) evgw.( 1p1) avpo.

로마9:3).
나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 받은(avn)
자이기를 바랬기(hu) 때문에.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tou/ Cristou/ u`pe.r tw/n avdelfw/n mou(

accursed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ethren, eu;comai, eivmi,

fa,skontej(PaPrA,N m) ei=nai(InPrA) sofoi. evmwra,nqhsan(IdAoP3).

지혜롭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어리석어졌다(evm). (103댜)

Claiming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eivmi,, fa,skw, mwrai,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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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 느낀다, 본다, 안다는 동사 다음에서는, 대격과 분사가 대격과 부정사
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고어에서는 더욱 그렇다. 라틴어에는 없다.
eivj ga.r colh.n(4f) pikri,aj kai. su,ndesmon(4m) avdiki,aj o`rw/( IdPrA1)
se(4) o;nta(PaPrA,Am) Å

당신이 쓰디 쓴(pi) 담즙(co)과 불의의 속박가운데 있음을 나는 알기
( o`r) 때문에 . I see that you are in the gall of bitterness and in

the bondage of iniquity."(
(103

(10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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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8:23) eivmi,, o`ra,w

도) 부정사의 시제,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는, 종속문(dependent statement)에서 사용되는 부
정사의 시제는 언제나 첫 화자가 사용한 부정사의 시제를 사용한다.
됴) 영어에서 종속문의 동사의 시제: 영어에서는 시제가 변한다. 그러나 말하
다(saying)나 느끼다(feeling)는 동사가 주요시제이면, 즉 현재(says)
나 미래(will say)면, 종속문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는 변하지 않는다.
예문:
두) 첫 화자의 동사가 주요시제, 현재(says)나 미래(will say)인 예문
첫 화자가 하는 말,
I see the city.
이를 바꾸면, 현재로,
He says that he sees the city.
미래로,
He will say that he sees the city.
첫 화자가 하는 말,
I saw the city.
이를 바꾸면, 현재로,
He says that he saw the city.
미래로,
He will say that he saw the city.
첫 화자가 하는 말,
I shall see the city.
이를 바꾸면, 현재로,
He says that he will see the city.
미래로,
He will say that he will see the city.
듀) 말하다(saying)나 느끼다(feeling)는 동사가 제2시제이면(과거 said,
saw) , 종속문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는 화자가 사용했던 본디 시제 보다 한
단계 과거로 물러간 시제를 택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보자.
첫 화자가 하는 말,
I see the city.
이를 바꾸면, 과거로,
He said that he saw the city.
첫 화자가 하는 말,
I saw the city. 또는 I have seen the city.
이를 바꾸면, 과거로,
He said that he had seen the city.
첫 화자가 하는 말,
I shall see the city.
이를 바꾸면, 과거로,
He said that he would see the city.
제2시제의 동사를 정리하면,
첫 화자의 동사는
종속문에서는

현재는
과거는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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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로,
대과거로,
미래 과거 = 제2 미래로 변한다.

드)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첫 화자가 사용한 부정사의 시제, 그대로 잔류.
시제가 주요시제이든지, 제2 시제이든지 본디 시제 그대로 사용한다.
디) 첫 화자가 하는 말,
I see the city.
주절의 동사가 주요시제(현재 says, 미래)인 예문
이를 바꾸면, 현재로,
He says that he sees the city in English.
Dicit se urbem videre in Latin.

le,,gei th.n po,l, in o`ra/n(InPrA) in Greek.

첫 화자가 사용한 동사의 시제가 그대로 3 국 언어에서 사용되었다.
주절의 동사가 제2시제인 예문
이를 바꾸면, 과거로,
He said that he saw the city in English.
Dixit se urbem videre in Latin.

e;lege th.n po,,lin o`ra/n(InPrA) in Greek.

제2시제 예문을 보면, 첫 화자가 사용한 시제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는 그대로 사용 되었으나, 영어에서는 과거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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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첫 화자가 하는 말,
I saw the city.
주절의 동사가 주요시제인 예문
즉, 이를 현재로 바꾸면, He says that he saw the city.

Dicit se urbem vidisse in Latin.

le,,gei th.n po,l, in ivdeῖn(InAoA) in Greek.

주절의 동사가 제2시제인 예문
즉, 이를 과거로 바꾸면, He said that he had seen the city.
Dicit se urbem vidisse in Latin.

e;lege th.n po,,lin ivdeῖn(InAoA) in Gr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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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첫 화자가 하는 말,
I shall see the city.
주절의 동사가 주요시제인 예문

즉, 이를 현재로 바꾸면,

He says that he will see the city.
Dicit se urbem visurum esse in Latin.

le,,gei th.n po,l, in ὅyesqai(InFuM) in Greek.

주절의 동사가 제2시제인 예문
즉, 이를 과거로 바꾸면, He said that he would see the city.

Dixit se urbem visurum esse in Latin.

e;lege th.n po,,lin ὅyesqai(InFuM) in Greek.

영어에서는 동사가 변했지만,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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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종속문 표현, 그리스어의 2번째 방법:[ὅti+한정동사](부정사 이외 동사)
그리스어에서는 부정사 대신에 [ὅti+한정동사]를 사용해서 종속문을 표
현할 수 있다. [153
첫 화자가 하는 말:
I see the city.
주절의 동사가 주요시제인 예문
이를 바꾸면, 현재로,
He says that he sees the city.
le,,gei ὅti th.n po,,lin o`ra|(/ IdPrA3) in Greek.

주절의 동사가 제2시제인 예문
이를 바꾸면, 과거로,
He said that he saw the city.

e;legen ὅti th.n po,l, in o`ra|/ in Gr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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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첫 화자가 하는 말:
I saw the city.
주절의 동사가 주요시제인 예문
이를 바꾸면, 현재로,
He says that he saw the city.
le,,gei ὅti th.n po,,lin ei=den(IdAoA3).

주절의 동사가 제2시제인 예문
이를 바꾸면, 과거로,
He said that he had seen the city.
e;legen ὅti th.n po,l, in ei=den(IdAo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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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첫 화자가 하는 말:
I shall see the city.
주절의 동사가 주요시제인 예문
이를 바꾸면, 현재로,
He says that he will see the city.

le,,gei ὅti th.n po,,lin ὅyetai(IdFuM3).

