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공부한 구문론으로 사도행전 10장 독해(
30여종의 그리스어 문법책들을 사용했음(
그리스어 문법책들을 영어로 통달할 수 있는 기회(
나는 영어를 잘 못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어 문법책들 25종을 무조건 구입
하세요. 그리고 ①②③을 따라가면서 읽어 보세요.
① 영어로 읽어보고 싶은 성구, 예를 들어서, 행전10:1를 정한다.
② 행전10:1에서 내가 인용한 책의 쪽 DM224를 찾는다.
③ DM224 쪽에서 성구 행전10:1를 찾는다. DM224 쪽에서 행전10:1이 나오는데

a.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읽어야 할 부분이다. 그대로 적어 보겠다.
a. The participle, like the adjective, may modify the noun in the attributive relation.
This connection may occur without the article.

hvkri,bwsen parV auvtw/n to.n cro,non tou/ fainome,nou avste,roj(
He ascertained the time of the appearing star. Mt. 2:7
See also Lk. 1:17; Ac. 10:1
g. VAnh.r de, tij evn Kaisarei,a| ovno,mati Kornh,lioj( e`katonta,rchj evk spei,rhj

th/j

kaloume,nhj VItalikh/j((행전10:1)
** 이제는 a를 g에 적응해서 [고]를 뽑아내는 주석하는 과정을 약술해 보겠다.**
④ Ac. 10:1 아래를 줄을 긋는다. 공부했다는 표시다.
⑤ a. 다음에 영어로 적힌 2 줄을 읽는다. 3-4번 읽는다. 무슨 뜻인가 다 알 수도

있고, 개인에 독해력 차이에 따라서, 잘 모를 수도 있다. 나는 많은 경우에
보기로 주어긴 Mt. 2:7를 읽지 않고 바로 Ac. 10:1으로 들어간다.
반 페이지, 한 페이지 긴 글을 읽지 않는다. 대부분이 2줄 3줄 정도 읽는다.
⑥ 내가 쓴 D. 단어 설명에 찾아가서 Ac.10:1과 (DM224)가 적힌 설명을 읽는다.

내가 a.에서 영어로 적힌 2 줄을 읽고 나서, 그리스어 단어에 설명을 붙인
[고]

부분을 그대로 이곳에 옮기고 설명하겠다.

[고]

evk 3spei,rhj th/j 1kaloume,nhj(PaPrP,f2) VItalikh/j 이탈리 사람이라 불리는

보병부대의,에서

1

분사 kaloume,nhj는 여성단수 2인칭형으로,

3

성수격이 일치하는

3

명

3

사 spei,rhj nf2 ‘보병부대의’에 동사적인 의미(..라 불리는)를 첨가하면서 spei,rhj를
2

1

4

형용사처럼 한정한다. 이 때에 th/j kaloume,nhj처럼 분사는 정관사를 취할 수도 취

하지 않을 수도 있다(BW130,DM224).
처음 읽는 사람으로는 멍할 것이다. a.에서는 고작 Ac. 10:1 밖에 준 것이 없
다. Ac. 10:1에서 어느 그리스어 단어와 a.의 2줄 영어를 연결시키느냐? 이것이 어려
운 것이다. 사도행전 10장1-48, 누가1:1-56에서 그리스어를 설명한 학자의 요점을 [고]
와 같이 거의 900여개나 만들었다.

2 장들을 읽으면서 영어로 그리스어 문법책

30여 종을 읽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900여차레나

인용했다. 세 보지는 않았다.
⑦

a.의 2줄 영어와 Ac. 10:1에 나오는 그리스어의 어떤 단어와 연결해야 하는가?
a.의 2줄 영어를 가져와서 설명하겠다.
1

2

3

a. The participle, like the adjective, may modify the noun in the attributive
4

relation. This connection may occur without the article. 중요한 단어들을
1

2

3

분사, 형용사, 명사수식,

4

정관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4 단어들이다. 이

번호들을 [고]의 그리스어 단어와 설명에 붙여 놓았다.
⑧ a.의 2줄 영어에서 나온 4가지 단어들은, 그리스어의 단어와 그 설명에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그리스어 단어를 지적하면서, 4가지를 다 사용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어 문법책을 읽고 그리스어 단어를 골라서 설명해 놓은 900여개를
읽어 가면, 모든 그리스어 문법책들을 영어로 숙달하게 된다. 그러면 신약성경의 어떤
그리스어도 설명하고 해석을 붙일 수 있고, 현재 학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를 환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설교재료와 성경을 가르치는 새로운 내용들은
엄청나게 수확하게 된다.

그리스어 문법책 30여종을 읽고 그리스어 단어들을 골라서 해설할 수 있는 능
력은 대단한 것이다. 그리스어 성경을 읽고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땅 아래로 뚫고 들어가며 물, 금, 은, 구리, 기름 들을 발굴해서 파 낼 수 있는
기계적 능력이라 말한다면, 손이나 갈쿠리로 덤불을 긁어서 한 차례 따뜻하게 하루 밤
을 보낼 수 있었던 심적인 대화 방법 보다는 훨씬 발전된 독해력이라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계속해서 읽어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언어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모
두가 다 읽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는 지혜를
터득해서 자신과,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 사람, 교우들까지 하ㄴ님 말씀을, 마치 땅에
서 지하자원을 파내어 우리가 문명을 즐기는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발굴해서 서로 나
누어 갖는 선비 크리스챤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16강에서 행전 10장에는 이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기호까지 적어 넣었는데, 17
강, 18강을 읽으면서는 본인 자신이 이 문법책을 뒤지면서, 관련된 그리스어에 관련된
문법 번호를 적어가는 연습을 하면 그리스어 문법과 그리스어 단어를 연결시키는 능력
이 크게 성장하게 되리라고 본다.

사도행전 10:1-33 코넬리오쓰와 페트로쓰

A. 한 글자 역 Interlinear; B. 한역, 영역

코넬리오쓰의 환상

행전10:1-8

10 1 VAnh.r 사람이

de, 이제

a man

Now

tij 어떤

certain

evn

in

에 있는 Kaisarei,a| 카

이싸레이아 Caesarea, ovno,mati 이름이 named Kornh,lioj 코넬리오쓰라는
Cornelius(
Cohort

e`katonta,rchj 백부장이며

th/j

that is

evk 의

a centurion

kaloume,nhj 불리는

spei,rhj 보병부대

of

VItalikh/j 이탈리 사람이라

was called

Italian(

VAnh.r de, tij evn Kaisarei,a| ovno,mati Kornh,lioj( e`katonta,rchj evk spei,rhj
th/j kaloume,nhj VItalikh/j( 이제 이탈리 사람이라 불리는 보병부대의 백부장
이며, 이름이 코넬리오쓰라는 카아싸레이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Now a man

at Caesarea named Cornelius, a centurion of Cohort that is called Italian,

10 2

euvsebh.j 경건하

kai. 고

devout

fobou,menoj 두려워하는

and

fearing

to.n qeo.n 하

ㄴ님을 God su.n 과 함께 with panti. 모든 all tw/| oi;kw| 가족 household auvtou/ 그
의 his( poiw/n 행하면서 doing evlehmosu,naj 자선들을 alms polla.j 많은 many

tw/| 에게
praying

to the

law/| 사람들

tou/ 에게

to

people

qeou/ 하ㄴ님

kai. 그리고

God

and

dia. 끊임없이

deo,menoj 기도를 올리면서
continually

panto,j

all

euvsebh.j kai. fobou,menoj to.n qeo.n su.n panti. tw/| oi;kw| auvtou/( poiw/n
evlehmosu,naj polla.j tw/| law/| kai. deo,menoj tou/ qeou/ dia. panto,j( 경건하고,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하ㄴ님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들을 행하
고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면서( devout and fearing God with all his
household, doing many alms to the people and praying to God continually,

10 3

ei=den 그는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the ninth

clearly

th/j 그

w`sei.

of the

he saw

evn 가운데서

거의 about

peri. 쯤

h`me,raj 날의

님의 of God eivselqo,nta 닦아 와서

day

in

o`ra,mati 환상

around

w[ran 시

a;ggelon 천사가

having come

a vision

fanerw/j

hour

evna,thn 오후3

an angel

tou/ qeou/ 하ㄴ

pro.j 에게

to

auvto.n 그

him

kai.

그리고 and eivpo,nta 라고 말하는 것을 having said auvtw/| 그에게 to him Kornh,lie
코넬리오쓰야! "Cornelius."Å

ei=den evn o`ra,mati fanerw/j w`sei. peri. w[ran evna,thn th/j h`me,raj a;ggelon
tou/ qeou/ eivselqo,nta pro.j auvto.n kai. eivpo,nta auvtw/(| Kornh,lieÅ 그 날의 거
의 오후 3시 쯤 되었을 때에 하ㄴ님의 천사가 그에게 닦아 와서, 그리고 코
르넬리우쓰야! 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환상가운데서 그는 분명하게 보았습
니다Å saw clearly in a vision, about around the ninth hour of the day, an angel of God
having come to him, and having said to him, "Cornelius!"

10 4

o` de. 더욱이
kai.

and

moreover

avteni,saj 응시했다

e;mfoboj 두려워

having fixed his gaze

geno,menoj 졌다

afraid

having become

auvtw/| 그를

on him

ei=pen 라고 그는

말했다. he said,\ ti, 무슨 What evstin 일이십니까? is it( ku,rie 주님이시여?
Lord?È

ei=pen 그 분은 말했다

proseucai, 기도들이

prayers

he said

de. 그리고

sou 너의

Your

And

auvtw/| 그에게

kai. 그리고

and

to him\

ai` 그

ai` 그 evlehmosu,nai

자선들이 alms sou 너의 your avne,bhsan 올라갔느리라! have ascended eivj 으로 as

mnhmo,sunon 청원문

a memorial

e;mprosqen 앞에

tou/ qeou/ 하ㄴ님

before

GodÅ

o` de. avteni,saj auvtw/| kai. e;mfoboj geno,menoj ei=pen( Ti, evstin( ku,rieÈ ei=pen
de. auvtw/|( Ai` proseucai, sou kai. ai` evlehmosu,nai sou avne,bhsan eivj
mnhmo,sunon e;mprosqen tou/ qeou/Å 더욱이 그(코넬리오쓰)는 그(천사)를 응시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이시여! 라고 그는 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그(코-)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기도들이 그리고
너의 그 자선들이 하ㄴ님 앞에 청원문으로 올라갔느리라!(행전10:4)
Cornelius stared at him(the angel), terrified. he said, "What is it, sir?" he asked. And he
said to him, "Your prayers and your alms have ascended as a memorial before God."

10 5

kai. 그리고

And

nu/n 지금

now

pe,myon 보내라

send

a;ndraj 사람들을

men

eivj

로 to VIo,pphn 이옾페 Joppa kai. 그리고 and meta,pemyai 불러오도록 해라!
summon

Si,mwna, 씨몬이란

is called

Pe,troj 페트로쓰라

Simon

tina 사람을

a man

o]j

who

evpikalei/tai 불리는

Peter\

kai. nu/n pe,myon a;ndraj eivj VIo,pphn kai. meta,pemyai Si,mwna, tina o]j

evpikalei/tai Pe,troj\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이옾페로 보내라 그리고 페트로쓰
라 불리는 씨몬이란 사람을 불러오도록 해라! And now send men to Joppa and
summon Simon, who is called Peter.

10 6

ou-toj 그는
certain
has

He

xeni,zetai 머무르고 있다

Si,mwni 씨몬

oivki,a 집이

Simon

a house

lodges

bursei/ 무두장이인

para. 가에

by the

para, 과 함께

a tanner(

w-| 그의

qa,lassan 바닷

with

tini 어떤

who

a

evstin 있는

seaÅ

ou-toj xeni,zetai para, tini Si,mwni bursei/( w-| evstin oivki,a para. qa,lassanÅ
그09/가 소유한/의\ 집이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인 어떤 씨몬의 집에, 그는 머

10 7

무르고 있다

He lodges with a certain Simon, a tanner, who has a house by the sea.

w`j 때에

de. 그리고

when

And

avph/lqen 떠났을

had departed,

o` 그

the

a;ggeloj 천

사가 angel o` lalw/n 예기를 한 후에 having spoken auvtw/| 그에게 to him(

fwnh,saj 불러서
servants

kai. 과

tw/n 중에서
attending

of

two

tw/n 의

of the

stratiw,thn 군인 한명을

a soldier

euvsebh/ 독실한

having called

and

those

auvtw/| 자신을

who

du,o 두 명

oivketw/n 종들
devout

proskarterou,ntwn 가까이서-섬기던 자들

were

him

w`j de. avph/lqen o` a;ggeloj o` lalw/n auvtw/|( fwnh,saj du,o tw/n oivketw/n kai.
stratiw,thn euvsebh/ tw/n proskarterou,ntwn auvtw/|

그리고 그 천사가 그에게

예기를 한 후에 떠났을 때에( 두 명의 종들과 자신을 가까이서-섬기던 자들
중에서 독실한 군인 한명을 불러서( And when the

angel having spoken to him had

departed, having called two of the servants and a devout soldier of those who were
attending him,

10 8

kai. 그리고
all things

and

evxhghsa,menoj 설명 한 후에

auvtoi/j 그들에게

to them,

having related

a[panta 모든 일들을

avpe,steilen 그는 보냈습니다.

he sent

auvtou.j

그들을 them eivj 로 to th.n VIo,pphn 이옾페 JoppaÅ

kai. evxhghsa,menoj a[panta auvtoi/j avpe,steilen auvtou.j eivj th.n VIo,pphnÅ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 한 후에( 그는 그들을 이욮페로 보냈습니다Å
and having related all things to them, he sent them to Joppa.

C. 말마디 나누기, 행전10:1-8

1

가. 이제( 어떤 사람이

VAnh.r de, tij

갸. 카이싸레이아에 있는

evn Kaisarei,a|

거. 이름이 코넬리오쓰라는

ovno,mati Kornh,lioj

겨. 보병부대의 백부장이며

e`katonta,rchj evk spei,rhj

고. that is 이탈리 사람이라 불리는

th/j kaloume,nhj VItalikh/j

교. 경건하고 하ㄴ님을 두려워하는

2

euvsebh.j kai. fobou,menoj to.n qeo.n

구.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su.n panti. tw/| oi;kw| auvtou/

규. 많은 자선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poiw/n evlehmosu,naj polla.j tw/| law/|

그. & 하ㄴ님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kai. deo,menoj tou/ qeou/

기. 끊임없이

dia. panto,j

나. 환상 가운데서 그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3

ei=den evn o`ra,mati fanerw/j

냐. 그 날의 거의 9번째 시간 쯤

w`sei. peri. w[ran evna,thn th/j h`me,raj

너. 하ㄴ님의 천사가 그에게 닦아 와서

a;ggelon tou/ qeou/ eivselqo,nta pro.j auvto.n

녀. & 코넬리오쓰야! 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노. 더욱이 그(코)는 그(천사)를 응시했습니다

kai. eivpo,nta auvtw/| Kornh,lie
4

o` de. avteni,saj auvtw/|

뇨. 두려워져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kai. e;mfoboj geno,menoj ei=pen

누.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이시여?

ti, evstin ku,rie

뉴. & 그 분은 그(코-)에게 말했다

ei=pen de. auvtw/|

느. 너의 그 기도들이

ai` proseucai, sou

니. 올라 갔느리라! & 너의 그 자선들이

kai. ai` evlehmosu,nai sou avne,bhsan

다. 청원문으로 하ㄴ님앞에

eivj mnhmo,sunon e;mprosqen tou/ qeou/

댜. 그리고 지금 보내라

5

kai. nu/n pe,myon

더. 사람들을 이옾페로

a;ndraj eivj VIo,pphn

뎌. 그리고 씨몬이란 사람을 불러오도록 해라!

kai. meta,pemyai Si,mwna, tina

o]j evpikalei/tai Pe,troj

도. 페트로쓰라 불리우는
6

됴. 그는 머무르고 있다

ou-toj xeni,zetai

두. 무두장이인 어떤 씨몬의 집에

para, tini Si,mwni bursei/

듀. 그가 소유한 집이 바닷가에 있는

w-| evstin oivki,a para. qa,lassan
7

드. 그리고 떠났을 때에

w`j de. avph/lqen

o` a;ggeloj o` lalw/n auvtw/|

디. 그 천사가 그에게 예기를 한 후에

fwnh,saj du,o tw/n oivketw/n

라. 두 명의 종들을 불러서
랴. 그리고 독실한 군인 한명을

kai. stratiw,thn euvsebh/

러. 자신을 가까이서-섬기던 자들 중에서

tw/n proskarterou,ntwn auvtw/|

려. 그리고 설명 한 후에

8

kai. evxhghsa,menoj

로.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a[panta auvtoi/j

료. 그들을 그는 보냈습니다

avpe,steilen auvtou.j

루. 이옾페로

eivj th.n VIo,pphn
D. 단어 설명

10:1

[갸]

Kaisarei,a| 카이싸레이아: Kaisarei,a는
| 이 당시에는, 유대지방에서 수세

를 거두어들이는 행정장관의 주택이 있었다. 따라서 로마 군병들이 행정장관을
보호하고 있었으며, 그리스인, 유대인, 로마인, 상업에 종사하는 행상인들로 인구가 조
직되었다.

[거]

ovno,mati(nn3) Kornh,lioj 이름이 코넬리오쓰: ovno,mati는 여격(3)으로 이름

이란 ‘영역’을 표현하며 영역과 관련된 사람의 ‘질’을 표현한다(hpv41,94료). 코넬리오쓰
가 초인간적인 능력이 개입하면서 교회에 입교하게 되는데, 물론 첫 번째로 교회에 입
교하는 이방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통하지 않고서, 바로 예수교회로 입교하는 인물
이기 때문에, 이는 교회시작에서 교회확장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해 준 인물이다. 보
병부대는 600명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e`katonta,rchj 백부장은 보병부대의 1/6을 담
당했으며, 명령권을 가지고 보병부대를 다스리는 군인은 아니었다(bhc).
[겨]

e`katonta,rchj evk spei,rhj 보병부대의 백부장이며,에서 spei,rhj nf2 보병

부대의, spei,ra nf 보병부대,이다. 보병부대는 약 600명으로 조직했다(GING). 그리고
이 보병부대가 ‘이탈리안’이라 불리었다(LN). e`katonta,rchj는 본 절에서는 nmN 주격
이지만, 마태8:5,8; 27:54에선 주격으로 e`kato,ntarcoj가 왔다(R258).
[고]

evk spei,rhj th/j kaloume,nhj(PaPrP,f2) VItalikh/j 이탈리 사람이라 불리는

보병부대의,에서 분사 kaloume,nhj는 여성단수 2인칭형으로,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

spei,rhj nf2 ‘보병부대의’에 동사적인 의미(..라 불리는)를 첨가하면서 spei,rhj를 형용
사처럼 한정한다. 이 때에 분사는 th/j kaloume,nhj처럼 정관사를 취할 수도 취하지 않
을 수도 있다 (BW130,DM224).

kalew 부르다, 호칭하다. 이타릴아에서 출생해서 군

인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는 로마군인의 보병부대원들로 100명에 해당하는 군인들의
상관이 Kornh,lioj였다. diapanto,j 끊임없이.
10:2

[교]

euvsebh.j kai. fobou,menoj to.n qeo.n 경건하고 하ㄴ님을 두려워하는,

euvsebh.j 형Nm, 하ㄴ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공손하게 살아 온 삶의 방법을 표현
한다. euvsebh.j는 신성하고 거룩한 행동들, 것들‘을 의미하기도 한다(LS). 그러나 행전
2:5, 8:2에선 euvlabei/j가 사용되었다. euvlabei/j의 기본 뜻은 ‘단단히 붙잡음, 조심해서
붙잡음’의 뜻이 있다.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신중하게 일을 착수함, 분별, 주
의’ 등의 뜻이 나왔다(LS). 또한 ‘하ㄴ님을 경배함, 깊은 신앙심, 종교성’ 등의 뜻을 갖
고 있다(Th).
[구]

su.n panti. tw/| oi;kw| auvtou/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는 전치사 su.n 이 인

도하는 an instrumental of association 협력조격으로 주격 VAnh.r tij(가)와 동격관계에
있는 분사 fobou,menoj를 수식한다(BW150). 따라서 VAnh.r tij와 동격인 Kornh,lioj와
그의 가족들도 함께 하ㄴ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이다. peri. 쯤 around.

VAnh.r ... Kornh,lioj( ...kaloume,nhj(PaPrP,f2) euvsebh.j kai. fobou,menoj(PaPrP,Nm)
to.n qeo.n ... poiw/n(PaPrA,Nm) evlehmosu,naj ... kai. deo,menoj(PaPrM/P,NmD) tou/
qeou/ ... ei=den evn o`ra,mati ... a;ggelon tou/ qeou/ ‘사람이 ... 코넬리오쓰 ... 경건하고,
하ㄴ님을 두려워하고( ... 자선들을 행하고 ...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다가,
환상가운데서 하ㄴ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에서 4개의 분사들은 주어의 행동들을 보태

주면서 주어를 확장해 준다. 주어를 확장하는 분사들은 형용사나 실사처럼 사용된다.
(BW151). 즉, 4개의 분사들은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형용분사 Adjectival
Participle들이다(B420).
코르넬리오쓰의 경건euvsebh.j은 무엇인가? ① fobou,menoj to.n qeo.n ② poiw/n

evlehmosu,naj

③

deo,menoj tou/ qeou/ 3가지들이다(RY261).

su.n panti. tw/| oi;kw| auvtou/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에서 paj는 panti. tw/처
| 럼
정관사를 거느릴 수도 있고, pa/n de,ndron(마태3:10) 나무마다,처럼 정관사 없이 ‘모
든,...마다’란 뜻으로 사용된다(Th,R772).

[그기]

deo,menoj(PaPrM/P,NmD) tou/ qeou/ 하ㄴ님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동사

중 더러는 속격을 취하기도 한다.

de,omai 기도하다‘는 무엇을 원하거나, 무엇이 필요

한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속격 tou/ qeou/을 취했다(hpv34⑤,94됴⑤). diapanto,j 끊임
없이,
10:3

[나].

ei=den evn o`ra,mati fanerw/j 환상 가운데서 그는 분명하게 보았다.

ei=den

(IdAoA3). fanerw/j 부사,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냐]

시간을

표현할

때에

w[ran(4) e`bdo,mhn(4) 7번째 시간에’(요한4:52),

w[ran(4) evna,thn(4) 9번째 시간에’는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대격(4)을 사용해서 시간
의 한 점을 표현했다(RD342c).그러나 th.n evna,thn 9번째 시간에’(10:30)에서는 정관사
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MTIII248). w`sei. peri. w[ran evna,thn 거의 9번째 시간 쯤’에서
다른 문헌에는 대격을 취하는 전치사 peri.가 없다(R471). w[ran evna,thn는 3시간씩 기
도 시간을 구분한 중에서, 성전에서 저녁에 올리는 희생제 때에 드리는 기도로 본다.
(bhc) 유대인들의 첫 시간은 오전 6시부터다. 따라서 w`sei. peri. w[ran evna,thn 거의 9
번째 시간 쯤’ = 오후 3시 쯤‘과 같다. 30절을 보라.
[너녀]

a;ggelon tou/ qeou/ eivselqo,nta pro.j auvto.n 하ㄴ님의 천사가 그에게 닦

아 와서, eivselqo,nta (PaAoA,Am) 닦아 와서, eivpo,nta (PaAoA,Am) 말하는, 2개의 부

정과거 분사들은 상호 보조함으로 뜻을 완성하는 complementary participle로 사용되
었다. 닦아 와서,라는 표현만으로는 표현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R864).

ei=den...a;ggelon(4) tou/ qeou/ eivselqo,nta(4) pro.j auvto.n kai. eivpo,nta(4) auvtw/|
(에는 대격(4)이 3번 연속해서 나온다. a;ggelon(4)은 본동사 ei=den의 목적어이고 2개의
대격들의 주어는 a;ggelon(4)이다. 목적격 a;ggelon(4)이 주어로 사용되면서 동작을 표
현할 때에는 분사대격(4)을 동사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분사대격(4)들
은 동작의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단순히 이러이러한 동작이 발생했다는 점만 표현 한
다 (B146). 특히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라틴어는 해당되지 않음, ei=den처럼 본다, 느낀
다, 안다는 동사들은 대격(4) 보다는 분사를 좋아한다. 그래서 분사 eivselqo,nta(4)
,,,kai. eivpo,nta(4)들이 왔다(hpv150,103뎌). 또한 분사 eivselqo,nta,,,kai. eivpo,nta는 본
동사 ei=den과 비교할 때에 현재시제의 의미가 들어있다, 또한 4절에 나오는 분사

avteni,saj와 e;mfoboj geno,menoj는 동작을 과거로 번역했다.
10:4

[노]

avteni,saj(PaAoA,Nm) 그는 응시했습니다, avteni,zw 응시하다, 눈을 고정

시키다. e;mfoboj geno,menoj(PaAoM,NmD) 두려워졌습니다,는 천사로부터 비추
이는 밝은 빛을 응시했을 때에였다.
[니다]

ai` evlehmosu,nai sou avne,bhsan & 너의 그 자선들이 올라가 있느니라!

avne,bhsan(IdAoA3) avnabai,nw 올라가다. eivj mnhmo,sunon e;mprosqen tou/ qeou/ 청원
문으로 하ㄴ님앞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하ㄴ님께서 기도는 응답하시고, 자선은 보응으
로 축복하신다는 은유적인 표현이다(bhc). avne,bhsan는 비한정 부정과거인데도 영어로
는 현재완료 have ascended로 옮겼다(hpv105,98뱌). 이런 경우는 한 시점을 작은 점으
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동작들이 한 곳에 다 들어가는 하나의 큰 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5

[댜뎌]

pe,myon ImAoA2 보내라, pe,mpw 보내다. meta,pemyai Si,mwna, tina 씨

몬이란 사람을 불러오도록 해라! meta&pe,mpw, to send after, 후에 보내다, 소환
하다.

전치사

meta&는 3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with, after, to change.

(DM108,R609) 본 절에선 ‘후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meta,pemyai ImAoM2,

metape,mpw 소환하다, 데려오다. 2 개의 명령형 부정과거 동사들 pe,myon과meta,pemyai
이 왔다. 명령형 부정과거가 명령형 현재와 다른 점은,
회 동작 single event로 취급한다. 그러나

명령형 부정과거는

명령형 현재는

동작을 일

동작을 습관적인 혹은 진행

중인 것으로 취급한다(hpv125,101구). 따라서 pe,myon과 meta,pemyai는 일회 동작이
다.

meta,pemyai는 중간태 동사다, 중간태 동사는 주어가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신
에게 도움이 되도록 동작을 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되는 예문은
많지 않다. 점차적으로 능동태와 재귀동사로 표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metape,mpw의
기본 뜻은 영어로는 fetch, summon 등의 단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동작의 의미에 상
당한

강권력이

들어

있어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hpv81,101구).
[더]

사람들을 eivj VIo,pphn 이옾페로,에서

VIo,pph는 단Dan과 에프라임 지파의

국경에 놓인 팔레스타인 지역 서쪽 해안가에 있는 Jaffa 항구도시다. 또한 요나가 도망
가는 도시가 바로

[도]

Apøy"

야포 도시다(요나1:3).

evpikalei/tai Pe,troj 페트로쓰라 불리는, evpikalei/tai IdPrP3, evpikale,w부

르다, 호칭하다.

10:6

[됴]

ou-toj xeni,zetai 그는 머무르고 있다, xeni,zetai IdPrP3, xeni,zw 손님으로

머무르다, 숙박하다.
[두]

para, tini Si,mwni bursei/ 무두장이인 어떤 씨몬의 집에,에서 전치사

para,는 여격을 취하면서 ‘...의 집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RD366,Th,MTIII273)
Si,mwni bursei/에서 bursei/는 Si,mwni와 동격관계에 있다. 이 때에 고유명사와 동격관
계에 놓인 단어(bursei)는 이 고유명사가 다른 데서 사용되는 고유명사와 다르다는 차
별감을 주기 위해서 정관사를 취한다. 그리고 고유명사는 대부분 무정관사이다. 그러
나 본 절에선 bursei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예외에 속한다. 무정관사인 bursei가
여격으로 동격을 이루기 때문에, bursei를 여격동격이라 칭한다(MTIII206).

[듀]

w-| evstin oivki,a para. qa,lassan 그의 집이 바닷가에 있다,에서 전치사

para는 대격으로 ...가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Th). 특히 이 때에 동사는 evstin처
럼 상태동사가 온다. 이러한 예문들은 그리스의 서북쪽 문헌들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R615).

6절 같은 절에서는 para.가 여격(RY52), 대격으로 사용되었다. 관계대명사

w-가
| 여격(3)을 취할 때에는 소유격의 뜻을 표현한다. 따라서 w-| evstin oivki,a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hpv39,94러).
10:7

[드]

w`j de. avph/lqen & 떠났을 때에, avph/lqen IdAoA3, avpe,rcomai 떠나다.

[디]

o` a;ggeloj o` lalw/n auvtw/| 그 천사가 그에게 예기를 한 후에,에서 lalw/n

(PaPrA,Nm)는 현재분사이지만, 앞선 시간을 넌지시 표현한다. 현재분사는 때로는 미
완료imperfect로 사용되는데, 바로 현재분사 lalw/n이 예기가 지속되었던 동작으로 과
거를 표현하는 동사 avph/lqen 보다 앞선 동작을 표현한다(B127,R892).
[라]

fwnh,saj du,o tw/n oivketw/n 두 명의 종들을 불러서, fwnh,saj

PaAoA,Nm fwne,w 부르다, 소리지르다. oivketw/n m2 oivke,thj ou o` 가정집 노예, 또
는 전반적으로 ‘노예’를 뜻한다. oivke,thj는 집oi=koj과 관련된 노예다. 반면에 dou/loj는
노예의 소유권의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oivke,thj는 dou/loj 보다는 부드러운 표
현이고, 노예의 위치가 좁은 가정집 노예를 뜻한다(bhc.EGT). 로마1:1에서 Pau/loj

dou/loj Cristou/ VIhsou/(에서 dou/loj는 가정집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
로잡힌 노예’를 뜻한다.

