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lqw.n de. pro.j to.n fi,lon(
The Egyptian (156a), XXXI
[②그리고

③

①

그의 친구에게

⑥

사과들이 들어있는

⑤

와서,

그 부대를

⑥

그 편지로부터

⑧

⑪

⑭

그가 보냈었던

⑬

그리고

했다.] [①그 후
아주(sf)

②

⑦

:돌려주었다(avp).] [①그는,

④

⑩

그 숫자에 비해서

⑨

그는:

두 차례나 신임이 없고

③

:화가 났다.]

③

②

전에처럼

모자란(evl)다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e;n) 있지

⇢ ⑤

③

2개가(du) 부족한(de) 20개(ei;)

그는:⇢ (18개의)

다시(au=)

④

그리고

④

⑫

열면서,

⑦

것(o[ti),

않다는 것을

⑥

뻔뻔스러운 존재인

⑤

발견

④

그 노예와

And coming to his friend, he gave back the bag,

having eighteen [twenty wanting two] apples. He, opening it as before, and
finding from the letter that again here was (is) something wanting to the
number, and that not everything was in it which he had sent, then he got very
angry with the slave, as being for the second time faithless and impudent.

evlqw.n de. pro.j to.n fi,lon( avpe,dwke to.n qu,lakon mh/la e;conta duoi/n de,onta
ei;kosi) o` de. avnoi,xaj w[sper to. pri.n kai. eu`rw.n evk th/j evpistolh/j o[ti au=qij
evllei,pei ti tou/ avriqmou/( kai. ouv( pa,nta e;nestin( o[sa e;pemyen evkei/noj( to,te
dh. sfo,dra wvrgi,zeto tw|/ dou,lw|( w`j to. deu,teron avpi,stw| o;nti kai. avnaidei/)
avpodi,dwmi

돌려주다 give back,

...이 부족한, ...이 필요한.

duoi/n de,onta

...이 부족한 to be wanting,

e;neimi)

그 안에 in it,

evllei,pw

e;conta

e;pemyen(IdAoA3) evkei/noj에서
>(120구).

de,onta

(PaPrAn4 from

dei/)

+ 속격 (duoi/n)

2개가 부족한 wanting two,

evllei,pein

모자라다 fall short of(e;nestin (IdPrA3

PaPrA4n from

e;cw)

he had sent =

그리스어의 부정과거가 영어의 대과거로 옮겼다

g

(156b), XXXI
[②그러나

①

그는,

④

무엇을 행한 것을
하면서(u`p)

⑩

어떻게 그러면
⑤

다시는(au=)

④

결단코

④

될 것입니다),] [⑧언제나(ave)

⑦

나는(katar) 글자들을
했기

돌 아래 멀리 놓여 있으면서(ka)

⑧

아주 이상해하면서,

④

않을 것이며,

⑥

가장 뛰어난(a;r)! (종이

알아 차리는 (e;g)

나는 결코 속일(evx) 수가 없다는 것을

④

훔치지(e;k)를 않았다(ou;).]

⑥

이들

①

이제는

때문에.’] [①그리고 그때의 나머지 기간 동안은(lo) 그는

아무것도(ouvde,n)

말했다:] [①‘그러나

⑨

②

⑤

⑪

그의 친구에게

모든 것들을 보고

그가

그리고 지나치게 두려워

⑤

신임이 없지는

⑦

⑨

⑫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②

내가

그 편지가

⑬

모든 것을

③

③

보았는지를

⑥

③

⑤

진저리

내가 발견

결코 더 이상(e;ti)

③

But he, wondering much how the

letter saw what he did, lying far away under a stone, and fearing excessively,
told everything to his friend, saying as follows: 'But never again shall I be
faithless, most excellent (sir), for now I discover that I am never able to deceive
these accursed writings, which always saw and noticed everything.' And for the

o` de. qauma,saj sfo,dra(

rest of the time he never stole anything more.

pw/j a;ra ei=den h` evpistolh. o[sa e;drase( u`po. li,qw| makra.n katakeime,nh( kai.
dei,saj u`perfuw/j( pa,nta e;lexe tw|/ fi,lw|( eivpw.n toia,de\ avll v ou;pote au=qij
a;pistoj e;somai( w= a;riste\ nu/n ga.r manqa,nw( o;ti ou;pote oi-o,j t v eimi.
evxapath/sai ta.j katara,touj grafa.j tau,taj( ai[per pa,nta avei. ei=don kai.
e;gnwsan) kai. to. loipo.n ou;pote e;ti e;kleyen ouvde,n)
뛰어난 most excellent,

avresto,j h,, o,n

kle,ptw

gignw,skw

훔치다 steal).

accursed,

kei,menoj

pleasing, desirable,

알아차리다 notice,

놓여 있으며 lying,

time,

ou;pote

more,

u`pe,r&foboj, on,

결코 않다 never,

loipo,n

ouvde,n e;ti

a;ristoj
e;kleyen

kata,ratoj &on

가장

(IdAoA3 from
진저리나는

나머지 기간 동안은 the rest of the

아무것도 더 이상 (않았다) nothing

두려워하면서 very fearful, timid;

The Ethiopian & the Ape (157a), XXXII
[④남쪽을(me) ③향해(pr) ⑤바라보는(te) ②땅에 거주하는(oiv) ①이티오피아 사람들은
물이 가장 귀중한(ti) 것이라 간주한다.] [②그리고

⑥

영리하고(fr)

⑧

는) 제외하고는
있는(de)

④

원숭이들의

⑥

유가

⑤

특별히(ouvcv

⑨

h[k)

있다.] [②그리고

①

③

같은 땅①에,

물(u[d)을

⑩

⑦

이 점을(원숭이라

⑪

발견하는데

⑫

재주

이것을 그들은 자연 스럽게(eiv) 멀리

떨어져(avp) 있으면서도 냄새로(ovs) 발견한다.]

The Ethiopians, inhabiting a land

facing toward the south, consider water to be most precious. And in the same
land there is a race of apes, being both otherwise intelligent, and especially
clever at finding water. And this they find, as is natural, by the smell, being a

oi` Aivqi,opej gh/n oivkou/ntej pro.j meshmbri,an tetramme,nhn(

long way off.

to. u[dwr timiw,taton ei=nai nomi,zousi\ evn de. th|/ auvth/| gh|/ piqh,kwn evsti.
ge,noj( a;llwj te froni,mwn o;ntwn kai. ouvc h[kista to. u[dwr deinw/n
eu`ri,skein) tou/t/ o de. th/| ovsmh|(/ w`j eivko,j( eu`ri,skousi( dia. pollou/ avpo,ntej)
a;llwj

이점을 제외 하고는 otherwise,

avpo,ntej

이티오피아 사람 Ethiopian,

deinw/n
froni,moj
south,

재주 있는 practical ability
영리한 intelligent,

oivke,w

원숭이 ape,
precious,

ge,noj

거주하는 inhabiting,

pro.j

u[dwr

a 향해 toward,

물 water,

finding water에서 부정사

a;peimi

PaPrA1 from

sofo,j의

a;peimi

gh/n

(f4 from

냄새 smell,

tetramme,noj

eu`ri,skein이

서술 보조 부정사다 >(118가).

형용사

n 자연스러운 natural,

gh/), meshmbri,a

piqh,kwn

바라보는 facing,

to. u[dwr deinw/n eu`ri,skein
deinw/n을

Aivqi,oy

떨어져 있다 being off,

eivko,j

반의어,

n 유 race,

ovsmh,

떨어지다 be off,

m2

남쪽

pi,qhkoj

ti,mioj

귀중한

= especially clever at
의미상으로 보조해 주는

(157b), XXXII
[①따라서
끈을(i`m)

②

④

야만인들은,

원숭이들 중에서 하나를

매고(dh,) 나서,

⑥

⑩

땅을

⑨

⑧

통과하면서

③

잡은(e`l) 후에,

그를

④

가는 그들을

⑧

(me)

원한다(bo).

그리고

⑤

냄새를 맡으면,

⑦

그들은

①

그리고

③

①

따라간다(avk).]

⑦

갑자기(evx) 마치(w`j)

그 후에는(evn) 더 이상,

거기서부터는(evn)

가죽

데리고 간다.] [①그리고 그 원숭

기꺼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 [①그러나

③

⑥

③

것처럼

④

그의 다리에

⑦

이는 당분간은(te,) 기꺼이(e`k) 따라간다(avk).] [②그러나
물⑤로부터인

⑤

⑨

그 냄새를

줄에 매인(de)

그

그를 인도하고 (a;g)

②

④

⑥

④

추적 하기를

②

그가 인도 한다,

Accordingly the barbarians, having caught one

of the apes, and having tied his leg with a thong, lead him through the land.
And the ape follows willingly for a time: but suddenly getting scent as though
from the water, then he no longer is willing to go with those who are leading
him, but wishes to pursue to smell. And thenceforward he leads, tied with a
thong, and they follow.

w[ste oi` ba,rbaroi e`lo,ntej tw/n piqh,kwn tina. kai.

i`ma,nti to. ske,loj dh,santej a;gousin auvto.n dia. th/j gh/j) kai. o` pi,qhkoj te,wj
me.n e`kw.n avkolouqei/\ evxai,fnhj de. ovsmh.n labw.n w`j avpo. tou/ u[datoj( evntau/qa
dh. ouvke,ti qe,lei meta. tw/n avgo,ntwn iven, ai( avlla. th.n ovsmh.n bou,letai
metelqei/n) kai. o` me.n a;gei to. evnteu/qen( i`ma,nti dedeme,noj( oi` de.
avkolouqou/si) a;gw
(IdPrA3) from

인도하다 lead,

avkolouqe,w

따라간다 follow,

dedeme,noj

매인 tied,

a,ntoj( o`

가죽 끈 leather strap;

pursue,

ske,loj

dh,santej

다리 leg,

ai`re,w

(a.

i`maj $ &ant&%

e;dhsa)

>(123거).

from

당분간은 for a time,

상반되는 내용을 표현한다 >(123거).

avkolouqou/si에서

(복수

w`j

avkolouqei/

avkolouqou/si),

de,w

m 끈 thong,

avkolouqe,w) te,wj me.n)))evxai,fnhj de.처럼 me.n)))de.가
evxai,fnhj처럼

잡다 catch,

avkolouqei/

PaAoAm1 (a.

te,wj

ei=lon)

매다 tie,

metelqei/n

i`ma,j(
추적하다

마치 as though,

따라가는 동작에 있어서

o` me.n a;gei)))oi` de.

주어와 동작이 다른 상반되는 내용을

me.n)))de.가

표현한다

te,wj와

The Ethiopian & the Ape (158a), XXXIII
[②그런데 ⑥그의 성격상 ⑤아주 잔인한(wvm), ⑦그 원숭이에게(pi) ⑨마시도록 ⑧물을 주지
않은

④

어떤 이티오피아 사람이

③

이전에

있었다.] [①그래서

비참한(ta) 상태③였다.] [③그 사람이 이렇게
마시지(pi,) 않으면,

③

[①그리고

②

⑥

①

예기했다:

끈으로(i`m) 매어

그것을

①

‘그것이,

②

②

아주

④

결코

아무것도

더 많은 욕구가 있게 될(evp) 것이기 때문에.’]

전에(pr)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③

④

⑤

물을 찾으려는

⇢ ⑤

그는:

그 짐승은 (qh)

①

②:

데리고 갔다.]

그것의 발들(po,)을

④

⑥

가죽

Now there was a certain Ethiopian, very

cruel in his disposition, who gave no water to the ape to drink: so that the
beast was in a very wretched state. For the man said this: 'He, never drinking
anything, will be much more desirous of finding water.' And he led him, with his
feet tied with a thong, as we said before.

h=n de. pote Aivqi,oy tij( pa,nu wvmo.j w]n tou.j pro,pouj( o]j tw|/ piqh,kw| ouvde.n
u[dwr evdi,dou pi,nein\ w[ste pa,nu talaipw,rwj ei=ce to. qhri,on) e;fh ga.r o`
a;nqrwpoj ta,de\ ou-toj ou;pote pi,nwn ouvde.n( polu. ma/llon evpiqumh,sei u[dwr
eu`ri,skein) kai. h=gen auvto.n tou.j po,daj( w`j pro.teron evle,gomen( dedeme,non
i`ma,nti)

e;cein

(+부사) 상태이다 be in a state,

욕구가 있게 되다 be desirous,
foot,

talai,pwrwj $ 부사 &wj%

pa,nu wvmo.j w]n

pi,nw

pou.j $ pod&%

물을 마시다 drink,

비참한 wretched,

= very cruel처럼 영어에서는 분사

f $ +부정사

evpiqume,w

wvmo.j
w]n이

&h,sw%

m 발

잔인한 cruel,
생략됬다 >(119더).