주절의 동사가 제2시제인 예문

He said that he would see the city.

e;legen ὅti th.n po,l, in ὅyetai(IdFu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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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신약에 나오는

[ ὅti+

한정동사] 예문

do,xantej(PaAoA,N m) o[ti u`pa,gei(IdPrA3) eivj to. mnhmei/on i[na klau,sh|

요한11:31) doke,w, u`pa,gw, klai,w
그녀가 거기에서 울기(kl) 위해서 그 무덤(mn)으로 가는(u`p) 것으로 생
각하면서, supposing that she was going to the tomb to weep there.
evno,misan(IdAoA3) o[ti plei/on lh,myontai(IdFuM3D)( 마태 20:10).
그들은 더 많이 받을(lh,)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evn).
(SuAoA3) evkei/Å (

they thought that they would receive more, nomi,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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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a,nw

루) 첫 화자가 직설법에서 사용한 동사의 시제를, 제2시제에서도 기원법 동사
가 그대로 취하면서, o[ti가 인도하는 종속문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용법은
신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154
주절의 동사가 제2시제인 예문
첫 화자가 하는 말,
o`rw// th.n po,l, in
이를 바꾸면, 과거로,
e;legen ὅti th.n po,l, in o`rw,|n
첫 화자가 하는 말,
이를 바꾸면, 과거로,
첫 화자가 하는 말,
이를 바꾸면, 과거로,

He said that he saw the city.

ei=don th,n po,l, in
e;legen ὅti th.n po,l, in i;doi(OpAoA3) )
He said that he had seen the city.

ὅyomai th,n po,l, in
e;legen ὅti th.n po,l, in o;yoito.
He said that he would see the city.

중요한 점, 그리스어에서는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에 첫 화자가 사용한 동
사의 시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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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종속문에 사용된 가정문들
제2시제로(과거) 사용된 말하다(saying) 느끼다(feeling) 동사 다음에
서, 종속절에 사용되는 모든 동사는 주절의 동사처럼 모두 과거시제를 취
한 다. 아래 예문에서, 기울임 글자들은 모두 종속문에 사용된 가정법 문장
들이다.
Mr. Smith said that although he had been their member for twenty

years , he had never known how much they appreciated his services,
until he entered the hall that evening .

그러나 그리스어에서는 종속문에 사용된 모든 가정법 동사들은 첫 화자가
사용한 같은 시제와 같은 법을 취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h=lqon(IdAoA3)

le,gousai(PrPrA1f)

kai. ovptasi,an avgge,lwn e`wrake,nai

(InPeA) ( oi] le,gousin(IdPrA3) auvto.n zh/n(InPrA) Å

그들은 그는 살아 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ovp) 보았다(e`w)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왔다(누가24:23).
They came saying that they had seen a vision of angels who said
that he was alive. e;rcomai, le,gw, o`ra,w, z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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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제2시제에 사용된 말하다나 느끼다는 동사 다음에,
종속문에 사용된 모든 가정법 동사들은, 그들이 직설법 동사이든지 또는
가정법 동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기원법에서도 같은 시제를 취한다.
리) 신약에서 첫 화자의 대화를 직접 인용할 때 사용되는 ὅti
그러나 ὅti는 중복된 것이다.
evkei/noj e;legen(IdIpA3) o[ti VEgw, eivmiÅ

그 자신이 말했다, ‘내가 그 이다.“(요한9:9)

le,gw

"He kept saying, "I'm th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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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탄원, 권고, 명령 등을 뜻하는 동사나 종속 명령이나
청원 다음에 사용된 목적절
종속문에 사용된 명령들이나 청원문들은 명령이나 청원을 직접 화법으로

전하지 않고 간접 화법(보고자의 말로)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첫 화자의 말,
Go away.
보고자의 말,
He commanded them to go away.
첫 화자의 말,
Follow me.
보고자의 말,
He requested them to follow him.
(103

먀) 그리스어에서 종속절의 명령이나 청원: 영어처럼 부정사를 사용한다.
parh,ggeilen(IdAoA3) auvtoi/j avpo. ~Ierosolu,mwn mh. cwri,zesqai(InPrP)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그들을 명령했다(행전1:4).

He commande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paragge,llw, cwri,zw

Dida,skale( de,omai,( IdPrMP1D) sou evpible,yai(InAoA) evpi. to.n ui`o,n mou(

선생님이시여, 내 아들을 바라보시라고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나이다.
"Teacher, I beg You to look at my son, de,omai,

evpible,pw

신약에서는 i[na가 인도하는 절은 종속 명령문이나 청원문에서 가끔 부정사
구문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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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종속 명령문에 나오는 종속절도 종속문에 나오는 종속절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며) 질문을 묻는다는 동사나 종속 의문문 다음에 나오는 목적절
질문을 묻는다는 동사 (ask) 다음에 나오는 종속 의문문은 첫 화자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자의(간접화법) 말로 전한다.
첫 화자의 말,
Are you going away?
보고자의 말,
He asked if they are going away.
종속 의문문을 그리스어로 옮기는 방법은 종속문을 그리스어로 옮기는
방법과 똑 같다. 첫 화자가 사용한 시제와 법은 그대로 보존한다.
evpunqa,nonto(IdIpMP3D) eiv Si,mwn evnqa,de xeni,zetai(IdPrP3) Å( 행전 10:18)
그들은 만일 씨몬이 여기에서(evn) 숙박을 하는지 물었다(evp)
They asked if Simon lodged there. punqa,nomai, xeni,zw

첫 화자의 질문은 Does Simon lodge here?이다.

proskalesa,menoj(PaAoM,Nm) to.n kenturi,wna evphrw,thsen(IdAoA3) auvto.n

마가15:44) 백부장을(ke) 소환하면서(pr),
죽었는지를 그에게 물었다(evp). Summoning the

eiv pa,lai avpe,qanen(IdAoA3) \ (

그는 그가 이미(pa,)

centurion, he questioned him as to whether He was already dead.

proskale,w, evperwta,w, avpoqnh,|s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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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누가복음서에서, 직설법 대신 기원법이나 가정법이 사용된 예문
kai. auvtoi. h;rxanto(IdAoM3) suzhtei/n(InPrA) pro.j e`autou.j to. ti,j a;ra
ei;h(OpPrA3) evx auvtw/n o` tou/to me,llwn(PaPrA,Nm) pra,ssein(InPrA) Å

