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복음서의 서론
1.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개요는 메츠커(Metzger)의 것을 사용했다.
2. oi` avpV avrch/j 처음부터

auvto,ptai 증인들이: 줄이 그어진 정관사까지 합해

서 증인들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스어에는 이렇게 정관사와 명사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온다.

3. evpecei,rhsan 착수했기[다]: 착수했[다]가 본 뜻이지만 우리말에서 필요하기 때문
에 다 대신에 “기”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4. 본문 그리스어 철자 크기는 14pt다.
5.

그리스어 원본: BNT - Novum Testamentum Graece, Nestle-Aland 27d
Edition. Copyright (c) 1993 Deutsch Bibelgessellschaft

6.

저자: w`j de. to. o[rama ei=den, euvqe,wj evzhth,samen evxelqei/n eivj Makedoni,an
”그가(바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
다“(행전16:10)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에서 3인칭 복수로 바꾸어진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Trw|aj, 에서 바울의 여행 동반자가 됀 누가임을 알게 된
다. 이 구절 외에는 신약에서 누가복음서의 저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없
다. 또한 골로4:14에 기록된 Louka/j o` ivatro.j o` avgaphto.j ”친애하는 의사, 누
가“라는 언급을 가지고, 약 160년경부터 초대교회는, 의학용어들이 많이 나오
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확증한 전통을 세웠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누가는, 신약
에서 다른 책에는 사용되지 않은 800여개의 그리스어 단어들을 자유롭게 구사
한 점과, 마가가 사용한 단문 동사들을 보다 더 효과적인 분사구문으로 자주
바꾸어 사용하면서 히브리어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어를 능숙하게 구사
했다는 점과, 누가복음서의 서론은(1:2-4) 역사학자 Josephus가 Epaphroditus에

게 쓴 Contra Apionem에 나오는 서문과 유사할 뿐 아니라, Thucydides나
Hero- dotus에 비교할 정도로 그리스어 달필가로서(R122, MTIV57) 높은 교육
을 받은 사람들을 독자로 삼고 기록한 서적이 누가복음서라고 평가받고 있으
며, 신약성경 책들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그리스어를 구사했다는 점에서 그리
스 본토인으로 인정할 정도다(PM).

7. 재료: 누가는 마가복음서와, 잃어버린 Q 문헌이라 불리운 재료들을 사용했음을 자
인했다. 특히 누가의 범우주적인 견해는 Q 문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
가 강하다.

8. 시기: 61-63년경에 기록했다고 본다.

누가 복음서 1:1-4 떼오필로스님께 올림
A. 한 글자 역 Interlinear; B. 한역, 영역
누가1:1
VEpeidh,per 때문에

Inasmuch as

[다] have taken in hand,
account,

peri. ..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서 among us

polloi. 많은 사람들이

avnata,xasqai 작성하기로

evpecei,rhsan 착수했기

many

to compile,

dih,ghsin 진술서를

tw/n peplhroforhme,nwn 성취되어진
pragma,twn 일들(의)

accomplished,

an

evn h`mi/n

of the things.

VEpeidh,per polloi. evpecei,rhsan avnata,xasqai dih,ghsin peri. tw/n
peplhroforhme,nwn evn h`mi/n pragma,twn(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착수했기 때문에, Inasmuch as many have taken
in hand to compile an account of the things accomplished among us,

누가1:2

kaqw.j ..을 근거로
us

oi`

and

the

avpV부터

pare,dosan 전달했던[다]
avrch/j 출발

from

u`phre,tai 종들이

servants

outset

they delivered them

auvto,ptai 증인들이

geno,menoi 됀

became

h`mi/n 우리들에게

eyewitnesses

tou/ lo,gou 말씀의

to

kai. 그리고

of the word

kaqw.j pare,dosan h`mi/n oi` avpV avrch/j auvto,ptai kai. u`phre,tai geno,menoi tou/
lo,gou( 출발부터 말씀의 종들과 증인들이 되었던 자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근거로, based on what they who from the outset became eyewitnesses and
servants of the word delivered [them] to us,

누가1:3
e;doxe 가장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it seemed good

kavmoi. 나에게도 또한

parhkolouqhko,ti 나도 가까이-따라다녔기 때문에

because I have followed

작부터 from the outset,

pa/sin 모든 것들을

all things

kaqexh/j 순서대로

soi 당신에게

gra,yai 쓰기

in order

to you,

also for me,

a;nwqen 시

avkribw/j 주의 깊게
to write

carefully

kra,tiste 가장 고

귀하신 most noble Qeo,file 떼오필로스여! Theophilus,

e;doxe kavmoi. parhkolouqhko,ti a;nwqen pa/sin avkribw/j kaqexh/j soi gra,yai(
kra,tiste Qeo,file(

가장 고귀하신 떼오필로스여! 나도 가까이-따라다녔기 때문에,

시작부터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순서대로 당신에게 쓰는 것이 나에게도 또한 가장 좋
다고 여겨졌습니다. it seemed good also for me, because I have followed all things
carefully from the outset, to write in order to you, most noble Theophilus,

누가1:4
i[na 도록

that

evpignw/j| 아시

you may know

peri. 대해서

about

w-n 에 which kathch,qhj

당신께서 가르침을 받게 됀 you have been instructed. lo,gwn 일들 the things th.n

avsfa,leian 바른 것을

the exact truth

i[na evpignw/j| peri. w-n kathch,qhj lo,gwn th.n avsfa,leianÅ

당신께서 가르침

을 받게 됀 (바) 일들에 대해서 바른-것을 아시도록, that you may know the exact
truth of the things about which you have been instructed.

C. 말마디 나누기

말마디를 익숙하게 익혀야, D. 단어 설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가. 많은 사람들이 착수했기 때문에

1

VEpeidh,per polloi. evpecei,rhsan

갸.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avnata,xasqai dih,ghsin

거. 대해서

peri.

겨.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진

tw/n peplhroforhme,nwn evn h`mi/n

고. 일들에

pragma,twn(

교. 우리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근거로,

2

kaqw.j pare,dosan h`mi/n

구. 출발부터 증인들이

oi` avpV avrch/j auvto,ptai

규. 그러면서 말씀의 종들이 됀

kai. u`phre,tai geno,menoi tou/ lo,gou(

그. 나에게도 또한 가장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3

e;doxe kavmoi.

기. 나도 따라다녔기 때문에;

parhkolouqhko,ti

나. 시작부터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a;nwqen pa/sin avkribw/j

냐. 순서대로 당신에게 쓰는 것이

kaqexh/j soi gra,yai(

너. 가장 고귀하신 떼오필로스여!

kra,tiste Qeo,file(
4

녀. 아시도록

i[na evpignw/|j

노. 당신께서 가르침을 받게 됀 (바) 일들에 대해서

peri. w-n kathch,qhj lo,gwn

뇨. 바른 것을

th.n avsfa,leianÅ

D. 단어 설명,
1:1
[가] VEpeidh,per

polloi. evpecei,rhsan 많은 사람들이 착수했기 때문에,에서

Epei에는 이유절의 글기가 있으며(MTIII.318), 이유접속사 '까닭에, 때문에‘의
뜻으로 종속절을 인도한다. VEpeidh,per = VEpei+dh,+per로 만들어진 복합단어다

(WC180).

evpei,는 o[ti처럼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자주 사용되며 언제나

직설법 동사와 사용된다. 부정어로는 언제나 ouv가 사용되지만, 히브9:17에선 evpei.

mh,...처럼 ouv 대신에 mh,가 사용되었다(RD§426b).

evpeidh,per ...때문에,...인 까닭에.

이미

표현한다.

잘

알려진

바를

지적하면서

이유절을

누가1:1에만

나온다

(BDF§456[3]). 이유절은 o[ti, dio,ti, evpei,, evpeidh,, evpeidh,per, evf v w|- 등으로 표현한
다(WC97).

polloi.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인(1:2) 마태는 포함되지 않으며, 마가복음서를
참고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polloi.에는 물론 kaqw.j pare,dosan과 kavmoi.도 포함된
다. 공관복음서들의 언어가 유사한 점으로 볼 때에 사도들이 구두로 직접 가르쳐 준
내용들을 기본으로 삼고 기록했다고 본다(HR).

evpecei,rhsan IdAoA3 착수했다 evpiceire,w 착수하다, 시도하다. 이유절에서는
사실을 확증하기 때문에 주로 직설법 동사가 온다. 공관복음서에서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록했다는 증거가 된다.

[갸] avnata,xasqai InAoMD 작성하기 avnata,ssomai 작성하다, 기억으로부터 재
구성하는 것을 뜻할 수 도 있다(MM168). dih,ghsin f4 진술서를

from

dih,ghsij 진

술, 화술.

[거겨]

peri.+2격 = ..에 대해서. peplhroforhme,nwn PaPePGn 성취되어진

plhrofore,w 성취하다, 이루다. evn h`mi/n 우리 가운데서 pragma,twn n2 일들의, 사건
들의.

1:1절은 이유절이다.

1:2

[교] kaqw.j pare,dosan h`mi/nkaqw.j 우리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근거로,는 부사
로 종속절을 만든다. from kaqw,j

...처럼, 꼭...처럼,..을 근거로 kaqw.j는 정확

하게 어느 단어를 수식하는가? pare,dosan IdAoA3 그들이 전달했다 from paradi,dwmi
(구두로) 전달하다.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기 전부터 전달 받은 복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h`mi/n m3 우리들에게.

[구] oi` avpV avrch/j auvto,ptai

“처음부터 증인들이“가 주어다. avpV avrch/j(2) 처

음부터, 출발부터. oi` auvto,ptai Nm 증인들 from auvto,pthj, 증인. . avpV avrch/j가 oi`와

auvto,ptai 사이에 놓인 것은 복음의 전통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
었다는 점을 뜻한다. oi` auvto,ptai의 정관사 oi`는 u`phre,tai에도 연결된다. auvto,ptai 대
신에 auvqo,ptai가 나오는 사본(W)도 있다(MTII98).

[규] u`phre,tai geno,menoi tou/ lo,gou( 말씀의 종들이 됀,에서 geno,mnoi는 거슬
러 oi` auvto,ptai에도 연결되는 것으로 옮겼다. u`phre,tai Nm 종들,

from

u`phre,thj

종. w`j u`phre,taj Cristou/ 그리스도의 종들로서(고전4:1), geno,mnoi PaAoMDNm 됀
from

1:3

2

gi,nomai 되다, 이루어지다. tou/ lo,gou 말씀의. 절은 부사절

[그기]

e;doxe IdAoA3 가장 좋다고 여겨졌다

from

doke,w 여기다, 생각하다.

kavmoi. (3격) 나에게도 또한 = kai,+evgw), parhkolouqhko,ti PaPeADm1 내가
가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from parakolouqe,w 따라다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 이
해하다. 분사 parhkolouqhko,ti는 이유분사로 옮겼다. &akolouqe,w 주의하면서 가까이
따라다니다. parakolouqe,w = para 가까이 +kolouqe,w 따라다니다,로 만들어진 복합
어다(WC142).

parhkolouqhko,ti a;nwqen의 단어 뜻들을 다시 살피면, ‘새롭게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번역이 나온다. MT 역은 ‘revised them afresh'라 옮겼다. MT의
견해는 누가가 쓴 그리스어 문장 스타일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때그때 누가가

수집할 수 있는 재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써 나갔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parhkolouqhko,ti a;nwqen을 ‘revised them afresh,(MTII20) 새롭게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옮긴 것이다. 단어의 뜻이 parhkolouqhko,ti a;nwqen을 새롭게 그
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또는 ‘나도 시작부터 따라다녔기 때문에’라는 두 가지
번역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휘다.

[나냐] a;nwqen
들을 from

pa/j

모든.

시작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avkribw/j 정확하게.

su, 당신, 너. gra,yai InAoA 쓰기, 적기

pa/sin

[kaqexh/j 순서대로.
from

형>명 3n 모든 것

soi D2 당신에게

from

gra,fw 쓰다, 기록하다. 부정사 gra,yai

가 동사 e;doxe의 주어다. e;doxe와 부정사 gra,yai의 주어는 같다. 이런 경우에는 kavmoi.
(3격)처럼 3격이 사용된다. 그러나 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동주어와 같지 않으면 대
격(4)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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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qon kai. e;plhsan avmfo,tera ta. ploi/a w[ste buqi,zesqai auvta,(n4)Å 그들은 다른 배
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짖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왔고 두 배들을 체웠다 그래서 그들
은 가라 앉았다, (누가5:7)에서 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동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부정
사 buqi,zesqai의 주어로 중성4격 auvta,(n4)가 왔다(Zr§394).

[너]

kra,tiste 최상급, 가장 고귀하신 (분)

from

kra,tistoj 가장 고귀하신

(분), 이 표현 때문에 누가복음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번역문체를 “...한다. ...했
다”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존칭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kra,tiste는 '가장 뛰어나신
Most Excellent'(MTIII.31) 고위급 관리를 뜻할 수 도 있다(행전23:26, tw/| krati,stw|

h`gemo,ni 가장 뛰어나신 통치자에게). 또는 예의상 사용한 단순한 칭호일 수 도 있다.

Qeo,file 떼오필로스여

from

Qeo,filoj) Qeo,filoj에 대해선 행전1:1에 나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누가처럼 개종한 이방인일 수 있다. w= gu,nai( mega,lh

sou h` pi,stij\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마태15:28)에선 감정을 표현할 때에
w=가 사용되었다. 또한 누가도 24:25에서 w= avno,htoi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를 표현할

때에는 감탄사 w=를 사용했으면서도, kra,tiste Qeo,file에선 w=를 사용하지 않았다. 누
가가 본 절에서 w=를 생략한 이유를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MTIII.33):
optime Theophile.

1:4

[녀] i[na
from

[노]

종속 접속사로 목적을 표현한다. evpignw/j| SuAoA2 정확하게 알도록

evpiginw,skw 정확하게 알다.
peri.+ (2) = 에 대해서. w-n RLGm "(한) 바"는 선행사인 lo,gwn으로

견인 되었다. peri. tw/n lo,gwn ou]j kathch,qhj 당신께서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대해
서(MM168)와 동등하다. 또는 tw/n lo,gwn peri w-n 과도

kathch,qhj IdAoP2 당신께서 가르침을 받게 됀

from

동등하다(BDF§294(5)).

kathce,w 가르치다. lo,gwn 것들,

일들.

[뇨] th.n avsfa,leian

4f 바른 것을, 참을, 진리를 from avsfa,leia

)

그러나 th.n

avsfa,leian 명사를 대격부사로 옮기면(>72거) “확실히”라고 번역할 수 있다. 누가는
복음에

대해서

어는

정도

가르침을

Qeo,filoj를 격려하기 때문에, th.n

받은

avsfa,leian를 대격부사로 옮겨도 좋다(NET).

4

절은 목적절이다.

E. 보지 않고 번역하기
1:1

VEpeidh,per

polloi.

evpecei,rhsan

peplhroforhme,nwn evn h`mi/n pragma,twn(

avnata,xasqai
2

dih,ghsin

peri.

tw/n

kaqw.j pare,dosan h`mi/n oi` avpV avrch/j

auvto,ptai kai. u`phre,tai geno,menoi tou/ lo,gou(

3

e;doxe kavmoi. parhkolouqhko,ti

a;nwqen pa/sin avkribw/j kaqexh/j soi gra,yai( kra,tiste Qeo,file(

4

i[na evpignw/|j

peri. w-n kathch,qhj lo,gwn th.n avsfa,leianÅ

F.

1:1-4은 ①진술서를 작성하기로 착수한 점,

그들이 복음의 전통을 전달해 준

점,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보고 서한을 떼오필로스에게 기록한 점 등, 이 세가지 점

들은 떼오필로스가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종의 여건들인데,
이러한 여건들은 evpecei,rhsan IdAoA3 1절, pare,dosan IdAoA3 2절, e;doxe IdAoA3
3절처럼 3번 모두 부정과거(Ao)를 사용해서 일어났던 사실 자체만을 분명하게 표현하
면서, 한편으로는, 누가가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 목적은, 4절에 와서야,

i[na

evpignw/j| SuAoA2처럼 가정법 동사를 동반한 i[na가 인도하는 목적절로 그리스어의 첫
번째 줄을 마무리하므로, 그 결과, 떼오필로스가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점
을 표현한 것이 서론이다.