(158b), XXXIII
[①그리고

②

가장 지독한 갈증을(di,) 가지고 있는

열성(evs)이었다.] [①그리고

마셨으나

⑦

①

그

③

그 원숭이는

숫 사슴들(evl)을 추적하는(ivc)

⑦

코를(r`i) 땅에 가까이 댐으로서(e;c)
(evx).] [②그리고

②

냄새를 맡아서(ovs)

③

이티오피아 사람은

그 충성스러운 원숭이가

⑧

④

이렇게

⑥

샘을

②

⑥

④

물을 찾기에

개(ku,)처럼

찾으면서

접근(pr) 하는 것 조차도(ouv)

대단한

⑤

그의

많은 샘들(kr)을

⑤

③

④

찾았다

⑥

자신은 물을

허락하지(ei;)

⑨

⑦

않았다.]

And the ape having a most dreadful thirst, was very eager about

finding the water, and many springs he found by smelling, keeping his nose
close to the earth, like a dog tracking stags. And the Ethiopian, thus finding a
spring, drank himself, but did not even allow the faithful ape to approach.

kai. o` pi,qhkoj deinota,thn dh. e;cwn di,yan( sfo,dra evspou,dazen evpi. tw|/
eu`rei/n to. u[dwr( kai. pollaj krh,naj ovsfraino,menoj evxeu/ren( th.n r`in/ a pro.j
th|/ gh|/ e;cwn w[sper ku,wn evla,fouj ivcneu,wn) o` de. Aivqi,oy( ou[twj eu`rw.n
krh,nhn( auvto.j me.n e;pine( to.n de. pisto.n pi,qhkon ouvde. proselqei/n ei;a)
di,yoj, ouj, to,
evpi.

사슴 stag,

krh,nh

갈증 thirst,

댐으로서 keep,

에 대해서 about,

샘 spring,

proselqei/n

e;cw

ouvde.

evxeu/ren

tw|/ eu`rei/n to. u[dwr

(IdAoA3),

r`ij, $ r`in&%

허락 하다 allow,

ivcneu,w

ovsfrai,nomai

..도 못하게 not even,

접근도 to approach,

ei;a

f 코 nose,

숫

추적하다 track,
냄새 맡다 smell,

spouda,zw

= [부정사+ 대격]이 왔다. 동사의 주어

evla,foj

열성인 eager,

o` pi,qhkoj가

있기

때문이다
>(110나).

The Ethiopian & the Ape (159a), XXXIV
[②그러나 ①그 ③원숭이는 이것을 보면서 분개했다(evs):] [⑥(o[stij)그가, ⑦자기 때문에
⑨

물을

⑧

찾았는데도,

은혜를 모르고(avc)

①

자기에게
그는:⇢

②

③

전혀(pa)

⑤

어떤 몫이라도 줄려는(me)

⑪

자신에게

뻔뻔스러워(avn)

④

의향이(qe) 없는,

보였기(e;d)

③

⑤

그 사람이

때문에(div).] [①따라서

②

아래와 같이 :말했다:] [①나의 주인은 마신다 그리고

생각하지(fr)

④

④

⑩

②

않는다.]

③

나를

But the ape, seeing this, was indignant: for

the man seemed to him to be ungrateful and impudent, seeing that he having
found the water by reason of him was not willing to give him any share.
Accordingly, he said to himself as follows: 'My master drinks and does not think
of me at all.

o` de. pi,qhkoj tou/to ivdw.n evscetli,aze\ avca,ristoj ga.r e;doxen

ei=nai kai. avnaidh.j o` avnh,r( o[stij div au`tou/ eu`rw.n to. u[dwr ouvde.n qe,lei

metadou/nai) w[ste e;fh pro.j e`auto.n ta,de\ o` despo,thj pi,nei kai. ouvde.n evmou/
fronti,zei to. para,pan)
모르는 ungrateful,

dia,

avnaidh.j

g

fronti,zw

생각하다 think,

누구 who,

scetlia,zw

at all,

뻔뻔스러운 shameless,

e;doxe

때문에 by reason of,

metadou/nai

은혜를

보였다 seemed,

몫을 주다 give a share,

분내다 be indignant,

div au`tou/ eu`rw.n to. u[dwr

avca,ristoj

to. para,pan ouvde,n

o[stij

(RLNm)

전혀...않는다 not

= having found the water by reason of him에서

him을 himself처럼 재귀적인 뜻으로 읽어야 한다 > (113가).

(159b), XXXIV
[②그러므로

①

나는

탈출(fu)해서

⑧

⑨

③

나의 이빨들로

가장 빠르게(ta,)

⑦

⑤

가죽 끈을

④

잘라 버릴(di) 것이다,

가 버릴 것이다(a;p).] [②그리고

(h-)| 집으로부터 여기까지(de) 그가 온

⑨

⑥

그 길을

⑤

결코(ou)

⑧

⑥

그리고

①

그는

찾을 수

④

나

③

없이는,

⑦

없을 것이다.]

[①그래서 그는 이 사막(evr) 들판(cw)에서 죽을 것이다(avp).] [①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서,
⑥

③

이빨로

그리고 그의 주인은

⑪

죽었다.]

⑧

⑤

가죽 끈을

물어뜯고서(ovd)

④

그가 희망했던(h;l)

⑦

것처럼

그는 달아나 버렸다(avpw/)| ,

②

⑩

오래가지 않고

굶어(li)

⑨

I therefore will sever the thong with my teeth, and go away as

quickly as possible in flight. And he without me will never be able to find the
way by which he came hither from home. And thus he will die in this desert
spot.' And having such things in his mind, he went off, having cut the thong by
biting. And his master, as he hoped, died of hunger not long after.

evgw. ou=n toi/j ovdou/si diasci,sw to.n i`ma,nta( kai. a;peimi fugh|/ w`j ta,cista) o`
de. a;neu evmou/ ouvde,pote dunh,setai eu`ri,skein th.n o`do,n( h-| oi;koqen deu//ro
avfi,keto) kai. ou[twj evn tw|/de tw|/ evrh,mw| cwri,w| avpoqanei/tai) kai. toiau/ta evn
nw|/ e;cwn avpw|c/ eto ovda.x diasci,saj to.n i`ma,nta kai. o` despo,thj w[sper kai.
h;lpize limw|/ ouv dia. makrou/ avpe,qanen)
go away,

avpoqanei/tai $ aor. &qan&%

a;peimi

나는 가 버릴 것이다 I will

죽을 것이다 will die,

avpw|c/ eto

가 버렸다

went off,

cwri,on

deι/ro

들판 spot,

e;rhmoj

사막 desert,

hunger.

ovda.x

quickly.

w`j

evlpi,zw

여기까지 hither,

fugh|/

희망하다 hope,

물어뜯어서 by biting,

ta,cista

탈출 flight,

f 자르다 sever,

limoj

가장 빠르게(최상급),

h;lpize limw|는
/

+최상급 as...as possible,

diasci,zw

tace,wj

limw|가
/

형용사

굶주림 m

동사

빠르게

h;lpize

다음에서 도구 여격으로 사용되었다 >(117고).

Thepos (160a), XXXV
[②이전에, ⑤(o]j)모든 종류의(pa) 예술적인(te,) 방법으로 ④많은 것들을 ⑥훔쳐서 ⑦아주
유명(evl) 해진(evg)
시장에(avg)

③

⑩

그리고

⑫

⑤

와서

그 돌을

이름이(ovn) 떼포스라는

③

⑦

취하면서

한 도둑이 있었다.] [①이 사람은

⑥

어떤 아주 귀중한

⑪

①

돌을

그 상인에게(ka,)

⑭

사기를(avgora,z)

⑧

⑮

아래와 같이

⑨

②

원했기

④

한 때,

때문에,

⑬

말했다:]

There was

once a thief by name Thepos, who stealing many things by all manner of arts
became very famous. For this man, once coming into the market, wished to buy
a certain very precious stone, and taking the stone he said to the dealer as
follows:

kle,pthj tij h=n pote. ovno,mati Qh/poj( o]j polla. pantoi,aij te,cnaij

kle,yaj pa,nu evllo,gimoj evge,neto) ou-toj ga.r eivj th.n avgora,n pote evlqw,n(
li,qon tina. timiwta,thn h;qelen avgora,zein) kai. labw.n th.n li,qon e;lexe pro.j
to.n ka,phlon toia,de)
to buy,

evge,neto

dealer,

ovno,ma

avgora,

...해진 became,

n 이름 name,

f 시장 market,

evllo,gimoj

pantoi,oj

avgora,zein

사기(구입하기)를

ka,phloj

유명한 famous,

모든 종류의 all manner of,

상인

te,cnh

예술

art,

(160b), XXXV
[①‘선생님(a;n), ③나는:⇢ ②낯선 자(xe,) :입니다, ④그리고 먼데로부터 왔습니다:]
[①그리고 그러므로 (dia.
현찰로(no) 사용하는

③

to),

④

나는:⇢

아직까지는(ou;)

②

돈이 :없습니다.] [②그러므로

그러한(oi-on) 여기에서(evn)

⑤

당신은:⇢

①

④

돈을(avr)

③

대신해서

이들 금화들을(st)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⑤

'Sir, I am a stranger, and have

come from far: and on this account I have not yet money, such as is current

w=

here. Are you willing therefore in place of money to take these ducats?

a;nqrwpe( xe,noj me,n eivmi kai. po,rrwqen avfi/gmai\ kai. dia. tou/to ou;pw
avrgu,rion e;cw( oi-on evnqa,de nomi,zetai) qe,leij ou=n avnti. avrguri,ou tou,touj
tou.j stath/raj labei/n*
current,

oi-oj

$ &th/r&%

금화 ducat,

avrgu,rion

관대, 그러한

such as,

w= a;nqrwpe

nomi,zetai

돈 money,

po,rrwqen

stath,r

먼데로부터 from far,

xe,noj

선생님 Sir,

현찰이다 is

낯선 자 stranger,

(160c), XXXV
[①그리고 동시에(a[m),
한 자루를(qu)

⑤

(e;m)

①

(ba)

③

그

③

②

④

이것을 말하면서

그에게

상인은

⑥

황금의(cr) 금화들로 가득찬(pl)

:보여 주었다(e;d).] [②그리고

③

⑧

금화들 중에

시험하면서(do)

그는:⇢

③

⑦

그것이

⑤

⑦

하나를

⑥

⑤

그러한 일들에

④

경험이 있는

끄집어냈다.] [①그리고 그것을

실제로(tw|/

o;)

⑥

⑦

금인

것을

②

시금석으로

발견했다(e;m).]

④

And at

the same time, while-saying this he showed him a bag full of golden ducats.
And the dealer being experienced in such things, took out one of the ducats,
and testing it with a touchstone, discovered it to be in truth golden.

kai. a[ma tau/ta le,gwn e;deixen auvtw|/ qula,kon crusw/n stath,rwn plh,rh) o` de.
ka,phloj e;mpeiroj w] tw/n toiou,twn( evxei/len e[na tw/n stath,rwn( kai. basa,nw|
dokima,saj e;maqe tw|/ o;nti crusou/n o;nta)
crusou/j( h/( ou/n
dokima,zw $ a.

f.

황금의 golden,

&as&%

발견하다 discover,

dei,knumi $ a. &dei,x&%

시험하다 test,

tw|/ o;nti

ba,sanoj

e;m&peiroj

실제로 in truth,

시제는 의미상으로 결정된다 >(119고).

f. 시금석 touchstone,
보여 주다 show,

경험하는,

manqa,nw $ a. e;maq&%

tau/ta le,gwn에서

분사

le,gwn의

(156a) 그리고 와서,

(156a)

evlqw.n de.

(156a) 그의 친구에게

(156a)

pro.j to.n fi,lon(

(156a) 그는 돌려주었다(avp).

(156a)

avpe,dwke

(156a) 그 부대를

(156a)

to.n qu,lakon

(156a) 사과들이 들어있는

(156a)

mh/la e;conta

(156a) 2개가(du) 부족한(de) 20개(ei;)

(156a)

duoi/n de,onta ei;kosi)

(156a) 그는, 열면서,

(156a)

o` de. avnoi,xaj

(156a) 전에처럼

(156a)

w[sper to. pri.n

(156a) 또 발견했다.