그리고 그들은(auv), 그러면(a;r), 이것을 앞으로(me,) 행할 자가, 그들
( auv) 중에서 ( evx) 누구 ( ti,) 인지 ( ei;) 를 , 그들 자신들 ( e`a) 가운데서 ( pr) 의
논하기(su) 시작했다(h;r)(누가22:23) And they began to discuss
among themselves which one of them it might be who was going to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는 종속 의문문을 가정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만일 발견된다면, 오직 첫 화자의 발언에서
나타날 것이다. a;rcw, suzhte,w, pra,ssw, me,llw, eivmi,
do this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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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의문사에 의해서 소개되는 목적절은 종속 의문문으로 취급하며, 위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표현한다. 주절의 동사가 반드시 물어보는 동사일 필요
는 없다.
eiv h;|dei(IdPlA3) o` oivkodespo,thj poi,a| fulakh/| o` kle,pthj e;rcetai
(IdPrMP3D) ( evgrhgo,rhsen(IdAoA3) a'n

만일 가장이 어느(po) 때에(fu) 도둑이(kl) 오게 되는지를 알았었다
( h;d| ) 면 , 그는 깨어 있었을 ( evg) 것이다 . ( 마태 24:43). if the head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time of the night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have been on the alert, oi=da, e;rcomai, grhgore,w

ei=dan(IdAoA3) pou/ me,nei(IdPrA3) They saw where he dwelt.

그들은 그가 머무르는 곳을 보았다 me,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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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on

무) 종속 감탄사도 종속 의문문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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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뮤) 목적절에서 특별한 문장 구조를 요구하는 동사들
어떠한 동사들은 목적절과 사용되면 특별한 문장 구조를 필요로 한다.
므) 노력하다, 주의하다, 계획하다, 성취하다 다음에 오는 목적절
이러한 동사 다음에는 ὥpwj가 오며 직설법 미래가 따라온다.
신약에서는 부정사가 가끔 사용된다. 때로는 i[na가 절을 인도한다.
이러한 동사 다음에 부정사가 사용된 예문
VAgwni,zesqe(ImPrMP2D) eivselqei/n(InAoA) dia. th/j stenh/j qu,raj(

너희들은 좁은(st)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라(Ag)(누가13:24)
"Strive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avgwni,zomai, eivse,rco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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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두렵다, 위험하다는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절
이러한 동사들 다음에 오는 목적절은 mh,가 인도한다.
바) 기뻐하다, 놀라다, 초조해하다, 슬퍼하다 다음에 오는 목적절
이러한 동사들 다음에 오는 목적절은 ὅti가 목적절을 인도하며 직설법
동사가 온다. 놀라다는 동사 다음에는 마가15:44, 요한1,3:13에서는 eiv가
목적절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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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 희망하다, 약속하다, 서약하다 다음에는 부정과거, 부정사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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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명사나 대명사와 동격관계를 이루는 명사절
qrhskei,a kaqara. kai. avmi,antoj para. tw/| qew/| kai. patri. au[th evsti,n(
evpiske,ptesqai (InPrMPD) ovrfanou.j kai. ch,raj evn th/| qli,yei auvtw/n(
a;spilon e`auto.n threi/n(InPrA) avpo. tou/ ko,smouÅ

하나님과 아버님 보시기에(pa) 순수하고(ka) 더럽혀지지 않은(avm) 종교
란(qr) 이런 것이다: 그들의 괴로움(ql) 중에 있는 고아들(ovr)과 과부
들을(ch,) 찾아 가는(evp) 것과 자신을 흠없이(a;s)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 th) 것이다 ( 야고 1:27). Pure and undefiled religion in the sight

of our God and Father is this: to visit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unstained by the world.

와 evpiske,ptesqai( a;spilon e`auto.n threi/n이 동격관계에 있다.
evpiske,ptomai, thre,w( ch,ra, aj, h` f, a;spiloj, on 흠없이 spotless,
thre,w 계속해서 살피다 , 지키다 , keep watch over, guard
evpiske,ptomai 찾아가다 ( 구원하기 위해서 , > 누가 1:8). 이 단어 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해 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 줄 수 있다.
qrhsk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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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부사적 해설적 부정사
부정사가 능력, 준비, 필요, 타당성 등을 설명하는 명사나 형용사
다음에서 해설적인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ou- ouvk eivmi.( IdPrA1) i`kano.j ta. u`podh,mata basta,sai(InAoA) \( 마태 3:11)
그 분의(ou-) 쌘들들을 들고 가기에도(ba) 충분치(i`k) 않는 나다.
부정사 basta,sai는 i`kano.j를 보충 설명한다.
Whose shoes I am not worthy to bear. basta,zw, eivmi,

~O e;cwn(PaPrA,Nm) w=ta(4n) avkou,ein(InPrA3) avkoue,tw(ImPrA3) Å

누구든지 들을 귀들이(w=t)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8:8)
부정사 avkou,ein는 w=ta(4n)를(의 능력?) 보충설명한다.

"Anyone who has ears to hear should listen!" avkou,w, e;cw

kairo.n avnaka,myai(InAoA) \ Opportunity to return. avnaka,mptw

돌아 갈 기회. (히브11:15)

w[ra h;dh u`ma/j evx u[pnou evgerqh/nai(InAoP) (

벌써 너희들이 잠(u[p)으로부터 깨어날 시간 (로마13:11)
the hour for you to awaken from sleep, evgei,rw

부정사 evgerqh/nai가 u[pnou에 보충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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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동사 다음에 나오는 해설적 부정사 예문, (행전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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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 정관사를 취하는 부정사 = 부정사 구(문)
정관사가 부정사에 붙으면, 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됨을 강조한다.

정관사가 부정사에 붙으면, 중성으로 격 변화를 하게 된다.
정관사가 부정사와 사용되면 이를 가리켜서 부정사 구(문이)라 한다.
부정사는 주격이나 목적격을 취할 수 도 있으며, 수식을 받을 수 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부정사와 정관사 사이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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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관사..+부정사] 형식, 주어로 사용된 예문
to. de. avni,ptoij cersi.n fagei/n(InAoA) ouv koinoi/( IdPrA3) to.n a;nqrwponÅ

그러나 씻지 않은(avn) 손으로(ce) 먹는 것이(fa)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
는다(마태15:20). But to eat with unwashed hands does not defile
the man." koino,w 더럽히다 . to.. .+ fagei/n이 주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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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정관사..+부정사] 형식, 목적어로 사용된 예문
ouv paraitou/mai(IdPrM1) to. avpoqanei/n(InAoA4) \

나는 죽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행전25:11). I do not
die. to.+ avpoqanei/n가 목적어다 . avpoqnh,s
| kw, paraite,o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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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se to

브) [정관사..+부정사] 형식, 동격으로 사용된 예문
e;krina(IdAoA1) ga.r evmautw/| tou/to to. mh. pa,lin evn lu,ph| pro.j u`ma/j evlqei/n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evm) 이것을, 슬픔(lu,) 가운데서
너희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e;k)(고후2:1).

