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h tij h=n pantoi,oij futoi/j dasei/a(
The Elephant (141a), XVI
[④그리고 ②모든 종류의 ③식물들로(fu) 나무들(de,)로 빽빽한(da) ①숲(u[[l)이 있었다.]
[①그리고 여기엔(evn)
아무것도

새들(ovr)과 짐승들의(qh)

③

코끼리(evl) 보다

③

모임이

①

②

있었다.] [①그리고

[④‘코끼리의 존경에 대한

큰 집합체(pl)가 있었다.] [①그런데

더 위대한 존경(ti)은 없었다.]

③

짐승들의

②

②

그 이유는

③

많은 말(lo,)이

①

무엇이냐?’

②

그에 대해서

④

이전엔

④

다른

있었다(evg).]

그들이 말했다(e;f)] [①어떤 것은

③

다른 것은 다른 것을 생각했다(evd).]

②

한 이유를 그리고

②

[그리고

There was a wood thick

with all manner of trees and plants, and here was a great multitude of birds and
beasts. And no one was in greater honour than the elephants. And there was
once a gathering of the other beasts, and much talk took place about him.
'What is the cause,' they said, 'of the honour of the elephant?' And some

u[l[ h tij h=n pantoi,oij futoi/j

thought one cause and some another.

dasei/a( kai. de,ndresi( kai. evntau/qa me,ga plh/qoj h=n ovrni,qwn kai. qhri,wn)
kai. ouvdei.j evn mei,zoni timh|/ h=n tou/ evle,fantoj) h=n de, pote su,llogoj tw/n
a;llwn qhri,wn( kai. peri. evkei,nou polu.j lo,goj evgi,gneto) ti,j ga,r evstin h`
aviti,a( e;fasan( tw|/ evle,fanti th/j timh/j* kai. a;lloij a;llh aivti,a evdo,kei ei=nai)
dasu,j
말했다 said,

$ &ant&%

evdo,kei

d

multitude,

o;rnij

timh,

pantoi,oij는

새 bird,

evntau/qa
ovrni,qwn

존경 honour,

동사

h=n

나무들 trees,

생각했다 thought,

m 코끼리 elephant,

talk, speech.

de,ndresi

빽빽한 thick,

evge,neto

여기엔 here,

de,ndron

있었다 took place,

futon

식물 plant,

(m2) 새들의 of birds,

u[lh hj, h`

숲 wood,

나무 tree,

plh/qoj

evle,faj
lo,goj

말

n 집합체

h=n pantoi,oij(형용사

다음에서 도구여격으로 사용되었다 >(117고).

e;fasan

3n)에서

a;lloij a;llh

aivti,a evdo,kei ei=nai)에서

따로따로 행동하는 동작을

a;lloij a;llh로

표현했다

>(113기).

141b), XVI
[①그리고 첫째로,

여우의(avl)

②

⑤

연설은

④

③

같다.] [①왜 이것이

아래와

나은(kr)③가?] [①천만에다!(ouv) 내가 추측하는데(oi=),

④

[⑥그는:⇢

아주 (pa,)

③

⑤

작고

동시에(a[m), 말을 하면서(le,),

③

그는:⇢

다른 것들이

②

그의 꼬리로(ke,) 말하자면,]

응수했다(e;f).]

④

때문에. [①그러면서

그의 길고(ma) 부드러운 꼬리(ke.)를

②

:움직였다(evk).] [①‘너는 바르게 말한다‘ 라고
③

우리 보다

②

추한(aiv) 하나를 :갖고 있기

⑦

②

많은 웃음(ge,lw)과 박수갈채(evp)로서

④

And first the speech of the fox was as follows:

'Why is this one better than we (are)? Not at all, I suppose, on account of his
tail, for he has a very small and ugly one.' And at the same time while speaking
he moved his own long and soft tail. 'You are right,' replied the others, with

kai. prw/ton th/j avlw,pekoj h=n toio,sde o`

much laughter and applause.

lo,goj) dia. ti, dh. ou-toj h`mw/n evsti. krei,sswn* ouvdamw/j oi=mai dia. th.n
ke,rkon\ pa,nu ga.r smikra, tij auvtw|/ evsti kai. aivscra,) kai. a[ma le,gousa th.n
e`auth/j makra.n kai. a`palh.n ke.rgon evki,nei) eu= le,geij( e;fasan oi` a;lloi( meta.
pollou/ ge,lwtoj kai. evpai,nou)
ugly,

avlw,phx $ &pek&%

moved,

evpai,noj

f 여우 fox,

krei,sswn

suppose,

ouvdamw/j

나은 better,

le,gwn

천만에다! Not at all,

h`mw/n evsti. krei,sswn*에서 dh.가

동시에 at the same time,

e;fasan

m 박수갈채 applause.

꼬리 tail,

le,geij는

a[ma

응수했다 replied,

ge,lwj, wtoj,

evki,nei

m 웃음 laughter,

말을 하면서 speaking,

pa,nu

aivscro,j

아주 very,

oi=mai

a 움직였다

ke,rkoj

The Elephant (142a), XVII

f

추측하다 I

dia. ti, dh. ou-toj

문장에 생동력을 더해주는 소어다 >(123가).

“네 말이 옳다”는 뜻이다.

추한

eu=

[②그리고

③

그것

[②그러나

⑤

존경이란

[③발톱들이

①

떨어지(fa):기
일절(ouv

⑤

후에

ou;)

④

그 곰이 아래와 같이

합리적으로(eiv)

③

아마도(po),

때문에] [②그러나

⇢ ⑦

그 자는:(ti,)

⑤

②

말했다(e;f):] [②이것은

발톱들(ovn)①로부터

⑥

없이는(a;n),

④

⑤

①

⑥

①

코끼리에게는

오지 않았다.] [②그리고

①

이것은

④

④

그에게

⑦

옳다(avl);]

①

오는 것이다 (gi).]

미(ka,)에 있어서

④

③

그런 종류라곤

모두에게(a;p)

③

아무것도

명백한 것이다.] And

after him the bear said as follows: 'This is true; but honour comes to one
reasonably from claws: for without claws, I suppose, one is inferior in beauty:
but the elephant has nothing of that kind: and this is plain to all.'

meta. de. tou/ton e;fh o` a;rktoj toia,de\ avlhqe.j me.n tou/to\ evk de. ovnu,cwn tini.
timh. eivko,twj gignetai\ a;neu ga.r ovnu,cwn fau/lo,j pou, ti,j evsti tw|/ ka,llei\
tw|/ de. evle,fanti ouvde.n toiou/ton ou;pw ge,gone\ tou/to de. dh/lo,n evstin
a;pasin(3n))

a;neu

말했다 said,

eivko,twj

beauty,

합리적으로 reasonably,

gi,nomai). gi,gnetai

(InPfA3,

o;nuc $ &uc&%

ouvdei.j ou;pw

avlhqe.j

없이는 without,

m 발톱 claw,

pou,

ei=pe

오는 것이다 comes,

a[pasin

ti,j

(3n) from

동사 하나가 생략된 문장이다 >(123겨).

beauty에서 그리스어에는 정관사

tw|가
/

(InAoA3,

떨어지는 inferior,

아마도 I suppose,

아무도 일절 없다 no one ever.

avlhqe.j me.n tou/to\는

fau/loj

gi,nomai)

(InPrM3,

옳은 true,

le,gw)
ge,gone

ka,lloj

미

그 자는 one,

a[paj

모두 all,

tw|/ ka,llei

= in

왔으나 영어에는 정관사가 없다는 점이다 >

(110너).

(142b), XVII
[②그런데 ①여기에서 ④그 소(bo)가 ⑤말하면서(le,) ③끼어들었다(u`p):] [①나는 그러나
(me,) 그 원인을 깨닫는다(gi).] [①이 자는
이빨들(ovd)을

⑤

③

2개의 긴

④

갖고 있기

그의 입(st)으로부터(evk) 튀어나오는 (pr),

⑥

②

때문에:] [②그리고

뿔들(ke,)처럼 (o[m) 보일거다(do):] [②그리고
아름다운

어느 것도 알지(di) 못한다.]

④

①

이것들이

아무도(ouv) 물론(dh)

③

①

③

다른 자들에게는

뿔들(ke)보다

And here the ox struck in, saying: 'I,

⑤

더

however, recognize the cause: for this one has two long teeth, projecting out of
his mouth: and these seem to the others to be like horns: and no one of

evntau/qa de. u`pe,laben o`

course knows anything more beautiful than horns.'

bou/j( le,gwn\ vEgw. me,ntoi th.n aivti,an gignw,skw) tou,tw| ga.r ovdo,ntej eivsi.
du,o makroi.( evk tou/ sto,matoj proe,contej\ ou-toi de. toi/j e`te,roij ke,rasin
o[moioi dokou/sin ei=nai\ tw/n kera,twn de. ouvdei.j dh,pou di=den ouvde.n ka,llion)
bou/j
evk

m 소 ox,

dh,pou

g 으로부터 out of,

gignw,skw

kalo,j), ke,raj $ &rat&%
however,

o[moioi

proe,cwn( &ont&
struck in,

물론 of course,

oi=de

보일거다 seem,

깨닫는다 recognise,

n 뿔 horn,

처럼 like,

dokou/si

le,gwn

sto,ma

ovdou,j $ &dont&%

n 입 mouth,

ouvdei.j dh,pou di=den ouvde.n ka,llion)에는

to be)

(n4 비교급,

me,ntoi

말하면서 saying,

a 알다 knows.

튀어나오는 projecting,

ka,llion

ei=nai

그러나

m 이빨 tooth,

u`pe,labe

끼어들었다

2개의 부정어들이 나왔다

>(124구).

142c), XVII
[②그리고 ①마지막으로(u[s) ⑤그 당나귀(o;n)가 ④이것을 ③예기했다:] [①‘너희들은 모두
무지(avm)하다, 그리고 어리석다(a;f).] [①무슨
④

그리고 꼬리들에 있기

②

⑤

그 코끼리에게

④

명예가

③

작게라도(ge) 뿔들(ke,)에

때문에?] [①반드시 그럴리가 없다(ouv

아름다 운(참) 영광(명성)은
때문에

④

귀들에게(w;t).] [②그러므로(to)

②

왔다(ge,).]

dh/).]

[①그러나

③

그 영광이란

①

③

그

그의 귀들

And last the ass said this: 'You are all

ignorant and foolish: for what honour is there to horns at least and tails? Surely
not so, but the fine glory is that paid to ears. The honour therefore has come
to the elephant owing to his ears.'

u[statoj de. e;fh ta,de o` o;noj\

g` mei/j me.n pa,ntej avmaqei/j evste. kai. a;fronej) Ti,j ga.r toi/j ge ke,rasi kai.
tai/j ke,rkoij timh,* ouv dh/ta( avlla. w;twn to. avlhqe.j kle,oj\ dia. ta. w=ta
toi,nun h` timh. ge,gone tw|/ evle,fanti)

a;fron

어리석은 foolish,

avlhqh,j, e,j

참

genuine,

avmaqei/j

ke,raj atoj to,
당나귀 ass,

w;twn

귀 ear,

ge,gone

작게라도 at least,

kle,oj, ouj, to,

뿔 horn,

ou=j $ wvt&%

마지막으로 last,

ge

무지한 ignorant,

명성 fame,

ouv dh/ta

ku/doj

왔다 come,
m

u[statoj

그럴 리가 없다 Surely not so,

ou=j), toi/j ge ke,rasi kai. tai/j ke,rkoij

(n2

o;noj

n 영광 glory,

= to horns

at least and tails에서도 그리스어에는 정관사들이 붙었으나 영어에는 없다는 점이다
>(110너).

Cubs (143a), XVIII
[②한 ①사냥꾼이 ③있었다.] [①그리고 ③이 사람은 가끔(po) 숲을(u[l) 통과하는(ive),
버릇(e;q)이 있었다.] [①거기에(evn)

②

[②그런데 한때는(de,

po)

그가:⇢

①

⑤

사자들(le)의

아버지(pa)가 있지
④

그들은:⇢

③

두려움이 없었다.] [②그러나
붙임성이 있었다(h=n).]

④

사냥터(qh,)가

⑥

두(du,) 마리를 :발견했다(eu-).] [①그리고
②

③

①

이들은(to)

⑤

⑤

있었기

②

때문에]

새끼(sk)

사자의

④

그에(evk) 대해서

③

않는,

③

④

아무런

그들의 꼬리들로서 :해롱거렸고(e;s),

⑤

그에게

There was a hunter, and this had a custom of going

often through the forest: for there was the hunting-ground of the lions. And
once he found two cubs of a lion without their father. And these had no fear
about him: but they fawned with their tails and were friendly to him.

qhreuth,j tij h=n( kai. e;qoj h=n tou,tw| polla,kij dia. th/j u[lhj iven, ai\ evntau/qa
ga.r qh,ra h=n tw/n leo,ntwn) eu-re de, pote le,ontoj du,o sku,mnouj( a;neu tou/
patro.j o;ntaj) kai. fo,boj h=n ouvdei.j tou,toij peri. evkei,nou\ e;sainon de. tai/j
ke,rkoij( kai. fi,lioi h=san auvtw|/)

de, pote

e;qoj

e;sainon

버릇 custom,

evntau/qa

여기에, 거기에.

발견했다 found,

h=n

path,r $ &tro,j%

아버지 father.

hunting-ground,

있었다 had,

sku,mnoj

동격이다 >(119뎌).

iven, ai

polla,kij

한때는 once,

m 사자 새끼 cub,

u[lh

두 two,

해롱거렸고 fawned,

통과하는 going,
가끔 often,

du,o

le,wn, ontoj, o`

qh,ra

eu-re

a

사자 lion,

사냥터

숲 forest,

le,ontoj와 patro.j는

(143b), XVIII
[ 그리고 이것은 그 사냥꾼에게 호감이 되었다(te), ⑤그래서 그는:⇢ ⑤땅위에(ca)
①

④

②

③

:앉아서(ka),

⑧

동시에(a[m)

그 자신도

약간의

그의 음식(si)을

⑦

②

어머니(mh,)인

④

④

③

그들과 함께

암사자(le,)가

③

⑦

⑨

그 새끼들에게

주었다(e;d):] [①그리고

⑥

먹었다(h;s).] [②그러나

그 동안에(evn

to)

⑥

⑤

그 새끼들의

왔다(h=l).] [①그리고

그녀는:⇢

②

그 사람과 그 새끼들이 함께 먹는 것을(evs) :보았다(ei=).] [①그 후로 그녀는

③

사람을(a;n)

잡으려는(su)

③

②

욕망을 더 이상 갖지 않았다.] [①그러나

나가서(avp) 사슴(e;l) 한 마리를 죽였다(e;k) 그리고

④

그에게로

④

그

②

그녀는

가지고 왔다(e;f).]

③

And this was pleasing to the hunter, and sitting on the ground he gave some of
his food to the cubs: and at the same time he ate with them himself also. But
the lioness, the mother of the cubs, came in the meantime, and she saw the
man and the cubs eating together. Then no longer did she have desire to seize
the man, but she went away and killed a deer, and brought it to him.

kai. tw|/ qhreuth|/ terpno.n h=n tou/to( kai. camai. kaqh,menoj( e;dwke tw/n siti,wn
ti toi/j sku,mnoij\ kai. a[ma kai. auvto.j h;sqie met v auvtw/n) h` de. le,aina( h`
mh,thr tw/n sku,mnwn( h=lqen evn tou,tw|) kai. ei=de to.n a;ndra kai. tou.j
sku,mnouj o`mou/ evsqi,ontaj) to,te de. ouvke,ti po,qoj h=n auvth|/ sullabei/n to.n
a;ndra( avlla. avph,e| i kai. e;lafon e;kteine kai. e;fere pro.j auvto,n)

$ &dro,j%

사람 man,

avph,e| i

e;dwke

a 주었다 gave,

e;lafoj

m 사슴 deer.

evsqi,on $ &ont&%
came,

h=n

e;fere
ei=de

siti,a

호감을 주는 pleasing,

camai,

a 가지고 왔다 brought.

a 보았다 saw,

먹는 것을 eating,

가지다 have,

어머니 mother,

나가서 went away,

kaqh,menoj

gh/

evn tou,tw|

땅 ground,

앉아서 sitting,

음식(pl) food,

sullabei/n

h` de. le,aina( h` mh,thr는

avnh,r

땅위에 on the ground,

e;kteine

a 죽였다 killed,

그 동안에 in the meantime,

h;sqie
le,aina

a 먹었다 ate,

h=lqe

암사자 lioness,

a 잡으려는 to seize,

왔다

mh,thr

terpno,n

동격관계에 있다 >(119뎌).

auvto.j h;sqie met v auvtw/n)에서 auvto.j에

재귀동사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다 >(112겨).

Know Thyself (144a), XIX
[②이전에 ③한 원숭이(pi,)가 ④그 자신의 얼굴(o;y)을 거울(ka)에서 ①보았다(ei=).]
[①그리고

③

(o]j)

당신이여!(fi,),

④

가까이 있었던

④

몸짓들 (sc)에서
자신에게

저 짐승이
⑤

②

어떤 곰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e;l).] [①오,

⑤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 가를(avn)

③

얼마나 뻔뻔스런(avn) :가!]

②

보라.

⑥

그는:

[①그리고 그런데도(o[m) 그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인다(do).] [③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①어떻게

④

내가:⇢

①

⇢

나는:

그러한 것과 :같은가? (라는 것)

때문에.] [④모든(pa/) 사람 가운데서 그러한 부끄러움을(aiv) 갖는(e;c) 것
단도로(xi) 죽임을 당하는(avp) 것이

③

③

②

②

그의

②

③

②

⇢ ⑦

훨씬 났다.]