(156a)

kai. eu`rw.n

(156a) 그 편지로부터

(156a)

evk th/j evpistolh/j

(156a) 다시(au=) 모자란(evl)다는 것,

(156a)

o[ti au=qij evllei,pei

(156a) 그 숫자에 비해서

(156a)

ti tou/ avriqmou/(

(156a)

kai. ouv( pa,nta e;nestin(

(156a) 그가 보냈었던 것들이

(156a)

o[sa e;pemyen evkei/noj(

(156a) 그 후

(156a)

to,te dh.

(156a) 아주(sf) 화가 났다.

(156a)

sfo,dra wvrgi,zeto

(156a) 그 노예와

(156a)

tw|/ dou,lw|(

(156a) 두 차례나

(156a)

w`j to. deu,teron

(156a) 그는 신임이 없고

(156a)

avpi,stw| o;nti

(156a) 뻔뻔스러운

(156a)

kai. avnaidei/)

(156b) 그러나 그는 아주 이상해하면서,

(156b)

o` de. qauma,saj sfo,dra(

(156b) 그래서 어떻게

(156b)

pw/j a;ra

(156b) 그 편지가 보았는지를

(156b)

ei=den h` evpistolh.

(156b) 그가 무엇을 행한 것을

(156b)

o[sa e;drase(

(156b) 돌 아래

(156b)

u`po. li,qw|

(156b) 멀리 놓여 있으면서(ka)

(156b)

makra.n katakeime,nh(

(156a) 그리고

다 그 안에(e;n) 있지 않다는

(156b) 그리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u`p)

(156b)

kai. dei,saj u`perfuw/j(

(156b) 모든 것을 말했다:

(156b)

pa,nta e;lexe

(156b) 그의 친구에게

(156b)

tw|/ fi,lw|(

(156b)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156b)

eivpw.n toia,de\

(156b) 그러나 다시는(au=) 결단코

(156b)

avll v ou;pote au=qij

(156b) 내가 신임이 없지는 않을 것이며,

(156b)

a;pistoj e;somai(

(156b) 가장 뛰어난(a;r) (종이 될 것입니다), (156b)

w= a;riste\

(156b) 이제는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156b)

nu/n ga.r manqa,nw(

(156b) 결코...수가 없다는 것을

(156b)

o;ti ou;pote oi-o,j t v

(156b) 나는...속일(evx)

(156b)

eimi. evxapath/sai

(156b) 진저리나는(katar)

(156b)

ta.j katara,touj

(156b) 이들

글자들을

(156b)

grafa.j tau,taj(

(156b) 언제나(ave) 모든 것들을 보고 which

(156b)

ai]per pa,nta avei. ei=don

(156b) 알아 차리는(e;g)

(156b)

kai. e;gnwsan)

(156b)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 기간 동안은(lo) (156b)

kai. to. loipo.n

(156b) 결코...않았다.

(156b)

ou;pote

(156b) 더 이상

(156b)

e;ti

(156b) 아무것도 훔치지(e;k)를

(156b)

e;kleyen ouvde,n)

(157a) 이티오피아 사람들은

(157a)

oi` Aivqi,opej

(157a) 땅에 거주하는(oiv)

(157a)

gh/n oivkou/ntej

(157a) 남쪽을(me) 향해(pr)

(157a)

pro.j meshmbri,an

(157a) 바라보는(te)

(157a)

tetramme,nhn(

(157a) 물이

(157a)

to. u[dwr

(157a) 가장 귀중한(ti) 것이라

(157a)

timiw,taton ei=nai

(157a) 간주한다.

(157a)

nomi,zousi\

(157a) 그리고 같은 땅에

(157a)

evn de. th|/ auvth/| gh|/

(157a) 원숭이들(pi) 유(ge,)가 있다,

(157a)

piqh,kwn evsti. ge,noj(

(157a) 이점을 제외하고는(a;l)

(157a)

a;llwj

(157a) 영리하고(fr)

(157a)

te froni,mwn o;ntwn

(157a)

kai. ouvc h[kista

(157a) 물(u[d )을 발견하는데 재주 있는(de)

(157a)

to. u[dwr deinw/n eu`ri,skein)

(157a) 그리고 이것을

(157a)

tou/t/ o de.

(157a) 냄새로(ovs)

(157a)

th/| ovsmh|/(

(157a) 자연스럽게(eiv)

(157a)

w`j eivko,j(

(157a) 그들은 발견한다.

(157a)

eu`ri,skousi(

(157a) 멀리 떨어져(avp) 있으면서도

(157a)

dia. pollou/ avpo,ntej)

(157b) 따라서 야만인들은,

(157b)

w[ste oi` ba,rbaroi

(157b) 잡은(e`l) 후에,

(157b)

e`lo,ntej

(157b) 원숭이들 중에서 하나를

(157b)

tw/n piqh,kwn tina.

(157b) 가죽 끈을(i`m)

(157b)

kai. i`ma,nti

(157b)

ske,loj

(157b) 매고(dh,) 나서

(157b)

dh,santej

(157b) 그를 데리고 간다.

(157b)

a;gousin auvto.n

(157b) 땅을 통과하면서

(157b)

dia. th/j gh/j)

(157b) 그리고 그 원숭이는

(157b)

kai. o` pi,qhkoj

(157b) 당분간은(te,) 기꺼이(e`k)

(157b)

te,wj me.n e`kw.n

(157b) 따라간다.

(157b)

avkolouqei/\

(157b) 그러나 갑자기(evx)

(157b)

evxai,fnhj de.

(157b) 냄새를 맡으면

(157b)

ovsmh.n labw.n

(157b) 마치(w`j) 그 물로부터인 것처럼

(157b)

w`j avpo. tou/ u[datoj(

(157b) 그 후에는(evn)

(157b)

evntau/qa dh.

(157b) 그는 더 이상...원하지 않는다

(157b)

ouvke,ti qe,lei

(157a) 그리고 특별히(ouvcv

(157b) 그의 다리에

h[k)

to.

(157b) 그를 인도하는 자들과 (a;g) 함께

(157b)

meta. tw/n avgo,ntwn

(157b) 따라가기를

(157b)

iven, ai(

(157b) 그러나 그 냄새를

(157b)

avlla. th.n ovsmh.n

(157b) 추적하기를(me) 원한다(bo).

(157b)

bou,letai metelqei/n)

(157b) 그리고 그가 인도한다,

(157b)

kai. o` me.n a;gei

(157b) 거기서부터는

(157b)

to. evnteu/qen(

(157b) 줄에 매인

(157b)

i`ma,nti dedeme,noj(

(157b) 그리고 그들은 따라간다(avk).

(157b)

oi` de. avkolouqou/si)

(158a) 이전에 어떤 이티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158a)

h=n de. pote Aivqi,oy tij(

(158a) 아주 잔인한(wvm),

(158a)

pa,nu wvmo.j

(158a) 그의 성격상

(158a)

w]n tou.j pro,pouj(

(158a) 그 원숭이에게(pi)

(158a)

o]j tw|/ piqh,kw|

(158a) 물을 주지 않은

(158a)

ouvde.n u[dwr evdi,dou

(158a) 마시도록

(158a)

pi,nein\

(158a) 그래서

(158a)

w[ste

(158a) 아주 비참한(ta) 상태였다.

(158a)

pa,nu talaipw,rwj ei=ce

(158a) 그 짐승은(qh)

(158a)

to. qhri,on)

(158a) 그 사람이 예기했다, 때문에

(158a)

e;fh ga.r o` a;nqrwpoj

(158a) 이렇게

(158a)

ta,de\

(158a) 그것이, 결코...않으면,

(158a)

ou-toj ou;pote

(158a) 아무것도 마시지(pi,)

(158a)

pi,nwn ouvde.n(

(158a) 더 많은 욕구가 있게 될(evp ) 것이다.’

(158a)

polu. ma/llon evpiqumh,sei

(158a) 물을 찾으려는

(158a)

u[dwr eu`ri,skein)

(158a) 그리고 그것을 데리고 갔다.

(158a)

kai. h=gen auvto.n

(158a) 그것의 발들(po,)을

(158a)

tou.j po,daj(

(158a) 전에(pr)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158a)

w`j pro.teron evle,gomen(

(158a) 가죽 끈으로(i`m) 매어

(158a)

dedeme,non i`ma,nti)

(158b) 그리고 그 원숭이는

(158b)

kai. o` pi,qhkoj

(158b) 가장 지독한

(158b)

deinota,thn dh.

(158b) 갈증을 가지고 있는

(158b)

e;cwn di,yan(

(158b) 대단한 열성(evs)이었다.

(158b)

sfo,dra evspou,dazen

(158b) 물을 찾기에

(158b)

evpi. tw|/ eu`rei/n to. u[dwr(

(158b) 많은 샘들(kr)을

(158b)

kai. pollaj krh,naj

(158b) 냄새를 맡아서(ovs)

(158b)

ovsfraino,menoj

(158b) 찾았다(evx).

(158b)

evxeu/ren(

(158b) 그의 코를(r`i)

(158b)

th.n r`in/ a

(158b) 땅에 가까이

(158b)

pro.j th|/ gh|/

(158b) 댐으로서 (e;c)

(158b)

e;cwn

(158b) 개(ku,)처럼

(158b)

w[sper ku,wn

(158b) 그리고 그 이티오피아 사람은

(158b)

o` de. Aivqi,oy(

(158b) 이렇게 샘을 찾았다.

(158b)

ou[twj eu`rw.n krh,nhn(

(158b) 숫 사슴들(evl)을 추적하는(ivc)

(158b)

evla,fouj ivcneu,wn)

(158b) 그리고 자신은 물을 마셨으나

(158b)

auvto.j me.n e;pine(

(158b) 그 충성스러운 원숭이가

(158b)

to.n de. pisto.n pi,qhkon

(158b) 접근(pr) 하는것 조차도(ouv)...않았다.

(158b)

ouvde. proselqei/n

(158b) 허락하지(ei;)

(158b)

ei;a)

(159a) 그러나 그 원숭이는

(159a)

o` de. pi,qhkoj

(159a) 이것을 보면서

(159a)

tou/to ivdw.n

(159a) 분개했다(evs).

(159a)

evscetli,aze\

(159a) 은혜를 모르고(avc)

(159a)

avca,ristoj

(159a) 보였기(e;d) 때문에(div).

(159a)

ga.r e;doxen ei=nai

(159a) 그리고 그 사람이 뻔뻔스러워(avn)

(159a)

kai. avnaidh.j o` avnh,r(

(159a) (자)

(159a)

o[stij

(159a) 자기 때문에

(159a)

div au`tou/

(159a) 그가, 물을 찾았는데도,

(159a)

eu`rw.n to. u[dwr

(159a) 어떤 몫이라도 줄려는(me) 의향이 없는

(159a)

(159a) 따라서 그는 말했다:

(159a)

w[ste e;fh

(159a) 자신에게 아래와 같이

(159a)

pro.j e`auto.n ta,de\

(159a) 나의 주인은 마신다

(159a)

o` despo,thj pi,nei

(159a) 그리고 ...않는다.

(159a)

kai. ouvde.n

(159a) 나를 전혀(to.

(159a)

evmou/ fronti,zei to. para,pan)

(159b) 그러므로 나는

(159b)

evgw. ou=n

(159b) 나의 이빨들로

(159b)

toi/j ovdou/si

(159b) 자를(di) 것이다,

(159b)

diasci,sw

(159b) 가죽 끈을

(159b)

to.n i`ma,nta(

(159b) 그리고 가 버릴 것이다(a;p).

(159b)

kai. a;peimi

(159b) 탈출(fu)해서

(159b)

fugh|/

(159b) 가장 빠르게(ta,)

(159b)

w`j ta,cista)

(159b) 그리고 그는 나 없이는

(159b)

o` de. a;neu evmou/

(159b) 그가 결코...없을 것이다.

(159b)

ouvde,pote dunh,setai

(159b) 길을 찾을 수

(159b)

eu`ri,skein th.n o`do,n(

seeing that

pa)

생각하지(fr)

ouvde.n qe,lei metadou/nai)

(159b) 집으로부터 여기까지(de)by which (159b)

h-| oi;koqen deu/r/ o

(159b) 온

(159b)

avfi,keto)

(159b) 그리고 그래서

(159b)

kai. ou[twj

(159b) 이 사막(evr) 들판(cw)에서

(159b)

evn tw|/de tw|/ evrh,mw| cwri,w|

(159b) 그는 죽을 것이다(avp)

(159b)

avpoqanei/tai)

(159b)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159b)

kai. toiau/ta

(159b) 마음에 품고서,

(159b)

evn nw|/ e;cwn

(159b) 물어뜯어서(ovd) 그는 달아나 버렸다(avpw/)| . (159b)

avpw|c/ eto ovda.x

(159b) 자르고나서

(159b)

diasci,saj

(159b) 가죽 끈을

(159b)

to.n i`ma,nta

(159b) 그리고 그의 주인은

(159b)

kai. o` despo,thj

(159b) 그가 희망했던(h;l) 것처럼

(159b)

w[sper kai. h;lpize

(159b) 굶어(li)

(159b)

limw|/

(159b) 오래가지 않고

(159b)

ouv dia. makrou/

(159b) 죽었다.