누가 복음서 1:5-25 세례요한의 출생 예고-1
A. 한 글자 역 Interlinear; B. 한역, 영역
누가1:5
VEge,neto 살았다
of Herod,
priest

there lived

basile,wj 왕

tij 어떤

a

king

evn 에

In

tai/j h`me,raij 날들

th/j VIoudai,aj 이유다이아의

ovno,mati 이름이

는 of evfhmeri,aj 반열에 the division

named

the days
of Judea,

Zacari,aj 자하리아쓰인

VAbia,( 아비아

of Abijah;

~Hrw,d| ou 헤로드의
i`ereu,j

제사장이

evx

Zechariah

kai. 그리고

and

속하

gunh.

부인이 (있었다) had a wife auvtw/| 그에게 he (to him) evk 중에서 from tw/n qugate,rwn 의
딸들 the daughters of

auvth/j 그녀의

her

VAarw.n 아론

Aaron,

kai. 그리고

VElisa,betÅ 엘리사베트(였다)

and

to. o;noma 이름은

name

was Elizabeth.

VEge,neto evn tai/j h`me,raij ~Hrw,|dou basile,wj th/j VIoudai,aj i`ereu,j tij
ovno,mati Zacari,aj evx evfhmeri,aj VAbia,( kai. gunh. auvtw/| evk tw/n qugate,rwn VAarw.n
kai. to. o;noma auvth/j VElisa,betÅ 이유다이아의 왕 헤로드의 날들에 아비아 반열에 속
하는 이름이 자하리아쓰인 어떤 제사장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딸들 중에서 그

에게 부인이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베트였습니다. In the days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lived a priest named Zechariah, of the division of Abijah;
had a wife from the daughters of Aaron, and her name was Elizabeth.

and he

누가1:6
h=san 웠다

They were

de. 0 di,kaioi 의로

righteous

avmfo,teroi 둘 다

both

시기에 in the sight tou/ qeou/ 하나님(의) of God poreuo,menoi 살면서
서 in pa,saij 모든

dikaiw,masin 규례들

all

tai/j evntolai/j 계명들

statutes

tou/ kuri,ou 주님의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evnanti,on 보

walking

evn 안에

kai. 그리고

and

a;memptoi 비난할 점 없

이 blamelessly

h=san de. di,kaioi avmfo,teroi evnanti,on tou/ qeou/( poreuo,menoi evn pa,saij
tai/j evntolai/j kai. dikaiw,masin tou/ kuri,ou a;memptoiÅ 모든 계명들 그리고 주님의
규례들 안에서 비난할 점 없이 살면서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지요. They were
both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walking blamelessly in all the commandments
and statutes of the Lord.

누가1:7
kai. 그리고

And

ouvk 없

no

h=n 었다

was

auvtoi/j 그들은(에겐)

가 child kaqo,ti 때문에 because h=n 이었기 was h` VElisa,bet

stei/ra 불임
evn 있어서

in

barren

kai. 그리고

and

avmfo,teroi 둘 다

tai/j h`me,raij 날들(나이)에

days

both

to them,

te,knon 아이

엘리자베트가 Elisabeth

probebhko,tej 늙

auvtw/n 그들의

their

h=san 었다

advanced
were.

kai. ouvk h=n auvtoi/j te,knon( kaqo,ti h=n h` VElisa,bet stei/ra( kai. avmfo,teroi
probebhko,tej evn tai/j h`me,raij auvtw/n h=sanÅ 그러나 둘 다 그들의 날들(나이)에 있어
서 늙었고 엘리자베트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But no
child was to them because Elisabeth was barren and both were advanced in their
days.

누가1:8
VEge,neto 아랫일이 일어났습니다

de. Now evn 때에

it happened

제사장직 근무를 행할 to serve as a priest auvto.n 그가 him
지정된 순서에 appointed order th/j 의 of the

auvtou/ 그의

of him

e;nanti 앞에서

before

in

tw/| 그

evn 따라서

in

evfhmeri,aj 일일 업무량

tou/ 그 qeou/ 하ㄴ님

the

th/|

i`erateu,ein
그 the

ta,xei

daily order of duty

God

VEge,neto de. evn tw/| i`erateu,ein auvto.n evn th/| ta,xei th/j evfhmeri,aj auvtou/
e;nanti tou/ qeou/( 그런데 그의 일일 업무량의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그가(Ζαχαρίας)
제사장직 근무를 하ㄴ님 앞에서 행할 때에 아랫일이 일어났습니다. Now it happened
that in his serving as a priest before God in the appointed order of

his daily duty,

누가1:9
kata. 따라서

according to

to. 그

e;qoj 풍습에

the

custom

th/j 의

of the

i`eratei,aj 제사장

직 priesthood e;lace 그는 추첨으로 받았다 his lot was tou/ qumia/sai 분향하도록 to burn
incense

eivselqw.n 들어가서

tou/ 그(의)

of the

entering

kuri,ou 주님의

eivj 으로

into

to.n 그

the

nao.n 거룩한 장소

shrine

Lord

kata. to. e;qoj th/j i`eratei,aj e;lace tou/ qumia/sai eivselqw.n eivj to.n nao.n
tou/ kuri,ou(

제사장직의 풍습에 따라서, 그가, 주님의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서 분

향하도록 추첨을 받았습니다.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he was
chosen by lot to enter the holy plac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누가1:10
kai. 그리고

and

pa/n 전체가

whole

to. 그

the

plh/qoj 무리

crowd

h=n

was

있었다 tou/ 그..

의 of the laou/ 사람들 people proseuco,menon 기도하고 praying e;xw 밖에서 outsite
에 at the w[ra| 시간 hour tou/ 그(의) of qumia,matoj 분향을 올리는 incense.

th/|

kai. pa/n to. plh/qoj h=n tou/ laou/ proseuco,menon e;xw th/| w[ra| tou/
qumia,matojÅ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마다 밖에서 분향을 올리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

습니다. The every crowd of the people were outside, praying, at the hour of the
incense burning.

C. 말마디 나누기

말마디를 익숙하게 익혀야, D. 단어 설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가. 헤로드의 날들에 살았습니다
갸. 이유다이아의 왕

5

VEge,neto evn tai/j h`me,raij ~Hrw,d| ou

basile,wj th/j VIoudai,aj

거. 이름이 자하리아쓰인 어떤 제사장이

i`ereu,j tij ovno,mati Zacari,aj

겨. 아비아 반열에 속하는

evx evfhmeri,aj VAbia,(

고. 그에게 부인이 있었고

kai. gunh. auvtw/|

교. 아론의 딸들 중에서

evk tw/n qugate,rwn VAarw.n

구.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베트였습니다. kai. to. o;noma auvth/j VElisa,betÅ
규. 둘 다 의로웠지요

6

h=san de. di,kaioi avmfo,teroi

그. 하나님 보시기에

evnanti,on tou/ qeou/(

기. 살면서

poreuo,menoi

나. 모든 계명들 안에서

evn pa,saij tai/j evntolai/j

냐. 그리고 주님의 규례들

kai. dikaiw,masin tou/ kuri,ou

너. 비난할 점 없이

a;memptoiÅ

녀.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7

kai. ouvk h=n auvtoi/j te,knon(

노. 엘리자베트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kaqo,ti h=n h` VElisa,bet stei/ra(

뇨. 그리고 둘다 늙었

kai. avmfo,teroi probebhko,tej

누. 그들의 날들(나이)에 있어서..고

evn tai/j h`me,raij auvtw/n h=sanÅ

뉴. 그런데 아랫일이-일어났습니다
느. 그가 제사장직 근무를 행할 때에

8

VEge,neto de.

evn tw/| i`erateu,ein auvto.n

니. 그의 일일 업무량의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evn th/| ta,xei th/j evfhmeri,aj auvtou/

e;nanti tou/ qeou/(

다. 하ㄴ님 앞에서
9

댜. 제사장직의 풍습에 따라서,

kata. to. e;qoj th/j i`eratei,aj

더. 그가, 분향하도록 추첨을 받았습니다.

e;lace tou/ qumia/sai

뎌. 주님의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서

eivselqw.n eivj to.n nao.n tou/ kuri,ou(
10

도.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마다

kai. pa/n to. plh/qoj.. ..tou/ laou/

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h=n.. proseuco,menon e;xw

두. 분향을 올리는 시간에

th/| w[ra| tou/ qumia,matojÅ

D. 단어 설명
1:5 [가] VEge,neto IdAoMD3 (그가) 살았다

from

gi,nomai) VEge,neto는 누가가 서론

에서 히브리어 스타일을 사용하면서 써 나가는 누가의 글 쓰는 기법이다(HR).

evn tai/j h`me,raij ~Hrw,d| ou 헤로드의 날들에.

[갸] basile,wj th/j VIoudai,aj

이유다이아의 왕 from VIoudai,a 이유다이아.

[거] i`ereu,j tij 어떤 제사장이. tij가 명사와 함께 사용되면 보통은 형용사로
“어떤”(R743), ‘아무나, 누군가’(RD§382,WC52)을 뜻한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거의
부정관사처럼 사용되었다고 본다: i`ereu,j tij 한 제사장이 a priest(RD§382). ovno,mati

Zacari,aj 이름이 자하리아쓰인. i`ereu,j tij에서 tij는 비한정 an indefinite adjective
형용사로 보통명사 i`ereu,j를 수식한다(RY80).

[겨] evx evfhmeri,aj VAbia,(

아비아 반열(계열)에 속하는. 24 반열로 나누어진

제사장들 중에서 아비아는 8 반열에 속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 씩 성전을 관리했었
다. (역상24:10,HR)

[구] kai. to. o;noma auvth/j VElisa,betÅ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엘리사베트인. 5

절은 헤로드 왕 때를 표현하는 시제절이다.

1:6

[규]

h=san IdIpA3 웠다

di,kaioi 의로운

[그]

from

from

eivmi,) de. 소어, 문 첫 단어로는 사용되지 않음.

di,kaioj) avmfo,teroi 둘 다, 모두.

evnanti,on +(2격) ...의 앞에, 보기에(MTII465), 판단하기에. evnanti,on

tou/ qeou/(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사 evnanti,on가 전치사처럼 명사와 잘못 사용된 것으
로 본다. 이렇게 부사가 전치사처럼 명사와 사용된 예문들이 42가지들이 있다.
(RD§353)

[기] poreuo,menoi PaPrMPDNm 따르면서, 살면서 poreu,omai 따르다, ...에
따라 살다. [너] a;memptoi ”비난할 점 없는“은 형용사인데 분사 poreuo,menoi를 수식
from

하는 부사로 옮겼다.
1:7

6절은 소개절이다.

[녀] kai. 그리고는 7절의 내용이 5-6절에서 소개하는 긍정적인 내용과 반의절
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로 옮겼다. ouvk h=n 없었다 h=n IdIpA3 from eivmi, ”이

다”. auvtoi/j Dm 남복 3격으로 “그들에게”. te,knon Nn1 아이가,는 중성 주격 단수이
기 때문에 7절 상반절의 주어다.

[노] kaqo,ti는 종속절 접속사로 이유를 나타낸다. kai.

이하가 kaqo,ti에 연결

되는가 안되는가? kai. 이하를 kaqo,ti에 연결시키지 않고 옮기면, “그러나, 엘리자베트
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가 없었으며, 둘다 그들의 나이(날들)에 있어서 늙
었지요”가 된다. 그러나 kai. avmfo,teroi probebhko,tej도 아이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kai. 이하를 kaqo,ti에 연결시켜서 옮기면,

“그러나 둘다 그들의

날들(나이)에 있어서 늙었고 엘리자베트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
습니다”가 나온다. h=n IdIpA3 from eivmi, ”이다”

stei/ra는 이유절의 술어다.

Å

h` VElisa,bet는 이유절의 주어이며

[뇨] kai. avmfo,teroi

형>명Nm "둘 다“. probebhko,tej PaPeANm는 완곡한 표

현이면서도 강조력을 갖고 있다(R906). 주로 eivmi, 동사와 자주 사용되며 7절에서는
술어로 사용되었다. probai,nw 앞서 가다.

[누] evn
간을

tai/j h`me,raij auvtw/n 그들의 (나이) 날들에 있어서, 전치사 evn은 시

표현하면서도

연장자를

표현하는

존경여격으로(Dative

of

tai/j

Respect)

h`me,raij auvtw/n을 취했다. 그러나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전치사 evn이 여격을 취하지
않고 대격을 취하면서 존경심을 표현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격이 사용되었다.

Å

(MTIII.220) h=san IdIpA3 eivmi, ”이다”로부터

1:8

7절은 6절에 대해서 반의절이다.

[뉴] 대화가 진행 중인데 Ege,neto를 문 앞에 놓은 것은 누가의 문장 스타일이
다(BDF§472(3)). 그리스어가 영어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의 하나는, 그리스어

에서는 비인칭 주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문 앞에 놓인

Ege,neto는 그리스 사람들도 비인칭 주어를 사용하기는 했다는 여운을 남긴 부분이다.
(R658) 또한 Ege,neto는 동사 e;lace를 소개한다(M174). Ege,neto... e;lace 그가 추첨
으로 받는 일이 일어났다, it happened that he was chosen by lot(CSB), 이러한 측
면은 ‘...하게 되었다’는 히브리어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도 있다(BDF§472).

Ege,neto의 번역은 ‘아랫일이 일어나다’로 옮긴다. 아랫일,이란 바로 다음 절(9)에 나
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로 만들어 사용했다. ‘일어났다’라고만 옮겨 놓으면 의미가
선명하기 않기 때문이다.

[느] evn tw/| i`erateu,ein(InPrA,3) = [evn tw/+| 부정사 현재] 형식으로 시간 ’...
동안’을 표현한다(M76,MTII426,WC170). i`erateu,w 제사장 직을 수행하다.

그러나

evn tw/가
| 언제나 때, 시간을 표현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방법, 수단, 내용의 목록
등을 표현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B162). 누가2:15에선

evn tw/| perisseu,ein 풍부함에,를 뜻하기 때문이다(R979). [evn tw/+
| 부정사] 형식은 70
인 역에서는 (500회 이상) 정규적으로 히브리어의

B.+부정사를

번역하는데 사용했고

(MTII450) 신약에서 55번 나오는데 이중에서 3/4이 누가복음에서 나온다. 이는 누가
가 70인역 구약성경을 읽은데서 또는 아람어로부터 주어진 재료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R1072,RD§421c). evn tw/에
|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 evn tw/가
|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스어의 숙어도 아닌 순수한 그리스어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그러
나 evn tw/를
| 순수한 그리스어로 보기에는 동안 during이란 의미로 사용된 예문이 없다
는

점이다(RH90).

그러나

RD는

evn tw/를
|
'동안에 while‘로 옮겼다(RD§421c).

i`eratei,a, aj, h` 제사장 직,은 i`ereu,j, e,wj, o` 제사장,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70인
역에도 나온다(R148). i`erateu,w 제사장직을 수행하다, i`erateu,ein InPrA.

[니] ta,xij, ewj, ἡ 지정된 순서, evfhmeri,aj aj, ἡ 일일 업무량.
[다] e;nanti는 avnti,가 만들어 낸 복합전치사이며 신약에서 e;nanti는 순수한 부
사로는 사용되지 않았다(R640). e;nanti 앞에서, 판단하시기에,는 부사처럼 사용된 전
치사다, adverbial preposition(BW13). e;nanti tou/ qeou에서 e;nanti는 앞에서,란 뜻으
로 부사이지만, 속격인 tou/ qeou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e;nanti를 전치사라 호칭하
는 것이다. 전치사라 불리우더라도, tou/ qeou처럼 격을 취한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어
도 e;nanti는 역시 부사이다. 이렇게 사용된 부사를 adverbial preposition 부사적 전치
사라 칭한다(R505,RD§343k). 또는 불규칙 전치사 improper preposition라 칭하기도
한다(RD§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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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e;lace tou/ qumia/sai 분향하도록 추첨을-받았다,에선 [tou/+부정사qu]가

동사 e;lace의 직접목적어로 사용되었다(B401,RY174). 본디 부정사는 처격이나
여격으로 표현되었으나 이미 호메르 Homer에 와서는 격변화하지 하지 않고 사용되기
에 이른다. (RD§455b)
동사

[tou/

qumia/sai에서 부정사가 2격을 취해서 tou/가 온 것은,

e;lace가 속(2)격을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DM213). e;lace IdAoA3,

lagca,nw 추첨으로 취득하다, 신이 할당해서 받게되다, qumia/sai InAoA, qumia,w 분
향하다. tou/의 글기는 설명적 보족어 epexegetical로 보기 때문에(MTIII.141), tou/

qumia/sai를 영어로 옮기면 the privilege of making the sacrifice이다(BW127). tou/
는 70인역에는 자주 사용되었으며, 바울은 13번, 누가는 44번이나 사용했다. e;lace

tou/ qumia/sai는 평생 오직 한 번 밖에는 허락되지 않았다(HR).