보다는(h')

③

Once an ape saw his

own face in a mirror, and said as follows to a certain bear who was near: 'O
dearest, behold how ugly and foolish is that beast! How impudent he is in his
gestures! and yet he appears to himself to be most beautiful. And about myself
I will say nothing: for how am I like to such-an-one? Far better to be killed with

ei=de, pote

a dagger than to have such shame among all men!

pi,qhko,j tij th.n e`autou/ o;yin evn kato,ptrw|( kai. a;rktw| tini. o]j h=n evggu.j
toia,de e;lexe) w= fi,ltate,( ivdou. dh. w`j aivscro.n kai. avno,hton evkei/no to.
qhri,on\ w`j avnaidh,j evsti toi/j sch,masi\ kai. e`autw|/ o[mwj ka,llistoj dokei/
ei=nai\ kai. peri. evmou/ me.n ouvde.n le,xw\ pw/j ga.r toiou,tw| o;moio,j eivmi*
krei/sson polu. xifidi,w| avpoqavnei/n h' evn pa/sin avnqrw,poij toiau,thn aivscu,nhn
e;cein)

aivscu,nh

죽임을 당하는 killed,

ei=de,

a 보았다 saw,

거울 mirror,

부끄러움 shame,

dokei/

보인다 appears,

fi,ltatoj

ka,llistoj

avnaidh,j

e;cein

당신이여! dearest,

(형용사 최상급 1m),

뻔뻔스런 impudent,

le,xw

갖는 have,

h'

보다는

e;lexe

than,

말하다 say,

avpoqanei/n
말했다 said,

ka,toptrwn

o;yij

얼굴 face,

o[mwj

그런데도 yet,

pa/j $ &nt&%

xifi,dion

단도 dagger,

gesture,

모든 all.

pi,qhkoj

toi/j sch,masi\에

관련된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117구).

ka,llistoj가

온 것은

ei=nai와

sch,ma

m 원숭이 ape,

여격이 온 것은 한

몸짓

avnaidh,j와

ka,llistoj dokei/ ei=nai\에서

주격술어

사용되는 술어는 주격과 같은 격을 취하기 때문이다

>(117기).

(144b), XIX
[②그러나,

③

동지여 (e`t),
(o;y)에서

①

생각컨데,

우리(h`m) 친구들 중에서도

(oi-j) 그들에겐

⑥

④

저 짐승을 :닮았다,

우둔함(avf)을

⑧

⑦

이것은

때문에,]

우스꽝스러(ge,) 보였다,] [②그래도

④

오, 나의

아주(a;g) 닮았다:] [①그들이:⇢

그리고 같은 종류(ivd)의
②

⑤

⑧

[②그러나

①

③

얼굴

기괴한 짓들(sk)과

⑤

가지고(e;c) 있기

⑥

약간은(ti)⇄있다.

④

⑦

그

③

곰에게는

그는 아무 대답도(avn) 하지

①

⑤

그 일이

③

않았다.]

But there

are, methinks, some of our friends, O my companion, to whom this is extremely
like: for they imitate in face that beast, and have the same kind of antics and
folly. But to the bear the thing appeared laughable, but he answered nothing.

tw/n de. h`mete,rwn fi,lwn pou, eivsi, tinej( w= e`tai/te( oi-j(RL3m) ou-toj a;gan
o[moio,j evsti\ mimou/ntai ga.r th|/ o;yei evkei/no to. qhri,on( kai. th.n auvth.n ivde,an
e;cousi skirthma,twn kai. avfrosu,nhj) tw|/ de. a;rktw| ge,loion me.n evfaineto to.
pra/gma( avntei/pe de. ouvde.n)
avntei/pe

우둔함 folly,

a 가지다 have,

&on

e;cousi

가지다 have,

(IdPrM3) from

appearance,

oi=mai

o[moioj, oi,a, oion

=

sfo,dra

a 대답했다 answered;

우스꽝스러운 laughable,

mimou/ntai

a;gan

ivde,a

mime,omai

e`tai/roj, ou, o`

evfaineto

종류 kind,

보였다 appeared,

o;yij, ewj, h`-

e;cein

geloi/oj( &a(

우리의 our,
얼굴 face, outward

ski,rthma $ &mat&%

아주 닮은 of the same nature, like,

avfrosu,nh

동지 comrade,

h`me,teroj, a, on

닮다 imitate,

내가 생각컨대 methinks,

아주 extremely,

기괴한 짓 antic,

mimou/ntai ga.r th|/

o;yei에서

여격이 온 것은

>(117구).

th|/ o;yei가

mimou/ntai

닮은 한 지점인 얼굴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한 지점 여격이다.

tw|/ de. a;rktw| ge,loion me.n에서 me.n은

상반되는 내용이 예기되고 있음을 뜻한다 >(123거).

The Spirit & the Miser (145a), XX
[①그 에집트 사람들은 ⑤모든 사건(pr)들에 대한 ②많은(po) 그리고 온갖 종류의(pa)
이야기들(mu/)을

④

③

인류를 위해서

③

놀라운(qa) 일들을

④

은

⑤

갖고 있다,

정도를

그리고 특별히(ouv

⑥

위대한 보살핌(evp)을

행할(evx)

③

수 있기

h[)

④

영들(da)에 대해서.]

갖고 있다,

⑤

[①이것들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du)

②

때문에.] [②그리고

①

이들 이야기들의

③

어느

내가 말할 것이다(le).] The Egyptians have many stories of all kinds

④

about all matters, and especially about Spirits. For these have great care for
mankind, and with their power are able to perform wonderful things. And some
of these stories I will tell.

Toi/j de/ Aivgupti,oij polloi. kai. pantoi/oi,

eivsi mu/qoi peri. pa,ntwn pragma,twn\ kai. ouvc h[kista peri. tw/n daimo,nwn)
tou,toij ga.r pollh. evpime,leia, evsti tw/n avnqrw,pwn( kai. th|/ duna,mei qaumasta.
oi-oiv t v eivsi. evxefga,zesqai) tou,twn de. tw/n mu,qwn tina.j le,xw)
에집트 사람 Egyptian,

evxefga,zesqai
story,
kinds,

dai,moμej

영들 Spirits,

a 행하다 perform,

ouvc h[kista

le,xw

특별히 especially,

pra/gma $ &ματ&%

사건 matter,

evpime,leia aj h`

a 말할 것이다

qaumasto,j h,, o,n

pollh. evpime,leia, evsti tw/n avnqrw,pwn에서

보살핌 care,

will tell,

pantoi/oj a( on,( pa/j

Aivgu,ptioj

mu/qoj

이야기

온갖 종류의 of all

놀라운 wonderful,

속격이 온 것은

evpime,leia,가

자동사에

속하는 단어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대격을 취한다 >(115구).

qaumasta.

= wonderful things에서 그리스어에서는 중성 형용사가, 영어에서는

명사가 사용된 점이다 >(114가).

(145b), XX

땅 아래(u`p) 숨겨진

[④이전엔,

⑧

①

가장 능력 있고(du)

④

후로

②

③

⑤

그러면(a;r)

④

⑦

금을

반드시(avn)
①

큰

②

있기

아시아로
④

⑤

많은

④

그의 금에 대해서

그와(e`a) 함께

②

위대한 하나가

⇢ ⑥

⑤

[①이것은

③

그 왕(ba)에 의해서

그는:

(w-)|

그 자신이(to)

때문에,] [④이전엔

[①그에게

④

②

④

그 금은

③

가졌던,

⑤

때문에,

③

[⑤그 영들 중에서

그 나머지 것들의 왕:]
명령이 내려졌다(ei;).] [①그

③

가능하지(oi-

안전하게 있게 될 것인가?]

②

있었기

낙심하에 :있었다.] [그가

③

언제나

⑥

①

⑤

금지된(avp) 것이기

④

한 영이

했었다.]

떠나라(avp)고

슬픔(lu,)과

③

③

떠나야

⑤

그것을 가져간다(avp)는 것은

그 영들에게는

⑥

t)

①

않았기

②

때문이다.]

②

때문이다.] [①어떻게

For once there was a Spirit who

had much gold, hidden below the earth. And it was necessary once for him to
go away. For there is one most powerful and greatest of the Spirits, the king of
the rest: and it had been ordered to him by the king to go away into Asia. And
then he was in great grief and distress about his gold: for it was not possible
for him to take it away with him. For this is always forbidden to the Spirits. How

h=n ga/r dai,mwn tij pote( w-| cruso.j h=n

then shall the gold be in safety?

polu.j* u`po. gh/j kekrumme,noj) tou,tw| de. avnagkai/on h=n pote. avpelqei/n\ e;sti
ga.r me,gisto,j tij kai. dunatw,tatoj tw/n daimo,nwn( tw/n evte,rwn basileu.j w;n\
evkei,nw| de. u`po. tou/ basile,wj ei;rhto evj th.n vAsi,an avpelqei/n) to,te de. evn
lu,ph| h=n pollh/| kai. avpori,a| peri. tou/ crusou/\ ouv ga.r oi-o,n t v h=n auvtw|/
avpofe,rein meq v e`autou/\ tou/to gar avpo,rrhton avei. toi/j dai,mosi) pw/j a;ra evn
avsfaleia| e;stai o` crusoj*
그러면 then,
forbidden,

Asi,a

아시아 Asia,

avpofe,rein

있고 powerful,

ei;rhto

가능한 possible,

u`po,

avnagkai/oj, a, on
avpelqei/n

떠나라 go away,

가져 간다 take it away,
d

evte,rwn basileu.j w;n\에서

basileu.j

명령이 내려졌다 ordered,

g 아래 below.
분사

반드시 necessary,

lu,ph|

a;ra

avpo,rrhtoj

왕 king,

금지된

dunato,j

슬픔 grief,

능력

oi-oj, te

me,gisto,j tij kai. dunatw,tatoj( tw/n

w;n으로 basileu.j가 me,gisto,j tij kai.

dunatw,tatoj와

동격임을 나타낸다 >(119뎌).

meq v e`autou/\

“그와 함께”에는

재귀동사적인 뜻이 있다 >(112고).

lu,&w

내가 푼다

I loose.

lu,&eij

당신이 푼다

Thou loosest.

lu,&ei

그가

He looses.

lu,&eton

당신 둘이 푼다

You two loose.

lu,&eton

그들 둘이 푼다

They two loose.

lu,&omen

우리가 푼다

We loose.

lu,&ete

당신들이 푼다

Ye loose.

lu,&ousi

그들이 푼다

They loose.

미래형

lu,s&w

푼다

“내가 풀 것이다”는 현재형과 100% 똑 같이 변화한다.

다음에 현재형 접미어들을 붙이면 된다.

e;lu&on

내가 풀고 있었다

I was loosing.

e;lu&ej

당신이 풀고 있었다

Thou wast loosing.

e;lu&e

그가 풀고 있었다

He was loosing.

lu,s&

evlu,&eton

당신 둘이 풀고 있었다

You two were loosing.

evlu&e,ton

그들 둘이 풀고 있었다

They two were loosing.

evlu,&omen

우리가 풀고 있었다

We were loosing.

evlu,&ete

당신들이 풀고 있었다

You were loosing.

e;lu&on

그들이 풀고 있었다

They were loosing.

e;lab&on

내가 취했다

I took.

e;lab&ej

당신이 취했다

Thou tookest.

e;lab&e

그가 취했다

He took.

evla,b&eton

당신 둘이 취했다

You two took.

evlab&e,ton

그들 둘이 취했다

They two took.

evla,b&omen

우리가 취했다

We took.

evla,b&ete

당신들이 취했다

You took.

e;lab&on

그들이 취했다

They took.

* &on으로 끝나는 모든 부정과거는 100% 미완료와 같은 접미어들을 취한다.

e&

e&

* 동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e&를 접두어로 붙인다.
* 동사가 r&로 시작하면 r&를 반복해 주고 e&를 붙인다: e;r&ripton
* 동사가
1)

시작하면, 아래와 같이 모음을 바꾸면서 과거시제를 만든다.

a

>

h

a[ptw

>

h-pton

2)

e

>

h

evqe,lw

3)

o

>

w

4)

ai

>

h|

5)

oi

>

w|

oivktei,rw

>

w|k; teiron

6)

au

>

hu

auvxa,nw

>

hu;xanon

>

ovnoma,zw
ai`re,w

>

h;qelon
>

wvno,mazon

h]|roun

* 전치사가 동사 앞에 있으면, 전치사 다음에 접두어 e&를 넣는다.

evkba,llw

>

evx&e,ballon

sulle,gw

>

sun&e,legon

(141a) 한 숲(u[[l)이 있었다.

(141a)

u[[lh tij h=n

(141a) 모든 종류의 식물들로(fu)

(141a)

pantoi,oij futoi/j

(141a) 빽빽한(da) 그리고 나무들(de,)과

(141a)

dasei/a kai. de,ndresi(

(141a) 그리고 여기엔

(141a)

kai. evntau/qa

(141a) 큰 집합체(pl)가 있었다.

(141a)

me,ga plh/qoj h=n

(141a) 새들(ovr)과 짐승들의

(141a)

ovrni,qwn kai. qhri,wn)

(141a) 그런데 아무것도

(141a)

kai. ouvdei.j

(141a) ..보다 더 위대한 존경(ti)은 없었다

(141a)

evn mei,zoni timh|/ h=n

(141a) 코끼리(evl)..

(141a)

tou/ evle,fantoj)

(141a) 그리고 이전엔 모임이 있었다.

(141a)

h=n de, pote su,llogoj

(141a) 다른 짐승들의

(141a)

tw/n a;llwn qhri,wn(

(141a)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41a)

kai. peri. evkei,nou

(141a) 많은 말(lo,)이 있었다(evg).
(141a) 그 이유는 무엇이냐?’

(141a)

polu.j lo,goj evgi,gneto)
(141a)

ti,j ga,r evstin h` aviti,a(

(141a) 그들이 말했다

(141a)

e;fasan(

(141a) ‘코끼리의 존경에 대한

(141a)

tw|/ evle,fanti th/j timh/j*

(141a) 어떤 것은 한 이유를 & 다른 것은 다른 것을(141a)

kai. a;lloij a;llh aivti,a

(141a) 생각했다(evd).

(141a)

evdo,kei ei=nai)

(141b) 그리고 첫째로,

(141b)

kai. prw/ton

(141b) 여우의 연설은 아래와 같다.

(141b)

th/j avlw,pekoj h=n toio,sde o` lo,goj

(141b) 왜

(141b)

dia. ti,

(141b) 이것이 우리 보다

(141b)

dh. ou-toj h`mw/n

(141b) 나은(kr)가?

(141b)

evsti. krei,sswn*

(141b) 천만에다!

(141b)

ouvdamw/j

(141b) 내가 추측하는데(oi=)

(141b)

oi=mai

(141b) 그의 꼬리로 말하자면

(141b)

dia. th.n ke,rkon\

(141b) 아주(pa,) 작고,

(141b)

pa,nu ga.r smikra, tij

(141b)

auvtw|/ evsti kai. aivscra,)

때문에.

(141b) 그는 추한(aiv) 것을 갖고 있기

(141b) 그러면서 동시에(a[m), 말을 하면서(le,), (141b)

kai. a[ma le,gousa

(141b) 그의 길고

(141b)

th.n e`auth/j makra.n kai.

(141b) 부드러운 그의 꼬리(ke.)를

(141b)

a`palh.n ke.rgon

(141b) 그는 움직였다(evk).

(141b)

evki,nei)

(141b) ‘너는 바르게 말한다‘

(141b)

eu= le,geij(

(141b) 다른 것들이 응수했다(e;f),

(141b)

e;fasan oi` a;lloi(

(141b) (라고) 많은 웃음(ge,lw)과

(141b)

meta. pollou/ ge,lwtoj kai.

(141b) 박수갈채(evp)로서

(141b)

evpai,nou)

(142a) 그리고 그것 후에

(142a)

meta. de. tou/ton

(142a) 그 곰이 아래와 같이 말했다

(142a)

e;fh o` a;rktoj toia,de\

(142a) 이것은 옳다;

(142a)

avlhqe.j me.n tou/to\

(142a) 그러나 발톱들(ovn)로부터

(142a)

evk de. ovnu,cwn

(142a) 존경이란 그에게

(142a)

tini. timh..

(142a) 합리적으로(eiv) 오는 것이다

(142a)

eivko,twj gignetai\

(142a) 발톱들이 없이는 (a;n), 때문에.

(142a)

a;neu ga.r ovnu,cwn

(142a) 아마도(po), 그 자는(ti,) 떨어지(fa)기

(142a)

fau/lo,j pou, ti,j evsti

(142a) 미(ka,)에 있어서

(142a)

tw|/ ka,llei\

(142a)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142a)

tw|/ de. evle,fanti

(142a) 아무것도 그런 종류라곤

(142a)

ouvde.n toiou/ton

(142a) 일절 오지 않았다.

(142a)

ou;pw ge,gone\

(142a) 그리고 이것은

(142a)

tou/to de.

(142a) 모두에게(a;p) 명백한 것이다.

(142a)

dh/lo,n evstin a;pasin)

(142b) 그런데 여기에서

(142b)

evntau/qa de.

(142b) 그 소(bo)가

(142b)

u`pe,laben o` bou/j(

(142b) 말하면서(le,)

(142b)

le,gwn\

(142b) 그러나(me,) 나는

(142b)

(142b) 그 원인을 깨닫는다(gi)

(142b)

th.n aivti,an gignw,skw)

(142b) 이 자는, 때문에:

(142b)

tou,tw| ga.r

(142b) 이빨들(ovd)을 갖고 있기

(142b)

ovdo,ntej eivsi.

(142b) 2개의 긴

(142b)

du,o makroi.(

(142b) 그의 입(st)으로부터

(142b)

evk tou/ sto,matoj

(142b) 튀어나오는

(142b)

proe,contej\

(142b) 그리고 이것들이

(142b)

ou-toi de.

(142b) 다른 것들에게는

(142b)

toi/j e`te,roij

(142b) 뿔들(ke,) 처럼(o[m)

(142b)

ke,rasin o[moioi

(142b) 보일거다(do):

(142b)

dokou/sin ei=nai\

(142b) 그리고 뿔들(ke)보다

(142b)

tw/n kera,twn de.

끼어들었다(u`p)

vEgw. me,ntoi

(142b) 아무도 물론(dh)

(142b)

ouvdei.j dh,pou

(142b) 더 아름다운 어느 것도 알지(di) 못한다.

(142b)

di=den ouvde.n ka,llion)

(142c)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c)

u[statoj de.

(142c) 그 당나귀(o;n)가 이것을 예기했다: (142c)

e;fh ta,de o` o;noj\
g` mei/j me.n pa,ntej

(142c) ‘너희들은 모두

(142c)

(142c) 무지하다(avm)

(142c)

avmaqei/j evste.

(142c) 어리석고

(142c)

kai. a;fronej)

(142c) 무슨...(있기) 때문에?

(142c)

Ti,j ga.r

(142c) 작게라도(ge) 뿔들(ke,)에

(142c)

toi/j ge ke,rasi

(142c) 그리고 꼬리들에

(142c)

kai. tai/j ke,rkoij

(142c) ...명예가?

(142c)

timh,*

(142c)

ouv dh/ta(

(142c) 그러나 귀들에게 (w;t)

(142c)

avlla. w;twn

(142c) 그 아름다운(참) 영광(명성)은

(142c)

to. avlhqe.j kle,oj\

(142c) 그러므로(to) 그의 귀들 때문에

(142c)

dia. ta. w=ta toi,nun

(142c) 그 영광이란 왔다(ge,)

(142c)

h` timh. ge,gone

(142c) 그 코끼리에게

(142c)

tw|/ evle,fanti)

(143a) 한 사냥꾼이 있었다.

