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te de. ivatrw|/ peritucw,n o` scolastiko.j(
The Scholar (176a), LI
언젠가 딴 때에 그 학자가 의사를(iva) 만나면서 부끄러워서(hvs
| ) 나무 뒤에(ka) 자신을
숨기고(kr) 주목을 피하려고(la) 시도했다(evp). 그런데 그 의사가 그를 보고서 그를
비웃으면서(evg) 그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부끄러워서 당신을 숨
기십니까? 당신이 은밀하게(l a,) 어떤 잘못을 행하(h[m)신건지(po,) 그리고 나를 해를 입
혔습니까?

Another time the scholar meeting a physician, was ashamed, and,

hiding himself behind a tree, tried to escape notice. And the physician seeing
him, and laughing at him, asked him as follows, 'Why are you thus ashamed
and hide yourself? Have you secretly done anything wrong, and injured me?'

a;llote de. ivatrw|/ peritucw,n o` scolastiko.j( hv|scu,neto kai. kato,pin de,ndrou
kru,yaj e`auto.n lanqa,nein evpeira/to) o` de. ivatro.j ivdw.n auvto.n kai. evggelw/n
h;reto toia,de\ Dia. ti, ou[twj aivscu,nei kai. kru,pteij seauto,n* po,teron
h[marte,j ti la,qra kai. evme. hvdi,khsaj*
aviscu,nomai

hvs| cu,neto

behind,

kru,yaj

lanqa,nein
도하다 try,

po,teron

gela,w

부끄러워서 ashamed,

senses,

IdImP3 from

aivscu,nw

Id PaAoAm1 from

주목을 피하려고

peirw/mai

a`marta,nw

시도하다 try,

웃다 laugh in both good and bad

부끄러워하다 be ashamed,

kru,ptw

lanqa,nw

잘못을 행하다 do wrong,

숨다 hide,

la,qra

...

h`,

뒤에

은밀하게 secretly,

주목을 피하다 escape notice,

po,teron

kato,pin

peira,omai

시

...인지 아닌지 whether ... or,

...신건지 whether,

(176b), LI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내가 오래 동안(pa,) 아무런 병에도(no,) 걸리지(떨어지지)(avs) 않
았다는 것 우연히(tu) 온전한(pa,) 건강(u`g) 속에 있다는 것, 오직 이것 안에서만,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행합니다(avd).’ 그리고 다른 때에, 나무에 앉아(ka)있는 새들을 보면

서, 그 학자는 조용히(h`s) 닦아왔다, 그리고 그의 외투를(i`m) 펼치면서(evk), 분명하게
(dh.) 새들이 그의 가슴(ko,)으로 떨어질(pe) 것을 기대하면서, 격렬하게(ivs) 그 잎사귀
들(fu,)을 흔들었다(e;s). But he said, 'In this only do I injure you, that for a long
time I have not fallen ill of any disease, but happen to be in complete health.'
And another time, seeing birds sitting on a tree, the scholar came up quietly,
and stretching up his cloak, shook the leaves violently, evidently expecting the

o` de. Tou/to mo,non avdikw/( e;fh( o[ti pa,lai

birds to fall into his bosom.

ouvdemia|/ no,sw| avsqenw|/( avlla, evn pa,sh| u`giei,a| tugca,nw w;n) a;llote de.
o;rniqaj evpi. de,ndrou kaqhme,naj ivdw.n( o` scolastiko.j proselqw.n h`su,cwj kai.
evktei,naj to. i`ma,tion( e;seisen ivscurw/j ta. fu,lla( evlpi,zwn dh. evj to.n ko,lpon
tou.j o;rniqaj pesei/sqai)
다 fall ill,

dh.

사귀 leaf,

i`ma,tion

ko,lpoj
time,

분명하게 evidently,
외투 cloak,

m 가슴 bosom,

pa/s

avdike,w

있다 hapen to be,

evktei,nw

펼치다 stretch out,

ivscurw/j

격렬하게 violently,

no,soj, ou, h`

온전한 complete,

u`gi,eia

잘못을 행하다 do wrong,

pi,ptw

병 disease,
fall,

건강 health,

sei,w

pa,lai

avsqenw/

fu,llon, ou, to,
ka,qhmai

잎

앉다 sit,

오래 동안 for a long

흔들다 shake,

tugca,nw

ouvdemia|/ no,sw| avsqenw|(/

우연히...

= I have not

fallen ill of any disease에서는 현재를 영어에선 완료로 옮겼다 >(120교).

w;n에서처럼

에 걸리

tugca,nw

분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다 >(119가).

The Scholar (177a), LII
언젠가 딴 때에, 그는 아주 달고(h`d) 값비싼(ti,) 술(oi;) 항아리(pi,)를 얻었다. 그리고
첫째로 그것(항아리)의 아가리에 봉인을(sf) 붙인(evp) 후에는, 지키기에(fu) 그에게 가
장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노예에게 그것을 맡겼다(evp). 그러나 그 주인의 지혜를

아

는 그 노예는, 그 항아리(pi,) 밑으로부터(ka,) 구멍을 뚫었다(ti).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발견되지(evl) 않은 채로 그 술을 빼냈다(evx). 그러나 마침내 그 학자는 그의 친구
들을 대접하려는(xe) 참에, 그 술을 분배하기(di) 위해서 그 친구들 앞에서 그 항아리
를 열라고 그 노예를 명령했다.

Another time he got a jar of very sweet and

valuable wine, and intrusted it to the slave, who seemed to him to be most
faithful to guard, first having put a seal upon its mouth. But the slave, knowing
the wisdom of his master, bored the jar below, and for some considerable time
took out the wine without being discovered, but at last the scholar, being about
to entertain his friends, ordered the slave, having opened the jar in the presence

a;llote de. pi,qon oi;nou h`di,stou kai.

of his friends, to distribute the wine.

timiwta,tou labw.n evpe,treye tw|/ dou,lw| tw|/ pistota,tw| dokou/nti ei=nai
fula,ssein( pro,teron sfragi/da tw|/ sto,mati evpiqei,j) o` de. dou/loj( eivdw.j tou/
despo,tou th.n sofi,an( ka,twqen e;trhse to.n pi,qon( kai. cro,non tina. polu.n
evla,nqanen evxelw.n to.n oi=non) te.loj de. o` scolastiko.j( me,llwn tou.j fi,louj
xeni,zein evke,leuse to.n dou/lon avnoi,xanta to.n pi,qon paro,ntwn tw/n fi,lwn(
to.n oi=non diane,mein)

diane,mein

분배하다 distribute,

다 put upon (evpi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trey&%
ei/a, u,

맡기다 intrust,

달고 sweet to taste,

ti,mioj, a, on
entertain,

fi,lwn

evxaire,w

paro,ntwn

빼내다 take out,

lanqa,nw

값비싼 valuable,

sfragi,j

봉인 seal,

fula,ssw

구멍을 뚫다 bore,

pa,reimi

..을 붙이

evpitre,pw $ a.

지키다 guard,

pi,qoj

발견되지 않다 be hidden,

titrai,nw

(PaPrA2m) from

evpiti,qhmi

항아리 jar,

xeni,zein

있다 be present,

h`du,j,

대접하다

paro,ntwn tw/n

독립속격으로 사용된 분사 >(115누).

(177b), LII
그래서 열고(avn) 보니, 그 항아리는 분명히(dh/) 가득 차(pl) 있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
나 그 친구들은 동시에(a[m) 그 구멍(tr)을 보여주면서, 즉시로 그 노예를 그것을 훔친
(kl)자로서 일렀다(h|,t): 그러나 그 학자는 어리석다(avn)고 그들을 일소에 붙였다. ‘그
항아리는 밑으로부터(ka,) 뚫렸다, 그러나 그 술은 위로부터(a;n) 비어있기(evl) 때문에“
라고 그는 말했다.

And being opened, the jar was evidently no longer full. But

the friends immediately accused the salve, as having stolen it, showing at the
same time the hole; but the scholar laughed at them as being foolish, 'for the
cask,' he said, 'is bored below, but the wine is wanting above.'

avnoicqei.j de. dh/loj evgei,neto o` pi,qoj ouvke,ti plh,rhj w]n) oi` de. fi,loi
h|tv iw/nto euvqu.j to.n dou/lon w`j kle,yanta( dei,xantej a[ma to. trh/ma) o` de.
scolastiko.j evnege,la auvtoi/j w`j avnoh,toij ou=si\ ka,tw me.n ga.r( e;fh( te,trhtai
o` pi,qoj\ a;nw de. evllei,pei o` oi=noj)
다 open,

evl&lei,pw,

워진 filled, full;

te,trhtai에

aivtia,omai

비어있다 to be wanting,

trh/ma

구멍 hole,

ka,tw

kle,ptw

avnoi,gw

열

plh,rhj, ej

채

일르다 accuse,
훔치다 steal,

밑으로부터,

dh/loj에

대해선 >(114교).

대해선 >(120뉴).

Chanos (178a), LIII
위대한 왕인 하노스는 죽게(te) 될 쯤에 그의 10 아들들을 소집했다(su). 그리고 그는
각자가(e[k) 활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3개의 채인들로(de) 그 활들을 동여매어(pe) 함께
모으라고 그들을 명령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ge) 때에, 그는 장남(ge)보고 그들을
취해서 휘어 부러트리라(di)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양쪽) 끄트머리들을(ta.

a;k)

그의

손들로(ce) 잡고서 그의 발로서 한 가운데를(me,) 밀어냈다(avn).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o[m) 할 수가 없었다.

Chanos, being a great king, and being about to die,

called together his ten sons. And he ordered them to bring each one arrow, and
to bind with three chains the arrows, being gathered together. And this being
done, he asked the eldest to take them and break them across. And he taking
the tips with his hands, and thrusting (with his foot) against the middle,

cano.j me,gaj w]n basileu.j( me,llwn teleuta/n(

nevertheless was unable.

suneka,lese tou.j de,ka pai//daj) kai. evke,leusen auvtou.j ovis? tou.j e[na fe,rein
e[kaston( kai. sullege,ntaj tou.j ovis? tou.j desmoi/j trisi peridh/sai) genomenou
de. tou,tou( h;|thse to.n gerai,taton labo,nta diarrh/xai) o` de. ta. a;kra tai/j
cersi.

labw.n

avntibai,nw

kai.

tw/

avntiba.j

...를 밀어내다 thrusting against,

부러트리다 break across,

peride,w

me,sw|

gerai,tatoj

동여매다 bind round,

tw|/

podi.(

desmo,j

장남 eldest,

sugkale,w

o[mwj

채인 chain,

ouvk

diarrh/xai

gi,gnesqai

소집하다 call together,

evdu,nato\
휘어

되었다 done,

ta. a;kra

끄트머

리들 tips,

teleuta/n

InPrA from

teleuta,w

죽다 die,

(178b), LIII
그 후에, 그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보고 똑같은 시도를(evp) 해 보라고 요구했다(evk), 그
러나 물론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막내를(ne) 불러서 그는 그로 하여금 그
활들을 풀어서(di) 각각 따로따로(cw) 부러트리(r`h/)라고 말했다. 비록 아직은 (e;t) 소
년(pa)이지만, 그는 아주 쉽게(r`as
/| ) 이것을 해냈다(di). ‘그리고 너희들을 똑같은 방법
으로, 카노스는 말했다, 우정으로 결합될 때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하
나씩은(ka

e[k)

아무나 쉽게(r`a|d) 파괴할(avp) 것이다.’

Then the father requested

the others in order to make the same attempt, but of course no one was able.
Then calling the youngest, he told him to untie the arrows and to break each
separately; which, though still a boy, he accomplished most easily. 'And you in
the same way,' said Chanos, 'when bound by friendship no one shall conquer,
but one by one everybody will easily destroy.'

to,te dh. o` pate.r tou.j e`te,rouj evke,leusen evfexh/j to. auvto. evpiceirei/n\ avll v
ouvdei.j dh. oi-oj, t v h=n) evntau/qa de. to.n new,taton kalw/n ei=pe dialu/sai tou.j
ovis? tou.j kai. e[kaston cwri.j r`h/xai\ o[per(RL4n) r`a/|sta dh. pai/j e;ti w`n
diepra,xato) kai. w`sautwj u`ma/j( e;fh o` Cano,j( fili,a| me.n dedeme,nouj ouvdei.j
mikh,sei( kaq v e[kaston de. genome,nouj pa,ntej r`ad| i,wj avpolou/sin)
파괴하다 destroy,

$ &omai%

cwri.j

따로따로 separately,

해내다 accomplish,

evpiceire,w

one by one,

r`a,|dioj,

pai/j e;ti w`n

양보절은 >(119느).

쉬운 easy,

dialu,w

시도 attempt,

r`hx/ ai

InAoA from

avpo,llumi

풀다 untie,

diapra,ssw

kaq v e[kaston

하나하나씩

r`h,gnumi

부러트리다 break,

Ploutos (179a), LIV
아리스토패인스는 풀루토스에 대해서 아주 퉁명스러운 그러면서도 대단한 기쁨을(h`d)
독자에게 주는(pa) 희극(kw) 한 편을 썼다. 처음에는 풀루토스는 장님(tu)이었다, 그
리고 되는 대로(eiv)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하고라도(a[p) 연관이 있었다(su). 그리고 어

떤 아뗀 사람이 그를 에피다우로스에 있는 애스크레피오쓰 신에게로 대리고 가서(avg),
그의 병을(no,) 치료했다(avp).

Aristophanes wrote a comedy about Ploutos, which

is very absurd, and gives great pleasure to the reader. For Ploutos at first was
blind, and associated with everybody at random, whether (being) good or bad.
And a certain Athenian having taken him to the god Asklepios at Epidauros,

A
v ristofanh/j kwmw|di,an e;graye peri. Plou,tou( h]

cured him of his disease.

geloiota,th evsti,( kai. h`donh.n pare,cei pollh.n tw|/ avnagignw,skonti) Plou/toj
ga.r to. me.n prw/ton tuflo.j h=n( kai. eivkh/ a[pasi sunegi,gneto( ei;te avgaqoi/j
ou=sin ei;te kakoi/j) A
v qhnai/oj de, tij avgagw.n auvto.n evj
A
v sklhpio.n to.n qeo,n( avph,llaxen auvto.n th/j no,sou)
along;

avpalla,ssw

대로 at random,
병 disease,

ei;te

a. g. 치료하다 cure,

kwmw|di,a

paj, asa, an

희극 comedy,
아무나 every;

연관이 있다 associate with,

tw|/ avnagignw,skonti

tuflo.j

ei;te

...

ou=sin

vEpi,dauron pro.j
a;gw

whether ... or,

(PaPrA3m) from

pare,cw

장님 blind,

take or bring
되는

eivmi,( no,soj, ou, h`

주다 give, present;

A
v qhnai/oj

eivkh/

suggi,gnomai

아뗀 사람 Athenian,

[정관사+분사] 형식 = 관계대명사절 >(110구).

