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도하는 절, 복습26

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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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na가 인도하는 절, 부정사를 대신하는 불변어(particles)들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분명히 부정사가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부정사가
기대되는 곳에서 i[na나 ὅpwj가 자주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i[na가 기대되는 곳에 부정사가 많은 경우에 거의 같은 의미로서 사용된다.
신약이 기록될 때 쯤에는, i[na가 인도하는 절이 이미 부정사를 점차적으로 대
신해 가고 있었다. 현대 그리스어에 와서는 부정사는 완전히 살아지고, na,와
,
가정법으로 대치되어 버렸다. 간략하면 i[na가 인도하는 절이 문맥상으로 목적
어의 뜻이 들어 있지 않는 한, 함부로 목적어를 i[na 절에 부과해서는 않된다

오직 문
등 변화하

는 점이다. i[na 절이 주는 정확한 의미는 문장 스타일에서가 아니고,

맥에서 유출해 내어야 한다. 불변어는
지 않는 단어들을 가리킨다.

용어는 i[na, ὅpwj, mh,

Rabbi,( ti,j h[marten(IdAoA3)( ou-toj h' oi` gonei/j auvtou/( i[na tuflo.j
gennhqh/(| SuAoP3)È
랍비여,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입니까?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ould be born blind?"
그래서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요한9:2)

i[na tuflo.j gennhqh/가
| 문형식으로는 목적절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 자식
이 장님으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부모는 생각해 볼 수 없

결과절로 볼 수밖에 없다. 신약에
서 i[na, ὅpwj, mh,가 인도하는 절들은 거의 언제나 가정법 동사다 . 그러
나 때로는 직설법 미래시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a`marta,nw, genna,w
잖는가? 따라서 i[na tuflo.j gennhqh/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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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 불변어들이 인도하는 절들, 4 종류
1) 주절에서는 명령형 부정사 대신에 i;na 절이 사용된다.
2)

부사절에서는 여격의 뜻을 지닌 부정사 대신에 i;na 절이 사용된다.

끝 절,
3)

결과 절

명사절에서는 격변화를 하지 않는 동명사 대신 사용된 부정사를 i;na
절이 대치한다. 이러한 i;na 절은 아래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주어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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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로,

동격으로

해설절(explanatory clause)은 해설적 부정사 대용으로 사용된다.

거) 명령형 부정사 대신에 i;na가 인도하는 절을 사용
이 문형에서는 가정법 동사가 사용되며 드물다. 고전 그리스어는 아니다.
plh.n kai. u`mei/j oi` kaqV e[na( e[kastoj th.n e`autou/ gunai/ka ou[twj avgapa,tw
(ImPrA3) w`j e`auto,n( h` de. gunh. i[na fobh/tai(SuPrP3) to.n a;ndraÅ

그렇지만(pl) 너희들은 또한(ka) 개개인이(ka e[n) 각자(e[k) 자신의(e`a)
부인을 자신처럼(e`a) 그렇게(ou[) 사랑하라, 또한 부인으로 하여금 그
남편을 두려워하도록 하라. Nevertheless, each individual among you
also is to love his own wife even as himself, and the wife must see to
it that she respects her husband. (에베5:33) avgapa,w, fobe,w, kaq e[na,

= kaq e[n

개개인.

avllV w[sper evn panti. perisseu,ete(IdPrA2)... i[na kai. evn tau,th| th/| ca,riti

그러나 마치 너희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풍부한 것
처럼...너희들이 이 은혜의 일에 있어서도 풍요한지.

perisseu,hte(SuPrA2) Å

But just as you abound in everything... see that you abound in this
gracious work also. perisseu,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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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후8:7)

겨) i[na가 인도하는 부사절, 끝 절
i[na가 인도하는 절은 주절에 나오는 본 동사의 목적을 끝 절에서 표현한
다. 만일 긍정문이면 i[na나 ὅpwj가 절을 인도하고, 부정문이면 mh,나 i[na
mh,가 절을 인도한다 . 신약에서는 동사는 전반적으로 가정법을 취하지만
때로는 직설법 미래 시제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만일 주절의 동사가 과거이면, i[na 다음에는 기원법 동사가 따라온다. 이

러한 문형은 신약에는 나오지 않는다.
ou-toj h=lqen(IdAoA3) i[na marturh,sh|( SuAoA3) peri. tou/ fwto,j(

그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왔다(요한1:7).

He came to testify about the Light, marture,w, e;rcomai

kai. tou.j ovfqalmou.j auvtw/n evka,mmusan(IdAoA3) \ mh,pote i;dwsin(SuAoA3)

행전28:27) 그리고 그들이 눈들로 보지 않도록, 그들은
그들의 눈들을 감았다(evk). And they have shut their eyes; lest they

toi/j ovfqalmoi/j (

should see with their eyes. kammu,w, ei=don

Mh. kri,nete(ImPrA2) ( i[na mh. kriqh/te(SuAoP2)

판단 받지 않도록 너희들도 판단하지 마라. (마태7:1)
"Do not judge so that you will not be judged. kri,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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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i[na가 인도하는 결과절, 가정법 동사가 따라온다. 드물며, 고전 그리스어
문법에 속하지는 않는다.
Rabbi,( ti,j h[marten(IdAoA3)( ou-toj h' oi` gonei/j auvtou/( i[na tuflo.j
gennhqh/(| SuAoP3)È
그의 부모입니까?

랍비여,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혹은
그래서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요한9:2)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ould be born blind?" a`marta,nw, genna,w
>(104가)

u`mei/j de,( avdelfoi,( ouvk evste.(IdPrA2) evn sko,tei( i[na h` h`me,ra u`ma/j w`j

그러나 형제들이여! 너희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날이 너희들을 도둑처럼 덮칠 정도로.
But you, brothers, are not in the dark, so that this day would
overtake you like a thief. (데살1.5:4) katalamba,nw, eivmi,

kle,pthj katala,bh|( SuAo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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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i[na가 인도하는 명사절, 주어로서.
i[na가 절을 인도하며 가정법 동사가 오고 , 드물게 미래시제 동사가 온다 .
ou[twj ouvk e;stin(IdPrA3) qe,lhma e;mprosqen tou/ patro.j u`mw/n tou/ evn
ouvranoi/j i[na avpo,lhtai(SuAoM3) e]n tw/n mikrw/n tou,twnÅ (

마태18:14)

그래서(ou[) 이 어린이들(mi) 중에 하나라도(e]n) 멸망하는(avp) 것은, 하
늘들 속에 계시는 너희들의 아버지 앞에 있는(e;m) 뜻이(qe) 아니다.
"So it is not the will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perish. ei-j, mi,a e[n 오직 하나, eivmi,, avpo,llumi
VEmo.n brw/ma, evstin i[na poih,sw(SuAoA1) to. qe,lhma tou/ pe,myanto,j
(PaAoA,Gm) me
(

요한4:34)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음식(br)이다.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pe,mpw

e;stin(IdPrA3) de. sunh,qeia u`mi/n i[na e[na avpolu,sw(SuAoA1) u`mi/n

요한18:39)
내가 유월절에 한 명을 너희들에게 놓아주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풍습이
다. "But you have a custom that I release someone for you at the
Passover; avpolu,w, eivmi,

evn tw/| pa,sca\ (

w-de loipo.n zhtei/tai(IdPrP3) evn toi/j oivkono,moij( i[na pisto,j tij eu`reqh/|

이점에 있어서(w-), 더욱이(lo), 사람은(ti) 신뢰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eu`) 한다는 것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어 진다(고전4:2).
In this case, moreover, it is required of stewards that one
be found trustworthy. zhte,w, eu`ri,skw
(SuAoP3)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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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4

구) i[na가 인도하는 절이 주격절로 사용된 예문
sumfe,rei(IdPrA3) u`mi/n i[na ei-j a;nqrwpoj avpoqa,nh|( SuAoA3) u`pe.r tou/
laou/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이익이다 . ( 요한
11:50) it is expedient for you that one man die for the people.
sumfe,rw, avpoqnh,|skw
규) 명사절이 동사의 목적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 권고하다, 명령하다, 탄원하다 다음에 오는 목적절
i[na나 ὅpwj가 목적절을 인도하며 , 가정법 동사가 따라 온다 . 이러한 문장
은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굉장히 드물다.
hvrw,ta(IdIpA3) i[na katabh/(| SuAoA3) kai. iva,shtai(SuAoM3D) auvtou/ to.n

그가 내려와서(ka) 그의 아들을 고쳐 주시라고 그는 요청했다
( 요한 4:47) And he was imploring Him to come down and heal his
son; evrwta,w, katabai,nw, iva,omai

ui`o,n(

Eiv ui`o.j ei=( IdPrA2) tou/ qeou/( eivpe.( ImAoA2) i[na oi` li,qoi ou-toi a;rtoi

마태4:3)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들이 되라고 명령하라.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at these stones become
bread." ei=pon, gi,nomai, eivmi,

(1m) ge,nwntai(SuAoM3D) Å (

deh,qhte(ImAoP2D) ou=n tou/ kuri,ou tou/ qerismou/ o[pwj evrga,taj evkba,lh|

그러므로, 근로자들을(evr) 그의 추수
로 보내주시라고(o[p) 추수의(qe) 주님께 간구하라(de). (누가10:2).
Pray ye therefore the Lord of the harvest, that(o[p) he would send
forth labourers into his harvest. 고전 그리스어에서 권고나 명령 다음
에서 정기적으로 사용 되었던 단순 부정사가 신약에서는 이들 동사들(권
고, 명령, 탄원) 다음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evkba,llw, de,omai

(SuAoA3) eivj to.n qerismo.n auvtou/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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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노력하다, 주의하다, 계획하다, 성취하다 다음에 오는 목적절
i[na가 절을 인도한다 . ὅpwj가 인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 이러한 절에
는 가정법 동사가 사용된다.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이러한 동사 다음에서,
주로 ὅpwj가 절을 인도하면서 직설법 미래시제 동사가 온다.
evbouleu,santo(IdAoM3) de. oi` avrcierei/j i[na kai. to.n La,zaron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은(avr) 또한 라자로스를 죽
이기로 계획했다(evb)(요한12:10). But the chief priests planned to
put Lazarus to death also; bouleu,w

avpoktei,nwsin(SuAoM3)

kai. o[tan avnagnwsqh/(| SuAoP3) parV u`mi/n h` evpistolh,( poih,sate(ImAoA2)

그리고 이 편지가(evp) 너
희들 가운데서 읽혀지게 되었을(avn) 때에, 또한 너희들이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혀지도록 만들었다(po)(골로4:16).
And when this letter is read among you, have it also read in the

i[na kai. evn th/| Laodike,wn evkklhsi,a| avnagnwsqh/(|

church of the Laodiceans; avnaginw,s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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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e,w

나) 돌보다, 조심하다 다음에 오는 목적절
이 목적절에서 사용되는 부정어(negative)는
독으로 mh,를 사용해서 부정한다.

를 사용하지 않고 단

i;na mh,

Ble,pete(ImPrA2) mh, tij u`ma/j planh,sh|( SuAoA3) \

아무도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마태24:4)
Take heed that no man deceive you. ble,pw, plana,w

노력하다는 동사 다음에는 단순 부정사가 자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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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두려워하다, 위험하다 다음에 오는 목적절
mh,가 절을 인도하며 가정법 동사가 따라 온다
fobhqei.j(PaAoP,Nm) o` cili,arcoj mh. diaspasqh/(| SuAoP3) o` Pau/loj u`pV
auvtw/n (행전23:10). 연대장은(ci)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u`pV) 찢어지지
(di) 않을까하여(mh) 두려워하게 되었다(fo).