(143a)

qhreuth,j tij h=n(

(142c) 반드시 그럴리가 없다(ouv

dh/).

(143a) 그리고 이 사람은 버릇(e;q)이 있었다. (143a)

kai. e;qoj h=n tou,tw|

(143a) 가끔

(143a)

polla,kij

(143a) 숲을(u[l) 통과하는(ive,)

(143a)

dia. th/j u[lhj iven, ai\

(143a) 거기에

(143a)

evntau/qa

(143a) 사냥터(qh,)가 있었기 때문이다.

(143a)

ga.r qh,ra h=n

(143a) 사자들(le)의

(143a)

tw/n leo,ntwn)

(143a)

eu-re de, pote

(143a)

le,ontoj

(143a) 그런데 한때는(de,
(143a) 사자의

po)

발견했다

(143a) 사자 새끼(sk) 두(du,) 마리를

(143a)

du,o sku,mnouj(

(143a) 그가 아버지(pa)가 없는(a;n)

(143a)

a;neu tou/ patro.j o;ntaj)

(143a) 그런데.. ...두려움이

(143a)

kai. fo,boj

(143a) ..이들은 아무런...없었다

(143a)

h=n ouvdei.j tou,toij

(143a) 그에 대해서

(143a)

peri. evkei,nou\

(143a) 그러나 그들은 해롱거렸고(e;s)

(143a)

e;sainon de.

(143a) 그들의 꼬리로서

(143a)

tai/j ke,rkoij(

(143a) 붙임성이 있었다

(143a)

kai. fi,lioi h=san

(143a) 그에게

(143a)

auvtw|/)

(143b) 그리고 그 사냥꾼에게

(143b)

kai. tw|/ qhreuth|/

(143b) 이것은 호감을 주었다(te),

(143b)

terpno.n h=n tou/to(

(143b) 그래서 그는 땅위에(ca)

(143b)

kai. camai.

(143b) 앉아서

(143b)

kaqh,menoj(

(143b) 약간의 그의 음식(si)을 주었다

(143b)

e;dwke tw/n siti,wn ti

(143b) 그 새끼들에게

(143b)

toi/j sku,mnoij\

(143b) 그리고 동시에

(143b)

kai. a[ma

(143b) 그 자신도

(143b)

kai. auvto.j

(143b) 그들과 함께 먹었다

(143b)

h;sqie met v auvtw/n)

(143b) 그러나 그 암사자(le,) 가

(143b)

h` de. le,aina(

(143b) 그 새끼들의 어머니(mh,)인

(143b)

h` mh,thr tw/n sku,mnwn(

(143b) 그 동안에(evn

(143b)

h=lqen evn tou,tw|)

(143b)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143b)

kai. ei=de

(143b) 그 사람(a;n)과 그 새끼들이

(143b)

to.n a;ndra kai. tou.j sku,mnouj

(143b) 함께 먹는 것을

(143b)

o`mou/ evsqi,ontaj)

(143b) 그 후로

(143b)

to,te de.

to)

왔다(h=l).

(143b) 그녀는 욕망을 더 이상 갖지 않았다. (143b)

ouvke,ti po,qoj h=n auvth|/

(143b) 그 사람을(a;n) 잡으려는(su)

(143b)

sullabei/n to.n a;ndra(

(143b) 그러나 그녀는 나가서(avp)

(143b)

avlla. avph,e| i

(143b) 사슴(e;l) 한 마리를 죽였다(e;k)

(143b)

kai. e;lafon e;kteine

(143b) 그리고 가지고 왔다

(143b)

kai. e;fere

(143b) 그에게로

(143b)

pro.j auvto,n)

(144a) 이전에 한 원숭이가 보았다(ei=).

(144a)

ei=de, pote pi,qhko,j tij

(144a) 그 자신의 얼굴(o;y)을

(144a)

th.n e`autou/ o;yin

(144a) 거울(ka)에서

(144a)

evn kato,ptrw|(

(144a) 그리고 어떤 곰에게

(144a)

kai. a;rktw| tini.

(144a) 가까이 있었던

(144a)

o]j h=n evggu.j

(144a) 아래와 같이 말했다(e;l).

(144a)

toia,de e;lexe)

(144a) 오, 당신이여!(fi,),

(144a)

w= fi,ltate,(

(144a) 보라.

(144a)

ivdou. dh.

(144a) 얼마나 추하고

(144a)

w`j aivscro.n

(144a) 어리석은 가를(avn)

(144a)

kai. avno,hton

(144a) 저 짐승이

(144a)

evkei/no to. qhri,on\

(144a) 그는 얼마나 뻔뻔 스런가(avn)!

(144a)

w`j avnaidh,j evsti

(144a) 그의 몸짓들(sc)에서

(144a)

toi/j sch,masi\

(144a) 그리고 그 자신에게

(144a)

kai. e`autw|/

(144a) 그런데도(o[m)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144a)

o[mwj ka,llistoj

(144a) 그는 보인다 (do).

(144a)

dokei/ ei=nai\

(144a)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144a)

kai. peri. evmou/ me.n

(144a)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144a)

ouvde.n le,xw\

(144a) 어떻게 그러한 것과. 때문이다.

(144a)

pw/j ga.f toiou,tw|

(144a) 내가 같은가? (라는 것)

(144a)

o;moio,j eivmi*

(144a) 훨씬 났다

(144a)

krei/sson polu.

(144a) 단도로(xi) 죽임을 당하는 것이

(144a)

xifidi,w| avpoqavnei/n

(144a) 것 보다는(h')

(144a)

h'

(144a) 모든(pa/) 사람 가운데서

(144a)

evn pa/sin avnqrw,poij

(144a) 그러한 부끄러움을(aiv) 갖는(e;c)

(144a)

toiau,thn aivscu,nhn e;cein)

(144b) 그러나, 우리(h`m) 친구들 중에서도

(144b)

tw/n de. h`mete,rwn fi,lwn

(144b) 생각컨데 약간은 있다.

(144b)

pou, eivsi, tinej(

(144b) 오, 나의 동지여

(144b)

w= e`tai/te(

(144b) 그들에겐

(144b)

oi-j ou-toj

(144b) 이것은 아주(a;g) 닮았다:

(144b)

a;gan o[moio,j evsti\

(144b) 그들이 닮고...때문에,

(144b)

mimou/ntai ga.r

(144b) 얼굴(o;y)에서

(144b)

th|/ o;yei

(144b) 저 짐승을

(144b)

evkei/no to. qhri,on(

(144b) 그리고 같은 종류(ivd)의,

(144b)

kai. th.n auvth.n ivde,an

(144b) 가지고(e;c) 있기...

(144b)

e;cousi

(144b) 기괴한 짓들(sk)과

(144b)

skirthma,twn kai.

(144b) 우둔함 (avf)을

(144b)

avfrosu,nhj)

(144b) 그러나 그 곰에게는

(144b)

tw|/ de. a;rktw|

(144b) 우스꽝스러워(ge,) 보였다,

(144b)

ge,loion me.n evfaineto

(144b) 그 일이

(144b)

to. pra/gma(

(145a) 그 에집트 사람들은

(145a)

Toi/j de/ Aivgupti,oij

(145a) 많은

(145a)

polloi.

(145a) 그리고 온갖 종류의(pa)

(145a)

kai. pantoi/oi,

(145a) 이야기들(mu/)을 갖고 있다

(145a)

eivsi mu/qoi

(145a) 모든 사건(pr)들에 대한

(145a)

peri. pa,ntwn pragma,twn\

(145a) 특별히(ouv

(145a)

kai. ouvc h[kista

h[)

(145a) 영들(da)에 대해서

(145a)

peri. tw/n daimo,nwn)

(145a) 이것들은, 때문에

(145a)

tou,toij ga.r

(145a) 위대한 보살핌(evp)을 갖고 있기

(145a)

pollh. evpime,leia, evsti

(145a) 인류를 위해서

(145a)

tw/n avnqrw,pwn(

(145a)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145a)

kai. th|/ duna,mei

(145a) 놀라운(qa) 일들을

(145a)

qaumasta.

(145a) 행할(evx) 수 있기 때문에.

(145a)

oi-oiv t v eivsi. evxefga,zesqai)

(145a) 그리고 이들 이야기들의

(145a)

tou,twn de. tw/n mu,qwn

(145a) 어느 정도를 내가 말할 것이다(le)(145a)

tina.j le,xw)

(145b) 이전엔 한 영이 있었다.

(145b)

h=n ga/r dai,mwn tij pote(

(145b) 많은 금을 가졌던

(145b)

w-| cruso.j h=n polu.j*

(145b) 땅 아래(u`p) 숨겨진

(145b)

u`po. gh/j kekrumme,noj)

(145b) 자신이 반드시

(145b)

tou,tw| de. avnagkai/on

(145b) 그는 이전에 떠나야 했었다.

(145b)

h=n pote. avpelqei/n\

(145b) 위대한 하나가 있기 때문에

(145b)

e;sti ga.r me,gisto,j tij

(145b) 가장 능력 있고(du)

(145b)

kai. dunatw,tatoj

(145b) 그 영들 중에서

(145b)

tw/n daimo,nwn(

(145b) 그 나머지 것들의 왕

(145b)

tw/n evte,rwn basileu.j w;n\

(145b) 그에게

(145b)

evkei,nw| de.

(145b) 왕(ba)에 의해서

(145b)

u`po. tou/ basile,wj

(145b) 명령이 내려졌다(ei;)

(145b)

ei;rhto

(145b) 아시아로 떠나라(avp)고

(145b)

evj th.n A
v si,an avpelqei/n)

(145b) 그 후로

(145b)

to,te de.

(145b) 그는 큰 슬픔(lu,)에 있었다.

(145b)

evn lu,ph| h=n pollh/|

(145b) 그리고 낙심 하에

(145b)

kai. avpori,a|

(145b) 그의 금에 대해서

(145b)

peri. tou/ crusou/\

(145b) 가능하(oi-

t)지

않았기 때문이다.

(145b)

ouv ga.r oi-on, t v h=n

(145b) 그가 그것을 가져간다(avp)는 것은 (145b)

auvtw|/ avpofe,rein

(145b) 그 자신과 함께

(145b)

meq v e`autou/\

(145b) 이것은 금지된(avp) 것이기 때문이다.

(145b)

tou/to gar avpo,rrhton

(145b) 그 영들에게는 언제나

(145b)

avei. toi/j dai,mosi)

(145b) 그러면(a;r) 어떻게

(145b)

pw/j a;ra

(145b) 안전하게 있게 될 것인가?

(145b)

evn avsfaleia| e;stai

(145b) 그 금은

(145b)

o` crusoj*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41부터 145까지 읽어보라
The Elephant (141), XVI
u[l[ h tij h=n pantoi,oij futoi/j dasei/a( kai. de,ndresi( kai. evntau/qa me,ga

plh/qoj h=n ovrni,qwn kai. qhri,wn) kai. ouvdei.j evn mei,zoni timh|/ h=n tou/
evle,fantoj) h=n de, pote su,llogoj tw/n a;llwn qhri,wn( kai. peri. evkei,nou
polu.j lo,goj evgi,gneto) ti,j ga,r evstin h` aviti,a( e;fasan( tw|/ evle,fanti th/j
timh/j* kai. a;lloij a;llh aivti,a evdo,kei ei=nai) kai. prw/ton th/j avlw,pekoj h=n
toio,sde o` lo,goj) dia. ti, dh. ou-toj h`mw/n evsti. krei,sswn* ouvdamw/j oi=mai dia.
th.n ke,rkon\ pa,nu ga.r smikra, tij auvtw|/ evsti kai. aivscra,) kai. a[ma le,gousa
th.n e`auth/j makra.n kai. a`palh.n ke.rgon evki,nei) eu= le,geij( e;fasan oi` a;lloi(
meta. pollou/ ge,lwtoj kai. evpai,nou)
The Elephant (142), XVII
meta. de. tou/ton e;fh o` a;rktoj toia,de\ avlhqe.j me.n tou/to\ evk de. ovnu,cwn tini.

timh. eivko,twj gignetai\ a;neu ga.r ovnu,cwn fau/lo,j pou, ti,j evsti tw|/ ka,llei\
tw|/ de. evle,fanti ouvde.n toiou/ton ou;pw ge,gone\ tou/to de. dh/lo,n evstin a;pasin)
evntau/qa de. u`pe,laben o` bou/j( le,gwn\ vEgw. me,ntoi th.n aivti,an gignw,skw)

tou,tw| ga.r ovdo,ntej eivsi. du,o makroi.( evk tou/ sto,matoj proe,contej\ ou-toi de.
toi/j e`te,roij ke,rasin o[moioi dokou/sin ei=nai\ tw/n kera,twn de. ouvdei.j dh,pou
di=den ouvde.n ka,llion) u[statoj de. e;fh ta,de o` o;noj\ `gmei/j me.n pa,ntej
avmaqei/j evste. kai. a;fronej) Ti,j ga.r toi/j ge ke,rasi kai. tai/j ke,rkoij timh,*
ouv dh/ta( avlla. w;twn to. avlhqe.j kle,oj\ dia. ta. w=ta toi,nun h` timh. ge,gone
tw|/ evle,fanti)
Cubs (143), XVIII
qhreuth,j tij h=n( kai. e;qoj h=n tou,tw| polla,kij dia. th/j u[lhj iven, ai\ evntau/qa

ga.r qh,ra h=n tw/n leo,ntwn) eu-re de, pote le,ontoj du,o sku,mnouj( a;neu tou/
patro.j o;ntaj) kai. fo,boj h=n ouvdei.j tou,toij peri. evkei,nou\ e;sainon de. tai/j
ke,rkoij( kai. fi,lioi h=san auvtw|/) kai. tw|/ qhreuth|/ terpno.n h=n tou/to( kai.
camai. kaqh,menoj( e;dwke tw/n siti,wn ti toi/j sku,mnoij\ kai. a[ma kai. auvto.j
h;sqie met v auvtw/n) h` de. le,aina( h` mh,thr tw/n sku,mnwn( h=lqen evn tou,tw|)
kai. ei=de to.n a;ndra kai. tou.j sku,mnouj o`mou/ evsqi,ontaj) to,te de. ouvke,ti
po,qoj h=n auvth|/ sullabei/n to.n a;ndra( avlla. avph,|ei kai. e;lafon e;kteine kai.
e;fere pro.j auvto,n)
Know Thyself (144), XIX
ei=de, pote pi,qhko,j tij th.n e`autou/ o;yin evn kato,ptrw|( kai. a;rktw| tini. o]j h=n

evggu.j toia,de e;lexe) w= fi,ltate,( ivdou. dh. w`j aivscro.n kai. avno,hton evkei/no to.
qhri,on\ w`j avnaidh,j evsti toi/j sch,masi\ kai. e`autw|/ o[mwj ka,llistoj dokei/
ei=nai\ kai. peri. evmou/ me.n ouvde.n le,xw\ pw/j ga.f toiou,tw| o;moio,j eivmi*
krei/sson polu. xifidi,w| avpoqavnei/n h' evn pa/sin avnqrw,poij toiau,thn aivscu,nhn
e;cein) tw/n de. h`mete,rwn fi,lwn pou, eivsi, tinej( w= e`tai/te( oi-j(RL3m) ou-toj

a;gan o[moio,j evsti\ mimou/ntai ga.r th|/ o;yei evkei/no to. qhri,on( kai. th.n auvth.n
ivde,an e;cousi skirthma,twn kai. avfrosu,nhj) tw|/ de. a;rktw| ge,loion me.n
evfaineto to. pra/gma( avntei/pe de. ouvde.n)
The Spirit & the Miser (145), XX
Toi/j de/ Aivgupti,oij polloi. kai. pantoi/oi, eivsi mu/qoi peri. pa,ntwn

pragma,twn\ kai. ouvc h[kista peri. tw/n daimo,nwn) tou,toij ga.r pollh.
evpime,leia, evsti tw/n avnqrw,pwn( kai. th|/ duna,mei qaumasta. oi-oiv t v eivsi.
evxefga,zesqai) tou,twn de. tw/n mu,qwn tina.j le,xw) h=n ga/r dai,mwn tij pote(
w-| cruso.j h=n polu.j* u`po. gh/j kekrumme,noj) tou,tw| de. avnagkai/on h=n pote.
avpelqei/n\ e;sti ga.r me,gisto,j tij kai. dunatw,tatoj tw/n daimo,nwn( tw/n
evte,rwn basileu.j w;n\ evkei,nw| de. u`po. tou/ basile,wj ei;rhto evj th.n A
v si,an
avpelqei/n) to,te de. evn lu,ph| h=n pollh/| kai. avpori,a| peri. tou/ crusou/\ ouv ga.r
oi-on, t v h=n auvtw|/ avpofe,rein meq v e`autou/\ tou/to gar avpo,rrhton avei. toi/j
dai,mosi) pw/j a;ra evn avsfaleia| e;stai o` crusoj*
(146a)

evn de. th|/ auvth|/ po,lei ou- h= o` cruso.j
The Spirit & the Miser (146a), XXI
[②그리고 ③(ou-) ⑤그 금이 ④있었던(h=) ①같은 도시(po,)에, ⑥또한 ⑧부자(pl)이고
인색한(aiv)
와서(pr)

④

가운데

⑦

어떤 사람이 있었다.] [②그러므로

⑦

아래와 같이

⑤

있어야 할

⑥

①

친한 사이로

②

말했다(e;l):] [①‘친구여,

d).]