[뎌]

eivselqw.n PaAoANm,

eivse,rcomai 들어가다, 들어오다. nao,j, ou/, o` 성

전, 거룩한 장소. 본 절에서는 거룩한 장소,를 뜻하지만, 전체 건물 성전,의 뜻도 있
다. (MM169) eivj to.n nao.n는 성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커튼 앞에 있었다(출에
30:1-6)(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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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pa/n to. plh/qoj의 논점은 pa/n를 전체 the whole, ..마다 every로 보느냐
에 있다. Moule은 pa/n을 ..마다,로 보았다. 이런 견해를 취하면서, pa/n to.

plh/qoj를 무리마다,로 옮겼다(M94). 성전 이곳 저곳에 모인 무리들을 뜻한다.

[됴]..h=n(IdIpA3)..proseuco,menon(PaPrM/P,NnD)처럼 분사가 술어로 predicate
연결동사(..h=n..)와 사용되면,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proseuco,menon를 서
술형용사, 술어형용사 predicate adjective라 부른다(DM224). ..h=n.. proseuco,menon =
[eivmi,미완료+분사] 형식은 동작의 계속, 기간 duration을 표현한다(M17,B34). [eivmi,
미완료+분사] 형식은 주로 마가(19), 누가(31), 사도행전(28)에서 나타난다. 누가복
음 시작에서만도, 1:10, 21,22, 2;33, 51; 4:20, 31, 35, 38, 44 등 많이 사용되었고
(MTII452) 사도행전에선 17번이 1-17장에서 나타난다. 이는 아람어에서 가져 온 재
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Roberton의 견해다(R888). proseuch,, h/j, f 기도
처, 기도장소(Lowv-Nida Lexicom 33.179).

[두]

e;xw 장소부사, 밖에, 문 밖. qumi,ama, atoj, to, 향(단수, 복수), o.

qusiasth,rion tou/ qumia,matoj 분향(을 올리는) 제단. th/| w[ra| 분향을 올리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에 있었다(출에30:7-8).

5

E. 보지 않고 번역하기
VEge,neto evn tai/j h`me,raij ~Hrw,|dou basile,wj th/j VIoudai,aj i`ereu,j tij ovno,mati

Zacari,aj evx evfhmeri,aj VAbia,( kai. gunh. auvtw/| evk tw/n qugate,rwn VAarw.n kai. to.
o;noma auvth/j VElisa,betÅ

6

h=san de. di,kaioi avmfo,teroi evnanti,on tou/ qeou/(

poreuo,menoi evn pa,saij tai/j evntolai/j kai. dikaiw,masin tou/ kuri,ou a;memptoiÅ

7

kai. ouvk h=n auvtoi/j te,knon( kaqo,ti h=n h` VElisa,bet stei/ra( kai. avmfo,teroi
probebhko,tej evn tai/j h`me,raij auvtw/n h=sanÅ

8

VEge,neto de. evn tw/| i`erateu,ein

auvto.n evn th/| ta,xei th/j evfhmeri,aj auvtou/ e;nanti tou/ qeou/(

9

kata. to. e;qoj th/j

i`eratei,aj e;lace tou/ qumia/sai eivselqw.n eivj to.n nao.n tou/ kuri,ou(

10

kai. pa/n

to. plh/qoj h=n tou/ laou/ proseuco,menon e;xw th/| w[ra| tou/ qumia,matojÅ

F.

1:5-10은 비난할 점이 없이 살고 하ㄴ님 보시기에도 의로웠지만 노인이 되었

을 때까지도 불임이었던 엘리사베트를 아내로 둔 이름이 자하리아쓰인 제사장이, 그가
제사장으로 근무하는 날에 그리고 백성들은 기도를 올리는 때에, 주님의 거룩한 장소
에 들어가서 분향을 올리는 차례(평생에 단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음)를 제비를 뽑아
서 받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5절의 첫 단어로 VEge,neto를 사용한 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많은 문장들이

-yhiy>w로
:

시작하는 문체를 그대로 그리스어 문장에서 구사함으로

서 저자 누가가 히브리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음을 피력했다(헤로드 왕 때).

누가 복음서 1:5-25 세례요한의 출생 예고-2
A. 한 글자 역 Interlinear, B. 한역, 영역
누가1:11
w;fqh 나타났다
kuri,ou 주님의
side

tou/ 의

there appeared
of ADONAI

of the

de. auvtw/| 그에게

e`stw.j 서있는

qusiasthri,ou 제단

altar

standing

to him

evk 에

a;ggeloj 한 천사가
on the

tou/ qumia,matoj 분향

an angel

dexiw/n 오른 쪽

right

incense.

w;fqh de. auvtw/| a;ggeloj kuri,ou e`stw.j evk dexiw/n tou/ qusiasthri,ou tou/
qumia,matoj 분향을 올리는 제단의 오른 쪽에 서 있던 주님의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
났지요.
incense.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standing to the right of the altar of

누가1:12
kai. 그리고
Zechariah

evtara,cqh 깜짝 놀랬다

And

ivdw.n 보았다

saw

kai. 그리고

and

Zacari,aj 자하리아쓰는

was visibly shaken

fo,boj 공포가

fear

evpe,pesen 엄습했다

fell

evpV

에게 upon auvto,n 그 him.

kai. evtara,cqh Zacari,aj ivdw.n kai. fo,boj evpe,pesen evpV auvto,nÅ 그리고 자하리
아가 (천사를) 보았을 때에 깜짝 놀랐고, ｢공포가｣03 그를 엄습했었지요.

And

Zechariah was visibly shaken when he saw him, and ｢fear｣03 fell upon him.

누가1:13
ei=pen 말했지요
Mh. 말라!

said

Do not

de. pro.j 에게

fobou/ 겁먹지

to

auvto.n 그

be intimidated

him

o` 그

the

a;ggeloj 천사가

Zacari,a 자하리아야!

Zechariah(

angel

dio,ti 때

문에! because eivshkou,sqh 들어졌기 was heard h` de,hsi,j 요청이 request sou 너의 your(

kai. 그리고

and

h` gunh, 부인

gennh,sei 임신할 것이다

will bear

wife

sou 너의

ui`on, 아들을

your

a son

VElisa,bet 엘리자베트가
soi 너를 위해서

for you

Elizabeth

kai. 그리

고 and kale,seij 너는 불러야 할 것이다 you shall call to. o;noma 그 이름을 name auvtou/
그의 his VIwa,nnhn 이완넨이라고 JohnÅ

ei=pen de. pro.j auvto.n o` a;ggeloj( Mh. fobou/( Zacari,a( dio,ti eivshkou,sqh h`
de,hsi,j sou( kai. h` gunh, sou VElisa,bet gennh,sei ui`o,n soi kai. kale,seij to. o;noma
auvtou/ VIwa,nnhnÅ 천사가 그에게 말했지요, 겁먹지 말라! 자하리아야! 너의 요청이 들
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부인 엘리자베트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완넨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intimidated, Zechariah, because your request was hear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a son for you,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ohn.

누가1:14
kai. 그리고

And

kai. 과

avgalli,asij 환희가

and

e;stai 그는 됄 것이다

soi 너에게

to you

kai. 그리고 polloi. 많은 사람들이

many

he will be

a delight

cara, 기쁨

a joy

evpi.

때에 at th/| gene,sei 출생 birth auvtou/ 그의 his carh,sontai 기뻐할 것이다,

will

rejoice,

kai. e;stai cara, soi kai. avgalli,asij kai. polloi. evpi. th/| gene,sei auvtou/
carh,sontaiÅ 그리고 그는 너에게 기쁨과 환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 출생 때에 기뻐할 것이다, And he will be a joy and a delight to you, and many
at his birth will rejoice,

누가1:15
e;stai 될 것이다
Îtou/Ð

그 the

ga.r 게다가

will be

kuri,ou 주님

Lord(

me,gaj 위대할

for

kai. 그리고

and

oi=non 술

한 술을 strong drink ouv mh. 결코 않된다 must never

pneu,matoj 영으로
he will be filled
mother's

with the Spirit

e;ti 실로

auvtou/ 그의

even

a`gi,ou 성

evk 에서부터

evnw,pion 앞에서

great

kai. 이나

wine

pi,h 마셔선

drink|(

before

si,kera 독

or

kai. 그리고

and

plhsqh,setai 그는 채워지게 될 것이다

Holy
from

koili,aj 자궁

womb

mhtro.j 어머니의

his.

e;stai ga.r me,gaj evnw,pion Îtou/Ð kuri,ou( kai. oi=non kai. si,kera ouv mh. pi,h|(
kai. pneu,matoj a`gi,ou plhsqh,setai e;ti evk koili,aj mhtro.j auvtou/( 게다가, 그는 주님
앞에서 위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코 술이나 독한 술을 마셔선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성영으로, 그의 어머니의, 실로 자궁에서부터 채워지게 될 것이다.

Indeed, he

will be great before the Lord. And he must never drink wine or strong drink, and
with the Holy Spirit he will be filled even from his mother's womb.

누가1:16
kai. 그리고

And

pollou.j 많은 사람들을

VIsrah.l 이쓰라엘
to

ku,rion 주님

Israel

the Lord

many

tw/n 중에서

of the

evpistre,yei 그가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to.n 그

the

qeo.n 하ㄴ님이신

God

ui`w/n 아들들

shall he turn

auvtw/n 그들의

sons of

evpi. 에게로

theirÅ

kai. pollou.j tw/n ui`w/n VIsrah.l evpistre,yei evpi. ku,rion to.n qeo.n auvtw/nÅ 그
리고 ｢이쓰라엘 아들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03 그가 그들의 하ㄴ님이신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And ｢many of the sons of Israel｣03 shall he turn to the Lord
their God.

누가1:17
kai. 그리고

And

auvto.j 자신이

evnw,pion 보다 앞서

before

himself

auvtou/ 그 분

proeleu,setai 그가 나아갈 것이다
him

evn 으로

duna,mei 능력으로

power

VHli,ou 엘리야의

kardi,aj 마음들을

hearts

pate,rwn 아버지들의

children

kai. 그리고

and

of Elias(

in

spirit

kai. 과

evpistre,yai 돌리기 위해서

of fathers

avpeiqei/j 불순종하는 자들을

pneu,mati 영

he will go

evpi. 에게로

the disobedient

to

and

to turn

te,kna 아이들

evn 에로

to

fronh,sei

지혜 the wisdom dikai,wn 의로운 자들의 of the righteous( e`toima,sai 마련하려고 in order
to

make

kuri,w|

ready

kateskeuasme,non 준비된

주님을

위해서

for

the

Lord

lao.n

백성으로

a

people

preparedÅ

kai. auvto.j proeleu,setai evnw,pion auvtou/ evn pneu,mati kai. duna,mei VHli,ou(
evpistre,yai kardi,aj pate,rwn evpi. te,kna kai. avpeiqei/j evn fronh,sei dikai,wn(
e`toima,sai kuri,w| lao.n kateskeuasme,nonÅ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백성으로 마
련하려고, {그 자신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아버지들의 마음들을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로운 자들의 지혜에로 돌리기 위해서, 그분 보다 앞서 나
아갈 것이다.

And {he himself] will go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as,

to turn hearts of fathers to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righteous, in order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누가1:18
Kai. 그리고
the

And

ei=pen 말했다

a;ggelon 천사에게

angel(

said

Zacari,aj 자하리아쓰가

Kata. 을 따라서

According to

Zacharias

ti, 무엇

pro.j 에게

what

to

to.n

gnw,somai 내가

알 것인가요 will I know tou/to 이것을 this?È evgw. 말로 I ga,r 때문이지요 For eivmi 나야..

습니다 I am presbu,thj 늙었 an old man kai. 그리고 and h` gunh, 아내는 wife mou 나의
my

probebhkui/a 늙었기

is advanced

evn 에 있어서

in

tai/j h`me,raij 날들

days

auvth/j 그

녀의 herÅ

Kai. ei=pen Zacari,aj pro.j to.n a;ggelon( Kata. ti, gnw,somai tou/toÈ evgw. ga,r
eivmi presbu,thj kai. h` gunh, mou probebhkui/a evn tai/j h`me,raij auvth/jÅ 그리고 자하
리아쓰가 천사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것인가요? {나야 말로] 늙었습니
다 그리고 나의 아내도 그녀의 /세월/날들\에 있어서 많이 늙었기 때문이지요“. And
Zacharias said to the angel, "How will I know this? For I am an old man and my
wife is advanced in her days".

누가1:19
kai. 그리고

avpokriqei.j

And

answering

대답하면서 o` 그 the a;ggeloj 천사는 angel ei=pen

말했다 said auvtw/| 그에게 to him( VEgw, 나 I

paresthkw.j 서는 자

kai.

and

그리고 avpesta,lhn 나는 보내어졌다 I was sent lalh/sai 말하고 to speak

pro.j 에게
news

Gabrih.l 가브리엘

the

soi

to

se. 너

to you

you

tau/ta 이

kai.

and

one standing

evnw,pion 앞에

I am

o`

Gabriel
God

eivmi 내가 이다

before

tou/ qeou/ 하ㄴ님

euvaggeli,sasqai,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to bring good

this\

kai. avpokriqei.j o` a;ggeloj ei=pen auvtw/(| VEgw, eivmi Gabrih.l o` paresthkw.j
evnw,pion tou/ qeou/ kai. avpesta,lhn lalh/sai pro.j se. kai. euvaggeli,sasqai, soi
tau/ta\ 그리고 그 천사는 대답하면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하ㄴ님 앞에 서는
자,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
어졌다. And the angel answering said to him, 'I am Gabriel, who stands before
God, and I was sent to speak to you and to bring you this good news.

누가1:20
kai. 그리고
kai. 고

and

And

ivdou. 보라!

mh. 없을

un

behold

e;sh| 너는 할 것이..것이다

duna,menoj 할 수

able

lalh/sai 말을

you will be

to speak

siwpw/n

a;cri 까지

silent

until

h-j

그 the h`me,raj 날 day ge,nhtai 일어나는 take place tau/ta 이것들이 these things( avnqV

w-n 때문에
words

because

mou 나의

my(

ouvk 않았기

evpi,steusaj 믿지

not

oi[tinej 것들

which

did believe

toi/j lo,goij 말들을

plhrwqh,sontai 성취되어 질

will be fulfilled

eivj

에 in to.n kairo.n 적절한 때 proper time auvtw/n 그들의 theirÅ

kai. ivdou. e;sh| siwpw/n kai. mh. duna,menoj lalh/sai a;cri h-j h`me,raj ge,nhtai
tau/ta( avnqV w-n ouvk evpi,steusaj toi/j lo,goij mou( oi[tinej plhrwqh,sontai eivj to.n
kairo.n auvtw/nÅ 그리고 보라! 너는, 그들의 적절한 때에 성취되어 질, 나의 말들을 믿
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어나는 그 날까지, 너는 침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말
을 할 수 없을 것이다. And behold, you will be silent and unable to speak until the
day that these things take place,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y words, which
will be fulfilled in their proper time,

누가1:21
Kai. 그리고
awaiting

And

h=n 있으면서

were

o` 그

to.n Zacari,an 자하리아쓰를

the

Zacharias

lao.j 백성들은
kai. 고

and

people

prosdokw/n 기다리

evqau,mazon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they wondered evn 있어서 at tw/| croni,zein 지체하고 delaying evn in tw/| 그
the

naw/| 성전

temple

auvto,n 그가

hisÅ

Kai. h=n o` lao.j prosdokw/n to.n Zacari,an kai. evqau,mazon evn tw/| croni,zein
evn tw/| naw/| auvto,nÅ 그리고 백성들은 자하리아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전에서 그가
지체하고 있어서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And the people were awaiting
Zacharias, and they wondered because he delayed in the temple.