(179b), LIV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을(ge)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su). 이전에(pr) 부자였
던 나쁜 사람들이 갑자기(evx) 가난한 자(pe,)로 발견이 되고: 예를 들면(auv), 그녀의(늙
은 여자) 부(pl) 때문에 좋아했던(evq) 어떤 젊은 청년이(ne) 그녀를 버려버린(avp) 후에
는, 그 늙은 여자가(gr) 나타나(pa) 그를 격렬하게 학대한다(lo 1f). 그리고 심지어 어
떤 신들은 아무도 더 이상 제물을 올리지(qu,) 않기 때문에 극도의(evs) 빈곤(pe)과 기
근(li)으로 감소하고 만다.

And when this had taken place, many wonderful

things occurred. For the bad who formerly were rich suddenly were found poor:
for an old woman, for example, whom a certain youth favoured for her wealth,
he having deserted her, comes forward abusing him violently. And some even of
the gods, as no one sacrifices any more, are reduced to extreme poverty and

genome,nou de. tou,tou( polla. kai. qaumasta sunebe) oi` ga.r

famine.

kakoi. oi` pro,teron ploutou/ntej evxai,fnhj pe,nhtej eu`re,qhsan\ auvti,ka ga.r
grau/j

tij(

h]n(4f)

evqefa,peue

neani,aj

tij

dia.

plou/ton(

avpolipo,ntoj

evkei,nou(2m)( pare,rcetai polla. loidoroume,nh) kai, tinej kai. tw/n qew/n(
ou,deno.j

e;ti

avpolei,pw

버려버리다 desert,

desert,

grau/j

abuse,

qu,ontoj(

evsca,thn
auvti,ka

loidoroume,nh)

(PaPrA1f),

이전에 formerly,

scatoj, h, on

limo,j

kai.

limo.n

기근 famine,

pare,rcomai

qerapeu,w

극도의 lowest,

독립속격이 분사와 사용된 바는 >(115누).

oi` ga.r kakoi.와

peni,an

예를 들면 for example,

늙은 여자 old woman,

pro,teroj, a, on
sacrifice,

evj

sumbai,nw

avpolipei/n

버리다

loidore,w

학대하다

comes

forward,

나타나다

좋아하다 favour,

avfiknou/ntai)

qu,w

제물을 올리다

일어나다 happen,

polla. kai. qaumasta의

genome,nou

용법은 >(114교).

관련된 정관사 용법은 >(110갸).

Attos (180a), LV
그리고 그 왕은 더 강한(me) 힘을(du,) 갖도록 그의 군대에(st) 어느 정도는 첨가할
(pr) 의도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 때문에 크게(sf) 존경하는(evt) 아토
스라는 이름을 가진 예언(ma,)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바라는 바를 행하지 말도
록 왕을 금지했다(avp). 그리고 그를 멸시하면서(ka) 분노한(ovr) 그 왕은 그의 예술을
(te,) 조소했다(evg).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었다:

And the king intended to add

somewhat to his army, so as to have a greater force, and there was a prophet
by name Attos, whom all men greatly honoured owing to his wisdom, and he
forbade the king to do what he wished (wishes). And the king being enraged
despised him, and

derided his art, and asked these (questions):

kai. o` me.n

basileu.j evn nw|/ ei=ce tw|/ strateu,mati prosqe,sqai ti( w[ste mei,zw du,namin
e;cein) h=n de. ma,ntij ovno,mati A
; ttoj( o]n pa,ntej a;nqrwpoi sfo,dra evti,mwn
dia. th.n sofi,an) ou-toj de. avpei.pe tw|/ basilei/ mh/ diapra,xasqai a] bou,letai)
o` de. basileu.j ovrgisqei.j katefro,nei auvtou/ kai. evnege,la th|/ te,cnh| kai h/reto

toia,de)

avpei/pon

하다 deride,

evti,mwn

despised,

ovrgi,zw

aor. 금지하다 forbid,
IdImA3

katafrone,w

tima,w

te,cnh, hj, h,

prosqe,sqai

예술 craft,

힘 force,

ma,ntij

evggela,w

katafrone,w

존경하다 honor,

멸시하다 despise,

분노하다 pass. be angry,

다 add,

du,namij

g 멸시하다

m 예언, 예언자

첨가하다 add,

d 조소

prophet,

prosti,qhmi

mh/ diapra,xasqai에서 mh는

첨가하

생각을 부정한다

>(124갸).

(180b), LV
‘당신은 당신의 예언(ma)으로 지금 이 순간(evn tw|/ pa)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만일 그
것이 쉽다면,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잠깐 동안(br) 침묵하고서(si), 말했다,
‘그것은 쉽지요(r`a|).’ 그래서 그 왕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이것 내가 내 마음에
갖고 있던 것은 칼로서(ma,) 이 돌을 통과해 자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자는 그
칼을 취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 돌을 관통하며 잘랐다(di).

'Can

you find out by your prophecy the thing which I am thinking of at the present
moment, if it is easy?' And he being silent for a short time, said, 'It was easy.'
And the king, laughing, said, 'But this I had in my mind, to cut through this
stone with a knife.' And the prophet, taking the knife, while all wondered, cut

po,teron th/| mantikh/| evxeurei/n du,nasai o[ evgw. evn tw|/

through the stone.

paro,nti evnqumou/mai( eiv r`a,|dio,n e,sti) o` de. bracu, ti siwph,saj e;fh r`a,|dion
ei=nai) o` de. basileu.j gelw/n

vAlla. tou/to( e;fh( evn nw|/ ei=con( to,nde to.n

li,qon macai,ra| diate,mnein) o` de. ma,ntij labw.n th.n ma,cairan qaumazo,ntwn
pa,ntwn die,koye to.n li,qon)
moment,

dia&ko,ptw

지금 이 순간 at present

관통하며 자르다 to cut in two, cut through;

내 마음에 갖고 있었다.

siwpa,w

evn tw|/ paro,nti

mantikh,

침묵하다 be silent,

f 예언 prophecy,

po,teron은

을 그대로 옮길 때 사용 >(120로).

evn nw|/ ei=con(

ma,caira, hj, h`

칼 sword,

양자택일의 의문문이다 >(122구).

e;fh는

말

(176a) 언젠가 딴 때에

(176a)

a;llote de.

(176a) 의사를(iva) 만나면서

(176a)

ivatrw|/ peritucw,n

(176a) 그 학자가

(176a)

o` scolastiko.j(

(176a) 부끄러워서(hvs
| )

(176a)

hv|scu,neto

(176a) 나무 뒤에(ka)

(176a)

kai. kato,pin de,ndrou

(176a) 자신을 숨기고(kr)

(176a)

kru,yaj e`auto.n

(176a) 주목을 피하려고(la) 시도했다(evp)(176a)

lanqa,nein evpeira/to)

(176a) 그런데 그 의사가 그를 보고서

(176a)

o` de. ivatro.j ivdw.n auvto.n

(176a) 그를 비웃으면서(evg)

(176a)

kai. evggelw/n

(176a) 그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다,

(176a)

h;reto toia,de\

(176a) 왜

(176a)

Dia. ti,

(176a) 당신은 그렇게 부끄러워서

(176a)

ou[twj aivscu,nei

(176a) 당신을 숨기십니까?

(176a)

kai. kru,pteij seauto,n*

(176a)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행하(h[m)신건지(po,)

(176a)

po,teron h[marte,j ti

(176a) 은밀하게(la,)

(176a)

la,qra

(176a) 그리고 나를 해를 입혔습니까?

(176a)

kai. evme. hvdi,khsaj*

(176b) 그러나 그는

(176b)

o` de.

(176b) 오직 이것 안에서만,

(176b)

Tou/to mo,non

(176b)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행합니다(avd)

(176b)

avdikw/(

(176b) 말했다,

(176b)

e;fh(

(176b) 오래 동안(pa,)...것

(176b)

o[ti pa,lai

(176b) 아무런 병에도(no,)...않았다는

(176b)

ouvdemia|/ no,sw|

(176b) 내가 걸리지(떨어지지)(avs)

(176b)

avsqenw|(/

(176b) 그러나

(176b)

avlla,

(176b) 온전한(pa,) 건강(u`g) 속에

(176b)

evn pa,sh| u`giei,a|

(176b) 우연히(tu) 있다는 것,

(176b)

tugca,nw w;n)

(176b) 그리고 다른 때에,

(176b)

a;llote de.

(176b) 새들을

(176b)

o;rniqaj

(176b) 나무에 앉아(ka)있는

(176b)

evpi. de,ndrou kaqhme,naj

(176b) 보면서,

(176b)

ivdw.n(

(176b) 그 학자는

(176b)

o` scolastiko.j

(176b) 조용히(h`s) 닦아왔다,

(176b)

proselqw.n h`su,cwj

(176b) 그리고 그의 외투를(i`m) 펼치면서(evk),

(176b)

kai. evktei,naj to. i`ma,tion(

(176b) 흔들었다.

(176b)

e;seisen

(176b) 격렬하게(ivs) 그 잎사귀들(fu,)을

(176b)

ivscurw/j ta. fu,lla(

(176b) 분명하게(dh.) 기대하면서,

(176b)

evlpi,zwn dh.

(176b) 그의 가슴(ko,)으로

(176b)

evj to.n ko,lpon

(176b) 새들이

(176b)

tou.j o;rniqaj

(176b) 떨어질 것을

(176b)

pesei/sqai)

(177a) 언젠가 딴 때에,

(177a)

a;llote de.

(177a) 술(oi;) 항아리(pi,)를

(177a)

pi,qon oi;nou

(177a) 아주 달고(h`d) 값비싼(ti,)

(177a)

h`di,stou kai. timiwta,tou

(177a) 그는 얻었다.

(177a)

labw.n

(177a) 노예에게 그것을 맡겼다(evp).

(177a)

evpe,treye tw|/ dou,lw|

(177a) 그에게 가장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177a)

(177a) 지키기에(fu)

(177a)

fula,ssein(

(177a) 첫째로 봉인을(sf)

(177a)

pro,teron sfragi/da

tw|/ pistota,tw| dokou/nti ei=nai

(177a) 그것(항아리)의 아가리에 붙인(evp) 후에는 (177a)

tw|/ sto,mati evpiqei,j)

(177a) 그러나 아는 그 노예는 ,

(177a)

o` de. dou/loj( eivdw.j

(177a) 그의 주인의 지혜를

(177a)

tou/ despo,tou th.n sofi,an(

(177a) 밑으로부터(ka,) 구멍을 뚫었다(e;t) (177a)

ka,twqen e;trhse

(177a) 그 항아리(pi,)

(177a)

to.n pi,qon(

(177a) 그리고 상당한 시간동안

(177a)

kai. cro,non tina. polu.n

(177a) 발견되지(evl) 않은 체로

(177a)

evla,nqanen

(177a) 그 술을 빼냈다(evx).

(177a)

evxelw.n to.n oi=non)

(177a) 그러나 마침내 그 학자는

(177a)

te.loj de. o` scolastiko.j(

(177a) 그의 친구들을...참에,

(177a)

me,llwn tou.j fi,louj

(177a) 대접하려는(xe)

(177a)

xeni,zein

(177a) 그 노예를 명령했다.

(177a)

evke,leuse to.n dou/lon

(177a) 그 항아리를 열으라고

(177a)

avnoi,xanta to.n pi,qon

(177a) 그 친구들 앞에서

(177a)

paro,ntwn tw/n fi,lwn(

(177a) 그 술을 분배하기(di) 위해서

(177a)

to.n oi=non diane,mein)

(177b) 그래서 열고(avn) 보니,

(177b)

avnoicqei.j de.

(177b) 분명히(dh/)...것이었다.

(177b)

dh/loj evgei,neto

(177b) 그 항아리는

(177b)

o` pi,qoj

(177b) 가득 차(pl) 있지 않는.

(177b)

ouvke,ti plh,rhj w]n)

(177b) 그러나 그 친구들은

(177b)

oi` de. fi,loi

(177b) 즉시로 일렀다(h|,t):

(177b)

h|vtiw/nto euvqu.j

(177b) 그 노예를

(177b)

to.n dou/lon

(177b) 그것을 훔친(kl)자로서

(177b)

w`j kle,yanta(

(177b) 동시에(a[m) 보여주면서,

(177b)

dei,xantej a[ma

(177b) 그 구멍(tr)을

(177b)

to. trh/ma)

(177b) 그러나 그 학자는

(177b)

o` de. scolastiko.j

(177b) 그들을 일소에 붙였다.

(177b)

evnege,la auvtoi/j

(177b) 어리석다(avn)고

(177b)

w`j avnoh,toij ou=si\

(177b) 밑으로부터

(177b)

ka,tw me.n ga.r(

(177b) 그는 말했다.

(177b)

e;fh(

(177b) 그 항아리는 뚫렸다,

(177b)

te,trhtai o` pi,qoj\

(177b) 위로부터(a;n)

(177b)

a;nw

(177b) 그러나...비어있다(evl)“ 라고

(177b)

de. evllei,pei

(177b) 그 술은

(177b)

o` oi=noj)

(178a) 카노스는

(178a)

cano.j

(178a) 위대한 왕인

(178a)

me,gaj w]n basileu.j(

(178a) 죽게(te) 될 쯤에

(178a)

me,llwn teleuta/n(

(178a) 소집했다(su).

(178a)

suneka,lese

(178a) 그의 10 아들들을

(178a)

tou.j de,ka pai//daj)

(178a) 그리고 그는 그들을 명령했다.

(178a)

kai. evke,leusen auvtou.j

(178a) 활 하나씩을

(178a)

ovi?stou.j e[na

(178a) 각자가(e[k) 가지고 와서

(178a)

fe,rein e[kaston(

(178a) 그 활들을 함께 모으라고

(178a)

kai. sullege,ntaj tou.j ovi?stou.j

(178a) 3개의 채인들로(de)

(178a)

desmoi/j trisi

(178a) 동여매어(pe)

(178a)

peridh/sai)

(178a)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ge) 때에,

(178a)

genomenou de. tou,tou(

(178a) 그는 요구했다.