알아 왔기(gn) ②때문에,

왔다(pr).] [①많은

③

금을

⑤

여기에

④

③

그 영이

⑥

필요가 없다(ouv

밤에(nu) v

⑤

⑥

④

나에 대해서

[④당신은(ei=)

③

나에게

그에게
③

당신이

두려움

이 오래 동안(evk

⑤

그리고 호의로(euv) 당신에게

⑦

내가 갖고 있기(e;c)

①

⑧

이제

h;)

⑨

내가

때문에,] [①그리고 그것은:⇢

②

더-이상(ouv) 나에게 쓸모가-없을(wvf) 것 :이다.] [③나는 외국으로 떠날(avp)

②

참이기(me,)

①

②

때문에,]

And in the same city where the gold was, there was

also a certain man, rich and miserly. To him therefore the Spirit coming by night
spoke as follows :-'Friend, there is no need for you to be in fear about me. For
you are known to me dear this long time. And from good-will I have now come
to you. For I have much gold

here, and it will no longer be useful to me. For I

evn de. th|/ auvth|/ po,lei ou- h= o` cruso.j kai.

am about to go abroad.

avnqrwpo,j tij h=n plou,sioj kai. aivscrokerdh.j w;n) tou,tw| ou=n nukto.j
proselqw.n o` dai,mwn e;lexe toia,de\ w= fi,le( ouvde.n dei/ evn fo,bw| se. ei=nai
peri. evmou/) gnw,rimoj ga,r moi ei= evkpollou/ h;dh kai. fi.loj) kai. div euvnv oian
soi. nu/n prosh/lqon) Polu.n gar. cruso.n e;cw evntau/qa( kai. ouvke,ti moi
wvfe,limoj estai\ me,llw ga.r avpodhmei/n)
avpodhmei/n
spoke,

외국으로 떠나다 go abroad,

euvnv oia

gnw,rimoj

호의

good-will,

알아 왔고 known,

e;cw

aivscrokerdh.j
갖고 있다 have,

evkpollou/ h;dh

me,ll

인색한 miserly,

e;lexe

말했다

이 오래 동안 this long time,

참이기 am about,

nukto.j

밤에 by night,

ou-

...에 where,

plou,sioj

ouvde.n dei/

부자 rich,

proselqw.n

필요가 없다 no need,

po,lij

와서 coming,

ouvke,ti

더 이상 no longer,

prose,rcomai $ &hlqon%

도시 city,

wvfe,limoj

에게 온다 come to.

쓸모있는 useful,

(146b), XXI
⇢
[①그리고 ③나는: ②이것을 ⑤너에게 ④줄(do) :마음이 있다.] [②그리고 ①너 보다 ④더
신임이 있고 더 주의하는(evp) 자를
그렇게 큰(to) 선물의

가치가 있다(a;c).] [①내일(au)

⑤

방(oiv)의 중간에,
(o;y).] [②그리고
지난 후에는

⑥

③

③

나의

이것

나는 찾지(eu-) 못했다.]

③

⑤

모든

①

후에

[②그래서

그러므로(to)

②

금이, 땅위에(ca) 놓여 있는(ke) 것을

⑦

⑤

④

그 영은

②

낮이 되었다.] [①그리고

④

당신

①

너는:⇢

③

홀로

④

이

③

:볼 것이다

가 버렸다(avp).] [①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③

그 영

②

대신에

④

그 금이

⑥

땅위에

⑤

있었다.]

And I have a mind to give this to you. And I have found no one more faithful
nor careful than you. You therefore alone are worthy of so great a gift.
To-morrow then you shall see in the midst of this room

all my gold lying on

the ground.' And after this the Spirit went away; and after a little interval it is

kai. tou/ton evn

day: and instead of the Spirit the gold was the earth.

nw|/ e;cw dou/nai, tini\ sou/ de. ouvde,na eu-ron pisto,teron ouvde. evpimele,steron)
mo,noj ou=n a;cioj ei= tosou,tou dw,rou) au;rion toi,nun o;yei evn me,sw| tw|/
oivkh,mati tou,tw| pa,nta to.n evmo.n cruso.n camai. kei,menon) meta. de. tau/ta
avph/lqen o` dai,mwn\ kai. div ovli,gou h`me,ra h=n\ kai. avnti. tou/ dai,monoj o`
cruso.j h=n evpi. th/j gh/j)
go away.

eu-ron%
see,

camai,

adv.

찾다 find,

가치가 있는 worthy,

땅위에 to or on the ground,

evpimelh,j

oi;khma $ &mat&%

a;cioj

주의하는 careful,

n 방 room,

tosou/toj

dou/nai,

o;yei

avp&e,rcomai
a 줄 give,

가버렸다

eu-ri,skw $ a

너는 볼 것이다. you shall

그렇게 큰 so great,

ouvde,na eu-ron

I have found no one은 그리스어의 부정과거를 영어로는 완료형을 사용한 점이다.

evn me,sw| tw|/ oivkh,mati에서 me,sw|처럼

형용사가 장소적인 위치를 표현하면 정관사

=

앞에 놓인다 >(110고).

The Spirit & the Miser (147a), XXII
[①그리고 ②그 영은 50년 동안 ④아시아에 ③나가 있었다(avp):] [②그리고 ①마침내(te,) v
그는:⇢

③

(eu)

④

돌아오라(h[k)는

그의 이전 도시로

⑤

그 인색한(aiv) 사람의

⑦

⑩

집으로

⑨

③

:허락을(evx) 받았다,

분명하지(sa) 않다.] [①50(pe)년(evt) 사이 동안에
때문에.] [②그러나
적어도(go)

④

③

③

그것은

그 금에

①

그래서

⑧

즉시로

그는 갔다.] [①그리고 이 곳에서(w-d) 그

자신에게 그는 말했다(di):] [①‘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②

⑥

②

아무것도 나에게는

아마도 그는 죽었을 것이기(te,)

③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mo) 이미 명백하다:] [u ...

안전한(avs) 가운데에

①

⑤

있을 것이기

②

때문에.]

And the Spirit

was away fifty years in Asia: and at last he had permission to return to his
former city. And immediately he went to the house of the miserly man. And thus
he talked to himself: 'About the man himself nothing is certain to me: for after
fifty years' interval

he is perhaps dead: but about the gold already everything is

kai. o` me.n dai,mwn penth,konta e;th

plain: for it at least will be in safety.'

avph/n evn th|/ v Asi,a\| te,loj de. evxousi,a h=n auvtw|/ eivj th.n prote,ran po,lin
h[kein kai. pro.j to.n oi=kon euvqe,wj e;bh to.n tou/ aivscrokedou/j avnqrw,pou) kai.
w-de pro.j e`auto.n diele,geto\ peri. me.n auvtou/ tou/ avndro.j ouvde,n moi safe,j
evstin\ dia. ga.r penth,konta evtw/n i;swj te,anhken\ peri/ de. tou/ crusou/ pa,nta
moi h;dh dh/la\ evn avsfalei,a| gar ou-toj gou/n e;stai)
인색한 miserly,

bi,nw

safety.'
year,

e;th

(4n),

돌아오다 return,

te,qnhke
e;th에서

a;p&eimi

나가 있다 be away.

가다 go,

diele,geto

evxousi,a

허락 permission,

penth,konta

죽었다 dead,

crusi,on

avsfa,leia aj h`

말했다 talked,

50 fifty,
(1n),

euvqe,wj

safe,j

aivscrokedou/j

e;bh

안전 security,

부정과거,

e;toj

즉시로 immediately,

분명한 certain,

ou-toj는 crusi,on

te,loj

년

h[kw

마침내 at last,

(1n)를 뜻한다.

penth,konta

대격이 온 이유는 시간(장소도)의 연장이나 확장을 표현할 때에는 대격을

peri. me.n auvtou/ tou/ avndro.j와 peri/ de. tou/ crusou/가

사용한다 >(116겨).

대조를

이룬다 >(123거).

(147b), XXII
[①그리고 ②이것은 ④사실③이었다.] [④크고 튼튼한(ivs) ①상자가
[①그리고

③

이

②

안에는

④

그 금이 있었다,] [②그리고

있었다(e;k).] [①그리고 그의 손 안에는(evn)
[①그리고
의

③

⇢ ②

시체(ne)

그는:

부족으로 (evn)

③

④

이전의 금만이

(evp),

⑪

③

아니고,

모아졌던(su)

For there was a

⇢ ⑤

⑧

⑦

또한

②

때문이다.] [②게다가

⑩

이 기간 동안에(evn)

두 배나 되는 양을(di)

⑤

③

⑥

엄청난

있었기

부

②

때문이다.]

그 위에(evp) 누워

④

사람이

그 상자(qh,)의

:였다.] [⑦그는:

:죽었기(avp)

③

그

④

③

⑦

①

③

열쇄들(kl)이
④

가운데서도

⑥

그 영은:

②

있었다.]

①

음식들(si)

①

상자 안에서,

⑨

죽은 자에 의해서 부지런히

:발견했다(eu-).]

And this was true.

large strong chest, and within this was the gold, and on the

top lay the man. And in his hand were the keys of the

chest. And he was a

corpse. For he had died from want of food in (the midst of) so much wealth.
And the Spirit found in the chest not only the former gold, but also double as

kai.

much, gathered by the dead man laboriously during this time.

avlhqe.j h=n tou/to\ qh,kh ga.r h=n mega,lh kai. ivscura,( kai. evnto.j tau,thj o`
crusoj h=n\ o` de. avnh.r evpa,nw e;keito\

kai. evn th|/ ceiri. au,tou/ h=san ai`

klei/dej th/j qh,khj\ kai. nekro.j h=n) siti,wn ga.r evndei,a| evn tosou,tw| plou,tw|
avpe,qane) evn de. th|/ qh,kh| ouv mo,non to.n pri.n

cruso.n eu-ren o` dai,mwn(

avlla. kai. dipla,sion( u`po. tou/ qano,ntoj evpipo,nwj evn tou,tw| cro,nw|
sullego,menon)

avpe,qane

di&plh,sioj h( on, ( di,j
lay,

eu-ri,skw $ a eu-ren%

evnto.j

안에는 within,

klei,j $ &eid&%

avpoqnh,skw $ a &qan&%

두 배나 되는 양 twofold, double,
발견하다 find,

evpa,nw

f 열쇄 key,

(IdAoA3) from

evn

동안에 during,

위에는 on the top,

nekro.j

시체 corpse,

evpi,ponwj
qh,kh

e;keito

evndei,a|

죽다 die,

누워 있었다

없어서 want,

부지런히 laborious,

상자 chest,

siti,on ou to,

음식 pl. food,

sullego,menoj

모았던 gathered,

mega,lh kai. ivscura,처럼

많다는 그리스어 단어가 다른 형용사와 사용되면 중간에

avpe,qane

kai.가

크거나

들어선다 >(114교).

= he had died에서는 대과거적인 사건을 그리스어로는 부정과거를

사용했다.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그리스어가 약하다 >(120구).

Ariphernes in Hades (148), XXIII
[ 아리퍼니쓰는 부자 였고 ⑤많은 사람들의 ④총독(sa)] [②그런데 ⑤그는:⇢ ③이전에
③

①

병으로 부터(uvp)

①

[②그리고

①

②

큰 고통가운데(ta)

④

즉시로(eu),

⑧

아이아쿠스에게로

⑦

⑤

그 당시의

④

A
[ i)

지옥으로(

:빠졌다:] [①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었다 (avp).]

⑤

풍습을

③

따라서,

⑩

죽은 자들의

심판관 (di)인

⑥

내려갔다] [①그리고 아이아쿠쓰가 이것들을

⇄말했다(e;f):] [①‘어디로부터(po,) 너는 왔느냐(h=l)?’] [①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⑨

③

당신은

②

누구이며

Ariphernes was rich, and satrap of many men. And

once from disease he fell into great distress: and at last he died. And
immediately,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at time, he went down into Hades to
Aeacus, the judge of the dead. And Aeacus said this: 'Where have you come

plou,sioj h=n o`

from? and who and what kind of man are you?'

A
v rife,rnhj( kai. satra,phj ploow/n avnqrw,pwn) uvpo. de. no,sou pote. evj pollh,n
talaipwri,an kate,sth\ kai. te,loj avpe,qane) euvqu.j de,( kata. to. to,te e;qoj(
kate,bh evj [Aidhn pro.j to.n Ai;akon( to.n dikasth.n tw/n nekrw/n) kai. o`
Ai;akoj e;fh ta,de( po,qen dh. h=lqej( kai. ti,j\ kai. poi/oj a;nqrwpoj ei=*
A
[ idhj

지옥으로 Hades,

dikasth,j, ou/, o`

Ai;akoj

심판관 judge,

아이아쿠스 Aeacus,

ei=p&on

말했다 said,

따라서 according to,

kate,bh

kaqi,sthmi( po,qen

어디로부터 Where from,

이것(사람).

내려갔다 went down,

avpe,qan&on

h=lq&on

왔다 came,

kate,sth

satra,phj

죽었다 died,

총독

kata.

(IdAoA3)

빠졌다 fell,

ta,de(4n)

from

o[de

(148b), XXIII
①

①

[ 그는 그리고 말했다:] [ ‘나는
①

나는:

⇢ ②

④

많은 년 수 동안,

내 지방회의나(avr) 또한

④

없었다.] [①그러나
(u`p)에게

⑤

⑥

③

어떤(ti) 무서운(de)

거기(evk)

③

병을

공동체에도(pl)

⑤

②

그러한 모든 일들은,

:위탁했었다.] [②그러나

(pr) 했었다.]

②

이름이 아리퍼니쓰라는

①

나는

⑤

내가:⇢

③

퍼씨아 사람이다.] [그런데

①

:가지고 있었다.] [①그래서

내 자신을

참석시킬(evp)

⑦

노예들(do)에게 그리고

④

②

수가

③

보조자들

내 자신의 음식과 물을(po) 사전에 고려

③

And he said: 'I am a Persian, Ariphernes by name: and I have

a terrible disease for many years: and I was not capable myself of attending to
my province, and the common people there: but all such things I intrusted to
assistants and slaves. But I had forethought for my own food and drink.

o` de. e;fh\ evgw. me.n Pe,rshj( ovno,mati A
v rife,rnhj( ei=con de. polla. e;th no,son
tina. deinh.n\ kai. ouvc oi-oj, t v h=n auvto.j th/j avrch/j kai. tou/ plh,qouj tou/
evkei/ evpimelei/sqai\ avlla. ta. toiau/ta pa,nta toi/j u`phre,taij kai. dou,loij
evpe,trepon\ evgw. de.. tw/n evmw/n siti,wn kai. potw/n pro,noian ei=con)
evpimelei/sqai
o`

보조자 servant,

plh/qoj, ouj, to,
대격

e;th가

deino,j, h,, o,n

참석하는 attending to,

pro,noia, aj, h`

po,toj, ou, o`

사전에 고려함 foresight,

공동체 community,

polla. e;th는

u`phre,thj, ou,

무서운 fearful,

drinking,

시간의 연장을 표현 하기 때문에

왔다 >(116겨).

Ariphernes in Hades (149a), XXIV
[②그리고

①

아이아쿠스는

④

①

일리씨움으로

[②그리고

①

⑥

허미쓰가

가치가

아래와 같이

③

대답했다:] [③‘그러면

:보낼 것이다(Pe,).’] [②한데(de.)

⑤

①

③

③

내가 생각하기로는,
①

내가:⇢

그는 말했다:

게을렀(avr)④기

④

없다는 것이다.’] [②그러나

①

②

이곳은 선한 사람들의

거기에 있었다(pa).] [①그리고

③

(a;d) 하다:] [①이 사람은
행운의

④

아이아쿠스는

③

②

너를
④

장소③이다.]

②

‘이것은

때문에,

④

불공평

그러한 (to)

⑦

많이 웃으면서

⑤

이렇게

대답했다:] And Aeacus answered as follows: 'I will send you then(to) to

④

Elysium.' Now this is the place of good men. And Hermes was there, and he

said, 'This is unjust: for this man was methinks lazy, and not worthy of such

o` de,

good fortune.' But Aeacus with much laughter answered thus:

Ai;akoj avpekri,nato toia,de\ Pe,myw se toi,nun evj to. vHlu,sion) tou/to de. tw/n
avgaqw/n avndrw/n evsti cwri,on) o` de. `Ermh/j parh/n( kai. Tou/to( e;fh( a;diko,n
evsti\ ou-toj ga.r avrgo,j pou h=n( ouvde. a;xioj tosau,thj euvtuci,aj) o` de. Ai;akoj
meta. ge,lwtoj pollou/ avntei/pe toia,de\
Now,

avrgo,j

보내다 send,

게으른 lazy,

e;fh는

parh/n

(IdIpA3

a;dikoj
pa,reimi)

de,

불공평한 unjust,

한데

Pe,mpw $ &yw%

있었다 was,

말을 그대로 옮길 때에 사용한다 >(120로).

(149b), XXIV
[①'그러나 나의 친구들이여, 이는 어리석은 자(avn)다.] [①그리고 ③많은(pl)
불행들이(ka)
사람은

②

사람들에게

⑤

그 자신의 게으름(avr) 때문에

⑤

낳았다(avm).] [①그래서 (ou-)
때문에.] [①오늘(sh,)

②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군중(pl)에게

④

불운한(ka) 일들이

하급 제판소(di)에 :있었다,

③

재판관을 내가 듣고(h;k) 있었다.] [②그리고
③

일어난다(gi,).] [②그러나

다른 어리석은(avn) 자들 보다

⑥

나는:⇢

②

④

④

①

이것이

④

③

덜

①

이

③

더

⑤

일어났기

그리고 거기에 있는

⑥

그에 대해서

분명⑤하다] [①아이아쿠스는 그를 일리씨움으로 보낼 것이다.]

④

나에게는
'But, my friend,

this is a fool. And many mischiefs arise for mankind on account of the fools,
but this man was better than other fools precisely on account of his laziness:
for thus less mischiefs arose to the multitude.' Today I was in the law-court,
and was listening to the judge there: and this is clear to me about him: Aeacus
will send him to Elysium.

avlla,( w= fi,le( ou-toj avno,hto,j evsti\ kai. toi/j

avnqrw,poij plei/sta dh, kaka. gi,gnetai dia. tou.j avnoh,touj( ou-toj de. avmei,nwn
h-n tw/n a;llwn avnoh,twn div auvth.n th.n avrgi,an) ou-tw ga.r h-ssw kaka.
evge,neto tw|/ plh,qei) sh,meron de. evgw. h=n evn tw|/ dikasthriw|( kai. tou/ evkei
dki`astou/ h;kouon) tou/to de. safe,j moi, evsti peri. auvtou/\ o` Ai;akoj auvto.n evj

to. vHlu,sion pemyei)
avmei,nwn

어리석은 fool,

(명사 n3, plh/qoj)

plh/qoj ouj to,-

pollou/, h/j, ou/

much, many;

avrgi,a

g 듣다 listen.

게으름 idleness,

gi,gnomai $ aor. evgeno,mhn%

kako,j h,, o,n

plei/sta

불행 mischief,

akou,w

허미쓰 Hermes,

하급 제판소 law-court,

형용사, n1 최상급,

kako,n

gen.

avno,htoj

더 낳은 better,

dikasth,riwn
kaka.