(InAoA4) Å

I

determined this for my own sake, that I would not come to you in
sorrow again. to.. .+ evlqei/n
(103

이 tou/to와 동격이다.

kri,nw, e;rcomai

비) 전치사 지배를 받는 부정사 구문
kai. dia. to. mh. e;cein(InPrA4) r`i,zan evxhra,nqh(IdAoP3) Å

그리고 뿌리가(r`i),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들었다. (마가4:6)
and because it did not have sufficient root, it withered.

부정사 e;cein이 전치사 dia.의 지배를 받는다. e;cw, xhrai,nw

Prose,cete(ImPrA2) Îde.Ð th.n dikaiosu,nhn u`mw/n mh. poiei/n(InPrA)
e;mprosqen tw/n avnqrw,pwn pro.j to. qeaqh/nai(InAoP4) auvtoi/j\

그들에게(auv) 보여지기(to. qe) 위해서(pr), 너희들의 의를 사람들 앞에
서(e;m) 행하지(po) 않도록 너희들은 주의하라!(Pr) (마태6:1)
"Beware of practicing your righteousness before men to be
noticed

by

them.

prose,cw, poie,w,

가 전치사

to. qeaqh/nai

의 지배를 받는다.

pro.j

qea,omai

kai. evn tw/| spei,rein(InPrA3) auvto.n o] me.n e;pesen(IdAoA3) para. th.n o`do.n

그리고 그가 뿌렸을 때에, 더러는(o] m) 길가에 떨어졌다. (누가8:5)
and as he sowed, some fell beside the road, pi,ptw, spei,rw

이 전치사 evn의 지배를 받는다.

tw/| spei,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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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관사의 소유격 tou/를 취하는 부정사: 목적, 결과를 나타냄,
정관사 소유격을 취하는 부정사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다.
부정사와 사용되는 정관사의 소유격은, 소유적은 뜻은 아주 미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70인 역과 신약에서도,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단순 부
정사처럼 사용 되었으며, 심지어는 한정 동사의 주어나 목적어로도 사용
되었다.
샤) tou/를 취하는 부정사, 목적어로서
me,llei(IdPrA3) ga.r ~Hrw,d| hj zhtei/n(InPrA) to. paidi,on tou/ avpole,sai
(InAoA2) auvto,Å

헤로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찾을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destroy

Him.

For Herod is going to search for the Child to
(

마태2:13).

tou/ + avpole,sai(InAoA2) =

목적어다.

avpo,llumi, zhte,w, me,l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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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tou/를 취하는 부정사, 결과나 목적어로서
u`mei/j de. ivdo,ntej(PaAoA,Nm) ouvde. metemelh,qhte(IdAoP2D) u[steron tou/

그리고 너희들은 보면서도, 그 후로도(u[s) 그
를 믿도록 너희들은 회개하지(me) 않았다(마태21:32) And you, seeing

pisteu/sai(InAoA2) auvtw/Å|

this, repented not afterward, that ye might believe him. tou/ +

pisteu/sai(InAoA2)=
(103

목적어다. metame,lomai, pisteu,w,

ei=don

셔) tou/를 취하는 부정사, 한정 동사의 주어나, 목적어로
~Wj de. evkri,qh(IdAoP3) tou/ avpoplei/n(InPrA2) h`ma/j eivj th.n VItali,an(

우리가 이탈리아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이(to avp) 결정 되었을(evk) 때에
( 행전 27:1) When it was decided that we would sail for Italy,
tou/+ avpoplei/n(InPrA2) = 주어다 . avpople,w( kri,nw

w`j de. hvkou,samen(IdAoA1) tau/ta( parekalou/men(IdIpA1) h`mei/j te kai. oi`

행전21:12)
우리가 이것들을 들었을 때에, 우리만이 아니고 주민들도(evn) 그가 예루
살렘으로 올라가지(avn) 말도록 간청들했다(pa).

evnto,pioi tou/ mh. avnabai,nein(InPrA2) auvto.n eivj VIerousalh,mÅ(

When we had heard this, we as well as the local residents began
begging him not to go up to Jerusalem. tou/+ avnabai,nein =

목적어다.

te kai. both...and, avkou,w, parakale,w, avnabai,nw,
(103

소) tou/를 취하는 부정사,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tou/를 취하는 부정사는 명사들 , 형용사들 , 동사들과 사용 되면서 ,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는 일종의 부사처럼 사용된다.
kai. evzh,tei(IdIpA3) euvkairi,an tou/ paradou/nai(InAoA2) auvto.n a;ter o;clou
auvtoi/jÅ
( euv)

그는 군중이 없을(a;t) 때에 그들에게 그를 넘겨 줄(pa) 기회를
찾았다. (누가22:6) And he sought an opportunity to betray

him to them in the absence

tou/ + paradou/nai(InAoA2)

of a crowd. zhte,w, paradi,dwmi

가 euvkairi,an을 보충설명한다.

kai. ivdw.n(PaAoA,Nm) o[ti e;cei(IdPrA3) pi,stin tou/ swqh/nai(InAoP2) (

그리고 그는 치료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행전14:9)
and seeing that he had faith to be healed, ei=don, sw,z
| w, e;cw

tou/ + swqh/nai(InAoP2)

가 pi,stin을 보충설명한다.

+W avno,htoi kai. bradei/j th/| kardi,a| tou/ pisteu,ein(InPrA2)

오! 믿는 데에는 심장이 느리고, 어리석은 자들이여(avn) (누가24:25)

"O foolish men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in. pisteu,w

tou/ + pisteu,ein(InPrA2)
bradu,j, ei/a, u,

이 bradei/j th/| kardi,a을
| 보충설명한다 .