(178a)

h;|thse

(178a) 장남(ge)보고 그들을 취해서

(178a)

to.n gerai,taton labo,nta

(178a) 휘어 부러트리라(di)고

(178a)

diarrh/xai)

(178a) 그리고 그는 (양쪽) 끄트머리들을(ta. a;k)(178a)

o` de. ta. a;kra

(178a) 그의 손들로(ce) 잡고서

(178a)

tai/j cersi. labw.n

(178a) 그리고 한 가운데를(me,)

(178a)

kai. tw/ me,sw|

(178a) 그의 발로서 밀어냈다(avn).

(178a)

avntiba.j tw|/ podi.(

(178a) 그러함에도 불구하고(o[m)

(178a)

o[mwj

(178a) 할 수가 없었다.

(178a)

ouvk evdu,nato\

(178b) 그 후에, 그 아버지는

(178b)

to,te dh. o` pate.r

(178b) 다른 아이들보고

(178b)

tou.j e`te,rouj

(178b) 해 보라고 요구했다(evk),

(178b)

evke,leusen evfexh/j

(178b) 똑같은 시도를(evp)

(178b)

to. auvto. evpiceirei/n\

(178b) 그러나

(178b)

avll v

(178b) 물론 아무도 할 수 없었다.

(178b)

ouvdei.j dh. oi-o,j t v h=n)

(178b) 그리고 나서,

(178b)

evntau/qa de.

(178b) 막내를(ne) 불러서

(178b)

to.n new,taton kalw/n

(178b) 그는 말했다.

(178b)

ei=pe

(178b) 그 활들을 풀어서(di)

(178b)

dialu/sai tou.j ovis? tou.j

(178b) 그리고 각각

(178b)

kai. e[kaston

(178b) 따로따로(cw) 부러트리(r`h)/ 라고

(178b)

cwri.j r`h/xai\

(178b) 이것을 아주 쉽게(r`as
/| )

(178b)

o[per r`a/|sta

(178b) 비록 아직은 소년(pa)이지만,

(178b)

dh. pai/j e;ti w`n

(178b) 그는 해냈다(di).

(178b)

diepra,xato)

(178b) 그리고 너희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178b)

kai. w`sautwj u`ma/j(

(178b) 카노스는 말했다,

(178b)

e;fh o` Cano,j(

(178b) 우정으로 결합될 때엔

(178b)

fili,a| me.n dedeme,nouj

(178b)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

(178b)

ouvdei.j mikh,sei(

(178b)

kaq v e[kaston de.

(178b) 아무나...것이다

(178b)

genome,nouj pa,ntej

(178b) 쉽게(r`a|d) 파괴할 (avp)

(178b)

r`a|di,wj avpolou/sin)

(179a) 아리스토패인스는

(179a)

(179a) 희극(kw) 한 편을 썼다.

(179a)

kwmw|di,an e;graye

(179a) 풀루토스에 대해서

(179a)

peri. Plou,tou(

(179a) 아주 퉁명스러운

(179a)

h] geloiota,th evsti,(

(179a) 그러면서도 대단한 기쁨을 주는(pa)

(179a)

kai. h`donh.n pare,cei pollh.n

(178b) 그러나 하나하나씩은(ka

e[k)

A
v ristofanh/j

(179a) 독자에게

(179a)

tw|/ avnagignw,skonti)

(179a) 풀루토스는, 때문에

(179a)

Plou/toj ga.r

(179a) 처음에는

(179a)

to. me.n prw/ton

(179a) 장님(tu)이었기,

(179a)

tuflo.j h=n(

(179a) 그리고 되는 대로(eiv) 아무하고라도(a[p) (179a)

kai. eivkh/ a[pasi

(179a) 연관이 있었다(su)

(179a)

sunegi,gneto(

(179a) 좋든지

(179a)

ei;te avgaqoi/j ou=sin

(179a) 나쁘든지

(179a)

ei;te kakoi/j)

(179a) 그리고 어떤 아뗀 사람이

(179a)

(179a) 그를 대리고 가서(avg),

(179a)

avgagw.n auvto.n

(179a) 에피다우로스에 있는

(179a)

evj vEpi,dauron

(179a) 애스크레피오쓰 신에게로

(179a)

pro.j A
v sklhpio.n to.n qeo,n(

(179a) 치료했다(avp).

(179a)

avph,llaxen

(179a) 그의 병을(no,)

(179a)

auvto.n th/j no,sou)

(179b)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을(ge) 때,

(179b)

genome,nou de. tou,tou(

(179b) 많은 놀라운 일들이

(179b)

polla. kai. qaumasta

(179b) 발생했다(su)

(179b)

sunebe)

(179b) 나쁜 사람이

(179b)

oi` ga.r kakoi.

(179b) 이전에(pr) 부자였던

(179b)

oi` pro,teron ploutou/ntej

(179b) 갑자기(evx) 가난한 자(pe,)로

(179b)

evxai,fnhj pe,nhtej

(179b) 발견이 되고:

(179b)

eu`re,qhsan\

(179b) 예를 들면(auv),

(179b)

auvti,ka

(179b) 그 늙은 여자가(gr)

(179b)

ga.r grau/j tij(

(179b) 좋아했던(evq)

(179b)

h]n evqefa,peue

(179b) 어떤 젊은 청년이(ne)

(179b)

neani,aj tij

(179b) 그녀의(늙은 여자) 부(pl) 때문에

(179b)

dia. plou/ton(

A
v qhnai/oj de, tij

(179b) 그녀를 버려버린(avp) 후에, (179b)

avpolipo,ntoj evkei,nou(

(179b) 나타나(pa)

(179b)

pare,rcetai

(179b) 그를 격렬하게 학대한다(lo).

(179b)

polla. loidoroume,nh)

(179b) 그리고 심지어 신들 중에서도 어떤 신들은 (179b)
(179b) 아무도 더 이상 제물을 올리지(qu,) 않기 때문에

kai, tinej kai. tw/n qew/n(

(179b)

ou,deno.j e;ti qu,ontoj(

(179b) 극도의(evs) 빈곤(pe)으로

(179b)

evj evsca,thn peni,an

(179b) 기근(li)과

(179b)

kai. limo.n

(179b) 감소하고 만다.

(179b)

avfiknou/ntai)

(180a) 그리고 그 왕은

(180a)

kai. o` me.n basileu.j

(180a) 의도였다.

(180a)

evn nw|/ ei=ce

(180a) 그의 군대에(st)

(180a)

tw|/ strateu,mati

(180a) 어느 정도는 첨가할(pr)

(180a)

prosqe,sqai ti(

(180a) 더 강한(me) 힘을(du,) 갖도록

(180a)

w[ste mei,zw du,namin e;cein)

(180a) 그런데 예언(ma,)자가 있었다.

(180a)

h=n de. ma,ntij

(180a) 아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180a)

ovno,mati ;Attoj(

(180a) 많은 사람들이 whom

(180a)

o]n pa,ntej a;nqrwpoi

(180a) 크게(sf) 존경하는(evt)

(180a)

sfo,dra evti,mwn

(180a) 그의 지혜 때문에

(180a)

dia. th.n sofi,an)

(180a) 그런데 그는

(180a)

ou-toj de.

(180a) 왕을 금지했다(avp).

(180a)

avpei.pe tw|/ basilei/

(180a) 행하지 말도록

(180a)

mh/ diapra,xasqai

(180a) 바라는 바를

(180a)

a] bou,letai)

(180a) 분노한(ovr) 그 왕은

(180a)

o` de. basileu.j ovrgisqei.j

(180a) 그를 멸시하면서(ka)

(180a)

katefro,nei auvtou/

(180a) 그리고 그의 예술을(te,) 조소했다(evg).

(180a)

kai. evnege,la th|/ te,cnh|

(180a)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었다:

(180a)

kai h/reto toia,de)

(180b) 당신은...수 있는가?’

(180b)

po,teron

(180b) 당신의 예언(ma)으로

(180b)

th/| mantikh/|

(180b) ...찾아낼

(180b)

evxeurei/n du,nasai

(180b)

o[ evgw. evn tw|/ paro,nti

(180b) 생각하는 바를,

(180b)

evnqumou/mai(

(180b) 만일 그것이 쉽다면,

(180b)

eiv r`ad,| io,n e,sti)

(180b) 그리고 그는 잠깐 동안(br)

(180b)

o` de. bracu, ti

(180b) 침묵하고서(si),

(180b)

siwph,saj

(180b) 말했다,

(180b)

e;fh

(180b) 그것은 쉽지요(r`a)| .’

(180b)

r`ad,| ion ei=nai)

(180b) 그래서 그 왕은 웃으면서

(180b)

o` de. basileu.j gelw/n

(180b) 그러나 이것

(180b)

(180b) 말했다.

(180b)

e;fh(

(180b) 내 마음에 갖고 있던 것은

(180b)

evn nw|/ ei=con(

(180b) 이 돌을 통과해

(180b)

to,nde to.n li,qon

(180b) 칼로서(ma,)

(180b)

macai,ra|

(180b) 자르는 것

(180b)

diate,mnein)

(180b) 그런데 그 예언자는

(180b)

o` de. ma,ntij

(180b) 그 칼을 취하면서,

(180b)

labw.n th.n ma,cairan

(180b)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180b)

qaumazo,ntwn pa,ntwn

(180b) 그 돌을 관통하며 잘랐다(di).

(180b)

die,koye to.n li,qon)

(180b) 내가 지금 이 순간(evn

tw|/ pa)

vAlla. tou/to(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76부터 180까지 읽어보라
The Scholar (176), LI

a;llote de. ivatrw|/ peritucw,n o` scolastiko.j( hv|scu,neto kai. kato,pin de,ndrou

kru,yaj e`auto.n lanqa,nein evpeira/to) o` de. ivatro.j ivdw.n auvto.n kai. evggelw/n
h;reto toia,de\ Dia. ti, ou[twj aivscu,nei kai. kru,pteij seauto,n* po,teron
h[marte,j ti la,qra kai. evme. hvdi,khsaj* o` de. Tou/to mo,non avdikw/( e;fh( o[ti
pa,lai ouvdemia|/ no,sw| avsqenw|/( avlla, evn pa,sh| u`giei,a| tugca,nw w;n) a;llote de.
o;rniqaj evpi. de,ndrou kaqhme,naj ivdw.n( o` scolastiko.j proselqw.n h`su,cwj kai.
evktei,naj to. i`ma,tion( e;seisen ivscurw/j ta. fu,lla( evlpi,zwn dh. evj to.n ko,lpon
tou.j o;rniqaj pesei/sqai)
The Scholar (177), LII
a;llote de. pi,qon oi;nou h`di,stou kai. timiwta,tou labw.n evpe,treye tw|/ dou,lw|

tw|/ pistota,tw| dokou/nti ei=nai fula,ssein( pro,teron sfragi/da tw|/ sto,mati
evpiqei,j) o` de. dou/loj( eivdw.j tou/ despo,tou th.n sofi,an( ka,twqen e;trhse to.n
pi,qon( kai. cro,non tina. polu.n evla,nqanen evxelw.n to.n oi=non) te.loj de. o`
scolastiko.j( me,llwn tou.j fi,louj xeni,zein evke,leuse to.n dou/lon avnoi,xanta
to.n pi,qon paro,ntwn tw/n fi,lwn( to.n oi=non diane,mein) avnoicqei.j de. dh/loj
evgei,neto o` pi,qoj ouvke,ti plh,rhj w]n) oi` de. fi,loi h|vtiw/nto euvqu.j to.n dou/lon
w`j kle,yanta( dei,xantej a[ma to. trh/ma) o` de. scolastiko.j evnege,la auvtoi/j w`j
avnoh,toij ou=si\ ka,tw me.n ga.r( e;fh( te,trhtai o` pi,qoj\ a;nw de. evllei,pei o`
oi=noj)
Chanos (178), LIII
cano.j me,gaj w]n basileu.j( me,llwn teleuta/n( suneka,lese tou.j de,ka pai//daj)

kai. evke,leusen auvtou.j ovi?stou.j e[na fe,rein e[kaston( kai. sullege,ntaj tou.j
ovis? tou.j

desmoi/j

trisi

peridh/sai)

genomenou

de.

tou,tou(

h;|thse

to.n

gerai,taton labo,nta diarrh/xai) o` de. ta. a;kra tai/j cersi. labw.n kai. tw/
me,sw| avntiba.j tw|/ podi.( o[mwj ouvk evdu,nato\ to,te dh. o` pate.r tou.j e`te,rouj

evke,leusen evfexh/j to. auvto. evpiceirei/n\ avll v ouvdei.j dh. oi-oj, t v h=n) evntau/qa de.
to.n new,taton kalw/n ei=pe dialu/sai tou.j ovis? tou.j kai. e[kaston cwri.j r`hx/ ai\
o[per(RL4n) r`as/| ta dh. pai/j e;ti w`n diepra,xato) kai. w`sautwj u`ma/j( e;fh o`
Cano,j( fili,a| me.n dedeme,nouj ouvdei.j mikh,sei( kaq v e[kaston de. genome,nouj
pa,ntej r`a|di,wj avpolou/sin)
Ploutos (179), LIV

vAristofanh/j kwmw|di,an e;graye peri. Plou,tou( h] geloiota,th evsti,( kai.
h`donh.n pare,cei pollh.n tw|/ avnagignw,skonti) Plou/toj ga.r to. me.n prw/ton
tuflo.j h=n( kai. eivkh/ a[pasi sunegi,gneto( ei;te avgaqoi/j ou=sin ei;te kakoi/j)
A
v qhnai/oj de, tij avgagw.n auvto.n evj

vEpi,dauron pro.j

vAsklhpio.n to.n qeo,n(

avph,llaxen auvto.n th/j no,sou) genome,nou de. tou,tou( polla. kai. qaumasta
sunebe) oi` ga.r kakoi. oi` pro,teron ploutou/ntej evxai,fnhj pe,nhtej eu`re,qhsan\
auvti,ka ga.r grau/j tij( h]n evqefa,peue neani,aj tij dia. plou/ton( avpolipo,ntoj
evkei,nou( pare,rcetai polla. loidoroume,nh) kai, tinej kai. tw/n qew/n( ou,deno.j
e;ti qu,ontoj( evj evsca,thn peni,an kai. limo.n avfiknou/ntai)
Attos (180), LV
kai. o` me.n basileu.j evn nw|/ ei=ce tw|/ strateu,mati prosqe,sqai ti( w[ste mei,zw

du,namin e;cein) h=n de. ma,ntij ovno,mati ;Attoj( o]n pa,ntej a;nqrwpoi sfo,dra
evti,mwn dia. th.n sofi,an) ou-toj de. avpei.pe tw|/ basilei/ mh/ diapra,xasqai a]
bou,letai) o` de. basileu.j ovrgisqei.j katefro,nei auvtou/ kai. evnege,la th|/ te,cnh|
kai h/reto toia,de) po,teron th/| mantikh/| evxeurei/n du,nasai o[ evgw. evn tw|/
paro,nti evnqumou/mai( eiv r`a,|dio,n e,sti) o` de. bracu, ti siwph,saj e;fh r`a,|dion
ei=nai) o` de. basileu.j gelw/n

vAlla. tou/to( e;fh( evn nw|/ ei=con( to,nde to.n

li,qon macai,ra| diate,mnein) o` de. ma,ntij labw.n th.n ma,cairan qaumazo,ntwn
pa,ntwn die,koye to.n li,qon)

kai. h=n pote e`orth. tw|/ qew|/
Short & Tedious (181a), LVI
그리고 이전에 신에 대한 축제가(e`o) 있었다. 그리고 풍습에(no) 따라서 쓰민떼우스가
높은(u`y) 단상으로 나아와서(pa) 그 신에 대해서 연설을 할 필요가 있었다(e;d). 그리
고 쓰민떼우스가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친구보고 오라고 했다: 가장 신뢰할 만
한 친구가 참석(pa)했을 때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le,)하는 것이 쉽게 보였
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날이 닦아왔다. 그리고 그는 이 친구와 그 단상(bh/)으로 갔다.
그리고 그가 연설을 했을 때, 그들 참석자들이 그를 칭찬했다(evph|), .