[랴]

stratiw,thn euvsebh 독실한 군인 한 명을,에서 euvsebh는 형용사 제3격변

화에 속한다. 그런데 euvsebh,j처럼 h,j로 끝나는 형용사는 독립적인 여성형 변형이 발달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성형으로 남녀성을 겸해서 표현한다(R272). euvsebh 신앙심이
깊은, 종교적인.
[러]

tw/n proskarterou,ntwn auvtw/| 자신을 가까이서-섬기던 자들 중에서,

proskarterou,ntwn PaPrA,m2 proskartere,w 충성하다, 대기 상태다. 한 사람을 신봉
하다, 한 사람에게 집착하다, 변치 않다 등의 뜻이 있다(Th).
10:8

evxhghsa,menoj a[panta auvtoi/j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설명 한 후에,

[려]

PaAoM,NmD, evxhge,omai, 대화를 펼치다, 인도하다, 앞서가다.

a[panta 형명4n,

a[paj, a,p` asa, a[pan 모든 것, 모든 사람, pa/j 보다 표현이 강한 단어다(Th). 그러나 여
백에는 pa,nta가 적혀있다. a[panta는 ‘빠진 것들이 없다’는 뜻으로 코넬리오쓰와 종들
사이에 만들어진 상호 신뢰도를 넌지시 표현한다(bhc).
[료]

avpe,steilen auvtou.j 그들을 그는 보냈다, avpe,steilen IdAoA3, avposte,llw

임무를 맡기고 지정된 장소로 사람을 보낸다. ta. ga.r e;rga a] de,dwke,n moi o` path.r

i[na teleiw,sw auvta,( auvta. ta. e;rga a] poiw/ marturei/ peri. evmou/ o[ti o` path,r me
avpe,stalken\ 내가 그들을 완료하도록,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일들이, 내가 행
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입증한다(요한
5:36). 임무를 맡겨서 보냈다는 뜻을 표현할 때에 avpe,stalken IdPeA3가 사용되었다.
E. 보지 않고 번역하기
1

VAnh.r de, tij evn Kaisarei,a| ovno,mati Kornh,lioj( e`katonta,rchj evk spei,rhj th/j

kaloume,nhj VItalikh/j(

2

euvsebh.j kai. fobou,menoj to.n qeo.n su.n panti. tw/| oi;kw|

auvtou/( poiw/n evlehmosu,naj polla.j tw/| law/| kai. deo,menoj tou/ qeou/ dia. panto,j(
3

ei=den evn o`ra,mati fanerw/j w`sei. peri. w[ran evna,thn th/j h`me,raj a;ggelon tou/

qeou/ eivselqo,nta pro.j auvto.n kai. eivpo,nta auvtw/|( Kornh,lieÅ

4

o` de. avteni,saj auvtw/|

kai. e;mfoboj geno,menoj ei=pen( Ti, evstin( ku,rieÈ ei=pen de. auvtw/|( Ai` proseucai, sou
kai. ai` evlehmosu,nai sou avne,bhsan eivj mnhmo,sunon e;mprosqen tou/ qeou/Å

5

kai. nu/n

pe,myon a;ndraj eivj VIo,pphn kai. meta,pemyai Si,mwna, tina o]j evpikalei/tai Pe,troj\
6

ou-toj xeni,zetai para, tini Si,mwni bursei/( w-| evstin oivki,a para. qa,lassanÅ

7

w`j

de. avph/lqen o` a;ggeloj o` lalw/n auvtw/|( fwnh,saj du,o tw/n oivketw/n kai. stratiw,thn
euvsebh/

tw/n

proskarterou,ntwn

avpe,steilen auvtou.j eivj th.n VIo,pphnÅ

auvtw/|

8

kai.

evxhghsa,menoj

a[panta

auvtoi/j

F. 행전10:1-8은

경건하고 하ㄴ님을 두려워하고 자선을 행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탈리 보병부대의 백부장에게 하루는, 환상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코넬리오쓰야!
너의 기도와 자선들이 하ㄴ님 앞에 올라갔으니, 지금 사람들을 이옾페로 보내어 씨몬
이란 집에 머무르는 페트로쓰를 불러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백부장이 3사람을
이옾페로 파송한다는 내용이다.

G. 행전10:1-8에 나오는 단어들 모음

a;ggelon tou/ qeou/ eivselqo,nta pro.j auvto.n
a;ndraj eivj VIo,pphn 사람들을 이옾페로

하ㄴ님의 천사가 그에게 닦아 와서 행전10

행전10

a[paj, a,p` asa, a[pan 모든 것, 모든 사람, pa/j 보다 강한 표현
a[panta auvtoi/j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행전10

a[panta 형명4n, 모든 일들을, ‘빠진 것들이 없다’는 의미로.
a] de,dwke,n moi o` path.r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요한5:36
ai` proseucai, sou 너의 그 기도들이

행전10

auvta. ta. e;rga a] poiw/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요한5:36
avne,bhsan(IdAoA3) avnabai,nw 올라가다
avpe,rcomai 떠나다.

행전10:4

행전10:7

avpe,stalken IdPeA3 그가 임무를 맡겨서 보내셨다.행전10
avpe,steilen auvtou.j 그들을 그는 보냈습니다

행전10

avpe,steilen IdAoA3, avposte,llw 임무를 맡기고 지정된 장소로 사람을 보낸다.
avph/lqen IdAoA3, 그는 떠났다

행전10:7

avteni,saj (PaAoA,Nm) 응시할 때에

행전10:4

avteni,zw 응시하다, 눈을 고정시키다

행전10:4

deo,menoj(PaPrM/P,NmD) 기도를 올리면서
dia. panto,j 끊임없이

행전10:2

행전10

e`kato,ntarcoj nmN 보병부대 마태8:5,8; 27:54
e`katonta,rchj evk spei,rhj 보병부대의 백부장이며
e`katonta,rchj nmN 보병부대 행전10:1

행전10 1

ei=den (dAoA3

ei=den evn o`ra,mati fanerw/j

환상 가운데서 그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행전10

ei=pen de. auvtw/| & 그 분은 그(코-)에게 말했다

행전10

eivj mnhmo,sunon e;mprosqen tou/ qeou/ 청원문으로 하ㄴ님앞에
eivj th.n VIo,pphn 이옾페로

행전10

eivpo,nta (PaAoA,Am) 말하는

행전10

eivselqo,nta (PaAoA,Am) 닦아 와서

행전10:3

행전10:3

euvlabei/j ‘단단히 붙잡음, 조심해서 붙잡음
euvsebh 신앙심이 깊은, 종교적인

행전10:7

euvsebh.j kai. fobou,menoj to.n qeo.n 경건하고 하ㄴ님을 두려워하는
euvsebh.j 형Nm, 경건한

evn Kaisarei,a| 카이싸레이아에 있는

행전10

evpikale,w 부르다, 호칭하다.

행전10

행전10:5

evpikalei/tai IdPrP3,

evxhge,omai, 대화를 펼치다, 인도하다, 앞서가다

행전10 1

행전10:5

행전10:7

fanerw/j 부사,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fobou,menoj(PaPrP,Nm) 두려워 하는

행전10:2

fwne,w 부르다, 소리지르다.
fwnh,saj du,o tw/n oivketw/n 두 명의 종들을 불러서
fwnh,saj PaAoA,Nm 불러서,

행전10

geno,menoj (PaAoM,NmD) 되어져서행전10:4

i[na teleiw,sw auvta,( 내가 그들을 완료하도록, 요한5:36
kai. meta,pemyai Si,mwna, tina 그리고 씨몬이란 사람을 불러오도록 해라!
kai. ai` evlehmosu,nai sou avne,bhsan & 너의 그 자선들이 올라 가 있다
kai. deo,menoj tou/ qeou/ & 하ㄴ님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행전10

행전10

kai. e;mfoboj geno,menoj ei=pen 두려워져서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행전10

kai. eivpo,nta auvtw/| Kornh,lie & 코넬리우쓰야! 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kai. evxhghsa,menoj 그리고 설명 한 후에
kai. nu/n pe,myon 그리고 지금 보내라

행전10

행전10

kai. stratiw,thn euvsebh/ 그리고 독실한 군인 한명을
Kaisarei,a| 카이싸레이아

10:1

lalw/n PaPrA,Nm 예기를 하고

행전10

kalew 부르다, 호칭하다.
marturei/ 입증한다 요한5:36

meta,pemyai ImAoM2 불러오도록 하라

행전10:5

metape,mpw 보내다, 소환하다, 데려오다

행전10:5

행전10

행전10

o[ti o` path,r me avpe,stalken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요한5:36
o]j evpikalei/tai Pe,troj 페트로쓰라 불리우는

행전10

o` a;ggeloj o` lalw/n auvtw/| 그 천사가 그에게 예기를 한 후에
o` de. avteni,saj auvtw/| 더욱이 그를 응시할 때에

행전10

행전10

oivke,thj ou o` 가정집 노예, 또는 전반적으로 ‘노예’
oivketw/n m2 종들을

ou-toj xeni,zetai 그는 머무르고 있다

ovno,mati Kornh,lioj 이름이 코넬리오쓰라는

행전10

행전10 1

pa/n de,ndron(마태3:10) 나무마다,
para, tini Si,mwni bursei/ 무두장이인 어떤 씨몬의 집에

행전10

para,+여격 ‘...의 집에’

para+대격, ...가까이

행전10:6

pe,mpw 보내다

pe,myon ImAoA2 보내라

행전10:5

peri. evmou/ 나에 관해서는, 요한5:36

peri. 쯤

행전10:5

around.

poiw/n evlehmosu,naj polla.j tw/| law/| 많은 자선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poiw/n(PaPrA,Nm) 행하면서

행전10

proskartere,w 충성하다, 대기 상태다.

행전10:2

proskarterou,ntwn PaPrA,m2 가까이 섬기는 자들 중에서
xeni,zetai IdPrP3, 그는 머무르고 있다
xeni,zw 손님으로 머무르다, 숙박하다
spei,ra nf 보병부대,

행전10:6

행전10:6

spei,rhj nf2 보병부대의,

su.n panti. tw/| oi;kw| auvtou/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행전10

ta. ga.r e;rga 그 일들이, 요한5:36
th/j kaloume,nhj VItalikh/j

that is

이탈리 사람이라 불리는 행전10 1

ti, evstin ku,rie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이시여?

행전10

tw/n proskarterou,ntwn auvtw/| 자신을 가까이서-섬기던 자들 중에서
VAnh.r de, tij 이제( 어떤 사람이

행전10

행전10 1

w`j de. avph/lqen 그리고 떠났을 때에

행전10

w`sei. peri. w[ran evna,thn th/j h`me,raj 그 날의 거의 9번째 시간 쯤
w-| evstin oivki,a para. qa,lassan 그의 집이 바닷가에 있는

행전10

행전10

H. 행전1:1-8에서 뽑은 문제들과 해답

kaloume,nhj는?

spei,rhj를 한정한다

euvsebh.j 형Nm는?

행전10:1

경건하게 공손하게 살아 온 삶의 방법을 표현 행전10:2

Kornh,lioj( ...fobou,menoj...poiw/n...deo,menoj의 글기는?
w[ran evna,thn는?

주어를 확장 행전10:2

저녁에 올리는 희생제때에 드리는 기도 행전10:3

Apøy"

VIo,pph는?

도시 행전10:5

Si,mwni bursei/는?

동격관계 행전10:5

lalw/n(PaPrA,Nm)는?

앞선 시간을 넌지시 표현 행전10:7

dou/loj는?

노예의 소유권의 뜻까지 포함 행전10:7

Pau/loj dou/loj Cristou/ VIhsou/(에서 dou/loj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노예

행전10:7

A. 한 글자 역 Interlinear; B. 한역, 영역
행전10:9-16

10 9

Th/| 에

on the

de. 그리고

evpau,rion 다음 날

And

o`doiporou,ntwn 길을 가고 있었
kai. 고

and

approaching(
the

th/| 에

the

dw/ma 집 꼭대기

about

w[ran 시간에

hour

city,

went up

housetop

next day(

were on their way

po,lei 도시

avne,bh 올라갔다

페트로쓰의 환상

evkei,nwn 이들이

these

evggizo,ntwn 가까워 졌을 때에

Pe,troj 페트로쓰는

Peter

evpi. 에

proseu,xasqai 기도하기 위해서

e[kthn 여섯 번째

to pray

on

to. 그

peri. 약

the sixthÅ

Th/| de. evpau,rion( o`doiporou,ntwn evkei,nwn kai. th/| po,lei evggizo,ntwn( avne,bh
Pe,troj evpi. to. dw/ma proseu,xasqai peri. w[ran e[kthnÅ

그리고 다음 날에 이

들이 길을 가고 있었고 도시에 가까워 졌을 때에, 페트로쓰는 약 정오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행전10:9).

And on the next

day( while they were still on their way and approaching the city( Peter went up on the
housetop to pray about the sixth hour,

10 10

evge,neto 그는..습니다
hungry

kai. 고

and

he became

de. 그리고

h;qelen 싶어졌습니다

And

desired

pro,speinoj 배가 많이 고팠

geu,sasqai 먹고

to eatÅ

paraskeuazo,ntwn 준비하는 동안에
auvtw/n 그들이

evge,neto 나타났습니다

they

e;kstasij 황홀경이

while were making ready

evpV 에게

came

de. 하지만
over

however,

auvto.n 그

him.

an ecstasy

evge,neto de. pro,speinoj kai. h;qelen geu,sasqaiÅ paraskeuazo,ntwn de. auvtw/n
evge,neto evpV auvto.n e;kstasij

그리고 그는 배가 많이 고팠고 먹고 싶어졌습니

다.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하지만, 황홀경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And he
became hungry and desired to eat; they were

making ready, however, an ecstasy came

over him,

10 11

kai. 그리고

and

qewrei/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he beholds

to.n

the

ouvrano.n

하늘 heaven avnew|gme,non 열려진 opened, kai. 과 and katabai/non 내려오고 있는
descending
a sheet

skeu/o,j 그릇을

mega,lhn 넓은

vessel

great

ti 어떤

w`j 처럼

a certain

te,ssarsin 네 개의

by four

as

ovqo,nhn 아마포-천

avrcai/j 모퉁이들에 의

해서 corners kaqie,menon 내려와 지는 being let down evpi. 으로 to th/j the gh/j 땅
ground(

kai. qewrei/ to.n ouvrano.n avnew|gme,non kai. katabai/non skeu/oj, ti w`j ovqo,nhn mega,lhn
te,ssarsin avrcai/j kaqie,menon evpi. th/j gh/j(

그리고 그는 열려진 하늘과, 넓은 아마

포 천같은 내려오고 있는, 네 개의 모퉁이들에 의해서 땅으로 내려와지는 어떤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nd he beholds the heaven opened and a certain

vessel descending as a great sheet, lowered by four corners to the ground,

10 12

evn 안에는

in

w-| 그

which

tetra,poda 네발짐승들이

u`ph/rcen 있었습니다

quadrupeds

kai. 그리고

and

were

pa,nta 모든

all

ta.

the

e`rpeta. 네발로 기는 동물들

이crawling creatures th/j 에서 of the gh/j 땅 earth, kai. 그리고 and peteina. 새들
이 birds tou/ 의 of the ouvranou/ 공중 airÅ

evn w-| u`ph/rcen pa,nta ta. tetra,poda kai. e`rpeta. th/j gh/j kai. peteina. tou/
ouvranou/Å 그 안에는 모든 네발짐승들이, 땅의 파충류들이, 그리고 공중의 새들
이 있었습니다.

in which were all the quadrupeds and crawling creatures of the earth,

and birds of the air.

10 13

kai. 그후

Then

evge,neto 왔습니다

came

fwnh. 소리가

a voice

pro.j 에게로

to

auvto,n 그

him\

avnasta,j 일어나라

Rise(

Pe,tre 페트로쓰야!

Peter(

qu/son 도살

하라 slaughter kai. 그리고 and fa,ge 먹어라 eatÅ

kai. evge,neto fwnh. pro.j auvto,n( VAnasta,j( Pe,tre( qu/son kai. fa,geÅ
그후 소리가 그에게로 왔습니다, “일어나라 페트로쓰야! 도살하라 그리고 먹어
라!” Then a voice came to him, "Rise, Peter; slaughter and eat!"

10 14

o` de. 그러나

But

Pe,troj 페트로쓰는

Peter

ei=pen 말했다

said\

mhdamw/j 어림

도 없습니다 Certainly not( ku,rie 주님 Lord( o[ti 때문에 for ouvde,pote 아무 때고
결고ÅÅ않았기 never e;fagon 나는 먹어 보지 I have eaten pa/n 아무것도 anything

koino.n 더렵혀지

defiled

kai. 고

and

avka,qarton 불결한

uncleanÅ

o` de. Pe,troj ei=pen( Mhdamw/j( ku,rie( o[ti ouvde,pote e;fagon pa/n koino.n
kai. avka,qartonÅ

그러나 페트로쓰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때고 더렵혀지고

불결한 아무것도 결고 먹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But
Peter said, "Certainly not, Lord, for I have never eaten anything defiled and unclean."

10 15

kai. 그리고

And

fwnh. 소리가

pa,lin 다시

a voice

again

evk 로

for the

deute,rou

두 번째 second time pro.j 에게 to auvto,n 그 him\ a] 것을 What o` qeo.j 하ㄴ님께
서 God evkaqa,risen 깨끗하게 하신 has made clean( su. 너는 you mh. 결코 말라!
not

koi,nou 더럽혀진 것으로 취급하지

regard as defiledÅ

kai. fwnh. pa,lin evk deute,rou pro.j auvto,n( }A o` qeo.j evkaqa,risen( su. mh.
koi,nouÅ

그리고 소리가 다시 두 번째로 그에게( 하ㄴ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을 네가 예식적으로 부정하다 하지 말라!

And again a voice came to him for

the second time, "What God has made clean, you do not regard as defiled."

10 16

tou/to 이것이

this

de. 그리고

And

evge,neto 일어났

happened

evpi. 이나

for

tri,j

세 번three times kai. 고 and euvqu.j 즉시로 immediately avnelh,mfqh 올려졌다 was
taken up

to. 그

the

skeu/oj 그릇은

vessel

eivj 로

into

to.n ouvrano,n 하늘

heavenÅ

tou/to de. evge,neto evpi. tri,j kai. euvqu.j avnelh,mfqh to. skeu/oj eivj to.n
ouvrano,nÅ

그리고 이것이 세 번이나 일어났고 즉시로 그 그릇은 하늘로 올려

졌습니다. And this happened for three times, and immediately the vessel was taken up

into heaven.

C. 말마디 나누기
말마디를 익숙하게 익혀야, D. 단어 설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9

가. 그리고 다음 날에

Th/| de. evpau,rion

갸. 이들이 길을 가고 있었고

o`doiporou,ntwn evkei,nwn kai.

거. 도시에 가까워 졌을 때에

th/| po,lei evggizo,ntwn

겨. 페트로쓰는 그 집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avne,bh Pe,troj evpi. to. dw/ma

고. 기도하기 위해서

proseu,xasqai

교. 약 여섯 번째 시간에

peri. w[ran e[kthn
10

구. 그리고 그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evge,neto de. pro,speinoj

규. 그리고 먹고 싶어졌습니다

kai. h;qelen geu,sasqai

그.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paraskeuazo,ntwn de. auvtw/n

기. 황홀경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evge,neto evpV auvto.n e;kstasij

나. & 그는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

kai. qewrei/ to.n ouvrano.n avnew|gme,non

냐. &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릇을

kai. katabai/non skeu/oj, ti

너. 넓은 아마포-천처럼

w`j ovqo,nhn mega,lhn

녀. 네 개의 모퉁이들에 의해서

te,ssarsin avrcai/j

노. 땅으로 내려와 지는

kaqie,menon evpi. th/j gh/j

뇨. 그 안에는 모든 네발짐승들이 있었습니다

12

evn w-| u`ph/rcen pa,nta ta. tetra,poda

누. 그리고 땅의 파충류들이

kai. e`rpeta. th/j gh/j

뉴.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kai. peteina. tou/ ouvranou/

느. 그후 소리가 그에게로 왔습니다

13

kai. evge,neto fwnh. pro.j auvto,n

니. 일어나라 페트로쓰야!

avnasta,j Pe,tre

다. 도살하라 그리고 먹어라

qu/son kai. fa,ge

댜. 그러나 페트로쓰는 말했습니다

14

o` de. Pe,troj ei=pen

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mhdamw/j ku,rie

뎌. 나는 아무-때고-결고 먹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o[ti ouvde,pote e;fagon

pa/n koino.n kai. avka,qarton

도. 아무것도 더렵혀지고 불결한
15

됴. 그리고 소리가 다시

kai. fwnh. pa,lin

두. 두 번째로 그에게

evk deute,rou pro.j auvto,n

듀. 하ㄴ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a] o` qeo.j evkaqa,risen

드. 네가 예식적으로 부정하다 하지 말라!

su. mh. koi,nou

디. 그리고 이것이 세 번이나 일어났고

16

tou/to de. evge,neto evpi. tri,j

라. & 그 그릇은 즉시로 올려졌습니다

kai. euvqu.j avnelh,mfqh to. skeu/oj

랴. 하늘로

eivj to.n ouvrano,n
D. 단어 설명

10:9

[갸]

o`doiporou,ntwn(PaPrA,m2) evkei,nwn(형명m2) 이들이 길을 가고 있었을

때, o`doipore,w 길을 가다, 여행하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명사나 대명사가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명사, 대명사, 분사는 서로 속격을 취하면서 함께 나란
히 놓일 수 있다(hpv35,94두). 그러나 o`doiporou,ntwn(PaPrA,m2) evkei,nwn(형명m2)
은 분사와 대명사가 속격이지만, 대명사가 주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고전 그리스어
의 문법을 지키지 않은 예문이다. 신약에서 자주 불규칙적인 예문들이 발견된다.

o`doiporou,ntwn evkei,nwn 문형을 유리(된)속격 또는 독립속격 the absolute
genetive이라 칭한다. 유리속격의 특징은 나머지 문장으로부터 문법적으로 분리된 구
문을 만드는데, 내용마저도 서로 상관이 없다. 즉, 코넬리오쓰가 보낸 사람들이 여행하
는 것과 페트로쓰가 기도하려고

09/평평한

지붕/평붕\으로 올라가는 동작은 전혀 무관

한 동작이다. 이런 문형을 유리속격이라 칭한다(hpv35,94두). 유리된 속격을 번역할
때에는, 영어에선 when, since, while, as, although 등의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대게는
부사절로

옮기게

된다(hpv35,94듀).

o`doiporou,ntwn

evkei,nwn...evggizo,ntwn

(PaPrA,m2)까지가 유리속격이다. 라틴어 역에선 속격을 탈격(ablative), faci.entibus,
adpropinqu.antibus으로 옮겼다: illis facientibus et adpropinquantibus civitati 그들은
여행을 하고 있었고 도시에 가까워 졌을 때에(bwc).
신약에서 유리속격이 불규칙적으로 사용된 예문을 보기로 들어보자.

mh. e;contoj(PaPrA,m2) de. auvtou/(nm3) avpodou/nai(InAoA) evke,leusen auvto.n o`

ku,rioj praqh/nai(InAoP) kai. th.n gunai/ka kai. ta. te,kna kai. pa,nta o[sa e;cei( kai.
avpodoqh/naiÅ
그러나 그는 되갚을(avp) 수가 없어서(e;), 그와 그의 부인과 어린이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팔리도록(p), 그래서 지불이-되도록(kai. av), 그의 주인
이 명령을 했다(ev)(마태18:25). e;contoj (PaPrA,m2) de. auvtou/(nm3)에는 2 개의 속
격들이

나란히

놓였지만,

auvtou/가 주어이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예문에 속한다

(hpv35,94드).
[거]

th/(| 3)

po,lei(3)

evggizo,ntwn(PaPrA,m2)

도시에

가까워졌을

때에,

evggi,zw 가까워지다, 닦아오다. evggi,zw가 여격(3)과 사용된 예문이다.
[겨]

avne,bh Pe,troj evpi. to. dw/ma 페트로쓰는 그 집 꼭대기에 올라갔다. avne,bh

IdAoA3 올라갔다, avnabai,nw 올라가다. 무두장이bursei/의 집에는 dw/ma 평평한 지붕,
이 있었으나, u`perw/o
| n 다락방,은 없었다(bhc,beng).
[고]

proseu,xasqai InAoMD 기도하기 위해서, proseu,comai 기도하다. 부정사

proseu,xasqai는 목적부정사다, 본디 여격인 부정사가 본동사 avne,bh의 목적어로 사용
된 것이다(hpv138,103냐). ~Upa,gw a`lieu,ein(InPrA)Å 나는 낚시하러 간다(요한21:3),
I am going to fish.
[교]

peri.(4) w[ran(4) e[kthn(4) 약 여섯 번째 시간에,는 대격(4)으로 시간의

기간이 아닌 점punctiliar을 표현한 것은 이상한 용례로 본다(M34,62). 서수ordinal를
사용할 때에는 보통은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서수 자체만으로도 한정이 되는 단
어로 보기 때문이다(R793). 페트로쓰가 유대인들의 기도 풍습을 지키면서, 지정된 기
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올렸다(bhc.exp). 유대인 중에서도 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은
여섯 번째 시간, 정오 noon 때에도 기도를 올렸다(bhc.ben). 시편54:18에 보면,

hx'yfiäa' ~yIr:h\c'w>â rq,boåw" br<[<Ü

e`spe,raj kai. prwi. kai. meshmbri,aj dihgh,somai

저녘과 아침과 정오에도 나는 기도하겠노라,는 구절에서 하루를 세 차레로 나누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풍습을 찾아 볼 수 있다.

10:10

[구]

evge,neto de. pro,speinoj 그리고 그는 배가 많이 고팠다. pro,speinoj

에서 전치사 pro,s의 기본 뜻은 ‘가까이’란 의미인데, pro,speinoj에선 pro,s가
많이, 아주,와 같은 강조력을 갖고 있다(DM110,R623).
[규]

h;qelen geu,sasqai 먹고 싶어졌다, h;qelen IdIpA3, qe,lw 갖고 싶어 하다,

욕망 하다. 금식했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페트로쓰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할 시간
이 되었다고 본다.

paraskeuazo,ntwn

[그]

de.

auvtw/n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paraskeuazo,ntwn PaPrA,m2 paraskeua,zw 준비하다, 행동을 준비하다, 식사를 준비
하다.
[기]

evge,neto evpV auvto.n e;kstasij 황홀경이 그에게 나타났다. e;kstasij는

트로쓰에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코넬리오쓰에게는
여진 어떤 것, 환상’이다.

페

o[rama가 사용되었다. o[rama는 ‘보

e;kstasij 활홍경,의 입문은 기도라 할 수 있다. 기도는 마음

으로 하여금 e;kstasij 활홍경,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 준다면,

e;kstasij 활홍경,은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e;kstasij 활홍경,이 덮칠 때에는 언제나 o[rama
‘환상’의 신비가 개입되지만, e;kstasij 활홍경,은 자신의 영력까지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력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단계다(bhc.beng).

10:11

[나]

qewrei/(IdPrA3) to.n ouvrano.n avnew|gme,non 그는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avnew|gme,non PaPeP,m4, avnoi,gw 열다.

qewre,w 보다.

현재시제로 과거와 미래까지 표현할 수 있다. qewrei/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
기 때문에 역사적 현재 Historic Present로 분류한다(hpv88,98드). 하나 더 읽어 보
자. Kai. e;rcontai(IdPrMP3D) pa,lin eivj ~Ieroso,lumaÅ 그리고 그들은 이예루쌀렘으
로 다시 왔다(마가11:27). e;rcontai은 현재시제인데, 왔다‘라는 과거동작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

[냐너]

katabai/non skeu/o,j ti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릇을, katabai/non

PaPrA,n4, katabai/nw 내려오다. w`j ovqo,nhn mega,lhn 넓은 아마포-천처럼, ovqo,nhn
nf4, ovqo,nh 아마포 천,은 70인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w`j ovqo,nhn은 하늘로부터 보
내진 복음을 상징한다(bhc).
[녀노]

te,ssarsin avrcai/j 네 개의 모퉁이들에 의해서, te,ssarsin ㅎ기수f3

te,ssarej 네 개. 시어에서는 te,ssarsin 대신에 te,trasi(n)이 사용된다(MTII171).
kaqie,menon evpi. th/j gh/j(2) 땅으로 내려와 지는,에서 속격(2)을 취한 전치사 evpi.는
한 점이 아니고 이어지는 선상linear의 동작을 표현한다.

a;nqrwpoj ba,lh| to.n

spo,ron evpi. th/j gh/j 사람이 그 씨앗을 땅위에 던진다(마가4:26)에서처럼, 던지는 자
리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이어지는 선상의 동작을 속격 전치사 evpi.가 표현한다(M50).

kaqie,menon PaPrP,n4, kaqi,hmi 내리다. (nnN)
10:12

[뇨]

u`ph/rcen(IdIpA3) pa,nta ta. tetra,poda(nnN) 모든 네 발 짐승들이 있었

다, u`pa,rcw 있다, ..의 처분 하에 있다. 그리스어에선 동사는 주어의 성수와 일
치해야

하지만,

ta. tetra,poda(nnN)처럼 중성복수가 주어인 경우에는 u`ph/rcen

(IdIpA3)처럼 단수형 동사가 온다(hpv10,110녀,40교). 네 발 짐승들은 이방인들이 음
식으로 먹었던, 주로 돼지, 양, 수소들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bhc.ell). 또한 깨끗하고
예식에 있어서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되었던 모든 동물들을 의미한다(bhc.jam). 생선도
깨끗하고 불결한 것으로 구별되었지만(레위11:9,신명14:9) 아마포 천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생선 종류는 포함되지 않았다(bhc.exp).
[누뉴]

e`rpeta. th/j gh/j 땅의 파충류들이, e`rpeta. nnN, e`rpeto,n 파충류,

peteina. tou/ ouvranou/ 공중의 새들이, peteina. 형명nN, peteino,n 새.
10:13

[니다]

avnasta,j Pe,tre 일어나라 페트로쓰야! avnasta,j PaAoAmN2, avni,sthmi

일으키다, 일어나다. avnasta,j는 분사 부정과거인데 명령형처럼 사용되었다.

avnasta,j(Pa) qu/son(Im) kai. fa,ge(Im) 일어나라, 도살하라 그리고 먹어라,에선
분사 avnasta,j(Pa)가 명령형들과 사용되었다. 분사는 주요 동작이 행해지는 수단, 영향
을

미치게

되는

방법,

동작의

행동에

참예하는

상황

등을

표현하는데,

분사

avnasta,j(Pa)는 동작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하는 상황‘을 표현한다(hpv258,106거).
qu/son ImAoA2, qu,w 제사용으로 도살하다. fa,ge ImAoA2, evsqiw 먹다. 도살해서 먹
으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는, 페트로쓰는 배가 많이 고팠을 때였다. 그러나 육신의 배
고픔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새 음식, 자신은 불결한
짐승들까지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새 복음을
시작하는 일로 페트로쓰는 만족해했다(bhc.beng). 이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고, 그들의 부정함을 자신이 짊어지시는 새 복음으로 만족하신 것에 비할
수 있다(이사53:11)(bhc.beng).