E
` rmh/j

일어난다 arise,

불행 harm, misfortunes, evils bad, evil;

(형용사, n4 최상급,

polu,j)

군중 throng, crowd, multitude,

sh,meron

오늘 Today,

많은 many,

plh,qei

polu,j pollh polu
vHlu,sion

일리씨움

Elysium,

The Damaraioi (150a), XXV
[①그 다마라이오이가 이 이야기를(lo,) 말한다(le,):] [①그 때에 ②(w-)| 그 세상이(gh/)
만들어 졌을(evg) 때에는
③

들판들은

⑤

여러 가지(panto)

새도 또한 고기(ivc)도
그들은 키운다(tr),

④

(evk)

⑤

어느 곳에나(pa)

④

②

④

나무들을

⑤

그리고

첫 번째(pr) 사람이

④

⑦

그들은:⇢

나왔다(evx)

있었다:] [②그리고

맺었다(e'f),] [①그러나

⑥

아직 없었다(ou;p).] [②그리고

⑤

③

어두움이

③

어떤 한(e[n

③

①

그

사람도 짐승도

ti)

①

나무를

“어머니”라 :부른다(ovn):] [③이것①으로부터

⑥

②

때문에]

The Damaraioi tell this tale: At

that time at which the world was made there was darkness everywhere: and the
fields bore various trees, but neither man nor beast nor bird nor fish as yet.
And one tree they nourish, and name it Mother: from out of this the first man
came forth.

oi` Damarai/oi tou/ton to.n lo,gon le,gousi\ evkei,nw| tw|/ cro,nw|

w-| h` gh/ evge,neto( h=n pantacou/ sko,toj\ oi` de. avgroi. de,ndra pantoi/a e'feron(
avll v ou;pw ou;te a;nqrwpon ou;te qhri,on ou;te o;rniqa ou;te ivcqu,n) de,ndron de.
e[n ti tre,fousi( kai. mhte,ra ovnoma,zousi\ evk ga.r tou,tou evxh/lqen o` pro/toj
anvqrwpoj\

e[n ti

숫자 하나 numeral one,

어떤 한 a certain one,

evge,neto

ei-j mi,a e[n

만들어 졌다 made,

evk

gen.

e`no,j mia/j e`no,j

으로부터 from,

evxh/lqoi

나왔다 came forth,

lo,goj

말한다 tell,

맺다 bear,

이야기 tale,

pantacou/

이름 짓다 name,

pro/toj

fe,ro

첫 번째 first,

gh/

ivcqu/j

세상 world,

ou;te...ou;te

le,gw

도...도 아니다 neither...nor,

어느 곳에나 everywhere,

tre,fw

고기 fish,

키우다 nourish,

ou;pw

pantoi/oj

ovnoma,zw

여러 가지 various,

부정어로 아직은 아니다 not

yet >(124겨),

(150b), XXV
[①그리고

③

나쁜(ca)

④

악을(sk)

③

사람이

①

③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

④

후에는

①

그

두 번째(e]t) 나무가 모든 짐승들을 내보냈다(evx).] [②그러나

②

이것

⑥

⑤

품었다(fo),] [그리고 불을 붙였다(h-p).] [②그래서

④

큰 두려움 가운데

도망 가버렸다(avp).] [②그러나

⑤

양과 그 소(bo)와 그 개(ku,)는 남았다(e;m).] [①그래서(ou[)

③

④

사람에게

⑥

친절

⑤

하다.]

③

이들은(ou-)

②

①

그

그때부터

And after this a second tree sent forth all the animals.

But the man bore the darkness ill, and kindled a fire. And most of the animals
fled away in great fear, but the sheep and the ox and the dog remained. So
these from that time are friendly to man.

kai. meta. tou/to e]teron de,ndron

pa,nta ta. zw/a| evxe,pempe) o` de. a;nqrwpoj calepw/j e;fere to.n sko,ton( kai. pu/r
h-pte) ta. de. polla. tw/n zw,w
| n pollw| fo,bw| avpe,fuge\ h` de. oi=j kai. o` bou/j
kai. o` ku,wn e;menon) ou[twj de, evx evkei,nou tou/ cro,nou ou-toi tw|/ avnqrw,pw|
eivsi. fi,lioi)
나쁜 ill;

avpofeu,gw

a[ptw( e]teroj

품다 bear, carry,

sko,toj ouj to,

h-ptw(
n

도망 가다 flee away, aor

두 번째 second,
불 붙이다 kindle,

evkpe,mpw
ku,wn

avpe,fugon) calepw/j

내보내다 send forth,

개 dog,

어두움, 죄, 악 darkness, sin, evil;

me,nw

남다 remain,

pollw| fo,bw|는

방법여격이다

>(117교).

(146a) 그리고 같은 도시(po,)에

(146a)

fe,rw-

evn de. th|/ auvth|/ po,lei

(146a) 그 금이 있었던 where

(146a)

ou- h= o` cruso.j

(146a) 어떤 사람이 있었다.

(146a)

kai. avnqrwpo,j tij h=n

(146a) 또한 부자(pl)이고

(146a)

plou,sioj kai.

(146a) 인색한(aiv)

(146a)

aivscrokerdh.j w;n)

(146a) 그에게 그러므로

(146a)

tou,tw| ou=n

(146a) 밤에(nu)

(146a)

nukto.j

(146a) 그 영이 와서(pr)

(146a)

proselqw.n o` dai,mwn

(146a) 아래와 같이 말했다(e;l):

(146a)

e;lexe toia,de\

(146a) ‘친구여,

(146a)

w= fi,le(

(146a)

ouvde.n dei/

(146a) 당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할

(146a)

evn fo,bw| se. ei=nai

(146a) 나에 대해서

(146a)

peri. evmou/)

(146a) 나에게 알아 왔기(gn) 때문에

(146a)

gnw,rimoj ga,r moi

(146a) 당신은...(이다).

(146a)

ei=

(146a)

evkpollou/ h;dh

(146a) 친한 사이로

(146a)

kai. fi.loj)

(146a) 그리고 호의로(euv)

(146a)

kai. div euvnv oian

(146a) 이제 내가 당신에게 왔다(pr).

(146a)

soi. nu/n prosh/lqon)

(146a) 내가 많은 금을 갖고 있기(e;c) 때문에,

(146a)

Polu.n gar. cruso.n e;cw

(146a) 여기에

(146a)

evntau/qa(

(146a) 그리고 더 이상(ouv) 나에게

(146a)

kai. ouvke,ti moi

(146a) 그것은 쓸모가(wvf) 없을 것이다

(146a)

wvfe,limoj estai\

(146a) 참이기(me,) 때문에,

(146a)

me,llw ga.r

(146a) 나는 외국으로 떠날(avp)

(146a)

avpodhmei/n)

(146b) 그리고 이것을

(146b)

kai. tou/ton

(146a) 필요가 없다(ou,

(146a) 이 오래 동안(evk

d).

h;)

(146b) 나는 마음이 있다.

(146b)

evn nw|/ e;cw

(146b) 너에게 줄(do)

(146b)

dou/nai, tini\

(146b) 너..

(146b)

sou/

(146b) 그리고 나는 찾지(eu-) 못했다

(146b)

de. ouvde,na eu-ron

(146b) ..보다 더 신임이 있고

(146b)

pisto,teron

(146b) 더 주의하는(evp) 자를

(146b)

ouvde. evpimele,steron)

(146b) 그러래서 ...홀로

(146b)

mo,noj ou=n

(146b) 당신은...가치가 있다(a;c).

(146b)

a;cioj ei=

(146b) 그렇게 큰(to) 선물의

(146b)

tosou,tou dw,rou)

(146b) 그러므로 내일(au)

(146b)

au;rion toi,nun

(146b) 너는 볼 것이다(o;y)

(146b)

o;yei

(146b) 이 방(oiv)의 중간에

(146b)

evn me,sw| tw|/ oivkh,mati tou,tw|

(146b) 나의 모든 금이

(146b)

pa,nta to.n evmo.n cruso.n

(146b) 땅위에(ca)

(146b)

camai.

(146b) 놓여 있는(ke) 것을

(146b)

kei,menon)

(146b) 그리고 이것 후에

(146b)

meta. de. tau/ta

(146b) 그 영은 가버렸다(avp).

(146b)

avph/lqen o` dai,mwn\

(146b)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146b)

kai. div ovli,gou

(146b) 낮이 되었다.

(146b)

h`me,ra h=n\

(146b) 그 영 대신에

(146b)

kai. avnti. tou/ dai,monoj

(146b) 그 금이 있었다.

(146b)

o` cruso.j h=n

(146b) 땅위에

(146b)

evpi. th/j gh/j)

(147a) 그리고 그 영은

(147a)

kai. o` me.n dai,mwn

(147a) 50년 동안

(147a)

penth,konta e;th

(147a) 나가 있었다(avp):

(147a)

avph/n

(147a) 아시아에

(147a)

evn th|/ v Asi,a\|

(147a) 그리고 마침내(te,)

(147a)

te,loj de.

(147a) 그는 허락을(evx) 받았다.

(147a)

evxousi,a h=n auvtw|/

(147a) 그의 이전 도시로

(147a)

eivj th.n prote,ran po,lin

(147a) 돌아오라(h[k)는

(147a)

h[kein

(147a) 그래서 그 집으로

(147a)

kai. pro.j to.n oi=kon

(147a) 즉시로(eu)

(147a)

euvqe,wj

(147a) 그는 갔다.

(147a)

e;bh to.n

(147a) 그 인색한(aiv) 사람

(147a)

tou/ aivscrokedou/j avnqrw,pou)

(147a) 그리고 이 곳에서

(147a)

kai. w-de

(147a) 그 자신에게

(147a)

pro.j e`auto.n

(147a) 그는 말했다(di)

(147a)

diele,geto\

(147a)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147a)

peri. me.n auvtou/ tou/ avndro.j

(147a) 아무것도 나에게는

(147a)

ouvde,n moi

(147a) 분명하지(sa) 않다.

(147a)

safe,j evstin\

(147a) 50(pe)년(evt) 사이 동안에, 때문에

(147a)

dia. ga.r penth,konta evtw/n

(147a) 그는 아마도 죽었을 것이기(te,).

(147a)

i;swj te,anhken\

(147a) 그러나 그 금에 대해서는

(147a)

peri/ de. tou/ crusou/

(147a) 모든 것이 나에게

(147a)

pa,nta moi

(147a) 이미 명백하다:

(147a)

h;dh dh/la\

(147a) 안전한(avs) 가운데에

(147a)

evn avsfalei,a|

(147a) 적어도 그것은...있을 것이기 때문에.

(147a)

gar ou-toj gou/n e;stai)

(147b)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다.

(147b)

kai. avlhqe.j h=n tou/to\

(147b) 상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147b)

qh,kh ga.r h=n

(147b) 크고 튼튼한

(147b)

mega,lh kai. ivscura,(

(147b) 그리고 이 안에는

(147b)

kai. evnto.j tau,thj

(147b) 그 금이 있었다,

(147b)

o` crusoj h=n\

(147b) 그리고 그 사람이

(147b)

o` de. avnh.r

(147b) 그 위에(evp) 누워 있었다(e;k).

(147b)

evpa,nw e;keito\

(147b) 그리고 그의 손 안에는(evn)

(147b)

kai. evn th|/ ceiri. au,tou/

(147b) 열쇄들(kl)이 있었다.

(147b)

h=san ai` klei/dej

(147b) 그 상자(qh,)의

(147b)

th/j qh,khj\

(147b) 그리고 그는 시체(ne)였다.

(147b)

kai. nekro.j h=n)

(147b) 음식들(si)의 부족으로(evn), 때문에. (147b)

siti,wn ga.r evndei,a|

(147b) 엄청난 부 가운데서도

(147b)

evn tosou,tw| plou,tw|

(147b) 그는 죽었기(avp)

(147b)

avpe,qane)

(147b) 게다가 상자 안에서

(147b)

evn de. th|/ qh,kh|

(147b) 이전의 금만이 아니고

(147b)

ouv mo,non to.n pri.n cruso.n

(147b) 그 영은 발견했다(eu-).

(147b)

eu-ren o` dai,mwn(

(147b) 또한 두 배나 되는 양을(di)

(147b)

avlla. kai. dipla,sion(

(147b) 죽은 자에 의해서

(147b)

u`po. tou/ qano,ntoj

(147b) 부지런히(evp)

(147b)

evpipo,nwj

(147b) 이 기간 동안에(evn)

(147b)

evn tou,tw| cro,nw|

(147b) 모아졌던(su)

(147b)

sullego,menon)

(148a) 아리퍼니쓰는 부자였고

(148a)

plou,sioj h=n o` A
v rife,rnhj(

(148a) 총독(sa)(이었다)

(148a)

kai. satra,phj

(148a) 많은 사람들의

(148a)

ploow/n avnqrw,pwn)

(148a) 그는 이전에 병으로부터

(148a)

uvpo. de. no,sou pote. evj

(148a) 큰 고통가운데(ta)

(148a)

pollh,n talaipwri,an

(148a) 빠졌다:

(148a)

kate,sth\

(148a) 그리고 마침내

(148a)

kai. te,loj

(148a) 그는 죽었다(avp).

(148a)

avpe,qane)

(148a) 그리고 즉시로(eu),

(148a)

euvqu.j de,(

(148a)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148a)

kata. to. to,te e;qoj(

(148a)

kate,bh evj A
[ idhn

(148a) 아이아쿠스에게로

(148a)

pro.j to.n Ai;akon(

(148a) 죽은 자들의 심판관(di)인

(148a)

to.n dikasth.n tw/n nekrw/n)

(148a) 아이아쿠쓰가

(148a)

kai. o` Ai;akoj

(148a) 이것들을 말했다(e;f):

(148a)

e;fh ta,de)

(148a) 어디로부터(po,)

(148a)

po,qen dh.

(148a) ‘너는 왔느냐(h=l)?’

(148a)

h=lqej(

(148a) 그리고 누구이며

(148a)

kai. ti,j\

(148a) 어떤 종류의

(148a)

kai. poi/oj

(148a) 당신은 사람이냐?

(148a)

a;nqrwpoj ei=*

(148b) 그리고 그는 말했다:

(148b)

o` de. e;fh\

(148b) 나는 퍼씨아 사람이다.

(148b)

evgw. me.n Pe,rshj(

(148b) 이름이 아리퍼니쓰라는

(148b)

ovno,mati A
v rife,rnhj(

(148b)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었다.

(148b)

ei=con de.

(148b) 많은 년 수 동안

(148b)

polla. e;th

(148b) 어떤(ti) 무서운(de) 병을

(148b)

no,son tina. deinh.n\

(148b) 그리고, 내 자신을..수가 없었다

(148b)

kai. ouvc oi-oj, t v h=n auvto.j

(148b) 내 지방회의나 그리고

(148b)

th/j avrch/j kai.

(148b) 거기 공동체에도(pl)

(148b)

tou/ plh,qouj tou/ evkei/

(148b) 참석시킬(evp)

(148b)

evpimelei/sqai\

(148b) 그러나

(148b)

avlla.

(148b) 그러한 모든 일들은

(148b)

ta. toiau/ta pa,nta

(148b) 노예들(u`p)이나 그리고

(148b)

toi/j u`phre,taij kai.

(148a) 지옥으로(

A
[ i)

내려갔다.

(148b) 보조자들에게

(148b)

dou,loij

(148b) 내가 위탁했었다.

(148b)

evpe,trepon\

(148b) 그러나 나는

(148b)

evgw. de..

(148b) 내 자신의 음식

(148b)

tw/n evmw/n siti,wn

(148b) 과 물을(po)

(148b)

kai. potw/n

(148b) 사전에 고려(pr)했었다.

(148b)

pro,noian ei=con)

(149a) 그리고 아이아쿠스는

(149a)

o` de, Ai;akoj

(149a)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149a)

avpekri,nato toia,de\

(149a)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149a)

Pe,myw se toi,nun

(149a) 일리씨움으로

(149a)

evj to. vHlu,sion)

(149a) 한데(de.) 이곳은

(149a)

tou/to de.

(149a) 선한 사람들의

(149a)

tw/n avgaqw/n avndrw/n

(149a) 장소다

(149a)

evsti cwri,on)

(149a) 그리고 허미쓰가 거기에 있었다(pa) (149a)

o` de. `Ermh/j parh/n(

(149a) 그리고 이것은

(149a)

kai. Tou/to(

(149a) 그는 말했다:

(149a)

e;fh(

(149a) 불공평(a;d)하다:

(149a)

a;diko,n evsti\

(149a) 이 사람은, 때문에

(149a)

ou-toj ga.r

(149a) 생각건대 게으르기

(149a)

avrgo,j pou h=n(

(149a)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149a)

ouvde. a;xioj

(149a) 그러한(to) 행운의

(149a)

tosau,thj euvtuci,aj)

(149a) 그러나 아이아쿠스는

(149a)

o` de. Ai;akoj

(149a) 많이 웃으면서

(149a)

meta. ge,lwtoj pollou/

(149a) 이렇게 대답했다:

(149a)

avntei/pe toia,de\

(149b) 그러나 나의 친구들이여

(149b)

avlla,( w= fi,le(

(149b) 이는 어리석은 자(avn)다.

(149b)

ou-toj avno,hto,j evsti\

(149b) 그리고 사람들에게

(149b)

kai. toi/j avnqrw,poij

(149b) 많은(pl) 불행들이(ka)

(149b)

plei/sta dh, kaka.

(149b) 일어난다

(149b)

gi,gnetai

(149b)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149b)

dia. tou.j avnoh,touj(

(149b) 그러나 이 사람은

(149b)

ou-toj de.

(149b) 더 낳았다(avm).

(149b)

avmei,nwn h-n

(149b) 다른 어리석은(avn) 자들 보다

(149b)

tw/n a;llwn avnoh,twn

(149b) 그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149b)

div auvth.n th.n avrgi,an)

(149b) 그래서(ou-) 덜 일어나기 때문에.

(149b)

ou-tw ga.r h-ssw

(149b) 불운한 일들이

(149b)

kaka. evge,neto

(149b) 군중(pl)에게

(149b)

tw|/ plh,qei)

(149b) 오늘(sh,)

(149b)

sh,meron de.

(149b) 나는 있었다.

(149b)

evgw. h=n

(149b) 하급 제판소(di)에

(149b)

e nv tw|/ dikasthriw|(

(149b)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판관을

(149b)

kai. tou/ evkei dkivastou/

(149b) 내가 듣고(h;k) 있었다.

(149b)

h;kouon)

(149b) 그리고 이것이

(149b)

tou/to de.

(149b) 나에게는 분명하다:

(149b)

safe,j moi, evsti

(149b) 그에 대해서

(149b)

peri. auvtou/\

(149b) 아이아쿠스는 그를

(149b)

o` Ai;akoj auvto.n

(149b) 일리씨움으로

(149b)

evj to. H
v lu,sion

(149b) 보낼 것이다.

