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u/ta de. avkou,saj h[sqh o` ka,phloj
Thepos & the Emerald (166a), XLI
그리고 이것을 들으면서, 그 상인(ka,)은 즐거워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ou[)
결정 됬다(xu). 가장 귀중한(ti) 것들에 대해서 이처럼(to) 그러한 방법으로 (tr)
대부분은 조정이 되어졌다(evg). 그리고 떼포스는 떠나버렸고 이름이 굴로스라는 유명
한 의사(iva)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굴로스씨! 나는, 건강에
(u`g) 관해서는(pe,)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ta.

a;l)

아주(pa) 괜찮은(eu=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병들었고(no) 미쳤다(ma).

e;c)

형제가

And hearing this,

the dealer was pleased, and the matter was so settled. For about the most
valuable things it was for the most part arranged [happened] in some such way
as this. And Thepos went away and came to a famous physician, by name
Goulos. And he said as follows: Goulos! I have a brother in other respects quite

tau/ta de.

well as regards health, but in one matter diseased and mad.

avkou,saj h[sqh o` ka,phloj kai. ou[tw xune,bh to. pra/gna\ peri. ga.r tw/n
timiwta,twn toiou,tw| tini. tro,pw| w`j evpi. to. polu. evgigneto) kai. avpiw,n o`
Qh/poj h=lqe pro.j ivatro.n evllo,gimo,n tina o`no,mati Gou/lon) kai. ei=pe toia,de\
w= Gou/le( e;sti moi avdelfo.j ta. me.n a;lla pa,nu eu= e;cwn u`giei,aj pe,ri( e`ni. de.
tini. pra,gmati(3n) nosw/n kai. maino,menoj)
떨어진 far off,

ivatro,j

eu= e;cwn

의사 physician,

병들었고 diseased;

ou[tw

관해 서는 as regards,

괜찮은 well,

ka,phloj
and

있어서는 in other respects,

상인 dealer,

ou[twj

sumbai,nw

gi,gnomai

a;pioj, h( on,

조정이 되어졌다 arranged,

maino,menoj

미친 mad.

이렇게 in this manner, thus, so;

결정 됬다 be settled,

ti,mioj

형용사, 멀리

귀중한 valuable,

ta. a;lla

toiou/to,j tij

nosw/n
pe,ri

g 에

다른 점들에
대체로 이처럼

그렇게 some such way as this,

u`giei,a

건강 health,

avkou,saj(PaAoA1m)

부정과거 가 영어에선 hearing 현재분사로 옮겨졌다 > (120디).
(3n)처럼

분사

e`ni.는 pra,gmati

여격을 취한다 >(117그).

(166b), XLI
그는 언제나(ave) 10 탤렌트에 대해서 말한다(la), 마치 그들이(ta) 이것을 그에게 (e`a)
빚진(ovf) 것처럼, 아무데서고(pa)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ai), 두통거리를 제공 하기
(pr

pa)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재미있어(ge,) 보이기도(do)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lu)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한 예를
주겠습니다: 그가 여기로 당신한테 와서는(avf) 아마도 10 탤렌트에 대해서 말하고
(di), 당신은 결코 본 적도 없는 그를 당신에게 물어 볼 것입니다.

For he is

always talking about ten talents, and everywhere giving trouble, and asking
everybody as though they owed [owing] this to him. And to others the matter
seems to be amusing, but to me most painful. And I will give you an example:
for he will come here to you and converse probably about ten talents, and will

avei. ga.r peri. de,ka

ask you, who have [having] never seen him.'

tala,ntwn lalei/( kai. pantacou/ pa,ntaj avnqrw,pouj aivtei/ kai. pra,gmata
pare,cei( w[sper dh. ovfei,lontaj tau/ta e`autw|/) kai. a;lloij me.n ge,loion dokei/
ei=nai to. pra/gma( evmoi/ de. luphro,taton) kai. para,deigma, soi dw,sw) deu/ro
ga.r para. se. avfiko,menoj( peri. de,ka tala,ntwn pou diale,xetai( kai. aivth,sei
se( ouvdepw,pote ivdo,nta auvto,n)
말하다 converse,

ge,loi/oj

고통스러운 painful,

ovfei,lw

제공하고 give trouble,

재미있어 amusing,
a 빚지다 owe,

pare,cei

dw,sw) )))para. se. avfiko,menoj
dw,sw의

주어와

aivte,w

avfiko,menoj의

IdPrA3 from

diale,gomai

물어보다 ask,

lale,w

말한다 talk,

pra,gmata pare,cw
pare,cw

luphro,j

두통거리를

제공하다 cause, bring about;

= And I will give... he will come to you에서는

주어가 다르다. 영어와는 다르게, 그리스어에서는 두

번째 동사가

avfiko,menoj처럼

분사를 취한다 >(119거).

Thepos & the Emerald (167a), XLII
그리고 그 의사는 그 문제를 깨달으면서(gn)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낯선 자여!
당신의 형제가 그의 머리에 병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분명하다: 그런 것 같은 일종의
(ge) 광기가(ma)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끔(po) 다른 점들에서는 분별력이 있다
(e;m).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해서 그는 본 정신이 아니다(me).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형제를 여기(de) 나한테로 데리고 올 것인가? 그리고 나는 가능한 한 그를 잘 돌볼
(qe) 것이다. And the physician, perceiving the matter, answered as follows:
'Stranger, it is plain to me that your brother is diseased in his head: for there is
a sort of madness such as that: the man is often in other respects sensible, but
about one thing he is out-of-his-mind. Do you then bring your brother hither to

kai. o` ivatro.j gnou.j to.

me, and I will tend him as well as possible.'

pra/gma avpekri,nato toia,de) w= xe,ne( fanero,j evsti, moi o` avdelfo.j sou nosw/n
th.n kefalh,n) genoj ga,r evsti mani,aj toiou/ton\ polla,kij ga.r ta;lla me.n
e;mfrwn evsti.n o` a;nqrwpoj( peri. de. e`no.j mo,nou pra,gmatoj me,mhne) su. ou=n
a;ge pro.j evme. deu/ro to.n avdelfo.n( evgw. de. auvto.n w`j a;rista qerapeu,se)
e;mfrwn

예민한 sensible,

광기 madness,
돌보다 tend,

me,mhna

ta;lla

ge,noj

일종의 sort,

gignw,skw

nosw/n th.n kefalh,n처럼

mani,a

out-of-mind,

qerapeu,w

o` a;lloj, fanero,j evsti, moi

>(114고).

나는 본 정신이 아니다 I am

= 정관사+형용사

깨닫다 perceive,

관계를 표현할 때는 대격을 사용한다 >(116구).

(167b), XLII
그리고 떼포스는 그 상점으로 가서 그에게 그 에메랄드를 주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e[p) 그를 지시를 했다(evk). 그래서 그는 그에게 그 보석을 주었다 (do). 그리고
그 자신은(auv) 굴로스의 집으로 길을 인도하면서(h`g) 앞서 갔다(pr). 그리고 떼포스가

막 그 문을 두드리려는(ko,) 참이었다(h;m): 그러나 그 상인은 이것은 굴로스 의
집이다는 깨달으면서(aiv) 그리고 무엇인가를 의심하면서(u`p) 갑자기(evx) 아래와 같이
그에게 말했다:

And Thepos, going away to the dealer, ordered him to give him

the emerald, and to go with him to his house. And he gave him the jewel, and
himself went on, leading-the-way to the house of Goulos. And Thepos was [is]
just about to knock at the door: but the dealer, perceiving that it was the house
of Goulos, and suspecting something, said to him suddenly as follows:

o` de. Qh/poj pro.j to.n ka,phlon avpiw.n( evke,leusen auvto.n dou/nai e`autw|/ th.n
sma,ragdon( kai. e[pesqai pro.j to.n oi=kon\ o` de. dou.j th.n li,qon auvto.j
proh/lqen h`gou,menoj pro.j th.n Gou,lou oivki,an) o` de. Qh/poj h;melle ko,ptein
th.n qu,ran( o` de. ka,phloj aivsqo,menoj o[ti h` Gou,lou oivki,a evsti,( kai.
u`popteu,saj ti ei=pen auvtw|/ evxai,fnhj\
PaAoA1m from
suddenly,
order;
from

di,dwmi

h`gou/mai

ko,ptw

주다 give,

e[pesqai

me,llw

앞서 가다 go before,

auvto.n dou/nai e`autw에서 auvto.n은

깨닫다 understand,

함께 가다 go with,

길을 인도하다 lead-the-way,

두드리다 knock,

proe,rcomai

aivsqa,nomai

keleu,w

갑자기

지시하다 command,

...할 참이다 be about,

u`popteu,w

evxai,fnhj

dou.j

proh/lqen

의심하다 to suspect,

IdAoA3

evke,leusen

재귀대명사인데 목적격으로 번역했다 >(113가).

Thepos & the Emerald (168a), XLIII
그러나 그러면 당신은 왜 나를 이 집으로 데려 왔습니까(pr)? 여기에는(evn) 굴로스가
살기(oiv) 때문에! 그러나 떼포스는 말했다: ‘당신이 참말을 한다: 그러나 나는 굴로스
와 관련되어(su) 있다. 그는 나의 후견인(evp)이다. 떼포스는 이 말을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고(eiv), 그 상인은 안뜰에(auv) 남겨 두었다(le,). 그리고 그 자신은 굴로스 한테
로 들어갔다(ei). 그리고는 그의 형제가 여기에 있다(pa,)는 것을 그는 그에게 말했다.
'But why then have you brought me to this house? for here lives Goulos.' But
Thepos said: 'You say true: but I am related to Goulos, and he is my guardian.'

And Thepos having said this, and having gone in, left the dealer in the court,
and himself went in to Goulos, and told him that his brother was there.

avlla. ti. dh. pro.j tau,thn th.n oivki,an prosh,gage,j me* evntau/qa ga.r oivkei/ o`
Gou/loj) o` de. Qh/poj ei=pe A
v lhqh/ le,geij\ evgw. de. tw|/ Gou/lw| suggenhj eivmi(
kai. evpi,tropo,j evstin evmo,j) kai. tau/ta le,xaj kai. eivselqw.n o` Qh/poj to.n me.n
ka,phlon evn th|/ auvlh|/ e;lipen( auvto.j de. para. to.n Gou/lon eivsh|e, i kai.
h;ggeilen auvtw|/ o[ti pa,restin o` avdelfo,j)
들어가다 come (in, into),
후견인 guardian,
IdPrA3 from

suggenh,j

lei,pw

pa,reimi

eivselqei/n

auvlh,

안뜰 court,

eivse,rcomai

aor. 안으로 들어갔다 went in,

evpi,tropoj

남겨 두다 to leave behind,

여기에 있다 be here.

관련된 related,

prosh,gage,j me*

oivke,w

prosa,gein

산다 live,

pa,restin

으로 데려오다 bring to,

= have you brought me 영어에서는

완료를 사용했다. 동작의 결과가 많이 강조되지 않는한, 이를 그리스어에서는 부정
과거로 표현한다 >(120고).

(168b), XLIII
그에게 이것을 말하고 그는 나갔다. 문을 통하여 자기 후견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값을(ti) 받으라고 그를 재촉하면서(ke), 그 상인으로부터 그 에메랄드를 받았다(evd).
그리고 그가 들어왔을(eiv) 때 굴로스가 먼저 그에게 많은 다른 것들을 물어보았다
(hvr). 그리고 그 상인은, 그는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랬던(evq)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hvs
| )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감히(evt) 말하지를 않았던 것이다.