`lBo)s.yI aWhï ~t'ÞnOwO[]w: ~yBi_r:l'( yDIßb.[; qyDI±c; qyDIïc.y: ATª[.d:B. [B'êfy. I ha,rä >yI ‘Avp.n: lm;Û[]me
｢그의 영혼의 고통으로부터｣03 그는 볼 것이다, 그는 만족할 것이다. ｢그의 지식으로｣
03,

나의 종, 그 의로운 자가 많은 자들을 의롭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부

정함들을 짊어질 것이다.
10:14

[더]

mhdamw/j ku,rie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mhdamw/j는 부정적인 반응을 강하

게 표현한다. 강한 부정은 mh에서 온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결코 아니

다, 어림도 없다, 등의 뜻으로 옮긴다(R1173). ku,rie는 페트로쓰에게 알려지지 않은
소리의 출처, 소리의 발언자를 부르는 단어다. 그리스도를 호칭한 것은 아니다.
(bhc.mey)

[뎌]

ouvde,+pote

o[ti ouvde,pote e;fagon 나는 아무-때고-결고 먹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사로

시간을

부정,

ouvde,pote...pa/n을 히브리어 부정어

‘아무때고...하지

lKo...alo을

않았다’.

또한

Multon은

옮긴 것으로 본다(MTIII196,Zr446). 70

인역에 많이 나온다(R752). e;fagon IdAoA1, evsqi,w 먹다. ouvde,pote처럼 부정어가 동
사에 붙지 않고 다른 단어에 붙여 사용하는 예문도 적지 않다(MTII434). 부정과거

e;fagon은 한정되지 않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영어로는
ouvde,pote e;fagon I have never eaten.으로 옮긴다(hpv105,98뱌).
[도]

pa/n koino.n(4) kai. avka,qarton(4)

아무것도 더렵혀지고 불결한, koino.n

형명n4, koino,j h,, o,n 보통의, 일반의, 예식상 더렵혀진, 예식상 받아 줄 수 없는, 등의

뜻이 있다. koino,j의 반대어는 kaqaro,j 순수한, 깨끗한,이다. avka,qarton 형명n4, 깨끗
하지 않은, 불결한, 악한, 등의 뜻이다. avka,qartoj는 70인역에서

am,j'

불결한, 정결하

지 않은,의 뜻을 옮길 때 사용되었다(Th). koino.n(4) kai. avka,qarton(4)은 4격으로
동사 e;fagon의 직접목적어다(Wallace).

10:15

[됴두]

fwnh. pa,lin evk deute,rou 소리가 다시 두 번째로, 왔는데 왜 fwnh.에

정관사가

없을까?

그

이유는

황홀경에서

다른

소리도

들렸기

때문이다

(bhc.mey). pa,lin evk deute,rou 구문은 필요 없이 두 번 표현이 된 redundancy에 속
한다(R1205,MTIV19).
[듀드]

o` qeo.j evkaqa,risen 하ㄴ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evkaqa,risen IdAoA3

은 부정과거로 한정이 되지 않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낸다. 영어로는 God has
cleansed,로 옮긴다(hpv105,98뱌). kaqari,zw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드]

su. mh. koi,nou(ImPrA) 네가 예식적으로 부정하다 하지 말라! mh.는 현재

이 순간에(부터) 금지를 뜻한다(MTI125). su에는 어느 정도의 강조력이 있다
(MTIII37). 명령형 koi,nou는 현재형으로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을 금하거나, 행동하려
는 동작을 금하는 뜻이 있다(hpv127,102겨). koino,w 부정하다, 예식적으로 부정하다.
하ㄴ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거나, 깨끗하다고 선포하시면, 거기엔 부정함이나, 불결함이
없다. 하ㄴ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가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은 순결하고 깨끗한 구원의 길이요(bhc.barn),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의식을 제공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10:16

[라]

euvqu.j avnelh,mfqh to. skeu/oj 그 그릇은 즉시로 올려졌다. avnelh,mfqh

IdAoP3, avnalamba,nw 올라가도록 만들다, 집어서 운반하다.

[랴]

eivj to.n ouvrano,n 하늘로,는 왕하2:11에서

`~yIm'(V'h; hr"ß['S.B;( WhY"lë iaeä ‘l[;Y:’w:

`~yIm'(V'h;과

같은 의미다.

엘리야는 폭풍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hY"liae

=

WhY"lë iae
E. 보지 않고 번역하기

9

Th/| de. evpau,rion( o`doiporou,ntwn evkei,nwn kai. th/| po,lei evggizo,ntwn( avne,bh

Pe,troj evpi. to. dw/ma proseu,xasqai peri. w[ran e[kthnÅ

10

evge,neto de. pro,speinoj

kai. h;qelen geu,sasqaiÅ paraskeuazo,ntwn de. auvtw/n evge,neto evpV auvto.n e;kstasij
11

kai. qewrei/ to.n ouvrano.n avnew|gme,non kai. katabai/non skeu/o,j ti w`j ovqo,nhn

mega,lhn te,ssarsin avrcai/j kaqie,menon evpi. th/j gh/j(

12

evn w-| u`ph/rcen pa,nta ta.

tetra,poda kai. e`rpeta. th/j gh/j kai. peteina. tou/ ouvranou/Å
pro.j auvto,n( VAnasta,j( Pe,tre( qu/son kai. fa,geÅ

14

13

kai. evge,neto fwnh.

o` de. Pe,troj ei=pen( Mhdamw/j(

ku,rie( o[ti ouvde,pote e;fagon pa/n koino.n kai. avka,qartonÅ

15

kai. fwnh. pa,lin evk

deute,rou pro.j auvto,n( }A o` qeo.j evkaqa,risen( su. mh. koi,nouÅ

16

tou/to de. evge,neto

evpi. tri,j kai. euvqu.j avnelh,mfqh to. skeu/oj eivj to.n ouvrano,nÅ
F. 행전10:9-16은

3 사람이 페트로쓰를 찾아오고 있는 동안에, 정오쯤에 페트로쓰

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황홀경을 경험하게 된다. 황홀경이 보여주는 바는
넓은 아마포 천위에, 네발짐승들, 파충류, 새들이 담긴 그릇이 있고 이들을 도살해서
먹으라는 천사의 음성이 있을 때에 불결해서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하ㄴ님께서 깨
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혀진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G. 행전10:9-16에 나오는 단어들 모음

`~yIm'(V'h; hr"ß['S.B;( WhY"lë iaeä ‘l[;Y:’w:
`lBo)s.yI aWhï ~t'ÞnOwO[]w:

그리고 그는 그들의 부정함들을 짊어질 것이다 행전10:13

~yBi_r:l'( yDIßb.[; qyDI±c; qyDIïc.y:
~yIr:h\c'w>â rq,boåw" br<[<Ü

엘리야는 폭풍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왕하2:11

나의 종, 그 의로운 자가 많은 자들을 의롭게 만들 것이다 행전10:13

저녘과 아침과 정오에도 행전10:9

a;nqrwpoj ba,lh| to.n spo,ron 사람이 그 씨앗을 던진다 마가4:26
a] o` qeo.j evkaqa,risen 하ㄴ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행전10:15

am,j'

불결한, 정결하지 않은 행전10:14

ATª[.d:B. [B'êf.yI

그는 만족할 것이다. ｢그의 지식으로｣03 행전10:13

avka,qarton 형명n4, 깨끗하지 않은, 불결한, 악한
avnabai,nw 올라가다

행전10:14

행전10:9

avnasta,j PaAoAmN2, avni,sthmi 일으키다, 일어나다
avne,bh IdAoA3 올라갔다

행전10:13

행전10:9

avne,bh Pe,troj evpi. to. dw/ma

페트로쓰는 그 집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행전10:9

avnelh,mfqh IdAoP3, 그것은 올려졌다

행전10:16

avnalamba,nw 올라가도록 만들다, 집어서 운반하다.
avnew|gme,non PaPeP,m4 열려진

행전10:11

avnoi,gw 열다. qewrei/ IdPrA3 그는 보고 있었다, qewre,w 보다
dihgh,somai 나는 기도하겠노라
dw/ma 평평한 지붕

행전10:11

행전10:9

행전10:9

e;fagon IdAoA1 나는 먹었다, evsqi,w 먹다
e`rpeta. nnN, e`rpeto,n 파충류

행전10:14

행전10:12

e`spe,raj kai. prwi. kai. meshmbri,aj 저녘과 아침과 정오에도
eivj to.n ouvrano,n 하늘로

행전10:9

행전10:16

evge,neto de. pro,speinoj 그리고 그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행전10:10

evge,neto evpV auvto.n e;kstasij 황홀경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행전10:10

evggi,zw 가까워지다, 닦아오다.

행전10:9

evggizo,ntwn PaPrA,m2 이들이 가까워졌을 때에
evk deute,rou pro.j auvto,n 두 번째로 그에게

행전10:9

행전10:15

evkaqa,risen IdAoA3, 그 분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kaqari,zw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evn w-| u`ph/rcen pa,nta ta. tetra,poda

그 안에는 모든 네발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행전10:12

kai. e`rpeta. th/j gh/j 그리고 땅의 파충류들이
evpi. th/j gh/j 땅위에 마가4:26
fa,ge ImAoA2, evsqiw 먹다

행전10:13

행전10:12

h;qelen IdIpA3 그는 갖고 싶어했다

ha,är>yI ‘Avp.n: lm;Û[]me
hx'yfiäa'
hY"liae

행전10:10

｢그의 영혼의 고통으로부터｣03 그는 볼 것이다 행전10:13

나는 기도하겠노라 행전10:9
=

WhY"lë iae

왕하2:11

kai. euvqu.j avnelh,mfqh to. skeu/oj & 그 그릇은 즉시로 올려졌습니다
kai. evge,neto fwnh. pro.j auvto,n 그후 소리가 그에게로 왔습니다
avnasta,j Pe,tre 일어나라 페트로쓰야!

행전10:13

kai. fwnh. pa,lin 그리고 소리가 다시

행전10:15

kai. h;qelen geu,sasqai 그리고 먹고 싶어졌습니다

kai. qewrei/ to.n ouvrano.n avnew|gme,non
kaqaro,j 순수한, 깨끗한

행전10:13

행전10:10

kai. katabai/non skeu/o,j ti &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릇을
kai. peteina. tou/ ouvranou/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행전10:16

행전10:11

행전10:12

& 그는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전10:11

행전10:14

kaqi,hmi 내리다.
kaqie,menon evpi. th/j gh/j 땅으로 내려와 지는
katabai/non PaPrA,n4 내려오고 있는
katabai/nw 내려오다

행전10:11

행전10:11

행전10:11

koino,j h,, o,n 보통의, 일반의, 예식상 더렵혀진, 예식상 받아 줄 수 없는
koino.n 형명n4 더럽혀진

행전10:14

mhdamw/j ku,rie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o[rama는 ‘보여진 어떤 것, 환상’
o[ti ouvde,pote e;fagon

행전10:14

행전10:10

나는 아무-때고-결고 먹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o` de. Pe,troj ei=pen 그러나 페트로쓰는 말했습니다
o`doipore,w 길을 가다, 여행하다

행전10:14

행전10:9

o`doiporou,ntwn evkei,nwn kai. 이들이 길을 가고 있었고
o`doiporou,ntwn(PaPrA,m2) 이들이 길을 가고 있는
ouvde,+pote ‘아무때고...하지 않았다’.

행전10:9

행전10:9

행전10:14

행전10:14

ovqo,nhn nf4, ovqo,nh 아마포 천,은 70인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pa/n koino.n kai. avka,qarton 아무것도 더렵혀지고 불결한

행전10:14

paraskeua,zw 준비하다, 행동을 준비하다, 식사를 준비하다
paraskeuazo,ntwn de. auvtw/n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paraskeuazo,ntwn PaPrA,m2

peteina. tou/ ouvranou/ 공중의 새들이
proseu,comai 기도하다

행전10:10

행전10:9

행전10:12

행전10:12

행전10:9

proseu,xasqai InAoMD 기도하기 위해서
qe,lw 갖고 싶어 하다, 욕망하다

행전10:9

행전10:10

qu/son ImAoA2, 너는 도살하라, qu,w 제사용으로 도살하다
qu/son kai. fa,ge 도살하라 그리고 먹어라

행전10:13

su. mh. koi,nou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라!

행전10:15

te,ssarej 네 개

행전10:10

행전10:10

peri. w[ran e[kthn 약 여섯 번째 시간에
peteina. 형명nN, peteino,n 새

행전10:13

행전10:12

te,ssarsin avrcai/j 네 개의 모퉁이들에 의해서
te,ssarsin ㅎ기수f3

행전10:11

행전10:12

Th/| de. evpau,rion 그리고 다음 날에

행전10:9

th/| po,lei evggizo,ntwn 도시에 가까워 졌을 때에

행전10:9

tou/to de. evge,neto evpi. tri,j 그리고 이것이 세 번이나 일어났고
u`pa,rcw 있다, ..의 처분 하에 있다
u`perw/o| n 다락방

행전10:11

행전10:12

행전10:9

w`j ovqo,nhn mega,lhn 넓은 아마포-천처럼

행전10:11

행전10:16

H. 행전10:9-16에서 뽑은 문제들과 해답

bursei/의 지붕은?
peri.(4) w[ran(4) e[kthn(4)의 글기는?
서수ordinal를 사용할 때에는?

pro,speinoj에서 pro,s의 기본 뜻은?
pro,speinoj에선 pro,s는?
페트로쓰에게 사용된 놀라운 것은?
코넬리오쓰에게 사용된 놀라운 것은?

e;kstasij 활홍경,의 입문은?
e;kstasij 활홍경,은?
자신의 영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 단계는?

w`j ovqo,nhn의 의미는?
kaqie,menon evpi. th/j gh/j(2)에서 evpi.는?
네 발 짐승들은?

avnasta,j는 분사 부정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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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페트로쓰가 코넬리오쓰를 방문함

동안에 de. 이제 evn 속에서 e`autw/| 자신 dihpo,rei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o` Pe,troj 페트로쓰는 ti, 무엇을 a'n 여하간 ei;h 의미하는지 to. 그 o[rama 환상이 o]
(바) ei=den 그가 보았던 ivdou. 보라! oi` 그 a;ndrej 남자들이 oi` avpestalme,noi 보내졌
던 u`po. 의해서 tou/ Kornhli,ou 코넬리오쓰에 dierwth,santej 찾다가 th.n oivki,an 집
을 tou/ 의 Si,mwnoj 씨몬 evpe,sthsan 나타났다 evpi. 에 to.n 그 pulw/na 대문 gate(

~Wj de. evn e`autw/| dihpo,rei o` Pe,troj ti, a'n ei;h to. o[rama o] ei=den( ivdou. oi`
a;ndrej oi` avpestalme,noi u`po. tou/ Kornhli,ou dierwth,santej th.n oivki,an tou/
Si,mwnoj evpe,sthsan evpi. to.n pulw/na(

이제 페트로쓰는 여하간, 그가 보았던

(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 속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동안에,
보라! 코넬리오쓰에 의해서 보내졌던 그 남자들이 씨몬의 집을 찾다가 그 대문
에 나타났습니다.

Now while Peter was puzzling in himself what anyhow the vision

which he had seen might mean, behold, the men who had been sent by Cornelius, having
sought out the house of Simon, appeared at the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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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그리고

and

fwnh,santej 누군가를 부르면서

evpunqa,nonto 그들은 물었습니다
evpikalou,menoj 라 불리우는

called

xeni,zetai 손님으로-머무르고 있습

they asked

having called some one

eiv 니까?

Pe,troj 페트로쓰

?

Peter

Si,mwn 씨몬이

Simon

evnqa,de 여기서

o`

here

is lodgedÅ

kai. fwnh,santej evpunqa,nonto eiv Si,mwn o` evpikalou,menoj Pe,troj evnqa,de
xeni,zetaiÅ

그리고 페트로쓰라 불리우는 씨몬이 여기서 손님으로-머무르고 있

는지를 물으려고 그들은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They called out, asking if Simon, who is

called Peter, was staying there as a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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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 de. 그리고 Pe,trou 페트로쓰는

Peter

dienqumoume,nou 아직도 심각하게 생

각하고 있는데 while was still thinking peri. 에 대해서 about tou/ 그 the o`ra,matoj
환상 vision ei=pen 말했다 said Îauvtw/| 그에게 to himÐ to. 그 the pneu/ma 영이 Spirit\ ivdou.

보라 Behold a;ndrej 남자들이 men trei/j 세 three zhtou/nte,j 찾고 있다 are seeking se
너를 you(

tou/ de. Pe,trou dienqumoume,nou peri. tou/ o`ra,matoj ei=pen Îauvtw/|Ð to.
pneu/ma( VIdou. a;ndrej trei/j zhtou/nte,j se(

그리고 페트로쓰는 그 환상에 대

해서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
남자들이 너를 찾고 있다.”

And while Peter was still thinking seriously about the

vision, the Spirit said to him, "Behold, three men are seek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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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lla. 그저

But

avnasta.j 너는 일어나라

get up

kata,bhqi 내려가라

go down

kai.

그리고 and poreu,ou 가거라 go su.n 함께 with auvtoi/j 그들과 them mhde.n 아무
것도 말고 nothing diakrino,menoj 의심하지 doubting o[ti 때문이니라 for evgw. [바로 I

avpe,stalka 내가} 보냈기

have sent

auvtou,j 그들을

themÅ

avlla. avnasta.j kata,bhqi kai. poreu,ou su.n auvtoi/j mhde.n diakrino,menoj o[ti
evgw. avpe,stalka auvtou,jÅ 그저, 너는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의심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바로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But get up, go down, and go with them, nothing doubting, for I have sen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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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ba.j 내려가서

went down

de. 그래서

So

Pe,troj 페트로쓰는

Peter

pro.j 에

게로 to tou.j 그 the a;ndraj 남자들 men ei=pen 말했습니다 said\ ivdou. 보시죠
Behold

evgw, 내가

I

eivmi 그 사람이요

the one

o]n 자

whom

zhtei/te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you are looking for\ ti,j 무엇입니까 what h` 그 the aivti,a 이유는 cause diV for h]n
which

pa,reste 당신들이 오신

ye comeÈ

kataba.j de. Pe,troj pro.j tou.j a;ndraj ei=pen( VIdou. evgw, eivmi o]n zhtei/te\
ti,j h` aivti,a diV h]n pa,resteÈ

그래서 페트로쓰는 그 남자들에게로 내려가서

말했습니다, ‘보시죠,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자 그 사람이요; 당신들이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So Peter went down to the men said, Behold, I am the one
whom you are looking for; what is the cause for which y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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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 de. 그리고
Cornelius

의롭 righteous

And

ei=pan 그들은 말했다

e`katonta,rchj 백부장이요
kai. 고

and

marturou,meno,j 평판이 좋은

they said\

a centurion(

fobou,menoj 두려워하는
being well spoken of

Kornh,lioj 코넬리오쓰는

avnh.r 사람이요

di,kaioj

to.n qeo,n 하ㄴ님을

fearing

te 그리고

a man

u`po. 로부터

and

by

God(

o[lou 전

체 entire tou/ the e;qnouj 국가 nation tw/n of the VIoudai,wn 유대 Jews( evcrhmati,sqh 신
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was divinely directed u`po. 에 의해서

a`gi,ou 거룩한

holy

to.n oi=kon 집

house

metape,myasqai, 모셔 와
auvtou/ 그의

his

kai. 서

to send for

and

by

avgge,lou 천사

se 당신을

avkou/sai 듣도록

you

to hear

an angel

eivj 으로

to

r`h,mata 한 말

씀을 a message para. 으로부터 from sou/ 당신 youÅ

oi` de. ei=pan( Kornh,lioj e`katonta,rchj( avnh.r di,kaioj kai. fobou,menoj to.n
qeo,n( marturou,meno,j te u`po. o[lou tou/ e;qnouj tw/n VIoudai,wn( evcrhmati,sqh
u`po. avgge,lou a`gi,ou metape,myasqai, se eivj to.n oi=kon auvtou/ kai. avkou/sai
r`hm, ata para. sou/Å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백부장이요, 의롭고 하ㄴ님

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유대국가 전체로부터 평판이 좋은 코넬리오쓰
는, 당신을 그의 집으로 모셔 와서 당신으로부터 한 말씀을 듣도록 거룩한 천
사에 의해서 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And they said, "Cornelius, a centurion, a

righteous man, and fearing God, and being well spoken of by the entire nation of the
Jews, was divinely directed by a holy angel to send for you to come to his house and
hear a message from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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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vskalesa,menoj 불러들이고

Having called in

ou=n 그래서

therefore

auvtou.j 그들

을 them evxe,nisen 그는 (그들을) 숙박시켰다 he lodged (them)Å Th/| 에 on the de.
그때에 And evpau,rion 다음날 next day avnasta.j 일어나서 rising up evxh/lqen 그는 떠났다
he went away

su.n 과 함께

tw/n 중에서

of the

with

auvtoi/j 그들

avdelfw/n 형제들

brothers

them

kai, 그리고

tw/n 저들

those

and

tinej 몇사람이

avpo. 로부터

from

some

VIo,pphj

이옾파 Joppa sunh/lqon 동행했다 went with auvtw/| 그를 himÅ

eivskalesa,menoj ou=n auvtou.j evxe,nisenÅ Th/| de. evpau,rion avnasta.j evxh/lqen su.n

auvtoi/j kai, tinej tw/n avdelfw/n tw/n avpo. VIo,pphj sunh/lqon auvtw/|Å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는 (그들을) 숙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일어나
서 그는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 때에 이옾파로부터 저들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를 동행했습니다.

Having therefore called them in, he lodged them. And

on the next day, rising up he went away with them, and some of (the) those brothers
from Joppa went wit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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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에

on the

de. 그리고

And

evpau,rion 다음 날

eivsh/lqen 그는 들어

next day

갔습니다 they entered eivj 에 into th.n Kaisa,reian 카이싸레이아 CaesareaÅ o` de.
그런데 And Kornh,lioj 코넬리오쓰는 Cornelius h=n 있었습니다 was prosdokw/n 기다리
고 waiting for auvtou.j 그들을 them sugkalesa,menoj 소집해 놓고서 having called together

tou.j

the

suggenei/j 친척들을

relatives

auvtou/ 그의

his

kai. 과

and

tou.j avnagkai,ouj

가까운 close fi,louj 친구들 friendsÅ

th/| de. evpau,rion eivsh/lqen eivj th.n Kaisa,reian\ o` de. Kornh,lioj h=n
prosdokw/n auvtou.j sugkalesa,menoj tou.j suggenei/j auvtou/ kai. tou.j
avnagkai,ouj fi,loujÅ

그리고 다음 날에 그는 카이싸레이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넬리오쓰는 가까운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을 소집해 놓고서 그들
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nd on the next day they entered into Caesarea. And

Cornelius was waiting for them, having called together his relatives and close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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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때에

when

de. 그리고

And

evge,neto 갈

was

to.n Pe,tron 페트로쓰가

Peter(

sunanth,saj 만났고

Kornh,lioj 코넬리오쓰는

Cornelius

pesw.n 엎드렸고

the

po,daj 발

feet

proseku,nhsen (그를) 경배했습니다

tou/ eivselqei/n 들어
having met

having fallen

coming in

auvtw/| 그를

evpi. 앞에

at

him

o`

tou.j 그

worshiped (him)Å

w`j de. evge,neto tou/ eivselqei/n to.n Pe,tron( sunanth,saj auvtw/| o` Kornh,lioj
pesw.n evpi. tou.j po,daj proseku,nhsenÅ

그리고 페트로쓰가 들어갈 때에, 코넬

리오쓰는 그를 만났고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And
coming in, Cornelius having met him, and having fallen at the feet, and

when Peter was

worshiped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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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e. 그러나
auvto.n 그를

kai. 역시

also

But

le,gwn 라고 말하면서

him

evgw. 내

Pe,troj 페트로쓰는

auvto.j 자신

I

myself

h;geiren 추켜올리면서

Peter
saying\

avna,sthqi\ 일어나시죠!

a;nqrwpo,j 하나의 사람

a man

lifted up
Rise up

eivmi 입니다

amÅ

o` de. Pe,troj h;geiren auvto.n le,gwn( VAna,sthqi\ kai. evgw. auvto.j a;nqrwpo,j
eivmiÅ

그러나 페트로쓰는 그를 추켜올리면서, 일어나시죠! 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 역시 하나의 사람입니다. But Peter lifted him up, saying, Rise up: I myself also
am a man.

10 27

kai. 그리고

And

sunomilw/n 예기를 나누면서

eivsh/lqen 그는 들어갔다
finds

he went in

sunelhluqo,taj 함께 모여 있는 것을

kai. 그리고

and

talking with

auvtw/| 그와

him

eu`ri,skei 그는 발견한다

found gathered together

he

pollou,j 많은 자들이

many(

kai. sunomilw/n auvtw/| eivsh/lqen kai. eu`ri,skei sunelhluqo,taj pollou,j(
그리고 그와 예기를 나누면서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And talking with him, he went in, and he finds
many gather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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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h 그는 말했습니다
u`mei/j 자신들이

avqe,mito,n 불법

unlawful

yourselves

it is

to associate with

a Gentile\

e;deixen 보여주셨습니다

te 그리고

And

avndri. 사람이
h' 거나

kavmoi. 그러나 나에겐

has shown

pro.j 에게

evpi,stasqe 여러분 알지요!

evstin 인지를

kolla/sqai 사귀는 것은
avllofu,lw| 이방인을

he said

or

to

auvtou,j 그들

You know

for a man

w`j 얼마나

VIoudai,w| 유대

prose,rcesqai 방문하

and to me

them\

a Jew

to visit

o` qeo.j 하ㄴ님께서

mhde,na 어떤..도 수 없다(고 = 는 것을)

no

how

God

koino.n

더럽 common h' 고 or avka,qarton 불결하다 unclean le,gein 고 말할 to call a;nqrwpon 사
람 man\

e;fh te pro.j auvtou,j( ~Umei/j evpi,stasqe w`j avqe,mito,n evstin avndri. VIoudai,w|
kolla/sqai h' prose,rcesqai avllofu,lw|\ kavmoi. o` qeo.j e;deixen mhde,na koino.n
h' avka,qarton le,gein a;nqrwpon\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

람이 이방인을 방문하거나 사귀는 것은 얼마나 불법인지를 여러분 자신들이 알
지요! 그러나 나에겐 하ㄴ님께서 어떤 사람도 더럽고 불결하다고 말할 수 없다
고 보여주셨습니다.”

And he said to them, "You yourselves know how unlawful it

is for a man who is a Jew to associate with or to visit a Gentile, and to me, God has
shown to call no man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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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 그러므로

kai. 또한

h=lqon 나 왔습니다

objection

에

Therefore

or unclean."

having been summonedÅ

therefore

ti,ni 무슨

summon

me 저를

for what

also

I came

avnantirrh,twj 반대하지 않고

metapemfqei,j 데려오라고 보내셨기 때문

punqa,nomai 제가 묻겠습니다

lo,gw| 이유로

without

reason

I inquire

ou=n 그러므로

metepe,myasqe, 데려오셨는지요?

did you

meÈ

dio. kai. avnantirrh,twj h=lqon metapemfqei,jÅ punqa,nomai ou=n ti,ni lo,gw|
metepe,myasqe, meÈ

그러므로 데려오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 또한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저를 데려오셨는지요?
Therefore also I came without objection, having been summoned, I inquire therefore for
what reason did you summo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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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그래서

And

o` Kornh,lioj 코넬리오쓰가

Cornelius

e;fh 말했다

said\

avpo.