And there was

once a feast to the god, and according to the custom it was needful for
Smintheus to make a speech about the god, coming forward on a high platform.
And Smintheus fearing about himself asked a friend to come: for it seemed to
him likely-to-be easier to speak before many people, when a very faithful friend
was present. So the day arrived, and he went with this friend to the platform.

kai. h=n pote e`orth. tw|/

And when he had spoken those present praised him.

qew|/ kai. kata. to. nomizo,menon e;dei to.n Sminqe,a lo,gon le,gein peri. to/ qeou/(
evj bh/ma u`yhlo.n parelqo,nta) kai. fobou,menoj peri. e`autw|/ o` Sminqeu.j fi,lon
parekale,sato\ r`a|/on ga.r evdo,kei e;sesqai evn polloi/j avnqrw,poij le,gein(
fi,lou pistota,tou paro,ntoj) w[ste th/j h`me,raj paragenome,nhj( h=lqe meta. tou/
bh/ma $ &mat&%

fi,lou pro.j to. bh/ma\ kai. le,xanta evph|,noun oi` paro,ntej)
단상 platform,

dei/+acc

evpaine,w $ &nes&%
custom,

(inf) 할 필요가 있다 it was needful,

칭찬하다 praise,

pare,rcomai

le,gein

에 대한 독립속격 용법은 >(115누),

le,xanta는

u`yhlo,j

>(119겨).

축제 feast,

nomi,zw

풍습이다 be the

높은 high,

paragenome,nhj

연설 speech,

나아오다 come forward,

e`orth.

n

(181b), LVI
그리고 떠나가면서 쓰민떼우스가 그의 친구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다면(a;r) 나의
연설이 자네를 즐겁게 했는가(h;r)?’ 그런데 그는 난처해하면서(avp) (그는 연설로서 지
쳤기(h;|c) 때문에) 그것은 짧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쓰민떼우스가 ‘그렇다’ 내가 청중
에게 지루한(lu) 느낌을 주는 것을 원하지(h;q)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o[m) 당신이 지루했다.‘ 라고 다른 편이 말했다.

And Smintheus going away

asked his friend, 'How then did my speech please you?' And he being at a loss
(for he was wearied with the speech) answered that it was short. But Smintheus
said '[Yes] for I did not wish to prove tiresome to the hearers.' 'But
nevertheless you were tiresome,' said the other.

h;reto de. o` Sminqeu.j avpiw.n

to.n fi,lon( pw/j a;ra h;reske, soi o` lo,goj* o` de. avporw/n $h;c| qeto ga.r tw|/
lo,gw|% eivpen o[ti bracu.j h=n) o` de. Sminqeu.j( ou= ga.r h;qelon( e;fh( luphro.j
gene,sqai toi/j avkou,ousin) A
v lla, h=sqa o[mwj luphro,j( e;fh o` e[teroj)
avre,skw

즐겁게하다 please,

be wearied with,

luphro,j

avpore,w

난처해하다 be at a loss,

지루한 tiresome,

h=sqa

(IdIpA2) from

a;cqomai

d 지치다

eivmi(, o[mwj

그럼에

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Mandephilios (182a), LVII
옛날에(pa,), 오래전에, 저 사람들 중에서 부자이면서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evp)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맨더필리오스다. 그리고 그는, 주민들로부터 언제
나(ave) 하나씩(evk)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pu) 모든 나라들을(cw) 여행하면서(o`d)
30(tr)년 동안 외국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멀리(ma) 떨어져 있는(avp)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설화들을 말하는(mu) 한 본보기(pa)다.

Once

on a time, long ago, there was a man, of those people, rich and desiring to
know all kinds of things, whose name was (to whom was a name) Mandephilios.
And he was abroad for thirty years travelling to all countries, and learning
everything about each from the inhabitants. And he is an example, what strange
and incredible tales men tell about things a long way off.

pa,lai pote. h=n tij

avnh.r tw/n evkei/qen( plou,sioj w]n kai. pantoi/a eivde,nai evpiqumw/n( w|- o;noma h=n
Mandefi,lioj)
o`doiporw/n(

ou-toj
kai.

de.

peri.

tria,konta
evka,sthj

e;th

pa,nta

avpedh,mei
para.

pro.j

tw/n

pavsaj

cw,raj

evnoikou,ntwn

avei.

punqano,menoj) para,deigma de, evstin( w`j qauma,sia kai. a;pista oi` a;nqrwpoi
peri.

tw/n

dia.

makrou/

avpo,ntwn

evnoikou,ntwn

PaPrAm2 from

punqa,nomai

배우면서 learn by inquir,

seek to learn,

tria,konta

evnoike,w

muqologou/si\

live,

30 thirty,

muqologe,w

o`doi&po,roj

avei,

always,

설화들을 말한다 tell tales,

traveller,

a;peimi (eivmi,)

언제나

punqa,nomai

배우다

떨어져 있다 be absent or

away.

(182b), LVII
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예기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는 오직 다리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것으로 깡충 뛰면서(ph) 간다(po). 그리고 열매(ka) 대신에
새끼(sm) 양들(a;r)을 맺는 나무들이 자라는 섬이(nh/) 있다. 그리고 그 나라(cw,)에서
동쪽으로는 꼬리(ke,)는 없고 뒤에(o;p) 다른(e[t) 머리가 있는 짐승(zw)들이 있다.

For

he says things like this: There are men somewhere, who have only one leg, with
which they go about hopping. And there is an island in which grow trees, which
instead of fruit bear little lambs. And in the country toward the east there are
beasts having no tail, but another head behind.

toia,de ga.r le,gei\ eivsi, pou

a;nqrwpoi( o[i e[n mo.non sde,loj e;cousi( w-|per phdw/ntej poreu,ontai) kai.
nh/so,j evstin( evn h-| de,ndra gi,gnetai a] avnti. karpou/ a;rnaj smikrou.j fe,rei)
kai. evn th/| pro.j avntola.j cw,ra| zw/a, evsti ke,rkon me.n ouvdemi,an e;conta(
kefalh.n de. e[te,ran o;pisqen)
lamb.

phda,w

number of,

o;pisqen

깡충 뛰다 hop,

avrh,n, avrno,j, o`
poreu,omai

me.n ouvdemi,an)))de. e[te,ran은

전치사 속격 from

o;pisqe

as young offspring of sheep

가다 go,

smikru,nw

to diminish the

상반되는 반의절을 인도한다 >(123거) .

뒤에 behind

Mandephilios (183a), LVIII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은 다른 설화를(mu) 아래와 같이 말한다: 아주 튼튼한 성체(pu)에
는, 언제나 거기로(evk) 아주 친절하게(fi) 지나가는 자는 받아 들여서 그를 즐겁게 했
던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pa)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낯선 자는(xe,) 온 밤 진수성찬
(de)을 먹고 대화하면서 그녀와 함께 남아 있었다(pa). 그리고 그는, 강한 사랑으로 홀
려가지고(ka), 아침에(a[m

e]w)

떠나면서(avp) 그와 함께 결혼(ga,)으로 하나가 되자(ze)

고 그녀에게 진심으로(sf) 간청했다(evl).

And the same man tells another tale as

follows: In a very strong tower was a very beautiful maiden, who received any
one that ever passed that way [the one always passing thither] kindly, and
entertained him. And the stranger remained the whole night with her feasting and
conversing: and going away in the morning, possessed with a strong love, he
begged her earnestly to be united to him in marriage.

mu/qon de. e[teron le,gei

o` auvgo.j toio,nde) evn purgw| tini. ivscurota,tw| h=n parqe,noj kalli,sth( h[ to.n
avei. evkei/se pario,nta pa,nu filikw/jj evde,ceto kai. evxe,nize) o` de. xe,noj par v
auvth|/ th.n nu,kta pa/san pare,mene deipnw/n kai. dialego,menoj\ kai. a[ma e]w|
avpiw.n( e;rwti deinw|/ kateco,nemoj( evlipa,pei auvth.n sfo,dra ga,mw| zeucqh/nai)
a[ma e]w|

아침에 in the morning,

수성찬을) 먹다 feast,

filikw/j=euvmenw/j
고 possessed,
maiden;

lipare,w

저녁식사 dinner,

받아들이다 receive,

친절하게 kindly;

pu,rgoj, ou, o`

&zeucq&%

de,comai

dei/pnon, ou, to,
ga,moj

간청하다 beg,
성체 tower,

결혼 marriage,

mu/qoj, ou, o`

sfo,dra

evkei/se

deipne,w

거기로 that way,

kateco,nemoj(

설화 tale;

진심으로 earnestly,

(진

홀려가지

parqe,noj

처녀

zeu,gnumi $ a:

p.

하나가 되다 unite,

(183b), LVIII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그녀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떠나야 하고 그
다음날(th/|

u`s)

다시 돌아와(h[k)야 한다.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이든지 놀라지 않

아야 한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는 처녀(pa) 대신에 가장 사나운(avg) 큰

뱀(dr)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무서워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물러났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쫓았고 그를 잡아서 그를 먹어버렸다(kath,).
And she always said she was willing, but he must go away and come back
again next day, and not be frightened at any of the things he saw. And when
he came back he found instead of a maiden a most savage dragon. And seeing
it, and being terrified, he retired as quickly as he could: and she pursued him,

h` de. avei. evqe,lein me.n e;lege( dei/n d v

and caught him, and devoured him.

auvto.n avpie,nai kai. th/| u`sterai,a| h[kein kai. mhde.n w-n o`ra/| fobei/sqai) h[kwn
de. eu[risken avnti. parqe,nou dra,konta avgriw,taton) ivdw.n de. kai. fobou,menoj
w`j ta,cista avpecw,rei\ h` de. diw,kousa kai. katalabou/sa kath,sqien) avgrioj
사나운 savage,
back,

drakw,n

katesqi,w

다음날 next day,

큰 뱀 dragon,

먹어버리다 devour,

mhde.n은

h[kwn

(PaPrA1m) from

parqe,noj, ou, h`

h[kw

돌아오다 come

처녀 virgin,

th/| u`sterai,a

h[kwn)))eu[risken처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낸다 >(124갸).

럼 2개의 동사를 표현하려면 >(119거).

Edegardes (184a), LIX
브리타노이의 왕인 에드가드스는 크기(me,)로는 아주 작았다. 그러나 그의 몸 속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ma/) 강한(i;s)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한 때는 캐일도니오이의 폭
군인 케네띠오스를 우연히 식사에 초대하게(xe) 됬다. 그리고 그는 그 장소로부터 (evk)
사람들의(to) 풍습에 따라서 밤에(nu) 술에 많이(sf) 취해서(me),
대해서 많이 말하고 웃기까지 이르렀다(avf).

사람들과 함께 그에

Edegardes, being king of the

Britannoi, was in size very small, but in his body was stronger than all. And he
happened once to be entertaining Kenethios, tyrant of the Kaledonioi, and he,
as was customary with the people from that place, being very drunk in the
night, fell into much talk and laughter with those about him.

vEdega,rdhj( w]n

basileu.j tw/n brita,nnwn( pa,nu me.n smikro.j h=n me,geqoj( tw|/ de. sw,mati
i;scue ma/llon a`pa,ntwn) kai. e;tuce, pote xeni,zwn Kene,qion( Kaledoni,wn
tu,rannon( kai. ou-toj( w`j toi/j evkei/qen evnomi,zeto( th/j nukto.j sfo,dra

mequ,wn( evj polu.n lo,gon kai. ge,lwta su.n toi/j peri. auvto.n avfi,keto)
me,geqoj

me,qu,w

크기 size,

extremely;

avfi,keto

취해서

되었다. IdAoM3 from

drunk,

sfo,dra

avfikne,omai

대단히 very (much),

도달하다 reach.

(184b), LIX
그리고 그는 에디가드스에 대해서 농담 삼아(sk) 말했다, 이것, 하지만(me,), 나는 그
왕에 대해서 놀랜다. 어떻게 그렇다면(a;r), 그렇게(ou[) 작은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을 통치하는가? 그리고 모두 웃었을 때에, 그 왕은 그 소리를 듣고서 물었다. ‘그 웃
음의 원인이(aiv)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을 때에 에드가드스는 화
가 나서(ca) 그 다음날 그를 만나려고(su) 케네띠오스를 지정된(r`h) 장소로 보낸다
(me).