Having told him this he went out,

and received the emerald from the dealer, bidding him go in through the door to
his guardian and get the price. And when he came in Goulos asked him first
about many other things. And the dealer was surprised, because he said nothing
about the money; but was modest and did not dare to say anything himself.

kai. tau/ta avggei,laj evxh/lqe kai. evde,xato th.n sma,ragdon para. tou/
kaph,lou( keleu,saj auvto.n eivsie,nai dia. th/j qu,raj para. to.n evpi,tropon( kai.

labei/n th.n timh,n) kai. eivselqo,nta auvto.n prw/ta peri. a;llwn pollw/n
hvrw,thsen o` Gou/loj) kai. o` ka,phloj evqau,maze me.n dio,ti ouvde.n peri. tou/
avrguri,ou le,gei( hvs| cu,neto de. kai. ouvde.n auvto.j evto,lma le,gein)
부끄러움을 느끼다 modest, 겸손하다 be modest,

diV o[ti)

때문에 because,

hvrw,thsen
urge;

timh

Gou/loj에선

IdAoA3 from
값 price,

eivsie,nai

evrwta,w

tolma,w

InPrA from

묻다 ask,

de,comai

ei;seimi

keleu,w

감히...하다 dare,

aivscu,nomai

받다 receive,

dio,ti

(=

들어가다 go (in, into),

재촉하다 command, order,

eivselqo,nta... hvrw,thsen o`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가 사용되었다 >(119갸).

Thepos & the Emerald (169a), XLIV
그러나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avn)가 없어서, ‘그러나 왜, 그는 말했다, 여하튼(pw)
당신은 나에게 10 탤렌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을 들으면서, 마치(a[p) 떼포스가 예견했던(pr) 것처럼, 약간은 웃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그 탤렌트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세요(qa,),
당신의 형제가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기(di)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돈을
필요로 하는(evn) 당신을 되도록이면(w`j

pl)

동정합니다(oiv).

But at last, being no

longer able to endure, 'But why,' said he, 'have you said nothing to me yet
about the ten talents?' But he, hearing this, just as Thepos had foretold,
laughed somewhat, and answered as follows: 'Never mind, my dear fellow [O
dearest one], about the talents, for your brother explained everything to me, and
I pity you as much as possible, being in want of all that money.'

Te,loj de.(

ouvke,ti duna,menoj avne,cesqai( vAlla. ti, ouvde,n pw( e;fh( e;lexa,j moi peri. tw/n
de,ka tala,ntwn* o` de. avkou,saj tau/ta( a[per proei/pen o` Qh/poj( evge,lase me,n
ti( kai. avpekri,nato toia,de) qa,rsei( w= fi,ltate( peri. tw/n tala,ntwn\ o` ga.r
avdelfo,j sou pa,nta moi dihgh,sato( kai. oivktei,rw sw w`j plei/sta( tosou,tou

avrguri,ou evndea/ o;nta)

avnecesqai

evndeh,j

g 필요로 하는 in want,

4n) from

polu,j

큰 large, great.

마세요 Never mind,

w[sper

견디다 endure,

oivktei,rw
proei/pon

동정하다 pity,

dihge,omai
plei/sta

예견하다 foreteld,

마치...처럼 just as,

설명하다 tell,
(형용사 최상급

qa,rsei

a[per proei/pen

신경쓰지

= as had

foretold처럼 영어의 대과거를 그리스어에서는 부정과거를 사용했다 >(120그).

avkou,saj...evge,lase처럼

2가지 동작을 표현할 때에, 첫 동작은 현재분사로 그 다음

동작은 부정과거로 표현한다 >(120디).

(169b), XLIV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 의심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초조해하면서
(avg), ‘무슨(Po) 형제요?’ 그리고 나를 동정한다니 어떤 뜻이지요(le,)? 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당신의 허튼말을(fl) 중지하고(pa) 가능한 한 빠르게 그 돈을
지불하라(avp) 고 요청합니다(ke). 그러나 이 후로, 굴로스는 그 문제를 여전히(e;t)
더(ma/) 조사했다(evx). 여하튼(pw) 그 자신도 또한 놀라게(de) 되었고 그 속임수를 (avp)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간단한 대화를(lo,) 통해서 명백하게 되었다(evd). 그러나
떼포스는 그 동안에 그 에메랄드를 운반하면서 이미(h;d) 살아져 버렸다(evx).

And

he, suspecting something, and fearing at the same time, and being vexed, said
'What brother? and how do you mean that you pity me? But I request you to
stop from your nonsense, and to pay me the money as quickly as possible.' But
after this Goulos examined the matter still more, himself also somehow being
frightened, and discovering the trick. And everything was made plain by a short
conversation: but Thepos meanwhile had escaped already, carrying off the
emerald.

o` de. u`popteu,saj ti kai. dei,saj a[ma kai. avganaktw/n Poi/oj

avdelpo,j* e;fh( kai. pw/j le,geij o[ti oivktei,reij* avlla. keleu,w se pau,sasqai
th/j fluari,aj( kai. avpodou/nai, moi w`j ta,cista to. avrgu,rion) meta. de. tau/ta
evxh,tase e;ti ma/llon o` Gou/loj to. pra/gma( kai. auvto,j pwj dediw,j kai. th.n
avpa,thn eu`ri,skwn) kai. lo,gw| ouv makrw|/ evdhlw,qh pa,nta\ o` de. Qh/poj evn

tou,tw| evxe,fuge h;dh fe,rwn th.n sma,ragdon)
avpodi,dwmi
escape,

dhlo,w

evxhta,zw $ a. &h,tas&%

ganaktei/n
lo,goj

지불하다 pay,

대화 conversation,

여하튼 somehow,

keleu,w

pau,esqai

evxe,fuge h;dh

속임수 trick,

명백하게 되다 make clear,

조사하다 examine,

초조해하다 be vexed,

avpa,th

fluari,a

요청하다 request,

중지하다 stop,

Poi/oj

evkfeu,gein

살아지다

허튼말 nonsense,

le,geij
무슨

뜻이다 mean,

pwj

What,

= had escaped already처럼 영어의 대과거를

그리스어의 부정과거로 표현하는 바에 대해서는 >(120구).

Providence (170a), XLV
그 테쌀리라 사람들은 때로는(evn) 신을 신의섭리라 부른다(ka). 그는 모든 것을 미리
보기(pr) 때문에(di)!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전에(de.

po)

테쌀리아 농부에게

말했다(ei=): 농부여,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생계가(ta)
아주(Pa,) 궁핍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말했다: 왜?(Dia.

ti)

그리고 그 농부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 신의섭리(Pr) 때문에. 땅은 꽤 좋고(e vp) 뛰어난다.
계절(w[r)에서도 아무런 잘못을 찾(me,)지 못한다. 그러나 신의섭리가 아주 적대적이
(du)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곡물들에 때로는 나의 올리브들에(evl) 피해를 입힌다(avd).
그는 언제나 나에 대해서 책략을(evp) 세운다, 내 과일을 망쳐놓기 위해서.

The

Thessalians sometimes call God Providence, because he foresees everything.
And some one once said to a thessalian farmer, 'How are you, farmer?' and he
answered, 'Very badly off.' And the other said 'Why?' and the farmer said as
follows: 'On account of this Providence: for the land is tolerably good and
excellent, nor do I find fault with the season: but Providence is very hostile; for
sometimes he injures my corn, and sometimes my olives: and he is always
laying plots against me, so as to spoil my fruit.

oi` Qessaloi. to.n Qeo.n evni,ote Pro,noian kalou/si( dio,ti pa,nta pronoei/)
ei=pe de. Qessalo,j tij gewrgw|/ pote( pw/j e;ceij( w= gewrge,* o` de. avpekri,nato
Pa,nu talaipw,rwj) o` de. e[teroj Dia. ti.* e;fh\ o` de. gewrgo,j toia,de e;lexe\

Dai. tau,thn th.n Pro,noian\ h` me.n ga.r gh/ evpieikw/j avgaqh. kai. crhsth, evsti(
ouvde. th|/ w[ra| me,mfomai\ h` de. Pro,noia pa,nu dusmenh,j evsti\ a;llote me.n ga.r
to.n si/to,n moi avdikei/( a;llote de. ta.j evlai,aj( kai. avei. ti evpibouleu,ei moi
w[ste bla,yai to.n karpo,n)
evlai,a

올리브 olive,

avgaqh.

꽤 좋은 tolerably,

me,mfomai

evni,ote

avdike,w

때로는 sometimes,

kale,w

잘못을 찾다 find fault,

보다 foresee,

talaipw,rwj

피해를 입히다 injure,

부른다 call,

Pro,noia

evpiboulh,

Dia. ti

책략 plot,

crhsto,j, h,, o,n

times...sometimes처럼 따로 행동하는 동작은

w[ra

evpieikw/j

뛰어난 useful,

신의섭리 Providence,

생계가 궁핍하다 badly off,

왜? Why?,

pronoe,w

미리

계절 season, some-

a;llote...a;llote로

옮긴다 >(113기).

(170b), XLV
그러나 나는 반드시(de), 내가 적어도 경건한(eu) 사람이라면, 모든 희망을(evl) 던져
버려서(evp)는 않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놀래면서(qa) 말했다. ‘그러나 무슨 희망이
신의 섭리가 우연이(tu) 적대적인(du) 자에게 있겠는가?’ 그리고 그 농부는 말했다.
걱정 없다: 하늘에는 신이 계시고 그가 신의섭리를 계속 점검할(ka) 것이기 때문에.
But I must not, at least if I am a pious man, cast away all hope.' And the other
being surprised said, 'But what hope is there [to him] to whom Providence
happens to be hostile?' And the farmer said, 'No matter: for there is a God in

avlla v ouv dei/ evlpi,da

the heaven, and he will keep Providence in check.'

evpobalei/n euvsebh/ ge o;nta) kai. o` e[teroj qauma,saj A
v lla. ti,j evlpi,j( e;fh(
e;sti( w|- dusmenh.j tugca,nei ou=sa h` Pro,noia* o` de. gewrgo,j A
v me,lei( e;fh\
e;sti ga.r Qeo.j evn tw|/ ouvranw|/ o]j th.n Pro,noian kaqe,xei)
버리다 cast away,

tugca,nw

euvsebh,j

경건한 pious,

우연히...이다 happen,

ou=sa

kate,cw

던져

계속 점검하다 keep in check.

(PaPrA1f) from

(PaPrA4m)처럼 가정적인 내용은 분사로 표현하며

avpoba,llw

ge가

eivmi,( euvsebh/ ge o;nta

따라온다 >(119누).

tugca,nei ou=sa처럼

동사 중에는 분사를 취하는 동사도 있다 >(119가).

tau/ta de. avkou,saj

(166a) 그리고 이것을 들으면서,

(166a)

(166a) 그 상인(ka,)은 즐거워했다, (166a)

h[sqh o` ka,phloj

(166a) 그래서 이렇게 결정 됬다(xu).

(166a)

kai. ou[tw xune,bh

(166a) 그 문제는

(166a)

to. pra/gna\

(166a)

peri. ga.r tw/n timiwta,twn

(166a) 이처럼(to)

(166a)

toiou,tw|

(166a) 그러한 방법으로(tr)

(166a)

tini. tro,pw|

(166a) 대부분은

(166a)

w`j evpi. to. polu.

(166a) 조정이 되어졌다(evg).

(166a)

evgigneto)

(166a) 그리고 떼포스는 떠나버렸고

(166a)

kai. avpiw,n o` Qh/poj

(166a) 의사(iva)에게로 갔다.

(166a)

h=lqe pro.j ivatro.n

(166a) 유명한

(166a)

evllo,gimo,n

(166a) 이름이 굴로스라는

(166a)

tina o`no,mati Gou/lon)

(166a) 그리고 그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166a)

kai. ei=pe toia,de\

(166a) 오 굴로스씨!

(166a)

w= Gou/le(

(166a) 나는, 형제가 있습니다.

(166a)

e;sti moi avdelfo.j

(166a)

ta. me.n a;lla

(166a)

pa,nu eu= e;cwn

(166a) 건강에(u`g) 관해서는(pe,)

(166a)

u`giei,aj pe,ri(

(166a)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166a)

e`ni. de. tini. pra,gmati

(166a) 병들었고(no)

(166a)

nosw/n kai.