The commander was

afraid Paul would be torn to pieces by them. fobe,w, diaspa,w
fobou/mai(IdPrP1) ga.r mh, pwj evlqw.n(PaAoA,Nm) ouvc oi[ouj qe,lw
(IdPrA1) eu[rw(SuAoA1) u`ma/j

아마도(pw), 내가 올 때에, 내가 원하는 바

가(oi[) 아닌(ouv) 너희들을 내가 발견할(eu)까(mh,), 내가 두려워하기

For I am afraid that perhaps when I
come I may find you to be not what I wish, oi[ouj 관대4m from
fobe,w, e;rcomai, qe,lw, eu`ri,skw
(fo) 때문에(고후12:20)

(104

oi-oj

너) 두려움의 대상이 이미 지나 갔거나, 현존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에, 비록
그 결과는 아직 화자에게 알려진 바 없는 상태에선, 직설법 동사가 신약이
나 고전 그리스어에서 사용된다: mh, + kekopi,aka(IdPeA1).
fobou/mai(IdPrP1) u`ma/j mh, pwj eivkh/| kekopi,aka(IdPeA1) eivj u`ma/jÅ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마도 헛되이(eiv) 일했지(ke) 않았나 하여, 내가
너희들을 염려한다. I fear for you, that perhaps I have labored over

you in vain. kopi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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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i[na가 인도하는절, 명사나 대명사와 동격으로
요한 복음서에 많이 나오며, 언제나 가정법 동사가 따라온다.
kai. po,qen moi tou/to i[na e;lqh|( SuAoA3) h` mh,thr tou/ kuri,ou mou pro.j

그리고 어떻게(po,) 내 주인의 어머님이 나에게로 오신 것, 이것이 나
에게 (일어났는가)? "And how has it happened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would come to me? tou/to = i[na 절( e;rcomai
mei,zona tau,thj avga,phn ouvdei.j e;cei(IdPrA3) ( i[na tij th.n yuch.n auvtou/ qh/|
(SuAoA3) u`pe.r tw/n fi,lwn auvtou/Å 한 사람이 그의 생명을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주는(qh/)| , 이 보다 더 큰(me) 사랑은 아무도(ouv) 가지고 있지
않다,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on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tau,thj avga,phn = i[na 절, e;cw, ti,qhmi (요한
evme,È

15:13)

au[th ga,r evstin h` avga,ph tou/ qeou/( i[na ta.j evntola.j auvtou/ thrw/men

우리들이 그의 계명들을(evn) 지키는(th)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u[th = i[na 절, thre,w (요한1.5:3)

(SuPrA1) (

ti,j ou=n mou, evstin o` misqo,jÈ i[na euvaggelizo,menoj(PaPrM,Nm) avda,panon

고전9:18)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무료로(avd) 복음을 제시하는(qh,) 것, 무엇이(ti,) 그러면 나의 보상(mi)
인가? What then is my reward? That, when I preach the gospel, I
may offer the gospel without charge, euvaggeli,zw, ti,qhmi

qh,sw(SuAoA1) to. euvagge,l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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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i[na가 인도하는 해설절(explanatory clause)
i;na가 인도하는 절이 명사 , 형용사 , 심지어는 동사의 뜻을 제한하기 위해
서 제한적인 부정사의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문형식은 주로 권위, 능
력, 타당성, 시간 등을 설명하는 명사들이나 형용사들과 흔하게 사용된
다.

h' ti,j soi e;dwken(IdAoA3) th.n evxousi,an tau,thn i[na tau/ta poih/|j

또는(h') 네가 이들을 행하도록, 누구가 이 권위를(evx) 너에게
주었는가? (마가11:28). Or who gave You this authority to do
these things?" di,dwmi, poie,w
VElh,luqen(IdPeA3) h` w[ra i[na doxasqh/(| SuAoP3) o` ui`oj. tou/ avnqrw,pou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do) 그 시간이 왔다, (요한12:23)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e;rcomai,
(SuPrA2) È

doxa,zw
(104

뇨) i[na가 인도하는 절, 동사가 표현한 동작의 원인이나 조건을 설명함
VAbraa.m o` path.r u`mw/n hvgallia,sato(IdAoM3) i[na i;dh| (SuAoA3) th.n

너희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 hvg). ( 요한 8:56)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avgallia,w( ei=don

h`me,ran th.n evmh,n(

(104

누)

, 우리말로 또는
(104 가 ) 랍비여 !(104 가 )

.
Rabbi,(

복습

가)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ti,j h[marten(IdAoA3)(
(104 가 ) 이 사람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입니까?
ou-toj h' oi` gonei/j auvtou/(
(104 가 ) 그래서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i[na tuflo.j gennhqh/(| SuAoP3)È
(104 거 ) 그렇지만 너희들은 또한
plh.n kai. u`mei/j
(104 거 ) 각자가
oi` kaqV e[na(
(104 거 ) 개개인이
e[kastoj
(104 거 ) 자신의 부인을
th.n e`autou/ gunai/ka
(104 거 ) 그렇게 사랑하라
ou[twj avgapa,tw (ImPrA3)
(104 거 ) 자신처럼
w`j e`auto,n(
(104 거 ) 또한 부인으로 하여금
h` de. gunh.
(104 거 ) 그 남편을 두려워하도록 하라 .
i[na fobh/tai(SuPrP3) to.n a;ndraÅ
(104

거) 그러나 ... 것처럼
avllV w[sper
(104 거 ) 모든 일에 있어서
evn panti.
(104 거 ) 마치 너희들이 풍부한
perisseu,ete(IdPrA2)
(104 거 ) 또한 .. 한지 ,
i[na kai.
(104 거 ) 이 은혜의 일에 있어서도
evn tau,th| th/| ca,riti
(104 거 ) 너희들이 풍요
perisseu,hte(SuPrA2) Å
(104 겨 ) 그는 왔다 .
ou-toj h=lqen(IdAoA3)
(104 겨 ) 증거하려고
i[na marturh,sh|( SuAoA3)
(104 겨 ) 빛에 대해서
peri. tou/ fwto,j(
(104 겨 ) 그리고 그들의 눈들을
kai. tou.j ovfqalmou.j auvtw/n
(104 겨 ) 그들은 감았다 .
evka,mmusan(IdAoA3) \
(104 겨 ) 그들이 보지 않도록 ,
mh,pote i;dwsin(SuAoA3)
(104 겨 ) 눈들로
toi/j ovfqalmoi/j
(104 겨 ) 너희들도 판단하지 마라
Mh. kri,nete(ImPrA2) (
(104 겨 ) 판단 받지 않도록
i[na mh. kriqh/te(SuAoP2)
(104 고 ) 그러나 너희들은
u`mei/j de,(
(104 고 ) 형제들이여 !
avdelfoi,(
(104 고 )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
ouvk evste.(IdPrA2) evn sko,tei(
(104 고 ) 정도록
i[na
(104 고 ) 그 날이 너희들을
h` h`me,ra u`ma/j.
(104 고 ) 도둑처럼
w`j kle,pthj
(104 고 ) 덮칠
katala,bh|( SuAoA3) \
(104 고 ) 랍비여
Rabbi,(
(104 고 )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ti,j h[marten(IdAoA3)(
(104 고 ) 이 사람입니까?
ou-toj
(104 고 ) 혹은 그의 부모입니까?
h' oi` gonei/j auvtou/(
(104 고 ) 그래서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i[na tuflo.j gennhqh/(| SuAoP3)È
(104 교 ) 그래서
ou[twj
(104

교)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교 )
(104 구 )
(104 구 )
(104 구 )
(104 구 )
(104 구 )
(104 그 )
(104 그 )
(104 그 )
(104

뜻이 아니다
너희들의 아버지앞에 있는
하늘에 계시는
멸망하는 것은
이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나의 음식이다
행하는 것이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그러나 이다.
너희들에게는 풍습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월절에
이점에 있어서, 더욱이
요구되어 진다.
청지기들에 있어서
것이
사람은 신뢰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너희들에게는 이익이다
것이
한 사람이
죽는
백성을 위해서
그는 요청했다
라고
그가 내려와서

ouvk e;stin qe,lhma (IdPrA3)
e;mprosqen tou/ patro.j u`mw/n
tou/ evn ouvranoi/j
i[na avpo,lhtai(SuAoM3)
e]n tw/n mikrw/n tou,twnÅ
VEmo.n brw/ma, evstin
i[na poih,sw(SuAoA1)
to. qe,lhma
tou/ pe,myanto,j(PaAoA,Gm) me
e;stin(IdPrA3) de.
sunh,qeia u`mi/n
i[na e[na avpolu,sw(SuAoA1)
u`mi/n
evn tw/| pa,sca\
w-de loipo.n
zhtei/tai(IdPrP3)
evn toi/j oivkono,moij(
i[na
pisto,j tij
eu`reqh/|
sumfe,rei

(IdPrA3)

i[na
ei-j a;nqrwpoj
avpoqa,nh|( SuAoA3)
u`pe.r tou/ laou/
hvrw,ta(IdIpA3)
i[na
katabh/(| SuAoA3)

u`mi/n

그) 고쳐 주시
kai. ivas, htai(SuAoM3D)
(104 그 ) 그의 아들을
auvtou/ to.n ui`o,n(
(104 그 ) 만일 당신이 아들이면
Eiv ui`oj. ei=( IdPrA2)
(104 그 ) 하나님의
tou/ qeou/(
(104 그 ) 명령하라
eivpe.( ImAoA2)
(104 그 ) 라고
i[na
(104 그 ) 이 돌들이
oi` li,qoi ou-toi
(104 그 ) 빵들이 되
a;rtoi(1m) ge,nwntai(SuAoM3D)
(104 그 ) 그러므로 , 간구하라 .
deh,qhte(ImAoP2D) ou=n
(104 그 ) 추수의 주님께
tou/ kuri,ou tou/ qerismou/
(104 그 ) 근로자들을 보내주시라고
o[pwj evrga,taj evkba,lh|
(104 그 ) 그의 추수로
eivj to.n qerismo.n auvtou/Å
(104 그 ) 그러나 계획했다 (104 기 )
evbouleu,santo(IdAoM3) de.
(104 그 ) 그 대제사장들은
oi` avrcierei/j
(104 그 ) 기로
i[na
(104 그 ) 또한 라자로스를
kai. to.n La,zaron
(104 그 ) 죽이
avpoktei,nwsin(
(104 그 ) 그리고 읽혀지게 되었을 때에
kai. o[tan avnagnwsqh/(| SuAoP3)(104 기 )
(104 그 ) 이 편지가 너희들 가운데서
parV u`mi/n h` evpistolh,(
(104 그 ) 또한 너희들이 했다
kai. poih,sate(ImAoA2)
(104 그 ) 지도록
i[na
(104 그 )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evn th/| Laodike,wn evkklhsi,a|
(104 그 ) 읽혀 .
avnagnwsqh/|(
(104 나 ) 주의하라
Ble,pete(ImPrA2)
(104 냐 ) 아무도 못하도록
mh, tij
(104 냐 ) 너희들을 속이지
u`ma/j planh,sh|(SuAoA3)\
(104 냐 ) 연대장은 두려워하게 되었다
fobhqei.j(PaAoP,Nm) o` cili,arcoj
(104 냐 ) 찢어지지(di) 않을까하여
mh. diaspasqh/(| SuAoP3)
(104

냐)
(104 냐 )
(104 냐 )
(104 냐 )
(104 냐 )
(104 냐 )
(104 냐 )
(104 너 )
(104 너 )
(104 너 )
(104 너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녀 )
(104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o` Pau/loj u`pV auvtw/n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㉑ fobou/mai(IdPrP1) ga.r

아마도, ..까

㉑ mh, pwj

내가 올 때에,

㉑ evlqw.n(PaAoA,Nm)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㉑ ouvc oi[ouj qe,lw(IdPrA1)

너희들을 내가 발견할

㉑ eu[rw(SuAoA1) u`ma/j

내가 너희들을 염려한다.
㉒ fobou/mai(IdPrP1) u`ma/j
않았나 하여
㉒ mh,
아마도 헛되이
㉒ pwj eivkh/|
내가 일했지
㉒ kekopi,aka(IdPeA1)
너희들을 위해서
㉒ eivj u`ma/jÅ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㉓ kai. po,qen moi tou/to
오신 것은,
㉓ i[na e;lqh|( SuAoA3)
내 주인의 어머님이
㉓ h` mh,thr tou/ kuri,ou mou
나에게로
㉓ pro.j evme,È
이 보다 더 큰 사랑은 ㉔ mei,zona tau,thj avga,phn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㉔ ouvdei.j e;cei(IdPrA3)(
한 사람이...것
㉔ i[na tij
그의 생명을 주는(qh/)| , ㉔ th.n yuch.n auvtou/ qh/(| SuAoA3)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㉔ u`pe.r tw/n fi,lwn auvtou/Å
.. 이것이 ... 이기 때문에 . ㉕ au[th ga,r evstin
하나님의 사랑
㉕ h` avga,ph tou/ qeou/(
것..
㉕ i[na
이 계명들을
㉕ ta.j evntola.j auvtou/
우리들이 지키는
㉕ thrw/men (SuPrA1)
무엇이 그러면
㉖ ti,j ou=n
나의 보상인가?
㉖ mou, evstin o` misqo,jÈ
.. 것
㉖ i[na

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㉖ euvaggelizo,menoj(PaPrM,Nm)
(104 녀 ) 무료로
㉖ avda,panon
(104 녀 ) 내가 복음을 제시하는 .. ㉖ qh,sw(SuAoA1) to. euvagge,lion
(104 노 ) 또는 누구가 너에게
㉗ h' ti,j soi
(104 노 ) 이 권위를 주었는가 ?
㉗ e;dwken(IdAoA3) th.n evxousi,an
(104 노 ) 네가 이들을 행하도록
㉗ i[na tau/ta poih/|j(SuPrA2) È
(104 노 ) 그 시간이 왔다,
㉘ VElh,luqen(InPeA3) h` w[ra
(104 노 ) 영광을 받게 되는
㉘ i[na doxasqh/(| SuAoP3)
(104 노 ) 사람의 아들이
㉘ o` ui`o.j tou/ avnqrw,pou
(104 뇨 ) 너희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㉙ VAbraa.m o` path.r u`mw/n
(104 뇨 ) 기뻐했다 .
㉙ hvgallia,sato(IdAoM3)
(104 뇨 ) 보고
㉙ i[na i;dh| (SuAoA3)
(104 뇨 ) 나의 날을
㉙ th.n h`me,ran th.n evmh,n(
(104

(104

tau,thn

누)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번역할 때에만 다음과로 진행하라!
가)
(104 거 )
(104

(104

(104

(104

거)
겨)
고)

고)
(104 교 )
(104

(104

교)

Rabbi,( ti,j h[marten( ou-toj h' oi` gonei/j auvtou/( i[na tuflo.j gennhqh/|È
plh.n kai. u`mei/j oi` kaqV e[na( e[kastoj th.n e`autou/ gunai/ka
ou[twj avgapa,tw w`j e`auto,n( h` de. gunh. i[na fobh/tai to.n a;ndraÅ
avllV evn panti. w[sper... perisseu,ete i[na kai evn tau,th| th/| ca,riti
perisseu,hteÅ