느린 slow.

ou-toj... evka,kwsen(IdAoA3) tou.j pate,raj tou/ poiei/n(InPrA2) ta. bre,fh

행전7:19) 그는 그들의 아이들을(br) 버리도록(e;k) 만듦
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들을 학대했다(evk). He.. mistreated our
fathers by casting out their children. tou/ + poiei/n(InPrA2) 이 tou.j
pate,raj를 보충설명한다 . kako,w( poie,w( e;kqetoj, on 버려진 abandoned

e;kqeta auvtw/n (

(103

쇼) tou/를 취하는 부정사, 소유격을 뜻하는
tou/를 취하는 부정사는 명사들 , 형용사들 , 또한 속격을 거느리는 동
사들과 함께 사용되면서 소유격을 뜻할 수 있다. 갖는 = 가짐의
evpV evlpi,di tou/ mete,cein(InPrA2) Å

곡물을 나누어 갖는 = 가짐의(me) 희망 안에서,(고전9:10)
in hope of sharing the crops. evlpi,j 희망 , mete,cw

로마15:22)
또한 나는 너희들에게 가는데 여러 차레 방해를 받아

Dio. kai. evnekopto,mhn(IdIpP) ta. polla. tou/ evlqei/n pro.j u`ma/j\(

이런 이유로(Di),
왔다(evn). For this

reason I have often been prevented from

coming to you; evgko,ptw
(103

수)

, 우리말로 또는
(103 규 ) 이제 나는 원한다
(103 규 ) 너희들 모두가
(103 규 ) 혀들로 소리내기를
(103 규 ) 그러나 더욱 더 ,
(103 규 ) 너희가 예언할 수 있기를
그) 나는 그분에게 충분치 않다
(103 그 ) 허리를 굽혀 풀기에도
(103

.

복습

qe,lw de.
pa,ntaj u`ma/j
lalei/n(InPrA) glw,ssaij(
ma/llon de.
i[na profhteu,hte\
ou- ouvk eivmi. i`kano.j
ku,yaj(PaAoA,Nm) lu/sai(IfAoA)

그) 끈을
to.n i`ma,nta
(103 그 ) 그의 샌들의
tw/n u`podhma,twn auvtou/Å
(103 그 ) 나는 그분에게 가치가 없다 .
ou- ouvk eivmi. Îevgw.Ð a;xioj
(103 그 ) 풀기에는
i[na lu,sw(SuAoA)
(103 그 ) 그의 끈을
auvtou/ to.n i`ma,nta
(103 그 ) 쌘들들의
tou/ u`podh,matojÅ
(103 나 ) 기뻐하라
cai,rein(InPrA)
(103 나 )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meta. cairo,ntwn(
(103 나 ) 울라
klai,ein(InPrA)
(103 나 ) 우는 자들과 함께
meta. klaio,ntwnÅ
(103 냐 ) 나는 낚시하러 간다
~Upa,gw a`lieu,ein(InPrA)
(103 냐 ) 나를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ouv ga.r avpe,steile,n(IdAoA3) me
(103 냐 ) 그리스도께서 세레를 주라고
Cristo.j bapti,zein(InPrA)
(103 냐 ) 그러나 복음을 설교하라고
avlla. euvaggeli,zesqai(InPrM)
(103 너 ) 그리고 파도들이
kai. ta. ku,mata
(103 너 ) 배안으로 쳤다
evpe,ballen(IdIpA3) eivj to. ploi/on(
(103 너 ) 그래서 벌써
w[ste h;dh
(103 너 ) 그 배는 채워지고 있었다
gemi,zesqai(InPrP) to. ploi/onÅ
(103 녀 ) 하느님은 불의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ouv ga.r a;dikoj o` qeo.j
(103 녀 ) 잊어버릴 정도로
evpilaqe,sqai(InAoMD)
(103 녀 ) 너희들의 일을
tou/ e;rgou u`mw/n
(103 노 )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
VAmh.n le,gw soi
(103 노 ) 는 것을
o[ti
(103 노 ) 이 밤에
evn tau,th| th/| nukti.
(103 노 ) 수탉이 울기 전에
pri.n avle,ktora fwnh/sai(InAoA)
(103 노 ) 네가 나를 세 차레나 부인할 것이다
tri.j avparnh,sh|( IdFuM2D) meÅ
(103 누 ) 더 쉽기 때문에
euvkopw,teron ga,r evstin
(103 누 ) 낙타가
ka,mhlon
(103

누) 바늘 구멍으로
dia. trh,matoj belo,nhj
(103 누 ) 들어가는 것이
eivselqei/n(InAoA)
(103 누 ) 것 보다
h'
(103 누 ) 부자가
plou,sion
(103 누 ) 신국에
eivj th.n basilei,an tou/ qeou/
(103 누 ) 들어가는 것
eivselqei/n(InAoA)
(103 누 ) 우리가 합법적이냐
e;xestin(IdPrA3) h`ma/j(4p1)
(103 누 ) 카이싸르에게
Kai,sari
(103 누 )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fo,ron(4m) dou/nai(InAoA)
(103 누 ) 아니냐 ?
h' ou;È
(103 누 ) 그리고 일이 생겼다
Kai. gi,netai
(103 누 ) 그 분께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katakei/sqai(InPrMPD) auvto.n(4m3)
(103 누 ) 그의 집에서
evn th/| oivki,a| auvtou/(
(103 누 ) 선생이시여 ,
Dida,skale(
(103 누 ) 당신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닙니까 ?
ouv me,lei soi
(103 누 )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o[ti avpollu,meqaÈ
(103 댜 ) 너희들은 말한다
le,gete(IdPrA2)
(103 댜 ) 베엘제불 이름으로
evn Beelzebou.l
(103 댜 ) 내가 쫓아낸다
evkba,llein(InPrA) me
(103 댜 ) 마귀들을
ta. daimo,niaÅ
(103 댜 ) 어떻게 그들은 말할 수 있는가 ?
Pw/j le,gousin
(103 댜 ) 그리스도가 ... 이라고
to.n Cristo.n(4m) ei=nai(InPrA
(103 댜 ) 다비드의 아들
Daui.d ui`on, È
(103 댜 ) 그러므로 군중이
o` ou=n o;cloj
(103 댜 ) 서 있던 그리고 들었던
o` e`stw.j(PaPeA,Nm) kai. avkou,saj(PaAoA,Nm)
(103 댜 ) 말했다
e;legen(IdIpA3)
(103 댜 ) 천둥이 첬었다라고
bronth.n(4f) gegone,nai(InPeA)
(103 댜 )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ouvdV oi=mai(IdPrMP1D)
(103