(166a) 미쳤다(ma).

(166a)

maino,menoj)

(166b) 언제나(ave)

(166b)

avei. ga.r

(166a)

가장 귀중한(ti) 것들에 대해서

(166a)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ta.
(166a) 아주(pa) 괜찮은(eu=

e;c)

a;l)

(166b) 10 탤렌트에 대해서

(166b)

peri. de,ka tala,ntwn

(166b) 그는 말한다(la),

(166b)

lalei/(

(166b) 그리고 아무데서고(pa)

(166b)

kai. pantacou/

(166b)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ai),

(166b)

pa,ntaj avnqrw,pouj aivtei/

pa)

(166b)

kai. pra,gmata pare,cei(

(166b) 마치 그들이 빚진(ovf) 것처럼,

(166b)

w[sper dh. ovfei,lontaj

(166b) 이것을 그에게

(166b)

tau/ta e`autw|/)

(166b)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166b)

kai. a;lloij me.n

(166b) 재미있어(ge,) 보이기도(do) 하지만,

(166b)

ge,loion dokei/ ei=nai

(166b) 그 일이

(166b)

to. pra/gma(

(166b) 두통거리를 제공하기 (pr

(166b)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lu) 것입니다(166b)

evmoi/ de. luphro,taton)

(166b) 그러면

(166b)

kai. para,deigma,

(166b)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166b)

soi dw,sw)

(166b) 여기로, 때문에

(166b)

deu/ro ga.r

(166b) 그가 당신한테 와서는(avf)

(166b)

para. se. avfiko,menoj(

(166b) 10 탤렌트에 대해서

(166b)

peri. de,ka tala,ntwn

(166b) 아마도 말할 것이다(di),

(166b)

pou diale,xetai(

(166b) 그리고 당신에게 물어 볼 것입니다.

(166b)

kai. aivth,sei se(

(166b) 당신은 결코 본 적도 없는 그를

(166b)

ouvdepw,pote ivdo,nta auvto,n)

(167a) 그리고 그 의사는

(167a)

kai. o` ivatro.j

(167a) 그 문제를 깨달으면서(gn)

(167a)

gnou.j to. pra/gma

(167a)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167a)

avpekri,nato toia,de)

(167a) ‘낯선 자여!

(167a)

w= xe,ne(

(167a) 나에게는 분명하다:

(167a)

fanero,j evsti, moi

(167a) 당신의 형제가

(167a)

o` avdelfo.j sou

(167a) 그의 머리에 병이 있는 것이

(167a)

nosw/n th.n kefalh,n)

한 예를

(167a) 일종의 (ge)

(167a)

genoj

(167a) 광기가(ma) 있기 때문에,

(167a)

ga,r evsti mani,aj

(167a) 그런 것 같은

(167a)

toiou/ton\

(167a) 가끔(po), 다른 점들에서는

(167a)

polla,kij ga.r ta;lla me.n

(167a) 분별력이 있다(e;m).

(167a)

e;mfrwn evsti.n

(167a) 그 사람은

(167a)

o` a;nqrwpoj(

(167a)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해서

(167a)

peri. de. e`no.j mo,nou pra,gmatoj

(167a) 그는 본 정신이 아니다(me).

(167a)

me,mhne)

(167a) 그러면 당신은

(167a)

su. ou=n

(167a) 데리고 올 것인가?

(167a)

a;ge

(167a) 여기(de) 나한테로

(167a)

pro.j evme. deu/ro

(167a) 당신의 형제를

(167a)

to.n avdelfo.n(

(167a) 그리고 나는 그를

(167a)

evgw. de. auvto.n

(167a) 가능한 한 잘 돌볼(qe) 것이다.

(167a)

w`j a;rista qerapeu,se)

(167b) 그리고 떼포스는

(167b)

o` de. Qh/poj

(167b) 그 상점으로 가서

(167b)

pro.j to.n ka,phlon avpiw.n(

(167b) 그를 지시를 했다(evk).

(167b)

evke,leusen auvto.n

(167b) 그에게 주고

(167b)

dou/nai e`autw|/

(167b) 그 에메랄드를

(167b)

th.n sma,ragdon(

(167b) 그리고 함께 가자고(e[p)

(167b)

kai. e[pesqai

(167b) 그의 집으로

(167b)

pro.j to.n oi=kon\

(167b) 그래서 그는 주었다 (do).

(167b)

o` de. dou.j

(167b) 그에게 그 보석을

(167b)

th.n li,qon auvto.j

(167b) 길을 인도하면서(h`g) 그 자신은 앞서 갔다(pr).

(167b)

proh/lqen h`gou,menoj

(167b) 굴로스의 집으로

(167b)

pro.j th.n Gou,lou oivki,an)

(167b) 그리고 떼포스가

(167b)

o` de. Qh/poj

(167b) 막 두드리려는(ko,) 참이었다(h;m): (167b)

h;melle ko,ptein

(167b) 그 문을

(167b)

th.n qu,ran(

(167b) 그러나 그 상인은

(167b)

o` de. ka,phloj

(167b) 깨달으면서(aiv)

(167b)

aivsqo,menoj

(167b) 이것은 굴로스의 집이다는 것을

(167b)

o[ti h` Gou,lou oivki,a evsti,(

(167b) 그리고 무엇인가를 의심하면서(u`p)(167b)

kai. u`popteu,saj ti

(167b) 갑자기(evx) 아래와 같이 그에게 말했다:

(167b)

ei=pen auvtw|/ evxai,fnhj\

(168a) 그러나 그러면 왜

(168a)

avlla. ti. dh.

(168a) 이 집으로

(168a)

pro.j tau,thn th.n oivki,an

(168a) 당신은 나를 데려 왔습니까(pr)?

(168a)

prosh,gage,j me*

(168a) 여기에는(evn), 때문에!

(168a)

evntau/qa ga.r

(168a) 굴로스가 살기(oiv)

(168a)

oivkei/ o` Gou/loj)

(168a) 그러나 떼포스는

(168a)

o` de. Qh/poj

(168a) 말했다: ‘당신이 참말을 한다:

(168a)

ei=pe A
v lhqh/ le,geij\

(168a) 그러나 나는

(168a)

evgw. de.

(168a) 굴로스와 관련되어(su) 있다.

(168a)

tw|/ Gou/lw| suggenhj eivmi(

(168a) 그는 나의 후견인(evp)이다.

(168a)

kai. evpi,tropo,j evstin evmo,j)

(168a) 이 말을 하고는

(168a)

kai. tau/ta le,xaj

(168a) 떼포스는 안으로 들어갔고(eiv),

(168a)

kai. eivselqw.n o` Qh/poj

(168a) 그 상인은

(168a)

to.n me.n ka,phlon

(168a) 안뜰에(auv) 남겨 두었다(le,).

(168a)

evn th|/ auvlh|/ e;lipen(

(168a) 그리고 그 자신은

(168a)

auvto.j de.

(168a) 굴로스 한테로 들어갔다(ei).

(168a)

para. to.n Gou/lon eivsh|e, i

(168a) 그리고

(168a)

kai. h;ggeilen auvtw|/

(168a) 그의 형제가 여기에 있다(pa,)는 것을

(168a)

o[ti pa,restin o` avdelfo,j)

(168b)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말하고

(168b)

kai. tau/ta avggei,laj

그는 그에게 말했다.

(168b) 그는 나갔다

(168b)

evxh/lqe

(168b) 그리고 받았다(evd)

(168b)

kai. evde,xato

(168b) 그 에메랄드를

(168b)

th.n sma,ragdon

(168b) 그 상인으로부터

(168b)

para. tou/ kaph,lou(

(168b) 그를 재촉하면서(ke)

(168b)

keleu,saj auvto.n

(168b) 들어가서

(168b)

eivsie,nai

(168b) 문을 통하여

(168b)

dia. th/j qu,raj

(168b) 자기 후견인에게로

(168b)

para. to.n evpi,tropon(

(168b) 그 값을(ti) 받으라고

(168b)

kai. labei/n th.n timh,n)

(168b) 그리고 그가 들어왔을(eiv) 때

(168b)

kai. eivselqo,nta

(168b) 먼저 그에게

(168b)

auvto.n prw/ta

(168b) 많은 다른 것들을

(168b)

peri. a;llwn pollw/n

(168b) 굴로스가 물어보았다

(168b)

hvrw,thsen o` Gou/loj)

(168b) 그리고 그 상인은,

(168b)

kai. o` ka,phloj

(168b) 놀랬던(evq) 것이다.

(168b)

evqau,maze me.n

(168b) 아무것도...않았기 때문에

(168b)

dio,ti ouvde.n

(168b) 돈에 대해서

(168b)

peri. tou/ avrguri,ou

(168b) 그는 말하지

(168b)

le,gei(

(168b)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고(hv|s) (168b)

hv|scu,neto de.

(168b) 또한 아무것도

(168b)

kai. ouvde.n

(168b) 자신에 대해서는

(168b)

auvto.j

(168b) 감히(evt) 말하지를 않았던 것이다. (168b)

evto,lma le,gein)

(169a) 그러나 마침내,

(169a)

Te,loj de.(

(169a) 더 이상 견딜 수(avn)가없어서,

(169a)

ouvke,ti duna,menoj avne,cesqai(

(169a) ‘그러나 왜,

(169a)

(169a) 여하튼 아무것도 않습니까? (169a)

ouvde,n pw(

A
v lla. ti,

(169a)

e;fh(

(169a)

e;lexa,j moi

(169a) 10 탤렌트에 대해서

(169a)

peri. tw/n de,ka tala,ntwn*

(169a) 그러나 이것을 들으면서,

(169a)

o` de. avkou,saj tau/ta(

(169a) 마치(a[p) 떼포스가 예견했던(pr) 것처럼,

(169a)

a[per proei/pen o` Qh/poj(

(169a) 그는, 약간은 웃었다.

(169a)

evge,lase me,n ti(

(169a) 그리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169a)

kai. avpekri,nato toia,de)

(169a) 신경쓰지 마세요(qa,),

(169a)

qa,rsei(

(169a)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169a)

w= fi,ltate(

(169a) 그 탤렌트에 대해서

(169a)

peri. tw/n tala,ntwn\

(169a) 당신의 형제가, 때문에,

(169a)

o` ga.r avdelfo,j sou

(169a)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기(di)

(169a)

pa,nta moi dihgh,sato(

(169a) 그는 말했다,
(169a) 당신은 예기하지

나에게

(169a) 그런데 나는 되도록 당신을 동정합니다(oiv)(169a)

kai. oivktei,rw sw

(169a) 하는

(169a)

w`j

(169a) 그렇게 많은 돈을

(169a)

plei/sta( tosou,tou avrguri,ou

(169a) 필요로 하는(evn)

(169a)

evndea/ o;nta)

(169b) 그리고 그는,

(169b)

o` de.

(169b) 무엇인가 의심하면서

(169b)

u`popteu,saj ti

(169b)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169b)

kai. dei,saj a[ma

(169b) 그리고 초조해하면서(avg),

(169b)

kai. avganaktw/n

(169b) ‘무슨(Po) 형제요?’

(169b)

Poi/oj avdelpo,j*

(169b) 라고 말했다.

(169b)

e;fh(

(169b) 그리고 어떤 뜻이지요(le,)?

(169b)

kai. pw/j le,geij

(169b) 나를 동정한다니

(169b)

o[ti oivktei,reij*

(169b) 그런데 나는 요청합니다(ke).