누가1:22
evxelqw.n 그가 나왔을 때에

when he came out

de. 그러나

But

ouvk 할 수

un

evdu,nato 그는

할 수..다 was able lalh/sai 말을 to speak

evpe,gnwsan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vision

e`w,raken 그가 보았다고

he had seen

auvtoi/j 그들에게
they realized

evn에서

in

to them(

o[ti 고

tw/|

the

that

kai. 그래서Then

ovptasi,an 환상을

naw/| 성전

temple\

a

kai. 그리

고 And auvto.j 그는 he h=n 했다 kept dianeu,wn 몸짓으로-표현을 making signs auvtoi/j 그
들에게 to them kai. and die,menen 그는..머물렀다 remained kwfo,j 말없이 speechlessÅ

evxelqw.n de. ouvk evdu,nato lalh/sai auvtoi/j( kai. evpe,gnwsan o[ti ovptasi,an
e`w,raken evn tw/| naw/\| kai. auvto.j h=n dianeu,wn auvtoi/j kai. die,menen kwfo,jÅ
그러나 그가 나왔을 때에 그는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머물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몸짓으로-표현했다. But when he came out, he was unable to
speak to them. Then they realized that he had seen a vision in the temple. And
he kept making signs to them and remained speechless.

누가1:23
kai. 그리고

And

were completed
service
home

evge,neto 였다

ai`

the

auvtou/ 그의

auvtou/ 그의

it came to pass

h`me,rai 날들이

his(

days

w`j 때에

when

evplh,sqhsan 완료 되었을

th/j leitourgi,aj 제사장 근무의

avph/lqen 그는 떠났다

he departed

eivj 으로

to

of priestly

to.n oi=kon 집

hisÅ

kai. evge,neto w`j evplh,sqhsan ai` h`me,rai th/j leitourgi,aj auvtou/( avph/lqen eivj
to.n oi=kon auvtou/Å 그리고 그의 제사장 근무(의) 날들이 완료 되었을 때에(였다), 그
는 그의 집으로 떠났다. And it came to pass, when the days of his priestly
service were completed, he departed to his home.

누가1:24
Meta. 후로

After

de. tau,taj 이(들)

these

ta.j h`me,raj 날들

days

sune,laben 임신했다

conceived

VElisa,bet 엘리싸베트가

Elizabeth

h` gunh. 부인

wife

auvtou/ 그의

his

kai.

and

그리고 perie,kruben 나타내지를 않았다 kept in seclusion e`auth.n 자신을 herself mh/naj 개
월 동안 for months pe,nte 5 five le,gousa 말하면서 saying

Meta. de. tau,taj ta.j h`me,raj sune,laben VElisa,bet h` gunh. auvtou/ kai.
perie,kruben e`auth.n mh/naj pe,nte le,gousa

이 날들 후로 그의 부인 엘리싸베트가

임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5개월 동안 나타내지를 않았다, 말하면서. After
these days his wife Elizabeth conceived, and kept herself in seclusion for months,
saying

누가1:25
o[ti Ou[twj 이렇게
ku,rioj 주님께서

In this manner

evn 에

Lord

in

moi 나에게

me

h`me,raij 이 즈음

pepoi,hken 행하셨다

days

has dealt with

ai-j evpei/den 그 분께서 선처를

행하셨다 he has shown favor avfelei/n 제거하시려고 in order to remove o;neido,j 수취를
disgrace

mou 나의

evn 가운데서

my

among

avnqrw,poij 백성

peopleÅ

o[ti Ou[twj moi pepoi,hken ku,rioj evn h`me,raij ai-j evpei/den avfelei/n o;neido,j
mou evn avnqrw,poijÅ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 이 즈음에 백성 가운데서 나

의 수취를 제거하시려고 그 분께서 선처를 행하셨다. In this manner has the Lord
dealt with me; in days, he has shown me favor in order to remove my disgrace
among people.

C. 말마디 나누기

말마디를 익숙하게 익혀야, D. 단어 설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가. 그에게 나타났지요

11

w;fqh de. auvtw/|

갸. 주님의 한 천사가

a;ggeloj kuri,ou

거. 서 있던

e`stw.j

겨. 제단의 오른 쪽에

evk dexiw/n tou/ qusiasthri,ou

고. 분향을 올리는

tou/ qumia,matoj

12

교. 깜짝 놀랐고

kai. evtara,cqh

구. 그리고 자하리아가 (천사를) 보았을 때에

Zacari,aj ivdw.n kai.

규. 공포가 그를 엄습했었지요.

fo,boj evpe,pesen evpV auvto,nÅ
13

그. 천사가 그에게 말했지요,

ei=pen de. pro.j auvto.n o` a;ggeloj(

Mh. fobou/( Zacari,a(

기. 겁먹지 말라! 자하리아야!

dio,ti eivshkou,sqh h` de,hsi,j sou(

나. 너의 요청이 들어졌기 때문에!
냐. 그리고 너의 부인 엘리자베트는

kai. h` gunh, sou VElisa,bet

너. 너를 위해서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gennh,sei ui`o,n soi

녀. 그리고 너는 불러야 할 것이다

kai. kale,seij

노. 그의 이름을 이완넨이라고

to. o;noma auvtou/ VIwa,nnhnÅ

뇨. 그리고 그는 너에게 기쁨과 환희가 될 것이다,

14

kai. e;stai cara, soi kai. avgalli,asij

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 때에 kai. polloi. evpi. th/| gene,sei auvtou/

carh,sontaiÅ

뉴. 기뻐할 것이다,

15

느. 게다가, 그는 위대할 것이다

e;stai ga.r me,gaj

니. 주님 앞에서

evnw,pion Îtou/Ð kuri,ou(

다. 그래서 술이나 독한 술을

kai. oi=non kai. si,kera

댜. 그는 결코 마셔선 안 된다

ouv mh. pi,h|(

더. 그리고 그는 성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kai. pneu,matoj a`gi,ou plhsqh,setai

e;ti evk koili,aj mhtro.j auvtou/(

뎌. 그의 어머니의, 실로 자궁에서부터

도. 그리고 ｢이쓰라엘 아들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16

kai. pollou.j tw/n ui`wn/ VIsrah.l

됴. 그가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evpistre,yei

두. 그들의 하ㄴ님이신 주님에게로

evpi. ku,rion to.n qeo.n auvtw/nÅ

듀. & 그 자신이 그분 보다 앞서 나아갈 것이다.

17

kai. auvto.j proeleu,setai evnw,pion auvtou/

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evn pneu,mati kai. duna,mei VHli,ou(

디. 돌리기 위해서

evpistre,yai

kardi,aj pate,rwn evpi. te,kna

라. 아버지들의 마음들을 아이들에게로

랴. &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로운 자들의 지혜에로 kai. avpeiqei/j evn fronh,sei dikai,wn(
러. 주님을 위해서 마련하려고

e`toima,sai kuri,w|

려. 준비된 백성으로

lao.n kateskeuasme,nonÅ

로. & 자하리아쓰가 천사에게 말했다,

18

Kai. ei=pen Zacari,aj pro.j to.n a;ggelon(

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것인가요?

Kata. ti, gnw,somai tou/toÈ

루. 나야 말로 늙었습니다

evgw. ga,r eivmi presbu,thj

류. 그리고 나의 아내도 많이 늙었기 때문이지요 kai. h` gunh, mou probebhkui/a
르. 그녀의 /세월/날들\에 있어서

evn tai/j h`me,raij auvth/jÅ
19

마. 그리고 그 천사는 대답하면서

kai. avpokriqei.j o` a;ggeloj

먀. 그에게 말했다

ei=pen auvtw/|(

머. 내가 바로, 서는 자, 가브리엘이다

VEgw, eivmi Gabrih.l o` paresthkw.j

며. 하ㄴ님 앞에

evnw,pion tou/ qeou/

모. 그리고 나는, 보내어졌다, 너에게 말하고

kai. avpesta,lhn lalh/sai pro.j se.

묘.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kai. euvaggeli,sasqai, soi tau/ta\
20

무. 그리고 보라!

kai. ivdou.

미. 너는 침묵할 것이다

e;sh| siwpw/n

바. 그리고 너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kai. mh. duna,menoj lalh/sai

뱌. 이것들이 일어나는 그 날까지

a;cri h-j h`me,raj ge,nhtai tau/ta(

버. 너는 나의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avnqV w-n ouvk evpi,steusaj toi/j lo,goij mou(
벼. 그들의 적절한 때에 성취되어 질,oi[tinej plhrwqh,sontai eivj to.n kairo.n auvtw/nÅ
21

보. 그리고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Kai. h=n o` lao.j prosdokw/n

뵤. 자하리아쓰를

to.n Zacari,an

부. 그리고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kai. evqau,mazon

뷰. 지체하고 있어서
브. 성전에서 그가

evn tw/| croni,zein
evn tw/| naw/| auvto,nÅ

22

비. 그러나 그가 나왔을 때에

evxelqw.n de.

사. 그는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ouvk evdu,nato lalh/sai auvtoi/j(

샤. 그래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kai. evpe,gnwsan

서.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o[ti ovptasi,an e`wr, aken evn tw/| naw/|\

셔. 그는 그들에게 계속 몸짓으로-표현했다

kai. auvto.j h=n dianeu,wn auvtoi/j

소. 그리고 그는 말없이 머물렀고

kai. die,menen kwfo,jÅ
23

쇼. 그리고...였다

kai. evge,neto

수. 완료 되었을 때에

w`j evplh,sqhsan

슈. 그의 제사장 근무(의) 날들이

ai` h`me,rai th/j leitourgi,aj auvtou/(

스. 그는 그의 집으로 떠났다.

avph/lqen eivj to.n oi=kon auvtou/Å
24

시. 이 날들 후로
아. 그의 부인 엘리싸베트가 임신했다

Meta. de. tau,taj ta.j h`me,raj

sune,laben VElisa,bet h` gunh. auvtou/

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나타내지를 않았다

kai. perie,kruben e`auth.n

어. 5개월 동안, 말하면서

mh/naj pe,nte le,gousa

여.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

25

o[ti Ou[twj moi pepoi,hken ku,rioj

오. 이 즈음에 제거하시려고 그 분께서 선처를 행하셨다.

evn h`me,raij ai-j evpei/den avfelei/n

요. 백성 가운데서 나의 수취를

o;neido,j mou evn avnqrw,poijÅ

D. 단어 설명
1:11 [가] w;fqh IdAoP3

from

[ ]

o`ra,w 보다. 수동태로, 나타나다. 겨 dexiw/n 형Gn2

dexio,j a, o,n 오른 쪽. qusiasth,rion, ou, to` 제단, qumi,ama, atoj, to, 분향.
1:12

[교]

evtara,cqh IdAoP3, tara,ssw 글뜻, 휘젓다; 사조, 혼동을 일으키다, 불안

하게 하다.

[규]

fo,boj가 동사 evpe,pesen 앞에 나온 원인은 evtara,cqh와 병행구를 만들기

때문이다(R§472(2). 또한 fo,boj는 동사 evpe,pesen 앞에 나와서 강조력을 취한다. 그러

나 행전19:17에선 fo,boj가 동사 evpe,pesen 다음에 왔다:

evpe,pesen fo,boj evpi. pa,ntaj

auvtou.j 공포가 그들 모두위에 엄습했다(R418). evpe,pesen IdAoA3, evpipi,ptw ...위에
evpi-pi,ptw 떨어지다(MM169). fo,boj evpe,pesen evpV auvto,n에선 동사

떨어지다.

evpe,pesen가 전치사 evpV를 동사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
치사의 뜻을 강조할 수 도 있지만, 반면에 전치사의 의미가 약해져서 거듭 사용되었다
고 볼 수 도 있다(R559).

fo,boj evpe,pesen evpV auvto,n는 환유적 표현으로 초인간적인

존재와 마주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하리아쓰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WC121).
1:13

[그] ei=pen de. pro.j auvto.n(4)처럼 전치사 pro.j 다음에서 대격(4)을 취하는 것
은 누가복음의 특징이다(MM169). pro.j auvto.n 전치사 구가 동사 ei=pen의 간

접목적어로 사용되었다(RY89).

[기]

Mh. fobou/(ImPrM)처럼 [Mh.+ImPr] 형식은 계속되는 동작을 금한다.

즉, [Mh.+fobou/] = [Mh.+명령현재형) 형식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금한다
(Zr§246,MM169). 즉,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는 뜻이다(RY144). 그러나 앞으로(미
래에) 두려워하게 될 것을 금지시킬 경우는 [Mh.+가정법 부정과거) 형식을 사용한다:

Mh. ou=n fobhqh/te(SuAoP2) auvtou,j\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니라(마태
10:26).

Zacari,a 자하리아, 호격. Ζαχαρίας, ου, ὁ 자하리아, 세례요한의 아버지.

[나]

dio,ti 때문에,는 이유절을 표현 한다(R964). dio,ti = dia,+o[ti는 o[ti 보

다 더 강한 글기로 이유를 표현한다(DM245). dio,ti eivshkou,sqh ..가 들어졌기 때문
에,에서 dio,ti(..가 때문에, for that)는 신약에서 오직 누가복음, 에베소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에만 나온다(RD§426a).

eivshkou,sqh IdAoP3

from

eivsakou,w 듣

다. h` de,hsi,j sou는 아마도 오시는 메시야를 위한 예배때에 올린 기도문이었을 수 도
있다(MM169). de,hsij, ewj, h` 기도, 애원.

[너] gennh,sei IdFuA3, genna,w 아버지가 되다, 낳게하다,지만 본문에서는 여
자가 임신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MM169).

[녀.노] kale,seij to. o;noma(4) auvtou/ VIwa,nnhn 너는 이름을 이완넨이라 작명
해야 할 것이다. 이름을 지어서 부를 때에 사용하는 동사 kale,w는 kale,seij to.

o;noma(4)처럼 4격을 목적격으로 취한다(BDF§157(2). 또한 동사 kale,seij는 직설법
미래형인데도

미래적인

것을

예견하기

보다는

명령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the

cohortative indicative BW105,DM169). 또한 내용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
기 때문에 kale,seij to. o;noma(4) auvtou/ VIwa,nnhn을 명령적 미래 the imperative
future라 칭하기도 한다(DM192). 구약에서 명령을 표현할 때에 미완료를 많이 사용한
것처럼, 미래형 kale,seij IdFuA2를 명령형의 글기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Zr§280). 그
래서 동사 kale,seij를 ‘너는 불러야 할 것이다’라 옮긴 것이다. kale,seij IdFuA2 from

kale,w 작명하여 부르다. 이름을 지어주다. 보기들, avqw/|oj, eivmi avpo. tou/ ai[matoj
tou,tou\ u`mei/j o;yesqe(IdFuM2)Å 이 피로부터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의 책임이다/너희
자신들이 보라!\. 마태27:24에서도 미래형 o;yesqe을 사용해서 명령을 표현했다.

avgaph,seij to.n(4) plhsi,on sou w`j seauto,n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다(야고2:8). to. o;noma(4) auvtou/ VIwa,nnhn은 동격들로 동사 kale,seij가 취하
는 이중대격들이다(R480).
1:14

[뇨] e;stai cara, soi에서 여격 soi에는 소유의 뜻이 있는 숙어다(R541), You
will have joy(NAU), Joy will come to you(Net), He will be a joy(CJB). 미

래형 e;stai에는 의지적 volitive이거나 계획적 deliberative인 글기는 없고 단순히 앞으
로 일어나는 일이다(R889).

vgalli,asij nfN

from

avgalli,asij. avgalli,asij, ewj, h` nf

기쁨, 환희,는 히브1:9에서 e;laion avgallia,sewj 기쁨의 오일로,란 뜻으로 사용된 단어
이다. 히브1:9은 시편45:6-7을 인용한 구절로 e;laion avgallia,sewj는 히브리어

!m,v,

!Aff'

쐬멘 쏴쑌, 환희의 오일,과 같은 의미다.