전에 ago teta,rthj 사 Four h`me,raj 일 days me,cri 쯤에 about tau,thj 이 this th/j

w[raj 시간
afternoon

hour

h;mhn 내가 있었다

I was

proseuco,menoj 기도를 하고

kai. 그런데

and

evnw,pio,n 앞에

ivdou. 보세요

before

mou 내

behold
me

th.n 에

praying

evn 에서

avnh.r 한 사람이

evn 입고

in

evna,thn 오후3시

the
in

tw/| oi;kw| 집

a man

evsqh/ti 옷을

at three in the

house

mou 내

e;sth 서 있었습니다

clothing

lampra/| 밝은

my(

stood

bright

kai. o` Kornh,lioj e;fh( VApo. teta,rthj h`me,raj me,cri tau,thj th/j w[raj
h;mhn th.n evna,thn proseuco,menoj evn tw/| oi;kw| mou( kai. ivdou. avnh.r e;sth

evnw,pio,n mou evn evsqh/ti lampra/|

그래서 코넬리오쓰가 말했습니다, “사 일 전

에 이 시간쯤에, 내 집에서 오후 3시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이 내 앞에 밝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And Cornelius said,

"Four days ago, about this hour, I was praying in my house at three in the afternoon; and
behold, a man stood before me in bright clothing

kai. 그리고

and

fhsi,n 말했다

eivshkou,sqh 들려졌다

said\

Kornh,lie 코넬리오쓰야!
sou 너의

has been heard

your

h` proseuch. 기도가

리고 and ai` evlehmosu,nai 자선들도 alms sou 너의 your
have been remembered

evnw,pion 앞에서

prayer

kai. 그

evmnh,sqhsan 기억되어졌다

tou/ qeou/ 하ㄴ님

before

Cornelius(

GodÅ

kai. fhsi,n( Kornh,lie( eivshkou,sqh sou h` proseuch. kai. ai` evlehmosu,nai
sou evmnh,sqhsan evnw,pion tou/ qeou/Å

그리고 말했습니다, “코넬리오쓰야! 너

의 기도가 들려졌다, 그리고 너의 자선들도 하ㄴ님 앞에서 기억되어졌다.”
and said, 'Cornelius, your prayer has been heard and your alms have been remembered
befor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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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yon 보내라
and

send

ou=n 그러므로

metaka,lesai 데려 와라

call for

Therefore

eivj

to

Si,mwna 씨몬을

VIo,pphn
Simon

성이..라 불리는 is surnamed Pe,troj 페트로쓰 Peter( ou-toj 그는

Joppa

kai. 그리고

who

evpikalei/tai

o]j
He

xeni,zetai 머무르

고 있다 lodges evn 에 in oivki,a| 집 (the) house Si,mwnoj 씨몬의 of Simon burse,wj 무두
장이인 a tanner para. 에서 by qa,lassan 바닷가(the) seaÅ

pe,myon ou=n eivj VIo,pphn kai. metaka,lesai Si,mwna o]j evpikalei/tai Pe,troj(
ou-toj xeni,zetai evn oivki,a| Si,mwnoj burse,wj para. qa,lassanÅ 그러므로 이옾
파로 보내라! 그리고 성이 페트로쓰라 불리는 씨몬을 데려 와라. 그는 바닷가
에서 무두장이인 씨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Therefore send to

Joppa

and

call

for Simon, who is surnamed Peter. He lodges in (the) house of Simon, a tanner, by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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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xauth/j 즉시로

Immediately

ou=n 그래서

therefore

e;pemya 나는 보냈습니다

I

sent

pro.j 에게로

for

se, 당신

you(

su, 당신께서

you

te 그리고

and

kalw/j 참

잘 right thing evpoi,hsaj 습니다 have done parageno,menoj 오셨 in comingÅ nu/n 이제는
Now

ou=n 이렇게 해서

tou/ qeou/ 하ㄴ님

pa,ntej 모두가

all

pa,resmen 나왔습니다

God

pa,nta 모든 일들을
commanded

therefore

all

soi 당신에게

things

you

ta.

h`mei/j 우리

are present

we

evnw,pion 앞에

avkou/sai 들으려고

prostetagme,na 명령이 내려진

that

u`po. 에 의해서

by

tou/

the

kuri,ou 주님

before

to hear

have

been

LordÅ

evxauth/j ou=n e;pemya pro.j se,( su, te kalw/j evpoi,hsaj parageno,menojÅ nu/n
ou=n pa,ntej h`mei/j evnw,pion tou/ qeou/ pa,resmen avkou/sai pa,nta ta.
prostetagme,na soi u`po. tou/ kuri,ouÅ

그래서 즉시로, 나는 당신에게로 보냈

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

가, 주님에 의해서 당신에게 명령이 내려진 모든 일들을, 들으려고 하ㄴ님
앞에 나왔습니다. Immediately therefore I sent for you, and you have done right thing
in coming. Now therefore, we are all

present before God to hear all things that you have

been commanded by the Lord."

C. 말마디 나누기
말마디를 익숙하게 익혀야, D. 단어 설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가. 이제 자신 속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동안에 10

17

~Wj de. evn e`autw/| dihpo,rei

갸. 페트로쓰는 여하간 무엇을 의미하는지

o` Pe,troj ti, a'n ei;h

거.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이

to. o[rama o] ei=den

겨. 보라! 보내졌던 그 남자들이

ivdou. oi` a;ndrej oi` avpestalme,noi

고. 코넬리오쓰에 의해서

u`po. tou/ Kornhli,ou

교. 씨몬의 집을 찾다가

dierwth,santej th.n oivki,an tou/ Si,mwnoj
evpe,sthsan evpi. to.n pulw/na

구. 그 대문에 나타났습니다
규.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면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18

kai. fwnh,santej evpunqa,nonto

그. 페트로쓰라 불리우는 씨몬이..냐?

eiv Si,mwn o` evpikalou,menoj Pe,troj

기. 여기서 손님으로-머무르고 있느

evnqa,de xeni,zetai

나. 그리고 페트로쓰는

19

Tou/ de. Pe,trou

냐.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dienqumoume,nou

너. 그 환상에 대해서

peri. tou/ o`ra,matoj

녀. 그 영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ei=pen Îauvtw/Ð| to. pneu/ma

노. 보라 세 남자들이 너를 찾고 있다

ivdou. a;ndrej trei/j zhtou/nte,j se
20

뇨. 그저 너는 일어나라, 내려가라

avlla. avnasta.j kata,bhqi

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kai. poreu,ou su.n auvtoi/j

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mhde.n diakrino,menoj

느. 그들을 [바로 내가} 보냈기 때문이니라

o[ti evgw. avpe,stalka auvtou,j

니. 그래서 페트로쓰는 남자들에게로 내려가서

21

kataba.j de. Pe,troj pro.j tou.j a;ndraj

다. 말했습니다, 보시죠 내가 그 사람이요 ei=pen ivdou. evgw, eivmi
댜.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자

o]n zhtei/te

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ti,j h` aivti,a

뎌. for which 당신들이 오신

diV h]n pa,reste

도.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됴. 코넬리오쓰는 백부장이요

22

oi` de. ei=pan

Kornh,lioj e`katonta,rchj

두. 의롭고 하ㄴ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avnh.r di,kaioj kai. fobou,menoj to.n qeo,n

듀. 그리고 평판이 좋은

marturou,meno,j te

드. 유대국가 전체로부터

u`po. o[lou tou/ e;qnouj tw/n VIoudai,wn

디. 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evcrhmati,sqh

라. 거룩한 천사에 의해서

u`po. avgge,lou a`gi,ou

랴. 그의 집으로 당신을 모셔와서

metape,myasqai, se eivj to.n oi=kon auvtou/

러. & 당신으로부터 한 말씀을 듣도록
려.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kai. avkou/sai r`h,mata para. sou/
23

eivskalesa,menoj ou=n auvtou.j

로. 그는 (그들을) 숙박시켰습니다

evxe,nisen

료. 그리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Th/| de. evpau,rion avnasta.j

루. 그들과 함께 그는 떠났습니다

evxh/lqen su.n auvtoi/j

류. 그때에 몇 사람이 저들 형제들 중에서

kai, tinej tw/n avdelfw/n tw/n

avpo. VIo,pphj sunh/lqon auvtw/|

르. 이옾파로부터 그를 동행했습니다
리. & 다음 날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마. 카이싸레이아에

24

th/| de. evpau,rion eivsh/lqen

eivj th.n Kaisa,reian

먀. 그런데 코넬리오쓰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o` de. Kornh,lioj h=n prosdokw/n auvtou.j
머. 그의 친척들을 소집해 놓고서

sugkalesa,menoj tou.j suggenei/j auvtou/

며.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kai. tou.j avnagkai,ouj fi,louj

모. & 페트로쓰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묘. 코넬리오쓰는 그를 만났고

25

w`j de. evge,neto tou/ eivselqei/n to.n Pe,tron

sunanth,saj auvtw/| o` Kornh,lioj

무.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경배했습니다 pesw.n evpi. tou.j po,daj proseku,nhsen
뮤. 그러나 페트로쓰는 그를 추켜올리면서

26

o` de. Pe,troj h;geiren auvto.n

므. 일어나시죠! 라고 말하면서

le,gwn avna,sthqi\

미. 내 자신 역시 하나의 사람입니다

kai. evgw. auvto.j a;nqrwpo,j eivmi

바. 그리고 그와 예기를 나누면서

27

kai. sunomilw/n auvtw/|

뱌.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합니다

eivsh/lqen kai. eu`ri,skei

버.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sunelhluqo,taj pollou,j

벼.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28

e;fh te pro.j auvtou,j

보. 여러분 자신들이 알지요!

u`mei/j evpi,stasqe

뵤. 얼마나 불법 인지를

w`j avqe,mito,n evstin

부. 유대 사람이

avndri VIoudai,w|

뷰. 이방인을 사귀거나 방문하는 것은

kolla/sqai h. ' prose,rcesqai avllofu,lw|

브. 그러나 나에겐 하ㄴ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kavmoi. o` qeo.j e;deixen
비. 어떤..도 수 없다(고 = 는 것을)

mhde,na

사. 사람 더럽고 불결하다고 말할

koino.n h' avka,qarton le,gein a;nqrwpon

샤. 그러므로 반대하지 않고 나 또한 왔습니다

29

dio. kai. avnantirrh,twj h=lqon

서. 데려오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metapemfqei,j punqa,nomai
셔. 그러므로 무슨 이유로,

ou=n ti,ni lo,gw|

소. 저를 데려오셨는지요?

metepe,myasqe, me

30

쇼. 그래서 코넬리오쓰가 말했다

kai. o` Kornh,lioj e;fh

수. 사 일 전에

avpo. teta,rthj h`me,raj

슈. 이 시간쯤에

me,cri tau,thj th/j w[raj

스. 내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h;mhn th.n evna,thn proseuco,menoj

시. 내 집에서

evn tw/| oi;kw| mou
kai. ivdou. avnh.r e;sth

아.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evnw,pio,n mou evn evsqh/ti lampra/|

야. 내 앞에 밝은 옷을 입고

31

어. 그리고 말했다 코넬리오쓰야!

kai. fhsi,n Kornh,lie

eivshkou,sqh sou h` proseuch.

여. 너의 기도가 들려졌다
오. 그리고 너의 자선들도 기억되어졌다

kai. ai` evlehmosu,nai sou evmnh,sqhsan
evnw,pion tou/ qeou/

요. 하ㄴ님 앞에서
32

우. 그러므로 보내라 이옾파로

pe,myon ou=n eivj VIo,pphn

유. 그리고 씨몬을 데려 와라

kai. metaka,lesai Si,mwna

으. who(자) 성이 페트로쓰..라 불리는

o]j evpikalei/tai Pe,troj

이. 그는 머무르고 있다

ou-toj xeni,zetai

자. 무두장이인 씨몬의 집에

evn oivki,a| Si,mwnoj burse,wj

쟈. 바닷가에서

para. qa,lassan

저. 그래서 즉시로

33

evxauth/j ou=n

져. 나는 당신에게로 보냈습니다

e;pemya pro.j se,

조. 그리고 당신께서는

su, te

죠. 참 잘 오셨습니다

kalw/j evpoi,hsaj parageno,menoj

주. 이제 이렇게 해서

nu/n ou=n

쥬. 우리 모두가

pa,ntej h`mei/j

즈. 하ㄴ님 앞에서

evnw,pion tou/ qeou/

지. 모든 일들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pa,resmen avkou/sai pa,nta

차. that(바) 당신에게 명령이 내려진

ta. prostetagme,na oi

챠. 주님에 의해서

u`po. tou/ kuri,ou

D. 단어 설명

10:17

[가]

~Wj de. evn e`autw/| dihpo,rei IdIpA3, 이제 자신 속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

는 동안에. dihpore,w 어리둥절해하다, 당황해하다. 종속접속사 ~Wj는 시간, 동
안,을 나타낸다. 페트로쓰가 환상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해 했으면, 널따란 지붕 위에
있으면서도, 오고가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지, 코넬리오쓰가 보낸 세 남자들이 대
문 앞에 와 있는 것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갸]

ti, a'n ei;h 여하간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 ei;h OpPrA3로 기원문이다.

주절의 동사 dihpo,rei는 미완료다. 역사적 시제다. 역사적 시제는 미완료, 부정과거,
대과거를 포함한다(41니). 누가는 주절의 동사로 역사적 시제가 오는 경우에는, 직설
법 대신 기원법이나 때로는 가정법을 사용하는 예문들을 발견하게 된다(hpv161,103
모). 원문에는 언제나 a'n이 함께 사용된다(BDF§386(1).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기원문
이 많이 나오지만, 17절은 신약에서는 희귀하게 사용된 기원문이다(M150). ei;h처럼
기원문 현재는 아주 드물다(R880). a'n이 직설법과 사용되면 흔히 생략되었는데 점차
적으로 기원문에서까지 생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MTIII198).

또한

a'n은 저자가 조

건절 없이 결과절을 표현할 때에 사용했었지만, 점차로 살아지면서 오직 숙어나 어휘
속에 들어 있던 a'n만 생존하게 되었다고 본다(MTIII122-3). 누가는 a'n을 간접의문문
에서 사용하기 좋아했고, 6회나 기원문을 사용한(MTIII130) 점은 누가 글을 특징이다
(MTIV62). 만일 ti, a'n ei;h을 귀결절로 보면, ‘만일 이해할 수 있다면’과 같은 조건절
이 생략된 것으로 본다(M151,B343). 신약에서 a'n과 함께 사용된 기원문은 오직 누가
복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B179).
[거]

to. o[rama o] ei=den IdAoA3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이. ei=don 보다. 동사

dihpo,rei IdIpA3,과 ei=den IdAoA3 중에서 ei=den이 앞에 일어난 동작이다. dihpo,rei
는 ei=den의 결과로 나온 동작이다. 따라서 ei=den은 영어로 옮길 때에는 he had seen처
럼 대과거로 옮겨야 한다(hpv100.98며). o[rama는 잠이나 활홍경 속에서 신에 의해서
수여된 환상이다(Th).
[겨]

ivdou. oi` a;ndrej oi` avpestalme,noi(PaPeP,Nm) 보라! 보내졌던 그 남자들

이,에서 ivdou. 앞에는 kai.가 없는데, 이유는 kai.가 너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쓸데없
는 것으로 보고 뺀 것이다. 사본 CD에는 kai. ivdou.라고 kai.가 적혀있다(MTIII335).

avposte,llw 데려오도록 보내다. PaPe avpestalme,noi는 동작의 완료를, 또한 그 완료로
인한 결과를 표현할 수도 있다(B154) .

u`po. tou/ Kornhli,ou 코넬리오쓰에 의해서,에서 u`po.는 대리인agent으로

[고]

사용되었다(R579).

[교]

dierwth,santej(PaAoA,Nm) th.n oivki,an tou/ Si,mwnoj 씨몬의 집을 찾다

가, dierwta,w 물어서 찾다, 알아내기 위해서 묻다,는 본 절에서만 사용되었다. 동의어
로는 punqa,nomai가 있는데, 헤로드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
데서 태어나는지 누구가 아느냐?고 물을 때 사용된 단어가 punqa,nomai이다(마태2:4):

evpunqa,neto(IdIpM3D) parV auvtw/n pou/ o` Cristo.j genna/taiÅ(IdPrP3) 그는 그리스
도가 어데서 태어나게 되는지를 알아내기-위해서 그들에게 물었다.

evpe,sthsan(IdAoA3) evpi. to.n pulw/na(4) 그들이 그 대문에 나타났다,에

[구]

서 대격(4)을 취한 evpi는 ‘장소’를 나타낸다(R603). evfi,sthmi 나타나다, 서 있다. 동
사 evpe,sthsan다음에는 대격을 취한 전치사 evpi.가 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행전
11:11에선 evpe,sthsan evpi. th.n oivki,an 그들이 집에 나타났다,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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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fwnh,santej(PaAoA,Nm) evpunqa,nonto(IdIpM3D) 누군가를 부르면서 그

들은 물었다. fwne,w 부르다, 소리내다. punqa,nomai 묻다, 알아보려고 묻다. 미
완료와 부정과거의 차이점은 미완료가 선과 같은 동작이라면, 부정과거는 한 점과 같
은 동작에 있다. 묻는다는 동사는 미완성 동작으로 시작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대답을
듣는 때가 있고 확인하는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완료 evpunqa,nonto가 사용되었다(MTIII64).
[그]

씨몬이..지를.

eiv Si,mwn o` evpikalou,menoj(PaPrP,Nm) Pe,troj

페트로쓰라

불리우는

evpikale,w 성씨surname를 주다, 부르다, 성으로 부르다. 분사 o`

evpikalou,menoj는 Si,mwn과 동격이며 영어로는 관계대명사절로 옮긴다(MTIII152):
Si,mwn o` evpikalou,menoj Simon, who is surnamed Peter. o` evpikalou,menoj처럼 [정
관사+분사]는 형용사와 같다. 분사 다음에 놓인 고유명사 Pe,troj를 수식한다(R1107)
신약에 정관사분사 the articular participle 용례들이 상당 수 있다(R1108).
[기]

evnqa,de xeni,zetai(IdPrP3) 여기서 손님으로-머무르고 있는. xeni,zw 손님

으로 받다. evpunqa,nonto(IdIpM3D) eiv Si,mwn o` evpikalou,menoj Pe,troj evnqa,de

xeni,zetai(IdPrP3) 그들은 물었습니다, 페트로쓰라 불리우는 씨몬이 여기서 손님으로
-머무르고 있습니까? 본동사가 evpunqa,nonto 미완료다. 미완료는 역사시제(미완료, 과
거, 대과거) secondary verb에 속한다. 시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같
은 문장에서 동사가 현재인 xeni,zetai가 와서 시제에 변화가 왔다(R1043).
간접의문문인가 직접의문문인가? 간접의문문은 보고자가 말을 자기말로 바꾸어
서 하는 말이다(103며).

A.T.Robertson은 '묻는다'는 동사 evpunqa,nonto 다음에 eiv가

왔기 때문에 간접의문문의 하나로 계수했다(R1045,hpv160). 그러나 Moule은 간접의
문문에는 evnqa,de가 오지 않고 evkei가 와야 한다는 점, 그리고 eiv는 의문사라는 점에서,
전여 간접의문문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They were enquiring, Does Simon...lodge
here?" (M154). 이 문장은 직접의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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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dienqumoume,nou PaPrM,m2D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dienqume,omai 숙고하다, 생각하다. PaPrA,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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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zhtou/nte,j(PaPrA,Nm) se 너를 찾고 있다, zhte,w 찾다.

[뇨]

avlla. avnasta.j(PaAoA,Nm2,명령형으로)

kata,bhqi(ImAoA2) 그저 너는

일어나라, 내려가라! avlla.는 명령이나 요청 앞에서 사용된다(BDF§448(3). 더
나아가서

avlla.는 명령형 앞에서 일종의 삽입구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MTIII330).

avnasta.j는 분사가 불필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본다. 필요성이 있다면

‘가볍게 시간’을 표현하는 글기nuance가 있다고 보는 정도다(MTIII154). avni,sthmi 일

어나다. katabai,nw 내려가다. avnasta.j kata,bhqi처럼 접속사 없이 단어를 나열해 놓은
표현법을 병열법parataxis이라 칭한다(MTIII155). 또한 avnasta.j kata,bhqi에는 avna와

kata,가 대조를 이루는 점도(R571) 유의해야 한다. kata,는 장소에서 ‘아래로’를 뜻하
는 반면에, avna는 ‘위에로’를 뜻한다. 일어서는 동작은 ‘위에로’ 동작이 움직이는 행동
이다. 신약에서 -bhqi -sthqi -sta/ -ba/ 등이 명령형 접미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되었다(MTII210). avnasta.j kata,bhqi의 표현은 히브리어의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히브리어에서는

%l;h'가

awB %l;h'를

모방해서

불필요할 때가 많지만, avnasta.j를 참

으로 불필요한 단어인가는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MTII453).
[누]

poreu,ou(ImPrM2D) 가거라, poreu,omai 가다, 여행하다.

[뉴]

mhde.n diakrino,menoj(PaPrM,Nm2)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mhde.n

형명An,에서 mhde.n은 형용사이지만 명사처럼 사용되었다(BDF§154).

mhdei,j mhdemi,a mhde,n 아무것도.

diakri,nw 구별하다, 바르게 판단하다, 인식하다,

결정을 내리다, 문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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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evgw. avpe,stalka(IdPeA1) 바로 내가 보냈다, avposte,llw 보내다.

[뇨]

zhtei/te IdPrA2 zhte,w 찾다

[더]

ti,j h` aivti,a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ti,j는 때로는 동격처럼 사용되는 경

향이 있다(R735). 보기, Ti,j ou-to,j evstin 이는 누구입니까?(누가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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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

diV h]n pa,reste(IdPrA2)

[듀]

fobou,menoj(PaPrP,Nm) to.n qeo,n

for which

당신들이 오신, pa,reimi 여기에 있다.

marturou,meno,j(PaPrP,Nm) te 하ㄴ

님을 두려워하 고 평판이 좋은,에서 소어 te는 2개의 분사를 연결한다(R1178).

marture,w 증언하다. Kornh,lioj e`katonta,rchj( avnh.r di,kaioj kai. fobou,menoj to.n
qeo,n(에서 현재 분사 fobou,menoj는 동작의 시간이나 진행과는 상관없이, 단순한 형용

사처럼 주어를 설명한다(B123).
[디]

evcrhmati,sqh (IdAoP3) 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crhmati,zw 신의 지시를

받다. 부정과거가 사용된 단어들이 evcrhmati,sqh...metape,myasqai,...avkou/sai 3개나 나
오는데 모두 순발적인 동작을 표현한다(R832).
[랴]

metape,myasqai,(InAoM) se eivj to.n oi=kon auvtou/ 그의 집으로 당신을 모

셔 와서,에서 metape,mpw 데리고 오라고 보내다. metape,myasqai,처럼 meta가 오면 많
은 경우에 eivj가 따라온다(R561). metape,myasqai,는 보고자가 자기 말로 바꾸어서 말
하는 간접화법이며, metape,myasqai,처럼 부정사로 표현한다(hpv159,103마).
[러]

para. sou/는

avkou/sai(InAoA) r`hm, ata para. sou/ 당신으로부터 한 말씀을 듣도록,에서
탈격이다(R614). 탈격은 출처, 원천, 분리, 이탈 등의 의미를 표현한다

(R514). 따라서 para. sou/를 ‘당신으로부터’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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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eivskalesa,menoj(PaAoM,NmD) ou=n auvtou.j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집-안

으로 불러들이고, eivskale,omai 자신의 집안으로 영접하다, 자신 속으로 불러들
이다(Th). 중간태가 왔기 때문에 ‘자신의’라는 표현이 첨가되었다(R809,Th).
[로]

evxe,nisen IdAoA3 그는 (그들을) 숙박시켰다. xeni,zw 식사로 대접하다.

eivskalesa,menoj ou=n auvtou.j evxe,nisenÅ 본동사 보다 앞선 동작인 부정과거 분사
eivskalesa,menoj를 영어로 옮길 때에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분사를 사용하
거나, 능동태 동사와 접속사를 사용하는 문형들이다(B138). Having therefore invited
them in, he lodged them(DBY). So he invited them in and gave them lodging
(NAU).
[루]

avnasta.j evxh/lqen IdAoA3 일어나서 그는 떠났다, evxe,rcomai 떠나다.

avnasta.j evxh/lqen는 20절 (뉴)를 참고하라(MTII453).
[르]

sunh/lqon IdAoA3 auvtw/| 그들이 그를 동행했다, sune,rcomai 함께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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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먀]

eivsh/lqen IdAoA3 그는 들어갔다, eivse,rcomai 들어가다,
h=n prosdokw/n PaPrA,Nm 기다리고 있었다. prosdoka,w 기다리다.

h=n prosdokw/n = [eivmi,미완료+분사] 형식으로 분사 동작의 지속, 계속성duration을
강조한다(WC75,MTII452). [eivmi,미완료+분사] 형식을 분연동사 미완료라 칭한다(98
샤.hpv114)
[머]

sugkalesa,menoj (PaAoM,Nm) tou.j suggenei/j auvtou/ 그의 친척들을 소

집해 놓고서,에는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타동사인데도 중간태 동사가 사용되었다
(MTIII55). sugkal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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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w`j de. evge,neto(IdAoM3D) tou/ eivselqei/n(InAoA2) to.n Pe,tron 페트로

쓰가 들어갈 때에,에서 정관사를 취한 부정사가 왔다. [정관사tou/+부정사

eivselqei/n]형식이, 사실상 주어이며(hpv177,103셔), to.n Pe,tron과 동격으로 사용된
예문이다. to.n Pe,tron은 주격이고,

tou/ eivselqei/n도 Pe,tron과 동격이기 때문에 주격

이다(M129). 속격 tou/와 부정사를 주격으로 삼은 점이 특이하다(R393,RD435d). 또
한 부정사과 속격 tou/를 취하면서 동사의 목적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는 고전 그
리스어와는 거리가 멀고, 부정사 앞에 오는 속격 tou/의 성격은 사실상 고전 그리스어
의 말기에서는 살아져 버렸다(B404). tou/ eivselqei/n은 순수한 명사구문과 같다
(MTI217). 여기에서 부정사는 변하지 않고 중성으로 언제나 단수로만 사용되지만, 부
정사와 사용된 정관사는 문장에서 변화한다(RD455c). 그러나 tou/ eivselqei/n에서의 정
관사 tou/는 원형처럼 굳어진 것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것으로 사용했다(RD455d).
페트로쓰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27절에서다. 이를 고려하면 evge,neto
(IdAoM3D)
(Zr§386).

tou/ eivselqei/n에는 들어가는 동작은 곧 이루어지는 글기가 있다
이런 점들을 빠트리지 않고서, w`j de. evge,neto tou/ eivselqei/n to.n Pe,tron

를 옮기면 '페트로쓰가,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라는 번역문이 나온다.

그리고 w`j\\\Pe,tron는 그리스어 보다는 히브리어

yhiy>w:)

> kai. evge,neto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숙어에 속한다(M174,MTI16). 더 나아가서 w`j\\\Pe,tron는 히브리어
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문장치고는 매우 서투른 작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70
인역자들이 히브리어 시제를 그리스어 시제로 옮기는데 매우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R98). 누가가 신약의 어느 저자들 보다 [정관사+부정사] 형식을 더 많이 사용했다
(R996). 주어로 사용된 [정관사+부정사] 형식의 보기들 2/3가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다(R1002). [정관사tou/+부정사eivselqei/n]형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관사+부정
사]

형식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관부정사

the

articular

infinitive(RD455c)‘라 이름을 붙였다.
[묘]

sunanth,saj(PaAoA,Nm) auvtw/| o` Kornh,lioj 코넬리오쓰는 그를 만났고,

sunanta,w
[무]

pesw.n(PaAoA,Nm) evpi. tou.j(4) po,daj

그 발 앞에 엎드렸고, pi,ptw

evpi가 대격(4)을 취하면 ‘어데에’에 해당하는 의미를 표현한다(BDF§233).
proseku,nhsen IdAoA3 경배했다, prosku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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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vgw. auvto.j a;nqrwpo,j eivmi 내 자신 역시 하나의 사람입니다,에서 3인칭

대명사 auvto.j는 본디 앞서 나온 단어를 지칭했다. 이를 소급어anaphoric라 칭
한다. 더 나아가서 auvto.j는 강조어로도 사용된다(RY73). 강조어로 사용될 때에는
1.2.3인칭 모두를 강조할 수 있다. 때로는, 강조어로 사용될 때에 auvto.j가 ‘그’를 뜻하
는지 ‘자신’을 뜻하는지 식별하기 곤란할 예문도 있다(R686).
[뮤]

h;geiren(IdAoA3) auvto.n 그를 추켜올리면서, evgei,rw 추켜올리다.

[므]

le,gwn(PaPrA,Nm) avna,sthqi(ImAoA2)\ 일어나시죠! 라고 말하면서

avni,sthmi 일으키다. le,gwn은

rmoale를

번역한 단어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사용된

다(MTIII315). 현재분사 le,gwn은 진행중인 동작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아닌 상태state
를 표현한다(hpv259,106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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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unomilw/n(PaPrA,Nm) auvtw/| 그와 예기를 나누면서, sunomile,w

[뱌]

eivsh/lqen(IdAoA3) kai. eu`ri,skei(IdPrA3) 그는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발

견한다, eivse,rcomai, eu`ri,skw

[버]

sunelhluqo,taj(PaPeA,4m) pollou,j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sune,rco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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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

w`j avqe,mito,n(ㅎNn) evstin 얼마나 불법 인지를,에서 w`j가 o[ti처럼 간접화

법 indirect discourse을 인도한다. 즉, w`j는 ‘얼마나o[ti‘(R1045)와 같은 뜻으로
일종의 선언문을 인도한다(R967,1032). 신약에서 간접화법을 표현할 때는 o[ti를 사용
한다. 보기(요한4:19) qewrw/ o[ti profh,thj ei= su,Å 나는 당신이 예언자라는 것을 안
다. 그러나 신약에서 w`j가 간접화법을 인도하는 예문은 없으나 28절이 그래도 w`j가
간접화법을 인도하는 예문에 해당하는 유일한 문장이다(RD§451(1). w`j의 사용은 누
가복음서와 바울서신에만 국한 돼 있다(MTIII137). avqe,mitoj 불법의.
[벼]

e;fh(IdAoA3) te 그리고 그는 말했다, fhmi,

[보]

u`mei/j evpi,stasqe(IdPrM2D) 여러분 자신들이 알지요!

evpi,stamai 내가

안다‘는 15회 사용되었고 주로 사도행전에만 나오고 있다(MTIII314).