(169b)

avlla. keleu,w

(169b) 당신이 중지하고(pa)

(169b)

se pau,sasqai

(169b) 당신의 허튼말을(fl)

(169b)

th/j fluari,aj(

(169b) 그리고 나에게 지불하라(avp)

(169b)

kai. avpodou/nai, moi

(169b) 가능한 한 빠르게

(169b)

w`j ta,cista

(169b) 그 돈을

(169b)

to. avrgu,rion)

(169b) 그러나 이 후로,

(169b)

meta. de. tau/ta

(169b) 여전히(e;t) 더(ma/) 조사했다(evx)

(169b)

evxh,tase e;ti ma/llon

(169b) 굴로스는 그 문제를

(169b)

o` Gou/loj to. pra/gma(

(169b) 그 자신도 또한

(169b)

kai. auvto,j

(169b) 여하튼(pw) 놀라게(de) 되었다

(169b)

pwj dediw,j

(169b) 그리고 그 속임수를(avp)

(169b)

kai. th.n avpa,thn

(169b) 발견했다.

(169b)

eu`ri,skwn)

(169b) 그리고 간단한 대화로서(lo,)

(169b)

kai. lo,gw| ouv makrw|/

(169b) 모든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evd).

(169b)

evdhlw,qh pa,nta\

(169b) 그러나 떼포스는

(169b)

o` de. Qh/poj

(169b) 그 동안에

(169b)

evn tou,tw|

(169b) 이미(h;d) 살아져 버렸다(evx).

(169b)

evxe,fuge h;dh

(169b) 그 에메랄드를 운반하면서

(169b)

fe,rwn th.n sma,ragdon)

(170a) 그 테쌀리라 사람들은

(170a)

oi` Qessaloi.

(170a) 때로는(evn) 신을

(170a)

to.n Qeo.n evni,ote

(170a) 신의섭리라 부른다(ka).

(170a)

Pro,noian kalou/si(

(170a) 때문에(di)!

(170a)

dio,ti

(170a) 그는 모든 것을 미리 보기(pr)

(170a)

pa,nta pronoei/)

(170a) 말했다(ei=):

(170a)

ei=pe de.

(170a) 어떤 사람이 테쌀리아

(170a)

Qessalo,j tij

(170a) 농부에게 이전에(de.

(170a)

gewrgw|/ pote(

(170a)

pw/j e;ceij(

po)

(170a)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오?

(170a) 농부여,

(170a)

w= gewrge,*

(170a)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170a)

o` de. avpekri,nato

(170a) 생계가(ta) 아주(Pa,) 궁핍하다

(170a)

Pa,nu talaipw,rwj)

(170a) 그리고 다른 사람은

(170a)

o` de. e[teroj

(170a) 왜?

(170a)

Dia. ti.*

(170a) 말했다:

(170a)

e;fh\

(170a) 그리고 그 농부는

(170a)

o` de. gewrgo,j

(170a) 아래와 같이 말했다:

(170a)

toia,de e;lexe\

(170a) 이 신의섭리(Pr) 때문에.

(170a)

Dai. tau,thn th.n Pro,noian\

(170a) 땅은...때문에

(170a)

h` me.n ga.r gh/

(170a) 우수하게 좋기(evp)

(170a)

evpieikw/j avgaqh.

(170a) 그것은 뛰어나고.

(170a)

kai. crhsth, evsti(

(170a) 아무런...못한다.

(170a)

ouvde.

(170a) 계절(w[r)에서도

(170a)

th|/ w[ra|

(170a) 잘못을 찾(me,)지

(170a)

me,mfomai\

(170a) 그러나 신의섭리가

(170a)

h` de. Pro,noia

(170a) 아주 적대적이 (du)다.

(170a)

pa,nu dusmenh,j evsti\

(170a) 때로는

(170a)

a;llote me.n ga.r

(170a) 나의 곡물에

(170a)

to.n si/to,n moi

(170a) 그것이 피해를 입힌다(avd).

(170a)

avdikei/(

(170a) 때로는

(170a)

a;llote de.

(170a) 나의 올리브들에(evl)

(170a)

ta.j evlai,aj(

(170a) 언제나

(170a)

kai. avei.

(170a) 그는 나에 대해서 책략을(evp) 세운다, (170a)

ti evpibouleu,ei moi

(170a) 망쳐놓기 위해서.

(170a)

w[ste bla,yai

(170a) 내 과일들을

(170a)

to.n karpo,n)

(170b) 그러나 나는 반드시(de), 않된다. (170b)

avlla v ouv dei/

(170b) 모든 희망을(evl)

(170b)

evlpi,da

(170b) 던져 버려서(evp)는

(170b)

evpobalei/n

(170b) 내가 적어도 경건한(eu) 사람이라면, (170b)
(170b)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놀래면서(qa) (170b)

euvsebh/ ge o;nta)

kai. o` e[teroj qauma,saj
vAlla. ti,j evlpi,j(

(170b) 그러나 무슨 희망이

(170b)

(170b) 말했다.

(170b)

e;fh(

(170b) 있겠는가?’

(170b)

e;sti(

(170b) 적대적인(du) 자에게

(170b)

w|- dusmenh.j

(170b) 신의 섭리가 우연이(tu)

(170b)

tugca,nei ou=sa h` Pro,noia*

(170b) 그리고 그 농부는

(170b)

o` de. gewrgo,j

(170b) 걱정 없다:

(170b)

(170b) 말했다.

(170b)

e;fh\

(170b) 신이 계시고, 때문에.

(170b)

e;sti ga.r Qeo.j

(170b) 하늘에는

(170b)

evn tw|/ ouvranw|/

(170b) 신의섭리를...것이기

(170b)

o]j th.n Pro,noian

(170b) 그가 계속 점검할(ka)

(170b)

kaqe,xei)

vAme,lei(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66부터 170까지 읽어보라
Thepos & the Emerald (166), XLI
tau/ta de. avkou,saj h[sqh o` ka,phloj kai. ou[tw xune,bh to. pra/gna\ peri. ga.r

tw/n timiwta,twn toiou,tw| tini. tro,pw| w`j evpi. to. polu. evgigneto) kai. avpiw,n
o` Qh/poj h=lqe pro.j ivatro.n evllo,gimo,n tina o`no,mati Gou/lon) kai. ei=pe
toia,de\ w= Gou/le( e;sti moi avdelfo.j ta. me.n a;lla pa,nu eu= e;cwn u`giei,aj
pe,ri( e`ni. de. tini. pra,gmati(3n) nosw/n kai. maino,menoj) avei. ga.r peri. de,ka
tala,ntwn lalei/( kai. pantacou/ pa,ntaj avnqrw,pouj aivtei/ kai. pra,gmata

pare,cei( w[sper dh. ovfei,lontaj tau/ta e`autw|/) kai. a;lloij me.n ge,loion dokei/
ei=nai to. pra/gma( evmoi/ de. luphro,taton) kai. para,deigma, soi dw,sw) deu/ro
ga.r para. se. avfiko,menoj( peri. de,ka tala,ntwn pou diale,xetai( kai. aivth,sei
se( ouvdepw,pote ivdo,nta auvto,n)
Thepos & the Emerald (167), XLII
kai. o` ivatro.j gnou.j to. pra/gma avpekri,nato toia,de) w= xe,ne( fanero,j evsti,

moi o` avdelfo.j sou nosw/n th.n kefalh,n) genoj ga,r evsti mani,aj toiou/ton\
polla,kij ga.r ta;lla me.n e;mfrwn evsti.n o` a;nqrwpoj( peri. de. e`no.j mo,nou
pra,gmatoj me,mhne) su. ou=n a;ge pro.j evme. deu/ro to.n avdelfo.n( evgw. de. auvto.n
w`j a;rista qerapeu,se)

o` de. Qh/poj pro.j to.n ka,phlon avpiw.n( evke,leusen

auvto.n dou/nai e`autw|/ th.n sma,ragdon( kai. e[pesqai pro.j to.n oi=kon\ o` de. dou.j
th.n li,qon auvto.j proh/lqen h`gou,menoj pro.j th.n Gou,lou oivki,an) o` de. Qh/poj
h;melle ko,ptein th.n qu,ran( o` de. ka,phloj aivsqo,menoj o[ti h` Gou,lou oivki,a
evsti,( kai. u`popteu,saj ti ei=pen auvtw|/ evxai,fnhj\
Thepos & the Emerald (168), XLIII
avlla. ti. dh. pro.j tau,thn th.n oivki,an prosh,gage,j me* evntau/qa ga.r oivkei/

o` Gou/loj) o` de. Qh/poj ei=pe vAlhqh/ le,geij\ evgw. de. tw|/ Gou/lw| suggenhj eivmi(
kai. evpi,tropo,j evstin evmo,j) kai. tau/ta le,xaj kai. eivselqw.n o` Qh/poj to.n me.n
ka,phlon evn th|/ auvlh|/ e;lipen( auvto.j de. para. to.n Gou/lon eivsh|e, i kai.
h;ggeilen auvtw|/ o[ti pa,restin o` avdelfo,j) kai. tau/ta avggei,laj evxh/lqe kai.
evde,xato th.n sma,ragdon para. tou/ kaph,lou( keleu,saj auvto.n eivsie,nai dia. th/j
qu,raj para. to.n evpi,tropon( kai. labei/n th.n timh,n) kai. eivselqo,nta auvto.n
prw/ta peri. a;llwn pollw/n hvrw,thsen o` Gou/loj) kai. o` ka,phloj evqau,maze

me.n dio,ti ouvde.n peri. tou/ avrguri,ou le,gei( hvs| cu,neto de. kai. ouvde.n auvto.j
evto,lma le,gein)
Thepos & the Emerald (169), XLIV
Te,loj de.( ouvke,ti duna,menoj avne,cesqai( A
v lla. ti, ouvde,n pw( e;fh( e;lexa,j moi

peri. tw/n de,ka tala,ntwn* o` de. avkou,saj tau/ta( a[per proei/pen o` Qh/poj(
evge,lase me,n ti( kai. avpekri,nato toia,de) qa,rsei( w= fi,ltate( peri. tw/n
tala,ntwn\ o` ga.r avdelfo,j sou pa,nta moi dihgh,sato( kai. oivktei,rw sw w`j
plei/sta( tosou,tou avrguri,ou evndea/ o;nta) o` de. u`popteu,saj ti kai. dei,saj a[ma
kai. avganaktw/n Poi/oj avdelpo,j* e;fh( kai. pw/j le,geij o[ti oivktei,reij* avlla.
keleu,w se pau,sasqai th/j fluari,aj( kai. avpodou/nai, moi w`j ta,cista to.
avrgu,rion) meta. de. tau/ta evxh,tase e;ti ma/llon o` Gou/loj to. pra/gma( kai.
auvto,j pwj dediw,j kai. th.n avpa,thn eu`ri,skwn) kai. lo,gw| ouv makrw|/ evdhlw,qh
pa,nta\ o` de. Qh/poj evn tou,tw| evxe,fuge h;dh fe,rwn th.n sma,ragdon)
Providence (170), XLV
oi` Qessaloi. to.n Qeo.n evni,ote Pro,noian kalou/si( dio,ti pa,nta pronoei/)

ei=pe de. Qessalo,j tij gewrgw|/ pote( pw/j e;ceij( w= gewrge,* o` de. avpekri,nato
Pa,nu talaipw,rwj) o` de. e[teroj Dia. ti.* e;fh\ o` de. gewrgo,j toia,de e;lexe\
Dai. tau,thn th.n Pro,noian\ h` me.n ga.r gh/ evpieikw/j avgaqh. kai. crhsth, evsti(
ouvde. th|/ w[ra| me,mfomai\ h` de. Pro,noia pa,nu dusmenh,j evsti\ a;llote me.n ga.r
to.n si/to,n moi avdikei/( a;llote de. ta.j evlai,aj( kai. avei. ti evpibouleu,ei moi
w[ste bla,yai to.n karpo,n) avlla v ouv dei/ evlpi,da evpobalei/n euvsebh/ ge o;nta)
kai. o` e[teroj qauma,saj A
v lla. ti,j evlpi,j( e;fh( e;sti( w|- dusmenh.j tugca,nei
ou=sa h` Pro,noia* o` de. gewrgo,j A
v me,lei( e;fh\ e;sti ga.r Qeo.j evn tw|/ ouvranw|/
o]j th.n Pro,noian kaqe,xei)

h=n de. pote Qra/x| tij(
Jugged Hair (171a), XLVI
이전에 그리스로 나가보고(avp) 혼자서 그 땅을 통과하면서 아무데고(pa)
여행할려고(o`d) 예정을 했던(di) 한 뜨레시안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언어를(gl)
다소라도 사용할(cr) 수(evd) 없다는 이것은 오직 그에게는 최상의 방해거리였다 (h=n

evm).