(159b)

avpe,qanen)

(160a) 이전에, 한 도둑이 있었다.

(160a)

kle,pthj tij h=n pote.

(160a) 이름이(ovn) 떼포스라는

(160a)

ovno,mati Qh/poj(

(160a) 모든 종류의(pa)

(160a)

o]j polla. pantoi,aij

(160a) 예술적(te,) 방법으로

(160a)

te,cnaij

(160a) 많은 것들을 훔쳐서

(160a)

kle,yaj pa,nu

(160a) 아주 유명(evl) 해진(evg)

(160a)

evllo,gimoj evge,neto)

(160a) 이 사람은, 때문에

(160a)

ou-toj ga.r

(160a) 한 때, 시장에(avg)

(160a)

eivj th.n avgora,n pote

(160a) 와서

(160a)

evlqw,n(

(160a) 어떤 아주 귀중한 돌을

(160a)

li,qon tina. timiwta,thn

(160a) 사기를(avgora,z) 원했다.

(160a)

h;qelen avgora,zein)

(160a) 그래서 그 돌을 취하면서

(160a)

kai. labw.n th.n li,qon

(160a) 그는 말했다:

(160a)

e;lexe

(160a) 그 상인에게(ka,)

(160a)

pro.j to.n ka,phlon

(160a) 아래와 같이

(160a)

toia,de)

(160b) 선생님(a;n),

(160b)

w= a;nqrwpe(

(160b) 나는 낯선 자(xe,) 입니다,

(160b)

xe,noj me,n eivmi

(160b) 그리고 먼데로부터 왔습니다:

(160b)

kai. po,rrwqen avfi/gmai\

(160b) 그리고 그러므로(dia.

(160b)

k ai. dia. tou/to

(160b) 나는 아직까지는(ou;) 돈이 없습니다.

(160b)

ou;pw avrgu,rion e;cw(

(160b) 그러한(oi-)

(160b)

oi-on

to),

(160b) 여기에서(evn) 현찰로 사용하는(no) (160b)

evnqa,de nomi,zetai)

(160b) 그러므로 당신은 원하십니까?

(160b)

qe,leij ou=n

(160b) 돈을(avr) 대신해서

(160b)

avnti. avrguri,ou

(160b) 이들 금화들을(st)

(160b)

tou,touj tou.j stath/raj

(160b) 받으시기를

(160b)

labei/n*

(160c) 그리고 동시에(a[m),

(160c)

kai. a[ma

(160c) 이것을 말하면서

(160c)

tau/ta le,gwn

(160c) 그는 그에게 보여 주었다(e;d).

(160c)

e;deixen auvtw|/

(160c) 한 자루를(qu)

(160c)

qula,kon

(160c) 황금의(cr) 금화들로

(160c)

crusw/n stath,rwn

(160c) 가득찬(pl)

(160c)

plh,rh)

(160c) 그리고 그 상인은

(160c)

o` de. ka,phloj

(160c) 경험이 있는

(160c)

e;mpeiroj

(160c) 그러한 일들에

(160c)

w] tw/n toiou,twn(

(160c) 하나를 끄집어냈다.

(160c)

evxei/len e[na

(160c) 금화들 중에

(160c)

tw/n stath,rwn(

(160c) 그리고 그것을 시금석으로(ba)

(160c)

kai. basa,nw|

(160c) 시험하면서(do)...발견했다(e;m).

(160c)

dokima,saj e;maqe

(160c)

tw|/ o;nti

(160c)

crusou/n o;nta)

(160c) 그것이 실제로(tw|/
(160c) 금이다는 것을

o;)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56부터 160까지 읽어보라

The Egyptian (156), XXXI
evlqw.n de. pro.j to.n fi,lon( avpe,dwke to.n qu,lakon mh/la e;conta duoi/n de,onta

ei;kosi) o` de. avnoi,xaj w[sper to. pri.n kai. eu`rw.n evk th/j evpistolh/j o[ti au=qij
evllei,pei ti tou/ avriqmou/( kai. ouv( pa,nta e;nestin( o[sa e;pemyen evkei/noj( to,te
dh. sfo,dra wvrgi,zeto tw|/ dou,lw|( w`j to. deu,teron avpi,stw| o;nti kai. avnaidei/)
o` de. qauma,saj sfo,dra( pw/j a;ra ei=den h` evpistolh. o[sa e;drase( u`po. li,qw|
makra.n katakeime,nh( kai. dei,saj u`perfuw/j( pa,nta e;lexe tw|/ fi,lw|( eivpw.n
toia,de\ avll v ou;pote au=qij a;pistoj e;somai( w= a;riste\ nu/n ga.r manqa,nw(
o;ti ou;pote oi-o,j t v eimi. evxapath/sai ta.j katara,touj grafa.j tau,taj( ai[per
pa,nta avei. ei=don kai. e;gnwsan) kai. to. loipo.n ou;pote e;ti e;kleyen ouvde,n)
The Ethiopian & the Ape (157), XXXII
oi` Aivqi,opej gh/n oivkou/ntej pro.j meshmbri,an tetramme,nhn( to. u[dwr

timiw,taton ei=nai nomi,zousi\ evn de. th|/ auvth/| gh|/ piqh,kwn evsti. ge,noj( a;llwj
te froni,mwn o;ntwn kai. ouvc h[kista to. u[dwr deinw/n eu`ri,skein) tou//to de.
th/| ovsmh|(/ w`j eivko,j( eu`ri,skousi( dia. pollou/ avpo,ntej) w[ste oi` ba,rbaroi
e`lo,ntej tw/n piqh,kwn tina. kai. i`ma,nti to. ske,loj dh,santej a;gousin auvto.n
dia. th/j gh/j) kai. o` pi,qhkoj te,wj me.n e`kw.n avkolouqei/\ evxai,fnhj de. ovsmh.n
labw.n w`j avpo. tou/ u[datoj( evntau/qa dh. ouvke,ti qe,lei meta. tw/n avgo,ntwn
iven, ai( avlla. th.n ovsmh.n bou,letai metelqei/n) kai. o` me.n a;gei to. evnteu/qen(
i`ma,nti dedeme,noj( oi` de. avkolouqou/si)
The Ethiopian & the Ape (158), XXXIII
h=n de. pote Aivqi,oy tij( pa,nu wvmo.j w]n tou.j pro,pouj( o]j tw|/ piqh,kw| ouvde.n

u[dwr evdi,dou pi,nein\ w[ste pa,nu talaipw,rwj ei=ce to. qhri,on) e;fh ga.r o`
a;nqrwpoj ta,de\ ou-toj ou;pote pi,nwn ouvde.n( polu. ma/llon evpiqumh,sei u[dwr

eu`ri,skein) kai. h=gen auvto.n tou.j po,daj( w`j pro.teron evle,gomen( dedeme,non
i`ma,nti) kai. o` pi,qhkoj deinota,thn dh. e;cwn di,yan( sfo,dra evspou,dazen evpi.
tw|/ eu`rei/n to. u[dwr( kai. pollaj krh,naj ovsfraino,menoj evxeu/ren( th.n r`in/ a
pro.j th|/ gh|/ e;cwn w[sper ku,wn evla,fouj ivcneu,wn) o` de. Aivqi,oy( ou[twj eu`rw.n
krh,nhn( auvto.j me.n e;pine( to.n de. pisto.n pi,qhkon ouvde. proselqei/n ei;a)
The Ethiopian & the Ape (159), XXXIV
o` de. pi,qhkoj tou/to ivdw.n evscetli,aze\ avca,ristoj ga.r e;doxen ei=nai kai.

avnaidh.j o` avnh,r( o[stij div au`tou/ eu`rw.n to. u[dwr ouvde.n qe,lei metadou/nai)
w[ste e;fh pro.j e`auto.n ta,de\ o` despo,thj pi,nei kai. ouvde.n evmou/ fronti,zei to.
para,pan) evgw. ou=n toi/j ovdou/si diasci,sw to.n i`ma,nta( kai. a;peimi fugh|/ w`j
ta,cista) o` de. a;neu evmou/ ouvde,pote dunh,setai eu`ri,skein th.n o`do,n( h-| oi;koqen
deu//ro avfi,keto) kai. ou[twj evn tw|/de tw|/ evrh,mw| cwri,w| avpoqanei/tai) kai.
toiau/ta evn nw|/ e;cwn avpw|/ceto ovda.x diasci,saj to.n i`ma,nta kai. o` despo,thj
w[sper kai. h;lpize limw|/ ouv dia. makrou/ avpe,qanen)
Thepos (160), XXXV
kle,pthj tij h=n pote. ovno,mati Qh/poj( o]j polla. pantoi,aij te,cnaij kle,yaj

pa,nu evllo,gimoj evge,neto) ou-toj ga.r eivj th.n avgora,n pote evlqw,n( li,qon tina.
timiwta,thn h;qelen avgora,zein) kai. labw.n th.n li,qon e;lexe pro.j to.n
ka,phlon toia,de) w= a;nqrwpe( xe,noj me,n eivmi kai. po,rrwqen avfi/gmai\ kai. dia.
tou/to ou;pw avrgu,rion e;cw( oi-on evnqa,de nomi,zetai) qe,leij ou=n avnti.
avrguri,ou tou,touj tou.j stath/raj labei/n* kai. a[ma tau/ta le,gwn e;deixen auvtw|/
qula,kon crusw/n stath,rwn plh,rh) o` de. ka,phloj e;mpeiroj w] tw/n toiou,twn(
evxei/len e[na tw/n stath,rwn( kai. basa,nw| dokima,saj e;maqe tw|/ o;nti crusou/n
o;nta)

kai. de,ka stath/raj e;labe para. tou/ xe,nou(
Thepos (161a), XXXVI
①

⇢ ④

[ 그리고

③

⑧

주었다(e;d).] [②그리고

⑥

보석을

그는:

그 낯선자로부터

상점(avg) 으로부터
(po) 않은

③

시간

⑨

①

두려움을 갖고서

②

①

그는

④

아주(pa,) 빠르게(ta)

⑦

⑤

가버렸다.] [②그리고

심히도 서두르는 것처럼(sp)

⑧

한 궁술가(to)가

그리고

그 부대(qu,)와 그 보석을

⑥

후에,

⑤

10개의 금화를 :취했다,

그 상인에게(ka,)

⑥

⑨

④

⑦

그에게

③

취했고

⑦

그

그다지 오래되지

⑩

그리고

무엇인 가에 대해서

왔다(evp).]

⑤

And he took

ten ducats from the stranger, and gave him the jewel. And he, taking the bag
and the jewel, went away very quickly from the market. And after a not very
long time there came to the dealer an archer, as though in a great hurry and
considerably alarmed [having much hurry and fear] about something.

kai. de,ka stath/raj e;labe para. tou/ xe,nou( kai. e;dwken auvtw|/ th.n li,qoi) o` de.
labw.n to.n qu,lakon kai. th.n li,qon avph/lqe pa,nu tace,wj evk th/j avgora/j)
meta. de. cro,non tina. ouv polu/n evph/lqe pro.j to.n ka,phlon toxo,thj tij( w`j
pollh.n spoudh.n e;cwn kai. fo,bon peri, tinoj)
IdAoA3,

evpe,rcomai

많은 much, many;

오다 come.

polu/n

e;dwka

polu,j, pollh,( polu,

(형용사, m4) 오래 long,

주었다 gave,

pollou/, h/j, ou/

gen.

spoudh,

서두름 hurry,

evph/lqe
오랜,

toxo,thj

궁술가 archer,

(161b), XXXVI
[②그런데

③

이 도시①에서는

추적하는(ivc)
④

아래와 같이

⑤

②

③

상인은,

⑥

모든 것들을 탐색하고(evx),

물었다(h;r):] [②선생님! 이제 방금(avr) 여기에

금으로 보이는 금화들로
그

궁술가들이

시장의(avg) 경비원들(fu,)이다.] [①그래서 그가 왔고

⑤

①

④

④

꾸밈없이,

⑥

⑤

바꾸어 준(avn)

③

어떤 낯선자가

그의 보석에 대해서

③

도둑들을

그 상인에게

값진(ti) 돌들을 사고서

④

①

있었습니까?] [②그래서

걱정하면서(de)

④

⑥

⑥

그리고

⑦

띠포스를

도둑으로

의심하면서(u`p),

⑥

보여주었다(avp).]