And he said in jest, about Edegardes, 'This, however, I wonder at in the

king, how then being so small he rules so many men.' And as all laughed, the
king hearing the noise asked, 'What is the cause of the laughter?' And some
one having told him, Edegardes being angry sends for Kenethios to a specified

skw,ptwn de. ei=pe peri. tou/ vEdega,rdou(

place to meet him on the next day.

tou/to me,ntoi qauma,zw tou/ basile,wj( pw/j a;ra ou[tw smikro.j w;n tosou,twn
avnqrw,pwn a;rcei) pa,ntwn de. gelasa,ntwn( o` Basileu.j avkou,saj to.n qo,rubon
h;reto ti,j aivti,a evsti. tou/ ge,lwtoj) eivpo,ntoj de, tinoj( calepai,nwn o`
vEdega,rdhj metape,mpetai to.n Kene,qion evj r`hto.n to,pon th/| u`sterai,a| e`autw|/
sunelqei/n)
sunelqei/n

metape,mpomai
만나려고 meet,

sorely angry,
in

jest에서는

r`hto,j, h,( o,n,
분사를

me,ntoi

영어에서는

e`autw|는
/

r`hto,j

지정된 specified,

하지만 but, nevertheless, however;

지정된 specified,

gelasa,ntwn( o` Basileu.j에서는
격을 취했다 >(119겨).

a 보낸다 send for,

skw,ptw(

실명사로

농담하다 to jest.

옮겼다

>(119규).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

e`autw|/ sunelqei/n

재귀동사로 사용되었다 >(113가).

calepai,nw
skw,ptwn
pa,ntwn

gelasa,ntwn가

=

de.

독립속

= to meet him에서 him이라 옮겼으나

Edegardes (185a), LX
그리고 케네띠오스가 기뻐하면서(avs) 왔을 때에 (그는 그로부터 어떤 호의(ca,)를 얻을
것을 희망했었기 때문에), 두 개의 단도들(xi)을 그의 외투 안에 갖고 있는 에드가드스
는 그들을 보여 주었다(e;d), 그리고 지난날에(pr) 예기 되어진 것을(le) 그에게 상기시
키면서(u`p),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나의 동지여,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스리는지 당신은 이제 놀랜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당신은
나의 규칙을 소유하는 것이 보다 더 가치가(avx) 있다고 본다.

And Kenethios

having come gladly (for he hoped to get some favour from him), Edegardes
having two daggers under his cloak showed them, and reminding him of what
was said on the previous day, said as follows: 'You wonder now, my brother,
how then I rule so many people: and to yourself, as is natural, you seem to be

tou/ de. Keneqi,ou avsme,nou evlqo,ntoj

more worthy to possess my rule.

$h;lpize ga.r ca,rin tina, par v evkei,nou labei/n%( o` E
v dega,rdhj xifi,dia du,o
u`po. tou/ i`mati,ou e;cwn e;deixe( kai. u`pomnh,saj auvto.n tou/ th/| proterai,a|
lecqe,ntoj( ei=pe toia,de\ qauma,zeij de. w` avdelfe,( pw/j a;ra evgw. tosou,twn
a;rcw\ seautw|/ de,( w`j eivko.j( avxiw,teroj dokei/j ei=nai th.n evmh.n avrch.n
kekth/sqai)

a;xioj, i,a, on

dei,knumi, deiknu,w
지난날 former,

$ &mnhs&%

가치가 있는 worthy.

보여 주다 show,

ca,rij

호의 favour,

상기시키다 remind,

kta,omai

기뻐하면서 gladly,

소유하다 possess,

u`pomnh,saj

xifi,dion

avsme,noj

PaAoAm1 from

단도 dagger,

pro,teroj, a, on
u`po&mimnh,skw

th/| proterai,a| lecqe,ntoj

= what was said on the previous day에는 [정관사+분사]가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
절로 옮긴 점이다 >(113뉴).

(185b), LX
그러나 겨루어서(avg) 그 문제를 결정하는(di)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도를 취
해서 자신을 방어하라(avm). 그런데 그가 아주 강하다고들 말했기 때문에 그는 놀라워
하면서 그의 발 앞에(pr) 무릎을 꿇고 용서를 허락해 주기를(e;c) 그에게 간청했다. 그
는 ‘내가 술에 취했고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말했다.’ 그래서 그는 웃었고(me) 그

를 용서해 주었다.

But it will be better to decide the matter by contest. So

take the dagger, and defend yourself.' And he being frightened, for he was said
to be very strong, fell before his feet and besought him to grant pardon. 'For,'
said he, 'I said everything, because I was drunk, and owing to folly.' And he

a;meinon de. e;stai avgwnizome,nouj diagnw/nai(

smiled and pardoned him.

w[ste labw.n xifi,dion avmu,nou) o` de. fobhqei.j( ivscuro,tatoj ga.r evle,geto
ei=nai( pro.j po,daj auvtw|/ pesw.n evlipa,rei suggnw,mhn e;cein) pa,nta ga.r evgw.(
e;fh( mequ,wn kai. dia. a;noian ei=pon) o` de. meidia,saj xune,gnw)
겨루다 contend,
decide,

e;cein

avmu,nesqai

자신을 방어하다 defend oneself,

허락해 주다 grant,

avgwnizome,nouj는

meidia,w

도구분사다>(119기).

웃다 smile,

mequ,wn(

avgwni,zesqai

diagnw/nai

pro.j

결정하다

a 앞에 before,

이유분사>(119너).

(181a) 그리고 이전에...있었다.

(181a)

kai. h=n pote

(181a) 신에 대한 축제가(e`o)

(181a)

e`orth. tw|/ qew|/

(181a) 그리고 풍습에(no) 따라서

(181a)

kai. kata. to. nomizo,menon

(181a) 쓰민떼우스가 할 필요가 있었다(e;d)

(181a)

e;dei to.n Sminqe,a

(181a) 연설을

(181a)

lo,gon le,gein

(181a) 그 신에 대해서

(181a)

peri. to/ qeou/(

(181a) 높은(u`y) 단상으로

(181a)

evj bh/ma u`yhlo.n

(181a) 나아와서(pa)

(181a)

parelqo,nta)

(181a)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181a)

kai. fobou,menoj peri. e`autw|/

(181a) 쓰민떼우스가

(181a)

o` Sminqeu.j

(181a) 친구보고 오라고 했다:

(181a)

fi,lon parekale,sato\

(181a) 쉽게 보였기 때문이다.

(181a)

r`ao|/ n ga.r evdo,kei e;sesqai

(181a) 많은 사람들 앞에서

(181a)

evn polloi/j avnqrw,poij

(181a) 그가 연설(le,)하는 것이

(181a)

le,gein(

(181a)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가

(181a)

fi,lou pistota,tou

(181a) 참석(pa)했을 때에,

(181a)

paro,ntoj)

(181a) 그래서

(181a)

w[ste

(181a) 그 날이

(181a)

th/j h`me,raj

(181a) 닦아왔다.

(181a)

paragenome,nhj(

(181a) 그는 갔다.

(181a)

h=lqe

(181a) 이 친구와

(181a)

meta. tou/ fi,lou

(181a) 그 단상(bh/)으로

(181a)

pro.j to. bh/ma\

(181a) 그리고 그가 연설을 했을 때,

(181a)

kai. le,xanta

(181a) 그를 칭찬했다(evph|), .

(181a)

evph|,noun

(181a) 그들 참석자들이

(181a)

oi` paro,ntej)

(181b) 그리고...떠나가면서

(181b)

h;reto de.

(181b) 쓰민떼우스가

(181b)

o` Sminqeu.j

(181b) 그의 친구에게 물었다,

(181b)

avpiw.n to.n fi,lon(

(181b) ‘어떻게 그렇다면(a;r)

(181b)

pw/j a;ra

(181b) 자네를 즐겁게 했는가(h;r)?’

(181b)

h;reske, soi

(181b) 나의 연설이

(181b)

o` lo,goj*

(181b) 그런데 그는 난처해하면서(avp)

(181b)

o` de. avporw/n

(181b) 지쳤기(h;|c) 때문에

(181b)

$ h;c| qeto ga.r

(181b) 그는 연설로서

(181b)

tw|/ lo,gw|%

(181b) 대답했다.

(181b)

eivpen

(181b) 그것은 짧았다고

(181b)

o[ti bracu.j h=n)

(181b) 그러나 쓰민떼우스가

(181b)

o` de. Sminqeu.j(

(181b) 원하지(h;q) 않았기 때문에.‘

(181b)

ou= ga.r h;qelon(

(181b) 말했다.

(181b)

e;fh(

(181b) 지루한(lu) 느낌을 주는 것을

(181b)

luphro.j gene,sqai

toi/j avkou,ousin)

(181b) 청중에게

(181b)

(181b) 그러나

(181b)

(181b)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루했다.

(181b)

h=sqa o[mwj luphro,j(

(181b) 라고 다른 편이

(181b)

e;fh o` e[teroj)

(182a) 옛날에(pa,), 오래전에,

(182a)

pa,lai pote.

(182a) 한 사람이 있었다.

(182a)

h=n tij avnh.r

(182a) 저 사람들 중에서

(182a)

tw/n evkei/qen(

(182a) 부자이면서

(182a)

plou,sioj w]n

(182a) 모든 것들을 알기를

(182a)

kai. pantoi/a eivde,nai

(182a) 원하는(evp)

(182a)

evpiqumw/n(

(182a) 그 사람의 이름은 맨더필리오스다.

(182a)

w|- o;noma h=n Mandefi,lioj)

(182a) 그리고 그는,

(182a)

ou-toj de.

(182a) 30(tr)년 동안

(182a)

tria,konta e;th

(182a) 외국에 있었다.

(182a)

avpedh,mei

(182a) 모든 나라들로(cw)

(182a)

pro.j pavsaj cw,raj

(182a) 여행하면서(o`d)

(182a)

o`doiporw/n(

(182a)

kai. peri. evka,sthj pa,nta

(182a) 주민들로부터

(182a)

para. tw/n evnoikou,ntwn

(182a) 언제나(ave)

(182a)

avei.

(182a) 배우면서(pu)

(182a)

punqano,menoj)

(182a) 그래서 그는 한 본보기(pa)다.

(182a)

para,deigma de, evstin(

(182a) 무슨 이상하고

(182a)

w`j qauma,sia kai.

(182a) 믿을 수 없는

(182a)

a;pista

(182a) 사람들이

(182a)

oi` a;nqrwpoi

하나씩(evk) 모든 것들을

(182a) 그리고

vAlla,

(182a) 멀리 떨어져(ma) 있는 것들에 대해서 (182a)
(182a) 말하는

(182a)

peri. tw/n dia. makrou/

avpo,ntwn

(182a) 설화들을(mu)

(182a)

muqologou/si\

(182b) 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예기하기 때문에 (182b)

toia,de ga.r le,gei\

(182b) 어떤 장소에는 사람들이 있다.

(182b)

eivsi, pou a;nqrwpoi(

(182b) 오직 한 다리만 갖고 있는 who

(182b)

o[i e[n mo.non sde,loj e;cousi(

(182b) 그들은 그것으로 깡충 뛰면서(ph ) with which (182b)

w-|per phdw/ntej

(182b) 간다(po)

(182b)

poreu,ontai)

(182b) 그리고 섬이(nh/) 있다.

(182b)

kai. nh/so,j evstin(

(182b) 나무들이 자라는 in which

(182b)

evn h-| de,ndra gi,gnetai

(182b) 그리고 열매(ka) 대신에 which

(182b)

a] avnti. karpou/

(182b) 새끼(sm) 양들(a;r)을 맺는

(182b)

a;rnaj smikrou.j fe,rei)

(182b) 그리고 동쪽으로는

(182b)

kai. evn th/| pro.j avntola.j

(182b) 그 나라(cw,)에서

(182b)

cw,ra|

(182b) 짐승(zw)들이 있다.

(182b)

zw/a, evsti

(182b) 꼬리(ke,)는 없고

(182b)

ke,rkon me.n ouvdemi,an e;conta(

(182b) 다른(e[t) 머리가 있는

(182b)

kefalh.n de. e[te,ran

(182b) 뒤에(o;p)

(182b)

o;pisqen)

(183a) 그리고 다른 설화를(mu)

(183a)

mu/qon de. e[teron

(183a)

le,gei o` auvgo.j toio,nde)

(183a) 아주 튼튼한 성체(pu)에는

(183a)

evn purgw| tini. ivscurota,tw|

(183a)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pa) 살고 있었다.

(183a)

h=n parqe,noj kalli,sth(

(183a) 언제나 거기로 who

(183a)

h[ to.n avei. evkei/se

(183a) 지나가는 자는

(183a)

pario,nta

(183a) 아주 친절하게(fi)

(183a)

pa,nu filikw/jj

(183a)

그 같은 사람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183a) 받아 들여서 그를 즐겁게(evx) 했던 (183a)

evde,ceto kai. evxe,nize)

(183a) 그리고 그 낯선 자는(xe,)

(183a)

o` de. xe,noj

(183a) 그녀와 함께

(183a)

par v auvth|/

(183a) 온 밤

(183a)

th.n nu,kta pa/san

(183a) 진수성찬을 먹으면서(de) 남아 있었다. (183a)

pare,mene deipnw/n

(183a)

kai. dialego,menoj\

(183a)

kai. a[ma e]w|

(183a) 그는, 떠나면서(avp)

(183a)

avpiw.n(

(183a) 강한 사랑으로 홀려가지고(ka)

(183a)

e;rwti deinw|/ kateco,nemoj(

(183a) 그녀에게 진심으로(sf) 간청했다(evl).

(183a)

evlipa,pei auvth.n sfo,dra

(183a) 그와 함께 결혼(ga,)함으로

(183a)

ga,mw|

(183a) 하나가 되자(ze)고

(183a)

zeucqh/nai)

(183b) 그리고 언제나 그녀도 원한다고

(183b)

h` de. avei. evqe,lein

(183b) 그녀는 말했다.

(183b)

me.n e;lege(

(183b) 그러나 그는 반드시 떠나야 하고

(183b)

dei/n d v auvto.n avpie,nai

(183b) 그 다음날(th/|

(183b)

kai. th/| u`sterai,a|

(183b) 다시 돌아와(h[k)야 한다.

(183b)

h[kein

(183b) 그리고...않아야 한다.