[뷰]

kolla/sqai(InPrP) h' prose,rcesqai(InPrMD) avllofu,lw| 이방인을 사귀거

나 방문하는 것은, kolla,w 가깝게 한 패가 되다, 단결하다. prose,rcomai 접근하다.

avllo,fuloj on 외국인, 이방인.
[브]

kavmoi. o` qeo.j e;deixen 그러나 나에겐 하ㄴ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kavmoi.

에서 kai,는 분리접속사disjunctive로 보았다(Zr§455b).

[비사]

mhde,na koino.n h' avka,qarton le,gein a;nqrwpon 어떤 사람도 더럽고 불

결하다고 말할 수 없다, 부정어 mh,는 의심이 가거나, 간접적이고, 부정적인 관념이나
바람을 표현하는 반면에, ouv는 직접적이고, 긍적적이고, 부정적인 사실들을 표현한다.

ouv는 직설법 동사들을 부정하는 반면에, mh,는 성취되지 않은 조건절에서 사용되며, 가
정법, 기원법, 명령법 등을 부정한다. 또는 mh,는 부정사를 부정하기도 하며, 조건절과
거의 대등한 분사구문을 부정하기도 한다. ouv가 분사구문을 부정하는 예문들은 신약에
서 17곳이다(hpv267,107갸).
이 문장은 페트로쓰가 15절에서 소리fwnh.로부터 들은 말을, 자신의 말로 바꾸
어서 간접화법식으로 전달한 것이다(hpv145,103느). 페트로쓰가 직접 들은 말은 15절
에 나오는,

}A o` qeo.j evkaqa,risen( su. mh. koi,nouÅ "What God has made clean, you

must not consider ritually unclean!(NET)이다.

koino,j h,, o,n ㅎ, 보통의, 예식적으

로 더러운, 불결한. avka,qartoj on 불결한,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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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dio. kai. avnantirrh,twj h=lqon(IdAoA1) metapemfqei,j 데려오라고 보내셨

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대하지 않고 나 또한 왔습니다. dio.는 추리접속사
inferential conjunction로, 진행 중인 대화의 끝(주로, 결론)을 표현한다. 분사인

metapemfqei,j 동작이 부정과거 h=lqon 동작 보다 앞선 동작이다(R1113).
avnantirrh,twj ㅎ & 부사, 묻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Moulton은 rr가 온
avnantirrh,twj 대신에, r가 하나인 그리고 끝음절에 단오음이 온 avnanti,rhtoj를 사전
에 올렸다(M276). -toj는 대부분 수동태적인 의미를 표현하지만, 본 절에서는 능동
태적인 뜻을 표현한다(Zr§142). e;rcomai

[서]

metapemfqei,j(PaAoP,Nm1) punqa,nomai(IdPrM1D) 데려오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metape,mpw, punqa,nomai

[셔]

ou=n ti,ni lo,gw| 그러므로 무슨 이유로, ou=n은 지금 진행 중인 대화의 끝

을 표현한다. 간접의문문에 ti,ni가 사용되는 것은 고전 그리스어에 나타나는 숙어인데,
신약성경에서도 간접의문문을 표현할 때에 ti,ni가 사용된 뚜렸한 예문으로(R739) 본
절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의문절엔, 고전 그리스어에선 숙어인, 관계대명사

o[stij가 빠졌다(R1044).

10:30

[소]

metepe,myasqe,(IdAoM2) me 당신들은 저를 데려오셨는지요? metape,mpw

[수]

avpo. teta,rthj h`me,raj 사 일 전에,는 특이한 숙어다(M73). 고전 그리스어

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에는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서수 ordinal number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한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R793).
이 숙어적 표현법이 그대로 avpo. teta,rthj h`me,raj에 사용된 것이다.

[슈]

me,cri tau,thj th/j w[raj 이 시간쯤에 . me,cri는 본디는 부사다. 전치사 이

면서 접속사 기능도 있다. 본 절에선 속격을 취한 부사전치사로(BW10) 시간을 표현
한다(R645). me,cri가 고전 그리스어에서 부사로 사용되는 예문이 많지 않았기 때문
에, 신약에서도 단순부사로 사용되는 예문은 없다(R645).
[스]

h;mhn th.n evna,thn(4) proseuco,menoj(PaPrM/P,Nm1D) 내가 9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 th.n evna,thn(4)이 "9째 시간의 기도", 9째 시간처럼 시간의 한 점
을 표현한다(MTIII248). 관계대격 accusative of respect으로 시간의 연장(한 시간 전
체(R471)이나 확장이 아니고 시간의 한 점을 표현하는 것은 이상할 정도라고 본다
(M34). 대격(4)은 시간이나 장소의 확장을 표현할 수 있다(hpv18,94규). 유대인의 시
간은 오전 6시부터 첫 시간이 시작된다. 따라서 9째 시간이면 오후3시가 된다. 그리고
관계대격이 사용되면 언제나 proseuco,menoj처럼 수동태형이 따라온다. proseu,comai.

h;mhn...proseuco,menoj = [eivmi,미완료+분사] 형식으로 분사 동작의 지속, 계속성
duration을 강조한다(WC75,MTII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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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avnh.r e;sth(IdAoA3)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i[sthmi

[어]

fhsi,n(IdPrA3) Kornh,lie 코넬리오쓰야! 그는 말했다 fhmi,

졌다.

[여]

eivshkou,sqh(IdAoP3) sou h` proseuch. 너의 기도가 들려졌다, eivsakou,w

[오]

ai` evlehmosu,nai nfN sou evmnh,sqhsan(IdAoP3) 너의 자선들도 기억되어

evlehmosu,nh 자선. mimnh,|skw 기억하다. eivshkou,sqh(IdAoP3)와 evmnh,sqhsan

(IdAoP3)는 부정과거인데도, 동작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현재 남아 있는 현
재완료로 번역하도록 요구되는 구문이다. 따라서 영어로 ... has been heard and ...
have been remembered로 옮겼다(hpv106,98버).
10:32

[우]

pe,myon(ImAoA2) ou=n eivj VIo,pphn 그러므로 이옾파로 보내라, pe,mpw

[유]

metaka,lesai(ImAoM2) Si,mwna 씨몬을 데려 와라. metakale,w

[으]

o]j evpikalei/tai(IdPrP3) Pe,troj 성이 페트로쓰..라 불리는,에서 서술분사

인 evpikalei/tai는 서술 형용사처럼 정관사를 취할 필요가 없다(R1105). evpikale,w

[이]

[자]

ou-toj xeni,zetai(IdPrP3) 그는 머무르고 있다, xeni,zw
evn oivki,a| Si,mwnoj burse,wj 무두장이인 씨몬의 집에,에서 Si,mwnoj

burse,wj는 동격관계이다(R399). 주어와 술어가 동격관계에 놓이는 예문도 많다. 동격
은 어느 격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쟈]

para. qa,lassan 바닷가에서,는 전치사 구다. 전치사 구는 때때로 그 자체

가 한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R792). 따라서 para.

qa,lassan는 정관사가 없다. 그러나 para. th.n qa,lassan처럼(마태4:18) 정관사가 사
용된 표현도 10회나 신약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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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evxauth/j ou=n 그래서 즉시로, evxauth/j는 형용부사다.

[져]

e;pemya(IdAoA1) pro.j se, 나는 당신에게로 보냈습니다, pe,mpw

[죠]

kalw/j evpoi,hsaj(IdAoA2) parageno,menoj(PaAoM,Nm2D) 참 잘 오셨습

니다. 때로는 분사를 사용해서 본동사 보다 앞선 동작을 표현한다. 따라서

parageno,menoj이 evpoi,hsaj보다 앞선 동작으로 본다(BDF§339(1). 마태27:4로 보기를
들어보자, {Hmarton (IdAoA1) paradou.j(PaAoA,Nm1) ai-ma avqw/o
| nÅ 나는 무고한 자
가 죽도록 배신함으로 죄를 범했다. 분명히 분사 paradou.j가 본동사인

{Hmarton 보

다 앞서 일어난 동작이다. paragi,nomai, poie,w
그러나 MT는 evpoi,hsaj와 parageno,menoj 동작들을 같은 행동 identical action
으로 본다(B139). 본 동사가 parageno,menoj처럼 부정과거 분사 앞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모두 동시동작이나, 같은 동작으로 본다(MTI131,III80,R1113). 마태27:4에서는

paradou.j가

완전히

끝난

후에

{Hmarton동작이

나왔다.

그러나

evpoi,hsaj와

parageno,menoj 동작들은, 하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한 동작이 시작되는 행동들
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파피루스 사본들과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kalw/j poih,seij와
부정과거

분사로

‘please'라는

뜻을

표현을

근거로(MTI228)

evpoi,hsaj와

parageno,menoj 동작들을 같은 행동으로 본다. A.T.Robertson은 동시동작이라고 표현
한다(R860). 분사 parageno,menoj는 주격이다(MTIII159). Burton(447)은 분사가 본
동사와 같은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고 본다.
[주]

nu/n ou=n 이제 이렇게 해서,에서 ou=n은 강조력을 가지고 있다(DM255).

[지]

pa,resmen avkou/sai(InAoA) pa,nta 모든 일들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에서

avkou/sai는 단순 부정사로 목적을 나타낸다(MTIII135,R990,B366,RY168). avkou,w. 신
약에 나오는 목적 부정사로는 단순 부정사, tou/와 부정사, eivj to,와 부정사,

pro.j to,

와 부정사, w[ste와 부정사 등이 있다(R1088).
[차]

prosta,ssw

ta. prostetagme,na(PaPeP,An) soi

that(바)

당신에게 명령이 내려진,

E. 보지 않고 번역하기
17

~Wj de. evn e`autw/| dihpo,rei o` Pe,troj ti, a'n ei;h to. o[rama o] ei=den( ivdou. oi`

a;ndrej oi` avpestalme,noi u`po. tou/ Kornhli,ou dierwth,santej th.n oivki,an tou/
Si,mwnoj evpe,sthsan evpi. to.n pulw/na(

18

kai. fwnh,santej evpunqa,nonto eiv Si,mwn o`

evpikalou,menoj Pe,troj evnqa,de xeni,zetaiÅ

19

tou/ de. Pe,trou dienqumoume,nou peri.

tou/ o`ra,matoj ei=pen Îauvtw/Ð| to. pneu/ma( VIdou. a;ndrej trei/j zhtou/nte,j se(

20

avlla.

avnasta.j kata,bhqi kai. poreu,ou su.n auvtoi/j mhde.n diakrino,menoj o[ti evgw.
21

avpe,stalka auvtou,jÅ

kataba.j de. Pe,troj pro.j tou.j a;ndraj ei=pen( VIdou. evgw, eivmi

o]n zhtei/te\ ti,j h` aivti,a diV h]n pa,resteÈ

22

oi` de. ei=pan( Kornh,lioj e`katonta,rchj(

avnh.r di,kaioj kai. fobou,menoj to.n qeo,n( marturou,meno,j te u`po. o[lou tou/ e;qnouj
tw/n VIoudai,wn( evcrhmati,sqh u`po. avgge,lou a`gi,ou metape,myasqai, se eivj to.n oi=kon
auvtou/ kai. avkou/sai r`h,mata para. sou/Å

23

eivskalesa,menoj ou=n auvtou.j evxe,nisenÅ Th/|

de. evpau,rion avnasta.j evxh/lqen su.n auvtoi/j kai, tinej tw/n avdelfw/n tw/n avpo.
VIo,pphj sunh/lqon auvtw/Å|

24

th/| de. evpau,rion eivsh/lqen eivj th.n Kaisa,reian\ o` de.

Kornh,lioj h=n prosdokw/n auvtou.j sugkalesa,menoj tou.j suggenei/j auvtou/ kai. tou.j
avnagkai,ouj fi,loujÅ

25

w`j de. evge,neto tou/ eivselqei/n to.n Pe,tron( sunanth,saj auvtw/|

o` Kornh,lioj pesw.n evpi. tou.j po,daj proseku,nhsenÅ

26

o` de. Pe,troj h;geiren auvto.n

le,gwn( VAna,sthqi\ kai. evgw. auvto.j a;nqrwpo,j eivmiÅ
eivsh/lqen kai. eu`ri,skei sunelhluqo,taj pollou,j(
evpi,stasqe

w`j

avqe,mito,n

evstin

avndri.

28

VIoudai,w|

27

kai. sunomilw/n auvtw/|

e;fh te pro.j auvtou,j( ~Umei/j
kolla/sqai

h'

prose,rcesqai

avllofu,lw|\ kavmoi. o` qeo.j e;deixen mhde,na koino.n h' avka,qarton le,gein a;nqrwpon\
29

dio. kai. avnantirrh,twj h=lqon metapemfqei,jÅ punqa,nomai ou=n ti,ni lo,gw|

metepe,myasqe, meÈ

30

kai. o` Kornh,lioj e;fh( VApo. teta,rthj h`me,raj me,cri tau,thj

th/j w[raj h;mhn th.n evna,thn proseuco,menoj evn tw/| oi;kw| mou( kai. ivdou. avnh.r e;sth
evnw,pio,n mou evn evsqh/ti lampra/|

31

kai. fhsi,n( Kornh,lie( eivshkou,sqh sou h`

proseuch. kai. ai` evlehmosu,nai sou evmnh,sqhsan evnw,pion tou/ qeou/Å

32

pe,myon ou=n

eivj VIo,pphn kai. metaka,lesai Si,mwna o]j evpikalei/tai Pe,troj( ou-toj xeni,zetai evn
oivki,a| Si,mwnoj burse,wj para. qa,lassanÅ

33

evxauth/j ou=n e;pemya pro.j se,( su, te

kalw/j evpoi,hsaj parageno,menojÅ nu/n ou=n pa,ntej h`mei/j evnw,pion tou/ qeou/
pa,resmen avkou/sai pa,nta ta. prostetagme,na soi u`po. tou/ kuri,ouÅ
F. 행전10:17-33은

페트로쓰 아직도 환상에 대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동안에,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영의 지시를 들었고, 의롭
고 하ㄴ님을 두려워하고 평판이 좋은 백부장 코넬리오쓰가 당신을 모시고 돌아오라는
신의 지시를 받고서 우리들이 도착했습니다고 설명하자 페트로쓰는 다음 날 그들을 따
라 갔다.
페트로쓰가 코넬리오쓰를 만나자 땅에 엎드려 자기를 경배하는 코넬리오쓰를,
자신도 하나의 사람이라면서 부추겨 세우면서,

코넬리오쓰 집에 모인 많은 자들에게,

하ㄴ님께서 어떤 사람도 더럽고 불결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영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
방인을 상대하지 않는 유대인인 내가 반대 없이 따라 왔다고 말한다.
코넬리오쓰는 사일 전 오후 3시 쯤에 기도를 하는데 밝은 옷을 입은 천사가 나
타나 너의 선행과 기도가 하ㄴ님께 올라갔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바닷가에서 무두장이
인 씨몬의 집에 유하는 페트로쓰를 데려오라고 지시를 받고 즉시로 사람들을 보내어
당신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내려진 하ㄴ님의 명령을 우리 모
두가 들으려고 모이게 됬다는 내용이다.

G. 행전10:17-33에 나오는 단어들 모음

{Hmarton (IdAoA1) 나는 죄를 범했다

행전10:33

~Wj de. evn e`autw/| dihpo,rei 이제 자신 속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동안에
ai` evlehmosu,nai nfN sou 너의 자선들도
ai-ma avqw/o| nÅ 무고한 자가 죽도록
avkou/sai (InAoA) 듣도록

행전10:31

행전10:33

avka,qartoj on 불결한, 부정한

행전10:28.

행전10:22

avlla. avnasta.j kata,bhqi 그저 너는 일어나라, 내려가라
avllo,fuloj on 외국인, 이방인

행전10:20

행전10:28.

avna,sthqi (ImAoA2)\\ 일어나시죠!

행전10:26

avnantirrh,twj ㅎ & 부사, 묻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avnasta.j (PaAoA,Nm2,명령형으로) 너는 일어나라
avna는 ‘위에로’

행전10:17

행전10:29

행전10:20

행전10:20

avndri VIoudai,w| 유대 사람이

행전10:28

avnh.r di,kaioj kai. fobou,menoj to.n qeo,n
avni,sthmi 일어나다.

의롭고 하ㄴ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행전10:22

행전10:20

avpestalme,noi(PaPeP,Nm) 보내졌던
avpo. teta,rthj h`me,raj 사 일 전에

행전10:17

행전10:30

avpo. VIo,pphj sunh/lqon auvtw/| 이옾파로부터 그를 동행했습니다
avposte,llw 데려오도록 보내다
avqe,mito,n (ㅎNn)

행전10:17

avposte,llw 보내다
avqe,mitoj 불법의.

행전10:28

crhmati,zw 신의 지시를 받다

행전10:23
행전10:20

행전10:28

행전10:22

diakri,nw 구별하다, 바르게 판단하다, 인식하다, 결정을 내리다, 문제 삼다
diakrino,menoj (PaPrM,Nm2),

행전10:20

dienqume,omai 숙고하다, 생각하다. PaPrA,Nm

행전10:19

dienqumoume,nou PaPrM,m2D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dierwta,w 물어서 찾다, 알아내기 위해서 묻다
dierwth,santej (PaAoA,Nm)

행전10:19

행전10:17

행전10:17

dierwth,santej th.n oivki,an tou/ Si,mwnoj 씨몬의 집을 찾다가

행전10:17

행전10:20

dihpo,rei IdIpA3, 그는 어리둥절했다

행전10:17

dihpore,w 어리둥절해하다, 당황해하다

행전10:17

dio. kai. avnantirrh,twj h=lqon 그러므로 반대하지 않고 나 또한 왔습니다
diV h]n pa,reste

for which

당신들이 오신 행전10:21

e;fh (IdAoA3) te 그리고 그는 말했다, fhmi,

행전10:28

e;fh te pro.j auvtou,j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e;pemya (IdAoA1) 보냈습니다, pe,mpw
e;sth (IdAoA3) 서 있었습니다. i[sthmi
ei=den IdAoA3 그가 보았던

행전10:28

행전10:33

e;pemya pro.j se, 나는 당신에게로 보냈습니다

행전10:33

ei;h OpPrA3

행전10:30

ei=don 보다

행전10:17

ei=pen Îauvtw/Ð| to. pneu/ma 그 영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행전10:17

행전10:21

eiv Si,mwn o` evpikalou,menoj Pe,troj 페트로쓰라 불리우는 씨몬이..냐?
evnqa,de xeni,zetai 여기서 손님으로-머무르고 있느
eivj th.n Kaisa,reian 카이싸레이아에

.

행전10:17

행전10:19

ei=pen ivdou. evgw, eivmi 말했습니다, 보시죠 내가 그 사람이요

eivselqei/n (InAoA2)

행전10:29

행전10:18

행전10:18

eivse,rcomai 들어가다

행전10:24

행전10:24

행전10:25

eivsh/lqen (IdAoA3) 그는 들어갔다 eivse,rcomai,
eivsh/lqen kai. eu`ri,skei

행전10:27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합니다 행전10:27

eivshkou,sqh(IdAoP3) sou h` proseuch. 너의 기도가 들려졌다 eivsakou,w

행전10:31

eivskale,omai 자신의 집안으로 영접하다, 자신 속으로 불러들이다(Th).

행전10:23

eivskalesa,menoj (PaAoM,NmD)

행전10:23

eu`ri,skei (IdPrA3) 그는 발견한다, eu`ri,skw

행전10:27

evcrhmati,sqh (IdAoP3) 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evge,neto (IdAoM3D)

evgei,rw 추켜올리다

행전10:25

evgw. avpe,stalka (IdPeA1) 바로 내가 보냈다
evlehmosu,nh 자선

행전10:31

행전10:22

행전10:20

evmnh,sqhsan (IdAoP3) 기억되어졌다

evn oivki,a| Si,mwnoj burse,wj 무두장이인 씨몬의 집에
evn tw/| oi;kw| mou 내 집에서

행전10:26

행전10:30

행전10:32

행전10:31

evnw,pio,n mou evn evsqh/ti lampra/| 내 앞에 밝은 옷을 입고
evnw,pion tou/ qeou/ 하ㄴ님 앞에서

행전10:30

행전10:31

evpe,sthsan evpi. th.n oivki,an 그들이 집에 나타났다, 행전11:11
evpe,sthsan evpi. to.n pulw/na 그 대문에 나타났습니다
evpi. tou.j(4) po,daj

행전10:17

그 발 앞에 엎드렸고, 행전10:25

evpikale,w 성씨를 부르다

행전10:32

evpikalou,menoj(PaPrP,Nm)

evpoi,hsaj(IdAoA2) poie,w

행전10:33

evpunqa,nonto (IdIpM3D)

행전10:18
행전10:18

evpunqa,neto(IdIpM3D) parV auvtw/n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evpunqa,nonto(IdIpM3D) 그들은 물었다
evxauth/j ou=n 그래서 즉시로

행전10:18

행전10:33

evxe,nisen IdAoA3 그는 (그들을) 숙박시켰다
evxe,rcomai 떠나다

행전10:23

행전10:23

evxh/lqen(IdAoA3) su.n auvtoi/j 그들과 함께 그는 떠났습니다
fhsi,n(IdPrA3)그는 말했다 fhmi,
fwne,w 부르다, 소리내다

행전10:31

행전10:18

fwnh,santej(PaAoA,Nm) 누군가를 부르면서
genna/taiÅ (IdPrP3)

행전10:18

행전10:17

h;geiren (IdAoA3) 추켜올리면서
h;mhn th.n evna,thn proseuco,menoj
h=lqon (IdAoA1)

행전10:23

행전10:26
내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전10:30

행전10:29

h=n prosdokw/n PaPrA,Nm 기다리고 있었다

행전10:24

ivdou. a;ndrej trei/j zhtou/nte,j se 보라 세 남자들이 너를 찾고 있다
ivdou. oi` a;ndrej oi` avpestalme,noi 보라! 보내졌던 그 남자들이
kai, tinej tw/n avdelfw/n tw/n

행전10:19

행전10:17

그때에 몇 사람이 저들 형제들 중에서 행전10:23

kai. ai` evlehmosu,nai sou evmnh,sqhsan 그리고 너의 자선들도 기억되어졌다
kai. avkou/sai r`h,mata para. sou/ & 당신으로부터 한 말씀을 듣도록
eivskalesa,menoj ou=n auvtou.j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행전10:22

행전10:23

kai. evgw. auvto.j a;nqrwpo,j eivmi 내 자신 역시 하나의 사람입니다

행전10:31

행전10:26

kai. fhsi,n Kornh,lie 그리고 말했다 코넬리오쓰야!
kai. fwnh,santej evpunqa,nonto

행전10:31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면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행전10:18

kai. ivdou. avnh.r e;sth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kai. metaka,lesai Si,mwna 그리고 씨몬을 데려 와라

행전10:32

kai. o` Kornh,lioj e;fh 그래서 코넬리오쓰가 말했다

행전10:30

kai. poreu,ou su.n auvtoi/j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행전10:20

kai. sunomilw/n auvtw/| 그리고 그와 예기를 나누면서

행전10:27

kai. tou.j avnagkai,ouj fi,louj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행전10:24

kalw/j evpoi,hsaj parageno,menoj 참 잘 오셨습니다

행전10:30

행전10:33

kalw/j evpoi,hsaj(IdAoA2) parageno,menoj(PaAoM,Nm2D) 참 잘 오셨습니다
kata, 장소에서 ‘아래로’

kata,bhqi (ImAoA2) 내려가라!

행전10:20

kataba.j de. Pe,troj pro.j tou.j a;ndraj
katabai,nw 내려가다.

행전10:20

그래서 페트로쓰는 남자들에게로 내려가서 행전10:21

행전10:20

kavmoi. o` qeo.j e;deixen 그러나 나에겐 하ㄴ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kavmoi.에서 kai,는?

행전10:28

분리접속사disjunctive

koino,j h,, o,n ㅎ, 보통의, 예식적으로 더러운, 불결한
kolla,w 가깝게 한 패가 되다, 단결하다.
kolla/sqai (InPrP) 사귀게 되고

행전10:28.

행전10:28.

koino.n h' avka,qarton le,gein a;nqrwpon 사람 더럽고 불결하다고 말할

행전10:28

행전10:28

행전10:28

kolla/sqai h. ' prose,rcesqai avllofu,lw| 이방인을 사귀거나 방문하는 것은
Kornh,lioj e`katonta,rchj 코넬리오쓰는 백부장이요

행전10:28

행전10:22

le,gwn(PaPrA,Nm) avna,sthqi\ 일어나시죠! 라고 말하면서
marture,w 증언하다

행전10:33

행전10:26

행전10:22

marturou,meno,j(PaPrP,Nm) te 그리고 평판이 좋은
me,cri tau,thj th/j w[raj 이 시간쯤에

행전10:30

metaka,lesai (ImAoM2) 데려 와라. metakale,w
metape,mpw 데리고 오라고 보내다

행전10:22

행전10:32

행전10:22

metape,myasqai,(InAoM) se eivj to.n oi=kon auvtou/

그의 집으로 당신을 모셔와서 행전10:22

metapemfqei,j(PaAoP,Nm1) 데려오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metape,mpw,
metapemfqei,j punqa,nomai

행전10:29

데려오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행전10:29

metepe,myasqe, me 저를 데려오셨는지요?

행전10:29

metepe,myasqe,(IdAoM2), metape,mpw 데려오다
mhde,na 어떤..도 수 없다(고 = 는 것을)

행전10:28

mhde.n diakrino,menoj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mhdei,j mhdemi,a mhde,n 아무것도
nu/n ou=n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전10:29

행전10:20

mimnh,|skw 기억하다

행전10:20

행전10:33

o[ti evgw. avpe,stalka auvtou,j 그들을 [바로 내가} 보냈기 때문이니라
o]j evpikalei/tai Pe,troj

who(자)

행전10:20

성이 페트로쓰..라 불리는 행전10:32

o]n zhtei/te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자

행전10:21

o` de. Kornh,lioj h=n prosdokw/n auvtou.j

그런데 코넬리오쓰는 그들을기다리고있었다행전10:24

sugkalesa,menoj tou.j suggenei/j auvtou/ 그의 친척들을 소집해 놓고서
o` de. Pe,troj h;geiren auvto.n 그러나 페트로쓰는 그를 추켜올리면서
o` Pe,troj ti, a'n ei;h 페트로쓰는 여하간 무엇을 의미하는지
oi` de. ei=pan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ou=n ti,ni lo,gw| 그러므로 무슨 이유로
ou-toj xeni,zetai 그는 머무르고 있다
pa,ntej h`mei/j 우리 모두가

행전10:26

행전10:22

행전10:29

행전10:32

pa,reimi 여기에 있다.

행전10:33

paradou.j (PaAoA,Nm1) 배신함으로

행전10:32

행전10:33

parageno,menoj(PaAoM,Nm2D) paragi,nomai
pe,myon (ImAoA2) 보내라, pe,mpw

행전10:21

행전10:33

para. qa,lassan 바닷가에서

행전10:21

행전10:33

행전10:32

pe,myon ou=n eivj VIo,pphn 그러므로 보내라 이옾파로
peri. tou/ o`ra,matoj 그 환상에 대해서
pesw.n (PaAoA,Nm) pi,ptw

행전10:24

행전10:17

pa,resmen avkou/sai pa,nta 모든 일들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pa,reste (IdPrA2)

행전10:31

행전10:32

행전10:19

행전10:25

pesw.n evpi. tou.j po,daj proseku,nhsen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경배했습니다 행전10:25

poreu,omai 가다, 여행하다,

행전10:20

pou/ o` Cristo.j genna/tai

그리스도가 어데서 태어나게 되는지를 알아내기-위해서 행전10:17

prosdoka,w 기다리다

poreu,ou (ImPrM2D) 가거라

행전10:24

prose,rcesqai (InPrMD) avllofu,lw| 이방인을 방문하는 것은
prose,rcomai 접근하다

행전10:28

행전10:28

proseku,nhsen IdAoA3 경배했다, proskune,w

행전10:25

proseuco,menoj (PaPrM/P,Nm1D) 기도를 하다 proseu,comai
prostetagme,na (PaPeP,An) 명령이 내려진, prosta,ssw
avkou/sai (InAoA)

행전10:20

행전10:30

행전10:33

행전10:33

punqa,nomai (IdPrM1D) 제가 묻겠습니다. punqa,nomai
punqa,nomai 묻다, 알아보려고 묻다

행전10:29

행전10:18

qewrw/ o[ti profh,thj ei= su,Å 나는 당신이 예언자라는 것을 안다
su, te 그리고 당신께서는

행전10:33

sugkalesa,menoj (PaAoM,Nm) sugkale,w

행전10:24

sunanth,saj (PaAoA,Nm) sunanta,w 만나다

행전10:25

sunanth,saj auvtw/| o` Kornh,lioj 코넬리오쓰는 그를 만났고
sune,rcomai 함께 가다

행전10:25

행전10:23

sunelhluqo,taj pollou,j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행전10:27

sunelhluqo,taj(PaPeA,4m) 함께 모여 있는 것을, sune,rcomai
sunh/lqon IdAoA3 auvtw/| 그들이 그를 동행했다
that(바)

행전10:27

당신에게 명령이 내려진 행전10:33

th.n oivki,an tou/ Si,mwnoj 씨몬의 집을 찾다가

행전10:17

Th/| de. evpau,rion avnasta.j 그리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th/| de. evpau,rion eivsh/lqen

행전10:27

행전10:23

sunomilw/n (PaPrA,Nm) 예기를 나누면서, sunomile,w
ta. prostetagme,na oi

행전10:28

행전10:23

& 다음 날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행전10:24

ti,j h` aivti,a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전10:21

Ti,j ou-to,j evstin 이는 누구입니까?(누가7:49)
to. o[rama o] ei=den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이

행전10:21

행전10:17

Tou/ de. Pe,trou 그리고 페트로쓰는

행전10:19

u`mei/j evpi,stasqe (IdPrM2D) 여러분 자신들이 알지요!
u`mei/j evpi,stasqe 여러분 자신들이 알지요!