그래서 마침내 “삶은(la) 토끼고기를 나에게 줄(do) 수 있겠지요?”” 라는 이

단어들을(ta

e;p)

연습을 했고(me) 배웠다(kate). 그리고 아무데서고 그가 여관으로

(pa) 들어 왔을 때에도 그는 접대인에게(pa..an) 이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삶은
토끼고기를 찾아서(eu`) 먹는 (ka) 것으로 그는 대단히(pa,) 좋아했다.

There was

once a Thracian, who intended to go abroad into Greece, and travel everywhere
through the land alone. But this only was hindrance to him, that he was not in
any way able to speak the language. And at last, having practised, he learnt
these words, 'Can you give me jugged hare?' And everywhere when he came
into an inn he asked the hostess this, and finding the jugged hare and eating it

h=n de. pote Qra/|x tij( o]j dienoh,qh evj `Ella,da

he was much pleased.

avpodhmei/n( kai. dia. th/j gh/j pantacou/ mo,noj o`doiporei/n) tou/to de. mo,non h=n
auvtw|/ evmpodw.n( o[ti th|/ glw,ssh| ouvdamw/j evdu,nato crh/sqai\ te,loj de. tau/ta ta,
e;ph meleth,saj kate,maqe( Po,teron lagw|a/ e;ceij moi dou/nai* kai. pantacou/ evj
pandokei/on evlqw.n tau/ta hvrw,ta th.n pandokeu,trian( kai. ta. lagw|a/ eu`rw.n
kai. katafagw,n pa,nu h[sqh)
crh/sqai

d 사용하다 use,

ei=nai evmpodw,n
find,

evdu,nato

language,

avpodhme,w

dianoou/mai

예정하다 intend,

방해거리다 be hindrance,

IdIpM3 from

katafagw,n

du,namai

외국으로 나가다 go abroad,

eu`rw.n

e;poj, ouj, to,

PaAoAm1 from

내가 할 수 있다 I can,

PaAoAm1 from

katesqi,w

eu`ri,skw

glw/ssa

먹다 eat up,

단어 word,
찾다

언어

katamanqa,nw

배우다 learn,
practise,

lagw|/a

n. pl. 삶은 토끼고기 jugged hare,

o`doipore,w

접대인 hostess,

여행하다 travel,

Qra/|x

pandokei/on

뜨레시안 Thracian,

meleta,w $ &h,s&%

여관 inn,

Po,teron은

연습하다

pandokeutri,a

양자택일의 의문문이다

>(122구).

(171b), XLVI
그리고 그가 이전에 아뗀에 도착했고 여관을 찾으면서(zh) 그는 여러(su) 사람들이
타운홀로(pr) 들어가는(eivvsi)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여관(pa)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 자신도 역시 들어갔다(eivsh,). 그리고 문 곁에 있는
한 노예를 발견하면서 그가 그에게 닦아가서(pr) 큰(me) 소리로(fw) 그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삶은 토키고기를 줄 수 있는가?’ 그런데 모든 참석자
들이(pa) 그를 비웃었다(evn)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당했고(aiv) 패배했다(avp).
And once he arrived at Athens, and searching for an inn, he saw several people
going into the Town Hall: and it seemed to him to be a very large inn. So he
went in himself also, and finding a slave by the door he went up to him and
spoke to him in a loud voice as follows: 'Can you give me jugged hare?' And
all who were present laughed at him, and he was abashed and defeated.

avfiko,menoj de. pote evj A
v qh,naj( kai. pandokei/on zhtw/n( ei=de sucnou.j
tinaj avnqrw,pouj evj to. prutanei/on eivsio,ntaj kai. e;doxe dh. auvtw|/ pandokei/on
eivnai me,giston) w[ste eivsh,ei kai. auvto.j( kai. eu`rw.n dou/lon tina para. th|/
qu,ra| kai. proselqw.n mega,lh| fwnh|/ ei=pe toia,de\ Po,teron lagw/a| e;ceij moi
dou/nai* oi` de. paro,ntej pa,ntej evnege,lwn auvtw|(/ kai. aivscunqei.j avpw|,ceto)
avpoi,comai

패배하다 to have perished,

(in, into),

evggelaw

paro,ntej

PaPrAm1 from

sucnoi,

IdImA3 from

ei;seimi

fwnh,

소리 voice,

me,gaj

d, 비웃다 laugh at.

당하다 Be put to shame,
Town Hall,

eivsh,ei

pa,reimi

참석하다 be present,

prooselqei/n

여러 several,

zhte,w

큰 loud,

aivscu,nomai

에게 닦아가다 go up to,
찾다 search for,

들어가다 go

부끄러움을

prutanei/on

타운홀

eu`rw.n dou/lon tina

=

finding a slave에서는 부정과거가 영어로는 현재분사가 사용된 예문이다 >(120디).

mega,lh| fwnh|에
/ 서는

형용사가 동작의 결과를 표현한다 >(114겨).

The Scholar (172a), XLVII
지혜는(so) 물론(dh,) 좋은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cr)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evn) 많은 것들을 실습하고 알고도(evp), 아주 미련할(a;f) 수도
있다. 그리고 옛날에 한 학자가(sc) 이것의 본(pa)이였다. 그가 많은 책을 읽은 것
치고는, 그러나 일상(ka
보였다(evf).

h`m)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sf) 부조리(ge,)한 것으로

Wisdom is of course a good thing, and useful to men for the

needs of life: but sometimes it is possible to have practised and to know many
things, but to be very foolish. And a scholar once upon a time was an example
of this, for he read many books, but for daily life was evidently very absurd.

avgaqo.n me,n evsti dh,pou h` sofi,a kai. crh,simon evj ta. tou/ bi,ou toi/j
avnqrw,poij\ evni,ote de. oi-on, t v evsti. polla. me.n memeleth&ke,nai kai.
evpi,stasqai ei=nai de. pa,nu a;frona) para,deigma de. tou,tou scolastiko,j tij
pa,lai pote. evge,neto( o]j polla. me.n bibli,a avnegi,gnwsken( evj de. to.n kaq v
h`me,ran bi,on sfo,dra ge,loioj evfai,neto w;n)
보이다 appear,

evpi,stasqai,

부조리한 absurd, ridiculous,
upon a time,

to,,

scolastiko,j

본 an example,

h`me,ran bi,on에서

InPrMfrom

evfai,neto

evpi,stamai

kaq v h`me,ran
학자 scholar,

안다 understand,

날마다 daily,

sofi,a

IdImM3 from

pa,lai pote.

지혜 Wisdom,

me.n memeleth&ke,na)))de. pa,nu a;frona는

정관사의 유무에 대해서는 >(110너).

fai,nw

ge,loioj
옛날에 once

para,deigma, atoj(

>(123거).

evfai,neto w;n

kaq v

>(118교).

(172b), XLVII
한 때 여름에(qe,
(ka).

o;n)

강을 보고 모욕을 하고(lo) 싶어서 그는 그 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수영을 전혀 알지(evp) 못해서 놀라고 돌고래(kh/)처럼 물속에서 뒹굴었

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거의(sc) 익사하게(avp) 되었다. 그러나 지나가는(pa) 한 농부
가 줄로(sc) 그를 끌어냄으로(evx) 그를 구했다(sw). 그리고 그가 안전하게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오늘은(sh,) 내가 물로부터는 거리를 둘(avf) 것이다: 그리고 내일
은 집에서 수영하는 예술을 배우고(ma) 나서는(e;p), 내가 그 강에(po)대한 시도를(pe)
다시(au=)

만들어 볼 것이다.’

For once seeing in summer-time a river, and

wishing to bathe, he jumped down into the water. But not knowing to swim at
all, and being frightened, and rolling about in the water like a porpoise, at last
he was nearly drowned. But a farmer passing by saved him, pulling him out with
a rope, and when he was safe he said as follows: 'To-day I will keep away
from the water: and to-morrow, having learnt the art of swimming at home, I

ivdw.n ga,r pote qe,rouj o;ntoj potamo,n( kai.

will again make trial of the river.

lou,esqai boulo,menoj( evj to. u[dwr kateph,dhse) nei/n de. ouvdamw/j evpista,menoj(
kai. dediw.j kai. kulindou,menoj w[sper kh/toj evn tw|/ u[dati( te,loj scedo.n
avpepni,gh\ pariw.n de, tij gewrgo.j e;swsen auvto.n scoini,w| evxe,lkwn) swqei.j
de. e;lexe toia,de\ sh,meron me.n tou/ u[datoj avfe,xomai\ au;rion de. oi;koi maqw.n
th.n

te,cnhn

avpe,comai

거리를

evpista,menoj
out,

nei/n(
두다

f.

potamo,j

늘 To-day,

keep

h,somai,

모욕하다 bathe,

PaPrA2m from

e;peita

PaPrMm1 from

kata&phda,w,

lou,omai
trial.

tou/

swqei.j

lh,yomai

알다 understand,

뛰어 들다 to leap down,

maqw.n

PaAoAm1 from

지나가는 pass by,

qe,roj

n 여름 summer,

PaAoPm1 from

au=qij

avpopni,gesqai

away,

evpi,stamai

eivmi,( parie,nai
m 강 river,

pei/ran

sw,zw

potamou/)

익사했다

drowned.

evxaire,w

kh/toj

manqa,nw
pei/ran
scoini,on

구하다 save,

tou/

끌어내다 pull

n 돌고래 porpoise,
배우다 learn,

f4 from

pei/ra

줄 rope,

o;ntoj

attempt,

sh,meron

qe,rouj o;ntoj

오

= it being

summer.

The Scholar (173a), XLVIII
언젠가 딴 때에(a;l), 그 학자가 말을(i[p) 간직하면서 경비(po) 때문에 점점 속이 탔다.

그리고 그의 농부에게 말했다: ‘너는 그렇게 많은 사료를(co) 그 말에게(i[p) 절대로 주
지(do) 마라: 그것은 낭비를 줄임으로서 간직(tr)해햐 할 것이다(de).’ 그리고 그 말은
먹을 것이 충분치(i`k) 않아서 얼마동안 아픈(no) 후에 죽었다(evt).

Another time the

scholar keeping a horse, grew vexed on account of the expensiveness, and said
to his slave, 'You must not give so much fodder to the horse; for he ought to
be kept at a less expense.' And the horse, not having enough to eat, after

a;llote de. o` scolastiko.j i[ppon tre,fwn

having been ill for some time, died.

di. th.n polute,leian evcale,paine( kai. tw|/ dou,lw| e;fh\ ouv dei/ tosou/ton co,rton
dou/nai tw|/ i[ppw|\ avpo. mei,onoj ga.r dapa,nhj dei/ auvto.n tre,fesqai\ o` de.
i[ppoj

ouvk

dapana,w
i`kano,j

e;cwn

i`kano.n

evsqi,ein(

di,dwmi

낭비하다 spend wastefully.
충분치

polutelh,j, e,j
[animals],

enough,

nose,w

아픈

비싼 (very) expensive,

co,rtoj, ou, o`

cro,non

사료 grass,

ill,

tina.

주다 give,

polute,leia

tre,fesqai

InPrP

nosw/n
dei/

evteleuthsen)

해햐한다

ought,

경비

expensiveness,

tre,fw

간직하다 keep

cro,non tina. nosw/n evteleuthsen)은

>(120

드).