(104

겨)

ou-toj h=lqen i[na marturh,sh| peri. tou/ fwto,j(

kai. tou.j ovfqalmou.j auvtw/n evka,mmusan\ mh,pote i;dwsin
toi/j ovfqalmoi/j

(104

겨 ) Mh.

kri,nete( i[na mh. kriqh/te

u`mei/j de,( avdelfoi,( ouvk evste. evn sko,tei( i[na h` h`me,ra u`ma/j w`j
kle,pthj katala,bh|\
Rabbi,( ti,j h[marten( ou-toj h' oi` gonei/j auvtou/( i[na tuflo.j gennhqh/|È
ou[twj ouvk e;stin qe,lhma e;mprosqen tou/ patro.j u`mw/n tou/ evn
ouvranoi/j i[na avpo,lhtai e]n tw/n mikrw/n tou,twnÅ
VEmo.n brw/ma, evstin i[na poih,sw to. qe,lhma tou/ pe,myanto,j me

교)
(104 교 )
(104 구 )
(104 그 )
(104 그 )
(104 그 )
(104

e;stin de. sunh,qeia u`mi/n i[na e[na avpolu,sw u`mi/n evn tw/| pa,sca\
w-de loipo.n zhtei/tai evn toi/j oivkono,moij( i[na pisto,j tij eu`reqh/|
sumfe,rei u`mi/n i[na ei-j a;nqrwpoj avpoqa,nh| u`pe.r tou/ laou/
hvrw,ta i[na katabh/| kai. ivas, htai auvtou/ to.n ui`on, (
Eiv ui`oj. ei= tou/ qeou/( eivpe. i[na oi` li,qoi ou-toi a;rtoi ge,nwntai
deh,qhte ou=n tou/ kuri,ou tou/ qerismou/ o[pwj evrga,taj evkba,lh|
eivj to.n qerismo.n auvtou/Å

(104

그)

kai. to.n La,zaron avpoktei,nwsin(

evbouleu,santo de. oi` avrcierei/j i[na
(104

그)

kai. o[tan avnagnwsqh/| parV

u`mi/n h` evpistolh,( kai. poih,sate i[na evn th/| Laodike,wn evkklhsi,a|
avnagnwsqh/|(

(104

나) Ble,pete

mh, tij u`ma/j planh,sh|\

냐) fobhqei.j o` cili,arcoj mh. diaspasqh/| o` Pau/loj u`pV auvtw/n
(104 냐 ) fobou/mai ga.r mh, pwj evlqw.n ouvc oi[ouj qe,lw eu[rw u`ma/j
(104 너 ) fobou/mai u`ma/j mh, pwj eivkh/| kekopi,aka eivj u`ma/jÅ
(104 녀 ) kai. po,qen moi tou/to i[na e;lqh| h` mh,thr tou/ kuri,ou mou
pro.j evme,È (104 녀 ) mei,zona tau,thj avga,phn ouvdei.j e;cei( i[na
(104

(104

녀)

yuch.n auvtou/ qh/| u`pe.r tw/n fi,lwn auvtou/Å
au[th ga,r evstin h` avga,ph tou/ qeou/( i[na ta.j evntola.j auvtou/
thrw/men

노)
(104 노 )
(104 뇨 )
(104

tij th.n

(104

녀)

ti,j ou=n mou, evstin o` misqo,jÈ i[na euvaggelizo,menoj

avda,panon qh,sw to. euvagge,lion
h' ti,j soi e;dwken th.n evxousi,an tau,thn i[na tau/ta poih/j| È
VElh,luqen h` w[ra i[na doxasqh/| o` ui`oj. tou/ avnqrw,pou
VAbraa.m o` path.r u`mw/n hvgallia,sato i[na i;dh| th.n h`me,ran th.n
evmh,n(

부사절, 목적절, 단순 부정사, 시제절, e[wj가 인도하는 절, 장소절, 이유절,
결과절, 조건절, 양보절, 비교절, 형용사절, 분사, 복습27
(105

(105

가) (105)에서는 부사절을 공부한다. 부사절이란 다른 절에 있는 동사와 부사
절 관계를 이루는 절이다. 부사절은 8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1고)
갸) 목적절 = 끝절, 동작의 목적을 표현하는 절이다. 목적절은 만일 긍정
문이면 i[na나 ὅpwj가 절을 인도하고, 부정문이면 mh,나 i[na mh,가 절을 인
도한다. 신약에서는 가정법 동사가 따라온다.
h=lqen(IdAoA3) eivj marturi,an i[na marturh,sh|( SuAoA3) peri. tou/ fwto,j(

빛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그가 오셨다. (요한1:7) e;rcomai,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about the Light. marture,w

Mh. kri,nete(ImPrA2) ( i[na mh. kriqh/te(SuAoP2)

판단 받지 않도록 너희들도 판단하지 마라. (마태7:1)

kai. tou.j ovfqalmou.j auvtw/n evka,mmusan(IdAoA3) \ mh,pote i;dwsin(SuAoA3)

행전28:27)
그리고 그들이 눈들로 보지 않도록, 그들은 그들의 눈들을 감았다.

toi/j ovfqalmoi/j (

And they have shut their eyes; lest they should see with their eyes

(105
(105

거) 직설법 미래시제가 가정법 대신에 종종 사용 된다: 누가20:10
겨) 단순 부정사는, 그 자체가 동명사의 여격이었기 때문에, 목적절에서 부정
사 자체만으로도 동사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보자.
I sent my servant to call the guests. 라고 예기하든지
I sent my servant that he might call the guests. 라고 말할 수 있다 .
kai. avpe,steilen(InAoA3) tou.j dou,louj auvtou/ kale,sai(InAoA) tou.j

그리고 그는 결혼식장으로(ga)
그의 노예들을 내 보냈다(avp). (마

keklhme,nouj(PaPeP,A m) eivj tou.j ga,mouj(

초대받은 자들을(ke) 부르려고(ka)
태22:3) "And he sent out his slaves to ca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to the wedding feast, avposte,llw( kale,w (105

(105

(105

겨)

고) 정관사를 취한 부정사 앞에 전치사 eivj나 pro,j, 가 왔으면, 또는 속격을 취
한 부정사가 앞에 왔으면, 부정사는 목적절에서 동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마태6:1, 20:19; 누가1:77.
교) 목적절 = 끝절, 현재나 미래, 분사로도 표현할 수 있다.
u`mi/n prw/ton avnasth,saj(PaAoA,Nm) o` qeo.j to.n pai/da auvtou/ avpe,steilen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 pa) 일으키신 ( avp) 후에 ,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 eu) 그를 ( auv) 먼저 너희들
에게 보내셨다(avn)(행전3:26) Unto you first God, having raised up
his Servant, sent him to bless you, euvlogou/nta(PaPrA,Am) 가 목적을
나타낸다. avni,sthmi, avposte,llw, euvloge,w
(IdAoA3) auvto.n euvlogou/nta(PaPrA,Am) u`ma/j

eivj Damasko.n evporeuo,mhn(IdIpMP1D) ( a;xwn(PaFuA,Nm) kai. tou.j evkei/se
o;ntaj(PaPrA,A m) dedeme,nouj(PaPeP,A m) eivj VIerousalh.m

또한 거기에서 묶여(de)있는(o;n) 그들을(죄수들) 내가 예루쌀렘으로
데려 오기 위해(a;x)서 나는 다마쓰코쓰로 여행을 했다(evp)(행전22:5)
I started off for Damascus in order to bring even those who were
there to Jerusalem as prisoners,

a;xwn(PaFuA,Nm)
(105

가 목적을 나타낸다.

poreu,omai( a;gw( de,w, eivmi,

구) 목적절 = 끝절, 관계 대명사절과 직설법 미래시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아주 드물다.
kai. to.n avmpelw/na evkdw,setai(IdFuM3) a;lloij gewrgoi/j( oi[tinej( 관대 1m)
avpodw,sousin(IdFuA3) auvtw/| tou.j karpou.j evn toi/j kairoi/j auvtw/nÅ

그리고 그는 그 포도원을(avm), 그들의[자연] 계절들에 그 과일들을(ka)
그에게 보답할(avp) 다른 포도나무-재배자들에게(ge) 빌려 줄 것이다
( evk). And he will rent out the vineyard to other vine-growers
who will pay him the fruits at the proper seasons."(

마태21:41)

evkdi,dwmi, avpodi,dwmi, o[stij
(105

(105

규) 시제절(temporal clause), 동작의 시간을 표현한다.
ὅte와 ὡj가 "언제"(when)를, e[wj가 "...까지(until),...동안(while)"를,
“ 전에 (before)" 를 표현하는 시제절들을 인도한다 .

이

pri,n

그) 시제절,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한정 시제절(definite temporal)
과거에서 제한된 시간(때)에 일어난, 시간적으로 제한(한정)이 되어
진 사건을 표현하는 시제절이다. 보기를 들어보자.
I saw him when I went to town.

비한정 시제절(indefinite temporal)
과거에서 제한이 되지 않은 시간(때)에 일어난, 시간상으로 제한(한
정) 되지 않은 사건을 표현하는 시제절이다. 보기를 들어보자.
I saw him whenever I went to town. 더 풀어서 표현하면 ,
I went to town often and saw him every time.

I will see him whenever I go to town.

더 풀어서 표현하면,

I have not been to town yet, and I do not know when I shall
go; but, when I do go, I will see him.

이러한 문장들은 또한 조건절 문력(문장의 힘), conditional
도 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보기를 들어보자.

force

까지

If I went to town I saw him.

If I go to town I will see him.
(105

기) 그리스어의 한정 시제절과 비한정 시제절, 특이한 문장 구조로 표현한다.

(105

나) 그리스어의 한정 시제절: [ὅte 나 ὡj + 직설법 동사]
한정 시제절은 ὅte와 ὡj가 절을 인도하고 직설법 동사가 온다.

Kai. evge,neto(IdAoM3D) o[te evte,lesen( Id AoA3) o` VIhsou/j tou.j lo,gouj

그리고 예수께서 이들 말씀
그는 갈릴리로부터 떠나게(me) 되었다

tou,touj( meth/ren(IdAoA3) avpo. th/j Galilai,aj

들을 마치게(evt) 되었을때(evg),

( evg). tele,w, gi,nomai, metai,rw (마태19:1)
When Jesus had finished these words, He departed from Galilee.
(105

냐) 그리스어의 비한정 시제절: [ὅte + 미완료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 a;n]
비한정 시제절은 ὅte가 절을 인도하며
미완료 동사가 따라오거나,
과거에 제한되지 않은 때에 여러 번 발생했던 동작을 표현할 때에는
직설법 부정과거에 a;n이나 eva,n이 온다. 그리고 ὅte와 a;n이 결합해서 ὅtan을
만든다.

kai. ta. pneu,mata ta. avka,qarta( o[tan auvto.n evqew,roun(IdIp A3)(
prose,pipton(IdIpA3) auvtw/.|

그리고 불결한(avk) 영들이 그 분을 볼(evq) 때

그 분 앞에 엎어졌다(pr). (마가3:11)

마다,

Whenever the unclean

spirits saw Him, they would fall down before

Him. qewre,w,

prospi,ptw
(105

너) 비한정 시제절:

[ ὅte +

가정법 동사 + a;n] = 미래의 일

가 인도하며, 절이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에는 a;n과 함
께 가정법 동사 ( a;g) 가 따라온다 .
비한정 시제절은 ὅte

kai. o[tan a;gwsin(SuPrA3) u`ma/j paradido,ntej(PaPrA,N m) ( mh.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체
포해서(a;g) 넘길(pa) 때마다(o[t), 앞서서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la) 것
인지를 너희들은 염려하지(pr) 마라(마가13:11) "When they arrest you
promerimna/te(ImPrA2) ti, lalh,shte(SuAoA2) (

and hand over, do not worry beforehand about what you are to say,

이 붙으면

a;gw, an

“...