⑨

⑧

모든 것을 궁술가에게 말했고

⑩

그에게 그 금화들을

Now in this city the archers are the guards of the market,

searching out everything, and tracking the thieves. He therefore came and asked
the dealer as follows: 'Sir, was there here just now a stranger, buying precious
stones and giving in exchange ducats apparently of gold?' And the dealer, as
was natural, fearing for his jewel, and suspecting Thepos to be a thief, told
everything to the archer and showed him the ducats.

evn de. tau,th| th|/ po,lei oi` toxo,tai th/j avgora/j eivsi fu,lakej( evxeta,zontej
pa,nta kai. tou.j kle,ptaj ivcneu,ontej) ou-toj ou=n evlqw.n h;reto to.n ka,phlon
toia,de\ Po,teron w= a;nqrwpe avrti,wj parh/n xe,noj tij( li,qouj timi,aj
avgora,zwn kai. stath/raj crusou/j dh. avntididou,j* o` de. ka,phloj( w`j eivko.j(
dei,saj peri. th/j li,qou( kai. u`popteu,saj to.n Qh/pon kle,pthn ei=nai( pa,nta tw|/
avntidi,dwmi $ pa. &ou,j%

toxo,th| le,gwn avpe,deixe tou.j stath/raj)
주다 give in exchange,
now,

evlqo.n

avpe,deixa

(PaAoA4n) from

물었다 asked,

ivcneu,w

u`popteu,w $ ao.

pa.

e;rcomai( evxeta,zw

(PaAo)를 영어에선 과거로 옮겼다.
술어

kle,pthn(4m)은

의심하다 suspect,

h;reto

값진 valuable, precious;

evlqo.n

= He came

to.n Qh/pon kle,pthn ei=nai에는 ei=nai가

to.n Qh/pon과

주격

이제 방금 just

탐색하다 search out,

ti,mioj, a, on

추적하다 hunt after,

u`popteu,saj%

avrti,wj

보여주었다 showed,

바꾸어

와서

같은 격을 취했다 >(117기).

Thepos (162a), XXXVII
[①그리고 그 궁술가는
[③당신이

②

황금일

문지를(tr) 때에,
①

③

말했다:

④

것이라고

내가:⇢

⑧

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⑦

④

②

이 모든 것들은

가정했던(evn)

③

⑤

내가 의심한데로(u`p)

①

그 금화들은

⑥

시금석(ba)으로 그들을

구리로(ca)⑤부터

어졌(pe)다:] [①그러나 그 위에는 금이 있다(evp),

②

그래서

그렇다.]

⑥

이미 여러번(po) :보았다:] [①그리고

그러나 허위이고

④

⑤

⑦

그들은:⇢

②

그들은

③

전혀 (pa)

만들

시금석도 물론(dh.)

이점(동전들)에 관해서는(pr)

쓸모가 없다(avn).] [①그러나

③

④

증거를(ma) 나에게 제공해 줄

그 가짜(ye) 금을

⑤

④

③

나에게

②

⑥

그 도둑에 대해서

주라(do,).]

And the

archer said: 'All these things are so, as I suspected. For the ducats which you
supposed to be golden, having rubbed them with the touchstone, I have often
seen already: and they are not golden at all, but false, made out of copper: but
there is gold on the top so that the touchstone is of course useless with
respect to such (coins). But give me the sham of gold, which shall give me
evidence against the thief.'

o` de. toxo,thj( pa,nta tau/ta dh,( e;fh( ou[twj evsti.n w`j evgw. u`pw,pteuon) tou.j
ga.r stath/raj( ou]j crusou/j evno,mizej ei=nai( th/| basa,nw| tri,yaj( h;dh
polla,kij ei=don\ kai. crusoi/ me.n ou;k eivsi to. para,pan( avlla. yeudei/j( evk
calkou/ pepoihme,noi\ evpi,keitai de. cruso,j( w[ste pro.j toiou,touj avnwfelh.j
dh. h` ba,sano,j evsti) avlla. do,j moi to. yeude.j crusi,on( o[per martu,rio,n moi
dw,sei kata. tou/ kle,ptou)
시금석 touchstone,

evpi,keitai

avnwfelh.j

calko,j

m 구리 copper,

그 위에는...이 있다 lies on,

가정하다 suppose,

para,pan

의심하다 to suspect,

yeudh,j

seen already에서 부정과거인

tri,bw

물론 of course,

문지르다 rub;

주라 give,

nomi,zw
pro.j

u`popteu,w
= I have often

영어에서는 완료를 사용했다 >(120고).

crusoi/ me.n ou;k eivsi to. para,pan))) evpi,keitai de. cruso,j에서
와 위에는 금이 있다는 상반된 내용을

do,j

만들어진 made,

h;dh polla,kij ei=don

가짜 sham,

ba,sanoj

증거물 evidence,

pepoihme,noj

e;triya

=

ei=don을

dh.

martu,rion

전혀 absolutely,

이점에 관해서 with respect to;

쓸모가 없는 useless,

me.n)))de.를

전혀 금이 아니다

사용하면서 표현했다 >(123거).

(162b), XXXVII
①

[ 그리고

②

열 개의 금화들을
①

①

취하고

가버렸다.] [ 그러나 그 상인은
⑥

돌아오는 것을

④

보기를

④

마치 띠포스 뒤를 따르는 것처럼

⑤

그 궁술가가 그 보석과

희망하면서(evl)

③

②

③

그는 급히

⑦

그리고 그 도둑과 함께

많은 날들 동안 여전하게 지냈다.]

[①그러나 어느-쪽도 더 이상은 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했다(su):] [①그 궁술가가
사건을

꾸몄었다(evb).]

⑤

③

②

마침내 그는:⇢

②

그 도둑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사건을(pr)

③

④

그리고 이들이

⑥

그

And taking the ten ducats he went off quickly, as

though after Thepos. But the dealer remained many days, hoping to see the
archer coming back with the jewel and the thief. But as neither came any more,
at last he understood the matter: for the archer was a friend to the thief, and
these had devised the affair.

kai. labw.n tou.j de,ka stath/raj avpw,ceto tace,wj

w`j meta. to.n Qh/pon) o` de. ka,phloj polla.j h`me,raj e;mene( evlpi,zwn ivdei/n to.n
toxo,thn meta. th/j li,qou h[konta( kai. tou/ kle,ptou) w`j de. ouvde,teroj ouvke,ti
h=lqe( sunh/ke te,loj to. pro/gma\ o` ga.r toxo,thj fi,loj h=n tw|/ kle,pth| kai.
ou-toi evbou,leusan to. pra/gma) pra/gma
understood,

bou,lomai

이상 no more,
>(116겨).

꾸미다 devise,

polla.j h`me,raj처럼

ivdei/n

InAoA from

o`ra,w

이해했다

보다 see,

ouvke,ti

더

시간(장소)의 연장(확장)은 대격으로 표현한다

ouvde,teroj ouvke,ti h=lqe처럼

evbou,leusan

sunh/ka

사건 matter, affair;

이중부정어는 >(124구)를 보라.

ou-toi

= these had devised에서는 영어에서는 대과거가 그리스어에서는

부정과거가 사용되었다 >(120구).

The Lamioi & the Tagoi (163a), XXXVIII
[①이전에는(pr) 왕들이 ③라미오이를 ②통치했다(h=r):] [①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④

라미오이는

다른 통치자들(a;r)을

⑦

들이(st)

②

⑤

③

그 왕들을

쫓아냈고(avp)

②

③

⑧

그들 대신에

택(ei[)했다.] [①그리고 이 결과로서(evk)

있었다:] [①그리고 대중은(pl)

타고이라 부른(wvn)

⑥

그 타고이에

③

당들 간에 논쟁

호의가(eu=) 있었다.] [①그러

②

나 그 소수인 귀족들(euv)은

②

적개심이(du) 있었고 순종하기를(pe) 원치 않았다.]

Formerly kings ruled the Lamioi: but after a certain time the Lamioi, having
driven out the kings, chose instead of them other rulers, whom they called
tagoi. And in consequence of this there wee party quarrels: and the majority
were well-disposed to the tagoi, but the nobles being few were hostile, and

pro,teron me.n basilei/j h=rcon tw/n Lami,wn\ meta. de.

would not obey.

cro,non tina. avpela,santej tou.j basile,aj oi` La,mioi ei[lonto avnti. auvtw/n
a;llouj a;rcontaj( ou]j tagou.j wvno,masan) evk de. tou,tou h=san sta,seij\ kai. oi`
me.n plei,onej eu=noi h=san toi/j tagoi/j( oi` de. euvgenei/j pau/roi o;ntej dusmenw/j
ei=con( kai. ouvk h;qelon pei,qesqai)
통치하다 rule,

ai`rou/mai

a;rcwn

통치자 ruler,

선택하다 choose,

호의가 있는 well-disposed,

evx&elau,nw
plei,onej

이전에는 Formerly,

>(123거).

euvgenh,j

h;qelon

IdAoM3

evk

부르다 call,

(InPrP)

pei,qw

선택하다 choose,

ei[lonto

La,mioi

eu;nouj

라미오이 Lamioi,

순종하다 obey,

oi`

pro,teron

ovnoma,zw

pro,teron me.n)))meta. de.에서는 me.n)))de.로
qe,lw

(IdAoM3),

결과로서 in consequence of,

당들 간에 논쟁 party quarrel,

(IdIpA3) from

a;rcw

쫓아내다 drive away,

ai`re,w

적개심 hostile,

귀족 noble,

kale,w

pei,qesqai

sta,sij

give a name, name,

ei[lonto

dusmenh,j

쫓아내다 drive out,
대중 majority,

avpelau,nw

이름을 짖다

상반절을 인도한다

원하다 wish of desire,

(163b), XXXVIII
[①그리고 그 타고이는 ②이 커가는 분노를(evc) 지각하고 ③폭력을(bi,) 사용했다.]
[①그래서 그들은

avl),
②

그들은:⇢

③

많은

③

②

더 이상 저항할(avn) 수 가 없었다.] [①그럼에도 불구하고(ouv

타고이에 대해서 :노했던(wvr) 것이다.] [①그리고

②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들로

존경을 파괴하려는(pa)

④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날조해(e;p) 냈다.] [①그리고

④

타고이의 명성(eu;)과

⑤

⑤

③

⑥

이들

큰 희망들(po

②

mh.

evl)을

:가졌다.] [만일에 그가 그의 신하들에게 우스운(ge) 것이 된다면,
만족스럽게(evp) 그리고

④

⑤

적절하게(pr)

통치(a;r)할 수

③

아무도(du,)

②

①

없기 때문에.]

And the

tagoi perceiving this grew angry, and employed violence, so that they were no
longer able to resist. Nevertheless they were enraged with the tagoi, and
invented many absurd stories about them. And they were in great hopes of
destroying the honour and fame of the tagoi by these stories. For no one can
rule satisfactorily and properly, if he becomes ridiculous to his subjects.

oi` de. tagoi. gno,ntej tou/to evcale,painon kai. bi,a| evcrh,santo( w[ste evkei/noi
ouvke,ti avnte,cein evdu,nanto) ouv mh.n avlla. toi/j tagoi/j wvrgi,zonto( kai. pollou.j
kai. geloi,ouj lo,gouj e;plasson peri. auvtw/n) kai. evn pollh|/ evlpi,di h=san
pau/sai th.n timh.n kai. th.n eu;kleian tw/n tagw/n tou,toij toi/j lo,goij) ouvdei.j
ga.r a;rcein du,natai evpieikw/j kai. prepo,ntwj( geloi/oj geno,menoj toi/j
avrcome,noij)

avnte,cein

저항하다 resist,

분노 sorely angry,

cra,omai

사용하다 employ,

from

evlpi,j

culous,
raged,

희망 hope,

ouv mh.n avlla.
pau,w

들 great hopes,
from

du,namai

evpieikw/j

bi,a|

f 폭력 violence,

eu;kleia

파괴하다 destroy,

evpieikw/j

f 명성 fame,

만족스럽게 satisfactorily,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pla,ssw

geloi,oj

ovrgi,zomai

날조하다 invent,

prepo,ntwj

적절하게,

노하다 en큰 희망

IdPrM3

pollou.j kai. geloi,ouj

= many absurd stories에는 and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어에는

me,gaj가

오면 바로

따라온다 >(114교).

f3

우스운 ridi-

du,natai,

lo,gouj

kai.가

evlpi,di

pollh|/ evlpi,j

만족스럽게 kindly, with moderation.