행전10:28

행전10:28

u`po. avgge,lou a`gi,ou 거룩한 천사에 의해서

행전10:22

u`po. o[lou tou/ e;qnouj tw/n VIoudai,wn 유대국가 전체로부터
u`po. tou/ Kornhli,ou 코넬리오쓰에 의해서
u`po. tou/ kuri,ou 주님에 의해서

행전10:17

행전10:33

w`j avqe,mito,n evstin 얼마나 불법 인지를

행전10:28

w`j de. evge,neto tou/ eivselqei/n to.n Pe,tron

& 페트로쓰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행전10:25

xeni,zetai (IdPrP3) 그는 머무르고 있다, xeni,zw
xeni,zetai(IdPrP3) 손님으로-머무르고 있는
xeni,zw 손님으로 받다
zhte,w 찾다

행전10:22

행전10:18

행전10:21

zhtou/nte,j(PaPrA,Nm) se 너를 찾고 있다

행전10:32

행전10:18

xeni,zw 식사로 대접하다
zhtei/te IdPrA2
행전10:19

행전10:23

행전10:21

H. 행전10:17-33에서 뽑은 문제들과 해답

종속접속사 ~Wj는?

시간, 동안,을 나타낸다 행전10:17

a'n이다

기원문에서 언제나 사용하는 단어는?

o[rama는?

행전10:17

잠이나 활홍경 속에서 신에 의해서 수여된 환상 행전10:17

u`po. tou/ Kornhli,ou에서 u`po.는?

대리인agent으로 행전10:17

헤로드가 물을 때 사용한 단어는?

punqa,nomai

evpe,sthsan (IdAoA3)에서 evpi는?

‘장소’를 나타낸다 행전10:17

미완료와 부정과거의 차이점은?

행전10:17

미완료가 선이라면, 부정과거는 한 점 행전10:18

Si,mwn o` evpikalou,menoj의 관계는?

동격관계 행전10:18

Si,mwn o` evpikalou,menoj의 영어번역은 어떻게?

관계대명사절로 행전10:18

o` evpikalou,menoj는?

형용사와 같다 행전10:18

o` evpikalou,menoj의 품사분류는?

[정관사+분사]는 행전10:18

역사시제는?

미완료, 과거, 대과거 행전10:18

evnqa,de xeni,zetai가 간접의문문이 되려면? by Moule
evcrhmati,sqh...metape,myasqai,...avkou/sai의 동작들은?

evkei가 와야

행전10:18

모두 순발적인 동작 행전10:22

avlla는 어디서 사용?

명령이나 요청 앞에서 행전10:20

avnasta.j의 글기는?

‘가볍게 시간’을 표현 행전10:20

avlla.가 삽입구로 사용되는 곳은?

명령형 앞에서 행전10:20

avnasta.j kata,bhqi의 표현법은?

병열법parataxis 행전10:20

avnasta.j kata,bhqi에서 대조가 되는 것은?

avna와 kata,

mhde.n은 ?처럼?

형용사이지만 명사처럼, 행전10:20

Ti,j ou-to,j evstin에서 Ti,j는?

동격처럼 사용 행전10:21

fobou,menoj to.n qeo,n marturou,meno,j te에서

소어

r`hm, ata para. sou/에서 para. sou/는?
탈격은?

행전10:20

te는?

2개의 분사를 연결 행전10:22

탈격이다 행전10:22
출처, 원천, 분리, 이탈 등의 의미를 표현 행전10:22

para. sou/를 탈격으로 옮기면?

‘당신으로부터’ 행전10:22

metape,myasqai,처럼 meta가 오면 많은 경우에?

eivj가 따라온다

eivskalesa,menoj에서 중간태의 특징은?

행전10:22

‘자신의’라는 표현을 첨가 행전10:23

tou/ eivselqei/n to.n Pe,tron의

글기는?

[tou/+eivselqei/n]과 to.n Pe,tron이 동격 행전10:25

tou/ eivselqei/n to.n Pe,tron에서 주격은?

to.n Pe,tron & tou/ eivselqei/n

tou/ eivselqei/n이 특이한 점은?

행전10:25

tou/와 부정사를 주격으로

tou/ eivselqei/n은 ?과 같은가?

행전10:25

명사구문과 같다 행전10:25

tou/ eivselqei/n에서의 정관사는?

tou/는 원형처럼 굳어진 것

yhiy>w:)

kai. evge,neto의 히브리어 단어는?
70인역자들이 애를 먹은 이유는?

행전10:25
행전10:25

히브리어 시제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행전10:25

누가가 다른 저자들 보다 자주 사용한 형식은?
[정관사tou/+부정사eivselqei/n] 형식 이름은?
’정관부정사‘의 영어 용어는?

[정관사+부정사] 형식 행전10:25
정관부정사

행전10:25

the articular infinitive 행전10:25

evpi가 대격(4)을 취하면?

‘어디에’를 표현 행전10:25

evgw. auvto.j a;nqrwpo,j eivmi에서 auvto.j는?

소급어anaphoric다 행전10:26

auvto.j가 강조하는 인칭들은?

1.2.3인칭 모두 행전10:26

auvto.j가 강조하는 의미는?

‘그’ 혹은 ‘자신’ 행전10:26

rmoale

le,gwn의 히브리어는?

행전10:26

w`j avqe,mito,n evstin에서 w`j의 역할은?

간접화법을 인도 행전10:28

w`j avqe,mito,n evstin에서 w`j가 인도하는 문은?

일종의 선언문 행전10:28

신약에서 간접화법을 표현하는 단어는?

w`j가 사용된 서한들은?

행전10:28

누가복음서와 바울서신 행전10:28

evpi,stamai가 주로 사용되는 서한은?
dio.는?

o[ti

사도행전에만 행전10:28
추리접속사 inferential conjunction 행전10:29

dio.의 의미는?

주로, 결론을 표현 행전10:29

h=lqon metapemfqei,j에서 앞선 동작은?

metapemfqei,j이다

avnanti,rhtoj에서 -toj의 의미는?
ou=n ti,ni lo,gw|에서 ou=n은?

행전10:29

대부분 수동태적인 의미를 표현 행전10:29
지금 진행 중인 대화의 끝을 표현 행전10:29

o[stij는?

고전 그리스어 관계대명사 행전10:29

고전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는?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행전10:30.

서수에서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한정됨 행전10:30.

avpo. teta,rthj h`me,raj가 특이한 이유는?

정관사가 없다는 점 행전10:30

me,cri는 본디는?

부사다 행전10:30

me,cri의 기능은?

전치사이면서 접속사 기능도 행전10:30

th.n evna,thn(4)은 몇시?

9째 시간이면 오후3시 행전10:30

th.n evna,thn(4)이 표현하는 시간의 글기는?

시간의 한 점을 표현 행전10:30

유대인의 하루 시작 시간은?

오전 6시부터

관계대격이 사용되면 언제나?

행전10:30

수동태형이 따라온다 행전10:30

th.n evna,thn(4)의 격은?

관계대격 accusative of respect 행전10:30

Si,mwnoj burse,wj는?

동격관계이다 행전10:32

para. qa,lassan 바닷가에서,정관사가 없는 이유는?

그 자체로 한정이 됨 행전10:32

o]j evpikalei/tai(IdPrP3) Pe,troj에서 evpikalei/tai는?

서술분사 행전10:32

evxauth/j ou=n에서 evxauth/j는?

형용부사다 행전10:33

kalw/j evpoi,hsaj parageno,menoj에서 앞선 동작은?

parageno,menoj이다

{Hmarton paradou.j에서 앞선 동작은?

paradou.j이다

행전10:33

행전10:33

evpoi,hsaj와 parageno,menoj의 MT 견해는?

같은 행동으로 본다 행전10:33

kalw/j poih,seij와 부정과거 분사의 뜻은?

‘please'라는 뜻 행전10:33

{Hmarton paradou.j에서 앞선 동작은?

paradou.j이다

kalw/j evpoi,hsaj parageno,menoj의 주격은?

parageno,menoj이다

nu/n ou=n에서 ou=n은?

강조력이 있다 행전10:33

목적 부정사들 3가지는?
목적 부정사들 2가지는?

tou/와

부정사,

eivj to,와

pro.j to,와

부정사,

w[ste와

단순 부정사,

행전10:33
행전10:33

부정사, 행전10:33

부정사 행전10:33

16강 2부
행전10:34-43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다
A. 한 글자 역 Interlinear; B. 한역, 영역
행전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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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을 위한 복음

VAnoi,xaj 열면서

opening

de. 그리고

Pe,troj 페트로쓰는

And

to. sto,ma

Peter

(그의) 입을 (his) mouth ei=pen 말했습니다 said\ evpV 하게 of avlhqei,aj 확실 a truth

katalamba,nomai 내가 이해합니다
proswpolh,mpthj 편애하시지

I understand

o[ti 것을

one who shows partiality

that

ouvk 않는다

o` qeo,j 하ㄴ님께서는

e;stin

not

is

God(

VAnoi,xaj de. Pe,troj to. sto,ma ei=pen( VEpV avlhqei,aj katalamba,nomai o[ti
ouvk e;stin proswpolh,mpthj o` qeo,j( 그리고 (그의) 입을 열면서 페트로쓰는
말했습니다, 하ㄴ님께서는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합니
다.

And opening (his) mouth, Peter said: Certainly I understand that God is not one

who shows par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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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avllV 그러나

but

evn 에서도

fobou,menoj 두려워하고

in

fearing

panti. 모든

every

auvto.n 그 분을

e;qnei 나라

him

kai. 고

nation

and

o` 자는

the

evrgazo,menoj 행

하는 working dikaiosu,nhn 의를 righteousness dekto.j 받아들여질 수 acceptable

auvtw/| 그

분에게 to him evstin 있다 isÅ

avllV evn panti. e;qnei o` fobou,menoj auvto.n kai. evrgazo,menoj dikaiosu,nhn
dekto.j auvtw/| evstinÅ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도 그 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

는 자는 그 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but in every nation the (one) fearing
him and working righteousness is acceptable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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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그

he

toi/j 에게

sent

The

lo,gon 말씀
to

the

euvaggelizo,menoj 설교하는 것
VIhsou/ 예수

Jesus

word

Îo]n 바

ui`oi/j 아들들
preaching

Cristou/ 그리스도

thatÐ
sons

avpe,steilen 그 분께서 보내셨던
VIsrah.l

eivrh,nhn 평화를

Christ(

이쓰라엘의 of Israel

peace

ou-to,j 그 분은

he

dia. 를 통해서
evstin 이다

is

through

pa,ntwn

모든 것들의 of all ku,rioj 주님 Lord(

to.n lo,gon Îo]nÐ avpe,steilen toi/j ui`oi/j VIsrah.l euvaggelizo,menoj eivrh,nhn
dia. VIhsou/ Cristou/( ou-to,j evstin pa,ntwn ku,rioj(

그 분께서 이쓰라엘의

아들들에게 보내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설교하는 것: 그
분은 모든 것들의 주님이십니다.

The word that he sent to the sons of Israel,

preaching peace through Jesus Christ: he is Lord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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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ei/j 여러분 자신들이

geno,menon 퍼지게 된

oi;date 알고 있지요

You yourselves

having come

r`hm/ a 선포를

know

kaqV 통해서

declaration

to. 그

the

o[lhj

through

전체를 whole th/j the VIoudai,aj 유다 of Judaea( avrxa,menoj 시작해서 beginning avpo. 로
부터 from th/j Galilai,aj 갈릴리 Galilee meta. 후에 after to. 그 the ba,ptisma 침례
baptism

o]

which

evkh,ruxen 선포했던

proclaimed

VIwa,nnhj 요한이

John(

u`mei/j oi;date to. geno,menon r`hm/ a kaqV o[lhj th/j VIoudai,aj( avrxa,menoj avpo.
th/j Galilai,aj meta. to. ba,ptisma o] evkh,ruxen VIwa,nnhj(

여러분 자신들이,

요한이 선포했던 그 침례 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전체를 통해서 퍼
지게 된, 그 선포를 알고 있지요:

You yourselves know the declaration having come

through the whole of Judaea, beginning from Galilee after the baptism which John
pro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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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hsou/n 예수

Jesus

to.n avpo. 출신인

from

Nazare,q 나자레트

Nazareth(

w`j 어

떻게 how e;crisen 기름 부으셨고 anointed auvto.n 그 분을 him o` qeo.j 하ㄴ님께서 God

pneu,mati 령으로

Spirit

power(

dih/lqen 끊임없이 돌아다니셨

o]j 자

who

a`gi,w| 성

with (the) Holy

kai. 그리고
went about

and

duna,mei 능력으로

with

euvergetw/n 선행을 행하시면

서 doing good kai. 고 and ivwm
, enoj 치료하시는 healing pa,ntaj 모든 자들을 all tou.j that

katadunasteuome,nouj 억압당하는

were oppressed

u`po. 에 의해서

by

tou/

the

diabo,lou

악령 devil( o[ti 때문에 for o` qeo.j 하ㄴ님께서 God h=n 하셨기 was metV 과 함께 with

auvtou/ 그 분

himÅ

VIhsou/n to.n avpo. Nazare,q( w`j e;crisen auvto.n o` qeo.j pneu,mati a`gi,w| kai.
duna,mei( o]j dih/lqen euvergetw/n kai. ivwm, enoj pa,ntaj tou.j
katadunasteuome,nouj u`po. tou/ diabo,lou( o[ti o` qeo.j h=n metV auvtou/Å
나자레트 출신인 예수, 어떻게 하ㄴ님께서 그 분을 성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고,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시면서 돌아다니셨고, 하ㄴ님께서 그 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령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자,
(말입니다).
Jesus of Nazareth: how God anointed him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power; who went
about doing good, and healing all that were oppressed by the devil, for God was wit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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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그리고

And

h`mei/j 우리는

we

ma,rturej 증인들이다

are witnesses

pa,ntwn

모든 것의 of all w-n that evpoi,hsen 그 분께서 행한 he did e;n 에서 in te 도..도 both th/|
the

cw,ra| 농촌

inÐ

VIerousalh,m 이에루쌀렘

they

country

tw/n

of the

VIoudai,wn 유대인들의

JerusalemÅ

o]n 그를

whom

Jews

kai. 그리고

kai. 또한

also

and

Îevn 에서

avnei/lan 그들은

죽였다 killed krema,santej 매 달아서 by hanging (him) evpi. 에 on xu,lou 나무 a tree(

kai. h`mei/j ma,rturej pa,ntwn w-n evpoi,hsen e;n te th/| cw,ra| tw/n VIoudai,wn
kai. ÎevnÐ VIerousalh,mÅ o]n kai. avnei/lan krema,santej evpi. xu,lou(

그리고 우리

는 그 분께서 유대인들의 농촌에서도 그리고 이에루쌀렘에서도 행한 모든 것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를 나무에 매 달아서 죽였습니다,

And we are

witnesses of all that he did both in the country of the Jews and in Jerusalem;
whom they also killed by hanging on a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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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on 이 사람을

This man

o` qeo.j 하ㄴ님께서는

God

h;geiren 살아나도록

하셨다 raised up Îevn 에 onÐ th/| 그 the tri,th| 삼 third h`me,ra| 일 day kai. 그리고 and

e;dwken 허락하셨다

granted (that)

auvto.n 그가

he

evmfanh/ 보여지게

visible

gene,sqai 되

도록 become(

tou/ton o` qeo.j h;geiren ÎevnÐ th/| tri,th| h`me,ra| kai. e;dwken auvto.n evmfanh/
gene,sqai(

그러나 이 사람을 하ㄴ님께서는 그 삼일에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 지게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This man God raised up on the

third day and granted (that) he become 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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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ouv 아니고

not

panti. 모든..게는

ma,rtusin 증인들에게

to witnesses

having been chosen beforehand
to us(

oi[tinej

who

ate

the

law/| 사람

people(

avlla. 그러나

toi/j prokeceirotonhme,noij 사전에 뽑아졌던

u`po. 에 의해서

sunefa,gomen 먹

tw/|

to all

by

kai. 고

tou/ qeou/ 하ㄴ님
and

God(

h`mi/n 우리들에게

sunepi,omen 마셨던

drank

auvtw/| 그

분과 함께 with him meta. 이 후로 after to. avnasth/nai 살아나신 rose auvto.n 그 분이 he

evk 로부터

from

nekrw/n 죽은 자들

the dead\

ouv panti. tw/| law/(| avlla. ma,rtusin toi/j prokeceirotonhme,noij u`po. tou/
qeou/( h`mi/n( oi[tinej sunefa,gomen kai. sunepi,omen auvtw/| meta. to. avnasth/nai
auvto.n evk nekrw/n\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그러나 하ㄴ님에 의해서 사전에

뽑아졌던 증인들에게, 그 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이 후로, 그 분과 함
께 먹고 마셨던,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not to all the people, but to witnesses,

having been chosen beforehand by God, to us, who ate and drank with him after he rose
from the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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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그리고

h`mi/n 우리들에게

us

And

parh,ggeilen 그 분ㅎ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khru,xai 설교하라

to preach

tw/| 에게

to the

he commanded

law/| 사람들

people

kai.

고 and diamartu,rasqai 준엄하게 증언하라고 to testify solemnly o[ti 는 것을 that ou-to,j
그 분ㅇ he evstin 이시다 it is o` w`risme,noj 임명받은 자는

who has been appointed

u`po.

에 의해서 by tou/ qeou/ 하ㄴ님 God krith.j 심판자로 as judge zw,ntwn 살아 있는 자들
of the living

kai. 과

and

nekrw/n 죽은 자들의

the deadÅ

kai. parh,ggeilen h`mi/n khru,xai tw/| law/| kai. diamartu,rasqai o[ti ou-to,j
evstin o` w`risme,noj u`po. tou/ qeou/ krith.j zw,ntwn kai. nekrw/nÅ
분ㅎ께서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라고, 그리고 살아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의 심

판자로 하ㄴ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는 그 분ㅇ이시다는 것을 준엄하게 증언하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And he command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to testify solemnly that it is he who has been appointed by God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그 분ㅎ께서는,에서 ㅎ은 ‘그 분’이 ‘하ㄴ님‘이다는 뜻이다.
그 분ㅇ께서는,에서 ㅇ은 ‘그 분’이 ‘예수님‘이다는 뜻이다.
그 분ㄱ께서는,에서 ㄱ은 ‘그 분’이 ‘그리스도‘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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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w| 그 분ㅇ에 대해서

About him

pa,ntej 모든

all

oi`

the

profh/tai 예언자들

이 prophets marturou/sin 증언한다 testify a;fesin 용서함을 (that) forgiveness a`martiw/n
죄들의 of sins labei/n 받는다고 receives dia. 통해서 through tou/ ovno,matoj 이름을
name
on

auvtou/ 그 분ㄱ의

auvto,n 그 분ㄱ

his

pa,nta 자마다

everyone

to.n pisteu,onta 믿는

believing

eivj 을

himÅ

tou,tw| pa,ntej oi` profh/tai marturou/sin a;fesin a`martiw/n labei/n dia. tou/
ovno,matoj auvtou/ pa,nta to.n pisteu,onta eivj auvto,nÅ

“그 분ㅇ에 대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그 분ㄱ을 믿는 자마다 그 분ㄱ의 이름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About him all the prophets testify, (that) everyone believing
on him receives forgiveness of sins through his name."

C. 말마디 나누기
말마디를 익숙하게 익혀야, D. 단어 설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가. 그리고 페트로쓰는 (그의) 입을 열면서

34

VAnoi,xaj de. Pe,troj to. sto,ma

갸.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해합니다 ei=pen\ evpV avlhqei,aj katalamba,nomai
거. 하ㄴ님께서는 편애하시지 않는다 것을 o[ti ouvk e;stin proswpolh,mpthj o` qeo,j
겨.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도

35

avllV evn panti. e;qnei

고. 그 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o` fobou,menoj auvto.n

교. 그리고 의를 행하는

kai. evrgazo,menoj dikaiosu,nhn

구. 그 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dekto.j auvtw/| evstin
규. 그 분께서 보내셨던 그 말씀

36

to.n lo,gon Îo]n 바Ð avpe,steilen

그. 이쓰라엘의 아들들에게

toi/j ui`oi/j VIsrah.l

기. 평화를 설교하는 것

euvaggelizo,menoj eivrh,nhn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dia. VIhsou/ Cristou/

ou-to,j evstin pa,ntwn ku,rioj

냐. 그 분은 모든 것들의 주님이다
너.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지요

37

u`mei/j oi;date

녀. 그 퍼지게 된 선포를

to. geno,menon r`hm/ a

다. 유다 전체를 통해서

kaqV o[lhj th/j VIoudai,aj(

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avrxa,menoj avpo. th/j Galilai,aj

더. 요한이 선포했던 그 침례 후에 meta. to. ba,ptisma o] evkh,ruxen VIwa,nnhj
뎌. 나자레트 출신인 예수
도. 어떻게 그 분을 기름 부으셨고

38

VIhsou/n to.n avpo. Nazare,q(

w`j e;crisen auvto.n

두. 하ㄴ님께서 성영으로 & 능력으로(

o` qeo.j pneu,mati a`gi,w| kai. duna,mei

듀. 선행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셨던 자 o]j dih/lqen euvergetw/n

kai. ivw,menoj pa,ntaj

드.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디. 악령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tou.j katadunasteuome,nouj u`po. tou/ diabo,lou(

라. 하ㄴ님께서 그 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랴. & 우리는 모든 것의 증인들이다

39

o[ti o` qeo.j h=n metV auvtou/Å

kai. h`mei/j ma,rturej pa,ntwn

러. that 그 분께서 행한

w-n evpoi,hsen

려. 유대인들의 농촌에서도..도

e;n te th/| cw,ra| tw/n VIoudai,wn

로. 그리고 이에루쌀렘에서

kai. ÎevnÐ VIerousalh,m

료. 또한 그들은 죽였다

o]n kai. avnei/lan

루. 매 달아서 나무에

krema,santej evpi. xu,lou(

류. 이 사람을 하ㄴ님께서는 살아나도록 하셨다

tou/ton o` qeo.j h;geiren

ÎevnÐ th/| tri,th| h`me,ra|

르. 그 삼 일에
리. & 그가 보여지게 되도록 허락하셨다
마.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40

41

kai. e;dwken auvto.n evmfanh/ gene,sqai

ouv panti. tw law/|

먀. 그러나 증인들에게

avlla. ma,rtusin

머. 사전에 뽑아졌던

toi/j prokeceirotonhme,noij

며. 우리들에게 하ㄴ님에 의해서

u`po. tou/ qeou/( h`mi/n

모. 그 분과 함께 먹고 마셨던

oi[tinej sunefa,gomen kai. sunepi,omen auvtw/|

묘. 그 분이 살아나신 이 후로

meta. to. avnasth/nai auvto.n

무. 죽은 자들로부터

evk nekrw/n\

뮤. & 그 분ㅎ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42

kai. parh,ggeilen h`mi/n

므. 사람들에게 설교하라고

khru,xai tw/| law/|

미. 준엄하게 증언하라고

kai. diamartu,rasqai

바. 그 분ㅇ이시다는 것을

o[ti ou-to,j evstin

뱌. 하ㄴ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는

o` w`risme,noj u`po. tou/ qeou/

버.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krith.j zw,ntwn kai. nekrw/nÅ

벼. 모든 예언자들이 그 분ㅇ에 대해서

43

tou,tw| pa,ntej oi` profh/tai

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증언한다

marturou/sin a;fesin a`martiw/n labei/n

뵤. 그 분ㄱ의 이름을 통해서

dia. tou/ ovno,matoj auvtou/

부 .그 분ㄱ을 믿는 자마다

pa,nta to.n pisteu,onta eivj auvto,n

D. 단어 설명

10:34

[가]

VAnoi,xaj(PaAoA,Nm) de. Pe,troj to. sto,ma 그리고 페트로쓰는 (그의) 입

을

열면서,에서

VAnoi,xaj를 ‘생생한 분사’ Graphic Participle라 칭한다.

(Zr§363) 가르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을 여는 것’이다. 분사 VAnoi,xaj가 선포하는 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avnoi,gw. 마가14:12에서도 떠나가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생한 분사‘

avpelqo,ntej로 표현했다: Pou/ qe,leij avpelqo,ntej(PaAoA,Nm1) e`toima,swmen
(SuAoA1)

당신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avpe,rcomai,

e`toima,zw. 행전8:35도 참고하라.
[갸]

evpV avlhqei,aj katalamba,nomai(IdPrM1) 확실하게 내가 이해합니다.에서

katalamba,nomai는 o[ti절이 따라오기 때문에 능동태 동사인데도, 의미상으로는 능동태
이면서 동주어 변화에서는 중간태가 사용 됐다는 점이다(MTIII55). evpV avlhqei,aj
certainly, in fact, in reality, of a truth(Thayer).

[거]

o[ti ouvk e;stin(IdPrA3) proswpolh,mpthj(nmN) o` qeo,j 하ㄴ님께서는 편

애하시지 않는다는 것을,에서 o[ti가 능동태 동사 e;stin과 간접선언문을 표현한다. 간
접화법에는 3종류가 있다: 간접선언문, 간접의문문, 간접명령문. 간접선언문은 3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RD§451(a): 1) o[ti와 능동태 동사, 2) 부정사로, 3) 분사로
(DM298). proswpolh,mpthj 편애자, 편애하는 사람.

o[ti와 능동태 동사로 간접선언문을 표현하는 다른 예문은 요한11:27이다.
evgw. pepi,steuka(IdPeA1) o[ti su. ei= o` Cristo.j o` ui`o.j tou/ qeou 당신은 하ㄴ님의
아들 흐리스토스이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과거 pepi,steuka를 동작의 결과를 표현하
는 현재완료로, ‘믿고 있는’으로 번역했다.
부정사로 간접선언문을 표현하는 예문은 누가24:23이다.

le,gousin(IdPrA3)

auvto.n zh/n(InPrA). 그가 살아났다고 그들은 말한다. auvto.n zh/n으로 간접선언문을 표
현한다. za,w, le,gw.
분사로 간접선언문을 표현하는 예문은 데후3:11이다.

avkou,omen(IdPrA1)

ga,r tinaj peripatou/ntaj(PaPrA,Am) evn u`mi/n avta,ktwj 우리는 당신들 중에서 더러
는 무책임하게 산다/활보한다\는 것을 듣기 때문에. 분사 peripatou/ntaj로 간접선언문
을 표현한다. avko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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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o` fobou,menoj(PaPrP,Nm) auvto.n kai. evrgazo,menoj(PaPrM/P,NmD)

dikaiosu,nhn 그 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에서 o` fobou,menoj는 정관
사분사(R1108)이다. fobe,w. 분사 fobou,menoj는 두려워하는 자의 성품이나 자질 등을
표현하기 때문에 '서술분사' Descriptive Participle라 칭한다(DM225(2). evrga,zomai.
분사 evrgazo,menoj는 행동의 반경을 ‘의’로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분사’ Restrictive
Participle이라 칭한다(DM225(2). o` fobou,menoj kai. evrgazo,menoj에서 ...행하는 자,
의 주어는 누구인지? 생략되었고, 분사가 정관사를 취해서 실사로 사용되면서 주어역
할을 한다. 이런 경우에 분사는 대개 정관사를 취한다(B423).

[구]

dekto.j auvtw/| evstin(IdPrA3) 그 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분사 o` fobou,menoj와 동사 능동태 현재 evstin이 온 경우, 현재분사나 동태 현재
를 현재로 번역했다. 그러나 현재분사와 본동사로 부정과거가 온 문장도 현재로 옮겨
야 한다(B151). toi/j ta.j peristera.j pwlou/sin(PaPrA,Dm) ei=pen(IdAoA3)(에는 현
재 분사와 능동태 부정과거가 왔지만, 현재분사를 현재로 옮겨야 한다(B151):

to

those selling the doves he said,(YLT) 그 분은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했다.

dekto.j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ei=pon 말하다, pwle,w 팔다
10:36

[규]

to.n lo,gon(4) Îo]n(4) 바Ð avpe,steilen 그 분께서 보내셨던 그 말씀,에서

선행사antecedent인 lo,gon(4)의 격이 4격인 것은 관계대명사의 격으로 견인되
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Inverse attraction of the antecedent to the
relative라

칭한다(MTIII324,Zr§19).

Li,qon(4)

o]n(4)

마가12:10로

avpedoki,masan(IdAoA3)

oi`

보기

하나를

oivkodomou/ntej(

더

설명하겠다:

ou-toj

evgenh,qh

(IdAoP3D) eivj kefalh.n gwni,aj\ 그 건축가들이 쓸모없다고-거절했던 그 돌, 이것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사실상 주격인 Li,qon이 4격인 것은 관계대명사의 격으로 견인
되었기 때문이다.
선

avpodokima,zw 쓸모없다고-거절하다. gi,nomai. W.H 사본의 여백에

o]n구문은 파격구문anacoluthon이라 지적하면서도 원문에는 빠져있다. (R438) 여

하간 사본 중에는 o]n이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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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uvaggelizo,menoj(PaPrM,Nm) eivrh,nhn 평화를 설교하는 것, euvaggeli,zw

[너]

u`mei/j oi;date(IdPeA2)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지요, oi=da 알다.

[녀]

to. geno,menon(PaAoM,AnD) r`hm/ a 그 퍼지게 된 선포를, gi,nomai

[다]

kaqV o[lhj th/j VIoudai,aj( 유다 전체를 통해서. BDF(§225)는 kata,는 언제

나 o[lhj를 동반하며 kaqV o[lhj처럼 사용되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대항한
다’는 뜻이 있다고 본다. kaqV o[lhj(ㅎf2) th/j VIoudai,aj의 경우는 형용사 속격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th/j VIoudai,aj가 전치사로부터 분리된 예문이다(BDF§474(5).

kaqV o[lhj th/j VIoudai,aj에서 전치사 kaqV는 결과적인 글기를 내포하고 있다.
‘통하여, ...에 의하여, ...대해서’ 등의 뜻이 있다(R606).