할 때마다”를 붙인다.

paradi,dwmi, promerimna,w,

lale,w
(105

녀) 시제절, 문형은 비한정이면서, 의미상으로는 한정이 되는 예문.
evleu,sontai(IdFuM3D) de. h`me,rai o[tan avparqh/(| SuAoP3) avpV auvtw/n o`
numfi,oj(
( evl),

그러나 그들로부터 신랑이(nu) 제거되는(avp) 날들이 올 것이다
( 마가 2:20) "But the days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is

taken away from them, e;rcomai, avpai,rw
(105

노) e[wj “...동안”가 인도하는 시제절: [e[wj +직설법 동사] = 본동사 시제
e[wj는 “... 동안 ” 을 뜻한다 . e[wj가 인도하는 절이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같
은 시간을 언급할 때에는, 직설법 동사를 취한다.
h`ma/j dei/ evrga,zesqai(InPrMPD) ta. e;rga tou/ pe,myanto,j(PaAoA,Gm) me e[wj

낮이(h`m) 있는 동안은 우리들은(h`m) 반드시 나를 보
내신 그 분의 일들을(e;r) 행해야 한다(evr). (요한9:4). "We must work
h`me,ra evsti,n(Id Pr A3) \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as long as it is day; evrga,zomai, pe,mpw
(105

뇨) e[wj ”...까지”가 인도하는 시제절: [e[wj +직설법의 과거시제] = 과거사
e[wj는 “... 까지 ” 를 뜻한다 . e[wj가 인도하는 절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언급할 때에는, 직설법의 과거시제 동사를 취한다.

o` avsth,r( o]n ei=don(IdAoA3) evn th/| avnatolh/|( proh/gen(Id Ip A3) auvtou,j( e[wj

마태2:9)
그것이 그 어린아이가 있던(h=n) 곳 위에(evp) 와서(evl) 설 때(evs)까지
동쪽에서(avn)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avs) 그들을 앞서갔다(pr).

evlqw.n(PaAoA,Nm) evsta,qh(IdAoP3) evpa,nw ou- h=n to. paidi,onÅ(

The star, which they had seen in the east, went on before them
until it came and stoo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ei=don, proa,gw, e;rcomai, i[sthmi,
(105

누) e[wj가 인도하는 절이 미래나 습관적 동작을 표현하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
서 언급한다면, 전반적으로 a;n과 함께 가정법 동사를 취한다.
[ e[wj+ a;n + 가정법 동사 ] = 미래나 습관적 동작
evkei/ me,nete(ImPrA2) e[wj a'n evxe,lqhte( Su AoA2) evkei/qenÅ ( 마가 6:10)
너희들이 거기로부터(evk) 떠날(evx)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러라.
Stay there until you leave town. me,nw, evxe,rcomai

kai. poreu,etai(IdPrMP3D)
(

SuAoA3)

auvto,È (

evpi. to.( 4)

누가15:4)

avpolwlo.j(PaPeA,An)

e[wj eu[rh|

그리고 그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것(avp)에로(evpi.) 찾아가지
( po) 않겠는가 ?. And go look for the one that is lost until he
finds it? avpo,llumi, evpi.+ 4 격 ... 에로 , eu`ri,skw( poreu,omai
(105

뉴) e[wj가 인도하는 절이 과거에 일어났던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에 의존하거
나, 주절의 동작이 일어났을 때에 생각해 보았던 미래에 관한 일을 언급
한다면, a;n 없이 가정법 동사를 취한다. [e[wj +가정법 동사] =
,

e;balen(IdAoA3) auvto.n eivj fulakh.n e[wj avpodw/(| Su AoA3) to. ovfeilo,menon

마태18:30) 그가 빚진 바를(ovf) 갚을(avp) 때까지 그는 그를
감옥에(fu) 넣었다(e;b). He cast him into prison until he should

(PaPrP,An) (

pay back what was owed. ba,llw, avpodi,dwmi, ovfei,lw
(105

(105

느) e[wj ou-, e[wj ὅtou는 e[wj와 같은 뜻이지만, a;n 과는 사용된 적이 없다.
a;cri, a;cri ou-, a;cri h-j h`me,r, aj, me,,cri, me,,cri ou- 등이 인도하는 절은 전
반적으로 e[wj가 인도하는 절과 같은 문장구조다.
니) pri,n 또는 pri,n h; “전에”가 인도하는 절: [pri,n + 대격과 부정사]
주절의 동사가 긍정문을 만들면, pri,n이 인도하는 절은 대격과 부정사 구
문을 취한다.
VAmh.n le,gw soi o[ti evn tau,th| th/| nukti. pri.n avle,ktora fwnh/sai(InAoA)

진실로, 내가 너에게 예기한다, 이 날 밤
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tri.j avparnh,sh|( IdFuM2D) meÅ

"Truly I say to you that this very night, before a rooster
crows,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fwne,w,
(105

avparne,omai

다) 주절이 부정문이면, pri,n이 인도하는 절은 e[wj가 인도하는 절과 같은 문
장구조를 취한다. 신약에 오직 2 번 나온다: 누가2:26, 행전25:16.

(105

댜) 시제절, 분사의 독립속격(유리된,
도 있다.

Genetive Absolute)

으로 표현할 수

kai. evxelqw.n( Pa AoA,Nm) ei=den polu.n o;clon

그리고 그가 나갔을 때, 그는 큰 무리를 보았다. (마태14:14)
When He came out, He saw a large crowd, evxe,rcomai

kai. avnaba,ntwn( Pa AoA,G m) auvtw/n eivj to. ploi/on evko,pasen(IdAoA3) o`

그리고 그들이 배 안으로 들어갔을(avn) 때에, 그 바람이(a;n) 멈
췄다. (마태14:32) When they got into the boat, the wind stopped.

a;nemojÅ

avnabai,nw, kopa,zw
(105

더) 시제절, 부정사와 함께 전치사와 그리고 정관사로도 표현할 수 있다.
evn tw/| = e[wj, 마태 13:25, 누가 1:21, 행전 8:6
pro. tou/ = pri,n, 마태 6:8, 누가 2:21, 갈라 2:12, 3:23
meta.. to,, = 후에, 마태26:32, 행전1:3

(105

뎌) 장소절(local clauses),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를 표현한다.
ou-, ὅpou "어데에“, ὅqen “어디서”가 장소절들을 인도한다. 2 종류가 있다.

(105

도) 한정 장소절, 하나의 한정된 장소를 표현한다.

(105

됴) 비한정 장소절, 여러 곳의 비

한정된 장소나 또는 어느 정도는 비 한정된

장소를 언급한다.

(105

두) 한정 장소절, 직설법 동사가 사용된다.
Mh. qhsauri,zete(ImPrA2) u`mi/n qhsaurou.j evpi. th/j gh/j( o[pou sh.j kai.
brw/sij avfani,zei(IdPrA3).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들을(qh) 좀과

(sh.) 녹이(br) 파괴하는(avf) 땅에다 저장하지(qh) 마라, (마태6:19)
"Do not accumulate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qhsauri,zw, avfani,zw

(105

듀) 비한정 장소절, 절이,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곳의 장소들을 언급할 때, a;n과

함께

직설법 과거 동사 가

사용된다.

kai. o[pou a'n eivseporeu,eto(IdIpMP3D) eivj kw,maj...evn tai/j avgorai/j
evti,qesan

(IdIpA3D.64거.43고)

tou.j avsqenou/ntaj(PaPrA,Am)

(마가6:56)

그리고 그가 마을로(kw,) 들어갈 때마다(eiv), 그들은 병자들을(avs) 장터에
(avg) 놓았다(evt).

And wherever he entered- into villages-- they laid

the sick in the marketplaces. eivsporeu,omai, ti,qhmi, avsqene,w
**(64거)를 찾아서 hn - hj - h/- ei( - emen - ete - esan을 복습하고 있는가?
이 책 처음부터 오직

동사만 찾아가면서 접미어들만 이처럼 복습하면

동사 접미어들을 숙달하게 될 것이다**.

(105

드) 비한정 장소절,
취하는 동사는

미래에 발생하는 일의 장소가 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절이

가정법 동사 다.

그리고 a;n이나 eva,n이

따라온다 .

o[pou eva.n khrucqh/(| SuAoP3) to. euvagge,lion tou/to evn o[lw| tw/| ko,smw|(
lalhqh,setai(IdFuP3) kai. o] evpoi,hsen(IdAoA3) au[th eivj mnhmo,sunon
auvth/jÅ 이 복음이 전(o[l) 세상에서 선포되는(kh) 곳마다, 그녀에 대한 기념으
로(mn) 그녀가 행한(evp) 바가 역시 예기 되어 질 것이다(la). (마태26:13)
Wherever this gospel is proclaimed in the whol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105

khru,ssw, lale,w, poie,w

디) 이유절, evf᾿, evpei,, evpeidh,( dio,t, i, ὅti, ᾧ, 등이 이유절을 인도
동작의 이유를 표현하며 직설법 동사가 따라온다: [
+ 직설법 동사 ]
pa/san th.n ovfeilh.n evkei,nhn avfh/ka,( IdAoA1)

soi( evpei. pareka,lesa,j

IdAoA2) me\ 네가 나에게 호소했기(pa) 때문에(evp), 내가 너에게 모든
그(evkei,nhn) 빚을(ovf) 탕감해 주었다(avf), I forgave you all that debt
(

because you pleaded with me. avfi,hmi, pareka,lesa,j(IdAoA2),

parakale,w
(105

라) 이유절, 독립 속격으로 표현
mh. e;contoj(PaPrA,Gm) de. auvtou/ avpodou/nai(InAoA)

그러나 그는 지불하도록(avp)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18:25)
"But since he did not have the means to repay, e;cw, avpodi,dwmi

(105

랴) 이유절, 분사로 표현,
이때의 분사는 주절의 어떤 단어와 일치해야 한다.
ivdw.n(PaAoA,Nm) de. o[ti avresto,n evstin(IdPrA3) toi/j VIoudai,oij( prose,qeto
(IdAoM3) sullabei/n(InAoA) kai. Pe,tron(

그리고 그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즐거움(avr)이다는 것을 보았기 때
문에, 그는 베드로도 체포하기로 착수했다(pr). (행전12:3)
Because he saw that it pleased the Jews, he proceeded to arrest Peter
also. ei=don, eivmi,, prosti,qhmi, sullamba,nw

(105

(105

(105

(105

러) 이유절, 부정사 및 dia,와
, 정관사로 표현 , 또는 부정사와 정관사의 여격으
로, 마태24:12, 고후2:13.
려) 이유 분사,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에 ὡj가 붙으면, 분사가 표현하는 이유절은 주절 동
사의 이유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동작의 실질적인 이유가 아닐
수 도 있다: 행전23:20, 27:30, 베전4:12
로) 결과절
ὥste가 절을 인도하며 , 부정사나 직설법 동사가 따라온다 .
료) 결과절, ὥste와 부정사로 표현,
ὥste가 인도하는 절에 부정사가 오면 , 주절의 동사가 계산했던 동작의 결
과를 표현한다. 신약에 많이 나온다.
gi,netai(IdPrMP3D) de,ndron( w[ste evlqei/n(InAoA) ta. peteina. tou/ ouvranou/

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pe) 오도록(마태13:32).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peteino,n( e;rcomai(

gi,no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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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결과절, ὥste와 직설법 동사로 표현하는 결과절은, 주절 동사의 동작을 실
질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를 나타낸다.
Ou[twj ga.r hvga,phsen(IdAoA3) o` qeo.j to.n ko,smon( w[ste to.n ui`o.n to.n

요한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w[s) 그는 그
의 독생자를 주셨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monogenh/ e;dwken(IdAoA3)(

begotten Son. avgapa,w( di,dw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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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ὥste “그러므로”의 뜻으로 종종 독립절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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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결과절,

없이 부정사만으로 표현: 행전5:3, 골로4:6, 히브5:5,

ὥste

6:10
(105

리) 조건절(Protasis)
조건절이 추측을 표현하면, 주절로는 추측한 바가 실현된 결과를 표현한
다. 보기를 들어보자.
If you do this you will become rich.
If you do this
(Apodosis)

(10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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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건절(Protasis)이다.

이다.

you will become rich

가 결과

마) 조건절, eiv가 인도하는,
eiv가 인도하는 조건절의 동사가 가정법이면 , a;n이 언제나 따라온다 .
eiv가 a;n과 결합해서 , eva,n, h;n, a;n 등을 만든다 .
먀) 조건절의 부정어는 mh,, 결과절의 부정어는 ouv
이것은 고전 그리스어의 규칙이지만, 신약에서는 조건절에 직설법 동사가
사용되면 종종 ouv가 발견되기도 한다.
머) 조건절 문장 구조,
과거, 현재, 미래, 추측의 시간에 따라 문장 구조가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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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나 과거의 추측
현재나 과거의 추측은 조건의 성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조건절이 현재나 과거의 추측만을 표현하고, 조건의 성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을 때에는, 조건절에 직설법 현재나 과거 동사가 사용된
다. 보기를 들어보자.
현재 시제
Eiv ui`o.j ei=( IdPr A2) tou/ qeou/( eivpe.( ImAoA2) tw/| li,qw| tou,tw|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을 하라. (누가4:3)
If thou be the Son of God, command this stone, ei=pon, eivmi,
과거 시제
eiv ga.r VAbraa.m evx e;rgwn evdikaiw,qh(Id Ao P3) ( e;cei(IdPrA3) kau,chma(

만일 아브라함이 행함들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는 자랑거리가 있다.
For if Abraham was justified by works, he has something to boast
about, dikaio,w, e;cw (로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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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실과 대조되는 추측
조건절이, 조건이 성취되지도 않았었고 또한 성취되고 있지도 않다는 현재
나 과거의 추측을 표현할 때에는, 직설법의 제2시제가 조건절과 결과절에
서 사용된다.
결과절의 동사는 거의 언제나 부사 a;n을 갖는다.
미완료는 계속된 동작을 표현한다.
부정과거는 단순 동작을 표현한다.
대과거는 드물지만, 완료된 동작을 표현한다.
동작의 시간은 동사의 시제 보다는 오히려 문맥에서 암시되어 있다.
미완료는 현재에 성취되지 않은 조건을 표현한다면, 부정과거는 과거에 성
취되지 않은 조건을 표현한다고 대비시킬 수 있겠다.
현재 시제
Ou-toj eiv h=n(IdIpA3) profh,thj( evgi,nwsken(IdIpA3) a'n ti,j kai. potaph. h`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였다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po) 여자인
지를 알았을 것이다(evg)(누가7:39).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gunh.

would have known who and what manner of woman is...