나는 할 수 있다.

calepai,nw

polu,j나

geloi/oj geno,menoj에서는

주어가

바꾸어지면서 가정적인 내용을 표현한다 >(119뉴).

The Lamioi & the Tagoi (164a), XXXIX
[①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③

귀족들이기

①

때문에(di)

④

②

그들은 타고이를 보다 쉽게 비웃었다(ka).] [②그 왕들은

예전에는(pa,)

육체(sw)와 관계되는(pe)

⑥

⑤

놀이(h`d)에서,

사냥(qh,),

말 타기(i`p), 체조(gu), 그리고 사실상(dh.) 전쟁(po)

⑧

⑩

숙련되었었다(e;m).] [①그러나

⑦

있어서
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④

같은 것에(oi-)

⑨

국민들로부터 솟아올랐던(ge)

③

②

타고이는

훨씬 경험이 없었던(avp) 것이다.] [①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아래와 같다: 타고는 쏠(to) 때에 활 끝을(aiv) 자기를 향해 돌린다.]

And on

account of this reason they ridiculed more easily the tagoi, because the kings,
being noble, were in old times skilled in the pleasures connected with the body,
such as hunting, and riding, and gymnastics, and also warlike matters, but the
tagoi being sprung from the people were much more inexperienced in such
things. And the stories were as follows: A tagos, when shooting, turned the

kai. dia. tau,thn th.n aivti,an r`a/|on

point of the arrow towards himself.

katege,lwn tw/n tagw/n( dio,ti oi` me.n basilei/j euvgenei/j o;ntej pa,lai tw/n
h`donw/n tw/n peri. to. sw/ma e;mpeiroi h=san( oi-on qh,raj( kai. i`ppasi,aj kai.
gumnastikh/j( kai. dh. kai. tw/n polemikw/n( oi` de. tagoi. evk tou/ plh,qouj
geno,menoi polu. avpeiro,teroi h=san tw/n toiou,twn) oi` de. lo,goi h=san toioi,de\
tago,j tij toxeu,wn th.n aivcmh.n tou/ ovis? tou/ pro.j e`auto.n e;trepe)
a;peiroj

g

euvge,neia

skilled,

귀족 nobility of birth,

체조 gymnastics,
riding,

peri,

kategela,w

a

aivcmh,

경험이 없는 inexperienced,

qh,ra, aj, h`

geno,menoj

사냥 trap,

비웃다 ridicule,

oi-on

관계되는 connected with,

e;mpeiroj

솟아오른 sprung,

h`donh,

놀이 pleasure,

(RL4n),

pa,lai

polemiko,j

tre,pw

gumnastikh,
말 타기

예전에는 in old times,

전쟁적 warlike,

plh/qoj

sw/ma

change.

tw/n h`donw/n tw/n peri. to. sw/ma e;mpeiroi h=san에서 tw/n

쏘기 shoot,

숙련 된

i`ppasi,a

people,

n 육체 body,

toxeu,w

f 끝 point,

2aor.

e;trapon

국민들

돌린다

속격들이 온

것은 동사가 표현하는 내용의 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 동작과의 관련을 표현한다
>(115구).

tw/n h`donw/n에는

정관사가 왔다. 따라서

oi` me.n basilei/j들이

놀이임을 알 수 있다. 숙련하기 위해서 하는 놀이가 아니다 >(110그).

tw/n

즐기는

polemikw/n은

중성 형용사인데 영어에서 는 명사 warlike matters가 사용되었다

>(114가).

(164b), XXXIX
사냥(qh,)할 목적으로 나가서

[①그리고 타고스는,

②

바위라고 생각했다(evn).] [①그리고 타고스는
수영(ne)하는 줄을 알지(evp) 못해서

④

타고스는

늑대를 만나면(pe)

②

떨어져서(ka)
차고는(pe)
깨졌고(ka

③

⑥

그리고 코끼리를 볼 때,

길에서 타다가(i`p)

②

③

④

그것은

샘에(fr) 떨어졌다,

빠져 죽었다(hvf) [살아졌다]. [①그리고

⑤

나무 위로(evp)

그 늑대에 의해서

③

올라가기를(avn) 바랐다,

④

삼켜졌다(avn).] [①그리고 타고스는

⑦

⑤

그리고는

칼(xi,)을

①

칼집(ko)과 엉클어져서(evm) 넘어졌고(kate), 그리고는 그의 머리가

③

th/ ke),

죽어 버렸다(avp).]

And, a tagos going out for purpose of

hunting, and seeing an elephant, thought it was a rock. And, a tagos, riding on
the road, fell into a well; and not knowing how to swim was drowned
[disappeared]. And, a tagos meeting a wolf, wished to climb up a tree, and,
falling down, was devoured by the wolf. And, a tagos, having gird on him a
sword, and getting entangled with the scabbard, fell down, and, having broken

kai.( tago.j tij evpi. qh,ra| evxiw.n kai. evle,fanta ivdw,n(

his head, perished.

pe,tran evno,mizen ei=nai) kai.( tago,j tij i`ppeu,wn evn th|/ o`dw|/ evj fre,ar
evxe,pesen( kai. ouvk evpista,menoj nei/n hvfani,sqh) kai.( tago,j tij lu,kw|
peritucw,n evpi. de,ndron h;qelen avnabh/nai( kai. katapesw.n u`po. tou/ lu,kou
avnhrpa,sqh) kai. tago,j tij xi,foj perizwsa,menoj( kai. evmpodisqei.j tw/| kolew|/
kate,pese kai. th/j kefa,lhj kateagw.j avpw,leto)
disappear,

avnabai,nw

올라가다 climb,

IdAoM3 from

avpo,llumi

죽다 perish, die.

evno,mizen

IdIpA3 from

for purpose of,

nomi,zw

evpista,menoj

생각하다

avnarpa,zw
evmpodi,zw
think,

PaPrM1m from

evpi,

avfani,zomai
삼키다 devour,

살아지다

avpw,leto

d 엉클어지다 entangle,
a 위로 up,

evpi,stamai

evpi.

알다 know,

d 목적으로

fre,ar

샘

well,

hvfani,sqh

horseman,

IdAoP3 from

katapi,ptw

koleo,j

peritugca,nw

kata,gnumi

m 칼집 scabbard,
만나다 meet,

hunting of wild beasts,
왔기 때문에 4격

살아졌다 perish,

넘어지다 fall down,

깨졌고 broken his head,
perish,

avfani,zw

xi,foj

pe,tran이

설명할 수 없다 >(118교).

kateagw.j th/j kefa,lhj

깨트리다 break,

ne,w $ In. νει/ν%

perizw,nnumai
칼 sword,

왔다 >(117나).

i`ppeu,j, e,wj, o`

말타는 사람

그의 머리가

o;llumai $ a. wvlo,mhn%

수영 swim,

o`do,j

칼을 차다 gird on self,

죽다

f 길 road,

qh,ra

사냥 a

pe,tran evno,mizen ei=nai에서 ei=nai가
ouvk evpista,menoj nei/n은

kefa,lhj(2f) kateagw.j는

문법으로

속격을 취하는 동사다 >(115규).

Thepos & the Emerald (165a), XL
그리고 다른 때에(a;l), 떼포스는 아주 비싼(ti) 에메랄드를 상인으로부터 훔치고 (kl)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 상점에 왔고 그의 에메랄드를(sm) 선택했다(e`l), 그리고
그에게 그것이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10 탤렌트(ta)’ 라
대답했다. 그리고 떼포스는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avp): 그러면 내가 이것을(th,)
당신에게서 살 것이다: 그러나 그 값이 아주 많기(to)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

결코(ouv) 가져오지(h;n) 못했다. 그러나 그 돈을 나는 집에 남겨 두었다(ka). And
another time Thepos wanted to steal an emerald, very precious, from the dealer.
And he came to the dealer and chose his emerald, and asked him how much it
was [is] worth: and he said 'Ten talents.' And Thepos answered as follows:
'This then I will buy from you: but that large price [the price being so great] I
have in no wise brought [with me], but the money I have left at home.

a;llote de. o` Qh/poj sma,ragdo.n tina timiwta,thn evbou,leto kle,yai para. tou/
kaph,lou) kai. evlqw.n pro.j to.n ka,phlon kai. th.n sma,ragdon e`lo,menoj(
hvrw,thse po,sou avxi,a evsti,\ o` de. e;fh de,ka tala,ntwn) o` Qh/poj avpekri,nato
toia,de\ th,nde me.n ou=n wvnh,somai para. sou/\ th.n de. timh.n tosau,thn ou=san
ouvdamw/j h;negkon( avlla. to. avrgu,rion oi;koi kate,lipon)

a;llote

다른 때에

e`lo,menoj

another time,
IdAoA1 from

fe,rw

sma,ragdoj

PaPrAf4 from

f 에메랄드 emerald,

avpokri,nomai

대답하다 answer,

evlqw.n

h;negkon

lei,pw $ a. &lip&%

결코 아니다 in no wise,

탤렌트 talent,

아주 많은 so great,

ti,mioj, a, on

avpekri,nato

비싼

IdAoM3 from

(PaAoA1m) = And he came에서는 분사

h;negken

부정과거를 영어에서는 과거를 사용했다.

h;negkon

선택하다 choose,

훔치다 steal,

eivmi,( ouvdamw/j

ta,lanton

tosou/toj, au,th, ou/ton

precious,

ai`re,omai

kle,ptw

가져오다 carry,

ou=san

남기다 leave.

PaAoMm1 from

(IdAoA3) from

fe,rw

= I have brought에서는 부정과거를 영어에선 완료로 옮겼다 >(120고).

(165b), XL
[①그리고

⑤

나는:⇢ ④시내에서 ②어떤 다른 ⑤사업을 ③반드시(dei/ me) :관리해야(pr)

한다.] [그리고 나서야(e;p) 집으로 갈 것이다.] [①그래서 내가

②

(evk) 때에

④

함께

③

내가 다시 당신에게

⑤

나의 집으로
③

④

그 가격에 대해서

②

④

그 에메랄드를(sm) 운반하고,

그 돈을

아무

③

②

그리고 그 돌을

지불할 것이다(avp).] [①그리고 이렇게

③

위험도(ki,)

아직 나를 알지도(gi) 못할 뿐만아니라
하지(evp) 못한다.]

당신 자신은 나와

가야한다.] [①그리고 거기에(evk) 도착해서(avf)

내가 당신에게

취하고 나서
하면(ou[)

⑥

⑦

모든 일들을 마쳤을

②

당신에게 없을 것이다.] [①당신은

내가 정직한(di,) 사람이라는 것도

③

②

이해

And some other business I must manage in the city, and

then go home: and so when I have finished everything I will come again to you,
and you yourself with me shall go to my house, carrying the emerald: and I
having arrived there and taken the stone will pay you the money. And thus there
will be no risk for you about the price; for you do not know me yet, nor are
aware that I am an honest man.

kai. a;lla tina. dei/ me evn th|/ po,lei

pragmateu,esqai( kai. e;peita oi;kade iven, ai\ w[ste pa,nta evktele,saj au=qij para.
se. ei=mi( kai. auvto.j met v evmou/ pro.j to.n oi=kon poreu,sei fe,rwn th.n

sma,ragdon\ kai. avfiko,menoj evkei/se kai. labw.n th.n li,qon avpodw,sw soi to.
avrgu,rion( kai. ou[twj ouvdei.j e;stai soi ki,ndunoj peri. th.j timh/j\ evme. ga.r
ou;pw gignw,skeij( ouvde. evpi,stasai o[ti di,kaio,j eivmi)
도착하다 arrive,

avpodi,dwmi

정직한

honest,

e;peita

finish,

evpi,stasai

know,

ki,ndunoj

business,

지불하다 pay,

그리고 나서야 then,

IdPrM2 from
m

dei/ me

evpi,stamai

위험 risk,

sma,ragdoj, ou, o`

avfikne,omai

나는 반드시 I must,

evkei/se

거기에 there,

이해하다 understand,

pragmateu,omai

에메랄드 emerald,

di,kaioj

evktele,w

gignw,skw

마치다
알다

사업을 관리하다 manage

w[ste pa,nta evktele,saj에서

처럼

시제가 의미상으로 결정되는 동사를 영어로 옮길 때에는 when I have finished
everything처럼 when을 첨가한다 >(119고).

(161a) 그리고 10개의 금화를

(161a)

kai. de,ka stath/raj

(161a) 그는 취했다

(161a)

e;labe

(161a) 그 낯선자로부터

(161a)

para. tou/ xe,nou(

(161a) 그리고 그에게 주었다(e;d).