(149b)

pemyei)

(150a) 그 다마라이오이가

(150a)

oi` Damarai/oi

(150a) 이 이야기를(lo,)

(150a)

tou/ton to.n lo,gon

(150a) 말한다(le,):

(150a)

le,gousi\

(150a) 그 때에

(150a)

evkei,nw| tw|/ cro,nw|

(150a) 그 세상이(gh/) 만들어 졌을(evg) 때에는 (150a)

w-| h` gh/ evge,neto(

(150a) 어느 곳에나(pa) 있었다:

(150a)

h=n pantacou/

(150a) 어두움이

(150a)

sko,toj\

(150a) 그리고 그 들판들은

(150a)

oi` de. avgroi.

(150a) 여러 가지(panto) 나무들을

(150a)

de,ndra pantoi/a

(150a) 맺었다,

(150a)

e'feron(

(150a) 그러나

(150a)

avll v

(150a)

ou;pw ou;te a;nqrwpon

(150a) 짐승도

(150a)

ou;te qhri,on

(150a) 새도

(150a)

ou;te o;rniqa

(150a) 또한 고기(ivc)도

(150a)

ou;te ivcqu,n)

(150a)

de,ndron de. e[n ti

(150a) 그들은 키운다(tr)

(150a)

tre,fousi(

(150a)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라 부른다(ovn):

(150a)

kai. mhte,ra ovnoma,zousi\

(150a) 이것으로부터(evk)

(150a)

evk ga.r tou,tou

(150a) 왔다(evx).

(150a)

evxh/lqen

(150a) 첫 번째(pr) 사람이

(150a)

o` pro/toj anvqrwpoj\

(150b) 그리고 이것 후에는

(150b)

kai. meta. tou/to

(150b) 두 번째(e]t) 나무가

(150b)

e]teron de,ndron

(150b) 모든 짐승들을

(150b)

pa,nta ta. zw/a|

(150b) 내 보냈다(evx).

(150b)

evxe,pempe)

(150b) 그러나 그 사람이

(150b)

o` de. a;nqrwpoj

(150b) 나쁜(ca)

(150b)

calepw/j

(150b) 악을(sk) 품었다(fo),

(150b)

e;fere to.n sko,ton(

(150a) 사람도 아직 없었다(ou;

(150a) 그리고 어떤 한(e[n

ti)

ou;).

나무를

(150b) 그리고 불을 붙였다.

(150b)

kai. pu/r h-pte)

(150b)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150b)

ta. de. polla. tw/n zw,|wn

(150b) 큰 두려움 가운데

(150b)

pollw| fo,bw|

(150b) 도망 가버렸다(avp)

(150b)

avpe,fuge\

(150b) 그러나 그 양과 그 소(bo)와

(150b)

h` de. oi=j kai. o` bou/j

(150b) 그 개(ku,)는 남았다(e;m)

(150b)

kai. o` ku,wn e;menon)

(150b) 그래서(ou[)

(150b)

ou[twj de,

(150b) 그때부터

(150b)

evx evkei,nou tou/ cro,nou

(150b) 이들은(ou-)

(150b)

ou-toi

(150b) 사람에게 친절하다.

(150b)

tw|/ avnqrw,pw| eivsi. fi,lioi)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46부터 150까지 읽어보라
The Spirit & the Miser (146), XXI
evn de. th|/ auvth|/ po,lei ou- h= o` cruso.j kai. avnqrwpo,j tij h=n plou,sioj kai.

aivscrokerdh.j w;n) tou,tw| ou=n nukto.j proselqw.n o` dai,mwn e;lexe toia,de\ w=
fi,le( ouvde.n dei/ evn fo,bw| se. ei=nai peri. evmou/) gnw,rimoj ga,r moi ei=
evkpollou/ h;dh kai. fi.loj) kai. div euvnv oian soi. nu/n prosh/lqon) Polu.n gar.
cruso.n e;cw evntau/qa( kai. ouvke,ti moi wvfe,limoj estai\ me,llw ga.r avpodhmei/n)
kai. tou/ton evn nw|/ e;cw dou/nai, tini\ sou/ de. ouvde,na eu-ron pisto,teron ouvde.
evpimele,steron) mo,noj ou=n a;cioj ei= tosou,tou dw,rou) au;rion toi,nun o;yei evn
me,sw| tw|/ oivkh,mati tou,tw| pa,nta to.n evmo.n cruso.n camai. kei,menon) meta. de.
tau/ta avph/lqen o` dai,mwn\ kai. div ovli,gou h`me,ra h=n\ kai. avnti. tou/ dai,monoj
o` cruso.j h=n evpi. th/j gh/j)
The Spirit & the Miser (147), XXII
kai. o` me.n dai,mwn penth,konta e;th avph/n evn th|/ v Asi,a|\ te,loj de. evxousi,a h=n

auvtw|/ eivj th.n prote,ran po,lin h[kein kai. pro.j to.n oi=kon euvqe,wj e;bh to.n
tou/ aivscrokedou/j avnqrw,pou) kai. w-de pro.j e`auto.n diele,geto\ peri. me.n
auvtou/ tou/ avndro.j ouvde,n moi safe,j evstin\ dia. ga.r penth,konta evtw/n i;swj
te,anhken\ peri/ de. tou/ crusou/ pa,nta moi h;dh dh/la\ evn avsfalei,a| gar ou-toj
gou/n e;stai)

kai. avlhqe.j h=n tou/to\ qh,kh ga.r h=n mega,lh kai. ivscura,( kai.

evnto.j tau,thj o` crusoj h=n\ o` de. avnh.r evpa,nw e;keito\

kai. evn th|/ ceiri.

au,tou/ h=san ai` klei/dej th/j qh,khj\ kai. nekro.j h=n) siti,wn ga.r evndei,a| evn
tosou,tw| plou,tw| avpe,qane) evn de. th|/ qh,kh| ouv mo,non to.n pri.n cruso.n eu-ren
o` dai,mwn(

avlla. kai. dipla,sion( u`po. tou/ qano,ntoj evpipo,nwj evn tou,tw|

cro,nw| sullego,menon)
Ariphernes in Hades (148), XXIII
plou,sioj h=n o` vArife,rnhj( kai. satra,phj ploow/n avnqrw,pwn) uvpo. de. no,sou

pote. evj pollh,n talaipwri,an kate,sth\ kai. te,loj avpe,qane) euvqu.j de,( kata. to.
to,te e;qoj( kate,bh evj A
[ idhn pro.j to.n Ai;akon( to.n dikasth.n tw/n nekrw/n)
kai. o` Ai;akoj e;fh ta,de( po,qen dh. h=lqej( kai. ti,j\ kai. poi/oj a;nqrwpoj ei=*
o` de. e;fh\ evgw. me.n Pe,rshj( ovno,mati A
v rife,rnhj( ei=con de. polla. e;th no,son
tina. deinh.n\ kai. ouvc oi-oj, t v h=n auvto.j th/j avrch/j kai. tou/ plh,qouj tou/
evkei/ evpimelei/sqai\ avlla. ta. toiau/ta pa,nta toi/j u`phre,taij kai. dou,loij
evpe,trepon\ evgw. de.. tw/n evmw/n siti,wn kai. potw/n pro,noian ei=con)
Ariphernes in Hades (149), XXIV
Ai;akoj avpekri,nato toia,de\ Pe,myw se toi,nun evj to. vHlu,sion) tou/to de. tw/n

avgaqw/n avndrw/n evsti cwri,on) o` de. `Ermh/j parh/n( kai. Tou/to( e;fh( a;diko,n
evsti\ ou-toj ga.r avrgo,j pou h=n( ouvde. a;xioj tosau,thj euvtuci,aj) o` de. Ai;akoj

meta. ge,lwtoj pollou/ avntei/pe toia,de\ avlla,( w= fi,le( ou-toj avno,hto,j evsti\
kai. toi/j avnqrw,poij plei/sta dh, kaka. gi,gnetai dia. tou.j avnoh,touj( ou-toj de.
avmei,nwn h-n tw/n a;llwn avnoh,twn div auvth.n th.n avrgi,an) ou-tw ga.r h-ssw
kaka. evge,neto tw|/ plh,qei) sh,meron de. evgw. h=n evn tw|/ dikasthriw|( kai. tou/
evkei dkivastou/ h;kouon) tou/to de. safe,j moi, evsti peri. auvtou/\ o` Ai;akoj
auvto.n evj to. vHlu,sion pemyei)
The Damaraioi (150), XXV
oi` Damarai/oi tou/ton to.n lo,gon le,gousi\ evkei,nw| tw|/ cro,nw| w-| h` gh/

evge,neto( h=n pantacou/ sko,toj\ oi` de. avgroi. de,ndra pantoi/a e'feron( avll v
ou;pw ou;te a;nqrwpon ou;te qhri,on ou;te o;rniqa ou;te ivcqu,n) de,ndron de. e[n
ti tre,fousi( kai. mhte,ra ovnoma,zousi\ evk ga.r tou,tou evxh/lqen o` pro/toj
anvqrwpoj\ kai. meta. tou/to e]teron de,ndron pa,nta ta. zw/a| evxe,pempe) o` de.
a;nqrwpoj calepw/j e;fere to.n sko,ton( kai. pu/r h-pte) ta. de. polla. tw/n zw,w
| n
pollw| fo,bw| avpe,fuge\ h` de. oi=j kai. o` bou/j kai. o` ku,wn e;menon) ou[twj de, evx
evkei,nou tou/ cro,nou ou-toi tw|/ avnqrw,pw| eivsi. fi,lioi)
(151)

oi` Li,buej deino.n ge,noj eivsi,n(
(

.

&wn &aj &wj

lu&w

lu,&wn(

lu,&ousa(

lu,&wj)

lu,s&w

lu,s&wn(

lu,s&ousa(

lu,s&on)

e;&bal&on

bal&w,n(

bal&ou/sa(

bal&o,n)

e;&lus&a

le,&luk&a

lu,s&aj(

lu,s&asa(

lu,s&an(

lu,s&antoj(

lus&a,shj(

lus&antoj(

leluk&w,j(

leluk&ui/a(

leluk&o,j(

leluk&o,toj(

leluk&ui,aj(

leluk&o,toj

lei,pw $ f. lei,yw( a. &lip&%
lei,pw
lei,pw

= e;&lip&on

= lei,yw(

The Lybians (151a), XXVI
[그 리비안들은 이상한 족속이다,] [①그리고
특이한(qa) 이야기들을,
①

가졌다.] [①그리고

:보냈다,

④

사람들이,

말한다.] [ 이전에(de....po)

⑤

④

②

그는:

⇢ ②

여러번(po)

③

그를

그것을(ou]j) 리비안이 운반했다(e;f).]

⑦

⑥

③

그들에 대해서

③

한 사람이

⑤

리비안

②

많은

④

노예를

⑤

생선과 함께

그의 친구에게

The Libyans are a strange race,

and men tell many singular tales about them. Once a man had a Libyan slave,

oi`

and he sent him often to a friend with fish, which the Libyan carried.

Li,buej deino.n ge,noj eivsi,n( kai. pollou.j kai. qaumasi,ouj lo,gouj peri. auvtw/n
le,gousin oi` a;nqrwpoi) e=ce de. ti,j pote dou/lon Li,bun( kai. polla,kij auvto.n
e;pempe pro.j fi,lon meta. ivcqu,wn( ou]j o` Li,buj e;feren)
qaumasi,ouj에서는 pollou.j(많은)가

사용되면

kai.가

pollou.j kai.

따라온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and 없이 many singular라 옮긴 점이다 >(114교).

(151b), XXVI
[②그러나 ①그 ③친구는 욕심이 많았다(aivs),] [①그리고(ouv) ④그 노예는 ⑥그로부터
그의 수고(po,)에 대한 답례(avn)로서

⑦

⑤

어떤 선물 조차도,

결코(ou;)

받지(e;l)

③

②

못했다.] [①그래서 마침내(te,) ②그는:⇢ ④그의 인색함(aiv) 때문에 ③그에 대해서(evk)
화가 났다(evc),

②

⑤

그리고

⑥

그는:⇢

:싶지(h;q) 않았다.] [①그러나
[①그리고
⑧

③

그의 주인이(de)

아래와 같이

⑤

어떤

②

아무것도

그는:⇢

③

⑧

더 이상(e;t)

자유롭게(evl)

④

⑩

⑥

전략을(mh)

될(ge)

:세웠다(evx).]

⑦

그에게로

⑤

그를 강요했다(hvn).] [①그리고

다른(a;l)

④

⑦

③

②

수가

③

이것

⑨

운반하고

:없었다.]

②

때문에,

그는:⇢

⑦

But the friend

was miserly, and the slave never got any gift from him in return for his trouble.
So at last he grew angry with him on account of his stinginess, and he was not
willing to carry anything to him any more. But he was not able to become free,
and his master forced him. And on account of this he devised another
stratagem as follows.

o` de. fi,loj h=n aivscrokerdh,j( ouvde. e;laben ou;pote

o` dou/loj dw/ron ouvde.n par v auvtou/ avnti. tou/ po,nou) w[ste te,loj evcale,painen

evkei,nw| dia. th.n aivscroke,rdeian kai. ouvk h;qelen ouvde.n e;ti fe,rein pro.j
auvto,n) avll v ouvc oi-oj, t v h=n evleu,qeroj gene,sqai) kai. hvna,gkazen auvto.n o`
despo,thj) kai. dia. tou/to a;llhn tina. mhcanh.n evxeu/re toia,nde)
aivscroke,rdeia

인색함 stinginess,

강요하다 force.

avnti,

angry,

de,spota

lord, master, owner.

evcale,painen

&eu/ron%

세우다 devise.

e;laben%

운반하다 carry,

ouvde,

부정어

ouvk에

evleu,qeroj

gene,sqai

lamba,nw $ a. e;labon%

아무(것)나...아니다,

노동 (hard) labor,
또 다른 부정어

e;ti

h;qele

더 이상 any

evxeuri,skw $ a.

자유로운 free,

되다 become,

avnagka,zw

화를 내다 sorely

주인 vocative,

싶지 willing,

mhcanh,

얻다 get,

...조차도...않음 not even, and not;

ouvdemi,a, ouvde,n
po,noj, ou, o`

despo,thj ou o`

(InIpA3),

욕심이 많은 miserly,

calepai,nw

g 답례로서 in return for,

more,

stratagem.

aivscrokerdh,j

ouvde.n

ouvdei,j ouvdemi,a ouvde,n

lamba,nw $ a.

전략

(4n) from

ouvdei,j,

형용사, 어떤 no,

ouvk h;qelen ouvde.n e;ti fe,rein pro.j auvto,n)에선

ouvde.n을

첨가해서 not...nor를 뜻한다 >(124구).

The Lybians (152a), XXVII
③

[ 이전에
그가:⇢

⑧

v

④

고기를
(a])

운반하면서,

⑤

그릇에(le) 있던

⑩

구두쇠(aiv)는

③

①

⑪

④

⑧

화를 냈고,

[①젊은이여(ne),

③

가져 올 것이며,

⑤

너는

②

내가:⇢

그가:⇢

⑥

그의 집으로 :들어왔기

⑨

모든 것을

아래와 같이

때문에,

⑦

그리고는

:아래로 던졌다(ka).] [②그래서 그①

⑧

말하면서(le,)

⑦

⑥

그를

침착하지(a;g) 못하다:] [②그러므로
너에게 소유자(pr)의

④

②

③

본(pa)을

⑤

학대했다(wvn):]

⑤

①

내 자신이 그 고기를

:보여주겠다(dw).]

For,

once carrying a fish, he came into his house, and threw down everything which
he had on the plate. And the miser got angry and abused him, saying as
follows: 'Young man, you are awkward: I myself therefore will bring in the fish,
and will give you an example of propriety.'

fe,rwn ga,r pote ivcqu,n(

eish/lqen eivj to.n evkei,nou oi=kon( kai. kate,bale pa,nta a] ei=cen evpi. tou/

lekani,ou) o` de. aivscrokerdh,j evcale,paine( kai. wvnei,dizen auvto,n( le,gwn
toia,de\ w= neani,a( a;groikoj ei=\ auvto.j ou=n to.n ivcqu.n eivsoi,sw( kai.
para,deigma, soi dw,sw tou/ pre,pontoj)
aivscrokerdh,j

di,dwmi $ f. dw,sw%

구두쇠 miser,

kataba,llw $ aor. e;&bal&on%
접시, 그릇 plate,

neani,aj

던지다 throw down,

침착한 awkward,

주다 give.

ei=con $ aor. &e;xw% ,

le,gw

말하다 say,

ovneidi,zw

젊은이 Young man,

para,deigma atoj( to,, (paradei,knumi)

a;groikoj

본 a pattern,

leka,nion

학대하다 abuse,

to. pre,pon

n 소유자

propriety,

(152b), XXVII
[①그리고

②

⑧

올바르게(pr)

그것을

⑨

③

이것을 예기하고 나서,

의자에(e[d)

④

‘④우리는:⇢

⑦

앉아서,

⑪

그리고

④

그는:⇢

⑤

그 그릇을 :들었다,

:가지고 들어왔다(eiv).] [②그리고

⑧

품위있게(ca)

⑨

그 선물을

⑥

당신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①

③

리비안은

⑩

취했다.] [①그리고

⑤

당신에게 많이

아름다운 젊은이여! 그리고는 보라!] [③내가:⇢

그

②

당신에게

③

⑥

그리고

⑤

그의

그에게

②

말했다:

④

:감사한다.] [오! 가장

한 드라크마(dr)를 :준다.]

①

Αnd having said this, he took the plate, and brought it in properly. And the
Libyan, sitting in his chair, took the gift gracefully, and said to him: 'We give
you much gratitude in return for your trouble, O most beautiful youth, and

kai. tou/to eivpw,n( e;labe to. leka,nion( kai.

behold! I give you a drachma.'

eivse,fere prepo,ntwj) o` de. Li,buj( kaqh,menoj evn th|/ evkei,nou e[dra|( carie,ntwj
e;labe to. dw/ron( kai. ei=pen auvtw|/\ ca,rin soi. pollh,n e;comen avnti. tou/ po,nou(
w= ka,lliste neani,a( kai. ivdou,( dracmh.n soi. di,dwmi)
e[dra

f 의자 chair,

prepo,ntwj

fe,rw $ eivj

올바르게 properly,

감사를 드린다 give gratitude,

in%

$ f. oi;sw(

a.

h;negkon%

laμba,nw $ a. e;&lab&on%

carie,ntwj

dracmh,

n drachma.