,

eivmi,

ginw,skw
Eiv h;d| eij(IdPlA2) th.n dwrea.n tou/ qeou/ kai. ti,j evstin o` le,gwn(PaPrA,Nm)

...
(IdAoA2) auvto.n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dw)
그리고 너에게 말하시는 자가(o` le,)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h;d| ), 너는
그에게(auv) 물었을 것이다(h;t| )(요한4:10)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who says to you...you would have asked Him,

soi( su. a'n h;t| hsaj

oi=da, le,gw, aivte,w
eiv ga.r evpisteu,ete(IdIpA2) Mwu?sei/( evpisteu,ete(IdIpA2) a'n evmoi,\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요한5:46)
If you believed Moses, you would believe me; pisteu,w
과거시제

eiv ga.r e;gnwsan(IdAoA3) ( ouvk a'n to.n ku,rion th/j do,xhj evstau,rwsan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
지(evs) 않았을 것이다(고전2:8). If they had known it,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ginw,skw, stauro,w

(IdAoA3)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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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미래에 관한 추측
미래에 관한 추측으로 두 종류가 있다: 더 생생한 문형, 덜 생생한 문형.
무) 미래에 관한 추측, 더 생생한 문형:
조건절에 eva,n이 온다. 결과절엔 직설법 미래나 또는 미래 시제가 온다.
미래에 관한 추측에서 보다 더 생생한 문형에는, 조건절에 eva,n이 사용된
다. 그리고 직설법 미래나 또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다른 문형이 결과절
에 사용 된다. si,napi, ewj, to, 겨자 mustard
eva.n e;chte(SuPrA2) pi,stin w`j ko,kkon sina,pewj( evrei/te(IdFuA2) tw/| o;rei

만일 너희들이 겨자(si)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 산
에게(o;r) 말을 할 것이다(evr)(마태17:20) If ye have faith as a grain

tou,tw|(

of mustard seed, ye shall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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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w( ei=pon( ko,kkoj, ou, o`

seed,

뮤) 조건절에 사용되는 직설법 미래 시제 동사.
조건절에 직설법 미래시제가 사용되면 더 생생한 표현이 된다.
eiv avrnhso,meqa( IdFu M1D) ( kavkei/noj avrnh,setai(IdFuM3D) h`ma/j\

만일 우리가 부인하면(avr), 그도 또한(kav)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avr)
( 디후 2:12) If we deny him, he will also deny us. avrne,o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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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기원법 동사가 조건절, 결과절에 사용되면, 덜 생생한 표현이다.
a;n은 결과절에 나타난다.
eiv tou/to poioi,hj( avvgaqo.j a;n ei;hj.
만일 네가 이것을 행한다면 너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

If you were to do this, you would be a good man.

이 문형은 온전한 문체로는 신약에 나오지 않는다. 아래 예문은 오직 조건
절만 (105뮤)를 따른 예문이다.
avllV eiv kai. pa,scoite(OpPrA2) dia. dikaiosu,nhn( maka,rioi(1m) Å

그러나 비록 너희들이 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pa) 하더라도, 너희
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베전3:14). But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you are blessed. pa,s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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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반적 추측 (General Suppositions)
추측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 동작의 발생을 언급하고, 그리고 결과절이 그
동작이 어느 순간에든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쉽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을 일반적 추측이라 칭한다.
현재와 관련된 추측은,
조건절 은 [ ea,n, + 가정법 동사 ], 결과절 은 직설법 현재 를 취한다.
eva,n tij peripath/(| Su PrA3) evn th/| h`me,ra|( ouv prosko,ptei( IdPr A3) (

만일 누구나 낮에 걷는다면, 그는 넘어지지 않다(요한11:9).

If anyone walks in the day, he does not stumble, peripate,w,

prosko,ptw

과거와 관련된 추측이면, 조건절은 [eiv+기원법 동사], 결과절은 직설법 미완료.
이 문형은 신약에는 나오지 않는다.
eiv ti, e;coi( evdi,dou.

만일 그가 언제나 어떤 것을 가졌다면, 그는 그것을 주곤 했다.
If at any time he had anything, he used to gi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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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건절을 뜻하는 분사, 분사가 조건절을 뜻할 수 있다.

pw/j h`mei/j evkfeuxo,meqa(IdFuM1D) thlikau,thj avmelh,santej( Pa AoA,Nm)

히브2:3). 만일 우리가 아주 큰(th) 구원을 태만이 한다(avm)면,
어떻게 우리는 도피할(evk) 것인가? How will we escape if we

swthri,aj(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evkfeu,gw, avmel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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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 양보절
동작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한 바를 표현한다.
eiv kai,, evan. kai,: kai, eiv, kai, eva,n 등이 한정 동사 를 취하면서 양보절
을 표현한다. 그러나 kai,per는 분사를 취한다.
eiv ga.r kai. th/| sarki. a;peimi( Id PrA1) ( avlla. tw/| pneu,mati su.n u`mi/n eivmi(

비록 나는 육체로는 없지만(a;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으로 너희
들과 함께한다(골로2:5) For even though I am absent in body,
nevertheless I am with you in spirit, a;peimi

kai,per w'n(PaPrA,Nm) ui`o,j( e;maqen(IdAoA3) avfV w-n e;paqen(IdAoA3) th.n

히브5:8) 비록(ka) 그는 아들이지만, 그가 고생한(e;p) 것(w-n)
으로부터(avfV) 그는 순종심을(u`p) 배웠다(e;m). Although He was a Son,
u`pakoh,n(

He learned obedience

from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eivmi,,

manqa,nw, pa,s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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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kai, eiv와 kai, eva,n의 차이
eiv( 또는 evan, ) kai,는 인정이 된 사실 을 표현하고 ,
ka'n) 는 있을 법하지 않은 제안 을 소개한다 .

kai, ei,( kai, eva,n

또는

Ka'n de,h(| SuPrA3) me su.n soi. avpoqanei/n(InAoA) ( ouv mh, se avparnh,somai

비록 내가 당신과 함께 반드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 avp) 않을 것이다 ( 마태 26:35)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ot deny You. 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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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poqnh,|skw, avparnh,somai(InAoA)

벼) 양보절, 단순한 분사로 표현
kai. mhdemi,an aivti,an qana,tou eu`ro,ntej(PaAoA,N m) hvt| h,santo(IdAoM3)

그리고 비록 그들은 사형시킬 아무
런(mh) 이유를(ai) 발견하지 못했어도, 그들은 그를 죽이라고(avn) 필라
토쓰에게 요청을 했다(hvt| )(행전13:28) "And though they found no

Pila/ton avnaireqh/nai(InAoP) auvto,nÅ

ground for the death penalty, they asked Pilate that He be
executed. eu`ri,skw, aivte,w, avnai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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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비교절: [ὡj, ὥsper, kaqo,,j( h; + 직설법 동사]로 두 가지 동사의 동작이
나 상항을 비교한다. kaqo,j, “처럼”이나, h; “보다”의 뜻이다.
ouvk e;dei(IdIpA3) kai. se. evleh/sai(InAoA) to.n su,ndoulo,n sou( w`j kavgw.

마치 내가(kav) 너를 불쌍히 여긴(hvl) 것처럼(w`j),
너 또한, 너의 동료 노예를(su) 반드시(e;d) 불쌍히 여기지(evl) 않았는
가? (마태18:33) Shouldn't you also have had mercy on your

se. hvle,hsaÈ(IdAoA1)

fellow slave, as I had mercy on you?' dei/, evlee,w

euvkopw,tero,n evstin ka,mhlon dia. truph,matoj r`afi,doj dielqei/n(InAoA) h'

마태19:24).
것이 부자가(pl) 신국으로

plou,sion eivselqei/n(InAoA) eivj th.n basilei,an tou/ qeou/Å (

낙타가 바늘(r`a) 구멍(tr)으로 통과하는(di)
들어가는(ei) 것 보다(h') 더 쉽다(euv) die,rcomai, eivse,rcomai,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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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19;24)

뵤) 형용사절: 관대 ὅj나 ὅstij, 관형 ὅsoj나 oi-oj가 인도.
형용사절은 관계 대명사 ὅj나 ὅstij, 또는 관계 형용사 ὅsoj나

가인

oi-oj

도한다. 형용사절이 수식하는 단어를 선행사라 한다. 형용사절이나 관대절
( 관계 대명사절 ) 이 실질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수식할 때에는 이러한 절들
을 한정 형용사절, 한정 관대절(Definite Relative)이라 칭한다.
VOpi,sw mou e;rcetai(IdPrMP3D) avnh.r o]j e;mprosqe,n mou ge,gonen(IdPeA3) (

나 보다(mo) 높게(e;m) 되신(ge,) 한 사람이 나 보다 후에(VOp) 오신다
( e;r)( 요한 1:30) 'After me comes a Man who has a higher rank than
I, e;rcomai, gi,nomai

ta. r`hm, ata a] evgw. lela,lhka(IdPeA1) u`mi/n pneu/ma, evstin kai. zwh, evstinÅ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들은(r`h)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 요한 6:63).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are life. lal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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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비한정 또는 조건 관대절.
관계 대명사가 추측된 사건이나 경우를 언급하면, 따라서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관대절을 비한정 혹은 조건적인 관대절이라 칭한다. 신약
에서는 이러한 관대절에는 주로 a;n이나 eva,n과 함께 가정법 동사를 취한다.
avllV o]j a'n qe,lh|(SuPrA3) me,gaj gene,sqai(InAoMD) evn u`mi/n e;stai
(IdFuM3D) u`mw/n dia,konoj(

그러나 너희들 중에서(evn) 누구든지(o]j) 위대

한 자가(me,) 되기 원하면, 그는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마가10:43)

But whoever wishes to become grea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qe,lw, gi,nomai, eivmi,) 이 문장은 조건절로도 표현할 수 있다.
If anyone wishes to be great among you he shall be your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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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비한정 관대절,

과 함께 또는 a;n없이 비한정 관대절에서 발견
된다. 마태5:41, 10:32, 18:4, 마가11:25에서.
직설법 현재나 미래 동사가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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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형용사절, 관계 부사절 ὅte “언제”, ou- “어데로부터”가 인도한다.
형용사절을 관계 부사절로 표현할 수 있다. 신약에는 드물다. 관계 부사절
이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과 다른 점은, 주절 동사의 동작이 발

생하는 시간이나 장소들을 고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이미 주절의
어느 단어에 의해서 시간이나 장소가 암시적으로라도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VOyi,aj de. genome,nhj(PaAoM,GfD) ( o[te e;du(IdAoA3) o` h[lioj( e;feron
(IdIpA3) pro.j auvto.n pa,ntaj tou.j kakw/j e;contaj(PaPrA,A m)

그리고 저녁이(VOy) 되었고, 태양이 졌을(e;d) 때에, 그들은 모든 아픈
자들을 그분 앞으로(pr) 데려왔다(마가1:32) And at evening, when
the sun had set, they brought to him all that were diseased, kakw/j

e;cein

아프다.

gi,nomai, du,nw, fe,rw, e;cw

Kai. h=lqen(IdAoA3) eivj Nazara,( ou- h=n(IdIpA3) teqramme,noj(PaPeP,Nm) (

그리고 그는 그가 성장했던(te) 곳(ou-) 나자로로 왔다(누가4:16)

And he came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e;rcomai,

tre,fw, eivmi,
(10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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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사
분사는 동사적 형용사 또는 동형사다. 동사적인 그리고 형용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사다. 분사가 동사로 사용되면, 주어를 취 한
다. 분사가 타동사로서 능동태라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분사는 또
한 시제와 법(voice)을 가지고 있다. 분사가 형용사로 사용되면 분사는 수
식하는 명사와 성, 수, 격에 있어서 일치해야 한다.
갸) 분사
분사는 부사적(adverbially)으로 또는 형용사적(adjectivally)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는 분사는 명사를 한정한다. 영어
로는 관계 대명사절을 사용해서 번역한다.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분사는
다른 동사를 수식한다. 영어로 옮길 때는 부사절을 사용한다. 분사는 그
자체 의미만으로는 목적, 결과, 시간 등을 표현(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사가 사용된 문맥이 목적 , 결과 , 시간 등을 암시한다 .
거) 분사
분사는 주동사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수단을 표현할 수 있다.
주동사가 영향을 입은 방법을 표현할 수 도 있다. 또는 주동사의 역할이

나타나는 상항을 표현할 수 있다.
1) 수단을 표현하는 분사
ti,j de. evx u`mw/n merimnw/n(PaPrA,Nm) du,natai(IdPrMP3D) prosqei/nai

그리고 너희 중에서(evx) 누
[ 길이에 ] 한 큐 빝( ph/) 이라도 더

(InAoA) evpi. th.n h`liki,an auvtou/ ph/cun e[naÈ

구가 염려함으로(me) 그의 생애의(h`l)
할 수(pr) 있는가? (마태6:27). Which

one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day to his lifetime? merimna,w, du,namai, prosti,qhmi

2) 방법을 표현하는 분사

e[teroi de. diacleua,zontej( Pa PrA,N m) e;legon(IdIpA3)

다른 사람들은(e[t) 비웃으면서(di) 말했다(행전2:13).
But others mocking said, diacleua,zw,

le,gw

h=n(IdIpA3) ga.r dida,skwn( Pa PrA,Nm) auvtou.j w`j evxousi,an e;cwn( Pa PrA,Nm)

그는, 권위를(evx) 가진 자처럼, 그리고 서기
관들처럼은 아니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마가1:22). For He

kai. ouvc w`j oi` grammatei/jÅ

was teaching them as one having authority, and not as the
scribes. dida,skw, e;cw, eivmi,

3) 상항을 표현하는 분사
kai. auvto.j evdi,dasken(IdIpA3) evn tai/j sunagwgai/j auvtw/n doxazo,menoj
(

PaPrP,Nm)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셨다(evd)(누가4:15). And he

u`po. pa,ntwnÅ

으시면서(do),

taught in their synagogues, being glorified of all. dida,skw,

doxa,zw
kai. kate,neusan(IdAoA3) toi/j meto,coij evn tw/| e`te,rw| ploi,w| tou/ evlqo,ntaj