(161a)

kai. e;dwken auvtw|/

(161a) 보석을

(161a)

th.n li,qoi)

(161a) 그리고 그는 취했고

(161a)

o` de. labw.n

(161a) 그 부대(qu,)와

(161a)

to.n qu,lakon kai.

(161a) 그 보석을

(161a)

th.n li,qon

(161a) 가버렸다.

(161a)

avph/lqe

(161a) 아주(pa,) 빠르게(ta)

(161a)

pa,nu tace,wj

(161a) 그 상점(avg) 으로부터

(161a)

evk th/j avgora/j)

(161a) 시간 후에

(161a)

meta. de. cro,non

(161a)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161a)

tina. ouv polu/n

(161a) 왔다(evp).

(161a)

evph/lqe

(161a) 그 상인에게(ka,)

(161a)

pro.j to.n ka,phlon

(161a) 한 궁술가(to)가

(161a)

toxo,thj tij(

(161a) 심히도 서두르는 것처럼(sp)

(161a)

w`j pollh.n spoudh.n e;cwn

(161a)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서

(161a)

kai. fo,bon

(161a) 무엇인 가에 대해서

(161a)

peri, tinoj)

(161b)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1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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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b) 궁술가들이

(161b)

oi` toxo,tai

(161b) 시장의(avg) 경비원들(fu,)이다.

(161b)

th/j avgora/j eivsi fu,lakej(

(161b) 모든 것들을 탐색하고(evx),

(161b)

evxeta,zontej pa,nta kai.

(161b) 도둑들을 추적하는(ivc)

(161b)

tou.j kle,ptaj ivcneu,ontej)

(161b) 그래서 그가 왔고

(161b)

ou-toj ou=n evlqw.n

(161b) 그 상인에게 물었다(h;r):

(161b)

h;reto to.n ka,phlon

(161b) 아래와 같이

(161b)

toia,de\

(161b) 있었습니까?

(161b)

Po,teron

(161b) 선생님!

(161b)

w= a;nqrwpe

(161b) 이제 방금(avr) 여기에

(161b)

avrti,wj parh/n

(161b) 어떤 낯선자가

(161b)

xe,noj tij(

(161b) 값진(ti) 돌들을 사고서

(161b)

li,qouj timi,aj avgora,zwn

(161b) 그리고 금으로 보이는 금화들로

(161b)

kai. stath/raj crusou/j

(161b) 바꾸어 준(avn)

(161b)

dh. avntididou,j*

(161b) 그래서 그 상인은,

(161b)

o` de. ka,phloj(

(161b) 꾸밈없이,

(161b)

w`j eivko.j(

(161b) 걱정하면서 (de)

(161b)

dei,saj

(161b) 그의 보석에 대해서

(161b)

peri. th/j li,qou(

(161b) 그리고 의심하면서(u`p)

(161b)

kai. u`popteu,saj

(161b) 띠포스를

(161b)

to.n Qh/pon

(161b) 도둑으로

(161b)

kle,pthn ei=nai(

(161b) 모든 것을 궁술가에게

(161b)

pa,nta tw|/ toxo,th|

(161b) 말했고

(161b)

le,gwn

(161b) 보여주었다(avp).

(161b)

avpe,deixe

(161b) 그에게 그 금화들을

(161b)

tou.j stath/raj)

(162a) 그리고 그 궁술가는

(162a)

o` de. toxo,thj(

(162a) 이 모든 것들은

(162a)

pa,nta tau/ta dh,(

(162a) 말했다:

(162a)

e;fh(

(162a) 그렇다.

(162a)

ou[twj evsti.n

(162a) 내가 의심한데로(u`p)

(162a)

w`j evgw. u`pw,pteuon)

(162a) 그 금화들은

(162a)

tou.j ga.r stath/raj(

(162a) 황금일 which

(162a)

ou]j crusou/j

(162a) 당신이 가정했던(evn)

(162a)

evno,mizej

(162a) 것이라고

(162a)

ei=nai(

(162a) 시금석(ba)으로 그들을 문지를(tr) 때에,

(162a)

(162a) 이미 여러번(po)

(162a)

h;dh polla,kij

(162a) 내가 보았다:

(162a)

ei=don\

(162a) 그리고 금이

(162a)

kai. crusoi/ me.n

(162a) 그들은 전혀(pa) 아니라는 것이다,

(162a)

ou;k eivsi to. para,pan(

(162a) 그러나 허위이고

(162a)

avlla. yeudei/j(

(162a) 구리로(ca)

(162a)

evk calkou/

(162a) 그들은 만들어졌(pe)다:

(162a)

pepoihme,noi\

(162a) 그러나 그 위에는 금이 있다(evp),

(162a)

evpi,keitai de. cruso,j(

(162a) 그래서

(162a)

w[ste

(162a) 이점에 관해서는(pr)

(162a)

pro.j toiou,touj

(162a) 쓸모가 없는(avn)

(162a)

avnwfelh.j

th/| basa,nw| tri,yaj(

(162a) 시금석도 물론(dh.)...이다 .

(162a)

dh. h` ba,sano,j evsti)

(162a) 그러나 나에게 주라(do,).‘

(162a)

avlla. do,j moi

(162a) 그 가짜(ye) 금을

(162a)

to. yeude.j crusi,on(

(162a) 나에게 증거를(ma) 제공하는

(162a)

o[per martu,rio,n moi dw,sei

(162a) 그 도둑에 대해서

(162a)

kata. tou/ kle,ptou)

(162b) 그리고 취하고

(162b)

kai. labw.n

(162b)

de,ka stath/raj

(162b) 그는 급히 가버렸다.

(162b)

avpw,ceto tace,wj

(162b) 마치 띠포스 뒤를 따르는 것처럼

(162b)

w`j meta. to.n Qh/pon)

(162b) 그러나 그 상인은

(162b)

o` de. ka,phloj

(162b) 많은 날들 동안 여전하게 지냈다.

(162b)

polla.j h`me,raj e;mene(

(162b) 희망하면서(evl)

(162b)

evlpi,zwn

(162b) 보기를 그 궁술가가

(162b)

ivdei/n to.n toxo,thn

(162b) 그리고 그 보석과 함께

(162b)

meta. th/j li,qou

(162b) 돌아오는 것을

(162b)

h[konta(

(162b) 그 도둑과

(162b)

kai. tou/ kle,ptou)

(162b) 그러나 어느-쪽도...때문에

(162b)

w`j de. ouvde,teroj

(162b) 더 이상은 오지 않기

(162b)

ouvke,ti h=lqe(

(162b) 마침내 그는 이해했다(su):

(162b)

sunh/ke te,loj

(162b) 그 사건을(pr)

(162b)

to. pro/gma\

(162b) 그 궁술가가, 때문에

(162b)

o` ga.r toxo,thj

(162b) 그 도둑의 친구였기

(162b)

fi,loj h=n tw|/ kle,pth|

(162b) 그리고 이들이

(162b)

kai. ou-toi

(162b) 꾸몄었기(evb)

(162b)

evbou,leusan

(162b) 그 사건을

(162b)

to. pra/gma)

(163a) 이전에는(pr)

(163a)

pro,teron me.n

(162b) 열 개의 금화들을

tou.j

(163a) 왕들이

(163a)

basilei/j

(163a) 라미오이를 통치했다(h=r):

(163a)

h=rcon tw/n Lami,wn\

(163a)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163a)

meta. de. cro,non tina.

(163a) 그 왕들을 쫓아냈고(avp)

(163a)

avpela,santej tou.j basile,aj

(163a) 라미오이는 택(ei[)했다.

(163a)

oi` La,mioi ei[lonto

(163a) 그들 대신에

(163a)

avnti. auvtw/n

(163a) 다른 통치자들(a;r)을

(163a)

a;llouj a;rcontaj(

(163a) 타고이라 부른(wvn) whom

(163a)

ou]j tagou.j wvno,masan)

(163a) 그리고 이 결과로서(evk)

(163a)

evk de. tou,tou

(163a) 당들 간에 논쟁들이(st) 있었다:

(163a)

h=san sta,seij\

(163a) 그리고 대중은(pl)

(163a)

kai. oi` me.n plei,onej

(163a) 호의가(eu=) 있었다.

(163a)

eu=noi h=san

(163a) 그 타고이에

(163a)

toi/j tagoi/j(

(163a) 그러나 그 소수인 귀족들 (euv)은

(163a)

oi` de. euvgenei/j pau/roi

(163a) 적개심이(du) 있었고

(163a)

o;ntej dusmenw/j ei=con(

(163a) 순종하기를(pe) 원치 않았다.

(163a)

kai. ouvk h;qelon pei,qesqai)

(163b) 그리고 그 타고이는

(163b)

oi` de. tagoi.

(163b) 이 커가는 분노를(evc) 지각하고

(163b)

gno,ntej tou/to evcale,painon

(163b) 폭력을(bi,) 사용했다.

(163b)

kai. bi,a| evcrh,santo(

(163b) 그래서 그들은

(163b)

w[ste evkei/noi

(163b)

ouvke,ti avnte,cein evdu,nanto)

(163b)

ouv mh.n avlla.

(163b) 타고이에 대해서

(163b)

toi/j tagoi/j

(163b) 그들은 노했던(wvr) 것이다.

(163b)

wvrgi,zonto(

(163b) 그리고 많은

(163b)

kai. pollou.j

avn) 수

(163b) 더 이상 저항할(

가 없었다.

(163b) 그럼에도 불구하고(ouv

mh. avl),

(163b)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163b)

kai. geloi,ouj lo,gouj

(163b) 날조해(e;p) 냈다.

(163b)

e;plasson

(163b) 그들에 대해서

(163b)

peri. auvtw/n)

(163b)

kai. evn pollh|/ evlpi,di

(163b) 그들은 가졌다.

(163b)

h=san

(163b) 존경을 파괴하려는(pa)

(163b)

pau/sai th.n timh.n

(163b) 그리고 타고이의 명성(eu;)과

(163b)

kai. th.n eu;kleian tw/n tagw/n

(163b) 이들 이야기들로

(163b)

tou,toij toi/j lo,goij)

(163b) 없기 때문에

(163b)

ouvdei.j ga.r

(163b) 아무도 통치(a;r)할 수

(163b)

a;rcein du,natai

(163b) 만족스럽게(evp) 그리고

적절하게(evp)

(163b)

evpieikw/j kai. prepo,ntwj(

우스운(ge) 것이 된다면

(163b)

geloi/oj geno,menoj

(163b) 그의 신하들에게

(163b)

toi/j avrcome,noij)

(164a)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164a)

kai. dia. tau,thn th.n aivti,an

(163b) 그리고 큰 희망들(po

(163b) 만일에 그가

evl)을

(164a) 그들은 타고이를 보다 쉽게 비웃었다(ka). (164a)

r`ao/| n katege,lwn tw/n tagw/n(

(164a) 때문에

(164a)

dio,ti

(164a) 그 왕들은

(164a)

oi` me.n basilei/j

(164a) 귀족들이기

(164a)

euvgenei/j o;ntej

(164a) 예전에는(pa,)

(164a)

pa,lai

(164a) 놀이(h`d)에서

(164a)

tw/n h`donw/n tw/n

(164a) 육체(sw)와 관계되는(pe)

(164a)

peri. to. sw/ma

(164a) 숙련되었었다(e;m).

(164a)

e;mpeiroi h=san(

(164a) 사냥, 같은 것에(oi-) 있어서

(164a)

oi-on qh,raj(

(164a) 말 타기(i`p),

(164a)

kai. i`ppasi,aj

(164a) 체조(gu),

(164a)

kai. gumnastikh/j(

(164a) 그리고 사실상(dh.)

(164a)

kai. dh.

(164a) 전쟁에

(164a)

kai. tw/n polemikw/n(

(164a) 그러나 타고이는

(164a)

oi` de. tagoi.

(164a) 국민들로부터

(164a)

evk tou/ plh,qouj

(164a) 솟아올랐던(ge)

(164a)

geno,menoi

(164a) 훨씬 경험이 없었던(avp) 것이다.

(164a)

polu. avpeiro,teroi h=san

(164a)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164a)

tw/n toiou,twn)

(164a)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164a)

oi` de. lo,goi

(164a) 아래와 같다:

(164a)

h=san toioi,de\

(164a) 타고는

(164a)

tago,j tij

(164a) 쏠(to) 때에

(164a)

toxeu,wn

(164a) 활 끝을(aiv)

(164a)

th.n aivcmh.n tou/ ovis? tou/

(164a) 자기를 향해 돌린다.