댜) 세상 ( ko,) 자체도 ( auv)
auvto.n to.n ko,smon(4m)
(103 댜 ) 담을 수 있다고
cwrh/sai(InAoA)
(103 댜 ) 기록되어지는 책들을
ta. grafo,mena(PaPrP,A n) bibli,aÅ
(103 더 ) 바랬기 때문에
huvco,mhn(IdIpMP1D) ga.r
(103 더 ) 저주 받은 자이기를
avna,qema ei=nai(InPrA)
(103 더 ) 나는 내 자신이
auvto.j evgw.( 1p1)
(103 더 ) 그리스도로부터
avpo. tou/ Cristou
(103 더 ) 내 형제들을 위해서
u`pe.r tw/n avdelfw/n mou
(103 더 ) 주장하면서
fa,skontej(PaPrA,N m)
(103 더 ) 지혜롭다고
ei=nai(InPrA) sofoi.
(103 더 ) 그들은 어리석어졌다
evmwra,nqhsan(IdAoP3)
(103 뎌 ) 때문에
ga.r
(103 뎌 ) 쓰디 쓴 담즙 속에
eivj colh.n(4f) pikri,aj
(103 뎌 ) 그리고 불의의 속박가운데
kai. su,ndesmon(4m) avdiki,aj
(103 뎌 ) 네가 있음을 나는 알기
o`rw/( IdPrA1) se o;nta(PaPrA,Am) Å
(103 료 ) 생각하면서
do,xantej(PaAoA,N m)
(103 료 ) 가는 것으로
o[ti u`pa,gei(IdPrA3)
(103 료 ) 그 무덤으로
eivj to. mnhmei/on
(103 료 ) 그녀가 거기에서 울기 위해서
i[na klau,sh| (SuAoA3) evkei/Å
(103 료 ) 그들은 생각했다
㉑ evno,misan(IdAoA3)
(103 료 ) 그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㉑ o[ti plei/on lh,myontai(IdFuM3D).
(103 류 ) 말하면서 그들은 왔다
㉒ h=lqon(IdAoA3) le,gousai(PaPrA,N f)
(103 류 ) 천사들의 환상을
㉒ kai. ovptasi,an avgge,lwn
(103 류 ) 보았다라고
㉒ e`wrake,nai(InPeA) (
(103 류 ) 그들은 .. 라고 말하는
㉒ oi] le,gousin(IdPrA3)
(103 류 ) 그는 살아 있다
㉒ auvto.n zh/n(InPrA) Å
(103 리 ) 그는 자신이 말했다
㉓ evkei/noj e;legen(IdIpA3)
(103 리 ) ‘ 내가 그 이다 .
㉓ o[ti VEgw, eivmiÅ
(103

먀) 그는 그들을 명령했다 ㉔ parh,ggeilen(IdAoA3) auvtoi/j
(103 먀 ) 예루살렘으로부터
㉔ avpo. ~Ierosolu,mwn
(103 먀 ) 떠나지 말라고
㉔ mh. cwri,zesqai(InPrP)
(103 먀 ) 선생님이시여
㉕ Dida,skale(
(103 먀 )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나이다
㉕ de,omai,( IdPrMP1D) sou
(103 먀 ) 바라보시라고
㉕ evpible,yai(InAoA)
(103 먀 ) 내 아들을
㉕ evpi. to.n ui`o,n mou(
(103 며 ) 그들은 물었다
㉖ evpunqa,nonto(IdIpMP3D)
(103 며 ) 만일 씨몬이 거기에서
㉖ eiv Si,mwn evnqa,de
(103 며 ) 숙박을 하는지
㉖ xeni,zetai(IdPrP3)
(103 며 ) 백부장을 소환하면서 ㉗ proskalesa,menoj(PaAoM,Nm) to.n kenturi,wna
(103 며 ) 그에게 물었다
㉗ evphrw,thsen(IdAoA3) auvto.n
(103 며 ) 그는 그가 벌써 죽었는지를
㉗ eiv pa,lai avpe,qanen(IdAoA3)
(103 모 ) 그리고 그들은 시작했다
㉘ kai. auvtoi. h;rxanto(IdAoM3)
(103 모 ) 의논하기
㉘ suzhtei/n(InPrA)
(103 모 ) 그들 가운데서
㉘ pro.j e`autou.j
(103 모 ) 그러면 누구인지를
㉘ to. ti,j a;ra ei;h(OpPrA3)
(103 모 ) 그들 중에서
㉘ evx auvtw/n
(103 모 ) 행할 자가
㉘ o` pra,ssein(InPrA) Å
(103 모 ) 이것을 앞으로
㉘ tou/to me,llwn(PaPrA,Nm)
(103 묘 ) 만일 가장이 알았었다면 ㉙ eiv h;d
| ei(IdPlA3) o` oivkodespo,thj
(103 묘 ) 어느 때에
㉙ poi,a| fulakh/|
(103 묘 ) 도둑이 올 것인지를
㉙ o` kle,pthj e;rcetai(IdPrMP3D)
(103 묘 ) 그는 깨어 있었을 것이다 ㉙ evgrhgo,rhsen(IdAoA3) a'n
(103 묘 ) 그들은 보았다
㉚ ei=dan(IdAoA3)
(103 묘 ) 그가 머무르는 곳을
㉚ pou/ me,nei(IdPrA3)
(103 므 ) 너희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㉛VAgwni,zesqe(ImPrMP2D) eivselqei/n
(103 므 ) 좁은 문으로
㉛ dia. th/j stenh/j qu,raj(
(103

버)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란 ㉜ qrhskei,a kaqara. kai. avmi,antoj
(103 버 ) 하나님과 아버님 보시기에 ㉜ para. tw/| qew/| kai. patri. (103 므 )
(103 버 ) 이런 것이다 :
㉜ au[th evsti,n(
(103 버 ) 찾아 가는 것과
㉜ evpiske,ptesqai (InPrMPD)
(103 버 ) 고아들과 과부들을
㉜ ovrfanou.j kai. ch,raj
(103 버 ) 그들의 괴로움 중에 있는
㉜ evn th/| qli,yei auvtw/n
(103 버 ) 자신을 흠 없이
㉜ a;spilon e`auto.n
(103 버 ) 지키는 것이다
㉜ threi/n(InPrA)
(103 버 ) 세상으로부터
㉜ avpo. tou/ ko,smouÅ
(103 벼 ) 그 분에게 of whom
㉝ ou(103 벼 ) 가치도 없는 나다
㉝ ouvk eivmi.( IdPrA1) i`kano.j
(103 벼 ) 쌘들들을
㉝ ta. u`podh,mata
(103 벼 ) 들고 갈
㉝ basta,sai(InAoA) \
(103 벼 ) 누구든지 있는 자는
㉞ ~O e;cwn(PaPrA,Nm)
(103 벼 ) 들을 귀들이
㉞ w=ta(4n) avkou,ein(InPrA3)
(103 벼 ) 들으라
㉞ avkoue,tw(ImPrA3) Å
(103 벼 ) 돌아 갈 기회 .
㉟ kairo.n avnaka,myai(IdAoA) \
(103 벼 ) 벌써 시간
㊱ w[ra h;dh
(103 벼 ) 너희들이 잠으로부터
㊱ u`ma/j evx u[pnou
(103 벼 ) 깨어날
㊱ evgerqh/nai(InAoP) (
(103 부 ) 그러나
㊲ de.
(103 부 ) 먹는 것이
㊲ to. fagei/n
(103 부 ) 씻지 않은 손으로
㊲ avni,ptoij cersi.n
(103 부 )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는다 .
㊲ ouv koinoi/ to.n a;nqrwponÅ
(103 뷰 )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㊳ ouv paraitou/mai(InPrMP1D)
(103 뷰 ) 죽는 것을
㊳ to. avpoqanei/n(InAoA4) \
(103 브 ) 그러나 내가 결정했다
㊴ e;krina(IdAoA1) ga.r
(103 브 ) 나를 위해서 이것을
㊴ evmautw/| tou/to
(103