그래서 그들은 다른(e`t) 배 안
에 동료들에게(me) 와서(evl) 그들을 도우라고(su) 신호로 알렸다(ka)
(

PaAoA,A m)

sullabe,sqai(InAoM2) auvtoi/j

So they signaled to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for them to

come and help them(

누가5:7). kataneu,w,

e;rcomai, sullamba,nw

Ma/rkon avnalabw.n(PaAoA,Nm) a;ge(ImPrA2) meta. seautou/

마가를 취해서(avn) 너와 함께 그를 데리고 오라(a;g). (디후4:11)
Pick up Mark and bring him with you, avnalamba,nw, a;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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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분사 시제들
분사 시제들은 시간을 서술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태를 표현한다.
분사의 시간은 문맥에서 뽑아내야 한다.
고) 분사 현재형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간에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한다.
evkei/noi(1m) de. evxelqo,ntej(PaAoA,N m) evkh,ruxan(IdAoA3) pantacou/( tou/

kuri,ou sunergou/ntoj( PaPr A,Gm) kai. to.n lo,gon bebaiou/ntoj( PaPr A,Gm) dia.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
는 동안에(su), 그들은(evk) 나가서(evx) 아무데서고 설교했으며(evk), 따
라오는(evp) 기적들로(sh) 그 말씀을 확증했다(be)(마가16:20)
And they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while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the word by the signs that
followed. evxe,rcomai, khru,ssw, sunerge,w, bebaio,w, evpakolouqe,w

tw/n evpakolouqou,ntwn( PaPr A,G n) shmei,wnÅ

주절의 동사와 동일한 동작을 표현하는 분사
tou/to de. ei=pen(IdAoA3) shmai,nwn(PaPrA,Nm) poi,w| qana,tw| doxa,sei

그는 어떠한(po)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면서(sh), 이것을 말했다. (요한21:19) He said this
to signify by what kind of death he would glorify God. doxa,zw,

(IdFuA3) to.n qeo,nÅ

shmai,nw, ei=pon
(106

교) 분사 현재형
분사 현재형은 주어에 대해서, 동작이 주어에게 행해지는 것인지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사는 형용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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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우리말로 또는
. 복습
(105 갸 ) 증인으로 그가 오셨다.
h=lqen(IdAoA3) eivj marturi,an
(105 갸 ) 그가 증언하려고
i[na marturh,sh|( SuAoA3)
(105 갸 ) 빛에 대해서
peri. tou/ fwto,j(
(105 겨 ) 그리고 그는 내 보냈다 .
kai. avpe,steilen(InAoA3)
(105 겨 ) 그의 노예들을
tou.j dou,louj auvtou/
(105 겨 ) 부르려고
kale,sai(InAoA)
(105 겨 ) 초대받은 자들을
tou.j keklhme,nouj(PaPeP,A m)
(105 겨 ) 결혼식장으로
eivj tou.j ga,mouj(
(105 교 ) 먼저 너희들에게
u`mi/n prw/ton
(105 교 )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 후에
avnasth,saj(PaAoA,Nm) o` qeo.j
(105 교 ) 그의 종을
to.n pai/da auvtou/
(105 교 ) 그를 보내셨다
avpe,steilen (IdAoA3) auvto.n
(105 교 )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euvlogou/nta(PaPrA,Am) u`ma/j
(105 교 ) 다마쓰코쓰로 (105 교 )
eivj Damasko.n
(105 교 ) 나는 여행을 했다
evporeuo,mhn(IdIpMP1D)
(105 교 ) 내가 대려오기 위해서
a;xwn(PaFuA,Nm) (
(105 교 ) 또한 거기에서 .. 있는 자들을
kai. tou.j evkei/se o;ntaj(PaPrA,A m)
(105 교 ) 묶여
dedeme,nouj(PaPeP,A m)
(105 교 ) 예루쌀렘으로
eivj VIerousalh.m
(105 구 ) 그리고 그 포도원을
kai. to.n avmpelw/na
(105 구 ) 그는 빌려 줄 것이다
evkdw,setai(IdFuM3)
(105 구 ) 다른 포도나무 재배자들에게
a;lloij gewrgoi/j(
(105 구 ) 그에게 보답 할
oi[tinej( 관대 1m) avpodw,sousin(IdFuA3) auvtw/|
(105 구 ) 그 과일들을
tou.j karpou.j
(105 구 ) 그들의 계절들에
evn toi/j kairoi/j auvtw/nÅ
(105 나 ) 되었다 ( evg)
Kai. evge,neto(IdAoM3D)

나) 마치게 ( evt)
o[te evte,lesen(InAoA3)
(105 나 ) 예수께서 이 말씀을
o` VIhsou/j tou.j lo,gouj tou,touj(
(105 나 ) 그는 떠나셨다 ( 게 )
meth/ren(IdAoA3)
(105 나 ) 갈릴리로부터
avpo. th/j Galilai,aj
(105 냐 ) 그리고 불결한 영들이
kai. ta. pneu,mata ta. avka,qarta(
(105 냐 ) 그 분을 볼 때마다,
o[tan auvto.n evqew,roun(IdIpA3)(
(105 냐 ) 그 분 앞에 엎어졌다.
prose,pipton(IdIpA3) auvtw/.|
(105 너 ) 그리고 때에
kai. o[tan
(105 너 ) 그들이 너희들을 체포해서
a;gwsin(SuPrA3) u`ma/j
(105 너 ) 넘길
paradido,ntej(PaPrA,N m) (
(105 너 ) 너희들은 앞서서 염려하지 마라
mh. promerimna/te(ImPrA2)
(105 너 )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ti, lalh,shte(SuAoA2) (
(105 녀 ) 그러나 날들이 올 것이다 ,
evleu,sontai(IdFuM3D) de. h`me,rai
(105 녀 ) 제거되는
o[tan avparqh/(| SuAoP3)
(105 녀 ) 그들로부터
avpV auvtw/n
(105 녀 ) 신랑이
o` numfi,oj(
(105 노 ) 우리들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
h`ma/j dei/ evrga,zesqai(InPrMPD)
(105 노 ) 일들을
ta. e;rga
(105 노 ) 나를 보내신 그분의
tou/ pe,myanto,j(PaAoA,Gm) me
(105 노 ) 낮이 있는 동안은
e[wj h`me,ra evsti,n\
(105 뇨 ) 그 별이
o` avsth,r(
(105 뇨 ) 그들이 보았던
o]n ei=don(IdAoA3)
(105 뇨 ) 동쪽에서
evn th/| avnatolh/|(
(105 뇨 ) 그들을 앞서갔다
proh/gen(IdIpA3) auvtou,j(
(105 뇨 ) 가서 ( evl) 설 때 ( evs) 까지
e[wj evlqw.n(PaAoA,Nm) evsta,qh(IdAoP3)
(105 뇨 )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 위에
evpa,nw ou- h=n to. paidi,onÅ
(105 누 )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러라
evkei/ me,nete(ImPrA2) (105 누 )
(105 누 ) 너희들이 떠날 때까지
e[wj a'n evxe,lqhte(SuAoA2)
(105

누) 거기로부터
evkei/qenÅ
(105 누 ) 그리고 찾아가지 않겠는가 ?
kai. poreu,etai(IdPrMP3D) (105 누 )
(105 누 ) 잃어버린 것을
evpi. to. avpolwlo.j(PaPeA,An)
(105 누 ) 그것을 찾을 때까지
e[wj eu[rh|( SuAoA3) auvto,È
(105 뉴 ) 그는 그를 넣었다
e;balen(IdAoA3) auvto.n
(105 뉴 ) 감옥에
eivj fulakh.n
(105 뉴 ) 그가 갚을 때까지
e[wj avpodw/(| SuAoA3)
(105 뉴 ) 빚진 바를
to. ovfeilo,menon (PaPrP,An)
(105 니 ) 진실로 , 내가 너에게 예기한다 ,
VAmh.n le,gw soi (105 니 )
(105 니 ) 는 것을
o[ti
(105 니 ) 이 날 밤에 ,
evn tau,th| th/| nukti.
(105 니 ) 수탉이 울기 전에 ,
pri.n avle,ktora fwnh/sai(InAoA)
(105 니 )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
tri.j avparnh,sh|( IdFuM2D) meÅ
(105 댜 ) 그리고 그가 나갔을 때 ,
kai. evxelqw.n(PaAoA,Nm)
(105 댜 ) 그는 큰 무리를 보았다 .
ei=den polu.n o;clon
(105 댜 )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kai. avnaba,ntwn(PaAoA,G m) auvtw/n
(105 댜 ) 배 안으로
eivj to. ploi/on
(105 댜 ) 그 바람이 멈췄다
evko,pasen(IdAoA3) o` a;nemojÅ
(105 듀 ) 그리고 그가 들어갈 때마다
kai. o[pou a'n eivseporeu,eto(IdIpMP3D)
(105 듀 ) 마을로
eivj kw,maj
(105 듀 ) 장터에
evn tai/j avgorai/j
(105 듀 ) 그들은 놓았다
evti,qesan(IdIpMP3D)
(105 듀 ) 병자들을
tou.j avsqenou/ntaj(PaPrA,Am)
(105 드 ) 선포되는 곳마다,
o[pou evan. khrucqh/(| SuAoP3)
(105 드 ) 이 복음이
to. euvagge,lion tou/to
(105 드 ) 전 세상에서
evn o[lw| tw/| ko,smw|(
(105 드 ) 예기 되어 질 것이다.
lalhqh,setai(IdFuP3)
(105 드 ) 그녀가 행한 바가 역시
kai. o] evpoi,hsen(IdAoA3) au[th
(105

드) 그녀의 기념으로
eivj mnhmo,sunon auvth/jÅ
(105 디 ) 모든 그 빚을
pa/san th.n ovfeilh.n evkei,nhn
(105 디 )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었다
avfh/ka,( IdAoA1) soi(
(105 디 ) 네가 나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evpei. pareka,lesa,j(IdAoA2) me\
(105 라 )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㉑ mh. e;contoj(PaPrA,Gm) de. auvtou/
(105 라 ) 지불하도록
㉑ avpodou/nai(InAoA) (105 라 )
(105 랴 ) 그리고 그는 보았기 때문에
㉒ ivdw.n(PaAoA,Nm) de.
(105 랴 ) 그것이 즐거움이다는 것을
㉒ o[ti avresto,n evstin(IdPrA3)
(105 랴 ) 유대인들에게는
㉒ toi/j VIoudai,oij(
(105 랴 ) 그는 착수했다
㉒ prose,qeto(IdAoM3)
(105 랴 ) 베드로도 체포하기로
㉒ sullabei/n(InAoA) kai. Pe,tron(
(105 료 ) 한 나무가 되며
㉓ gi,netai(IdPrMP3D) de,ndron(
(105 료 ) 공중의 새들이 오도록 ,
㉓ w[ste evlqei/n ta. peteina. tou/ ouvranou/
(105 료 )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㉔ Ou[twj ga.r hvga,phsen(IdAoA3)
(105 료 ) 하나님께서 세상을
㉔ o` qeo.j to.n ko,smon(
(105 료 ) 그러므로 그의 독생자를
㉔ w[ste to.n ui`o.n to.n monogenh/
(105 료 ) 그는 주셨다 .
㉔ e;dwken(IdAoA3)
(105 며 )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㉕ Eiv ui`oj
. ei=( IdPrA2) tou/ qeou/(
(105 며 ) 명령하라
㉕ eivpe.( ImAoA2)
(105 며 ) 이 돌에게
㉕ tw/| li,qw| tou,tw|
(105 며 ) 만일 아브라함이
㉖ eiv ga.r VAbraa.m
(105 며 ) 행함들로
㉖ evx e;rgwn
(105 며 ) 의롭게 되었다면
㉖ evdikaiw,qh(IdAoP3)
(105 며 ) 그는 자랑거리가 있다
㉖ e;cei(IdPrA3) kau,chma(
(105 모 ) 이 사람이
㉗ Ou-toj
(105 모 ) 만일 예언자였다면 ,
㉗ eiv h=n(IdIpA3) profh,thj(
(105 모 ) 알았을 것이다
㉗ evgi,nwsken(IdIpA3) a'n
(105 모 ) 누구인지 그리고
㉗ ti,j kai.
(105