[뉴]

carh,sontai IdFuP

from

cai,rw 기뻐하다. Blass는

carh,sontai를 Attic

Future(54교)라 본다(R356). Moulton은 또한 carh,sontai에는 기간, 동안 durative의
글기가 있다고 본다(R357). 그러나 Robertson은 carh,sontai를 ingressive punctiliar
로 본다(R871).

[느] e;stai ga.r me,gaj 게다가, 그는 위대할 것이다,에서 ga.r는 거의 대부분 이
유를 표현하지만, 때로른

d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ga.r를 ‘게다가

indeed’라 옮긴 것이다(Zr§473).
1:15

[니] 장소는 처격 locative으로 표현하는데, evnw,pion Îtou/Ð kuri,ou( 주님 앞에
서,처럼 장소를 표현할 때 Îtou/Ð kuri,ou같이 속격이 사용되면 장소를 표현하는

Îtou/Ð kuri,ou에 강조력이 있다(BW13): {주님 앞에서]. 반면에, Giles는 속격으로 장
소를 표현할 때에는 evnw,pion처럼 전치사를 사용한다고 본다(R505). 전치사 evnw,pion
은 92회 나오는데, 때로는 evnw,pion tou/ qro,nou 왕관 앞에서(계시4:10)처럼 장소와,
때로는 evnw,pion tw/n avnqrw,pwn 사람들 앞에서(누가12:9)처럼 사람과, 본 절에서는
하ㄴ님과 함께 사용되었다(R642).

evnw,pion 역시 부사이면서 전치사처럼 명사와 함

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사적 전치사 adverbial preposition라 칭한다(RD§343k). 다른
용어로는 불규칙 전치사 improper preposition라 부르기도 한다(RD§353).

[다]

누가는 마가가 사용한 to.n Kananai/on(마가3:18)을 zhlwth.n(누가6:15)

으로, r`abbi, 랍비여!(마가11:21)를 evpista,ta 선생이시여!(누가9:33)로, r`abbouni, 랍
비여!(마가10:51)를 ku,rie 주여!(누가18:41)로 바꾸어 사용했을 뿐아니라, w`sanna.
호산나(마가11:9), abba 아바(마가14:36), to.n Golgoqa/n 골고다(마가15:22) 등을 아
예 없에 버렸다. 그러면서도,

mamwna/j 제물(누가13:6), pa,sca 유월절(누가22:1),

sa,bbaton 안식일(누가23:56), sata,n 사탄(누가10:18), ge,enna 게헤나(누가12:5) 등
은 보존하면서, 본 절에 나오는 si,kera 독주,는 단 1회 밖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누
가복음서를 시작하는 초두에서 누가1:15에서 사용했다. 누가의 어휘력은 그 당시 신약
저자들의 어휘력 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세속의 어휘들도 많이 등용해서 사용다. 또한
누가는 마가가 사용한 접속사 kai,를 그리스어체의 향기를 풍기는 de로 대치했다.
(MTIV.p57)

si,kera 독주,는 아카디안 언어에서 빌려 온 단어로 불변하는 단어다.

(R270) oi=non kai. si,kera 술이나 독한 술을,은 이미 민수6:3에서 서약하는 자들에게
는 금주로 정해졌다:
을 자제시켜야 한다.

ryZIy(: F10E) rk'vew> !yIY:mi

그(서약하는 자)는 술과 독주로부터 자신

[댜] ouv mh. pi,h| = [ouv mh.+ 가정법 부정과거 pi,h]| 형식은 동작을 금지하는
미래사를(R933)

가장

확실하게

부정하는

표현이다(BDF§365,MTIII.95).

pi,h(|

SuAoA3 pi,nw 마시다. 부정어 ouv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미래지향적인 부정어로 사용되
어 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도 미래지향적일(MTI.p177) 뿐만아니라, 금지에 대한-술
을

마시지

않으려는-의지력

volitive의(R933)

글기도

포함되어

있는

부정어로

(MTI.p191) 강조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가는 [ouv mh.+ 가정법 부정과거 pi,h]
|
을 자신의 말을 표현할 때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화자의 말들을 인용할 때
에만 사용했는데 본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Zr§444).

[더]

pneu,matoj(2) a`gi,ou(2) plhsqh,setai(IdFuP3) 그는 성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는 정관사가 붙지 않은 pneu,matoj는 채워지는 재료, 내용물이다. 따라서

pneu,matoj는 재료속격이다. 또한 plhsqh,setai는 환유metonymy다. 채워진다,는 무슨
뜻일까? Richard Young은, "filled with the Spirit" is a figurative way of describing
a person in whom the Spirit is permitted to have free control of the thoughts and
actions(Luke1:15,Acts2:4), 영으로 채워지는 것은 생각들과 활동들을 영이 지배하도
록 허락한다는 뜻으로 피력했다(RY27). 이에 대한 독자의 견해는 요?
사도바울은 설교에서, 삼위일체의 한 인격인 성령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영
적 체험을 표현할 때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은 evn pneu,mati a`gi,w를
| 사용한 것처럼-

avlla. kai. evn duna,mei kai. evn pneu,mati a`gi,w| 그러나 능력과 성영으로(데전1:5) 누가1:15절에서 사용된 pneu,matoj(2) a`gi,ou(2)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Zr§181n).
1:35, 41, 67에도 적용된다. 줄여서 설명하면, 누가는 하ㄴ님의 ‘령’인 ‘성령 the Holy
Spirit‘을 표현할 때에는 정관사를 붙여 사용했으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표현할
때는 정관사 없이 pneu,matoj a`gi,ou를 사용했다(TG19).
필자는 정관사가 붙지 않은 pneu,matoj a`gi,ou를 ’tou/ pneu,matoj tou/ a`gi,ou(누
가2:26) ’성령 the Holy Spirit‘과 식별하기 위해서, ’성영‘이라 옮겼다. 정관사가 붙지
않은 pneu,matoj a`gi,ou는 하ㄴ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성영 a holy spirit, 마음을
다스리는 신의 감화력 a divine influence possessing men’을 의미하는 것으로 Nigel은
식별한다. 또한 Moule 역시, 정관사가 붙지 않은 pneu,matoj a`gi,ou를 일괄적으로 to.

pneu/ma to. a[gion ’성령‘ 보다 무엇이 결여된 부족한 영으로 본다(M113).
정관사의 유무를 구별해서 사용한 누가의 관점으로 누가1:15을 풀어본다면, 세
레 요한이나,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령’ the Holy Spirit에 의해서 영감을 받지
않았고, ‘성령‘ 보다 못한 ’성영 a holy spirit‘에 의해서 인도되어 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시야를 잉태하도록 한 영은 삼위의 한 분인 ’성령‘ the Holy Spirit이
아니고, 구약시절에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감동시켰던(마태1:20, 누가1:35) 초능력적인
’성영‘을 사용해서 하ㄴ님께서 마리아를 잉태하도록 하신 것으로 본다(TG19). 다른 예
문을 들어 제언한다면, 누가2:25에 나오는 Sumew.n에게 임한 pneu/ma h=n a[gion evpV

auvto,n\ ’성영‘과 같은 영이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누가3:16에서도
auvto.j u`ma/j bapti,sei evn pneu,mati a`gi,w| kai. puri ’그 분은 너희들을 성영과 불로 세
례할 것이다‘라고 세례요한이 말할 때에도 관사가 없는 pneu,mati a`gi,w| ’성영’이 사용
되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성영‘이 마리아를 잉태하도록 한 것이다(TG19).
정관사가 붙은 ’성령‘ to. pneu/ma to. a[gion이 나오는 예문들을 지적한다면 행전
5:3, 7:51, 11:15, 19:6을 보라. 정관사 없이 사용된 pneu/ma의 보기를 한두 가지 더
들어보자: 35절, pneu/ma a[gion evpeleu,setai evpi. se. 성영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누
가2:25에서도 kai. pneu/ma h=n a[gion evpV auvto,n\ 그리고 성영이 그에게 있었다. 또한
정관사 없이 사용된 pneu/ma a[gion이 주격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순은 동사가 주격 다
음에 따라오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M113). 또한 에베5:18에선 a`gi,w| 없이 evn

pneu,mati만 사용되었다. plhsqh,setai IdFuP3

from

pi,mplhmi 채우다,는 동사는

pneu,matoj(2) a`gi,ou(2)처럼 속격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또
한 plhsqh,setai는 effective punctiliar로 분류한다(R871). 가장 효과적인 시기, 때나
시각에 성영으로 체워진다는 뜻이다.

[뎌] e;ti evk koili,aj mhtro.j auvtou/(

실로 그의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e;ti

부사, 실로. evk koili,aj에는 전치사 evk 다음에 정관사가 생략되었다. evk th/j koili,aj

tou/ kh,touj 바다 괴물의 배 속에서(요나2:2),는 정관사 th/j가 evk koili,aj 중간에 왔
다. evk koili,aj(nf2)처럼 속격이 오는 전치사 구에서 정관사가 생략된다. 전치사가 생

략되는 이유는 속격 그 자체가 명사를 한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MTIII.180).
1:16

[됴] evpistre,yei IdFuA3

from

다.

evpistre,fw 되돌아 오게하다. 돌게하다, 개심시키

evpistre,yei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미래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화자 앞

에 놓여 있는 동작으로(R873) 단순미래 merely futuristic로 옮겼다(R889).

1:17

[듀]

auvto.j proeleu,setai evnw,pion auvtou/ 그 자신이 그분 보다 앞서 나아갈

것이다,에서 미래형 proeleu,setai dFuM3은 속격을 취하는 전치사 evnw,pion과
사용 되었다. 그러나 미완료로 사용되면 대격을 취한다: ei-j tw/n dw,deka proh,rceto

auvtou.j 12 중에서 하나가 그들 보다 앞서 가고 있었다,에서 미완료 proh,rceto
IdIpM3가 대격 auvtou.j를 취한 것이다(R477). proeleu,setai IdFuM3 from proe,rcomai
앞서가다,에서 proe,rcomai = pro+e,rcomai(R562). auvto.j proeleu,setai 그 자신이
앞서 나아갈 것이다,에서 auvto.j는 물론 강조력이 있지만 이 보다는 주어로 사용된 점
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이렇게 auvto.j가 주어로 사용된 용례는 고대 그리스어
Attic Greek에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R679). 또한 본절은 함축이 되면서 주어를 공
급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auvto.j를 주어로 제공했다(R683).

[디]

evpistre,yai InAoA 돌리기 위해서

from

evpistre,fw. 결과적으로, 부정사

evpistre,yai InAoA이 사용된 점으로 볼 때에, Moule, Blass and Debrunner의 제안이
맞을 확률이 높다(RH91).

[라] kardi,aj(nf4) pate,rwn evpi. te,kna 아버지들의 마음들을 아이들에게로,에
선 복수형 kardi,aj(nf4)으로 한 그룹을 표현했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한 그룹을 표현
하는 어법은 정상적인 그리스어 문법에 속한다. 그러나 diesko,rpisen u`perhfa,nouj

dianoi,a| kardi,aj(nf2) auvtw/n\ 그 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들의 자만심
을 분산시키셨도다(누가1:51),에서는 단수형 kardi,aj(nf2)를 사용해서 한 그룹을 표현
하는데, 이는 셈어(히브리어, 아람어)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본다(MTIII.23).

[랴] evn fronh,sei(3) dikai,wn 의로운 자들의 지혜로,에서 전치사 evn은 신약성

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전치사로 2698개의 예문들이 나오며 신약성서의 전치사 사
용 통계의 26.5%가 evn이다. 또한 ’생각으로‘, 또는 ’그들이 그 생각을 갖도록‘이란 의
미의(BDF§218) 대격을 취하는 eivj 대신(4)에 여격(3)을 취하는 evn이 사용되었다고
본다(M76). 이렇게 eivj 대신(4)에 여격(3)을 취하는 evn이 사용되는 예문들은 LXX이
나 papyri 문헌에서도 흔히 나타난다(MTIII.257). evn은 ‘속에(개인), 가운데(그룹), 안
에(장소)’ 등의 뜻으로 사용 되는데 본 절에서는 evn이 방향을 표현하는 ...에로 into or
into a state of(MTIII.257)의 뜻으로 사용된 바가 놀라울 정도다(M76). 반면에
Turner는 evn을 수단이나 도구로 본다(T257).

[려]

lao.n kateskeuasme,non 준비된 백성으로,에서 분사 kateskeuasme,non

PaPeP,Am은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한다(DM224). kateskeuasme,non PaPeP,Am from

kataskeua,zw 준비하다, 마련하다. PaPe는 동작의 완료를, 또한 그 완료로 인한 결과
를 표현할 수도 있다(B154).

[ ] Kata. ti,(4) = according to what, 무엇을 보고서 = how 어떻게,(R739),

1:18 료

whereby 무엇에 의해서(RH),를 뜻한다. kata.는 기본적으로는 ‘아래, 아래로’라
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위로, 위에로’는 부사 a;nw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kata.
는 소유격 보다는 대격을 더 자주 취하며(MTIII.268), 4격을 취할 때에는 ‘장소, 시
간’등을 표현한다. 그런데 Kata. ti,(4)는 무엇인가 직접 표현하지 않고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M59)

일종의

숙어이지만,

Kata.

ti,

무엇

때문에

in

view

of

what(MTIII.268),에는 자하리아쓰가 이유를 묻는 이유의 글기가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RH91).

[루] evgw. ga,r eivmi

presbu,thj 나야 말로 늙었습니다,에는 인칭대명사 evgw.가

사용되었는데, 이미 주격이 eivmi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는 강조할 경우
가 아니라면,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렇다 해도, evgw. ga,r eivmi 경
우, evgw.가 그다지 큰 강조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MTIII.37).

[류] probebhke,nai evn tai/j h`me,raij 날들에 있어서 앞섰다 = 아주 나이가 많

다,는 뜻이다(Freiberg22913). probai,nw 앞서 나아가다. presbu,thj, ou, o` nm 늙은이,
노인.

1:19

[마먀머모묘]

Gabrih.l은 다니8:16에서

laeyrIb.G:

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천사

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의 이름들 2개 중 하나다. 또 하나는 계시
12:7에 나오는 Micah.l 이라는 천사 이름이다. 히브리어로는

avpokriqei.j PaAoP,Nm
PaPeA,Nm

from

lalh/sai InAoA

from

avpokri,nomai, ei=pen IdAoA3

pari,sthmi 서다, avpesta,lhn IdAoP1

from

lale,w 말하다, euvaggeli,sasqai, InAoM

laek'ymi이다(민수13:13).
from

from
from

le,gw, paresthkw.j
avposte,llw 보내다,
euvaggeli,zw 좋은 소

식을 전하다,

[며] evnw,pion tou/ qeou/ 하ㄴ님 앞에,에서 전치사 evnw,pion는 동사와 결합해서
복합어를 만들어 내지 않은 전치사들 중 하나다. WC(114)는 이렇게 사용된 전치사들
42종류를 소개했다. 동사와 결합한 전치사들을 결합전치사 proper prepositions, 동사
와 결합하지 않는 전치사를 비결합 전치사 improper prepositions라 분류 한다.
1:20

[미] ivdou. e;sh|(IdFuM2) siwpw/n 보라! 너는 침묵할 것이다,에서 ivdou.는 혹은
i;de는 화자가, 청취자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관심을 끌어 들일 때에 사

용하는 단어다. 누가1:31에서는 천사가 매리에게 ‘너는 임신할 것이다’고 말할 때에 첫
마디로 사용한 단어다. 처녀인 매리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되지 않겠는가? 주로
직접화법에서 사용되며, 화자가 하는 말을 청취자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본 절에서는 자하리아쓰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했던 말이 실지로 발생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한다고 경고하면서 사용한 단어다(RY200).
[eivmi,+분사 siwpw/n] 형식은 누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었다(RH). siwpw/n
PaPrA,Nm

from

siwpa,w 침묵하다, 말이 없다, 무언이다. 분사 siwpw/n은 형용사로 은

유적으로 사용되었으며(BDF§3531) 미래 e;sh|(IdFuM2)와 함께 ‘침묵한다‘는 동작의
지속성 duration을 표현한다(R889). 그런데 미래는 일반적으로 부정동사 aoristic 또는
순간 punctiliar적인 동작을 표현하지 지속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R353),

본절은 여러개월 동안에 지속되는 동작을 서술하기 때문에, 은유적인 미래동작에 지속
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RH91). 이와는 달리, siwph,seij 너는 벙어리가 됄 것이
다’는 동작은 단순미래로서, 동작의 순간 punctiliar적인 뜻을 표현한다(M18). 누가복
음에서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몇 절되지 않은 1:7,10,18,20,21,22에 집중적으로 사용되
었다(M18n1).