(183b)

kai. mhde.n

(183a) 대화하면서
(183a) 그리고 아침에(a[m

e]w)

u`s)

(183b)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이든지 놀라지 (183b)

w-n o`ra/| fobei/sqai)

(183b)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183b)

h[kwn de.

(183b) 그는 처녀(pa) 대신에 발견했다.

(183b)

eu[risken avnti. parqe,nou

(183b) 가장 사나운(avg) 큰 뱀(dr)을

(183b)

dra,konta avgriw,taton)

(183b)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183b)

ivdw.n de.

(183b) 무서워서,

(183b)

kai. fobou,menoj

(183b)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물러났다:(183b)

w`j ta,cista avpecw,rei\

(183b) 그런데 그녀는 그를 쫓았고

(183b)

h` de. diw,kousa

(183b) 그를 잡아서

(183b)

kai. katalabou/sa

(183b) 그를 먹어버렸다(kath,).

(183b)

kath,sqien)

(184a) 에드가드스는

(184a)

vEdega,rdhj(

(184a) 브리타노이의 왕인

(184a)

w]n basileu.j tw/n brita,nnwn(

(184a) 아주 작았다.

(184a)

pa,nu me.n smikro.j h=n

(184a) 크기(me,)로는

(184a)

me,geqoj(

(184a) 그러나 그의 몸 속에는

(184a)

tw|/ de. sw,mati

(184a) 더(ma/) 강한(i;s) 것이 있었다.

(184a)

i;scue ma/llon

(184a) 모든 사람보다

(184a)

a`pa,ntwn)

(184a) 그런데 그가 한 때는 우연히

(184a)

kai. e;tuce, pote

(184a) 케네띠오스를 식사에 초대하게(xe) 됬다. (184a)

xeni,zwn Kene,qion(

(184a) 캐일도니오이의 폭군인

(184a)

Kaledoni,wn tu,rannon(

(184a) 그리고 그는

(184a)

kai. ou-toj(

(184a) 그 장소로부터 사람들의(to)

(184a)

w`j toi/j evkei/qen

(184a) 풍습에 따라서

(184a)

evnomi,zeto(

(184a) 밤에(nu)

(184a)

th/j nukto.j

(184a) 술에 많이(sf) 취했고(me).

(184a)

sfo,dra mequ,wn(

(184a) 많이 말하고

(184a)

evj polu.n lo,gon

(184a)

kai. ge,lwta su.n toi/j

(184a)

peri. auvto.n avfi,keto)

(184a) 사람들과 함께

웃기까지

(184a) 그에 대해서...이르렀다.

(184b) 그리고 그는 농담 삼아(sk) 말했다(184b)

skw,ptwn de. ei=pe

(184b) 에드가드스에 대해서

(184b)

peri. tou/ E
v dega,rdou(

(184b) 이것, 하지만(me,),

(184b)

tou/to me,ntoi

(184b) 나는 그 왕에 대해서 놀랜다.

(184b)

qauma,zw tou/ basile,wj(

(184b) 어떻게 그렇다면(a;r),

(184b)

pw/j a;ra

(184b) 그렇게 작은 그가

(184b)

ou[tw smikro.j w;n

(184b)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184b)

tosou,twn avnqrw,pwn

(184b) 통치하는가?

(184b)

a;rcei)

(184b) 그리고 모두 웃었을 때에,

(184b)

pa,ntwn de. gelasa,ntwn(

(184b) 그 왕은 듣고서

(184b)

o` Basileu.j avkou,saj

(184b) 그 소리를

(184b)

to.n qo,rubon h;reto

(184b) 원인이(aiv) 무엇이냐?

(184b)

ti,j aivti,a evsti.

(184b) 그 웃음의

(184b)

tou/ ge,lwtoj)

물었다.

(184b)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을 때에 (184b)

eivpo,ntoj de, tinoj(

(184b) 에드가드스는 화가 나서(ca)

(184b)

calepai,nwn o` E
v dega,rdhj

(184b) 케네띠오스를 보낸다(me).

(184b)

metape,mpetai to.n Kene,qion

(184b) 지정된(r`h) 장소로

(184b)

evj r`hto.n to,pon

(184b) 그 다음날

(184b)

th/| u`sterai,a|

(184b) 그를 만나려고(su)

(184b)

e`autw|/ sunelqei/n)

(185a) 그리고 케네띠오스가

(185a)

tou/ de. Keneqi,ou

(185a) 기뻐하면서(avs) 왔을 때에

(185a)

avsme,nou evlqo,ntoj

(185a) 그는 희망했었기 때문에

(185a)

$ h;lpize ga.r

(185a) 어떤 호의(ca,)를

(185a)

ca,rin tina,

(185a) 그로부터 얻을 것을

(185a)

par v evkei,nou labei/n%(

(185a) 에드가드스는

(185a)

o` vEdega,rdhj

(185a) 두 개의 단도들(xi)을

(185a)

xifi,dia du,o

(185a) 그의 외투 안에

(185a)

u`po. tou/ i`mati,ou

(185a) 갖고 있는

(185a)

e;cwn

(185a) 그들을 보여 주었다(e;d),

(185a)

e;deixe(

(185a) 그리고 그에게 상기시키면서(u`p),

(185a)

kai. u`pomnh,saj auvto.n

(185a) 지난날에(pr)

(185a)

tou/ th/| proterai,a|

(185a) 예기 되어진 것을 (le)

(185a)

lecqe,ntoj(

(185a) 아래와 같이 말했다:

(185a)

ei=pe toia,de\

(185a) 당신은 이제 놀랜다:

(185a)

qauma,zeij de.

(185a) 나의 동지여,

(185a)

w` avdelfe,(

(185a) 어떻게 그러면

(185a)

pw/j a;ra

(185a)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지 (185a)

evgw. tosou,twn a;rcw\

(185a)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는

(185a)

seautw|/ de,(

(185a)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185a)

w`j eivko.j(

(185a) 보다 더 가치가(avx) 있다고

(185a)

avxiw,teroj ei=nai

(185a) 본다.

(185a)

dokei/j

(185a) 나의 규칙을

(185a)

th.n evmh.n avrch.n

(185a) 당신은 소유하는 것이

(185a)

kekth/sqai)

(185b) 그러나 좋을 것이다.

(185b)

a;meinon de. e;stai

(185b) 겨루어서(avg)

(185b)

avgwnizome,nouj

(185b) 그 문제를 결정하는(di) 것이

(185b)

diagnw/nai(

(185b) 그러므로 단도를 취해서

(185b)

w[ste labw.n xifi,dion

(185b) 자신을 방어하라(avm).

(185b)

avmu,nou)

(185b) 그런데 그는 놀라워하면서

(185b)

o` de. fobhqei.j(

(185b) 그가 아주 강하다고들, 때문에

(185b)

ivscuro,tatoj ga.r

(185b) 말했기..

(185b)

evle,geto ei=nai(

(185b) 그의 발 앞에(pr)

(185b)

pro.j po,daj auvtw|/

(185b) 무릎을 꿇고

(185b)

pesw.n

(185b) 그에게 간청했다.

(185b)

evlipa,rei

(185b) 용서를 허락해 주기를(e;c)

(185b)

suggnw,mhn e;cein)

(185b) 내가 모든 것을 때문에.

(185b)

pa,nta ga.r evgw.(

(185b) 그는 말했다

(185b)

e;fh(

(185b) ‘술에 취했기,

(185b)

mequ,wn

(185b)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말했다,

(185b)

kai. dia. a;noian ei=pon)

(185b) 그래서 그는 웃었고(me)

(185b)

o` de. meidia,saj

(185b) 그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

(185b)

xune,gnw)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81부터 185까지 읽어보라
Short & Tedious (181), LVI
kai. h=n pote e`orth. tw|/ qew|/ kai. kata. to. nomizo,menon e;dei to.n Sminqe,a

lo,gon le,gein peri. to/ qeou/( evj bh/ma u`yhlo.n parelqo,nta) kai. fobou,menoj
peri. e`autw|/ o` Sminqeu.j fi,lon parekale,sato\ r`ao|/ n ga.r evdo,kei e;sesqai evn
polloi/j avnqrw,poij le,gein( fi,lou pistota,tou paro,ntoj) w[ste th/j h`me,raj
paragenome,nhj( h=lqe meta. tou/ fi,lou pro.j to. bh/ma\ kai. le,xanta evph|,noun oi`
paro,ntej) h;reto de. o` Sminqeu.j avpiw.n to.n fi,lon( pw/j a;ra h;reske, soi o`
lo,goj* o` de. avporw/n $h;|cqeto ga.r tw|/ lo,gw|% eivpen o[ti bracu.j h=n) o` de.
Sminqeu.j( ou= ga.r h;qelon( e;fh( luphro.j gene,sqai toi/j avkou,ousin) vAlla,
h=sqa o[mwj luphro,j( e;fh o` e[teroj)
Mandephilios (182), LVII
pa,lai pote. h=n tij avnh.r tw/n evkei/qen( plou,sioj w]n kai. pantoi/a eivde,nai

evpiqumw/n( w|- o;noma h=n Mandefi,lioj) ou-toj de. tria,konta e;th avpedh,mei pro.j
pavsaj cw,raj o`doiporw/n( kai. peri. evka,sthj pa,nta para. tw/n evnoikou,ntwn
avei. punqano,menoj) para,deigma de, evstin( w`j qauma,sia kai. a;pista oi`
a;nqrwpoi peri. tw/n dia. makrou/ avpo,ntwn muqologou/si\ toia,de ga.r le,gei\
eivsi, pou a;nqrwpoi( o[i e[n mo.non sde,loj e;cousi( w-p| er phdw/ntej poreu,ontai)
kai. nh/so,j evstin( evn h-| de,ndra gi,gnetai a] avnti. karpou/ a;rnaj smikrou.j
fe,rei) kai. evn th/| pro.j avntola.j cw,ra| zw/a, evsti ke,rkon me.n ouvdemi,an
e;conta( kefalh.n de. e[te,ran o;pisqen)
Mandephilios (183), LVIII
mu/qon de. e[teron le,gei o` auvgo.j toio,nde) evn purgw| tini. ivscurota,tw| h=n

parqe,noj kalli,sth( h[ to.n avei. evkei/se pario,nta pa,nu filikw/jj evde,ceto kai.
evxe,nize) o` de. xe,noj par v auvth|/ th.n nu,kta pa/san pare,mene deipnw/n kai.

dialego,menoj\ kai. a[ma e]w| avpiw.n( e;rwti deinw|/ kateco,nemoj( evlipa,pei auvth.n
sfo,dra ga,mw| zeucqh/nai)

h` de. avei. evqe,lein me.n e;lege( dei/n d v auvto.n

avpie,nai kai. th/| u`sterai,a| h[kein kai. mhde.n w-n o`ra/| fobei/sqai) h[kwn de.
eu[risken avnti. parqe,nou dra,konta avgriw,taton) ivdw.n de. kai. fobou,menoj w`j
ta,cista avpecw,rei\ h` de. diw,kousa kai. katalabou/sa kath,sqien)
Edegardes (184), LIX

vEdega,rdhj( w]n basileu.j tw/n brita,nnwn( pa,nu me.n smikro.j h=n me,geqoj( tw|/
de. sw,mati i;scue ma/llon a`pa,ntwn) kai. e;tuce, pote xeni,zwn Kene,qion(
Kaledoni,wn tu,rannon( kai. ou-toj( w`j toi/j evkei/qen evnomi,zeto( th/j nukto.j
sfo,dra mequ,wn( evj polu.n lo,gon kai. ge,lwta su.n toi/j peri. auvto.n avfi,keto)
skw,ptwn de. ei=pe peri. tou/ vEdega,rdou( tou/to me,ntoi qauma,zw tou/ basile,wj(
pw/j a;ra ou[tw smikro.j w;n

tosou,twn avnqrw,pwn a;rcei) pa,ntwn de.

gelasa,ntwn( o` Basileu.j avkou,saj to.n qo,rubon h;reto ti,j aivti,a evsti. tou/
ge,lwtoj) eivpo,ntoj de, tinoj( calepai,nwn o` vEdega,rdhj metape,mpetai to.n
Kene,qion evj r`hto.n to,pon th/| u`sterai,a| e`autw|/ sunelqei/n)
Edegardes (185), LX
tou/ de. Keneqi,ou avsme,nou evlqo,ntoj $h;lpize ga.r ca,rin tina, par v evkei,nou

labei/n%( o` E
v dega,rdhj xifi,dia du,o u`po. tou/ i`mati,ou e;cwn e;deixe( kai.
u`pomnh,saj auvto.n tou/ th/| proterai,a| lecqe,ntoj( ei=pe toia,de\ qauma,zeij de. w`
avdelfe,( pw/j a;ra evgw. tosou,twn a;rcw\ seautw|/ de,( w`j eivko.j( avxiw,teroj
dokei/j ei=nai th.n evmh.n avrch.n kekth/sqai) a;meinon de. e;stai avgwnizome,nouj
diagnw/nai( w[ste labw.n xifi,dion avmu,nou) o` de. fobhqei.j( ivscuro,tatoj ga.r
evle,geto ei=nai( pro.j po,daj auvtw|/ pesw.n evlipa,rei suggnw,mhn e;cein) pa,nta
ga.r evgw.( e;fh( mequ,wn kai. dia. a;noian ei=pon) o` de. meidia,saj xune,gnw)

Boiwto,j pote meta. Aivtwlou/ o`doiporw/n
The Beotian's Food (186a), LXI
에이톨리안과 함께 여행을 하는 비오션이 한 때는 여관에 도착했다. 들어가면서(eiv)
그들은 여주인에게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즐겁게(xe) 하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녀
는 그 오직 침실(oiv) 하나만 제외하고는(pl) 그 집이 다 찼다고 말했다. 그리고 거기
로 들어가면서 저녁식사가(de) 제공 되었고, 그들은 마치 잠자는 것처럼 바닦에(ca)
자신들을 눕혔다(evk). 그런데 그들은 잠을(ka) 잘 수가 없어서, 그들은 서로 농담하고
(sk) 웃기 시작했다.

Α Boeotian once travelling with an Aetolian arrived at an

inn: and going in they asked the hostess to receive them and entertain them.
And she replied that the house was (is) full, except one chamber only. And
going in there, dinner having been served, they laid themselves down on the
ground as though for sleep. And not being able to sleep, they began to jest
and to laugh with each other.