(164a)

pro.j e`auto.n e;trepe)

(164b) 그리고 타고스는,

(164b)

kai.( tago.j tij

(164b) 사냥(qh,)할 목적으로 나가서

(164b)

evpi. qh,ra| evxiw.n

(164b) 그리고 코끼리를 볼 때,

(164b)

kai. evle,fanta ivdw,n(

(164b) 그것은 바위라고 생각했다(evn).

(164b)

pe,tran evno,mizen ei=nai)

(164b) 그리고 타고스는

(164b)

kai.( tago,j tij

(164b) 길에서 타다가(i`p)

(164b)

i`ppeu,wn evn th|/ o`dw|/

(164b) 샘에(fr) 떨어졌다;

(164b)

evj fre,ar evxe,pesen(

(164b) 수영(ne)하는 줄을 알지(evp) 못해서

(164b)

kai. ouvk evpista,menoj nei/n

(164b) 빠져 죽었다(hvf)

(164b)

hvfani,sqh)

(164b) 그리고 타고스는

(164b)

kai.( tago,j tij

(164b) 늑대를 만나면(pe)

(164b)

lu,kw| peritucw,n

(164b) 나무 위로(evp)

(164b)

evpi. de,ndron

(164b) 올라가기를(avn) 바랐다,

(164b)

h;qelen avnabh/nai(

(164b) 그리고는 떨어져서(ka)

(164b)

kai. katapesw.n

(164b) 그 늑대에 의해서

(164b)

u`po. tou/ lu,kou

(164b) 삼켜졌다(avn).

(164b)

avnhrpa,sqh)

(164b) 그리고 타고스는

(164b)

kai. tago,j tij

(164b) 칼(xi,)을 차고는(pe)

(164b)

xi,foj perizwsa,menoj(

(164b) 그리고 칼집(ko) 과 엉클어져서(evm)

(164b)

kai. evmpodisqei.j tw/| kolew|/

(164b) 넘어졌고(kate),

(164b)

kate,pese

(164b) 그리고는, 그의 머리가 깨졌고,

(164b)

kai. th/j kefa,lhj kateagw.j

(164b) 죽어버렸다(avp).

(164b)

avpw,leto)

(165a) 그리고 다른 때에(a;l),

(165a)

a;llote de.

(165a) 떼포스는 에메랄드를

(165a)

o` Qh/poj sma,ragdo.n

(165a) 아주 비싼(ti)

(165a)

tina timiwta,thn

(165a) 훔치고 (kl) 싶었다.

(165a)

evbou,leto kle,yai

(165a) 상인으로부터

(165a)

para. tou/ kaph,lou)

(165a) 그래서 그는 왔고

(165a)

kai. evlqw.n

(165a) 그 상점에

(165a)

pro.j to.n ka,phlon

(165a) & 그의 에메랄드를 선택했다(e`l),

(165a)

kai. th.n sma,ragdon e`lo,menoj(

(165a) 물었다:

(165a)

hvrw,thse

(165a) 그것이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고

(165a)

po,sou avxi,a evsti,\

(165a) 그래서 그는 라 대답했다.

(165a)

o` de. e;fh

(165a) ‘10 탤렌트(ta)’

(165a)

de,ka tala,ntwn)

(165a) 그리고 떼포스는

(165a)

o` Qh/poj

(165a)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avp):

(165a)

avpekri,nato toia,de\

(165a) 그러면 이것을(th,)

(165a)

th,nde me.n ou=n

(165a) 내가 살 것이다:

(165a)

wvnh,somai

(165a) 당신에게서

(165a)

para. sou/\

(165a) 그러나 그 값이

(165a)

th.n de. timh.n

(165a) 아주 많기(to)

(165a)

tosau,thn ou=san

(165a) 내가 결코(ouv) 가져오지(h;n) 못했다.

(165a)

ouvdamw/j h;negkon(

(165a) 그러나

(165a)

avlla.

(165a) 그 돈을 나는 집에

(165a)

to. avrgu,rion oi;koi

(165a) 남겨 두었다(ka).

(165a)

kate,lipon)

(165b) 그리고 어떤 다른

(165b)

kai. a;lla tina.

(165b) 반드시(dei/

(165b)

dei/ me

(165b) 시내에서

(165b)

evn th|/ po,lei

(165b) 나는 사업을 관리해야(pr)한다.

(165b)

pragmateu,esqai(

(165b) 그리고 나서야(e;p)

(165b)

kai. e;peita

(165b) 집으로 갈 것이다.

(165b)

oi;kade iven, ai\

(165b) 그래서

(165b)

w[ste

(165b)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마쳤을(evk) 때에

(165b)

pa,nta evktele,saj

(165b) 내가 다시 당신에게

(165b)

au=qij para. se. ei=mi(

(165b) 그리고 자신은 나와 함께

(165b)

kai. auvto.j met v evmou/

(165b) 나의 집으로

(165b)

pro.j to.n oi=kon

(165b) 당신...가야한다.

(165b)

poreu,sei

(165b) 그 에메랄드를(sm) 운반하고,

(165b)

fe,rwn th.n sma,ragdon\

(165b) 그리고 거기에(evk) 도착해서(avf)

(165b)

kai. avfiko,menoj evkei/se

(165b) 그리고 그 돌을 취하고 나서

(165b)

kai. labw.n th.n li,qon

me)

(165b) 내가 당신에게 지불할 것이다(avp) (165b)

avpodw,sw soi

(165b) 그 돈을

(165b)

to. avrgu,rion(

(165b) 그리고 이렇게하면(ou[)

(165b)

kai. ou[twj

(165b) 아무...당신에게 없을 것이다.

(165b)

ouvdei.j e;stai soi

(165b) 위험도(ki,)

(165b)

ki,ndunoj

(165b) 그 가격에 대해서

(165b)

peri. th.j timh/j\

(165b) 당신은 아직 나를 알지도(gi) 못하기 때문에(165b)

(165b) 이해하지(evp) 못한다.
(165b) 내가 정직한(di,) 사람이라는 것도

evme. ga.r ou;pw gignw,skeij(

(165b)
(165b)

ouvde. evpi,stasai
o[ti di,kaio,j eivmi)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부터 1까지 읽어보라
Thepos (161), XXXVI
kai. de,ka stath/raj e;labe para. tou/ xe,nou( kai. e;dwken auvtw|/ th.n li,qoi) o` de.

labw.n to.n qu,lakon kai. th.n li,qon avph/lqe pa,nu tace,wj evk th/j avgora/j)
meta. de. cro,non tina. ouv polu/n evph/lqe pro.j to.n ka,phlon toxo,thj tij( w`j
pollh.n spoudh.n e;cwn kai. fo,bon peri, tinoj) evn de. tau,th| th|/ po,lei oi`
toxo,tai th/j avgora/j eivsi fu,lakej( evxeta,zontej pa,nta kai. tou.j kle,ptaj
ivcneu,ontej) ou-toj ou=n evlqw.n h;reto to.n ka,phlon toia,de\ Po,teron w=
a;nqrwpe avrti,wj parh/n xe,noj tij( li,qouj timi,aj avgora,zwn kai. stath/raj
crusou/j dh. avntididou,j* o` de. ka,phloj( w`j eivko.j( dei,saj peri. th/j li,qou( kai.
u`popteu,saj to.n Qh/pon kle,pthn ei=nai( pa,nta tw|/ toxo,th| le,gwn avpe,deixe tou.j
stath/raj)
Thepos (162), XXXVII
o` de. toxo,thj( pa,nta tau/ta dh,( e;fh( ou[twj evsti.n w`j evgw. u`pw,pteuon) tou.j

ga.r stath/raj( ou]j crusou/j evno,mizej ei=nai( th/| basa,nw| tri,yaj( h;dh
polla,kij ei=don\ kai. crusoi/ me.n ou;k eivsi to. para,pan( avlla. yeudei/j( evk
calkou/ pepoihme,noi\ evpi,keitai de. cruso,j( w[ste pro.j toiou,touj avnwfelh.j
dh. h` ba,sano,j evsti) avlla. do,j moi to. yeude.j crusi,on( o[per martu,rio,n moi

dw,sei kata. tou/ kle,ptou) kai. labw.n tou.j de,ka stath/raj avpw,ceto tace,wj
w`j meta. to.n Qh/pon) o` de. ka,phloj polla.j h`me,raj e;mene( evlpi,zwn ivdei/n to.n
toxo,thn meta. th/j li,qou h[konta( kai. tou/ kle,ptou) w`j de. ouvde,teroj ouvke,ti
h=lqe( sunh/ke te,loj to. pro/gma\ o` ga.r toxo,thj fi,loj h=n tw|/ kle,pth| kai.
ou-toi evbou,leusan to. pra/gma)
The Lamioi & the Tagoi (163), XXXVIII
pro,teron me.n basilei/j h=rcon tw/n Lami,wn\ meta. de. cro,non tina.

avpela,santej tou.j basile,aj oi` La,mioi ei[lonto avnti. auvtw/n a;llouj a;rcontaj(
ou]j tagou.j wvno,masan) evk de. tou,tou h=san sta,seij\ kai. oi` me.n plei,onej
eu=noi h=san toi/j tagoi/j( oi` de. euvgenei/j pau/roi o;ntej dusmenw/j ei=con( kai.
ouvk h;qelon pei,qesqai) oi` de. tagoi. gno,ntej tou/to evcale,painon kai. bi,a|
evcrh,santo( w[ste evkei/noi ouvke,ti avnte,cein evdu,nanto) ouv mh.n avlla. toi/j
tagoi/j wvrgi,zonto( kai. pollou.j kai. geloi,ouj lo,gouj e;plasson peri. auvtw/n)
kai. evn pollh|/ evlpi,di h=san pau/sai th.n timh.n kai. th.n eu;kleian tw/n tagw/n
tou,toij toi/j lo,goij) ouvdei.j ga.r a;rcein du,natai evpieikw/j kai. prepo,ntwj(
geloi/oj geno,menoj toi/j avrcome,noij)
The Lamioi & the Tagoi (164), XXXIX
kai. dia. tau,thn th.n aivti,an r`ao/| n katege,lwn tw/n tagw/n( dio,ti oi` me.n

basilei/j euvgenei/j o;ntej pa,lai tw/n h`donw/n tw/n peri. to. sw/ma e;mpeiroi
h=san( oi-on qh,raj( kai. i`ppasi,aj kai. gumnastikh/j( kai. dh. kai. tw/n
polemikw/n( oi` de. tagoi. evk tou/ plh,qouj geno,menoi polu. avpeiro,teroi h=san
tw/n toiou,twn) oi` de. lo,goi h=san toioi,de\ tago,j tij toxeu,wn th.n aivcmh.n
tou/ ovi?stou/ pro.j e`auto.n e;trepe) kai.( tago.j tij evpi. qh,ra| evxiw.n kai.

evle,fanta ivdw,n( pe,tran evno,mizen ei=nai) kai.( tago,j tij i`ppeu,wn evn th|/ o`dw|/
evj fre,ar evxe,pesen( kai. ouvk evpista,menoj nei/n hvfani,sqh) kai.( tago,j tij
lu,kw| peritucw,n evpi. de,ndron h;qelen avnabh/nai( kai. katapesw.n u`po. tou/
lu,kou avnhrpa,sqh) kai. tago,j tij xi,foj perizwsa,menoj( kai. evmpodisqei.j tw/|
kolew|/ kate,pese kai. th/j kefa,lhj kateagw.j avpw,leto)
Thepos & the Emerald (165), XL

a;llote de. o` Qh/poj sma,ragdo.n tina timiwta,thn evbou,leto kle,yai para. tou/
kaph,lou) kai. evlqw.n pro.j to.n ka,phlon kai. th.n sma,ragdon e`lo,menoj(
hvrw,thse po,sou avxi,a evsti,\ o` de. e;fh de,ka tala,ntwn) o` Qh/poj avpekri,nato
toia,de\ th,nde me.n ou=n wvnh,somai para. sou/\ th.n de. timh.n tosau,thn ou=san
ouvdamw/j h;negkon( avlla. to. avrgu,rion oi;koi kate,lipon) kai. a;lla tina. dei/ me
evn th|/ po,lei pragmateu,esqai( kai. e;peita oi;kade iven, ai\ w[ste pa,nta
evktele,saj au=qij para. se. ei=mi( kai. auvto.j met v evmou/ pro.j to.n oi=kon
poreu,sei fe,rwn th.n sma,ragdon\ kai. avfiko,menoj evkei/se kai. labw.n th.n
li,qon avpodw,sw soi to. avrgu,rion( kai. ou[twj ouvdei.j e;stai soi ki,ndunoj peri.
th.j timh/j\ evme. ga.r ou;pw gignw,skeij( ouvde. evpi,stasai o[ti di,kaio,j eivmi)
(166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