가져오다 bring,

취했다 took,

품위있게 gracefully,

ca,rin e;cein

Thy Egypian (153a), XXVIII
[②글은(gr) ①야만인들에게는(ba) 아주 놀랍고 신적인 것으로 보인다(fa).] [②이전에
(o]j)

⑤

⑧

⑥

이집트

노예를

⑨

아름답고 단,
매개해서,

①

개가 있다는

⑥

가진,

④

④

③

어떤

10개의 사과들(mh,)을

그를(to)

⑤

⑦

주인이

①

있었다.] [②그리고

w)-|

그 속에(evn

⑦

친구에게 :보냈다.] [②그리고

사과들의 숫자를(avr)

속에 그는 넣었다(e;q).]

⑤

그 속에(evn

h)-|

③

그는:

그가 숨겨놓은(e;k)

⑧

③

가장

부대를 (qu,)

⑥

①

그 사과들과

그가 적은,

⇢ ⑩

함께,

열(de,)

⑦

④

한 편지를 그 부대

Writing appears to barbarians to be a very wonderful

and divine. There once was a certain master who had an Egyptian slave. And
he sent him to a friend, bearing a bag in which he had hidden ten most
beautiful and sweet apples. And with the apples he put a letter into the bag, in
which he wrote the number of the

apples, that there were ten.

toi/j

barba,roij pa,nu qauma,sion kai. qei/on fai,netai ei=nai to. gra,fein) h=n pote.
despo,thj tij o]j dou/lon ei=cen Aivgu,ption) tou/ton de. e;pemye pro.j fi,lon(
fe,ronta qu,lakon evn w-| e;kruye de,ka mh/la ka,llista kai. h[dista) meta. de.
tw/n mh,lwn evpistolh.n evj to.n qu,lakon e;qhke( evn h-| e;graye to.n avriqmo.n
tw/n mh,lwn( o[ti de,ka evsti,)
number,

ba,rbaroj

야만인 barbarian,

gra,fw $ a.f. &gray&%

$ a. e;kruya%
e;qhka%

적다 Write,

숨기다 hide,

넣다 put,

Aivgu,ptioj

qei/oj

to. gra,fein

de,ka

mh,lwn

avriqmo,j

이집트 Egyptian,

fai,netai

열 ten.
사과 apple,

신적인 divine,

e;kruya

qu,lakoj

숫자

보인다 appears,

(IdAoA1)

부대 bag,

kru,ptw

ti,qhmi $ a.

= [중성 정관사+부정사] = 동명사나 writing에

해당하는 동사를 표현한다 >(110기). he had hidden =

e;kruye는

부정과거인데,

이로서 대과거를 표현하지만 표현력이 약하다 >(120구).

(153b), XXVIII
[②그리고 ⑩그 이집트 사람들은 ⑨대체로(w`j evpi. to. p) ⑥믿을 수 없⑧기 ⑦때문에,
그는:⇢

③

⑤

그 노예를

의심(u`p)해서

④

①

이것을 :행했다.] [②그리고

⑤

그 태양이

뜨거워(qe)

③

④

졌을

①

⑥

때,

그리고

목이 말(di,)랐다.] [①마침내 사과들

⑧

⑦

그 노예는

두 개를 들어내서(evx) 사과들을 그는 먹어버렸다(ka).] [②그러나

②

중에서
③

⑤

나머지들을

:갔다(avf),

다시(au=) 숨긴 후에,

④

그 부대 속에

⑨

그리고

⑪

모두를(a[p)

⑩

그는:⇢

⑧

그에게 주었다.

⑦

그 주인의

①

그

⑥

그 친구에게로

And this he did from suspicion

about the slave: for the Egyptians are for the most part faithless. And when the
sun became hot, and the slave was thirsty, at last having taken out two of the
apples, he ate them up. But having again hidden the rest in the bag, he came

tau/ta de. e;drasen

to the friend of his master and gave all to him

u`poyi,a| th|/ peri. tou/ dou,lou\ a;pistoi ga,r eivsin w`j evpi. to. polu. oi`
Aivgu,ptioi) w`j de. qermo.j evge,neto o` h[lioj( kai. di,yan ei=cen o` dou/loj( te,loj
du,o evxelw.n tw/n mh,lwn kate,fage) ta. de. loipa. au=qij kru,yaj evn tw|/ qula,kw|(
pro.j to.n fi,lon tou/ despo,tou avfi,keto kai. e;dwden a[panta)
avfikne,omai

again,

갔다(오다) come.

u`poyi,a

의심 suspicion,

대체로 for the most part,

u`poyi,a| th|/ peri. tou/ dou,lou에서 peri. tou/ dou,lou가 u`poyi,a에만
한다는 것을 정관사

th|가
/

qermo.j

먹어버렸다 eat up,

w`j evpi. to. polu,

다시

evx&aire,w $ &ei=lon%

f 목마름 thirst,

kat&esqi,w $ a. kat&e,fagon%

들어내다 take out,
뜨거워 hot,

di,ya

au=qij

연결되어야

표기해 준다 >(110그).

The Egyptian (154a), XXIX
[②그리고
것을

①

⑤

친구는

그 부대를

⑨

⑦

그리고 그 편지를

그가(evk):⇢

⑦

⑤

부대 속에

⑨

③

그

그리고

⑪

⑥

10개를

④

아래와 같이

:보냈다는

] [①오 녀석아!

⑩

취해서

그것을 열면서(avn)

⑥

발견했다.] [②그리고

⑦

남아 있었다.

④

⑤

것을

①

이것을

말했다:] [②그리고

④

‘너는

10개 사과들을 받았(la)으면서도,

②

읽은(avn) 후에,

:알았다.] [②그러나

따라서 화가 오르면서,

그는:⇢

⑦

①

③

이제는

⑧

너는:⇢

①

④

그는:⇢

8(ovk)개가

그 노예를 :학대했다(evl),

거짓이요(ye)

⑤

사과들 8개가 있는

③

④

⑥

⑧

④

③

오직

믿을 수 없(a;p)④다
③

8개만 :돌려 주었

다(avp)]

And the friend taking the bag and opening it, found the apples, being

eight, and the letter. And having read this, he discovered that he sent ten, but
only eight remained now in the bag. Accordingly, growing angry, he abused the
slave, and said as follows: 'You are false and untrustworthy, fellow, since having

o` de. fi,loj labw.n to.n

received ten apples you have only given back eight.

qu,lakon kai. avnoi,xaj( eu-re ta. mh/la( ovktw. o;nta( kai. th.n evpistolh,n) tau,thn
de. avnagnou,j( e;maqen o[ti de,ka me.n e;pemyen evkei/noj( oktw. de. nu/n me,nei evn
tw|/ qula,kw|) w[ste calepai,nwn evloido,rhse to.n dou/lon kai. e;lexe toia,de\
yeudh.j kai. a;pistoj ei=( w= a;nqrwpe( o[stij de,ka mh/la labw.n ovktw. mo,non
avpe,dwkaj)
read,

a;nqrwpoj

avnoi,xaj

avpodi,dwmi

avnoi,gw

PaAoAm1 from

causal relative.

yeudh,j

8 eight,

avpe,dwkaj

o[stij h[tij o[ ti

avnagnou,j%

p.

읽다

IdAoA2, from

loidore,w

받다 receive,

발견하다 discover,

oktw.

avnagignw,skw $ a.

열다 open,

lamba,nw

주다 give away,

manqa,nw $ a. &maq&%

qu,lakon

녀석 fellow,

학대하다 abuse,

이유절을 나타내는 관대

labw.n(PaAoA1m) to.n

거짓된 false,

= taking the bag에서 보듯이 그리스어의 부정과거를 영어에서는 현재분사

로 옮겼다 >(120디).

de,ka me.n...( oktw. de.에서 me.n...de.가

다른 숫자를 표기하면서

이견을 나타낸다 >(123거).

(154b), XXIX
[①왜(dia.

ti,)

너는:⇢

③

②

변명을(pr) 만들어 낸다(ka)는 것은
[①‘그
⑥

③

편지,

④

그것이:⇢ 그는

그리고 모든 것을

⑧

것을 :고백했다(w`m).

말했기
④

쓸모없고(avnw)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다(e;d):]
④

자신에게

②

때문에,

⑦

:말했다(h;g),

Why have you stolen the two?

그를

⑥

내가 먹는 것을(evs)

나는 추측한다’(dh).] [①그래서

그리고 많이 울면서(da)
③

거짓된(ye)

③

①

⑤

부탁했다(h;t
| ).] [①그리고 그는

⑤

[②그러나 그에게는

그 두 개를 :훔쳤느냐?]

보았고

그는:⇢

용서를(sug) 허락하라고

⑦

용서했고(su)

②

③

⑤

②

모든

⑥

그에게

④

그리고 그는 가 버렸다.]

But to him it seemed to be useless and foolish

to make a false excuse: 'for the letter,' he said to himself, 'saw me eating, and
told everything, I suppose.' So he confessed everything, and weeping much,

dia. ti,

asked him to grant pardon. And he pardoned him: and he went away.

ta. du,o e;kleyaj* tw|/ de. avnwfele.j kai. avno,hton e;doxen ei=nai( yeudh/ pro,fasin
kataskeua,zein\ h` ga.r evpistolh,( e;fh pro.j e`auto.n( ei=de, me evsqi,onta kai.
pa,nta dh,pou h;ggeile) w[ste pa,nta w`molo,ghse kai. polu. dakru,wn h;|thsen
auvto.n suggnw,mhn e;cein) kai. evkei/noj sune,gnw auvtw|/( kai. avph/lqe)
aivte,w $ a. h;t| hsa%
쓸모없는 useless,
(IdAoA2) from

dakru,w

kle,ptw

$ a. w`molo,ghsa%
sune,gnwn%

부탁하다 ask,

avgge,llw $ a. h;ggeila%

울다 weep,

용서하다 pardon,

pro,fasij

suggnw,mh

avnwfelh,j

내가 추측한다 I suppose,

kataskeua,zein

훔치다 steal,

고백하다 confess,

dh,pou

말하다 tell,

만들어 내다 make,

f 변명 excuse,

용서 pardon,

e;kleyaj
o`mologw/

suggignw,skw $ a.

e;kleyaj

= have you

stolen에서 보듯이 그리스어의 부정과거를 영어로는 완료를 >(120고).

The Egyptian (155a), XXX
[②그리고 ①다시 ③그 주인은, ⑪20(ei;) 개 사과들과 편지를(4) ⑩가진 ⑨그 부대를
⑧

⑦

전에처럼

[②그리고

①

명령하므로(evg)

⑥

운반하도록

모든 것이

전과 같이(pr)

④

⑤

그 노예를 그 같은 친구에게

일어났다(evg).]

③

④

보냈다.]

And again the master sent

the slave to the same friend, bidding him carry the bag as before, having twenty
apples in a letter. And everything occurred as before.

au=qij de. o` despo,thj

e;pemye to.n dou/lon pro.j to.n auvto.n fi,lon( evgleu,saj fe,rein w`j pa,roiqen
to.n qu,lakon( e;conta ei;kosi mh/la kai. evpistolh.n) pa,nta de. evge,neto w[sper
kai. pro,teron)

$ a. evke,leusa%

ei;kosi
명령하다 bid,

20 twenty,

evge,neto

일어났다 occurred,

keleu,w

(155b), XXX
[④

태양

을

열(ka)로 인해서

③

지쳤고(avc)

①

먹기를 :바랬다(evb).] [②그러나,

⑦

④

③

때문에

⑩

아래

⑧

두 개의 사과들을

⑤

④

⑧

⑦

③

②

멀리

⑨

그 사과들

⑤

알기(ei,)

어떤(ti)⑪큰

그것을

⑫

물러나서(avp),

⑤

처음에는

⑧

그는:

얼마나 많은(o`p) 사과가 있는지를

거기로부터(evn)

:끄집어냈다.

⑥

때문에,

⑥

두려워하면서(fo), 그는

숨겼다,] [①그리고

②

심하게 목말랐기

①

그 편지를

⑦

⑤

그리고 그들을 먹어버렸다.]

그는:⇢

⑥

⑬

돌

다시(au=)

For, distressed

with the heat of the sun, and having terrible thirst, he wished to eat the apples.
But fearing the letter, as knowing how-many apples there were, first he hid it
under a great stone, and having retired far from thence, he again took out two
apples and ate them up.

avcqo,menoj ga.r tw|/ kau,mati tou/ h`li,ou( kai.

deinh.n de,yan e;cwn( evbou,leto evsqi,ein ta. mh/la) fobou,menoj de. th.n
evpistolh.n( w`j eivdui/an o`po,sa mh/la, evsti( prw/ton me.n e;kruyen auvth.n u`po.
me,gan tina. li,qon( kai. avpocwrh,saj makra.n evnteu/qen( evxei/len au=qij du,o
mh/la kai. kate,fage)
eivdui/an
thence,

avcqo,menoj

(PaPeAAf) 알기 knowing, from

fobou,menoj

많은 how-many,

지쳤고 distressed,

oi=da

알다.

evnteu/qen

kau/ma

두려워하면서 fearing,

u`pocwre,w $ a. &ecw,rhsa%

bou,lomai

바라다 wish,

거기로부터 from

o`po,soj

n 열 heat,

얼마나

물러나서 retire,

(155c), XXX
[②그리고
편지를

①

이것을

③

행한후에

취해서(avn),

⑧

④

그는:

⇢

다시⑤

그 푸대 안으로(eiv)

⑪

⑩

⑥

그 돌로

나를

⑧

반대해서(ka)

⑩

모든 것을 말했었던

:돌아왔다(avp),

넣었다.] [②그의 기교를(te,)

(h`d) 그는 말했다:] [①‘오 가장 미운 글(gr)이여,
⑨

④

⑤

너를

②

이제

③

정말

내가:⇢

⑥

근사하게(ka)

④

⑦

그리고

①

⑦

⑨

그

기뻐하면서

전에(pr)

:속였구나(evx).’]

⑥

And having done this, he went back again to the stone, and having taken up
the letter, put it into the bag, being pleased with his skill, and saying, O most
hateful writing, now indeed I have splendidly deceived you, having before told
everything against me.

tau/ta de. poih,saj avph/lqen au=qij pro.j to.n li,qon kai.

avnelw.n th.n evpistolh.n kate,qhken eivj to,n qu,lakon( h`do,menoj th|/ e`autou/
te,cnh|( kai. le,gwn\ w= evcqi,sth grafh,( nu/n dh. kalw/j se. evxhpa,thsa( pro,teron
pa,nta kat v evmou/ avggei,lasan) eivj
속이다 deceive,

grafh,

근사하게 splendidly,

evxhpa,thsa

f 글 writing,

kata,

a 안으로 into,

h`do,menoj

g 반대해서 against,

evxhpata,w$ a. &hpa,ths&%

기뻐하면서 pleased,

te,cnh

기교 skill,

kalw/j

kalw/j se.

= I have splendidly deceived you에서도 그리스어의 부정과거를 영어의

완료로 옮겼다(120고).

(151a) 그 리비안들은

(151a)

oi` Li,buej

(151a) 이상한 족속이다,

(151a)

deino.n ge,noj eivsi,n(

(151a) 그리고 많은

(151a)

kai. pollou.j

(151a) 그리고 특이한(qa) 이야기들을

(151a)

kai. qaumasi,ouj lo,gouj

(151a) 그들에 대해서

(151a)

peri. auvtw/n

(151a) 사람들이 말한다

(151a)

le,gousin oi` a;nqrwpou)

(151a) 가졌다.

(151a)

e=ce

(151a) 이전에(de....po) 한 사람이

(151a)

de. ti,j pote

(151a) 리비안 노예를

(151a)

dou/lon li,bun(

(151a) 그리고 여러번(po)

(151a)

kai. polla,kij

(151a) 그는 그를 보냈다

(151a)

auvto.n e;pempe

(151a) 그의 친구에게

(151a)

pro.j fi,lon

(151a) 생선과 함께

(151a)

meta. ivcqu,wn(

(151a) 리비안이 운반했다(e;f) which

(151b)

ou]j o` li,buj e;feren)

(151b) 그러나 그 친구는

(151b)

o` de. fi,loj

(151b)

h=n aivscrokerdh,j(

(151b) 욕심이 많았다(aiv

h,j)

(151b) 조차도 결코(ou;) 받지(e;l) 못했다. (151b)

ouvde. e;laben ou;pote

(151b) 그 노예는

(151b)

o` dou/loj

(151b) 어떤 선물

(151b)

dw/ron ouvde.n

(151b) 그로부터

(151b)

par v auvtou/

(151b) 그의 수고(po,)에 대한 답례(avn)로서 (151b)

avnti. tou/ po,nou)

(151b) 그래서 마침내(te,)

(151b)

w[ste te,loj

(151b) 그는 그에 대해서(evk) 화가 났다(evc).

(151b)

evcale,painen evkei,nw|

(151b) 그의 인색함(aiv) 때문에

(151b)

dia. th.n aivscroke,rdeian

(151b) 그리고 그는 싶지(h;q) 않았다.

(151b)

kai. ouvk h;qelen

(151b) 아무것도

(151b)

ouvde.n

(151b) 더 이상(e;t) 운반하고

(151b)

e;ti fe,rein

(151b) 그에게로

(151b)

pro.j auvto,n)

(151b) 그러나

(151b)

avll v

(151b) 그는 수가 없었다.

(151b)

ouvc oi-oj, t v h=n

(151b) 자유롭게(evl) 될(ge)

(151b)

evleu,qeroj gene,sqai)

(151b) 그리고 강요했다(hvn)

(151b)

kai. hvna,gkazen

(151b) 그의 주인이(de) 그를

(151b)

auvto.n o` despo,thj)

(151b) 그래서 이것 때문에

(151b)

kai. dia. tou/to

(151b) 다른(a;l) 전략을(mh)

(151b)

a;llhn tina. mhcanh.n

(151b) 그는 아래와 같이 세웠다(evx).

(151b)

evxeu/re toia,nde)

(152a) 운반하면서, 때문에

(152a)

fe,rwn ga,r

(152a) 이전에 고기를

(152a)

pote ivcqu,n(

(152a) 그가 들어왔다

(152a)

eish/lqen

(152a) 그의 집으로

(152a)

eivj to.n evkei,nou oi=kon(

(152a) 그리고는

(152a)

kai.

(152a) 모든 것을 아래로 던졌다(ka).