Boiwto,j pote meta. Aivtwlou/ o`doiporw/n

eivj pandokei/on avfi,keto\ kai. eivsio,ntej h;t| hsan th/n pandokeu,trian de,cesqai
kai. xeni,zein e`autou,j) h` de. avpedri,nato o[ti ple,a evsti.n h` oivki,a( plh.n evno.j
mo,nou oivkh,matoj) evkei/se de. evlqo,ntej kai. dei,pnou genome,nou w`j evj u[pnon
evkoimw/nto camai,) kai. ouv duna,menoi kaqeu,dein skw,ptein kai. gela/|n met v
avllh,lwn h;rconto)
de,cesqai

dinner,
enter,

kaqeu,dein

Boiwto,j
InPrM from

de,comai

잠자다 sleep,

oivkh,ma

침실 chamber,

plh.n

evkei/se는

장소부사다 >(121갸).

비오션 사람 Boeotian,

dei/pnon, ou, to,

저녁식사

eivse,rcomai

들어가다

받아들이다 receive,

koima,omai

자신을 눕히다 lay one's_self down,

제외하고 except,

xeni,zw

즐겁게하다 entertain,

(186b), LXI
비오션이 자기 동료(e`t)의 양탄자(tw/ st) 밖으로 불거져(pr) 나온 그 발을 보고서 “얼

마나 추한 발을 너는 갖고 있느냐? 고 그는 말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더 추한 것
을 보일(de) 수 있다면 내가 한 탤런트를 주겠다.’ 그런데 그는 즉시로 그 양탄자로부
터 그의 왼 발을 밀어내면서 말했다. ‘이것은 발가락(da)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Od) 더 추하다.’ 그러나 그 비오션은 응답했다. ‘아니다, 단연코 더 아름답다. 그 작
은 것은, 만일 그것이 추하다면, 그 큰 것(me) 보다 덜(h`t) 추하기 때문이다.’

And

the Boeotian, seeing the foot of his companion projecting out of th rug, 'What
an ugly foot you have!' said he, 'I will give a talent to you if you can show me
an uglier (one).' And he, immediately thrusting out his left foot from the rug,
said, 'This one is uglier, for it wants one tow:' but the Boeotian replied, 'No, but

o`

more beautiful. For the smaller, if it is ugly, is less ugly than the greater.'

de. Boiwto.j ivdw.n to.n po,da tou/ e`tai,rou evk tw/n strwma,twn proe,conta( `Wj
aivscro.n to.n po,da( e;fh( e;ceij\ ta,lanto,n soi dw,sw aivsci,ona dei,xanti) o` de
euvqu.j to.n avristero.n po,da evxw,saj evk tw/n strwma,twn( [Ode dh. aivsci,wn( e;fh\
evndei/ ga.r e`no.j daktu,lou) o` de. Boiwto.j avntei/pen( Ou;k( avlla. kalli,wn\ to.
ga.r e;lasson( aivscro.n o;n( tou/ mei,zonon h`tton aivscro,n evsti) da,ktuloj
가락 tow,

h[sswn

or

strw,mata

dei,knumi, deiknu,w
h[ttwn, on,
양탄자 rug,

형용사다>(114갸).

gen.

보이다 show,

onoj

e`tai/roj, ou, o`

보다 덜 lesser,

proe,cw

aivscro.n to.n po,da에서 aivscro.n은

dw,sw aivsci,ona dei,xanti에서 dei,xanti는

m 발

동료 companion,

불거지다 project,

ta.

정관사가 없어서 술어
가정분사다 >(119뉴).

Bonosos (187a), LXII
프로보스가 로마이오이의 통치자였을 때 보노쏘스라는 어떤 군인이 있었다: 그런데 프
로보스는 이베리아에서 성장한(te) 이 사람을 독일로 배치했다. 그리고 그 분기 동안
에 준비하도록 그 배들을 그에게 위탁했다. 그런데 보노쏘스는 지성인(su)이었다. 그
러나 그의 몸에 있어서 뚱뚱하고(pa) 술 취함(me,)으로 돌아섰다.

When Probos was

ruler of the Romaioi there was a certain soldier Bonosos: and this man, having
been reared in Iberia, Probos despatched to Germania, and intrusted the ships
to him in that quarter to prepare. And Bonosos was an intelligent man, but fat

in his body and given to (turned towards) drunkenness.

Tou/ Probou/ tw/n

R
` wmai,wn a;rcontoj stratiw,thj h=n tij Bo,nwsoj) tou/ton de. evn vIbhri,a|
teqramme,non avfh/ken o` Probo.j evj Germani,an kai. ta.j nau/j evpe,treyen auvtw|/
ta.j evkei/qen paraskeua,zein) h=n de. o` Bo,nwsoj suneto.j me.n avnh,r( pacu.j de.
to. sw/ma kai. pro.j me,qhn tetramme,noj)
리아

suneto,j

Iberia,

drunkenness,

지적인

paraskeua,zein

Iv bhri,a| teqramme,non에는
사가 왔기 때문에
표현할 때에

InPrA from

pacu.j

성장하다 rear,

Iv bhri,a

뚱뚱한

me,qh

paraskeua,zw

과거로 양육을 표현한다 >(120두).

evpe,treyen을

sw/ma처럼

intelligent,

tre,fw

수식한다 >(110그).

fat,

이베

술취함

준비하다 prepare,

ta.j evkei/qen에는

pacu.j de. to. sw/ma에는

evn

정관

관계를

대격을 사용한다 >(116구).

(187b), LXII
그리고 그 배에 관해서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는 그 통치자에게 충성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른 후 부터는 음모를(su) 시작하기로 계획했다(di). 그리고는 자신이 통치
권을(avr) 얻기를(kt) 희망했다(h/l). 그리고 마침내(te,) 군대를(st) 가지면서는 그는 터
놓고(fa) 반란을 일으켰다(avp). 그래서 어떤 장군이 그를 대항해서 프로보스로부터 왔
다(evp). 그리고 전쟁이(ma,) 일어났다. 보노쏘스는 패배했다(h`s). 자신은 밧줄로(sp) 목
매어 죽고(avp) 살아졌다. 그리고 그 정복자가(ni) 말했다. ‘여기에 매달려있는(kr) 것
은(kr)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술로 가득 찬 껍질(avs)이다.

And at first he was

faithful to the ruler as regards the ships: but after a certain time he planned to
set on foot a conspiracy, and himself hoped to gain the rule. And having an
army at last, he openly revolted. And a general having come against him from
Probos, and a battle having taken place, Bonosos was defeated, and, hanging
himself with a rope, perished. And the conquerors said, 'Here hangs not a man,
but a skin full of wine.'

kai. prw/ton me.n pisto.j h=n tw|/ a;rconti peri. ta.j

nau/j\ meta. de. cro,non tina/ sunwmosi,an dienoei/to katasth/sai( kai. auvto.j
h/lpize th.n avrch.n kth,sasqai) stra,teuma de. e;cwn te,loj fanerw/j avpe,sth\
kai. evpelqo,ntoj para. tou/ Probou/ strathgou/ tinoj( kai. ma,chj genome,nhj(

h`sshqei.j o` Bo,nwsoj spa,rtw/ avpa,gxaj e`auto.n a;pe,qanen) oi` de. nikw/ntej
e;fasan

E
v ntau/qa

avfi,sthmi
avpa,gcw

kre,matai

come,

매달리다 hang,

evlpi,zw

fanerw/j

krema,nnumi
gain,

avnh,r(

반란을 일으키다 cause to revolt,

치권 beginning, ruler,
consider,

ouvk

avposth/nai

avsko.j

타동사 매달리다 hang;

ma,,ch, hj, h`

전쟁 fighting,

dianoe,omai

evpelqo,ntoj

h`ssa/sqai

터놓고 openly,

avpa,gcw

avsko.j

oi;nou

impf.

avrch,, h/j, h`

dienoou,mhn

PaAoAn2 from

패배했다 defeated,

kta,omai

얻기 acquire,

sunwmosi,a, aj, h`

ple,wj)

목매어 죽다 hang oneself,

aor 반란을 일으키다 revolt,

껍질 skin,

희망하다 hope,

avlla,

계획하다

evpe,rcomai

kre,mamai

kth,sasqai

통

오다

자동사,
aor 얻다

음모 conspiracy,

Mastros (188a), LXIII
매스트로스는 유명한 도둑(kl)이었다. 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이미 다른 책들(bi) 속
에서 예기되어졌다. 그리고 이전에 그는 아주 영리해(su)서 그리고 속이는데(evx) 아주
재치 있어서 그 도둑들의 지도자가(h`g) 되기를 바랬다(h;q). 그래서 그가 이것을 요구
했을 때에, 그들이 그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첫째로 당신은 반드시 신부의(i`e) 집
으로부터 그 고기를(kr) 훔쳐야 한다, 이것을 행하고(dr) 난 후에야(e;p) 당신이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Mastros was a famous thief, and many things about him have

already been told in other books. And once he wished to become leader of the
thieves, as being very intelligent, and very clever at deceiving. And when he
asked this, they said to him as follows: 'First you must steal the meat out of
the house of the priest, and then, having done this, you shall rule us.

Ma,stroj h=n kle,pthj evllogimoj( kai. polla, peri. auvtou/ evn e`te,roij bibli,oij
h;dh

le,lektai)

h;qele

de,

pote

h`gemw.n

tw/n

kleptw/n

gene,sqai(

w`j

sunetw,tatoj w;n( kai. deino,tatoj evxapata/n) ei=pon de. auvtw|/( tou/to aivth,santi(
toia,de\ Pro,teron me.n dei/ se to. kre,aj kle,yai evk th/j oivki,aj tou/ i`ere,wj(
kai. e;peita tou/to dra,saj h`mw/n a;rxeij)
do,

evxapata,w

속이다 deceive,

h`gemw,n

bibli,on
지도자 leader,

책 book,

i`ereu,j

dra,w

행하다

신부 m priest,

kre,aj

n 고기 meat,

suneto,j, h,, o,n

영리한 intelligent,

여 그 의미를 확충하는 서술 부정사다 >(118가).

evxapata/n은

동사와 결합하

ei=pon de. auvtw|/( tou/to aivth,santi

에선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속격을 취한 분사가 왔다 >(119겨).

(188b), LXIII
그러나 요리사나(ma) 다른 노예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아주 어려웠
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도(pr), 그 신부가 아무도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eva) 않
도록 그 노예들에게 책임을 지웠다(evf). 그래서 매스트로스는 아래와 같이 아주 재치
있는 고안을 창안했다(eu-). 자신을 늙은 여자로 옷을 입히고서 그는 큰 자루를 들었다.
But this of course was very difficult, as the cook and the other slaves were
guarding; and besides these things, the priest charged the slaves to let no one
pass into the house. So Mastros invented a very clever device as follows.
Having dressed himself up as an old woman, he took a great bag.

tou/to de.

dh. pa,nu duscere.j h=n( tou/ magei,rou kai. tw/n a;llwn dou.lwn fulasso,ntwn\
kai. pro.j tou,toij evfei/to toi/j dou,loij o` i`ereu,j mhde,na evj th.n oivki,an eva/n
parie,nai) w[ste mhcanh.n eu-ren o` Ma,stroj deinota,thn toia,nde) evnskeua,saj
e`auto.n w`j grau/n( me,gan e;labe qu,lakon)
...하게하다 let,

grau/j

evfi,esqai

d 책임을 지우다 charge,

늙은 여자 old woman,

d 이외에도 besides,

eu`ri,skw

ma,geiroj

fulasso,ntwn은

창안하다 invent,

evnskeuavzw

요리사 cook,

mhcanh,

독립속격이다 >(115누),

eva,w

옷입다 dress up,
고안 device,

mhde,na는

pro.j

부정적인

생각을 부인한다 >(124갸).

Mastros (189a), LXIV
그리고 산토끼(la) 3마리를 사서 그는 그들을 그 자루에(qu,)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끈으로 묶고(sc) 그는 집으로 갔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evx) 하는지를
물었다. ‘나는 가엾은(ta) 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노동으로 지쳐버렸다
(avp)’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은(oiv), 그 주인이(de) 금지했기 때문에, 그
를 허락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And having bought three hares, he put them into

the bag, and, having tied it round with a rope, he went to the house, and asked
that it should be permitted him to go in. 'For I am a wretched old woman,' said
he, 'and I am exhausted with labour.' And the slaves were afraid to allow him,
the master having forbidden.

kai trei/j lagw.j wvnhsa,menoj( evj to.n

qu,lakon e;qhke) kai scoini,w| peridh,saj pro.j th..n oivki,an h;e| i( kai. h;|thsen
evxei/nai eivselqei/n\ Grau/j ga,r eivmi( e;fh( talai,pwroj( kai. avpei,rhka tw|/
po,nw|) oi` de. oivke,tai evfobou/nto me.n eva/n( avpv eipo,ntoj tou/ despo,tou)
avpei,rhka

나는 지쳐버렸다 I am exhausted,

lord, master;

evxei/nai

talai,pwroj, on

despo,thj, ou, o`

허락을 받아야 한다 be permitted,

(호격

lagw.j

de,spota)

주인

산토끼 hare,

가엾은 miserable, wretched;

(189b), LXIV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ou=) 여자인 것을 그들은 보고서 위험을(ki,) 알아채지 못하고
그들은 그녀를 들어가게(eiv) 허락했다(ei;). 그리고 매스트로스는 성대한 감사들을 드렸
다(ca,

ei=),

그리고 들어가서(ei) 문 곁에 앉았다(evk). 그러나 그들에게 예기되어진 것

처럼 그 종들이(oi) 그 고기를(kr) 지키는 동안, 그리고 전혀 낮선 여자에 대해서 신
경을 쓰지(fr) 않는 동안에, 매스트로스는 그 자루를 열고(avn) 토끼 한 마리를 문을
통과해서 보냈다(avf). 그리고 뛰면서(evkp)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보라 토끼가 지나
갔다(pa).’