모) 어떤 여자인지를
㉗ potaph. h` gunh.
(105 모 ) 만일 네가 알았더라면
㉘ Eiv h;d| eij(IdPlA2)
(105 모 ) 하나님의 선물을
㉘ th.n dwrea.n tou/ qeou/
(105 모 ) 그리고 누구인지를
㉘ kai. ti,j evstin
(105 모 ) 너에게 말하시는 자가
㉘ o` le,gwn(PaPrA,Nm) soi
(105 모 ) 너는 그에게 물었을 것이다 .
㉘ su. a'n h;t| hsaj(IdAoA2) auvto.n
(105 모 )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 ㉙ eiv ga.r evpisteu,ete(IdIpA2) Mwu?sei/(
(105 모 ) 나를 믿었을 것이다 .
㉙ evpisteu,ete(IdIpA2) a'n evmoi,\
(105 모 )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
㉚ eiv ga.r e;gnwsan(IdAoA3) (
(105 모 ) .. 않았을
㉚ ouvk a'n
(105 모 ) 영광의 주를
㉚ to.n ku,rion th/j do,xhj
(105 모 )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하지 .. 것이다
㉚ evstau,rwsan(IdAoA3) Å
(105 무 ) 만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㉛ evan
. e;chte(SuPrA2) pi,stin
(105 무 ) 겨자씨 만한
㉛ w`j ko,kkon sina,pewj(
(105 무 ) 너희들이 말을 할 것이다
㉛ evrei/te(IdFuA2)
(105 무 ) 이 산에게
㉛ tw/| o;rei tou,tw|(
(105 뮤 ) 만일 우리가 부인하면 ,
㉜ eiv avrnhso,meqa(IdFuM1D)
(105 뮤 ) 그도 또한
㉜ kavkei/noj
(105 뮤 )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
㉜ avrnh,setai(IdFuM3D) h`ma/j\
(105 므 ) 만일 네가 이것을 행한다면
㉝ eiv tou/to poioi,hj
(105 므 ) 너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
㉝ avg
v aqo.j a;n ei;hj.
(105 므 ) 그러나 비록
㉞ avllV eiv kai.
(105 므 )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㉞ pa,scoite(OpPrA2)
(105 므 ) 의를 위해서
㉞ dia. dikaiosu,nhn(
(105 므 )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
㉞ maka,rioi(Nm) Å
(105 미 ) 만일 그가 언제나 어떤 것을 가졌다면 ㉟ eiv ti, e;coi
(105 미 ) 그는 그것을 주곤 했다 .
㉟ evdi,dou
(105 미 ) 만일 누구나 .. 걷는다면
evan, tij peripath/(| SuPrA3)
(105

미) ..낮에
evn th/| h`me,ra|(
(105 미 )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
ouv prosko,ptei(IdPrA3) (
(105 바 ) 어떻게 우리는 도피할 것인가 ? ㊱ pw/j h`mei/j evkfeuxo,meqa(IdFuM1D)
(105 바 ) 아주 큰
㊱ thlikau,thj
(105 바 ) 만일 우리가 태만이 한다면 ,
㊱ avmelh,santej(PaAoA,Nm)
(105 바 ) 구원을
㊱ swthri,aj(
(105 뱌 ) 비록 ... 지만 , 때문에
㊲ eiv ga.r kai.
(105 뱌 ) 나는 육체로는 없지만
㊲ th/| sarki. a;peimi(IdPrA1) (
(105 뱌 ) 그럼에도 불구하고
㊲ avlla.
(105 뱌 ) 영으로
㊲ tw/| pneu,mati
(105 뱌 )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기 ㊲ su.n u`mi/n eivmi(
(105 뱌 ) 비록 그는 아들이지만 ,
㊳ kai,per w'n(PaPrA,Nm) ui`oj, (
(105 뱌 ) 그는 배웠다
㊳ e;maqen(IdAoA3)
(105 뱌 ) 그가 고생한 것으로부터 ㊳ avfV w-n e;paqen(IdAoA3)
(105 뱌 ) 순종심을
㊳ th.n u`pakoh,n(
(105 버 ) 비록 내가 반드시
㊴ Ka'n de,h(
| SuPrA3) me
(105 버 ) 당신과 함께 죽는다 하더라도 ㊴ su.n soi. avpoqanei/n(InAoA) (
(105 버 )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㊴ ouv mh, se avparnh,somai(InAoA)
(105 벼 ) 그리고 아무런 .. 못했어도
㊵ kai. mhdemi,an
(105 벼 ) 사형시킬 이유를
㊵ aivti,an qana,tou
(105 벼 ) 비록 그들은 발견하지
㊵ eu`ro,ntej(PaAoA,N m)
(105 벼 ) 그들은 필라토쓰에게 요청을 했다 .
㊵ hvt| h,santo(IdAoM3) Pila/ton
(105 벼 ) 그를 죽이라고
㊵ avnaireqh/nai(InAoP) auvto,nÅ
(105 보 ) 반드시 않았 ( 는가 ?)
㊶ ouvk e;dei(IdIpA3)
(105 보 ) 너 또한
㊶ kai. se.
(105 보 ) 불쌍히 여기지
㊶ evleh/sai(InAoA)
(105 보 ) 너의 동료 노예를
㊶ to.n su,ndoulo,n sou(
(105 보 ) 마치 내가 ... 것처럼 (?)
㊶ w`j kavgw.
(105

보) 너를 불쌍히 여긴
㊶ se. hvle,hsa(IdAoA1) È
(105 보 ) 낙타가 더 쉽다
㊷ euvkopw,tero,n evstin ka,mhlon
(105 보 ) 바늘구멍으로
㊷ dia. truph,matoj r`afi,doj
(105 보 ) 통과하는 것이
㊷ dielqei/n(InAoA)
(105 보 ) 보다
㊷ h'
(105 보 ) 부자가 들어가는 것
㊷ plou,sion eivselqei/n(InAoA)
(105 보 ) 신국으로
㊷ eivj th.n basilei,an tou/ qeou/Å
(105 뵤 ) 나 ( 보다 ) 후에
㊹ VOpi,sw mou
(105 뵤 ) 한 사람이 오신다
㊹ e;rcetai(IdPrMP3D) avnh.r
(105 뵤 ) 나 보다 높게 되신
㊹ o]j e;mprosqe,n mou ge,gonen(IdPeA3)
(105 뵤 ) 그 말씀들은
㊺ ta. r`h,mata
(105 뵤 )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㊺ a] evgw. lela,lhka(IdPeA1) u`mi/n
(105 뵤 ) 영이요
㊺ pneu/ma, evstin
(105 뵤 ) 그리고 생명이다
㊺ kai. zwh, evstinÅ
(105 부 )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면
㊻ avllV o]j a'n qe,lh|(SuPrA3)
(105 부 ) 위대한 자가 되기
㊻ me,gaj gene,sqai(InAoMD)
(105 부 ) 너희들 중에서
㊻ evn u`mi/n
(105 부 ) 그는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㊻ e;stai(IdFuM3D) u`mw/n dia,konoj(
(105 브 )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㊼ VOyi,aj de. genome,nhj(PaAoM,GfD) (
(105 브 ) 태양이 졌을 때에 ,
㊼ o[te e;du(IdAoA3) o` h[lioj(
(105 브 ) 그들은 그 분 앞으로 데려왔다 ㊼ e;feron(IdIpA3) pro.j auvto.n
(105 브 ) 모든 아픈 자들을
㊼ pa,ntaj tou.j kakw/j e;contaj(PaPrA,A m)
(105 브 ) 그리고 그는 나자로로 왔다
Kai. h=lqen(IdAoA3) eivj Nazara,(
(105 브 ) 그가 성장했던 ( te) 곳 ( ou-)
ou- h=n(IdIpA3) teqramme,noj(PaPeP,Nm) (
(106 거 ) 그리고 너희 중에서 누구가 ㊽ ti,j de. evx u`mw/n
(106 거 ) 염려함으로
㊽ merimnw/n(PaPrA,Nm)
(106 거 ) 더할 수 있는가 ?
㊽ du,natai(IdPrMP3D) prosqei/nai(InAoA)
(106 거 ) 그의 생애에
㊽ evpi. th.n h`liki,an auvtou/
(105

거) 한 큐 빝이라도
㊽ ph/cun e[naÈ
(106 거 ) 다른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㊾ e[teroi de. diacleua,zontej(PaPrA,N m)
(106 거 ) 말했다 .
㊾ e;legon(IdIpA3)
(106 거 ) 그는 계셨기 때문에
㊿ h=n(IdIpA3) ga.r
(106 거 ) 그들을 가르치고
㊿ dida,skwn(PaPrA,Nm) auvtou.j
(106 거 ) 권위를 가진 자처럼
㊿ w`j evxousi,an e;cwn(PaPrA,Nm)
(106 거 ) 그리고 서기관들처럼은 아니고
㊿ kai. ouvc w`j oi` grammatei/jÅ
(106 거 ) 그리고 그는 가르치셨다 (106 거 )
kai. auvto.j evdi,dasken(IdIpA3)
(106 거 ) 그들의 회당들에서
evn tai/j sunagwgai/j auvtw/n
(106 거 ) 영광을 받으시면서
doxazo,menoj(PaPrP,Nm)
(106 거 )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u`po. pa,ntwnÅ
(106 거 ) 그래서 그들은 신호로 알렸다
kai. kate,neusan(IdAoA3)
(106 거 ) 동료들에게
toi/j meto,coij
(106 거 ) 다른 배 안의
evn tw/| e`te,rw| ploi,w|
(106 거 ) 와서
tou/ evlqo,ntaj(PaAoA,A m)
(106 거 ) 그들을 도우라고
sullabe,sqai(InAoM2) auvtoi/j
(106 거 ) 마가를 취해서 (106 거 )
Ma/rkon avnalabw.n(PaAoA,Nm
(106 거 ) 너와함께 그를 데리고 오라 .
a;ge meta. seautou/
(106 고 )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evkei/noi de. evxelqo,ntej(PaAoA,N m)
(106 고 ) 아무데서고 설교했으며 ,
evkh,ruxan(IdAoA3) pantacou/(
(106 고 )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동안에
tou/ kuri,ou sunergou/ntoj(PaPrA,Gm)
(106 고 ) & 그 말씀을 확증했다
kai. to.n lo,gon bebaiou/ntoj(PaPrA,Gm)
(106 고 ) 따라오는 기적들로
dia. tw/n evpakolouqou,ntwn(PaPrA,G n) shmei,wnÅ
(106 고 ) 그는 이것을 말했다
tou/to de. ei=pen(IdAoA3)
(106 고 ) 나타내면서
shmai,nwn(PaPrA,Nm)
(106 고 ) 어떠한 죽음으로
poi,w| qana,tw|
(106 고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doxa,sei(IdFuA3) to.n qeo,nÅ
(106

(106

구)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번역할 때에만 다음과로 진행하라!
갸)
(105 겨 )
(105

h=lqen eivj marturi,an i[na marturh,sh| peri. tou/ fwto,j(
kai. avpe,steilen tou.j dou,louj auvtou/ kale,sai tou.j keklhme,nouj
eivj tou.j ga,mouj(

(105

교)

u`mi/n prw/ton avnasth,saj o` qeo.j to.n pai/da

auvtou/ avpe,steilen auvto.n euvlogou/nta u`ma/j

(105

교)

eivj Damasko.n

evporeuo,mhn a;xwn kai. tou.j evkei/se o;ntaj dedeme,nouj eivj
VIerousalh.m

(105

구)

kai. to.n avmpelw/na evkdw,setai a;lloij

gewrgoi/j( oi[tinej avpodw,sousin auvtw/| tou.j karpou.j evn toi/j
kairoi/j auvtw/nÅ
(105

냐)

녀)
(105 노 )
(105 뇨 )
누)
(105 누 )
(105 뉴 )
(105 니 )
(105

댜)
(105 듀 )
(105

(105

(105

드)
디)

나)

Kai. evge,neto o[te evte,lesen o` VIhsou/j tou.j

lo,gouj tou,touj( meth/ren avpo. th/j Galilai,aj
kai. ta. pneu,mata ta. avka,qarta( o[tan auvto.n evqew,roun( prose,pipton
auvtw/.|

(105

(105

(105

너)

kai. o[tan a;gwsin u`ma/j paradido,ntej( mh.

promerimna/te ti, lalh,shte(
evleu,sontai de. h`me,rai o[tan avparqh/| avpV auvtw/n o` numfi,oj(
h`ma/j dei/ evrga,zesqai ta. e;rga tou/ pe,myanto,j me e[wj h`me,ra evsti,n\
o` avsth,r( o]n ei=don evn th/| avnatolh/|( proh/gen auvtou,j(
e[wj evlqw.n evsta,qh evpa,nw ou- h=n to. paidi,onÅ
evkei/ me,nete e[wj a'n evxe,lqhte evkei/qenÅ
kai. poreu,etai evpi. to. avpolwlo.j e[wj eu[rh| auvto,È
e;balen auvto.n eivj fulakh.n e[wj avpodw/| to. ovfeilo,menon
VAmh.n le,gw soi o[ti evn tau,th| th/| nukti. pri.n avle,ktora fwnh/sai
tri.j avparnh,sh| meÅ

(105

댜 ) kai.

evxelqw.n ei=den polu.n o;clon

kai. avnaba,ntwn auvtw/n eivj to. ploi/on evko,pasen o` a;nemojÅ
kai. o[pou a'n eivseporeu,eto eivj kw,maj evn tai/j avgorai/j
evti,qesan tou.j avsqenou/ntaj
o[pou eva.n khrucqh/|

to. euvagge,lion tou/to evn o[lw| tw/| ko,smw|(

lalhqh,setai kai. o] evpoi,hsen au[th eivj mnhmo,sunon auvth/jÅ
pa/san th.n ovfeilh.n evkei,nhn avfh/ka, soi( evpei. pareka,lesa,j me\

라)
(105 랴 )
(105

료)
(105 료 )
(105

며)
(105 모 )
(105 모 )
(105

모)
(105 모 )
(105 무 )
(105 뮤 )
(105 므 )
(105

mh. e;contoj de. auvtou/ avpodou/nai
ivdw.n de. o[ti avresto,n evstin toi/j VIoudai,oij( prose,qeto
sullabei/n kai. Pe,tron(
gi,netai de,ndron( w[ste evlqei/n ta. peteina. tou/ ouvranou/
Ou[twj ga.r hvga,phsen o` qeo.j to.n ko,smon( w[ste to.n ui`o.n to.n `
monogenh/ e;dwken