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㊴ to. mh. pa,lin evlqei/n
(103 브 ) 너희들에게로 슬픔 가운데서
㊴ evn lu,ph| pro.j u`ma/j(InAoA4) Å
(103 비 ) 그리고
㊵ kai.
(103 비 )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㊵ dia. to. mh. e;cein(InPrA4) r`iz
, an
(103 비 ) 그것은 시들었다
㊵ evxhra,nqh(IdAoP3)
(103 비 ) 너희들은 주의하라 !
㊶ Prose,cete(ImPrA2)
(103 비 ) 너희들의 의를
㊶ th.n dikaiosu,nhn u`mw/n
(103 비 ) 행하지 않도록
㊶ mh. poiei/n(InPrA)
(103 비 ) 사람들 앞에서
㊶ e;mprosqen tw/n avnqrw,pwn
(103 비 ) 그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㊶ pro.j to. qeaqh/nai(InAoP4) auvtoi/j\
(103 비 ) 그리고 그가 뿌렸을 때에 ,
kai. evn tw/| spei,rein(InPrA3) auvto.n
(103 비 ) 더러는 ( o] m) 떨어졌다 .
o] me.n e;pesen(IdAoA3)
(103 비 ) 길가에
para. th.n o`do.n
(103 샤 ) 헤로드가 할 것이기 때문에
me,llei(IdPrA3) ga.r ~Hrw,d| hj
(103 샤 ) 그 어린아이를 찾을려고
zhtei/n(InPrA) to. paidi,on
(103 샤 ) 그를 죽이기 위해서
tou/ avpole,sai(InAoA2) auvto,Å
(103 서 ) 그리고 너희들은 보면서도
㊷ u`mei/j de. ivdo,ntej(PaAoA,Nm)
(103 서 )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㊷ ouvde. metemelh,qhte(IdAoP2D)
(103 서 ) 그 후로도
㊷ u[steron
(103 서 ) 그를 믿도록 !
㊷ tou/ pisteu/sai(InAoA2) auvtw/Å|
(103 셔 ) 결정 되었을 ( evk) 때에
~Wj de. evkri,qh(IdAoP3)
(103 셔 )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 to avp)
tou/ avpoplei/n(InPrA2) h`ma/j
(103 셔 ) 이탈리아를 향해서
eivj th.n VItali,an(
(103 셔 ) 우리가 이것들을 들었을 때에 , ㊸ w`j de. hvkou,samen(IdAoA1) tau/ta(
(103 셔 ) 간청들했다
㊸ parekalou/men(IdIpA1)
(103 셔 ) 우리와 그리고
㊸ h`mei/j te kai.
(103 셔 ) 주민들도
㊸ oi` evnto,pioi
(103 셔 ) 그가 가지 말도록
㊸ tou/ mh. avnabai,nein(InPrA2) auvto.n
(103

셔) 예루살렘으로
㊸ eivj VIerousalh,mÅ
(103 소 ) 그리고 그는 기회를 찾았다
㊹ kai. evzh,tei(IdIpA3) euvkairi,an
(103 소 ) 그를 넘겨 줄
㊹ tou/ paradou/nai(InAoA2) auvto.n
(103 소 ) 군중이 없을 때에
㊹ a;ter o;clou
(103 소 ) 그들에게
㊹ auvtoi/jÅ
(103 소 ) 그리고 보면서
㊺ kai. ivdw.n(PaAoA,Nm)
(103 소 )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㊺ o[ti e;cei pi,stin
(103 소 ) 치료될
㊺ tou/ swqh/nai(InAoP2) (
(103 소 )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㊻ +W avno,htoi
(103 소 ) 심장이 느리고
㊻ kai. bradei/j th/| kardi,a|
(103 소 ) 믿는 데에는
㊻ tou/ pisteu,ein(InPrA2)
(103 소 ) 그는 학대했다 ( evk)
ou-toj evka,kwsen(IdAoA3)
(103 소 ) 우리의 아버지들을
tou.j pate,raj
(103 소 ) 만듦으로서
tou/ poiei/n(InPrA2)
(103 소 ) 그들의 아이들을 ( br) 버리도록 ( e;k)
ta. bre,fh e;kqeta auvtw/n
(103 쇼 ) 희망 안에서
㊼ evpV evlpi,di
(103 쇼 ) ( 곡물을 ) 나누어 갖는
㊼ tou/ mete,cein(InPrA2)
(103 쇼 ) 이런 이유로 , 또한
㊽ Dio. kai.
(103 쇼 ) 나는 방해를 받아 왔다 .
㊽ evnekopto,mhn(IdIpP)
(103 쇼 ) 여러 차레
㊽ ta. polla.
(103 쇼 ) 너희들에게 가는데
㊽ tou/ evlqei/n pro.j u`ma/j\
(103

(103

슈)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번역할 때에만 다음과로 진행하라!
(103

규) qe,lw

de. pa,ntaj u`ma/j lalei/n glw,ssaij( ma/llon de. i[na

profhteu,hte\

(103

그)

ou- ouvk eivmi. i`kano.j ku,yaj lu/sai to.n i`ma,nta

tw/n u`podhma,twn auvtou/Å

(103

그)

ou- ouvk eivmi. Îevgw.Ð a;xioj i[na lu,sw

auvtou/ to.n i`ma,nta tou/ u`podh,matojÅ

(103

cairo,ntwn( klai,ein meta. klaio,ntwnÅ

나)

cai,rein meta.