[바] kai. mh. duna,menoj PaPrM,Nm

from

du,namai 할 수 있다. 긍정문 다음에서

부정문을 인도할 때에 kai. mh.를 사용했다(R1173).

[뱌] a;cri h-j h`me,raj 그 날까지,에서 a;cri는 가정법 동사 ge,nhtai SuAoM3를
취하면서 부사적 전치사로(BW10) ‘까지’를 표현하는 전치사다. h-j 관대f2. ‘까지’나 ‘동
안’을 표현하는 전치사들로는 e[wj, e[wj ou-, e[wj o[tou, evn w|,- a;cri(j) 등이 있다.
(BDF§383(1,3) ge,nhtai SuAoM3 from gi,nomai. 주로 4격, 대격 accusative이 다른
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a;cri h-j h`me,raj는 3격 h-| 대신 2격 h-j이 사용된 예문으로
본다. 그래서 a;cri h-j h`me,raj는 사실상 a;cri h`me,raj h-에
| 서 기원했다고 본다(R717).
그리고

a;cri(전치사) h-j(관대) h`me,raj(선행사)의 어순으로 선행사가 관대 다음으로

견인된 어순이다(R721). a;cri h-j h`me,raj = a;cri th/j h`me,raj h-(
| MM170). a;cri는 접
속사로 보다는 전치사로 더 자주 사용되었다. 본 절에서는 가정법 동사 ge,nhtai를 취
했지만,

a;criÎjÐ

ou-

a'n

h[xwÅ(IdFuA1)

내가

올

때까지,(계시2:25)나

a;cri

telesqh,sontai(IdFuP3) oi` lo,goi tou/ qeou/Å 하ㄴ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계시17:17)에서는 직설법 미래 비한정 동사들을 취했다(R975)

[버] avnqV w-n ouvk evpi,steusaj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에서 전치사 avnqV는 관
계대명사 w-n(n2)과 함께 이유절을 표현하는(M71,RY90,WC180) '때문에 because, in
return for which things(RD§427, DM100)'라는 뜻으로 5회 사용되었고, 종속절 접속
사

subordinating

conjunction처럼

사용되었다(BW26).

evpi,steusaj IdAoA2

from

pisteu,w 믿다. 또한 일반적으로 막연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avnqV w-n에서처럼
관대 중성형 w-n n2을 사용한다(R714). avnqV 다음에 관대 w-n을 사용한 표현은 문법적
으로 합리적이진 않지만 illogical, 히브리어

rva txt의

영향을 받아서 avnqV w-n처럼

사용한 것으로 본다. (M71) 또한 avnqV는 avnti,의 끝모음이 탈락되면서 축소되었다
(R208). avnqV w-n의 글자 뜻은 in return for which (things) = because (of the fact
that)(MM170).

[벼]

oi[tinej plhrwqh,sontai eivj to.n kairo.n auvtw/n 그들의 적절한 때에 성

취되어 질,에서 전치사 eivj는 마태21:41에서는 evn toi/j kairoi/j(3) auvtw/n처럼 전치사

evn이 사용되었다. 전치사 eivj와 evn이 격을 달리하면서 바꾸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BDF§206). eivj to.n kairo.n(4) auvtw/n 그들의 적절한 때에‘에서 찾을 수 있는 글
기는 지속적인 선이 점으로 끝나는 a line ending at a point 동작, 즉 동작이 지속되
다가 쉼으로 끝나는 동작과 같다고 본다(M68). 전치사

eivj가 eivj to. me,llon\ 내년에

(누가13:9), eivj to. dihneke,jÅ 계속적으로(히브7:3),와 같은 표현들에서는 아무런 의미
를 대격에 첨가하지 않지만, eivj to. metaxu. sa,bbaton 다음 안식일에는(행전13:42),이
나 eivj to.n kairo.n(4) auvtw/n 그들의 적절한 때에는, 등의 표현에서는 한정이 되는
시기를 첨가해 준다(R594).

[oi[tinej plhrwqh,sontai에서 oi[tinej는 plhrwqh,sontai

의 주어다. oi[tinej 관대Nm 는 ’것 which‘이나

“모든 것 때문에 ...해야하는 것들

which for all that(MTI92)”을 뜻할 수 도 있다. oi[tinej from o[stij, h[tij o[ ti
whoever, whatever. 그런데 koine 그릭어에 와서는 o[j와 o[stij의 차이점이 거의 살아
져 버렸다. 심지어 비한정 지시대명사인 o[jtij와 o`po,soj의 차이점 역시 희미해졌다.

o[stij는 거의 언제나 주격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고정화 되어버렸다(MTIII.47). 그래
서 oi[tinej plhrwqh,sontai에서 관대 oi[tinej는 주로 주격으로 사용되고, 비한정 관대
로

whoever, whatever, everyone who, anything that 등의 뜻들이 있다(Freiberg

19980).

lo,goij mou( oi[tinej에서 oi[tinej를 lo,goij mou와 동격으로 보고 옮기면,

my words, that 혹은 the which 등으로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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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h=n o` lao.j prosdokw/n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에서 prosdokw/n

PaPrA,Nm from prosdoka,w 기다리다, 바라보다, 기대하다. 분사 prosdokw/n는
술어다(B168).

h=n...prosdokw/n [eivmi,미완료+분사] 형식으로 ‘..하는 동안 duration'을

표현한다(MTII452).

진행

중인

동작

durative

action을

강조하기

위해서

h=n...prosdokw/n [eivmi, 미완료+분사] 형식을 사용했다(M17). [eivmi, 미완료+분사] 형

식으로 분사 동작의 지속, 계속성duration을 강조한다(WC75).

또한 누가1:10(됴)를

보라. lao.j는 고전 그리스어 lew,j와 같은 뜻이며, 고어인 lew,j 대신 사용된 단어다.
(R260)

[부뷰] evqau,mazon evn tw/| croni,zein(InPrA3) 지체하고 있어서 그들은 이상하
게 여겼다,에서 evn tw/| [전치사+여격] 형식이 사용되었지만 순수하게 시제를 표현하는
예문은 아니다(BDF§404(3). 즉, 전치사 evn tw/| [전치사+여격]으로 시간을 표현하지
만, 특히 croni,zein처럼 부정사를 사용해서 시간을 표현하기 때문에(R1092), 그 시간
개념은 문장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시간적인 표현이 미약하다고 본다(DM215). 일반적
으로, 전치사 evn tw/| = [전치사+여격]은 ‘...하는 동안 while'으로 번역해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시간(동작 R1092) contemporaneous time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BW124,
DM216). 성전에서 소비한 시간 중에서도 지체한 시간만을 표현한다. croni,zein
InPrA from croni,zw 지체하다.

evn tw/가
| 시간 temporal을 표현하는 것으로 옮기면 ’...하는 동안에 while'처럼
옮길 수 있다. 그러나 VGNT(210) 그리스어 사전에선, evn tw/| [전치사+여격]이 ‘...하
는 동안 while'으로 사용된 다른 예문이 없다고 지적한다. 전치사 evn tw/| [전치사+여
격]은 ‘...하는 동안 while'이라기 보다는, 시간 중에서도 더 짧은 ‘시각’ locative of
time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BW37).

evn tw/| croni,zein at his delay ’그가 지체할 때’

처럼 NAU도 시간의 한 점 a point of time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정사

croni,zein을 시간 보다는 장소를(locative)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RD§455b) evn tw/|
croni,zein evn tw/| naw/| auvto,nÅ 그가 성전에서 지체하는 데서,라 옮길 수 있다. 더 나
아가서, MIT는 why he was staying 왜 그가 지체하는지? 원인이나 이유의 글기가

evn tw/| [전치사+여격] 형식에 들어 있다고 보았다. Robertson 역시 evn tw/| [전치사+
여격]이 시제 temporal를 표현한다기 보다는 원인 causal의 글기가 들어 있다고 본다
(R979,RY166). 뿐만아니라 Robertson은 evqau,mazon evn에서도, 동사 qauma,zw가 전치
사 evn을 취하면서 원인, 동기등의 글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R532)

evn tw/가
| 원

인을 표현하는 것으로 옮기면, ‘그가 지체하고 있어서 at his delay, because he
delayed'라 옮길 수 있다. evqau,mazon IdIpA3 from qauma,zw 이상하게 여기다.

1:22

[사]

ouvk evdu,nato lalh/sai 그는 말을 하지 못한 체로,에서 미완료 evdu,nato

IdIpM3가 사용된 것은 ‘...하는 동안 duration'을 강조하기 위해서다(M17).

evdu,nato IdIpM3

[샤서]

from

du,namai 할 수 있다.

evpe,gnwsan o[ti ovptasi,an e`w,raken 그들은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깨닫

게 되었던 것이다,는 간접대화문 indirect discourse이다. o[ti가 이끄는 문장은 간접대
화문으로 분류하며(R1029), 이렇게 o[ti를 사용하는 예문들이 누가의 문장 스타일이다
(TG39). 그리스어는, 주요시제 primary tense에서 시제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시제에서(대과거, 과거, 미완료)가 사용된 문에서는 시제 tense가 변한다는 점이다.

pisteu,ete o[ti evla,bete( kai. e;stai u`mi/n 너희들은 그것을 받는다고 믿어라, 그리고 그
것은 너의 것이 됄 것이다, trust that you are receiving it, and it will be
yours(CJB)(마가11:24). 간접대화문(o[ti evl..)에 제2시제인 evla,bete(IdAoA2)가 왔다.
그 다음에 시.제가 바꾸어진 e;stai(IdFuM3)가 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기를 하
나 더 들어보면, o[pou h;kouon o[ti evsti,nÅ 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던 그 장소로,
where they were hearing that he is,(YLT)(마가6:55)에서도 제2시제에 속하는 동사

h;kouon이 왔고 그 다음에 간접대화문(o[ti evs..)에서 시제가 바꾸어진 evsti,n이 왔다.
이렇게 시제가 변화하는 것을 evpe,gnwsan o[ti ovptasi,an e`w,raken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2시제에 속하는 동사 evpe,gnwsan(IdAoA3)가 왔다. 그 다음 간접대화문 (o[ti ovp..)
에서 시제가 바꾸어진 과거형 동사 e`wr
, aken(IdPeA3)가 왔다는 점이다(R1029).

evpe,gnwsan IdAoA3 evpiginw,skw 정확하게 알다. e`w,raken IdPeA3

from

o`ra,w 보다.

[셔] auvto.j h=n dianeu,wn 그는 몸짓으로-표현들을 했었다, [미완료 h=n+현재분
사 dianeu,wn] 이 사용된 것은 역시 ‘...하는 동안 duration'을 강조한다(MTII.452). 그
러나, 또한, 그리스어에는 evgw,나 su,같
, 은 3인칭 주격은 없다. 그런데도 구지 auvto.j를
사용해서 3인칭 주격을 표현한 것은 그만큼 주어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auvto.j에는 문장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도 안에서
약간의 강조력만 허락해야 할 것이다(R680). RD 역시 kai. auvto.j에는 강조력이 거의
상실된 것으로 본다(RD§374).

h=n dianeu,wn은 반복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동작반복

미완료 iterative imperfect다(R888). 또한 [eivmi,미완료+dianeu,wn분사] 형식은 ‘..하는

동안 duration'을 표현하기(MTII452) 때문에, 지속 미완료 periphrastic imperfect
(B34)라 칭하기도 하는데, 잇따른 동작이나 생각 linear idea을 강조하기도 한다. 특히
70인역의 히브리어의 영향으로 신약에 존재 미완료 periphrastic imperfect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h=n dianeu,wn 역시 잇따른 동작 linear action으로 본다(RD§402b). 이 점
을 번역문에서 살려서 번역하려면, ‘계속해서 몸짓으로 표현했다’고 옮기면 된다.

dianeu,wn PaPrA,Nm

from

dianeu,w nod, beckon. ’체로‘를 사용해서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을 표현한 것이다.

[소] die,menen kwfo,jÅ

그는 말없이 머물렀고,에서 dia는 through 통하여,의 뜻

으로 동작의 진행을 표현한다(R582). die,menen IdIpA3 from diame,nw 머무르다.
1:23

[쇼] kai. evge,neto처럼 kai.가 시작하는 절을 계합 접속사절 copulative라 칭하며
누가복음서에서 50번 사용되었는데 3 종류들이 있다: kai. evge,neto kai,(누가

5:17), kai. evge,neto+동사 avph/lqen(1:23), kai. evge,neto+부정사(마가2:23)(RD§410b).
대화가 계속될 때에 evge,neto ...였다,가 문초에 나오는 것은 evge,neto 가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용례에 속한다(BDF§472(3). evge,neto는 다른 동사 avph/lqen을 소개하는 가
동사처럼 사용되었다. evplh,sqhsan IdAoP3 from pi,mplhmi 채우다, 성취되다, 마치다.

evge,neto w`j evplh,sqhsan...avph/lqen에서 evge,neto가 주절의 동사 avph/lqen를 소개하면서
시제절을 인도한다(MTII.426). 많은 경우,

evge,neto가 소개하는 동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거듭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evge,neto를 번역하지 않는다. 14:1에서도 evge,neto

evn tw/| evlqei/n auvto.n 그가 들어갔을 때에...kai. auvtoi. h=san parathrou,menoi auvto,nÅ
그리고 그들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에서도 동사 evge,neto가 parathrou,menoi가 들어
있는 마지막 문장 kai. 이하를 소개한다(M174).

[수] w`j evplh,sqhsan(IdAoP3) 그들이 완료되었을 때에,에서는 w`j가 직설법 동
사 evplh,sqhsan와 시제접속사로(WC173) 사용되었다. w`j가 시제접속사로 사용될 때에
는 ‘...때, ...동안’ 등의 뜻이 있다(RY192). [w`j+IdAo] 형식으로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MTII426), w`j a'n poreu,wmai(SuPrM1) eivj th.n Spani,an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마다’(로마15:24)에서는 w`j가 a'n을 거느리고 가정법 동사와 사용되면서 현제 발

생하는 계속되는 동작 durative action을 표현했다. 반면에, w`j a'n e;lqw(SuAoA1) 내
가 도착할 때에(고전11:34),에서는 w`j가 부정과거와 함께 순간에 일어나는 동작
punctiliar action을 표현했다(RD§419g).

[슈스] leitourgi,aj nf2,
avph/lqen IdAoA3
1:24

[아야]

from

leitourgi,a aj, h`-1. 제사장 직무(업무, 근무),

avpe,rcomai 떠나다

sune,laben IdAoA3

from

sullamba,nw 임신하다.

perie+kru,bw/kru,ptw (MTII245, R351, 617)

from

perie,kruben IdIpA3,

perikru,bw 숨다. peri,의 기

본 뜻은 ‘주변에’이지만, 복합어로 사용되면 ‘모든 주변을, 전체를’이란 의미가 있다.
(R617)
1:25

[여] pepoi,hken IdPeA3 poie,w 행하다. ou[twj ou[tw 부사, 이렇게
[오] evn h`me,raij ai-j evpei/den avfelei/n 제거하시려고 그 분께서 선처를 행하신
from

=

이 즈음에,에서는 전치사 evn이 반복 사용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h`me,raij ai-j처럼, 선
행사가 관대(ai-j)를 가지고 있는 문에서는 전치사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전7:4에선 전치사가 반복되었다: eivj th.n gh/n tau,thn eivj h]n u`mei/j 너희들이 있는
이 땅으로,에서는 전치사 eivj가 반복 사용되었다. 행전20:18, avpo. prw,thj h`me,raj avfV

h-j evpe,bhn eivj th.n VAsi,an 내가 아시아에 도착한 첫 날로부터,에서도 전치사 avpo.가
반복 사용되었다(R566c). 행전7:4, 20:18에서 전치사 반복 사용된 이유는 관대절이
날카롭게 분리되었기 때문이다(R721). ai-j 관대f3 from o[j. evpei/den IdAoA3 from

evfora,w 고려하다, 호감을 갖다, 바라보다. avfelei/n InAoA

from

avfaire,w 제거하다, 가

져가 버리다, 훔치다, 자르다.