(105

며 ) Eiv

ui`oj. ei= tou/ qeou/( eivpe. tw/| li,qw| tou,tw|

eiv ga.r VAbraa.m evx e;rgwn evdikaiw,qh e;cei kau,chma(
Ou-toj eiv h=n profh,thj( evgi,nwsken a'n ti,j kai. potaph. h` gunh.
Eiv h;d| eij th.n dwrea.n tou/ qeou/ kai. ti,j evstin o` le,gwn soi
su. a'n h;t| hsaj auvto.n
eiv ga.r evpisteu,ete Mwu?sei/( evpisteu,ete a'n evmoi,\
eiv ga.r e;gnwsan( ouvk a'n to.n ku,rion th/j do,xhj evstau,rwsanÅ
evan. e;chte pi,stin w`j ko,kkon sina,pewj( evrei/te tw/| o;rei tou,tw|(
eiv avrnhso,meqa kavkei/noj avrnh,setai h`ma/j\
eiv tou/to poioi,hj avvgaqo.j a;n ei;hj.
dia. dikaiosu,nhn( maka,rioiÅ

(105

(105

미 ) eiv

므)

avllV eiv kai. pa,scoite

ti, e;coi evdi,dou

미) eva,n tij peripath/| evn th/| h`me,ra|( ouv prosko,ptei(
(105 바 ) pw/j h`mei/j evkfeuxo,meqa thlikau,thj avmelh,santej swthri,aj(
(105 뱌 ) eiv ga.r kai. th/| sarki. a;peimi( avlla. tw/| pneu,mati su.n u`mi/n
(105 뱌 ) kai,per w'n ui`oj
, ( e;maqen avfV w-n e;paqen th.n u`pakoh,n(
(105 버 ) Ka'n de,h| me su.n soi. avpoqanei/n( ouv mh, se avparnh,somai
(105 벼 ) kai. mhdemi,an aivti,an qana,tou eu`ro,ntej hvt
| h,santo Pila/ton
(105

보)
(105 보 )
(105

뵤)
(105 뵤 )
(105

eivmi(

avnaireqh/nai auvto,nÅ
ouvk e;dei kai. se. evleh/sai to.n su,ndoulo,n sou( w`j kavgw. se. hvle,hsaÈ
euvkopw,tero,n evstin ka,mhlon dia. truph,matoj r`afi,doj
dielqei/n h' plou,sion eivselqei/n eivj th.n basilei,an tou/ qeou/Å
VOpi,sw mou e;rcetai avnh.r o]j e;mprosqe,n mou ge,gonen
ta. r`hm, ata a] evgw. lela,lhka u`mi/n pneu/ma, evstin kai. zwh, evstinÅ

부)
(105 브 )
(105

avllV o]j a'n qe,lh| me,gaj gene,sqai evn u`mi/n e;stai u`mw/n dia,konoj(
VOyi,aj de. genome,nhj( o[te e;du o` h[lioj( e;feron pro.j auvto.n
pa,ntaj tou.j kakw/j e;contaj

브) Kai.
(106 거 ) ti,j
(105

(106

거)

h=lqen eivj Nazara,( ou- h=n teqramme,noj(
de. evx u`mw/n merimnw/n du,natai prosqei/nai evpi. th.n h`liki,an

auvtou/ ph/cun e[naÈ

거)

auvtw/n

(106

(106

거)

거)

(106

kai. auvto.j evdi,dasken evn tai/j sunagwgai/j

kai. kate,neusan toi/j meto,coij evn tw/| e`te,rw| ploi,w| tou/ evlqo,ntaj

고) evkei/noi
고)

e[teroi de. diacleua,zontej e;legon

doxazo,menoj u`po. pa,ntwnÅ

sullabe,sqai auvtoi/j

(106

거)

h=n ga.r dida,skwn auvtou.j w`j evxousi,an e;cwn kai. ouvc w`j oi`
grammatei/jÅ

(106

(106

106

거)

Ma/rkon avnalabw.n a;ge meta. seautou/

de. evxelqo,ntej evkh,ruxan pantacou/( tou/ kuri,ou sunergou/ntoj

kai. to.n lo,gon bebaiou/ntoj dia. tw/n evpakolouqou,ntwn shmei,wnÅ
tou/to de. ei=pen shmai,nwn poi,w| qana,tw| doxa,sei to.n qeo,nÅ

부정어 ouv, mh,, a;n,복습28
(107 가 ) (107) 에서는 부정어 ouv, mh,, a;n과 질문을 물어보는 문체를 공부함으로
구문론을 끝낸다.
(107

갸) 신약에 나오는 부정어 ouv와 mh,에 관한 규칙
ouv는 직접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부정한다 . 반면에 ,
mh,는 부정하는 의미가 의심이 가고 , 간접적이고 , 부정적인 개념들이나 바
람 등을 부정한다.
ouv는 언제나 , 심지어는 조건절에 나오는 직설법 동사를 부정한다 . 반면에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조건절이 표현하는 성취되지 않은 내용을 부인할
때에는 mh,가 사용된다.
mh,는 끝 절에서 “... 하지 않도록 ” 이란 뜻으로 사용되며 , ouv는 언제나 부정
어로만 사용된다.
mh,는 가정법 동사 , 명령법 동사 , 기원법 동사를 부정한다 .
mh,는 종속문에서 부정사를 부정한다 . 반면에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종속문
에서 부정사를 부인할 때에 ouv를 사용한다.
mh,는 정규적으로 분사를 부인한다 .
mh,와 분사가 사용될 때에 , 분사가 조건절의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신약에서 ).
ouv는 분사와 신약에서 약 17 회 사용되었다 .
ouv는 직설법 동사와 사용된 반면에 , mh,는 다른 법들의 동사들과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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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잇따른 부정어들
부정어들이 두 개 이상 사용될 때에, 두 번째 부정어가 복합어로 만들어졌
으면, 이는 첫 째 부정어를 강조한다.
ouvk e;fagen(IdAoA3) ouvde.n He did not eat anything( 누가 4:2). evsqi,w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부정어가 단순 부정어이면, 두 번째 부정어도 그 자체의

부정어로서의 어력을 갖는다.
ouv para. tou/to ouvk e;stin evk tou/ sw,matojÈ

이것 때문에, 그것은 몸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전12:15).
It is not, because of this, not of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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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의문문의 문형
의문문 기호는 첫 저자가 글을 쓸 때는 없었다. 편집자들이 후기에 첨가한
것들이다. 의문문은 ti,j, eiv, poῖoj, po,t, e, pw//j 등이 인도하고, 또한 ouv,
mh,도 의문문을 인도한다 .
고) ouv가 의문문을 인도하면,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다.
ouvc ou-to,j evstin(IdPrA3) o` tou/ te,ktonoj ui`o,jÈ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마태13:55)
Is not this the carpenter's son? eivmi,
Nonne hic est fabri filius? (라틴어로는 nonne)
(107

교) mh,가 의문문을 인도하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한다.
Mh. o` no,moj h`mw/n kri,nei(IdPrA3) to.n a;nqrwpon eva.n mh. avkou,sh|( SuAoA3)
prw/ton parV auvtou//È 우리의 법은( no,) , 그로부터 먼저( pr) 듣지( avk) 않고
서, 사람을 심판하는가(kr)? (요한7:51)
"Does our law judge a man without first giving him a hearing ?
Numquid lex nostra iudicat hominem, nisi prius audierat ab ipso?
kri,nw, avkou,w, eva.n mh. 않고서, u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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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mh,가 시험삼아 물어 보는 의문문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다.
mh,ti ou-to,j evstin o` Cristo,jÈ

이 이가 예수 아닌가? (요한4:29)
Can this be the Christ?"
Numquid ipse est Chris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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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ei` mh,,

은 관용구로 “...외에, ...하지 않으면”을 뜻한다.

eva.n mh,

eiv de` mh,ge "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a;n의 여러 가지 용법들
정확하게 옮길 단어가 없으며, a;n이 나오는 문장에서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바를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eiv 다음에 a;n이 오는 경우들
① eiv 다음에 a;n이 오면, 조건절에서 가정법 동사가 온다.
② 비한정 관대절에서, 관계 단어들 ὅj, oi-oj, ὅsoj, ὅte, evpei,, ou-, ὅpou, e[wj
다음에 a;n이 온다.
③ eiv 다음에 a;n이 오면 > eva,n, 때로는 a;n이 된다.
④ ὅte 다음에 a;n이 오면 > ὅtan이 된다..
⑤ evpei, > evpeida,n,
관계 단어들 다음에서, ὅj나 a;n은 종종 eva,n으로 적힌다
기) a;n이 직설법 과거 동사 다음에, 또는 조건절의 귀결절에서 기원법 과거
동 사 다음에 오는 경우는 성취되지 않은 조건의 결과를 표현한다.
나) a;n의 가능법적 사용: [a;n + 직설법, 기원법의 과거동사]
조건절의 첫 부분이 때로는 생략되거나 이해될 뿐이고, 오직 a;n이 직설법
이나 기원법의 과거동사와 사용되는 a;n을 가리켜서 가능법적 용법
(Potential use of a;n) 이라 칭한다 . 신약에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
dia. ti, ouvk e;dwka,j(IdAoA2) mou to. avrgu,rion evpi. tra,pezanÈ kavgw. evlqw.n
(PaAoA,Nm) su.n to,kw| a'n auvto. e;praxa(IdAoA1) Å

그러면 무엇 때문에 너는 나의 돈을(avr) 은행에(tr) 넣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올 때, 내가 이자와(to) 함께 그것을 수금할 수 있을 터인
데!“(누가19:23). Then why did you not put my money in the
bank, and having come, I would have collected it with interest?'
di,dwmi, e;rcomai, pra,ssw

Euvxai,mhn(OpAoM1D) a'n tw/| qew/.| .. pa,ntaj tou.j avkou,onta,j(PaPrA,A m) mou

(InAoMD) toiou,touj o`poi/oj kai. evgw, eivmi parekto.j tw/n
desmw/n tou,twnÅ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 나를 듣는 모든 자들은 , 오늘 ,
이 사슬들(de)을 제외하고는(pa), 나 인것(ei) 같이(to o`p) 될 수 있다
( 행전 26:29). "I pray to God that ... all those who are listening to
me today could become such as I am, except for these chains."
toiou,touj o`poi/oj = ... 같은 ,... 처럼 such as, eu;comai, gi,nomai, avkou,w
sh,meron gene,sq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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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a'n이 때로는 ὅpwj 다음에 온다. 고전 그리스어에 속하는 용법이 신약에
잔류한 것 중 하나다. 또한 간접 의문문에서 기원법 동사와 함께 나타나기
도 한다: 누가1:62, 6:11, 9:46; 행전5:24, 10:17.

너)

, 우리말로 또는
.
복습 28 28 28 28 28 28
(107 거 ) 않았다
ouvk
(107 거 ) 그는 먹지
e;fagen(IdAoA3)
(107 거 ) 아무것도
ouvde.n
(107 거 ) 그것은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ouv ouvk e;stin
(107 거 ) 이것 때문에
para. tou/to
(107 거 ) 몸에 속해
evk tou/ sw,matojÈ
(107 교 ) 우리의 법은 심판하는가?
Mh. o` no,moj h`mw/n kri,nei(IdPrA3)
(107 교 ) 사람을
to.n a;nqrwpon
(107 교 ) 듣지 않고서
eva.n mh. avkou,sh|( SuAoA3)
(107 교 ) 그로부터 먼저
prw/ton parV auvtou/È/
(107 구 ) 이 이가 예수 아닌가 ?
mh,ti ou-to,j evstin o` Cristo,jÈ
(107 나 ) 그러면 무엇 때문에
dia. ti,
(107 나 ) 너는 넣지 않았는가 ?
ouvk e;dwka,j(IdAoA2)
(107 나 ) 나의 돈을
mou to. avrgu,rion
(107 나 ) 은행에
evpi. tra,pezanÈ
(107 나 ) 그리고 내가 올 때 ,
kavgw. evlqw.n(PaAoA,Nm)

나) 이자와 함께
su.n to,kw|
(107 나 ) 내가 그것을 수금할 수 있을 터인데 !
a'n auvto. e;praxa(IdAoA1) Å
(107 나 )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Euvxai,mhn(OpAoM1D) a'n tw/| qew/.| ..
(107 나 ) 나를 듣는 모든 자들은
pa,ntaj tou.j avkou,onta,j(PaPrA,A m) mou
(107 나 ) 오늘
sh,meron
(107 나 ) 같이 ( to o`p) 될 수 있다
gene,sqai(InAoMD) toiou,touj o`poi/oj
(107 나 ) 나 인것 ( ei)
kai. evgw, eivmi
(107 나 ) 이 사슬들 ( de) 을 제외하고는 ( pa),
parekto.j tw/n desmw/n tou,tw
(107

(107

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번역할 때에만 다음과로 진행하라!
거)
(107 거 )
(107 교 )
(107

구)
(107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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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vk e;fagen ouvde.n
ouv para. tou/to ouvk e;stin evk tou/ sw,matojÈ
Mh. o` no,moj h`mw/n kri,nei to.n a;nqrwpon evan. mh. avkou,sh|
prw/ton parV auvtou/È/
mh,ti ou-to,j evstin o` Cristo,jÈ
dia. ti, ouvk e;dwka,j mou to. avrgu,rion evpi. tra,pezanÈ kavgw. evlqw.n
su.n to,kw| a'n auvto. e;praxa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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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vxai,mhn

a'n tw/| qew/.| .. pa,ntaj tou.j avkou,onta,j mou sh,meron

gene,sqai toiou,touj o`poi/oj kai. evgw, eivmi parekto.j tw/n desmw/n
tou,twn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