(173b), XLVIII
그러나 그 학자는 애통해하면서(ovd) 불평하면서(de po) 아주 서글퍼했다(evl), 그는 다
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고통이(po.) 허사(ma,)구나.’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배웠고, 값이 싸(euv)지게 되었고,
나에게는 유용하게(cr) 되어진(ge) 이 말이 어리석게(avf) 죽었기(te,) 때문에. 그래서
이(to,) 모든 고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avr)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말을 산후에, 그
는 다시 그를 똑 같은 방법으로(tr) 취급했다(evc). 결과적으로, 사실 불행한(du) 것 이
것을,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w`s) 굶주림으로(li) 일어 버렸다(avp).

But the scholar

was very much grieved, lamenting and complaining, for he said as follows, 'How
unlucky I am! and all this trouble I have had in vain. For this horse, having
learnt to eat nothing, and having become cheap and useful to me, has foolishly
died, and all this trouble must begin again from the beginning.' And buying

another horse, he again treated him in the same manner, so that his also he

o` de. scolastiko.j sfo,dra

lost likewise by hunger, being indeed unlucky.

evlupei/to( ovduro,menoj kai. deino.n poiou,menoj\ e;fh ga,r toia,de\ w`j dustuch.j
dh, eivmi( kai. posou/ton po.non ma,thn evpo.nhsa\ ou-toj ga.r o` i[ppoj maqw.n
mhde.n evsqi,ein kai. euvtelh.j evmoi. kai. crh,simoj geno,menoj( avfro,nwj te,qnhke)
kai. pa,nta to.n po,non to,nde au=qij dei/ evx avrch/j gene,sqai( kai. a;llon i[ppon
wvnou,menoj au=qij to.n auvqo.n tro,pon evcrh/to\ w[ste kai. tou/ton w`sau,twj limw|/
avpw,lese( pa,nu dustuch.j dh. w;n)
하다 begin, become.

poiei/sqai
lupe,w

avrch,

ovdu,romai

시작 beginning,

불평하다 complain,

서글퍼하다 grieve,

mhde.n evsqi,ein에서 mh는

dustuch,j

ma,thn

애통해하다 lament,

avnoh,twj

어리석게 foolishly,

crh/sqai

qnh,s| kw

(pf.

대우하다 treat,

불행한 unlucky,

허사 in vain,

euvtelh,j

o[de, h[de, to,de

te,qnhka)

avrcesqai

죽다 die,

시작

deino.n

값싼 cheap,

이것 this (one),

o` i[ppoj maqw.n

부정적인 생각을 부인한다 >(124갸)

The Scholar (174a), XLIX
언젠가 딴 때에, 친구에 대해서 아프다는 것을 들은 그 학자는 그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의 침대(kl) 가까이 [그의 침대 곁으로(pa)] 갔다(eiv). 그리고 다른 한쪽이
가장 비참한(ta) 상태에서(e;c) 그리고 소리 없이(si) 누워있는(ka) 것을 보면서, ‘자,
이봐(

;A),

그는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자넨 어떤가?’ 그러나 거의(mo,) 다

죽은 그는 자연히(dh.) 아무런 응답을(avp) 할 수가 없었다.

Another time the

scholar having heard about a friend that he was ill arrived at his house, and
went in to his [to the side of his bed] bedside. And, seeing the other lying in
silence and in a most miserable state, 'Come now,' he said, 'my dear friend (O
dearest!), how are you?' But he being all but dead, was naturally not able to
make any answer.

a;llote o` scolastiko.j peri. fi,lou tino.j avkou,saj o[ti

nosei/( avfiko,menoj pro.j th.n oivki,an( eivsh,e| i para. th.n kli,nhn) ivdw.n de. to.n
e[teron

sigh|/ katakei,menon kai. pa,nu talaipw,rwj e;conta( ;Age de.( e;fh( w=

fi,ltate( pw/j e;ceij* o` de. mo,non ouv teqnhkw.j ouvde.n dh. oi-o,j t v h=n

avpokri,nasqai\
에서 in a state,

avpokri,nomai
eivsh,|ei

응답하다 answer,

IdImA3 from

ei;seimi

가 누워있다 lie down of sick people,

para,

...의 곁으로 to the side of,

e;cein

상태

kata,keimai

환자

자연히 naturally,

가다 go (in, into),

kli,nh

sigh|/

dh.

침대 bed,

mo,non ouv

소리없이 silence,

거의 all but,

talai,pwrwj

비참한

miserable,

(174b), XLIX
그리고 그 학자는 화가 나서(du) 말했다: (누구냐하면 who)
(evf)오지 않은, 그러나 나의 사업은 태만이 하면서(avm)

이 모든 고생들을

아껴

자네에게 찾아 온 여기 자

네의 좋은 사람에게(avn) 그리고 친구에게 자네는 아무 대답도 주지 않겠는가?(Ou), 내
가

자네를 위로해야(pa) 하는가? 그러나 그는 고통가운데(avl) 있는 것처럼 방향을 바

꾸었다(me),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더 없었다. ‘원 이거!, 그 학자가 말했다: 머지않아
(po) 내 자신이 아파야 할지도 모르겠구만, 그리고 자네가 나에게 올 때에는 자네를
그렇게(ou[) 대우할거야(cr)! And the scholar being angry, said, 'Won't you give
any answer then to your good kind friend here, who have not spared all this
trouble, but, neglecting my business, have come to you and am comforting
you?' But he turned round, as being in pain, but none the more gave him any
answer. 'Well!' said the scholar, 'may I myself some day be ill, and treat you so
when you come to me!'

o` de. scolastiko.j duscerai,nwn Ou;koun avnterei/j

ouvde,n( e;fh( tw/| avgaqw|/ avndri. tw|/de kai. fi,lw|* o]j tosou,tou po,nou ouvk
evfeisa,mhn(

avlla.

tw/n

pragma,twn

avmelh,saj

h=lqon

para.

se.

kai.

paramuqou/mai* o` de. metestra,fh me.n w`j avlgw/n( avpekri,nato de. ouvde.n
ma/llon) avlla. kai. auvto,j pote nosoi,hn( e;fh o` scolastiko,j( kai. soi. parv evme.
evlqo,nti ou[tw crhsai,mhn)
g 태만이하다 neglect,

cra,omai

avlgei/n

avnterei/n

InFuA from

대우하다 use, make use of, treat.

take in hand or manage,

evfeisa,mhn

고통가운데 있다 be in pain,

avntile,gw

반대발언하다 speak against,

duj&cerh,j, e,j , (cei,r)
IdAoM1

avmele,w

fei,domai

화가나다 hard to
g 아끼다 spare,

metastre,fomai

방향을 바꾸다 turn round,

Won't you then,

paramuqou/mai

Ou;koun avnterei/j ouvde,n에서

Ou;koun+

fut. 그러면 자네가...않겠는가?

a 위로하다 comfort,

의문문

Ou;koun에

pote,

머지않아 some day,

대해서는 >(122겨).

ouvk evfeisa,mhn

= have not spared에서는 부정과거를 영어에선 완료로 옮겼다 >(120고).

(

The Scholar (175a), L
한번은 그 학자가 그의 집을 팔기를(pw) 원했다(eb), 그리고 그는 시장으로 갔다. 같
은 때에(a[m) 돌 하나를 본보기(de)로(e[n) 제시하면서(pa) 그는 거기에 모인(su) 저들과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사람(그가)이 잠을 잘(ka) 때에 사람
은(ti,) 무엇 같을가(po..o[m), 이것을 그는 알기(ei,)를 원했다(evp). 그래서 거울(ka,)을
사서(wvn) 침대(kl) 곁에 놓았다(kate,) 그리고 그의 눈들을 감고서(su) 그는 무엇인가
를 찾아내기를(kata) 희망했다(h;l).

The scholar once wanted to sell his house,

and going into the market-place he conversed with those who were gathered
there about this, offering at the same time one stone as a sample. And another
time he wanted to know this--what a man is like when he is asleep. So, having
bought a mirror, he set it down by the bed, and having shut his eyes, he hoped
to find out something.

ebou,leto, pote o` scolastiko.j th.n oivki,an pwlei/n(

kai. ivwn. evij th.n avgora.n toi/j evkei/se sullegei/si peri. tou,tou diele,geto( e[na
li,qon a[ma parecwn dei,gmatoj e[neka) a;llote de. tou/to evpequ,mei ei,de,nai(
poi,w| dh, tini o[moio,j ti,j evsti kaqeu,dwn* w[ste ka,toptron wvnhsa,menoj para.
th.n kli,nhn kate,qhke( kai. tou.j ovfqalmou.j sugklei,saj h;lpize, ti katamaqei/n)
bou,lomai
sake of,

eivde,nai

원하다 want,
InPfA from

IdImA3 from

evpiqume,w

PaPrAm1from

kaqeu,dw

dei/gma

oi=da

본보기 sample,

알다 know,

원하다 desire,
잠자다 sleep,

evlpi,zw

ka,t&optron,

katamaqei/n

e[neka

g ...로 as = for the

희망하다 hope,
거울 a mirror,

InAoAfrom

evpequ,mei
kaqeu,dwn

katamanqa,nw

찾아내

다 observe (well),
다 offer,
shut,

katati,qhmi

poi/o,j tij

sulle,gw

놓다 set down,

무엇 같을가 what like,

모이다 gather,

wvne,omai

o[moio,j

pwle,w

같은 like,
팔다 sell,

parecw

제시하

sugklei,w

감다

사다 buy,

(175b), L
그리고 다른 때에는 한 친구를 만나면서, 그는 우울해(sk) 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
고(pr) 싶지(h;q) 않았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왜 화를 내(du

e;c)느냐고

물었을 때에,

‘어제’(evc), 그는 말했다, 나는 꿈을(evn) 꾸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인사했다(avs)고 생
각했는데, 그러나 너는 대답도 않고 돌아버렸기 때문에.

And another time,

meeting a friend, he turned gloomy, and would not look at him. And when he
asked him why he was out of temper, 'Because yesterday,' he said, 'I had a
dream, and thought I greeted you, but you turned round without answering.'

a;llote de. fi,lw| tini. peritucw.n skuqrwpo.j evge,neto ouvde. prosble,pein
h;qelen) tou/ de. evpome,nou dia. ti, dusko,lwj e;cei( [Oti evcqe,j( e;fh( evnu,pnion
ivdw.n e;doxa, se avspa,zesqai\ su. de, ouvde.n avpokrina,menoj metestre,fou)
avspa,zesqai

인사하다 greet,

어제 yesterday,

evnu,pnion

다 wish of desire,

skuqrwpo,j

dusko,lwj e;cw

꿈 dream,

화를 내다 be out of temper,

prosble,pw

바라보다 look at,

qe,lw

우울한 gloomy,

(171a) 이전에 있었다.

(171a)

h=n de. pote

(171a) 한 뜨레시안이

(171a)

Qra/|x tij(

(171a) 예정을 했던(di)

(171a)

o]j dienoh,qh

(171a) 그리스로 나가보고(avp)

(171a)

evj `Ella,da avpodhmei/n(

(171a) 그리고 그 땅을 통과하면서 (171a)

kai. dia. th/j gh/j

(171a) 혼자서 아무데고(pa)

(171a)

pantacou/ mo,noj

(171a) 여행할려고(o`d)

(171a)

o`doiporei/n)

evcqe,j
싶어하

tou/to de. mo,non

(171a) 이것은 오직

(171a)

(171a) 그에게는 최상의 방해거리였다(h=n

evm).

(171a) 그가 그 언어를(gl)

(171a)

o[ti th|/ glw,ssh|

(171a) 다소라도 사용할(cr) 수(evd) 없다는

(171a)

ouvdamw/j evdu,nato crh/sqai\

(171a) 그래서 마침내

(171a)

te,loj de.