[댜]

avrxa,menoj(PaAoM,Nm) avpo. th/j Galilai,aj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a;rcw 지배하다, 시작하다.

to. geno,menon r`h/ma kaqV o[lhj th/j VIoudai,aj( avrxa,menoj

avpo. th/j Galilai,aj에서 to. r`h/ma(4)와 주격인 avrxa,menoj(1)가 동격관계를 이룬다.
(MTIII316,R413) (4)격과 (1)격이 동격을 이루게 된 이유로는 주격에서 격변화를 시
키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R458). 또한 분사 avrxa,menoj는 불필요한 단어일 수도 있다

avrxa,menoj가 사용된 유사한 글이 누가23:5에 나온다. 비교해 보라:

(MTII454).

kaqV o[lhj th/j VIoudai,aj( avrxa,menoj avpo. th/j Galilai,aj

행전10:37

kaqV o[lhj th/j VIoudai,aj( kai. avrxa,menoj avpo. th/j Galilai,aj e[wj w-deÅ 누가23:5
유다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갈릴라이아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의 같다.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누가23:5을 행전10:37에 가져다 넣은interpolating 것이라고 Blass는
본다(MTI240).

10:38

[뎌]

[ 더]

o] evkh,ruxen(IdAoA3) VIwa,nnhj 요한이 선포했던, khru,ssw

VIhsou/n to.n avpo. Nazare,q( 나자레트 출신인 예수,에서 전치사 avpo.는

‘후에, ...로부터, ...의 출신인’ 등의 뜻이 있다(BDF§209(4). Nazare,q는 마지막
자음 q 대신에, Nazare,t처럼 t가 사용된 경우가 4회 나온다(R219). 마태2:23에서

eivj po,lin legome,nhn Nazare,t ‘나자레트라 불리는 도시에서’ t가 사용 됀 Nazare,t를
찾아 볼 수 있다. Nazare,q는 불변하는(MTII149) 단어이면서 3 종류로 사용된다:

Nazara,, Nazare,t, Nazare,q. 그리고 모두 마지막 음절에 양음 악쎈트가 찍힌다.
[도두]

w`j e;crisen(IdAoA3) auvto.n o` qeo.j pneu,mati(n3) a`gi,w(| n3) kai.

duna,mei(f3) 어떻게 하ㄴ님께서 성영으로 & 능력으로( 그 분을 기름 부으셨는지.
w`j는 간접주장을 표현하지만 사실상 그 의미는 ‘어떻게’라는 뜻이다(R1045).

cri,w

기름 붓다. 동사 cri,w는 여격이 온 이중목적어들 pneu,mati(n3) a`gi,w(| n3) kai.

duna,mei

(f3)를

취했다(M33).

3격으로

사용된

pneu,mati(n3)

a`gi,w(| n3)

kai.

duna,mei(f3)들은 도구여격 instrumental dative이다(MTIII240). Robitson은 pneu,mati

a`gi,w| kai. duna,mei는 인격(성령)과 것이 함께 도구로 사용된 예문이다(R533).
[듀]

o]j dih/lqen(IdAoA3) euvergetw/n 선행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셨

던 자. dih/lqen은 끊임없이 돌아다닌다‘는 뜻이다. 동사는 부정과거인데 그 동작이, 마
치 미완료처럼, 긴 선의 동작과 같다. 이러한 동작은 반복의 연속이 아니고, 긴 동작을
큰 점 하나처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동작을 표현하는 부정과거를 ’큰점 부정과거
the complexive(summary) aorist’라 칭한다. 큰점 부정과거는 동작의 시작이나 진행
이나 끝을 표현하지는 않는다(MTIII72). 따라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돌아다니시셨다,는 뜻을 dih/lqen이 표현한다(BDF§332(1).
[드]

kai. ivw,menoj(PaPrM/P,NmD) pa,ntaj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iva,omai

치료하다.
[디]

tou.j katadunasteuome,nouj(PaPrP,Am) u`po. tou/ diabo,lou( 악령에 의해

서 억압당하는. katadunasteu,w 억압하다, 착취하다. 악령에게 억압당하다.
[라]

o[ti o` qeo.j h=n(IdIpA3) metV auvtou/Å 하ㄴ님께서 그 분과 함께 하셨기 때

문에. o[ti는 ‘것’을 설명한다면, w`j는 ‘것’의 질이나 상태를 표현한다(R1032).
10:39

[랴러]

pa,ntwn w-n evpoi,hsen(IdAoA3)

that

그 분께서 행한 모든 것의,에서 관

계대명사 w-n은 동사 evpoi,hsen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대격(4)이 기대되지만, 앞
에 나온 선행사antecedent가 속격이거나 여격이면, 관계대명사의 격이 선행사의 격으
로 견인되어서, w-n처럼 속격이 온 w-n이 왔다(hpv63,96니).

[려]

poie,w

e;n te th/| cw,ra| tw/n VIoudai,wn 유대인들의 농촌에서도..도,에서 te는 전

치사구와 사용이 될 때에는 e;n te처럼 언제나 전치사 다음에 놓인다(BTF§444(5).
[료루]

o]n kai. avnei/lan(IdAoA3) krema,santej(PaAoA,Nm) evpi. xu,lou( 또한

그들은 그를 나무에 매 달아서 죽였다. krema,nnumi 교수형에 처하다. avnei/lan

krema,santej에서는 부정과거 분사 앞에 능동태 본동사가 왔다. 이처럼 부정과거 분사
(kr-) 앞에 능동태 동사(avn-)가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2개의 동작들이 동시동작
coincident

action이다(MTI131).

이러한

예문들이

신약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

(R1113).

10:40

[류]

tou/ton o` qeo.j h;geiren(IdAoA3) 그러나 하ㄴ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아나

도록 하셨다, evgei,rw. 그리스어 본문에는 ‘그러나’가 없다. 그러나 39절과 비교
할 때에, 40절은 분명히 asyndeton 접속사가 생략된 것이다(NET).
[르]

ÎevnÐ th/| tri,th| h`me,ra| 그 삼 일에,에는 정관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

을 표현할 때에는 보통의 경우 정관사가 생략된다. 그 시간 자체로 의미가 한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30절에 나온 VApo. teta,rthj h`me,raj 사일 동안,이란 표현에선 정관사
가 생략되고 없다(R793).
[리]

e;dwken(IdAoA3) auvto.n evmfanh(ㅎm4)/ gene,sqai(InAoMD) 그가 보여지

게 되도록 허락하셨다, di,dwmi. evmfanh,j ㅎ, 눈에 보이는.

10:41

[마]

ouv panti. tw law/|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고,에서 부정어 ouv는 ouv 다음

에 바로 따라 오는 어휘들을 부정하는 예문이다. 로마7:6에서도 찾아 볼 수 있
다:

ouv palaio,thti gra,mmatojÅ 쓸모없는 철자(율법)로는 아니고. ouv panti. 모든 사

람들은 아님(R752). lao,j ou/ o` 사람들.
[머]

avlla. ma,rtusin(nm3) toi/j

prokeceirotonhme,noij(PaPeP,Dm)

그러나

사전에 뽑아졌던 증인들에게,에서 명사 ma,rtusin에는 정관사가 없다. 그러나 정관사를
취한 분사(과거)에 의해서 명사가 수식을 받는다. 그러나 분사가 취한 정관사가 정관
사가 없는 명사를 정확하게 한정하지는 않고, 분사의 활동 범위 안에 수식하는 명사를
한정한다(B424). ma,rtuj 증인. prokeceirotone,w 미리 뽑다, 앞서 선택하다.
[모]

oi[tinej(관대Nm) sunefa,gomen kai. sunepi,omen auvtw/| 그 분과 함께 먹고

마셨던,에서 관계대명사 oi[tinej가 절 끝까지 인도하는 관대절은 사실상 이유절이다
(DM272). 앞에 나온 상반절에 이유를 제공한다.
[묘]

meta. to. avnasth/nai(InAoA4) auvto.n 그 분이 살아나신 이 후로,는

[전치사+정관사+부정사] 구문으로 시제를 표현한다(hpv219,105더). 전치사 meta.는
부정사(avn-)와 함께, 결과를 나타내는(R979) 시간 ‘후에’를 뜻한다(MTIII143). meta.

to. avnasth/nai처럼 사용되는 예문들은 70인역과 신약에도 상당히 많다(R612).
avni,sthmi. meta. to.는 신약에 15회 나오고 언제나 대격(4)과 사용되었다. 현대 그리스
어에서는 부정사가 meta. to.를 대치함으로 살아지고 없다. 히브10:5에서만 과거와 사
용되었고, 언제나 부정과거와 나타난다. 누가복음에는 8번 사용되었다(R1074).
부정과거 avnasth/nai는 큰점 부정과거 constative aorist로 본다. 큰점이란 살아
나신 때부터 함께 먹고 마셨던 자들에게 나타나시기 까지를 하나의 큰점(큰 동작)으로
본다는 뜻이다. 보다 더 분명한 큰점 부정과거는 마태5:17에서(R833) 볼 수 있다:

Mh. nomi,shte(SuAoA2, 처럼ImAoA2) o[ti h=lqon(IdAoA1) katalu/sai to.n no,mon 너
희들은 내가 율법을 퇴짜 놓으려고 왔다고 가정하지 말라,에서 h=lqon이 큰점 부정과거
로 사용되었다. nomi,zw 가정하다. 41절은 부정어 ouv로 시작하는데, ouv가 부정사

avnasth/nai가 나오는 문장에서 사용된 예문이다. ouv가 부정사와 사용된 예문들은 고전
그리스어에서 사용되다가 살아져 버렸기, 본절과 같은 예문은 고전용법이 잔여물처럼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R1162).

10:42

[뮤]

nekro,j a,, o,n 죽은.

parh,ggeilen(IdAoA3) h`mi/n 그 분ㅎ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paragge,llw 명령하다, 지시하다. 페트로쓰의 연설은 연설한 내용을 정리한 것
이기 때문에 발췌문excerpts이라고 본다(BDF§491).
[므]

khru,xai(InAoA) tw/| law/| 사람들에게 설교하라고, khru,ssw

khru,xai에는 양음악쎈트가 왔는데, 곡절 악쎈트가 온 khru/xai를 고전 그리스어로 분
류해야 하는지는 미지수다(MTII57).
[미]

kai. diamartu,rasqai(InAoMD) 준엄하게 증언하라고, diamartu,romai 증

언하다. 간접화법에서 부정사 diamartu,romai는 선언문을 인도한다(R1035).

[뱌]

o` w`risme,noj(PaPeP,Nm) u`po. tou/ qeou/ 하ㄴ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는

o`ri,zw 임명하다, 선언하다, 결정하다.
[버]

krith.j zw,ntwn(PaPrA,Gm) kai. nekrw/n(nm2)Å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보]

10:43

을

za,w, nekro,j 죽은.

marturou/sin(IdPrA3)
받는다고

증언한다.

a;fesin a`martiw/n labei/n(InAoA) 죄들의 용서함

부정사

labei/n은 초시간적인 부정과거로 보인다

(hpv151). marture,w 증언하다, 증인이다. a;fesij e,sewj h`
[부]

풀어줌, 용서

pa,nta to.n pisteu,onta eivj auvto,n 그 분ㄱ을 믿는 자마다,에서 paj가 ‘개

인마다every‘라는 뜻이 아니면 보통은 pa,nta to.n처럼 정관사를 취한다(MTIII151). 대
격(4)을 취한 pisteu,onta eivj는 히브리어의
오는

-l' !ymiÞah/ ,는

번역하기 위해서

B.. !ymiÞa/h,

를 번역한 것으로 보고,

-l'가

evpi,steusen auvtoi/j 그가 그들을 믿었다,처럼 여격을 취한 단어들을

B.. !ymiÞah/ ,과 -l' !ymiÞa/h,를

구별해서 옮겼다고 본다(MTII463).

E. 보지 않고 번역하기
34

VAnoi,xaj de. Pe,troj to. sto,ma ei=pen( VEpV avlhqei,aj katalamba,nomai o[ti ouvk

e;stin proswpolh,mpthj o` qeo,j(

35

avllV evn panti. e;qnei o` fobou,menoj auvto.n kai.

evrgazo,menoj dikaiosu,nhn dekto.j auvtw/| evstinÅ

36

to.n lo,gon Îo]nÐ avpe,steilen toi/j

ui`oi/j VIsrah.l euvaggelizo,menoj eivrh,nhn dia. VIhsou/ Cristou/( ou-to,j evstin pa,ntwn
ku,rioj(

37

u`mei/j oi;date to. geno,menon r`hm/ a kaqV o[lhj th/j VIoudai,aj( avrxa,menoj

avpo. th/j Galilai,aj meta. to. ba,ptisma o] evkh,ruxen VIwa,nnhj(

38

VIhsou/n to.n avpo.

Nazare,q( w`j e;crisen auvto.n o` qeo.j pneu,mati a`gi,w| kai. duna,mei( o]j dih/lqen
euvergetw/n kai. ivwm, enoj pa,ntaj tou.j katadunasteuome,nouj u`po. tou/ diabo,lou( o[ti

o` qeo.j h=n metV auvtou/Å

39

kai. h`mei/j ma,rturej pa,ntwn w-n evpoi,hsen e;n te th/| cw,ra|

tw/n VIoudai,wn kai. ÎevnÐ VIerousalh,mÅ o]n kai. avnei/lan krema,santej evpi. xu,lou(
40

tou/ton o` qeo.j h;geiren ÎevnÐ th/| tri,th| h`me,ra| kai. e;dwken auvto.n evmfanh/

gene,sqai(

41

ouv panti. tw/| law/(| avlla. ma,rtusin toi/j prokeceirotonhme,noij u`po.

tou/ qeou/( h`mi/n( oi[tinej sunefa,gomen kai. sunepi,omen auvtw/| meta. to. avnasth/nai
auvto.n evk nekrw/n\

42

kai. parh,ggeilen h`mi/n khru,xai tw/| law/| kai. diamartu,rasqai

o[ti ou-to,j evstin o` w`risme,noj u`po. tou/ qeou/ krith.j zw,ntwn kai. nekrw/nÅ

43

tou,tw|

pa,ntej oi` profh/tai marturou/sin a;fesin a`martiw/n labei/n dia. tou/ ovno,matoj
auvtou/ pa,nta to.n pisteu,onta eivj auvto,nÅ
F. 행전10:34-43은

하ㄴ님은, 예수를 성영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고, 예수 스스로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셨고 악령에 억압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분을 통해서 평
화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로 삼으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들이다는
점을 페트로쓰는 설교했다.

더 나아가, 하ㄴ님께서는, 예수가 삼일에 살아나서, 사전

에 뽑여져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던 우리들에게 보여 지도록 허락하셨고, 산자와 죽
은자의 심판자는 바로 예수이시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
함을 받는다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준엄하게 설교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음을 페트
로쓰는 설교했다.
G. 행전10:34-43에 나오는 단어들 모음

a;fesij e,sewj h` 풀어줌, 용서

행전10:43

a;fesin a`martiw/n labei/n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a;rcw 지배하다, 시작하다

행전10:43

행전10:37.

auvto.n evmfanh(ㅎm4)/ gene,sqai(InAoMD) 그가 보여지게 되도록
auvto.n zh/n(InPrA) 그가 살아났다고

행전10:34

avkou,omen (IdPrA1) 우리는 듣기 때문에.
avlla. ma,rtusin 그러나 증인들에게

행전10:34

행전10:41

avkou,w 듣다

행전10:34

행전10:41

avllV evn panti. e;qnei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도
avnasth/nai (InAoA4)

행전10:39

행전10:35

avnei/lan (IdAoA3) 그들이 죽였다

행전10:39

avpe,rcomai,

avpelqo,ntej (PaAoA,Nm1)

행전10:34

avpelqo,ntej로 표현했다: Pou/ qe,leij

행전10:34

행전10:34

avpodokima,zw 쓸모없다고-거절하다

행전10:35

avrxa,menoj (PaAoM,Nm) 시작해서,

행전10:37

avrxa,menoj avpo. th/j Galilai,aj 갈릴라이아로부터 시작해서 누가23:5,

행전10:37

VAnoi,xaj de. Pe,troj to. sto,ma 그리고 페트로쓰는 (그의) 입을 열면서
VAnoi,xaj(PaAoA,Nm) (그의) 입을 열면서
VAnoi,xaj를 ‘생생한 분사’

행전10:34

행전10:34

dekto.j auvtw/| evstin 그 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dekto.j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행전10:35

di,dwmi

행전10:35

행전10:39

dia. tou/ ovno,matoj auvtou/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증언한다
dia. VIhsou/ Cristou/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전10:42

dih/lqen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행전10:42

e;dwken (IdAoA3) 그 분은 허락하셨다

행전10:39

e[wj w-deÅ 여기까지, 누가23:5

행전10:34

e`toima,swmen (SuAoA1)

행전10:38

행전10:39

e;n te th/| cw,ra| tw/n VIoudai,wn 유대인들의 농촌에서도..도
e;stin (IdPrA3)

행전10:43

행전10:36

diamartu,rasqai (InAoMD) 준엄하게 증언하라고
diamartu,romai 증언하다

행전10:34

e`toima,zw.

행전10:34

행전10:34

ei=pen\ evpV avlhqei,aj katalamba,nomai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해합니다행전10:34
eivj kefalh.n gwni,aj\ 모퉁이-돌이

행전10:35

euvaggeli,zw

euvaggelizo,menoj (PaPrM,Nm) eivrh,nhn 평화를 설교하는 것
euvaggelizo,menoj eivrh,nhn 평화를 설교하는 것
euvergetw/n 선행을 행하시면서
evk nekrw/n\ 죽은 자들로부터

행전10:38

행전10:41

evn u`mi/n avta,ktwj 당신들 중에서 무책임하게
evpi. xu,lou( 나무에

행전10:39

evpoi,hsen (IdAoA3) 그 분께서 행했다, poie,w

행전10:35

행전10:35

행전10:36

evgenh,qh (IdAoP3D)

행전10:35

evmfanh,j ㅎ, 눈에 보이는
행전10:34

evrga,zomai

행전10:35

행전10:39

evrgazo,menoj (PaPrM/P,NmD) dikaiosu,nhn 의를 행하는

행전10:35

행전10:39

h;geiren (IdAoA3) 그 분께서 살아나도록 하셨다

행전10:39

h`mei/j ma,rturej pa,ntwn 우리는 모든 것의 증인들이다
h=lqon (IdAoA1) 내가 왔다

h=n (IdIpA3) 그 분이 하셨다

행전10:41

ÎevnÐ th/| tri,th| h`me,ra| 그 삼 일에

행전10:40

zw,ntwn (PaPrA,Gm) 살아 있는 자들의
iva,omai 치료하다

행전10:39

za,w

행전10:38

행전10:42

행전10:42

행전10:38

VIhsou/n to.n avpo. Nazare,q( 나자레트 출신인 예수
ivwm, enoj (PaPrM/P,NmD) 치료하시고

행전10:38

행전10:38

kai. diamartu,rasqai 준엄하게 증언하라고

행전10:42

kai. e;dwken auvto.n evmfanh/ gene,sqai & 그가 보여지게 되도록 허락하셨다
kai. evrgazo,menoj dikaiosu,nhn 그리고 의를 행하는

행전10:35

kai. ÎevnÐ VIerousalh,m 그리고 이에루쌀렘에서

행전10:39

kai. ivw,menoj pa,ntaj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행전10:38

kai. parh,ggeilen h`mi/n & 그 분ㅎ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khru,xai tw/| law/| 사람들에게 설교하라고

행전10:40

행전10:42

행전10:42

kaqV o[lhj th/j VIoudai,aj( 유다 전체를 통해서

행전10:37

kaqV o[lhj(ㅎf2)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대항한다’
kata, ‘통하여, ...에 의하여, ...대해서’

행전10:37

katadunasteu,w 억압하다, 착취하다. 악령에게 억압당하다
katalamba,nomai(IdPrM1) 내가 이해합니다

행전10:34

katalu/sai to.n no,mon 율법을 퇴짜 놓으려고
khru,xai (InAoA) 설교하라고, khru,ssw
krema,nnumi 교수형에 처하다. avnei/lan

행전10:41

행전10:42

행전10:39

krema,santej evpi. xu,lou( 매 달아서 나무에
krema,santej (PaAoA,Nm) 매 달아서

행전10:38

행전10:39

행전10:39

krith.j zw,ntwn kai. nekrw/nÅ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krith.j 심판자로

lao,j ou/ o` 사람들

행전10:42

le,gousin (IdPrA3) 그들은 말한다

행전10:34

le,gw.

행전10:34

행전10:42

행전10:41.

Li,qon(4) o]n avpedoki,masan(IdAoA3) 쓸모없다고-거절했던 그 돌
marture,w 증언하다, 증인이다

행전10:35

행전10:43

marturou/sin (IdPrA3) 그들은 증언한다

행전10:43

meta. to. avnasth/nai auvto.n 그 분이 살아나신 이 후로

행전10:41

meta. to. ba,ptisma o] evkh,ruxen VIwa,nnhj 요한이 선포했던 그 침례 후에
Mh. nomi,shte 너희들은 가정하지 말라
nekro,j a,, o,n 죽은

행전10:41

nekrw/n (nm2)Å 죽은 자들의

행전10:41

nomi,shte (SuAoA2, 처럼ImAoA2)

행전10:41

nomi,zw 가정하다

o[ti ou-to,j evstin 그 분ㅇ이시다는 것을
o[ti ouvk e;stin proswpolh,mpthj o` qeo,j

행전10:38

행전10:42
하ㄴ님께서는 편애하시지 않는다 것을 행전10:34

행전10:37

o]j dih/lqen (IdAoA3) 끊임없이 돌아다니셨던 자
o]j dih/lqen euvergetw/n

행전10:42

행전10:41

o[ti o` qeo.j h=n metV auvtou/Å 하ㄴ님께서 그 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o] evkh,ruxen (IdAoA3) 선포했던

행전10:37

행전10:38

선행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셨던 자 행전10:38

o]n kai. avnei/lan 또한 그들은 죽였다

행전10:39

o` fobou,menoj (PaPrP,Nm) 두려워하는 자는

행전10:35

o` qeo.j pneu,mati a`gi,w| kai. duna,mei 하ㄴ님께서 성영으로 & 능력으로(
o` ui`o.j tou/ qeou 하ㄴ님의 아들

행전10:34

o` w`risme,noj (PaPeP,Nm) 임명받은 자

행전10:42

o` w`risme,noj u`po. tou/ qeou/ 하ㄴ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는
o`ri,zw 임명하다, 선언하다, 결정하다

행전10:42

행전10:42

oi;date (IdPeA2)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요, oi=da 알다

행전10:37

oi[tinej sunefa,gomen kai. sunepi,omen auvtw/| 그 분과 함께 먹고 마셨던
oi[tinej (관대Nm)

행전10:41

oi` oivkodomou/ntej( 그 건축가들이

ou-to,j evstin pa,ntwn ku,rioj 그 분은 모든 것들의 주님이다
ou-toj evgenh,qh 이것이 되었다

행전10:36

행전10:35

ouv palaio,thti gra,mmatojÅ 쓸모없는 철자(율법)로는 아니고
ouv panti. tw law/|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행전10:41

행전10:41

행전10:41

행전10:35

ouv panti. 모든 사람들은 아님

행전10:41

pa,nta to.n pisteu,onta eivj auvto,n 그 분ㄱ을 믿는 자마다
pa,nta to.n pisteu,onta 믿는 자마다
paragge,llw 명령하다, 지시하다

행전10:43

행전10:42

parh,ggeilen (IdAoA3) 그 분ㅎ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pepi,steuka (IdPeA1) 나는 믿고 있습니다

행전10:42

행전10:34

peripatou/ntaj (PaPrA,Am) 산다/활보한다\

행전10:34

prokeceirotone,w 미리 뽑다, 앞서 선택하다

행전10:41

proswpolh,mpthj (nmN)

행전10:43

행전10:34

proswpolh,mpthj 편애자, 편애하는 사람.

행전10:34

su. ei= o` Cristo.j 당신은 흐리스토스이다

행전10:34

to. geno,menon (PaAoM,AnD) 그 퍼지게 된 gi,nomai
to. geno,menon r`h/ma 그 퍼지게 된 선포를

행전10:37

행전10:37

to.n lo,gon Îo]n 바Ð avpe,steilen 그 분께서 보내셨던 그 말씀

행전10:36

toi/j prokeceirotonhme,noij (PaPeP,Dm) 사전에 뽑아졌던 자들
toi/j prokeceirotonhme,noij 사전에 뽑아졌던
toi/j ui`oi/j VIsrah.l 이쓰라엘의 아들들에게

행전10:41

행전10:41

행전10:36

tou,tw| pa,ntej oi` profh/tai 모든 예언자들이 그 분ㅇ에 대해서

행전10:43

tou.j katadunasteuome,nouj u`po. tou/ diabo,lou( 악령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tou.j katadunasteuome,nouj(PaPrP,Am) 억압당하는 자

행전10:38

tou/ton o` qeo.j h;geiren 이 사람을 하ㄴ님께서는 살아나도록 하셨다
u`mei/j oi;date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지요

행전10:37

u`po. tou/ qeou/( h`mi/n 우리들에게 하ㄴ님에 의해서
w`j e;crisen auvto.n
w-n evpoi,hsen

that

행전10:41

어떻게 그 분을 기름 부으셨고 행전10:38

그 분께서 행한 행전10:39

행전10:38

행전10:40

H. 행전10:34-43에서 뽑은 문제들과 해답

VAnoi,xaj는?

‘생생한 분사’Graphic Participle 행전10:34

avnoi,gw는?

‘생생한 분사‘ 마가14:12 행전10:34

katalamba,nomai의 태는?

의미상으로는 능동태이면서 중간태가 왔다 행전10:34

간접화법의 3종류?

간접선언문, 간접의문문, 간접명령문 행전10:34

o[ti와 능동태 동사, 부정사로, 분사로

간접선언문은 3가지는?

행전10:34

pepi,steuka의 글기는?

동작의 결과 행전10:34

pepi,steuka의 번역은?

현재완료로, ‘믿고 있는’ 행전10:34

auvto.n zh/n이 표현하는 문은?

간접선언문 행전10:34

peripatou/ntaj가 표현하는 문은?

간접선언문 행전10:34

o` fobou,menoj의 문법명은?

정관사분사‘ 행전10:35

fobou,menoj가 표현하는 바는?
fobou,menoj의 문법명은?

두려워하는 자의 성품이나 자질 행전10:35
'서술분사' Descriptive Participle 행전10:35

evrgazo,menoj의 글기는?

‘제한분사’ Restrictive Participle 행전10:35

to.n lo,gon(4) Îo]nÐ avpe,steilen에서 lo,gon에

4격이 온 이유? 관계사 격으로견인 행전10:35

관계대명사의 격으로 견인, 영어는? Inverse attraction of the antecedent to the relative 행전10:35

Li,qon(4) o]n에서 Li,qon에 4격이 온 이유는?

관계대명사 격으로 견인 행전10:35

kata,는 언제나 동반하는 단어는?

o[lhj

r`hm/ a kaqV o[lhj th/j VIoudai,aj( avrxa,menoj 동격은?
kaqV o[lhj th/j VIoudai,aj에서 전치사 kaqV는?
r`hm/ a와 avrxa,menoj

행전10:37

r`h/ma와 avrxa,menoj

행전10:37

결과적인 글기를 내포 행전10:37

동격을 이루게 된 이유는? 주격에서 격변화를 시키지 않았다 행전10:37

avpo. Nazare,q에서 전치사 avpo.는?

출신, 태생을 표현

행전10:38

Nazara,, Nazare,t, Nazare,q

나자레트의 3가지 이름들은?

w`j의 의미는?
pneu,mati a`gi,w| kai. duna,mei에서 인격은?

‘어떻게’

행전10:38

pneu,mati a`gi,w|

행전10:38

dih/lqen의 글기는?

큰점 부정과거

큰점 부정과거는?

동작의 시작 진행 끝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o[ti와 w`j의 차이는?

행전10:38

행전10:38
행전10:38

o[ti는 ‘것’을 설명, w`j는 ‘것’의 질이나 상태를 표현

행전10:38

전치사구에서 te의 위치는?

e;n te처럼 언제나 전치사 다음에

avnei/lan krema,santej 2개의 동작들의 글기는?

행전10:39

동시동작

행전10:39

접속사가 생략

행전10:39

39- 40절을 비교할 때 40절에 생략된 단어는?

asyndeton

시간을 표현할 때 정관사의 유무는?

정관사 생략된다

시간표현에서 정관사 생략 이유는?

자체로 의미가 한정된다

행전10:39

VApo. teta,rthj h`me,raj 표현에서 정관사가 없는 이유는? 시간표현 때문에

행전10:39

oi[tinej sunefa,gomen에서 oi[tinej가 인도하는 절은?
meta. to. avnasth/nai에서 meta.는 부정사(avn-)와

함께?

이유절

행전10:41

결과 시간으로 ‘후에’를 표현 행전10:41

avnasth/nai의 글기는? 큰점 부정과거 constative aorist
큰점이란?

행전10:39

행전10:41

살아나신 때부터 먹고 마셨던 자들에게 나타나시기 까지 행전10:41

h=lqon의 글기는?
행전10장의 페트로쓰의 연설은?

diamartu,romai가 표현하는 문은?