(103

냐)

~Upa,gw a`lieu,ein

냐)
(103 너 )
(103

녀)
(103 노 )
(103

(103

누)

ouv ga.r avpe,steile,n me Cristo.j bapti,zein avlla. euvaggeli,zesqai
kai. ta. ku,mata evpe,ballen eivj to. ploi/on( w[ste h;dh gemi,zesqai to.
ploi/onÅ
ouv ga.r a;dikoj o` qeo.j evpilaqe,sqai tou/ e;rgou u`mw/n
VAmh.n le,gw soi o[ti evn tau,th| th/| nukti. pri.n avle,ktora fwnh/sai
tri.j avparnh,sh| meÅ
euvkopw,teron ga,r evstin ka,mhlon dia. trh,matoj belo,nhj
eivselqei/n h' plou,sion eivj th.n basilei,an tou/ qeou/ eivselqei/n
(103

누)

e;xestin h`ma/j Kai,sari fo,ron dou/nai h' ou;È

누) Kai. gi,netai katakei/sqai auvto.n evn th/| oivki,a| auvtou/(
(103 누 ) Dida,skale( ouv me,lei soi o[ti avpollu,meqaÈ
(103 댜 ) le,gete evn Beelzebou.l evkba,llein me ta. daimo,niaÅ
(103 댜 ) Pw/j le,gousin to.n Cristo.n ei=nai Daui.d ui`o,nÈ
(103 댜 ) o` ou=n o;cloj o` e`stw.j kai. avkou,saj e;legen bronth.n gegone,nai
(103 댜 ) ouvdV auvto.n oi=mai to.n ko,smon cwrh/sai ta. grafo,mena bibli,aÅ
(103 더 ) huvco,mhn ga.r avna,qema ei=nai auvto.j evgw. avpo. tou/ Cristou
(103

더)
(103 뎌 )
(103 료 )
(103 료 )
(103

리)
(103 먀 )
(103 먀 )
(103 며 )
(103

u`pe.r tw/n avdelfw/n mou
fa,skontej ei=nai sofoi. evmwra,nqhsan
eivj ga.r colh.n pikri,aj kai. su,ndesmon avdiki,aj o`rw/ se o;ntaÅ
do,xantej o[ti u`pa,gei eivj to. mnhmei/on i[na klau,sh| evkei/Å
evno,misan

o[ti

plei/on

lh,myontai(103 류 ). h=lqon

le,gousai kai.

ovptasi,an avgge,lwn e`wrake,nai( oi] le,gousin auvto.n zh/nÅ
evkei/noj e;legen o[ti VEgw, eivmiÅ
parh,ggeilen auvtoi/j avpo. ~Ierosolu,mwn mh. cwri,zesqai
Dida,skale( de,omai, sou evpible,yai evpi. to.n ui`o,n mou(
evpunqa,nonto eiv Si,mwn evnqa,de xeni,zetai

(103

며)

proskalesa,menoj

to.n kenturi,wna evphrw,thsen auvto.n eiv pa,lai avpe,qanen

(103

모) kai.

auvtoi. h;rxanto suzhtei/n pro.j e`autou.j to. ti,j a;ra ei;h evx auvtw/n

o` tou/to me,llwn pra,sseinÅ

(103

묘)

eiv h;d| ei o` oivkodespo,thj poi,a|

fulakh/| o` kle,pthj e;rcetai evgrhgo,rhsen a'n

묘) ei=dan pou/ me,nei
(103 므 ) VAgwni,zesqe eivselqei/n dia. th/j
(103 버 ) qrhskei,a kaqara. kai. avmi,antoj
(103

stenh/j qu,raj(
para. tw/| qew/| kai. patri.

au[th evsti,n( evpiske,ptesqai ovrfanou.j kai. ch,raj evn th/| qli,yei

벼)
(103 벼 )
(103 벼 )
(103

뷰)
(103 브 )
(103 비 )
(103 비 )
(103

auvtw/n a;spilon e`auto.n threi/n avpo. tou/ ko,smouÅ
ou- ouvk eivmi. i`kano.j ta. u`podh,mata basta,sai\
~O e;cwn w=ta avkou,ein avkoue,twÅ

(103

벼)

w[ra h;dh u`ma/j evx u[pnou evgerqh/nai(

kairo.n avnaka,myai\

(103

부)

to. de. avni,ptoij cersi.n

fagei/n ouv koinoi/ to.n a;nqrwponÅ
ouv paraitou/mai to. avpoqanei/n\
e;krina ga.r evmautw/| tou/to to. mh. pa,lin evn lu,ph| pro.j u`ma/j evlqei/n
kai. dia. to. mh. e;cein r`iz, an evxhra,nqh
Prose,cete th.n dikaiosu,nhn u`mw/n mh. poiei/n e;mprosqen tw/n
avnqrw,pwn pro.j to. qeaqh/nai auvtoi/j\

비) kai. evn tw/| spei,rein auvto.n o] me.n e;pesen para. th.n o`do.n
(103 샤 ) me,llei ga.r ~Hrw,d
| hj zhtei/n to. paidi,on tou/ avpole,sai auvto,Å
(103 서 ) u`mei/j de. ivdo,ntej ouvde. metemelh,qhte u[steron tou/ pisteu/sai auvtw/|Å
(103 셔 ) ~Wj de. evkri,qh tou/ avpoplei/n h`ma/j eivj th.n VItali,an(
(103 셔 ) w`j de. hvkou,samen tau/ta( parekalou/men h`mei/j te kai. oi` evnto,pioi
(103

소)
(103 소 )
(103 소 )
(103 소 )
(103

(103

쇼)

tou/ mh. avnabai,nein auvto.n eivj VIerousalh,mÅ
kai. evzh,tei euvkairi,an tou/ paradou/nai auvto.n a;ter o;clou auvtoi/jÅ
kai. ivdw.n o[ti e;cei pi,stin tou/ swqh/nai(
+W avno,htoi kai. bradei/j th/| kardi,a| tou/ pisteu,ein
ou-toj... evka,kwsen tou.j pate,raj tou/ poiei/n ta. bre,fh e;kqeta
auvtw/n

(103

쇼)

evpV evlpi,di tou/ mete,cein

Dio. kai. evnekopto,mhn ta. polla. tou/ evlqei/n pro.j u`ma/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