(171a) 이 단어들을(e;p) 연습을(me) 했고

(171a)

tau/ta ta, e;ph meleth,saj

(171a) 배웠다(kate)

(171a)

kate,maqe(

(171a) 있겠지요?”라는

(171a)

Po,teron

(171a) 삶은(la) 토끼고기를

(171a)

lagw|/a

(171a) 나에게 줄(do) 수

(171a)

e;ceij moi dou/nai*

(171a) 그리고 아무데서고

(171a)

kai. pantacou/

(171a)

(171a) 그가 여관으로(pa) 들어 왔을 때에도 (171a)

h=n auvtw|/ evmpodw.n(

evj pandokei/on evlqw.n

(171a) 이것을 요청했다.

(171a)

tau/ta hvrw,ta

(171a) 그는 접대인에게(pa..an)

(171a)

th.n pandokeu,trian(

(171a) 그리고 그 삶은 토끼고기를 찾아서(eu`)

(171a)

kai. ta. lagw|a/ eu`rw.n

(171a) 먹는 (ka) 것으로

(171a)

kai. katafagw,n

(171a) 그는 대단히(pa,) 좋아했다.

(171a)

pa,nu h[sqh)

(171b) 그리고 이전에 그가 도착해서

(171b)

avfiko,menoj de. pote

(171b) 아뗀에

(171b)

evj A
v qh,naj(

(171b) 그리고 여관을 찾으면서(zh)

(171b)

kai. pandokei/on zhtw/n(

(171b) 그는 보았다:

(171b)

ei=de

(171b) 여러(su) 사람들이

(171b)

sucnou.j tinaj avnqrw,pouj

(171b) 타운홀로(pr)

(171b)

evj to. prutanei/on

(171b) 들어가는(eivvsi) 것을

(171b)

eivsio,ntaj

(171b)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보였다.

(171b)

kai. e;doxe dh. auvtw|/

(171b) 굉장히 큰 여관(pa)으로

(171b)

pandokei/on ei=vnai me,giston)

(171b) 그래서 들어갔다(eivsh,).

(171b)

w[ste eivsh,ei

(171b) 그 자신도 역시

(171b)

kai. auvto.j(

(171b) 그리고 한 노예를 발견하면서

(171b)

kai. eu`rw.n dou/lon tina

(171b) 문 곁에 있는

(171b)

para. th|/ qu,ra|

(171b) 그가 그에게 닦아가서(pr)

(171b)

kai. proselqw.n

(171b) 큰(me) 소리로(fw)

(171b)

mega,lh| fwnh|/

(171b) 그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171b)

ei=pe toia,de\

(171b) 삶은 토키고기를...있겠는가?

(171b)

’Po,teron lagw/a|

(171b) 당신이 나에게 줄 수

(171b)

e;ceij moi dou/nai*

(171b) 그런데 모든 참석자들이(pa)

(171b)

oi` de. paro,ntej pa,ntej

(171b) 그를 비웃었다(evn)

(171b)

evnege,lwn auvtw|(/

(171b)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당했고(aiv)

(171b)

kai. aivscunqei.j

(171b) 패배했다(avp).

(171b)

avpw|c, eto)

(172a) 물론(dh,) 좋은 것이고

(172a)

avgaqo.n me,n evsti dh,pou

(172a) 지혜는(so)

(172a)

h` sofi,a

(172a) 또한 유용한(cr)

(172a)

kai. crh,simon

(172a) 생명을 위해서

(172a)

evj ta. tou/ bi,ou

(172a) 사람들에게

(172a)

toi/j avnqrw,poij\

(172a)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evn)

(172a)

evni,ote de.

(172a) 할 수도 있다.

(172a)

oi-o,n t v evsti.

(172a) 많은 것들을

(172a)

polla. me.n

(172a) 실습하고

(172a)

memeleth&ke,nai

(172a) 알고도(evp),

(172a)

kai. evpi,stasqai ei=nai

(172a) 아주 미련(a;f)

(172a)

de. pa,nu a;frona)

(172a) 이것의 본(pa)이

(172a)

para,deigma de. tou,tou

(172a) 한 학자가(sc)

(172a)

scolastiko,j tij

(172a) 옛날에

(172a)

pa,lai pote.

(172a) 되였다.

(172a)

evge,neto(

(172a) 많은 책을

(172a)

o]j polla. me.n bibli,a

(172a) 그가 읽은 것 치고는,

(172a)

avnegi,gnwsken(

(172a) 그러나 일상(ka

(172a)

h`m)

생활에 대해서는

evj de. to.n kaq v h`me,ran bi,on

(172a) 크게(sf) 부조리(ge,)한

(172a)

sfo,dra ge,loioj

(172a) 것으로 보였다(evf).

(172a)

evfai,neto w;n)

(172b) 보았기 때문에

(172b)

ivdw.n ga,r

(172b) 한 때 여름에(qe,),

(172b)

pote qe,rouj o;ntoj

(172b) 강을

(172b)

potamo,n(

(172b) 모욕을 하고(lo) 싶어서

(172b)

kai. lou,esqai boulo,menoj(

(172b) 그는 그 물로

(172b)

evj to. u[dwr

(172b) 뛰어 들었다(ka).

(172b)

kateph,dhse)

(172b) 그러나 수영을 전혀...못해서

(172b)

nei/n de. ouvdamw/j

(172b) 알지(evp)

(172b)

evpista,menoj(

(172b) 놀라고

(172b)

kai. dediw.j

(172b) 그리고 뒹굴었기 때문에

(172b)

kai. kulindou,menoj

(172b) 돌고래(kh/)처럼

(172b)

w[sper kh/toj

(172b) 물속에서

(172b)

evn tw|/ u[dati(

(172b) 마침내

(172b)

te,loj

(172b) 그는 거의(sc) 익사하게(avp) 되었다.

(172b)

scedo.n avpepni,gh\

(172b) 그러나 지나가는(pa) 한 농부가

(172b)

pariw.n de, tij gewrgo.j

(172b) 그를 구했다(sw).

(172b)

e;swsen auvto.n

(172b) 줄로(sc) 그를 끌어냄으로(evx)

(172b)

scoini,w| evxe,lkwn)

(172b) 그리고 그가 안전하게 되었을 때
(172b) 아래와 같이 말했다:

(172b)
(172b)

swqei.j de.
e;lexe toia,de\

(172b) 오늘은(sh,)

(172b)

sh,meron me.n

(172b) 물로부터는

(172b)

tou/ u[datoj

(172b) 내가 거리를 둘(avf) 것이다:

(172b)

avfe,xomai\

(172b) 그리고 내일은

(172b)

au;rion de.

(172b) 집에서

(172b)

oi;koi

(172b) 배우고(ma)

(172b)

maqw.n

(172b) 수영하는 예술을

(172b)

th.n te,cnhn tou/ nei/n(

(172b) 나서는(e;p),

(172b)

e;peita

(172b) ...시도를(pe)

(172b)

pei/ran

(172b) 내가 다시 만들어 볼 것이다.’

(172b)

lh,yomai au=qij

(172b) 그 강에(po) 대한

(172b)

tou/ potamou/)

(173a) 언젠가 딴 때에(a;l),

(173a)

a;llote de.

(173a) 그 학자가

(173a)

o` scolastiko.j

(173a) 말을(i[p) 간직하면서

(173a)

i[ppon tre,fwn

(173a) 경비(po) 때문에

(173a)

di. th.n polute,leian

(173a) 점점 속이 탔다.

(173a)

evcale,paine(

(173a) 그리고 그의 농부에게

(173a)

kai. tw|/ dou,lw|

(173a) 말했다:

(173a)

e;fh\

(173a) 절대로 마라:

(173a)

ouv dei/

(173a) 그렇게 많은 사료를(co)

(173a)

tosou/ton co,rton

(173a) 너는 그 말에게(i[p) 주지(do)

(173a)

dou/nai tw|/ i[ppw|\

(173a) 그것은 낭비를 줄임으로서

(173a)

avpo. mei,onoj ga.r dapa,nhj

(173a) 그것은 간직(tr)해햐 할 것이다(de)

(173a)

dei/ auvto.n tre,fesqai\

(173a) 그리고 그 말은

(173a)

o` de. i[ppoj

(173a) 않아서

(173a)

ouvk e;cwn

(173a) 먹을 것이 충분치(i`k)

(173a)

i`kano.n evsqi,ein(

(173a) 얼마동안 아픈(no) 후에

(173a)

cro,non tina. nosw/n

(173a) 죽었다(evt).

(173a)

evteleuthsen)

(173b) 그러나 그 학자는

(173b)

o` de. scolastiko.j

(173b) 아주 서글퍼했다(evl),

(173b)

sfo,dra evlupei/to(

(173b) 애통해하면서(ovd)

(173b)

ovduro,menoj kai.

(173b) 불평하면서(de

(173b)

deino.n poiou,menoj\

(173b)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에:

(173b)

e;fh ga,r toia,de\

(173b)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173b)

w`j dustuch.j dh, eivmi(

(173b) 그리고...이 모든 고통이(po.)

(173b)

kai. posou/ton po.non

(173b) 허사(ma,)구나.’

(173b)

ma,thn

(173b) ...내가 가졌던

(173b)

evpo.nhsa\

(173b) 이 말은, 때문에

(173b)

ou-toj ga.r o` i[ppoj

(173b) 배웠고

(173b)

maqw.n

(173b)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173b)

mhde.n evsqi,ein

(173b) 그리고 값이 싸(euv)지게 되었고

(173b)

kai. euvtelh.j

(173b) 나에게는

(173b)

evmoi.

(173b) 그리고 유용하게(cr) 되어진

(173b)

kai. crh,simoj geno,menoj(

(173b) 어리석게(avf) 죽었기(te,).

(173b)

avfro,nwj te,qnhke)

(173b) 그래서 이(to,) 모든 고생은

(173b)

kai. pa,nta to.n po,non to,nde

(173b) 반드시 다시

(173b)

au=qij dei/

(173b) 처음부터 시작(avr)

(173b)

evx avrch/j

(173b) 해야 한다.‘

(173b)

gene,sqai)

(173b) 그리고 다른 말을

(173b)

kai. a;llon i[ppon

(173b) 산후에,

(173b)

wvnou,menoj

(173b) 그는 다시 그를 똑 같은 방법으로(tr)

(173b)

au=qij to.n auvqo.n tro,pon

(173b) 취급했다(evc).

(173b)

evcrh/to\

po)

(173b) 결과적으로

(173b)

w[ste

(173b)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w`s)

(173b)

kai. tou/ton w`sau,twj

(173b) 굶주림으로(li) 일어 버렸다(avp).

(173b)

limw|/ avpw,lese(

(173b) 사실 불행한(du) 것,

(173b)

pa,nu dustuch.j dh. w;n)

(174a) 언젠가 딴 때에,

(174a)

a;llote

(174a) 그 학자는

(174a)

o` scolastiko.j

(174a) 친구에 대해서

(174a)

peri. fi,lou tino.j

(174a) 들은

(174a)

avkou,saj

(174a) 아프다는 것을

(174a)

o[ti nosei/(

(174a) 도착했다,

(174a)

avfiko,menoj

(174a) 그의 집에

(174a)

pro.j th.n oivki,an(

(174a) 그는 갔다(eiv).

(174a)

eivsh,|ei

(174a) 그의 침대(kl) 가까이

(174a)

para. th.n kli,nhn)

(174a) 그리고 보면서,

(174a)

ivdw.n de.

(174a) 다른 한쪽이

(174a)

to.n e[teron

(174a) 조용히 누워있는(ka) 것을

(174a)

sigh|/ katakei,menon

(174a) 가장 비참한(ta) 상태에서(e;c)

(174a)

kai. pa,nu talaipw,rwj e;conta(

A
; )

(174a)

(174a) 그는 말했다,

(174a)

e;fh(

(174a)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174a)

w= fi,ltate(

(174a) 자넨 어떤가?’