[요] evn avnqrw,poij 백성 가운데서,에서 avnqrw,poij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지
만 ‘수취’를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한정된 명사로 분류한다(R792). o;neido,j nc4 from

o;neidoj, ouj, to, 수취, 불명예. o;neido,j mou에 해당할 만한 보기를 구약에서 찾는다면,
불임이던

lxer"

라헬이

@seAy를

낳았을 때에 사용했던 단어

ytiP'r>x,-ta,이다(창세30:23).

E. 보지 않고 번역하기
11

w;fqh de. auvtw/| a;ggeloj kuri,ou e`stw.j evk dexiw/n tou/ qusiasthri,ou tou/

qumia,matoj

12

kai. evtara,cqh Zacari,aj ivdw.n kai. fo,boj evpe,pesen evpV auvto,nÅ

13

ei=pen de. pro.j auvto.n o` a;ggeloj( Mh. fobou/( Zacari,a( dio,ti eivshkou,sqh h` de,hsi,j
sou( kai. h` gunh, sou VElisa,bet gennh,sei ui`o,n soi kai. kale,seij to. o;noma auvtou/
14

VIwa,nnhnÅ

kai. e;stai cara, soi kai. avgalli,asij kai. polloi. evpi. th/| gene,sei

auvtou/ carh,sontaiÅ

15

e;stai ga.r me,gaj evnw,pion Îtou/Ð kuri,ou( kai. oi=non kai.

si,kera ouv mh. pi,h(| kai. pneu,matoj a`gi,ou plhsqh,setai e;ti evk koili,aj mhtro.j
auvtou/(

16

kai. pollou.j tw/n ui`w/n VIsrah.l evpistre,yei evpi. ku,rion to.n qeo.n

auvtw/nÅ

17

kai. auvto.j proeleu,setai evnw,pion auvtou/ evn pneu,mati kai. duna,mei

VHli,ou( evpistre,yai kardi,aj pate,rwn evpi. te,kna kai. avpeiqei/j evn fronh,sei
dikai,wn( e`toima,sai kuri,w| lao.n kateskeuasme,nonÅ

18

Kai. ei=pen Zacari,aj pro.j

to.n a;ggelon( Kata. ti, gnw,somai tou/toÈ evgw. ga,r eivmi presbu,thj kai. h` gunh, mou
19

probebhkui/a evn tai/j h`me,raij auvth/jÅ

kai. avpokriqei.j o` a;ggeloj ei=pen auvtw/|(

VEgw, eivmi Gabrih.l o` paresthkw.j evnw,pion tou/ qeou/ kai. avpesta,lhn lalh/sai pro.j
se. kai. euvaggeli,sasqai, soi tau/ta\

20

kai. ivdou. e;sh| siwpw/n kai. mh. duna,menoj

lalh/sai a;cri h-j h`me,raj ge,nhtai tau/ta( avnqV w-n ouvk evpi,steusaj toi/j lo,goij mou(
oi[tinej plhrwqh,sontai eivj to.n kairo.n auvtw/nÅ

21

Kai. h=n o` lao.j prosdokw/n

to.n Zacari,an kai. evqau,mazon evn tw/| croni,zein evn tw/| naw/| auvto,nÅ

22

evxelqw.n

de. ouvk evdu,nato lalh/sai auvtoi/j( kai. evpe,gnwsan o[ti ovptasi,an e`w,raken evn tw/|
naw/\| kai. auvto.j h=n dianeu,wn auvtoi/j kai. die,menen kwfo,jÅ

23

kai. evge,neto w`j

evplh,sqhsan ai` h`me,rai th/j leitourgi,aj auvtou/( avph/lqen eivj to.n oi=kon auvtou/Å

24

Meta. de. tau,taj ta.j h`me,raj sune,laben VElisa,bet h` gunh. auvtou/ kai. perie,kruben
e`auth.n mh/naj pe,nte le,gousa

25

o[ti Ou[twj moi pepoi,hken ku,rioj evn h`me,raij ai-j

evpei/den avfelei/n o;neido,j mou evn avnqrw,poijÅ

F. 누가1:11-25은 분향제단 오른쪽 편에서 한 천사가 자하리아쓰에게 나타나서,
기쁨과 환희가 됄, 술이나 독술 대신 성영으로 채워질 한 아들이 너의 아내 엘리자베
트로부터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ㄴ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
해서 준비된 백성을 마련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로운 자들의 지혜로 돌이키는 역사
를 행할 것인데, 아버지 되는 네가 이러한 역사를 믿지 않으므로 해서 너는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벙어리가 됄 것이다고 천사가 말한데로, 자하리아쓰가 성전에서 나왔을
때에 벙어리가 되었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손짖몸짖으로 표현을 한 후에 집으로 귀가
하자, 그의 아내 엘리자베트가 임신하게 되었고 하ㄴ님께서 자신의 수취를 백성들로부
터 제거하셨다고 증언하는 내용인데;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신 성령보다 부족한 ‘성영’
을 표현할 때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은 pneu,matoj a`gi,ou를 누가가 사용함으로서, ‘성
영’ pneu,matoj a`gi,ou을 ’성령‘ to. pneu/ma to. a[gion으로부터 식별하도록 하는 영분별
력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은 단원이다.

G. 누가1:1-25에 나오는 단어들 모음
vgalli,asij nfN

from

avgalli,asij

1:14

&akolouqe,w 주의하면서 가까이 따라다니다
a;cri h-j h`me,raj = a;cri th/j h`me,raj h-|
a;cri h-j h`me,raj 그 날까지

1:3

1:20

1:20

a;cri telesqh,sontai oi` lo,goi tou/ qeou/Å

하ㄴ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때까지(계시17:17)

a;criÎjÐ ou- a'n h[xwÅ(IdFuA1) 내가 올 때까지 (계시2:25)
a;cri는 접속사로 보다는 전치사로 더 자주 사용
a;memptoi 비난할 점 없는, 형용사
a;nwqen 시작부터, 처음부터

1:20

1:6

abba 아바(마가14:36)

1:3

auvto,pthj, 증인

ai-j 관대f3 from o[j 1:25

auvto.j h=n dianeu,wn 그는 몸짓으로-표현들을 했었다

1:15

1:2

1:22

auvto.j proeleu,setai evnw,pion auvtou/ 그 자신이 그분 보다 앞서 나아갈 것이다
auvto.j proeleu,setai 그 자신이 앞서 나아갈 것이다

1:17

1:17

auvto.j u`ma/j bapti,sei 그 분은 너희들을 세례할 것이다 누가3:16
auvtoi. h=san parathrou,menoi auvto,nÅ 그들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auvtoi/j Dm 남복 3격으로 “그들에게”

1:23

1:6

avfelei/n InAoA from avfaire,w 제거하다, 가져가 버리다, 훔치다, 자르다 1:25

avgalli,asij, ewj, h` nf 기쁨, 환희

1:14

avgaph,seij to.n(4) plhsi,on sou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야고2:8)
avkribw/j 정확하게

avmfo,teroi 둘 다, 모두

1:3

1:6

avnata,ssomai 작성하다, 기억으로부터 재구성하는 것을 뜻할 수 도 있다
avnata,xasqai InAoMD 작성하기

1:1

avnqV w-n = in return for which (things) = because (of the fact that)
avnqV w-n =

rva txt

1:1

1:20

avnqV w-n ouvk evpi,steusaj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avnqV는 avnti,의 끝모음이 탈락되면서 축소

1:20

1:20

1:20

1:13

avpesta,lhn IdAoP1
avph/lqen IdAoA3

avposte,llw 보내다

from

avpe,rcomai 떠나다

from

avpo. prw,thj h`me,raj avfV h-j evpe,bhn
avpokriqei.j PaAoP,Nm

from

1:23

내가 도착한 첫 날로부터 행전20:18

avpokri,nomai

avpV avrch/j(2) 처음부터, 출발부터

1:19

1:19

1:2

avpV avrch/j가 oi`와 auvto,ptai 사이에 놓인 이유는? 복음의 전통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뜻한다 1:2

avqw/o| ,j eivmi avpo. tou/ ai[matoj tou,tou\ 이 피로부터 나는 무죄하다
basile,wj th/j VIoudai,aj 이유다이아의 왕
carh,sontai IdFuP
croni,zein InPrA

cai,rw 기뻐하다

1:14

croni,zw 지체하다

1:21

from

from

de,hsij, ewj, h` 기도, 애원
from

VIoudai,a 이유다이아

di,kaioi 의로운

1:11

dianeu,w nod, beckon

di,kaioj

1:6

1:22

diame,nw 머무르다

from

die,menen kwfo,jÅ 그는 말없이 머물렀고
dih,ghsij 진술, 화술

from

1:22

dia는 through 통하여,의 뜻으로 동작의 진행을 표현
die,menen IdIpA3

1:5

de. 소어, 문 첫 단어로는 사용되지 않음

1:13

dexiw/n 형Gn2 dexio,j a, o,n 오른 쪽
dianeu,wn PaPrA,Nm

from

1:13

1:22

dih,ghsin f4 진술서를

1:1

dio,ti = di+o,ti는 o[ti 보다 더 강한 글기로 이유를 표현
dio,ti 때문에,는 이유절을 표현
duna,menoj PaPrM,Nm

from

1:1

1:13

doke,w 여기다, 생각하다

1:13

du,namai 할 수 있다

e;doxe IdAoA3 가장 좋다고 여겨졌다

from

1:3

1:20

doke,w 여기다, 생각하다

1:3

e;lace IdAoA3, lagca,nw 추첨으로 취득하다, 신이 할당해서 받게되다
e;laion avgallia,sewj =

!Aff' !m,v,

쐬멘 쏴쑌, 환희의 오일 1:14

e;laion avgallia,sewj 기쁨의 오일로, 히브1:9

1:9

1:6

e;nanti 앞에서, 판단하시기에,는 부사처럼 사용된 전치사 adverbial preposition
e;sh|(IdFuM2) siwpw/n 너는 침묵할 것이다, 동작의 지속성을 표현
e;xw 장소부사, 밖에, 문 밖
e`w,raken IdPeA3

from

from

o`ra,w 보다

le,gw

1:20

1:10
1:22

Ege,neto... e;lace 그가 추첨으로 받는 일이 일어났다
ei=pen IdAoA3

1:8

1:8

1:19

ei-j tw/n dw,deka proh,rceto auvtou.j

12 중에서 하나가 그들 보다 앞서 가고 있었다 1:17

eivj th.n gh/n tau,thn eivj h]n u`mei/j 너희들이 있는 이 땅으로 행전7:4
eivj to. dihneke,jÅ 계속적으로(히브7:3)
eivj to. me,llon\ 내년에(누가13:9)

1:20

1:20

eivj to. metaxu. sa,bbaton 다음 안식일에는(행전13:42)

1:20

eivj to.n kairo.n(4) auvtw/n 그들의 적절한 때에‘ 지속되다가 쉼으로 끝나는 동작
eivj to.n kairo.n(4) auvtw/n 그들의 적절한 때에는
eivse,rcomai 들어가다, 들어오다

1:20

1:9

eivselqw.n PaAoANm, eivse,rcomai 들어가다, 들어오다
eivshkou,sqh IdAoP3

from

euvaggeli,sasqai, InAoM
evdu,nato IdIpM3

from

eivsakou,w 듣다

from

1:13

euvaggeli,zw 좋은 소식을 전하다

du,namai 할 수 있다

evfhmeri,aj aj, ἡ 일일 업무량
evge,neto ...였다

1:9

1:19

1:22

1:8

1:23

evge,neto evn tw/| evlqei/n auvto.n 그가 들어갔을 때에

1:23

evge,neto는 문초에서 다른 동사 avph/lqen을 소개하는 가동사처럼 사용
evn avnqrw,poij 백성 가운데서

1:25

evn avnqrw,poij에서 avnqrw,poij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지만 한정된 명사 1:25

evn fronh,sei(3) dikai,wn 의로운 자들의 지혜로
evn h`me,raij ai-j evpei/den avfelei/n
evn h`mi/n 우리 가운데서

1:1

1:23

1:17

제거하시려고 그 분께서 선처를 행하신 이 즈음에 1:25

1:20

evn pneu,mati a`gi,w| kai. puri 성영과 불로 누가3:16
evn tai/j h`me,raij ~Hrw,d| ou 헤로드의 날들에

1:5

evn tai/j h`me,raij auvtw/n 그들의 (나이) 날들에 있어서

1:7

evn tw/| [전치사+여격]은 시간 중에서도 더 짧은 ‘시각’ locative of time을 표현
evn tw/| = [전치사+여격]은 ‘...하는 동안 while' 현재 진행 중인 시간을 표현
evn tw/| croni,zein at his delay ’그가 지체할 때’
evn tw/| perisseu,ein 풍부함에

1:21

1:21

1:21

1:8

evn tw/가
| 시간 temporal을 표현하는 것으로 옮기면 ’...하는 동안에 while'
evnanti,on +(2격) ...의 앞에, 보기에, 판단하기에
evnanti,on tou/ qeou/( 하나님 보시기에
evnw,pion Îtou/Ð kuri,ou( 주님 앞에서

1:6

1:6

1:15

evnw,pion tw/n avnqrw,pwn 사람들 앞에서(누가12:9)

1:15

evn은 ‘속에(개인), 가운데(그룹), 안에(장소)’; 방향 ...에로, 수단이나 도구
evpe,gnwsan IdAoA3 evpiginw,skw 정확하게 알다
evpe,gnwsan o[ti ovptasi,an e`wr, aken

1:21

1:17

1:22

그들은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1:22

evpe,pesen fo,boj evpi. pa,ntaj auvtou.j 공포가 그들 모두위에 엄습했다, 행전19:17
evpe,pesen IdAoA3, evpipi,ptw ...위에 떨어지다

1:12

evpecei,rhsan IdAoA3 착수했다 evpiceire,w 착수하다, 시도하다

1:1

evpei/den IdAoA3 from evfora,w 고려하다, 호감을 갖다, 바라보다 1:25

evpeidh,per ...때문에,...인 까닭에. 이미 잘 알려진 바를 지적하면서 이유절을 표현
evpi,steusaj IdAoA2

from

pisteu,w 믿다

evpiginw,skw 정확하게 알다

1:20

1:4

evpignw/j| SuAoA2 정확하게 알도록

from

evpi-pi,ptw 떨어지다

evpista,ta 선생이시여!(누가9:33)

1:12

evpistre,yai InAoA 돌리기 위해서

from

evpiginw,skw 정확하게 알다
evpistre,fw

1:4
1:15

1:17

evpistre,yei IdFuA3from evpistre,fw 되돌아 오게하다. 돌게하다, 개심시키다

1:16

1:1

evplh,sqhsan IdAoP3
evqau,mazon IdIpA3

from

from

pi,mplhmi 채우다, 성취되다, 마치다

qauma,zw 이상하게 여기다

1:23

1:21

evtara,cqh IdAoP3, tara,ssw 글뜻, 휘젓다; 사조, 혼동을 일으키다, 불안하게 하다
evx evfhmeri,aj VAbia,( 아비아 반열(계열)에 속하는
ge,enna 게헤나(누가12:5)