큰점 부정과거constative aorist

행전10:41

발췌문excerpts이다
선언문을 인도

행전10:42

행전10:42

행전10:44-48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다
A. 한 글자 역 Interlinear; B. 한역, 영역
행전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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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 아직도

이방인들의 입교와 침례
still

lalou/ntoj 연설하는 동안에

tou/ Pe,trou

While was speaking

페트로쓰가 Peter ta. r`hm
, ata 말들을 words tau/ta 이러한 these evpe,pesen 확 덮쳤다
fell

to. pneu/ma 령님이

those

Spirit

avkou,ontaj 듣는 자들

to.

the

listening

a[gion 성
to.n 그

Holy

the

evpi. 위에

lo,gon 말을

upon

pa,ntaj 모든

all

tou.j

messageÅ

:Eti lalou/ntoj tou/ Pe,trou ta. r`hm, ata tau/ta evpe,pesen to. pneu/ma to.
a[gion evpi. pa,ntaj tou.j avkou,ontaj to.n lo,gonÅ

페트로쓰가 아직도 이러한 말

들을 연설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확 덮쳤다.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se words, the Holy Spirit fell upon all those listening
th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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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그리고

And

evxe,sthsan 놀랄 수밖에 없었다

were astonished

oi`

the

evk 중에

서 from among peritomh/j 할례를 받은 자들 the circumcised pistoi. 믿는 자들은 believers

o[soi

who

sunh/lqan 와 함께 왔으며

had come with

tw/| Pe,trw| 페트로쓰

Peter(

o[ti 때

문에 because kai. 심지어 even evpi. 위에도 on ta. the e;qnh 이방인들 Gentiles h` the

dwrea. 선물이

gift

tou/ 의

of the

a`gi,ou 성

Holy

pneu,matoj 령님

Spirit

evkke,cutai

was

풍부하게-수여되어졌기 poured out\

kai. evxe,sthsan oi` evk peritomh/j pistoi. o[soi sunh/lqan tw/| Pe,trw|( o[ti kai.
evpi. ta. e;qnh h` dwrea. tou/ a`gi,ou pneu,matoj evkke,cutai\

그리고 페트로쓰와

함께 왔으며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심지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이 풍부하게-수여되어졌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And

the believers from among the circumcised who had come with Peter were astonished,
becaus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even on the Gentiles,

10 46

h;kouon 그들은 들었기

lalou,ntwn 말하면서

speaking

they heard

ga.r 때문에

glw,ssaij 무아경 혓소리들로

for

auvtw/n 그들이

with ecstatic tongues

them

kai. 그

리고 and megaluno,ntwn 격찬하는 것을 exalting to.n qeo,n 하ㄴ님을 GodÅ to,te 그 후

avpekri,qh 선포했다

Then

declared

Pe,troj 페트로쓰는

Peter\

h;kouon ga.r auvtw/n lalou,ntwn glw,ssaij kai. megaluno,ntwn to.n qeo,nÅ
to,te avpekri,qh Pe,troj(

그들은 그들이 무아경 혓소리들로 말하면서 그리고

하ㄴ님을 격찬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후 페트로쓰는 선포했다. for they
heard them speaking with ecstatic-tongues and exalting God. Then Peter declared,

10 47

mh,ti to. u[dwr 물을

tij 아무라도
baptized
Holy

any one

tou/ 하도록

tou,touj 이들이

e;labon 받아들인

du,natai 시킬 수 있습

water

these(

received

that

mh. 절대로..못

oi[tinej

who

w`j 처럼

as

not

Can

forbid

baptisqh/nai 침례를 받지

to. pneu/ma 령을

kai. 또한

kwlu/sai, 금지

also (did)

Spirit

to.

the

h`mei/j 우리

be

a[gion 성

we

È 니까?

Mh,ti to. u[dwr du,natai kwlu/sai, tij tou/ mh. baptisqh/nai tou,touj( oi[tinej
to. pneu/ma to. a[gion e;labon w`j kai. h`mei/jÈ

또한 우리처럼 성령을 받아들인

이들이 절대로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아무라도 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까?
Can any one forbid water that these should not be baptized,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as we also (did)

10 48

prose,taxen 그가 지시했다

으로 in tw/| the

ovno,mati 이름

baptisqh/nai 침례를 받도록

he instructed

name

de. 그리고

VIhsou/ 예수

to be baptized

of Jesus

Å to,te 그 후

And

auvtou.j 그들을

them

Cristou/ 그리스도의

Then

evn

Christ

hvrw,thsan 그들은 요청을

했다 they asked auvto.n 그가 evpimei/nai 머물도록 to stay h`me,raj 날 days tina,j 여러
someÅ

prose,taxen de. auvtou.j evn tw/| ovno,mati VIhsou/ Cristou/ baptisqh/naiÅ to,te
hvrw,thsan auvto.n evpimei/nai h`me,raj tina,jÅ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도록 그들을 지시했다. 그 후 그들은 그가 여러 날 머물도
록 요청을 했다.

And he instructed them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n they asked him to stay some days.

C. 말마디 나누기
말마디를 익숙하게 익혀야, D. 단어 설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가. 아직도 페트로쓰가 연설하는 동안에

44

:Eti lalou/ntoj tou/ Pe,trou

갸. 이러한 말들을

ta. r`hm, ata tau/ta

거. 성령님이 확 덮쳤다

evpe,pesen to. pneu/ma to. a[gion

겨.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evpi. pa,ntaj tou.j avkou,ontaj to.n lo,gon
45

고.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kai. evxe,sthsan

oi` evk peritomh/j pistoi.

구.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규. who 페트로쓰와 함께 왔으며

o[soi sunh/lqan tw/| Pe,trw|(

그. 심지어 이방인들 위에도, 때문에

o[ti kai. evpi. ta. e;qnh

기. 성령의 선물이

h` dwrea. tou/ a`gi,ou pneu,matoj

나. 풍부하게-수여되어졌기

evkke,cutai\
46

냐.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h;kouon ga.r

너. 그들이 무아경 혓소리들로 말하면서

auvtw/n lalou,ntwn glw,ssaij

녀. 그리고 하ㄴ님을 격찬하는 것을

kai. megaluno,ntwn to.n qeo,nÅ

노. 그 후 페트로쓰는 선포했다

to,te avpekri,qh Pe,troj\

뇨. 아무라도 물을 금지시킬 수 있습

47

mh,ti to. u[dwr du,natai kwlu/sai, tij

누. 이들이 절대로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tou/ mh. baptisqh/nai tou,touj(

뉴. who 성령을 받아들인

oi[tinej to. pneu/ma to. a[gion e;labon

느. 또한 우리처럼..니까?

w`j kai. h`mei/jÈ

니. 그리고 그가 그들을 지시했다

48

prose,taxen de. auvtou.j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vn tw/| ovno,mati VIhsou/ Cristou/

댜. 침례를 받도록

baptisqh/naiÅ

더. 그 후 그들은 요청을 했다

to,te hvrw,thsan

뎌. 그가 머물도록 여러 날

auvto.n evpimei/nai h`me,raj tina,jÅ

D. 단어 설명

10:44

[가]

:Eti lalou/ntoj(PaPrA,Gm)

tou/ Pe,trou 아직도 페트로쓰가 연설하는

동안에. lale,w 말하다, 소리 내다. :Eti lalou/ntoj tou/ Pe,trou evpe,pesen to.

pneu/ma to. a[gion,에서 현재분사 lalou/ntoj와 본동사인 evpe,pesen과는 거의 동시동작
simultaneous action이다(B119).
[거]

evpe,pesen(IdAoA3) to. pneu/ma to. a[gion 성령님이 확 덮쳤다,에서 정관사

가 온 ① to. pneu/ma to. a[gion는 삼위일체인 성령으로, 잘 알려진 능력으로, 그들 위에
확 덮친 거룩한 영력을 뜻한다(BDF§257(2). ② cara. evn pneu,mati a`gi,w\| ’성령안에
있는 기쁨‘(로마14:17)처럼 pneu,mati a`gi,w\| 에는 정관사는 없으나 전치사가 왔다. 이
렇게 전치사가 pneu,mati a`gi,w\| 를 동반했으면 삼위일체의 성령님을 뜻한다. ③ pneu/ma

a[gion(누가1:35)에선 정관사도 전치사도 없다. 이 경우 pneu/ma a[gion는 삼위일체의
성령이

아닌,

설교자로서 체험한

어떤

신적인

영감 certain divine

inspiration

experience by the preacher을 뜻한다. 전치사가 없는 예문들로는 누가1:15, 35, 41,
67; 2:25, 3:16, 4:1, 11:13, 행전1:2, 4:25, 6:5, 7:55; 8:15, 17, 19; 10:38, 11:24,
19:2 등이다. 이 구절들에선 인격적 성령님이 아니고, 특히 누가가 정관사를 생략할
때에는, 어떤 신적인 영감을 뜻한다(MTIII175). 신적인 영감은 저자가 ’성영‘이라 칭
하는데 ’성령‘과 식별하기 위해서다. ④ 그러나 Pneu/ma a[gion(누가1:35)처럼 대문자로
적혔으면 ’성령님‘으로 번역한다. evpipi,ptw 덮치다.
그러나, ①②③은 언제나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단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
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다. 예를 들어서 데전1:5에서, 바울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의 복음은 너희들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evn duna,mei kai. evn pneu,mati

a`gi,w| 능력안에서 또한 성영안에서,라고 말할 때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서 evn
pneu,mati a`gi,w라
|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삼위일체의 성령이 아닌, 설교자로서 체험한
어떤 신적인 영감 certain divine inspiration experience by the preacher(Zr§181)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전치사 evn이 왔지만, ②에서의 해석과 정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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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tou.j avkou,ontaj(PaPrA,Am) to.n lo,gon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 avkou,w

[고]

evxe,sthsan(IdAoA3) 놀랄 수밖에 없었다, evxi,sthmi 놀라다.

evxe,sthsan(IdAoA3) o[ti evkke,cutai\(IdPeP3)에서 evxi,sthmi는 지각동사 verbs
of perception에 속한다. 지각동사는 evkke,cutai처럼 과거동사를 취해서 지각동사의 시
제와 같은 때의 동작을 전개해 나간다(BDF§345). 간략하면 과거동사의 시제는 앞에
나온 부정과거와 같은 순간으로 취급해야 한다. evxe,sthsan o[ti evkke,cutai\

풍부하게

수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이다.
더 나아가서 o[ti는 과거동사 evkke,cutai와 함께 간접화법을 인도하면서 본동사

evxe,sthsan의 표현을 완성시킨다. o[ti는 직접화법도 간접화법도 인도한다. 때로는 간접
화법이 말하는 동사나 지각 동사의 목적어들이라고 불리운다. o[ti가 직접화법을 인도
하는 문장은 인용구를 사용해서 옮기는 문장과 같다. o[ti가 직접화법을 인도하는 문장
은 영어로는 that를 사용해서 옮긴다. 간접화법으로 주로 이유절을 표현한다(BW161).
직접화법 예문: le,gousin auvtw/| o[ti Pa,ntej zhtou/si,n seÅ 그들은 그 분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마가1:37).
간접화법 예문: h;rxato(IdAoM3) dida,skein auvtou.j o[ti dei/ to.n ui`o.n tou/

avnqrw,pou polla. paqei/n(InAoA) 그 분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것을 고생
해아 한다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마가8:31)(BW161).
[구]

oi` evk peritomh/j(nf2) pistoi.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peritomh, 할례. 전치사 evk는 모음 앞에서는 evx라 쓴다(Th). evk 중에서,...로부터.
oi` evk peritomh/j pistoi.에서 전치사구 evk peritomh/j
pistoi.

믿는 자들은,를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는

oi`

수식한다. 그런데 수식어구인 전치사구 evk peritomh/j가 수식을

받는 단어 oi` pistoi.의 정관사 oi`와 명사 pistoi.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R782), 이것
이 그리스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오는 장점은 수식어구와 수식을 받는
단어를 한 단위로 묶어 놓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evxe,sthsan oi` evk peritomh/j pistoi. o[soi sunh/lqan tw/| Pe,trw|(에서 oi` evk peritomh/j
pistoi.가 주어이고, o[soi sunh/lqan tw/| Pe,trw|( ‘페트로쓰와 함께 온 자들‘이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영어로는 상관절 relative clause이다(BW153).

[규]

o[soi sunh/lqan(IdAoA3) tw/| Pe,trw|(

who

페트로쓰와 함께 왔던 자들,

sune,rcomai 함께: 오다, 모이다.
[그]

kai. evpi. ta. e;qnh 심지어 이방인들 위에도,에서 접속사 kai.는 evpi 전치사

구를 강조하는 글기가 있다(R1181). kai.는 ‘심지어’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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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vkke,cutai\(IdPeP3) 풍부하게-수여되어졌기 evkce,w 퍼붓다, 쏟다.

[냐]

h;kouon(IdIpA3) ga.r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avkou,w 듣다.

[너]

auvtw/n lalou,ntwn(PaPrA,Gm) glw,ssaij 그들이 무아경-혓소리들로 말

하면서,에서 glw,ssaij 앞에 e`te,raij‘다른’가 생략되었다 본다. 행전2:4에는 e`te,raij

glw,ssaij처럼 e`te,raij가 glw,ssaij 앞에 나오기 때문이다(BDF§480(3).
h;kouon(IdIpA3) auvtw/n lalou,ntwn(PaPrA,Gm) glw,ssaij에선 동사 h;kouon의 목적어
로 대격(4)이 오지 않고 속격(2)이 온 분사 lalou,ntwn이 왔다. 이렇게 사용되는 예문
이

신약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

분사

lalou,ntwn이 지각적인 면을 표현한다

(hpv34.3,94됴).
[녀]

megaluno,ntwn(PaPrA,Gm) to.n qeo,nÅ 하ㄴ님을 격찬하는 것을,에서

megalu,nw가 사용된 것은 70인역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megalu,nw는 ‘영화롭게 한다’와 같은 의미로 본다(MTIV50).
[노]

to,te avpekri,qh(IdAoP,3D) Pe,troj\ 그 후 페트로쓰는 선포했다,

avpokri,nomai 선포하다.
10:47

[뇨]

mh,ti to. u[dwr du,natai(IdPrM/P3D) kwlu/sai,(InAoA) tij 아무라도 물

을 금지시킬 수 없다. kwlu,w 금지하다, 방해하다. tou/ mh. baptisqh/nai
(InAoP,G) tou,touj(

이들이 절대로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동

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부정어가 필요 없이 2회나 사용됐다(M157). mh,ti는 강력한 부

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사다(hpv270,107교). mh,ti

ou-to,j evstin o` Cristo,jÈ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가?(요한4:29)처럼 mh,ti는 불확실
incertitude한 내용을 담고 있다(RY225). 또한 mh,ti는 보통은 번역하지 않는다. mh.는

baptisqh/nai처럼 주로 부정사와 사용된다(R1092,RD§468).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단어
와는 부정어 mh.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동사의 부정하는 내용을 반복 표현하다
보니까 mh.가 필요 없는데도 사용 되었다(R1094,1171).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방해하다’는 동사 다음에는 3가지 문장구조가 올 수 있
다. ① 정관사 없이 부정사가 올 수 있다. ② tou/를 거느리는 부정사가 올 수 있다.
③

to,를 취한 부정사가 올 수 있다. mh.는 부정사와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무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하지는 않는다(B402).
[누]

tou/ mh. baptisqh/nai(InAoP,G) tou,touj( 이들이 절대로 침례를 받지 못하

도록,에선 tou/ mh. baptisqh/nai처럼 tou/를 거느린 부정사가 왔다. [tou/+부정사] 형식
은 목적을 표현한다(hpv175,103샤). 그리고 금지하는 단어 kwlu/sai, 다음에 탈격
ablative case이 왔다. 속격이 온 tou/ mh. baptisqh/nai이 탈격이다. 탈격은 분리, 원천,
근원 등을 제공한다.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은 분리(차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탈격 baptisqh/nai의 동작은 앞으로 발생하는 futuristic 글기nuance가 들어 있다
(Zr§386). tou/ mh. baptisqh/nai은 mh,ti to. u[dwr du,natai(IdPrM/P3D) kwlu/sai,에 대
해서 부가적 설명을 제공한다. 목적과 금지가 결합된 글기nuance가 들어 있는 것 같다
(hpv178,103소).
속격인가 탈격인가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관련된 단어가 분리(차별)의
의미가 들어 있으면 탈격이다. 그러나 종류, 설명, 정의 등의 의미가 들어 있으면 속격
genetive이다(BW19,R1061).
[뉴]

oi[tinej(관대Nm) to. pneu/ma to. a[gion e;labon(IdAoA3) 성령님을 받아

들인 자들. o[stij h[tij o[ ti에서 o[ ti는 o`, ti,로도 사용된다. 공백을 두거나 카마를 찍
어서 표기하는 이유는 종속접속사 o[ti와 구별하기 위해서다(M124,Th). 관대 o[stij
누구든지.

A.T.Robertson은 oi[tinej를 이유절을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RY233).

oi[tinej to.

pneu/ma to. a[gion e;labon ‘since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R728,RD§380). 부정과거 e;labon은 한정이 되지 않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한
다(hpv105,98뱌).
10:48

[니댜] ①

prose,taxen(IdAoA3) de. auvtou.j(4) baptisqh/nai(InAoP) 그리고 그

가 그들을 침례를 받도록 지시했다, prosta,ssw 지시하다. bapti,zw 침례하다.
지시하는 동사 prose,taxen 다음에 부정사 baptisqh/nai가 왔다. 그리고 부정사의 주어
로 대명사 4격 auvtou.j가 왔다. 그러나, Ouvk oi=da(IdPeA1) u`ma/j(4) po,qen evste,
(IdPrA2) 나는 당신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누가13:25). 이 문장엔 부정
사가 아닌 현재형 evste,가 왔는데도 부정사의 주어인 4격 u`ma/j(4)를 변화시키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러한 예문은 변칙에 해당된다(MTIII149). 마가1:24, 11:32; 요한 9:29.

po,qen 부사, 어디로부터.
-ta,ssw로

끝나는

동사들이

나오는

예문들을

더

들어보자.

②

evpe,taxen(IdAoA3) evne,gkai(InAoA) thn kefalh.n(nf4) auvtou/Å 그의 머리가 가져와
지도록 그는 지시했다,(마가6:27)에서 동사 evpita,ssw가 여격(3)을 취하면 ‘명령하다’,
여격(3)이 없으면 ‘지시하다’의 뜻이다(GING). kefalh.n은 fe,rw 운반하다‘가 본동사
다. ③ e;taxan (IdAoA3) avnabai,nein(InPrA) Pau/lon(nm4) 그들은 파울로쓰가 올라
가도록 결정했다(행전15:2).

ta,ssw 결정하다. avnabai,nw 올라가다. -ta,ssw로 끝나

는 3가지 동사들 prosta,ssw, evpita,ssw, ta,ssw 등은 부정사와 대격(4)을 취하는 일
종의 패턴을 가지고 문장을 전개하는 동사들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R1084).
[다]

evn tw/| ovno,mati(nn3) VIhsou/ Cristou/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 례 를

표현할 때에 전치사 evn이나 eivj가 사용되었다(MTIII256,RD§361). eivj to. o;noma(nn4)

tou/ kuri,ou VIhsou/( 주 예수의 이름으로(행전19:5)
[더]

to,te hvrw,thsan(IdAoA3) 그 후 그들은 요청을 했다. evrwta,w 요청하다,

질문을 묻다. hvrw,ta(IdIpA3) evlehmosu,nhn labei/nÅ 그는 돈을 받으려고 간절히-구했
다(행전3:3)(BDF§328). 48절에선 부정과거 hvrw,thsan가 왔고, 3:3에선 미완료 hvrw,ta

가 왔다. 부정과거는 ‘요청했다’로, 미완료는 ‘간절히-구했다’로 옮긴데서 동작의 반복
성 내지는 요청하는 자의 간절한 심정에 대한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뎌]

auvto.n evpimei/nai(InAoA) h`me,raj tina,jÅ 그가 여러 날 머물도록, evpime,nw

머무르다.

E. 보지 않고 번역하기
44

:Eti lalou/ntoj tou/ Pe,trou ta. r`h,mata tau/ta evpe,pesen to. pneu/ma to. a[gion

evpi. pa,ntaj tou.j avkou,ontaj to.n lo,gonÅ

45

kai. evxe,sthsan oi` evk peritomh/j pistoi.

o[soi sunh/lqan tw/| Pe,trw|( o[ti kai. evpi. ta. e;qnh h` dwrea. tou/ a`gi,ou pneu,matoj
evkke,cutai\

46

h;kouon ga.r auvtw/n lalou,ntwn glw,ssaij kai. megaluno,ntwn to.n

qeo,nÅ to,te avpekri,qh Pe,troj(

47

Mh,ti to. u[dwr du,natai kwlu/sai, tij tou/ mh.

baptisqh/nai tou,touj( oi[tinej to. pneu/ma to. a[gion e;labon w`j kai. h`mei/jÈ

48

prose,taxen de. auvtou.j evn tw/| ovno,mati VIhsou/ Cristou/ baptisqh/naiÅ to,te hvrw,thsan
auvto.n evpimei/nai h`me,raj tina,jÅ
F. 행전10:44-48은

페트로쓰의 연설 중에 성령님이 그들을 덮치자, 할례 받고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이 수여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놀랬으며, 참석
자들이 무아경 속에서 혓소리로 말하면서 하ㄴ님을 격찬하자, 페트로쓰가 우리처럼 성
령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
례를 받으라고 권할 때, 이들은 페트로쓰 보고 여러 날 더 머물도록 요청한 내용이다.

G. 행전10:44-48에 나오는 단어들 모음

:Eti lalou/ntoj tou/ Pe,trou 아직도 페트로쓰가 연설하는 동안에
auvto.n evpimei/nai h`me,raj tina,jÅ 그가 머물도록 여러 날

행전10:48

auvtw/n lalou,ntwn glw,ssaij 그들이 무아경 혓소리들로 말하면서
avkou,w 듣다

avpekri,qh (IdAoP,3D)

행전10:48

avpokri,nomai 선포하다

행전10:46

bapti,zw 침례하다

baptisqh/nai (InAoP) 침례를 받도록

행전10:48

행전10:48

dei/ 한다고

행전10:48

du,natai (IdPrM/P3D)

e;taxan avnabai,nein Pau/lon

행전10:44

행전10:45

e;taxan (IdAoA3)

행전10:47

행전10:48

행전10:46

cara. evn pneu,mati a`gi,w\| ’성령안에 있는 기쁨‘(로마14:17)
de. auvtou.j(4)

행전10:46

avnabai,nein(InPrA) Pau/lon(nm4)

행전10:46

avnabai,nw 올라가다

행전10:44

행전10:48

그들은 파울로쓰가 올라가도록 결정했다(행전15:2) 행전10:48

eivj to. o;noma(nn4) tou/ kuri,ou VIhsou/( 주 예수의 이름으로(행전19:5)
evk peritomh/j(nf2)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evk 중에서,...로부터.
evkke,cutai (IdPeP3)

행전10:45

evkce,w 퍼붓다, 쏟다.

행전10:45

행전10:48

행전10:45

행전10:45

evkke,cutai\(IdPeP3) 풍부하게-수여되어졌기
evn duna,mei. 능력안에서

행전10:45

evn pneu,mati a`gi,w| 성영안에서,

행전10:44

evn tw/| ovno,mati VIhsou/ Cristou/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vn tw/| ovno,mati(nn3) 이름으로

행전10:48

행전10:48

evne,gkai (InAoA)

evne,gkai thn kefalh.n auvtou/Å 그의 머리가 가져와 지도록
evpe,pesen to. pneu/ma to. a[gion 성령님이 확 덮쳤다
evpe,taxen (IdAoA3) 그는 지시했다,(마가6:27)

행전10:48

행전10:48

행전10:44

행전10:48

evpi. pa,ntaj tou.j avkou,ontaj to.n lo,gon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evxe,sthsan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evpime,nw 머무르다

evxe,sthsan o[ti evkke,cutai\

행전10:44

kai.

행전10:44

evpimei/nai (InAoA) 머물도록

행전10:48

evrwta,w 요청하다, 질문을 묻다

행전10:44

행전10:48

풍부하게 수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행전10:45

evxe,sthsan(IdAoA3) 놀랄 수밖에 없었다,
evxi,sthmi 놀라다.

행전10:45

fe,rw 운반하다‘

행전10:45

h;kouon (IdIpA3) ga.r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h;rxato(IdAoM3) dida,skein auvtou.j

행전10:46

그 분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행전10:45

h` dwrea. tou/ a`gi,ou pneu,matoj 성령의 선물이
h`me,raj tina,jÅ 여러 날

행전10:48

행전10:45

hvrw,ta (IdIpA3)

행전10:48

행전10:48

hvrw,ta evlehmosu,nhn labei/nÅ 그는 돈을 받으려고 간절히-구했다(행전3:3).
hvrw,thsan (IdAoA3) 그들은 요청을 했다

행전10:48

kai. megaluno,ntwn to.n qeo,nÅ 그리고 하ㄴ님을 격찬하는 것을
kai.는 ‘심지어’

lale,w 말하다, 소리내다.

행전10:47

lalou/ntoj (PaPrA,Gm)

행전10:46

kwlu,w 금지하다, 방해하다

행전10:45

kwlu/sai, (InAoA)

megaluno,ntwn (PaPrA,Gm) 격찬하는 것을

행전10:44

행전10:45

행전10:46

mh,ti to. u[dwr du,natai kwlu/sai, tij 아무라도 물을 금지시킬 수 있습
o[soi sunh/lqan tw/| Pe,trw|( 페트로쓰와 함께 온 자들
o[stij h[tij o[ ti 누구든지

oi[tinej (관대Nm)

행전10:47

oi[tinej to. pneu/ma to. a[gion e;labon

who

행전10:47

행전10:45

성령을 받아들인 행전10:47

oi` evk peritomh/j pistoi.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행전10:45

행전10:45

Ouvk oi=da (IdPeA1) 나는 알지 못한다

행전10:48

Pa,ntej zhtou/si,n se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마가1:37).
peritomh, 할례.

행전10:45

Pneu/ma a[gion(누가1:35) ’성령님‘

행전10:44

prose,taxen (IdAoA3) 그가 지시했다
행전10:48

행전10:45

행전10:45

po,qen 부사, 어디로부터

행전10:48

행전10:48

prose,taxen de. auvtou.j 그리고 그가 그들을 지시했다
prosta,ssw 지시하다

행전10:46

행전10:45

o[ti kai. evpi. ta. e;qnh 심지어 이방인들 위에도, 때문에

paqei/n (InAoA)

행전10:47

행전10:44

le,gousin auvtw/| 그들은 그 분에게 말했다(마가1:37)

oi` pistoi. 믿는 자들은,

행전10:48

행전10:47

sune,rcomai 함께: 오다, 모이다.

행전10:45

ta,ssw 결정하다

ta. r`h,mata tau/ta 이러한 말들을

행전10:48

thn kefalh.n (nf4)

to,te 그 후

행전10:48

to,te avpekri,qh Pe,troj\ 그 후 페트로쓰는 선포했다
to,te hvrw,thsan 그 후 그들은 요청을 했다

행전10:48

행전10:46

행전10:48

to. pneu/ma to. a[gion e;labon 성령님을 받아들인 자들
to. pneu/ma to. a[gion 삼위일체 성령

행전10:47

행전10:44

to.n ui`on. tou/ avnqrw,pou polla. paqei/n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것을 고생해아 행전10:45

tou.j avkou,ontaj(PaPrA,Am) to.n lo,gon 듣는 자들. avkou,w
tou/ mh. baptisqh/nai(InAoP,G) tou,touj(

행전10:44

이들이 절대로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행전10:47

u`ma/j(4) po,qen evste, (IdPrA2) 당신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누가13:25).
VIhsou/ Cristou/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10:44

행전10:48

행전10:48

w`j kai. h`mei/jÈ 또한 우리처럼..니까?

행전10:47

H. 행전10:44-48에서 뽑은 문제들과 해답

pneu,mati a`gi,w\| 의 뜻은?

성영 행전10:44

to. pneu/ma to. a[gion의 뜻은?

성령 행전10:44

성영은?

설교자로서 체험한 어떤 신적인 영감 행전10:44

Pneu/ma a[gion의 뜻은?

삼위일체 성령 행전10:44

evxe,sthsan o[ti evkke,cutai\에서 evkke,cutai의

역할은?

evxe,sthsan의

표현을 완성함 행전10:45

o[ti의 직접화법은 영어로?

인용구를 사용해서 옮김 행전10:45

o[ti가 간접화법은 영어로?

that를 사용해서 옮김 행전10:45

le,gousin auvtw/| o[ti Pa,ntej zhtou/si,n se 문은?

직접화법 행전10:45

h;rxato(IdAoM3) dida,skein auvtou.j o[ti dei/ to.n ui`o.n
tou/ avnqrw,pou polla. paqei/n(InAoA)

문은?

evk는 모음 앞에서?
oi` evk peritomh/j pistoi.에서 수식어구는?
oi` evk peritomh/j pistoi.의 특혜는?
megalu,nw의 히브리어 표현은?

간접화법 행전10:45

evx라 쓴다
evk peritomh/j

행전10:45

행전10:45

한 단위로 묶어 혼동하지 않도록 행전10:45
‘영화롭게 한다’ 행전10:46

auvtw/n lalou,ntwn glw,ssaij 생략된 단어는?
mh,ti는?

e`te,raij‘다른’이 생략

행전10:46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사 행전10:47

mh,ti 번역은?

보통은 번역하지 않는다 행전10:47

mh.는?

주로 부정사와 사용된다 행전10:47

탈격은?

분리, 원천, 근원 등을 제공한다 행전10:47

du,natai kwlu/sai, tij tou/ mh. baptisqh/nai 탈격은?

tou/이하

행전10:47

du,natai kwlu/sai, tij tou/ mh. baptisqh/nai 동작의 글기는? futuristic 글기
탈격 식별은?

행전10:47

분리(차별)의 의미로 행전10:47

속격 식별은?

종류, 설명, 정의 등의 의미로 행전10:47

o[ ti를 다르게 적으면?

o`, ti,로도 사용

o[ ti처럼 기록하는 이유는?

행전10:47

접속사 o[ti와 구별하기 위해서 행전10:47

u`ma/j(4) po,qen evste,의 변칙어는?

u`ma/j(4)

evpita,ssw가 여격(3)을 취하면?

‘명령하다’, 행전10:48

evpita,ssw가 여격(3)이 없으면?

‘지시하다’ 행전10:48

-ta,ssw 동사의 특징은?

hvrw,ta의 뜻은?

행전10:48

부정사와 대격(4)을 취하는 패턴으로 문장전개 행전10:48
‘간절히-구했다’ 행전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