(174a)

pw/j e;ceij*

(174a) 그러나 거의(mo,) 다 죽은 그는

(174a)

o` de. mo,non ouv teqnhkw.j

(174a) 자연히(dh.)

(174a)

ouvde.n dh.

(174a) 할 수가 없었다.

(174a)

oi-o,j t v h=n

(174a) 응답을(avp)

(174a)

avpokri,nasqai\

(174b) 그리고 그 학자는

(174b)

o` de. scolastiko.j

(174a) 자, 이봐(

아무런...

A
; ge de.(

(174b) 화가 나서(du)

(174b)

duscerai,nwn

(174b) 대답도 주지 않겠는가?(Ou) 라고

(174b)

Ou;koun avnterei/j

(174b) 아무

(174b)

ouvde,n(

(174b) 말했다

(174b)

e;fh(

(174b) 여기 자네의 좋은 사람에게(avn)

(174b)

tw/| avgaqw|/ avndri. [tw|/de]

(174b) 그리고 친구에게

(174b)

kai. fi,lw|*

(174b) 누구냐하면 who

(174b)

o]j

(174b) 이 모든 고생들을

(174b)

tosou,tou po,nou

(174b) 아껴(evf)오지 않은,

(174b)

ouvk evfeisa,mhn(

(174b) 그러나

(174b)

avlla.

(174b) 나의 사업은 태만이 하면서(avm)

(174b)

tw/n pragma,twn avmelh,saj

(174b) 자네에게 찾아 온

(174b)

h=lqon para. se.

(174b) 내가 자네를 위로해야(pa) 하는가?’

(174b)

kai. paramuqou/mai*

(174b) 그러나 그는 방향을 바꾸었다(me)

(174b)

o` de. metestra,fh me.n

(174b) 고통가운데(avl) 있는 것처럼

(174b)

w`j avlgw/n(

(174b)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174b)

avpekri,nato de. ouvde.n

(174b) 더

(174b)

ma/llon)

(174b) ‘원 이거!, 내 자신이

(174b)

avlla. kai. auvto,j

(174b) 머지않아(po) 아파야 할지도 모르겠구만, (174b)

pote nosoi,hn(

(174b) 그 학자가 말했다:

(174b)

e;fh o` scolastiko,j(

(174b) 그리고 자네가 나에게 올 때에는

(174b)

kai. soi. parv evme. evlqo,nti

(174b) 그렇게(ou[) 자네를 대우할거야(cr)!

(174b)

ou[tw crhsai,mhn)

(175a) 한번은 그 학자가 원했다(eb),

(175a)

ebou,leto, pope o` scolastiko.j

(175a) 그의 집을 팔기를(pw)

(175a)

th.n oivki,an pwlei/n(

(175a) 그리고 그는 갔다.

(175a)

kai. ivwn.

(175a) 시장으로

(175a)

evij th.n avgora.n

(175a) 그는 거기에 모인(su) 저들과

(175a)

toi/j evkei/se sullegei/si

(175a)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175a)

peri. tou,tou diele,geto(

(175a) 돌 하나를

(175a)

e[na li,qon

(175a) 같은 때에(a[m)

(175a)

a[ma

(175a) 제시하면서(pa)

(175a)

parecwn

(175a) 본보기(de)로(e[n)

(175a)

dei,gmatoj e[neka)

(175a) 그리고 다른 때에는,

(175a)

a;llote de.

(175a) 이것을 그는 알기(ei,)를 원했다(evp).

(175a)

tou/to evpequ,mei ei,de,nai(

(175a) 사람은(ti) 무엇 같을가(po..o[m),

(175a)

poi,w| dh, tini o[moio,j

(175a) 그가 잠을 잘(ka) 때에

(175a)

ti,j evsti kaqeu,dwn*

(175a) 그래서 거울(ka,)을 사서(wvn)

(175a)

w[ste ka,toptron wvnhsa,menoj

(175a) 침대(kl) 곁에

(175a)

para. th.n kli,nhn

(175a) 놓았다(kate,)

(175a)

kate,qhke(

(175a) 그리고 그의 눈들을

(175a)

kai. tou.j ovfqalmou.j

(175a) 감고서(su)

(175a)

sugklei,saj

(175a) 희망했다(h;l).

(175a)

h;lpize,

(175a) 그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를(kata)(175a)

ti katamaqei/n)

(175b) 그리고 다른 때에는

(175b)

a;llote de.

(175b) 한 친구를 만나면서,

(175b)

fi,lw| tini. peritucw.n

(175b) 그는 우울해(sk) 했다,

(175b)

skuqrwpo.j evge,neto

(175b) 않았다.

(175b)

ouvde.

(175b) 그를 바라보고(pr) 싶지(h;q)

(175b)

prosble,pein h;qelen)

(175b) 그리고 그에게 물었을 때에,

(175b)

tou/ de. evpome,nou

(175b) 왜 그가 화를 내(du

(175b)

dia. ti, dusko,lwj e;cei(

e;c)느냐고

(175b) 어제’(evc), 때문에

(175b)

(175b) 그는 말했다

(175b)

[Oti evcqe,j(
e;fh(

(175b) 나는 꿈을(e vn) 꾸었다

(175b)

evnu,pnion ivdw.n

(175b) 생각했는데,

(175b)

e;doxa,

(175b) 내가 너에게 인사했다(avs)고

(175b)

se avspa,zesqai\

(175b) 그러나 너는 대답도 않고

(175b)

su. de, ouvde.n avpokrina,menoj

(175b) 돌아버렸기.

(175b)

metestre,fou)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71부터 175까지 읽어보라
Jugged Hair (171), XLVI
h=n de. pote Qra/|x tij( o]j dienoh,qh evj `Ella,da avpodhmei/n( kai. dia. th/j gh/j

pantacou/ mo,noj o`doiporei/n) tou/to de. mo,non h=n auvtw|/ evmpodw.n( o[ti th|/
glw,ssh| ouvdamw/j evdu,nato crh/sqai\ te,loj de. tau/ta ta, e;ph meleth,saj
kate,maqe( Po,teron lagw|a/ e;ceij moi dou/nai* kai. pantacou/ evj pandokei/on
evlqw.n tau/ta hvrw,ta th.n pandokeu,trian( kai. ta. lagw|/a eu`rw.n kai.
katafagw,n pa,nu h[sqh) avfiko,menoj de. pote evj A
v qh,naj( kai. pandokei/on
zhtw/n( ei=de sucnou.j tinaj avnqrw,pouj evj to. prutanei/on eivsio,ntaj kai. e;doxe
dh. auvtw|/ pandokei/on eivnai me,giston) w[ste eivsh,ei kai. auvto.j( kai. eu`rw.n
dou/lon tina para. th|/ qu,ra| kai. proselqw.n mega,lh| fwnh|/ ei=pe toia,de\
Po,teron lagw/a| e;ceij moi dou/nai* oi` de. paro,ntej pa,ntej evnege,lwn auvtw|(/
kai. aivscunqei.j avpw|,ceto)
The Scholar (172), XLVII
avgaqo.n me,n evsti dh,pou h` sofi,a kai. crh,simon evj ta. tou/ bi,ou toi/j

avnqrw,poij\ evni,ote de. oi-on, t v evsti. polla. me.n memeleth&ke,nai kai.
evpi,stasqai ei=nai de. pa,nu a;frona) para,deigma de. tou,tou scolastiko,j tij
pa,lai pote. evge,neto( o]j polla. me.n bibli,a avnegi,gnwsken( evj de. to.n kaq v

h`me,ran bi,on sfo,dra ge,loioj evfai,neto w;n) ivdw.n ga,r pote qe,rouj o;ntoj
potamo,n( kai. lou,esqai boulo,menoj( evj to. u[dwr kateph,dhse) nei/n de. ouvdamw/j
evpista,menoj( kai. dediw.j kai. kulindou,menoj w[sper kh/toj evn tw|/ u[dati( te,loj
scedo.n avpepni,gh\ pariw.n de, tij gewrgo.j e;swsen auvto.n scoini,w| evxe,lkwn)
swqei.j de. e;lexe toia,de\ sh,meron me.n tou/ u[datoj avfe,xomai\ au;rion de. oi;koi
maqw.n th.n te,cnhn tou/ nei/n( e;peita pei/ran lh,yomai au=qij tou/ potamou/)
The Scholar (173), XLVIII
scolastiko.j i[ppon tre,fwn di. th.n polute,leian evcale,paine( kai. tw|/ dou,lw|

e;fh\ ouv dei/ tosou/ton co,rton dou/nai tw|/ i[ppw|\ avpo. mei,onoj ga.r dapa,nhj
dei/ auvto.n tre,fesqai\ o` de. i[ppoj ouvk e;cwn i`kano.n evsqi,ein( cro,non tina.
nosw/n evteleuthsen)

o` de. scolastiko.j sfo,dra evlupei/to( ovduro,menoj kai.

deino.n poiou,menoj\ e;fh ga,r toia,de\ w`j dustuch.j dh, eivmi( kai. posou/ton
po.non ma,thn evpo.nhsa\ ou-toj ga.r o` i[ppoj maqw.n mhde.n evsqi,ein kai. euvtelh.j
evmoi. kai. crh,simoj geno,menoj( avfro,nwj te,qnhke) kai. pa,nta to.n po,non to,nde
au=qij dei/ evx avrch/j gene,sqai( kai. a;llon i[ppon wvnou,menoj au=qij to.n auvqo.n
tro,pon evcrh/to\ w[ste kai. tou/ton w`sau,twj limw|/ avpw,lese( pa,nu dustuch.j dh.
w;n)
The Scholar (174), XLIX
a;llote o` scolastiko.j peri. fi,lou tino.j avkou,saj o[ti nosei/( avfiko,menoj

pro.j th.n oivki,an( eivsh,|ei para. th.n kli,nhn) ivdw.n de. to.n e[teron sigh|/
katakei,menon kai. pa,nu talaipw,rwj e;conta( ;Age de.( e;fh( w= fi,ltate( pw/j
e;ceij* o` de. mo,non ouv teqnhkw.j ouvde.n dh. oi-o,j t v h=n avpokri,nasqai\ o` de.
scolastiko.j duscerai,nwn Ou;koun avnterei/j ouvde,n( e;fh( tw/| avgaqw|/ avndri.
tw|/de kai. fi,lw|* o]j tosou,tou po,nou ouvk evfeisa,mhn( avlla. tw/n pragma,twn

avmelh,saj h=lqon para. se. kai. paramuqou/mai* o` de. metestra,fh me.n w`j
avlgw/n( avpekri,nato de. ouvde.n ma/llon) avlla. kai. auvto,j pote nosoi,hn( e;fh o`
scolastiko,j( kai. soi. parv evme. evlqo,nti ou[tw crhsai,mhn)
The Scholar (175), L

ebou,leto, pote o` scolastiko.j th.n oivki,an pwlei/n( kai. ivwn. evij th.n avgora.n
toi/j evkei/se sullegei/si peri. tou,tou diele,geto( e[na li,qon a[ma parecwn
dei,gmatoj e[neka) a;llote de. tou/to evpequ,mei ei,de,nai( poi,w| dh, tini o[moio,j
ti,j evsti kaqeu,dwn* w[ste ka,toptron wvnhsa,menoj para. th.n kli,nhn kate,qhke(
kai. tou.j ovfqalmou.j sugklei,saj h;lpize, ti katamaqei/n) a;llote de. fi,lw| tini.
peritucw.n skuqrwpo.j evge,neto ouvde. prosble,pein h;qelen) tou/ de. evpome,nou
dia. ti, dusko,lwj e;cei( [Oti evcqe,j( e;fh( evnu,pnion ivdw.n e;doxa, se avspa,zesqai\
su. de, ouvde.n avpokrina,menoj metestre,fou)
(176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