1:5

ge,nhtai SuAoM3

1:15

from

gi,nomai

1:20

gennh,sei IdFuA3, genna,w 아버지가 되다, 낳게하다, 여자가 임신하다
geno,mnoi PaAoMDNm 됀

from

gi,nomai 되다, 이루어지다

gra,yai InAoA 쓰기, 적기

from

gra,fw 쓰다, 기록하다

h`mi/n m3 우리들에게

1:13

1:2

1:3

1:2

h=n o` lao.j prosdokw/n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1:21

h=n...prosdokw/n [미완료..분사] 형식으로 ‘..하는 동안 duration'을 강조
h=san IdIpA3 eivmi, ”이다”로부터
h-j 관대f2

h=san IdIpA3 웠다

1:7

1:21

eivmi,

from

1:6

1:20

i`eratei,a, aj, h` 제사장 직,은 i`ereu,j, e,wj, o` 제사장,이란 단어에서 유래
i`erateu,ein InPrA

i`erateu,w 제사장직을 수행하다

1:8

i`ereu,j tij 어떤 제사장이

Ioudai,a 이유다이아

1:5

kai. avmfo,teroi 형>명Nm "둘 다“

1:5

1:7

kai. e;stai u`mi/n 그리고 그것은 너의 것이 됄 것이다

1:22

kai. to. o;noma auvth/j VElisa,betÅ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엘리사베트인
kai. 이하가 kaqo,ti에 연결 되는가 안되는가?
kale,seij ‘너는 불러야 할 것이다’
kale,seij IdFuA2

from

1:6

1:13

kale,w 작명하여 부르다. 이름을 지어주다

kale,w는 kale,seij to. o;noma(4)처럼 4격을 목적격으로 취한다
kaqexh/j 순서대로

1:8

1:13

1:13

1:3

kaqw.j 부사로 종속절을 만든다.

from

kaqw,j

...처럼, 꼭...처럼 1:2

Kata. ti,(4) = according to what, 무엇을 보고서 = how 어떻게

1:18

1:5

1:8

1:12

Kata. ti,(4)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M59) 일종의 숙어다
kata.가 4격을 취하면서 ‘장소, 시간’
kateskeuasme,non PaPeP,Am

from

1:18

kataskeua,zw 준비하다, 마련하다

kateskeuasme,non PaPeP,Am은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
kathce,w 가르치다

1:18

1:17

1:17

1:4

kathch,qhj IdAoP2 당신께서 가르침을 받게 됀
kavmoi. (3격) 나에게도 또한 = kai,+evgw,
kra,tiste 최상급, 가장 고귀하신 (분)

from

kathce,w 가르치다

1:3

from

kra,tistoj 가장 고귀하신 (분)

kra,tistoj 가장 고귀하신 (분), 예의상 사용한 단순한 칭호일 수 도
ku,rie 주여!(누가18:41)
lalh/sai InAoA

from

1:3

1:3

1:15

lale,w 말하다

1:19

lao.j는 고전 그리스어 lew,j와 같은 뜻, 고어인 lew,j 대신 사용된 단어
lao.n kateskeuasme,non 준비된 백성으로

1:21

1:17

leitourgi,aj nf2, leitourgi,a aj, h`-1. 제사장 직무(업무, 근무)
lo,gwn 것들, 일들

1:4

1:23

1:4

mamwna/j 제물(누가13:6)

1:15

nao,j, ou/, o` 성전, 거룩한 장소. 전체 건물 성전,의 뜻도 있다
o. qusiasth,rion tou/ qumia,matoj 분향(을 올리는) 제단

1:9

1:10

o;neido,j nc4 from o;neidoj, ouj, to, 수취, 불명예 1:25

o[pou h;kouon o[ti evsti,nÅ 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던 그 장소로

1:22

o[pou h;kouon o[ti evsti,n의 특징은? 제2시제 h;kouon 다음에서 시제가 바뀌었다
oi[tinej

from

o[stij, h[tij o[ ti whoever, whatever

1:20

oi[tinej 관대Nm 는 ’것 which‘이나 “모든 것 때문에 ...해야하는 것들
oi` auvto,ptai Nm 증인들

from

auvto,pthj 증인

1:22

1:20

1:2

oi` auvto,ptai의 정관사 oi`는 u`phre,tai에도 연결된다

1:2

oi` avpV avrch/j auvto,ptai “처음부터 증인들이“

ou[twj = ou[tw 부사, 이렇게 1:25

1:2

ouvk evdu,nato lalh/sai 그는 말을 하지 못한 체로

1:22

ouvk h=n 없었다 h=n IdIpA3 from eivmi, ”이다”
ovno,mati Zacari,aj 이름이 자하리아쓰인
pa,sca 유월절(누가22:1)

pa/sin

1:5

pa/j

1:15

형>명 3n 모든 것들을 from

paradi,dwmi (구두로) 전달하다

pa/j

from

모든 1:3

모든 1:3

parakolouqe,w 따라다니다

1:2

pare,dosan IdAoA3 그들이 전달했다
paresthkw.j PaPeA,Nm

1:6

from

paradi,dwmi (구두로) 전달하다

pari,sthmi 서다

1:3

1:2

1:19

parhkolouqhko,ti PaPeADm1 내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parakolouqe,w 따라다니다
peplhroforhme,nwn PaPePGn 성취되어진
pepoi,hken IdPeA3

from

poie,w 행하다

1:1

1:25

peri,의 기본 뜻, ‘주변에’, 복합어로 사용되면 ‘모든 주변을, 전체를’이란 의미
peri.+2격 ..에 대해서

1:24

1:1

perie,kruben IdIpA3, perie+kru,bw/kru,ptw

from

pi,mplhmi 채우다, 속격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

perikru,bw 숨다

1:15

1:24

pi,h(| SuAoA3 pi,nw 마시다1:15

pisteu,ete o[ti evla,bete(IdAoA2)( 너희들은 그것을 받는다고 믿어라
plhrofore,w 성취하다, 이루다
plhsqh,setai IdFuP3

1:3

from

1:22

1:1

pi,mplhmi 채우다, 효과적인 시기 effective puntiliar

pneu/ma a[gion evpeleu,setai evpi. se. 성영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1:15

1:15

pneu/ma h=n a[gion evpV auvto,n\ 성영이 그에게 있었다 누가2:25
polloi.에는 마태는 빠지며, 마가복음서, kaqw.j pare,dosan과 kavmoi.도 포함된다.
poreu,omai 따르다, ...에 따라 살다

1:6

poreuo,menoi PaPrMPDNm 따르면서, 살면서, poreu,omai 따르다, ...에 따라 살다
pragma,twn n2 일들의, 사건들의

1:1

1:1

probai,nw 앞서 가다

probai,nw 앞서 나아가다. presbu,thj, ou, o` nm 늙은이, 노인

1:18

1:7

1:6

probebhke,nai evn tai/j h`me,raij 날들에 있어서 앞섰다, 아주 나이가 많다
probebhko,tej PaPeANm는 완곡한 표현이면서도 강조력을 갖고 있다
proe,rcomai = pro+e,rcomai
from

proe,rcomai 앞서가다

proh,rceto IdIpM3가 대격 (auvtou.j)을 취한다
prosdokw/n PaPrA,Nm

from

1:7

1:17

proeleu,setai dFuM3은 속격을 취하는 전치사 evnw,pion과 사용
proeleu,setai IdFuM3

1:18

1:17

1:17

1:17

prosdoka,w 기다리다, 바라보다, 기대하다

proseuch,, h/j, f 기도처, 기도장소

1:21

1:10

Qeo,file 떼오필로스여, 누가처럼 개종한 이방인일 수 있다. 행전1:1에만 나온다
qumi,ama, atoj, to, 분향

qumi,ama, atoj, to, 향(단수, 복수)

1:11

qumia/sai InAoA, qumia,w 분향하다
r`abbi, 랍비여!(마가11:21)

1:9

sata,n 사탄(누가10:18)

1:15

si,kera 독주 strong wine, 아카디안 언어에서 빌려 온 단어

soi D2 당신에게

from

from

sune,laben IdAoA3

siwpa,w 침묵하다, 말이 없다, 무언이다

su, 당신, 너

from

tara,ssw 글뜻, 휘젓다

1:8

tou/ lo,gou 말씀의

1:20

1:20

1:24

tai/j h`me,raij auvtw/n을 취했다

1:7

te,knon Nn1 아이가,는 중성 주격 단수

1:12

th.n avsfa,leian 4f 바른 것을, 참을, 진리를
to. plh/qoj 무리마다

1:15

1:3

sullamba,nw 임신하다

ta,xij, ewj, ἡ 지정된 순서

from

avsfa,leia

1:4

to.n Golgoqa/n 골고다(마가15:22)

1:10

1:15

1:2

tw/| krati,stw| h`gemo,ni 가장 뛰어나신 통치자에게 행전23:26
u`phre,tai Nm 종들,

from

1:15

1:15

siwph,seij 너는 벙어리가 됄 것이다’ 동작의 순간 punctiliar를 표현
siwpw/n PaPrA,Nm

1:11

r`abbouni, 랍비여!(마가10:51)

1:15

sa,bbaton 안식일(누가23:56)

qusiasth,rion, ou, to` 제단

u`phre,thj 종

VEge,neto IdAoMD3 (그가) 살았다

from

u`phre,thj 종

1:2

gi,nomai

1:5

1:2

1:6

1:3

1:10

w;fqh IdAoP3

from

o`ra,w 보다. 수동태로, 나타나다

w`j seauto,n 네 자신처럼(야고2:8)

1:11

1:13

w`j u`phre,taj Cristou/ 그리스도의 종들로서(고전4:1)
w`sanna. 호산나(마가11:9)

1:2

1:15

w-n RLGm "(한) 바"는 선행사인 lo,gwn으로 견인 되었다

1:4

Zacari,a 자하리아, 호격. Ζαχαρίας, ου, ὁ 자하리아, 세례요한의 아버지

1:13

H. 누가1:1-25에서 뽑은 문제들과 해답
VEpeidh,per는?

”까닭에“ 종속절 이유접속사 1:1

parhkolouqhko,ti는?

이유분사다 1:3

i[na는(1:4)?

종속 접속사로 목적을 표현 1:4

th.n avsfa,leian 명사를 대격부사로 옮기면?

“확실히” 1:4

tij가 명사와 함께 사용될 때의 그 뜻은?

“어떤”을 뜻한다 1:5

제사장들은 몇 반열로 나누어졌는가?

24 반열로 1:5

아비아의 반열은?

8 반열에 속했다 1:5

제사장이 며칠씩 성전을 관리했는가?

kaqo,ti는?

일주일 씩(역상24:10)
종속절 접속사로 이유를 나타낸다 1:6

kaqo,ti h=n h` VElisa,bet stei/ra에서 h` VElisa,bet는?

이유절의 주어다 1:6

kaqo,ti h=n h` VElisa,bet stei/ra에서 stei/ra는?

이유절의 술어다 1:6

evn tai/j h`me,raij auvtw/n에서 evn은 어떤 여격?

존경여격(Dative of Respect) 1:7

누가의 문장 스타일은?

대화가 진행 중이면 Ege,neto를 문 앞에 놓는다 1:8

VEge,neto...e;lace tou/ qumia/sai eivselqw.n에서 Ege,neto는 무엇을 소개?
evn tw/| i`erateu,ein = [evn tw/+
| 부정사] 형식으로 무엇을 표현?
e;lace tou/ qumia/sai에선 [tou/+부정사]는?

proseuco,menon의 2가지 이름들은?

1:8

때, 시간을 표현 1:8

동사 e;lace의 목적어로 1:9

tou/ qumia/sai를 영어로 옮기면? the privilege of making the sacrifice이다
h=n.. proseuco,menon에서 분사의 역할은?

e;lace

1:9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1:10
서술형용사, 술어형용사 1:10

h=n.. proseuco,menon = [h=n+분사] 형식은?

동작의 계속, 기간 duration을 표현 1:10

evtara,cqh Zacari,aj ivdw.n kai. fo,boj evpe,pesen에서 fo,boj가 동사 evpe,pesen
evtara,cqh와 병행구를 만들기 때문

앞에 나온 이유는?

1:12

fo,boj evpe,pesen evpV auvto,n에서 전치사 evpV가 2회나 사용된 이유들은?
전치사의 뜻을 강조할 수 도, 또는 전치사의 의미가 약해서 거듭 사용할 수도

pro.j auvto.n(4)에서 누가복음서의 특징은?

전치사 pro.j가 대격(4)을 취한 점 1:13

Mh. fobou/(ImPrM)처럼 [Mh.+ImPr] 형식은?
h` de,hsi,j sou의 가능성은?

1:12

계속되는 동작을 금한다 1:13

아마도 오시는 메시야를 위한 예배때에 올린 기도문일 수 1:13

u`mei/j o;yesqe(IdFuM2)의 쉬은 뜻은?

/

너희들의 책임이다/너희 자신들이 보라!\ 1:13

kale,seij to. o;noma(4) auvtou/ VIwa,nnhn는 어떤 미래?
carh,sontai의 가능한 글기들은?

명령적 미래 1:13

Attic Future, 동안, ingressive punctiliar 1:14

e;stai cara, soi에서 여격 soi의 뜻은?

소유의 뜻 1:14

e;stai의 글기는(1:14)?

단순히 앞으로 일어나는 일 1:14

evnw,pion Îtou/Ð kuri,ou에서 속격에는 ? 장소를 표현하는 Îtou/Ð kuri,ou에 강조력
누가는 kai,를 무엇으로 대치했는가?

그

1:15

리스어체의 향기를 풍기는 de로 1:15

ouv mh. pi,h| = [ouv mh.+ 가정법 부정과거 pi,h]| 형식은?
동작을 금지하는 미래사를(R933) 가장 확실하게 부정하는 표현 1:15
부정어 ouv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pneu,matoj(2) a`gi,ou(2)의 특징은?

미래지향적인 부정어로 사용 1:15
정관사가 붙지 않았으면서도 주격으로 사용 1:15

tou/ pneu,matoj tou/ a`gi,ou

1:15

pneu,matoj a`gi,ou를 사용

1:15

to. pneu/ma to. a[gion ’성령‘ 보다 무엇이 결여된 부족한 영

1:15

누가가 ‘성령 the Holy Spirit‘을 표현할 때는?
누가가 ‘성영 a holy spirit‘을 표현할 때는?
성영은?

마리아를 잉태시킨 영은, Nigel에 의하면? 삼위의 한 분인 ’성령‘ the Holy Spirit이
아니고, 구약시절에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감동시켰던(마태1:20, 누가1:35)
초능력 적인 ’성영‘ 1:15

kata.는 기본 뜻은?
a;nw는?
siwpw/n의 글기는?
kai. mh.는 언제 사용?

‘아래, 아래로’ 1:18
부사로 ‘위로, 위에로’ 1:18
형용사로 은유적으로 사용 1:20
긍정문 다음에서 부정문을 인도할 때에 1:20

a;cri+가정법 동사 ge,nhtai SuAoM3는?

부사적 전치사로 ‘까지’를 표현 1:20

‘까지’나 ‘동안’을 표현하는 전치사들: e[wj, e[wj ou-, e[wj o[tou, evn w|,- a;cri(j)

a;cri h-j h`me,raj의 특징은?

1:20

3격 h-| 대신 2격 h-j이 사용된 예문 1:20

a;cri h-j h`me,raj의 출처는?

a;cri h`me,raj h-에
| 서 기원

a;cri h-j h`me,raj 어순의 특징은?

1:20

선행사가 관대 다음으로 견인되었다 1:20

avnqV w-n은?

이유절을 표현 1:20

avnqV w-n n2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막연한 생각을 표현한다 1:20

oi[tinej plhrwqh,sontai에서 관대 oi[tinej의 격은?

비한정 관대로 주격 1:20

evqau,mazon evn tw/| croni,zein에서 evn tw/| [전치사+여격] 형식은?
시간 개념은 문장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시간적인 표현이 미약 1:21
[미완료h=n+현재분사 dianeu,wn]은?

‘...하는 동안 duration'을 강조 1:22

h=n dianeu,wn은?
누가의 문장 스타일은?

동작반복 미완료 iterative imperfect 1:22

o[ti가 이끄는 문장은 간접대화문을 사용한다

1:22

evpe,gnwsan o[ti ovptasi,an e`wr, aken의 문체는?

간접대화문 1:22

kai. e;stai(IdFuM3) u`mi/n의 문체는?

간접대화문 1:22

evdu,nato IdIpM3는?

‘...하는 동안 duration'을 강조 1:22

evge,neto w`j evplh,sqhsan...avph/lqen에서 evge,neto는? 주절의 동사 avph/lqen를 소개
evge,neto는 번역시에?

1:23

많은 경우 번역하지 않는다 1:23

eivj th.n gh/n tau,thn eivj h]n u`mei/j 전치사가 반복된 이유는?
관대절이 날카롭게 분리되었기 때문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