(152a)

kate,bale pa,nta

(152a) 그가

(152a)

a] ei=cen

(152a) 그릇에(le)

(152a)

evpi. tou/ lekani,ou)

(152a) 그래서 그 구두쇠(aiv)는

(152a)

o` de. aivscrokerdh,j

(152a) 화를 냈다

(152a)

evcale,paine(

(152a) 그리고 그를 학대했다

(152a)

kai. wvnei,dizen auvto,n(

(152a)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le,)

(152a)

le,gwn toia,de\

(152a) 젊은이여(ne),

(152a)

w= neani,a(

(152a) 너는 침착하지(a;g) 못하다:

(152a)

a;groikoj ei=\

(152a) 그러므로 내 스스로

(152a)

auvto.j ou=n

(152a) 그 고기를 가져 올 것이며

(152a)

to.n ivcqu.n eivsoi,sw(

(152a) 본(pa)을

(152a)

kai. para,deigma,

(152a)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dw).

(152a)

soi dw,sw

(152a) 소유자(pr)의

(152a)

tou/ pre,pontoj)

(152b) 그리고 이것을 예기하고 나서

(152b)

kai. tou/to eivpw,n(

(152b) 그는 그 접시를 들었다

(152b)

e;labe to. leka,nion(

있던 which

(152b)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다(eiv)(152b)

kai. eivse,fere

(152b) 올바르게(pr)

(152b)

prepo,ntwj)

(152b) 그리고 그 리비안은

(152b)

o` de. Li,buj(

(152b) 앉아서,

(152b)

kaqh,menoj

(152b) 그의 의자에(e[d)

(152b)

evn th|/ evkei,nou e[dra|(

(152b) 품위있게(ca) 취했다.

(152b)

carie,ntwj e;labe

(152b) 그 선물을

(152b)

to. dw/ron(

(152b)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152b)

kai. ei=pen auvtw|/\

(152b) 당신에게 많이 감사한다

(152b)

ca,rin soi. pollh,n

(152b) 우리는

(152b)

e;comen

(152b)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152b)

avnti. tou/ po,nou(

(152b) 오! 가장 아름다운

(152b)

w= ka,lliste

(152b) 젊은이여!

(152b)

neani,a(

(152b) 그리고는 보라!

(152b)

kai. ivdou,(

(152b) 한 드라크마(dr)를

(152b)

dracmh.n

(152b) 내가 당신에게 준다.

(152b)

soi. di,dwmi)

(153a) 야만인들에게는(ba)

(153a)

toi/j barba,roij

(153a) 아주 놀랍고

(153a)

pa,nu qauma,sion kai.

(153a) 신적인

(153a)

qei/on

(153a) 것으로 보인다(fa).

(153a)

fai,netai ei=nai

(153a) 글은(gr)

(153a)

to. gra,fein)

(153a) 이전에 있었다.

(153a)

h=n pote.

(153a) 어떤 주인이

(153a)

despo,thj tij

(153a) 이집트 노예를 가진 who

(153a)

o]j dou/lon ei=cen Aivgu,ption)

(153a) 그런데 그는 그를(to) 보냈다.

(153a)

tou/ton de. e;pemye

(153a) 친구에게

(153a)

pro.j fi,lon(

(153a) 부대를(qu,) 매개해서

(153a)

fe,ronta qu,lakon

(153a) 그 속에 그가 숨겨놓은(e;k)

(153a)

evn w-| e;kruye

(153a) 10개 사과들(mh,)을

(153a)

de,ka mh/la

(153a) 가장 아름답고 단(h[d)

(153a)

ka,llista kai. h[dista)

(153a) 그리고 그 사과들과 함께

(153a)

meta. de. tw/n mh,lwn

(153a) 한 편지를

(153a)

evpistolh.n

(153a) 그 부대 속에

(153a)

evj to.n qu,lakon

(153a) 그는 넣었다(e;q).

(153a)

e;qhke(

(153a) 그 속에 그가 적은

(153a)

evn h-| e;graye

(153a) 사과들의 숫자를(avr)

(153a)

to.n avriqmo.n tw/n mh,l, wn(

(153a) 열(de,) 개가 있다는

(153a)

o[ti de,ka evsti,)

(153b) 그는 이것을 행했다

(153b)

tau/ta de. e;drasen

(153b) 의심(u`p)해서

(153b)

u`poyi,a| th|/

(153b) 그 노예를

(153b)

peri. tou/ dou,lou\

(153b)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53b)

a;pistoi ga,r eivsin

(153b) 대체로(w`j

(153b)

w`j evpi. to. polu.

(153b) 그 이집트 사람들은

(153b)

oi` Aivgu,ptioi)

(153b) 그리고 뜨거워(qe) 졌을 때,

(153b)

w`j de. qermo.j evge,neto

(153b) 그 태양이

(153b)

o` h;lioj(

(153b) 그리고 목이 말(di,)랐다.

(153b)

kai. di,yan ei=cen

(153b) 그 노예는

(153b)

o` dou/loj(

(153b) 마침내

(153b)

te,loj

(153b) 두 개를 들어내서(evx)

(153b)

du,o evxelw.n

(153b) 사과들 중에서

(153b)

tw/n mh,lwn

(153b) 그는 그들을 먹어버렸다(ka),

(153b)

kate,fage)

(153b) 그러나 그 나머지들을

(153b)

ta. de. loipa.

(153b) 다시(au=) 숨긴 후에

(153b)

au=qij kru,yaj

(153b) 그 부대 속에

(153b)

evn tw|/ qula,kw|(

(153b) 그 친구에게로

(153b)

pro.j to.n fi,lon

(153b) 그 주인의

(153b)

tou/ despo,tou

(153b) 그는 갔다(avf)

(153b)

avfi,keto

(153b) 그리고 그에게 주었다.

(153b)

kai. e;dwden

(153b) 모두를(a[p)

(153b)

a[panta)

(154a) 그리고 그 친구는

(154a)

o` de. fi,loj

(154a) 그 부대를 취해서

(154a)

labw.n to.n qu,lakon

evpi. to. p)

(154a) 그것을 열면서(avn)

(154a)

kai. avnoi,xaj(

(154a) 사과들 발견했다.

(154a)

eu-re ta. mh/la(

(154a) 8개가 있는 것을

(154a)

ovktw. o;nta(

(154a) 그리고 그 편지를

(154a)

kai. th.n evpistolh,n)

(154a) 그리고 이것을 읽은(avn) 후에,

(154a)

tau,thn de. avnagnou,j(

(154a) 것을 그는 알았다

(154a)

e;maqen o[ti

(154a) 10개를

(154a)

de,ka me.n

(154a) 그가 보냈다는

(154a)

e;pemyen evkei/noj(

(154a) 그러나 이제는 8(ovk)개가

(154a)

oktw. de. nu/n

(154a) 남아 있었다.

(154a)

me,nei

(154a) 부대 속에

(154a)

evn tw|/ qula,kw|)

(154a) 따라서 화가 오르면서,

(154a)

w[ste calepai,nwn

(154a) 그는 그 노예를 학대했다,

(154a)

evloido,rhse to.n dou/lon

(154a) 그리고 말했다:

(154a)

kai. e;lexe

(154a) 아래와 같이

(154a)

toia,de\

(154a) ‘거짓이고 (ye)

(154a)

yeudh.j kai.

(154a) 너는 믿을 수 없는...이다.

(154a)

a;pistoj ei=(

(154a) 녀석(a;n) who

(154a)

w= a;nqrwpe(

(154a) 으면서도

(154a)

o[stij

(154a) 10개 사과들을 받았(la)

(154a)

de,ka mh/la labw.n

(154a) 오직 8개만

(154a)

ovktw. mo,non

(154a) 너는 돌려주었기(avp)

(154a)

avpe,dwkaj)

(154b) 왜(dia.

(154b)

dia. ti,

ti,)

(154b) 너는 그 두 개를 훔쳤느냐? (154b)

ta. du,o e;kleyaj*

(154b) 그러나 그에게는

(154b)

tw|/ de.

(154b) 쓸모없는(avn)

(154b)

avnwfele.j

(154b) 그리고 어리석은

(154b)

kai. avno,hton

(154b) 것으로 보였다(e;d):

(154b)

e;doxen ei=nai(

(154b) 거짓된(ye) 변명을(pr)

(154b)

yeudh/ pro,fasin

(154b) 만들어 낸다(ka)는 것은

(154b)

kataskeua,zein\

(154b) 그 편지, 때문에

(154b)

h` ga.r evpistolh,(

(154b) 그가 말했다

(154b)

e;fh

(154b) 자신에게

(154b)

pro.j e`auto.n(

(154b) 그것이 보았고

(154b)

ei=de,

(154b) 내가 먹는 것을(evs)

(154b)

me evsqi,onta

(154b) 그리고 모든 것을

(154b)

kai. pa,nta

(154b) 나는 추측한다(dh)

(154b)

dh,pou

(154b) 말했다,

(154b)

h;ggeile)

(154b) 그래서

(154b)

w[ste

(154b)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w`m).

(154b)

pa,nta w`molo,ghse

(154b) 그리고 많이 울면서(da)

(154b)

kai. polu. dakru,wn

(154b) 그에게 부탁했다(h;|t).

(154b)

h;t| hsen auvto.n

(154b) 용서를(sug) 허락하라고

(154b)

suggnw,mhn e;cein)

(154b) 그리고 그는

(154b)

kai. evkei/noj

(154b) 그를 용서했고(su)

(154b)

sune,gnw auvtw|/(

(154b) 그리고 그는 가 버렸다.

(154b)

kai. avph/lqe)

(155a) 그리고 그 주인은 다시

(155a)

au=qij de. o` despo,thj

(155a) 그 노예를 보냈다.

(155a)

e;pemye to.n dou/lon

(155a) 그 같은 친구에게

(155a)

pro.j to.n auvto.n fi,lon(

(155a) 운반하도록 명령하므로(evg)

(155a)

evgleu,saj fe,rein

(155a) 전에처럼

(155a)

w`j pa,roiqen

(155a) 그 부대를

(155a)

to.n qu,lakon(

(155a) 가진

(155a)

e;conta

(155a) 20(ei;) 개 사과들과

(155a)

ei;kosi mh/la kai.

(155a) 편지를(4)

(155a)

evpistolh.n)

(155a) 그리고 모든 것이

(155a)

pa,nta de.

(155a) 일어났다(evg).

(155a)

evge,neto

(155a) 전과 같이(pr)

(155a)

w[sper kai. pro,teron)

(155b) 지쳤으며(avc) 때문에,

(155b)

avcqo,menoj ga.r

(155b) 태양 열(ka)로 인해서

(155b)

tw|/ kau,mati tou/ h`li,ou(

(155b) 그리고 심하게 목말랐기

(155b)

kai. deinh.n de,yan e;cwn(

(155b) 그는 먹기를 바랐다(evb)

(155b)

evbou,leto evsqi,ein

(155b) 그 사과들을

(155b)

ta. mh/la)

(155b) 두려워하면서(fo),

(155b)

fobou,menoj de.

(155b) 그 편지를

(155b)

th.n evpistolh.n(

(155b) 알기(ei,) 때문에

(155b)

w`j eivdui/an

(155b) 얼마나 많은(o`p) 사과가 있는지를

(155b)

o`po,sa mh/la, evsti(

(155b) 처음에는

(155b)

prw/ton me.n

(155b) 그는 그것을 숨겼다,

(155b)

e;kruyen auvth.n

(155b) 어떤 큰 돌 아래

(155b)

u`po. me,gan tina. li,qon(

(155b) 그리고 멀리 물러나서(avp),

(155b)

kai. avpocwrh,saj makra.n

(155b) 거기로부터(evn)

(155b)

evnteu/qen(

(155b) 그는 다시(au=) 끄집어냈다.

(155b)

evxei/len au=qij

(155b) 두 개의 사과들을

(155b)

du,o mh/la

(155b) 그리고 그들을 먹어버렸다.

(155b)

kai. kate,fage)

(155c) 그리고 이것을 행한후에

(155c)

tau/ta de. poih,saj

(155c) 그는 다시 돌아왔다(avp).

(155c)

avph/lqen au=qij

(155c) 그 돌로

(155c)

pro.j to.n li,qon

(155c) 그리고 취해서(avn),

(155c)

kai. avnelw.n

(155c) 그 편지를

(155c)

th.n evpistolh.n

(155c) 넣었다

(155c)

kate,qhken

(155c) 그 푸대 안으로(eiv)

(155c)

eivj to,n qu,lakon(

(155c) 기뻐하면서(h`d)

(155c)

h`do,menoj

(155c) 그의 기교를(te,)

(155c)

th|/ e`autou/ te,cnh|(

(155c) 그리고 그는 말했다:

(155c)

kai. le,gwn\

(155c) ‘오 가장 미운 글(gr)이여,

(155c)

w= evcqi,sth grafh,(

(155c) 이제 정말 근사하게(ka)

(155c)

nu/n dh. kalw/j

(155c)

se. evxhpa,thsa(

(155c) 전에(pr)

(155c)

pro,teron

(155c) 모든 것을

(155c)

pa,nta

(155c) 나를 반대해서(ka)

(155c)

kat v evmou/

(155c) 내가

(155c)

avggei,lasan)

(155c) 너를

속였구나(evx).

말했었던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51부터 155까지 읽어보라
The Lybians (151), XXVI
deino.n ge,noj eivsi,n( kai. pollou.j kai. qaumasi,ouj lo,gouj peri. auvtw/n

le,gousin oi` a;nqrwpoi) e=ce de. ti,j pote dou/lon Li,bun( kai. polla,kij auvto.n
e;pempe pro.j fi,lon meta. ivcqu,wn( ou]j o` Li,buj e;feren) o` de. fi,loj h=n
aivscrokerdh,j( ouvde. e;laben ou;pote o` dou/loj dw/ron ouvde.n par v auvtou/ avnti.
tou/ po,nou) w[ste te,loj evcale,painen evkei,nw| dia. th.n aivscroke,rdeian kai. ouvk
h;qelen ouvde.n e;ti fe,rein pro.j auvto,n) avll v ouvc oi-o,j t v h=n evleu,qeroj
gene,sqai) kai. hvna,gkazen auvto.n o` despo,thj) kai. dia. tou/to a;llhn tina.
mhcanh.n evxeu/re toia,nde)

The Lybians (152), XXVII
fe,rwn ga,r pote ivcqu,n( eish/lqen eivj to.n evkei,nou oi=kon( kai. kate,bale

pa,nta a] ei=cen evpi. tou/ lekani,ou) o` de. aivscrokerdh,j evcale,paine( kai.
wvnei,dizen auvto,n( le,gwn toia,de\ w= neani,a( a;groikoj ei=\ auvto.j ou=n to.n
ivcqu.n eivsoi,sw( kai. para,deigma, soi dw,sw tou/ pre,pontoj) kai. tou/to eivpw,n(
e;labe to. leka,nion( kai. eivse,fere prepo,ntwj) o` de. Li,buj( kaqh,menoj evn th|/
evkei,nou e[dra|( carie,ntwj e;labe to. dw/ron( kai. ei=pen auvtw|/\ ca,rin soi.
pollh,n e;comen avnti. tou/ po,nou( w= ka,lliste neani,a( kai. ivdou,( dracmh.n soi.
di,dwmi)
Thy Egypian (153), XXVIII
toi/j barba,roij pa,nu qauma,sion kai. qei/on fai,netai ei=nai to. gra,fein) h=n

pote. despo,thj tij o]j dou/lon ei=cen Aivgu,ption) tou/ton de. e;pemye pro.j
fi,lon( fe,ronta qu,lakon evn w-| e;kruye de,ka mh/la ka,llista kai. h[dista) meta.
de. tw/n mh,lwn evpistolh.n evj to.n qu,lakon e;qhke( evn h-| e;graye to.n avriqmo.n
tw/n mh,lwn( o[ti de,ka evsti,) tau/ta de. e;drasen u`poyi,a| th|/ peri. tou/ dou,lou\
a;pistoi ga,r eivsin w`j evpi. to. polu. oi` Aivgu,ptioi) w`j de. qermo.j evge,neto o`
h;lioj( kai. di,yan ei=cen o` dou/loj( te,loj du,o evxelw.n tw/n mh,lwn kate,fage)
ta. de. loipa. au=qij kru,yaj evn tw|/ qula,kw|( pro.j to.n fi,lon tou/ despo,tou
avfi,keto kai. e;dwden a[panta)
The Egyptian (154), XXIX
o` de. fi,loj labw.n to.n qu,lakon kai. avnoi,xaj( eu-re ta. mh/la( ovktw. o;nta( kai.

th.n evpistolh,n) tau,thn de. avnagnou,j( e;maqen o[ti de,ka me.n e;pemyen evkei/noj(
oktw. de. nu/n me,nei evn tw|/ qula,kw|) w[ste calepai,nwn evloido,rhse to.n dou/lon

kai. e;lexe toia,de\ yeudh.j kai. a;pistoj ei=( w= a;nqrwpe( o[stij de,ka mh/la
labw.n ovktw. mo,non avpe,dwkaj) dia. ti, ta. du,o e;kleyaj* tw|/ de. avnwfele.j kai.
avno,hton e;doxen ei=nai( yeudh/ pro,fasin kataskeua,zein\ h` ga.r evpistolh,( e;fh
pro.j e`auto.n( ei=de, me evsqi,onta kai. pa,nta dh,pou h;ggeile) w[ste pa,nta
w`molo,ghse kai. polu. dakru,wn h;t| hsen auvto.n suggnw,mhn e;cein) kai. evkei/noj
sune,gnw auvtw|/( kai. avph/lqe)
The Egyptian (155), XXX
au=qij de. o` despo,thj e;pemye to.n dou/lon pro.j to.n auvto.n fi,lon( evgleu,saj

fe,rein w`j pa,roiqen to.n qu,lakon( e;conta ei;kosi mh/la kai. evpistolh.n) pa,nta
de. evge,neto w[sper kai. pro,teron) avcqo,menoj ga.r tw|/ kau,mati tou/ h`li,ou( kai.
deinh.n de,yan e;cwn( evbou,leto evsqi,ein ta. mh/la) fobou,menoj de. th.n
evpistolh.n( w`j eivdui/an o`po,sa mh/la, evsti( prw/ton me.n e;kruyen auvth.n u`po.
me,gan tina. li,qon( kai. avpocwrh,saj makra.n evnteu/qen( evxei/len au=qij du,o
mh/la kai. kate,fage) tau/ta de. poih,saj avph/lqen au=qij pro.j to.n li,qon kai.
avnelw.n th.n evpistolh.n kate,qhken eivj to,n qu,lakon( h`do,menoj th|/ e`autou/
te,cnh|( kai. le,gwn\ w= evcqi,sth grafh,( nu/n dh. kalw/j se. evxhpa,thsa( pro,teron
pa,nta kat v evmou/ avggei,lasan)
(156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