But at last, seeing that it was a woman, and suspecting no danger,

he let her go in. And Mastros gave great thanks, and going in, sat down by the
door. But while the servants were guarding the meat as had been told them,
and not minding the stranger woman at all, Mastros opening the bag sent one
hare through the door. And, jumping up, he shouted with a loud voice, 'Look! a
hare went by.'

te,loj de. ivdo,ntej gunai/ka dh. ou=san( kai. ouvde,na ki,ndunon

u`popteu,santej( ei;wn eivsie,nai) o` de. Ma,stroj ca,rin ei=ce pollh,n( kai.
eivselqw.n evka,qhto para. th|/ qu,ra|) tw/n de. oivketw/n to. kre,aj( w[sper ei;rhto(
fulasso,ntwn( kai. th/j xe,nhj ouvdamw/j frontizo,ntwn( avnoi,xaj to.n qu,lakon o`
Ma,stroj lagw. e[na avfh/ke dia. th/j qu,raj) evkphdh,saj de. mega,lh| th/| fwnh|/

evbo,a\ ivdou. lagw.j parh/lqen) avfi,hmi
e;cw

감사들을 드리다 give thanks,

ei;wn

(IdIpA3) from

PaAoAm1 from

ka,qhmai
from

evaw
,

evkphda,w

앉다,

PaPrA2m from

fula,ssw

let,

InPrA from

evkphda,w

뛰다 get up quickly,

ki,ndunoj, ou, o`

eivmi,, parevrcomai

eivsie,nai

...하도록 하다

위험,

xe,noj

열다 open,

ei;seimi

evkphdh,saj

g 신경을 쓰다 mind,

종들 servants,

ou=san

낮 선 stranger,

fulasso,ntwn는

ca,rin

들어가다 go in,

뛰다 jump up,

fronti,zw

oivke,thj

지나가다 go by,
지키다 watch,

avnoi,gw

보내다 send,

(PaPrAAf)

fulasso,ntwn

독립속격 >(119겨),

Mastros (190a), LXV
그리고 그들은 크게 놀랬고 쫓고 싶어하면서도(evp), 일절 그들의 주인을(de) 감히(to)
불순종(avp)하지는 않으면서 그 안뜰을(auv)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다. ‘이것
은 얼마나 불행한가, 다른 날들에는 우리가 쫓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산토끼를 결
코 본적이 없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보았을(ivd) 때, 우리가 그 집에 할 수 없이(avn)
머물렀다.

And they, greatly surprised, looked into the courtyard, desiring to

pursue, but not at all daring to disobey their master. And some one said, 'How
unlucky it is, for on the other days we can pursue, but we have never seen a
hare: but to-day, when we have seen, we are compelled to linger in the house.'

oi` de. qauma,santej dh. mega,lwj eivj th.n auvlh.n e;blepon( evpiqumou/ntej me.n
diw,kein( tw|/ de. despo,th| ouvdamw/j tolmw/ntej avpeiqei/n) kai. ei=pe, tij( `Wj
dustuce.j dh. tou/to\ tai/j me.n ga.r a;llaij h`me,raij duna,meqa diw,kein( avlla.
ouvde,pote lagw. e`wra,kamen\ sh,meron de. ivdo,ntej evn th|/ oivki,a| avnagkazomeqa
diatri,bein)

auvlh,

안뜰 courtyard,

수 없이..하다 compel,

avpeiqe,w

despo,th, o`ra,w

tolma,w

evpiqume,w

보다 see,

하고 싶어하다 desire,

하면 여격을 사용한다 >(117가).

auvlh,, h/j, h`

안뜰 courtyard,

d 불순종하다 disobey,
감히..하다 dare,

avnagka,zw

despo,th|

evpiqumou/ntej

할

m3 from

PaPrA1m from

tai/j me.n ga.r a;llaij h`me,raij처럼

시간을 표현

(190b), LXV
그리고 매스트로스는 잠간 후에(ou di po), 다른(e[t) 산토끼를 또 내 보내면서, 이제
는, 짐승이(qh) 달아나는 것을 그들에게 가리키면서(de), 다시(e;t) 더 크게(me) 소리 질
렀다(evb). 그리고 그들은 더욱 더 그것을 사냥하고(qh) 싶어 했다(evf). 그러나 아직도
감히 하지는(evt)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둑이(kl) 세 번째 산토끼를(la) 내어 보
낼 때, 그러자 그 노예들은 더 이상 그것을 견디지(avn) 못했다. 그러나 모두 함께(su,)
쫓으려고(di) 문 밖으로 나갔다(w;|c). 그리고 그는 그 동안에 그 고기들을 움켜잡고서
(avn) 그 자신 역시 도망쳤다(avp).

And Mastros, after a short time, letting go

another hare, shouted again yet louder, showing them the beast running away.
And they were still more eager to hunt it, but did not yet dare. And at last, the
thief letting go the third hare, then the slaves could stand it no longer, but all
together were off out of door in pursuit. And he meanwhile snatching up the

o` de. Ma,stroj ouv dia. pollou/ e[teron lagw.

meat himself too fled away.

meqei.j au=qij e;ti mei/zon evbo,a( dei,xaj to. qhri,on avpotre,con) oi` de. e;ti
ma/llon evfi,ento qhreu,ein( avll v ouvde,pw evto,lmhsan) te,loj de. to.n tri,ton
lagw. meqe,ntoj tou/ kle,ptou( to,te dh. ouvke,ti avne,sconto oi` dou/loi( avlla.
su,mpantej w;c| onto qu,raze diw,kontej) o` de. evn tou,tw| avnarpa,saj to. kre,aj
kai. auvto.j avpe,fugen)
stand,
out,

boa,w

소리 지르다 shout,

evfi,esqai

dei,xaj

싶어하다 to be eager,

히...하고 싶어하다 dare,
냥하다 hunt,

avnarpa,zw

su,mpantej

ouv dia. pollou/

움켜잡다 snatch up,

PaAoAm1 from

evto,lmhsan

dei,knumi

tolma,w

IdAoA3 from

diw,kontej

w;c| onto

IdIpM3

PaPrAm1 from

견디다

가리켜 주다 point

잠간 후에 after a short time,

모두 함께 all together,

가다 to be gone, to have gone;

avne,scomai

qhreu,w

oi;comai

diw,kw

+ in

감
사

밖으로 나

쫓다 pursue,

(186a) 비오션이 한 때는

(186a)

Boiwto,j pote

(186a) 에이톨리안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186a)

meta. Aivtwlou/ o`doiporw/n

(186a) 여관에 도착했다.

(186a)

eivj pandokei/on avfi,keto\

(186a) 그리고 들어가면서(eiv)

(186a)

kai. eivsio,ntej

(186a) 그들은 여주인에게 부탁했다.

(186a)

h;|thsan th/n pandokeu,trian

(186a) 그들을 영접해서

(186a)

de,cesqai

(186a) 그들을 즐겁게(xe) 하라고

(186a)

kai. xeni,zein e`autou,j)

(186a) 그런데 그녀는 말했다.

(186a)

h` de. avpedri,nato

(186a) 그 집이 다 찼다고

(186a)

o[ti ple,a evsti.n h` oivki,a(

(186a) 하나만 제외하고는(pl)

(186a)

plh.n evno.j

(186a) 오직 침실(oiv)

(186a)

mo,nou oivkh,matoj)

(186a)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면서

(186a)

evkei/se de. evlqo,ntej

(186a) 저녁식사가(de) 제공 되었고,

(186a)

kai. dei,pnou genome,nou

(186a) 마치 잠자는 것처럼

(186a)

w`j evj u[pnon

(186a) 그들은 바닦에(ca) 자신들을 눕혔다(evk). (186a)

evkoimw/nto camai,)

(186a) 그런데...수가 없어서,

(186a)

kai. ouv duna,menoi

(186a) 그들은 잠을(ka) 잘

(186a)

kaqeu,dein

(186a) 농담하고(sk)

(186a)

skw,ptein

(186a) 서로 웃기

(186a)

kai. gela/n| met v avllh,lwn

(186a) 그들은...시작했다.

(186a)

h;rconto)

(186b) 그리고 비오션이

(186b)

o` de. Boiwto.j

(186b) 그 발을 보고서

(186b)

ivdw.n to.n po,da

(186b) 자기 동료(e`t)의

(186b)

tou/ e`tai,rou

(186b)

evk tw/n strwma,twn

(186b) 불거져(pr) 나온

(186b)

proe,conta(

(186b) 얼마나 추한 발을

(186b)

(186b) 너는 갖고 있느냐?

(186b)

(186b) 양탄자(tw/

st)

밖으로

`Wj aivscro.n to.n po,da(
e;ceij\

(186b) 고 그는 말했다

(186b)

e;fh(

(186b) 내가 한 탤런트를 주겠다.’

(186b)

ta,lanto,n soi dw,sw

(186b) 만일 당신이 나에게 더 추한 것을 (186b)

aivsci,ona

(186b) 보일(de) 수 있다면

(186b)

dei,xanti)

(186b) 그런데 그는 즉시로

(186b)

o` de euvqu.j

(186b) 그의 왼 발을

(186b)

to.n avristero.n po,da

(186b) 밀어내면서

(186b)

evxw,saj

(186b) 그 양탄자로부터

(186b)

evk tw/n strwma,twn(

(186b) 이것이 더 추하다.’

(186b)

[Ode dh. aivsci,wn(

(186b) 고 말했다.

(186b)

e;fh\

(186b) 없기

(186b)

evndei/

(186b) 발가락(da) 하나가...때문에

(186b)

ga.r e`no.j daktu,lou)

(186b) 그러나 그 비오션은 응답했다.

(186b)

o` de. Boiwto.j avntei/pen(

(186b) 아니다, 단연코 더 아름답다.

(186b)

Ou;k( avlla. kalli,wn\

(186b) 그 작은 것은,

(186b)

to. ga.r e;lasson(

(186b) 만일 그것이 추하다면,

(186b)

aivscro.n o;n(

(186b) 그 큰 것

(186b)

tou/ mei,zonon

(186b) 보다 덜(h`t) 추하기 때문이다.’

(186b)

h`tton aivscro,n evsti)

(187a) 프로보스가

(187a)

Tou/ Probou/

(187a) 로마이오이의 통치자였을 때

(187a)

tw/n `Rwmai,wn a;rcontoj

(187a) 보노쏘스라는 어떤 군인이 있었다:

(187a)

stratiw,thj h=n tij Bo,nwsoj)

(187a) 그런데 이 사람을

(187a)

tou/ton de.

(187a) 이베리아에서 성장한(te)

(187a)

evn Iv bhri,a| teqramme,non

(187a) 프로보스는 배치했다

(187a)

avfh/ken o` Probo.j

(187a) 독일로

(187a)

evj Germani,an

(187a) 그리고 그 배들을

(187a)

kai. ta.j nau/j

(187a) 그에게 위탁했다.

(187a)

evpe,treyen auvtw|/

(187a) 그 분기 동안에

(187a)

ta.j evkei/qen

(187a) 준비하도록

(187a)

paraskeua,zein)

(187a) 그런데 보노쏘스는...이었다.

(187a)

h=n de. o` Bo,nwsoj

(187a) 지성(su)인(avn)

(187a)

suneto.j me.n anh,r(

(187a)

pacu.j de.

(187a) 그의 몸에 있어서

(187a)

to. sw/ma

(187a) 술취함(me,)으로

(187a)

kai. pro.j me,qhn

(187a) 돌아섰다.

(187a)

tetramme,noj)

(187b) 그리고 처음에는

(187b)

kai. prw/ton me.n

(187a) 그러나

뚱뚱하고(pa)

(187b) 그는 그 통치자에게 충성스러웠다.(187b)
(187b) 그 배에 관해서 말하자면

pisto.j h=n tw|/ a;rconti

(187b)

peri. ta.j nau/j\

(187b)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른 후 부터는 (187b)

meta. de. cro,non tina/

(187b) 음모를(su)

(187b)

sunwmosi,an

(187b) 시작하기로 계획했다(di).

(187b)

dienoei/to katasth/sai(

(187b) 그리고는 자신이 희망했다(h/l).

(187b)

kai. auvto.j h/lpize

(187b) 통치권을(avr) 얻기를(kt)

(187b)

th.n avrch.n kth,sasqai)

(187b) 그리고 군대를(st) 가지면서는

(187b)

stra,teuma de. e;cwn

(187b) 마침내(te,)

(187b)

te,loj

(187b) 그는 터놓고(fa) 반란을 일으켰다(avp). (187b)

fanerw/j avpe,sth\

(187b) 그를 대항해서 왔다(evp).

(187b)

kai. evpelqo,ntoj

(187b) 프로보스로부터

(187b)

para. tou/ Probou/

(187b) 어떤 장군이

(187b)

strathgou/ tinoj(

(187b) 그리고 전쟁이(ma,) 일어났다.

(187b)

kai. ma,chj genome,nhj(

(187b) 보노쏘스는 패배했다(h`s).

(187b)

h`sshqei.j o` Bo,nwsoj

(187b) 밧줄로

(187b)

spa,rtw/

(187b) 자신은 목매어 죽고(avp)

(187b)

avpa,gxaj e`auto.n

(187b) 살아졌다.

(187b)

a;pe,qanen)

(187b) 그리고 그 정복자가(ni) 말했다.

(187b)

oi` de. nikw/ntej e;fasan

(187b) 여기에 매달려있는(kr) 것은 (187b)

vEntau/qa kre,matai

(187b) 사람이 아니다.

(187b)

ouvk avnh,r(

(187b) 그러나 껍질(avs)이다.

(187b)

avlla, avsko.j

(187b) 술로 가득 찬

(187b)

oi;nou ple,wj)

(188a) 매스트로스는

(188a)

Ma,stroj

(188a) 유명한 도둑(kl)이었다.

(188a)

h=n kle,pthj evllogimoj(

(188a)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188a)

kai. polla, peri. auvtou/

(188a) 다른 책들(bi) 속에서

(188a)

evn e`te,roij bibli,oij

(188a) 이미 예기되어졌다.

(188a)

h;dh le,lektai)

(188a) 그리고 이전에 그는 바랬다(h;q).

(188a)

h;qele de, pote

(188a) 그 도둑들의 지도자가(h`g) 되기를

(188a)

(188a) 영리해(su)서

(188a)

w`j sunetw,tatoj w;n(

(188a) 그리고 속이는데(evx) 아주 재치 있어서

(188a)

kai. deino,tatoj evxapata/n)

(188a)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188a)

ei=pon de. auvtw|(/

(188a) 그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에,

(188a)

tou/to aivth,santi(

(188a) 아래와 같이

(188a)

toia,de\

(188a) 첫째로

(188a)

Pro,teron me.n

(188a) 당신은 반드시 그 고기를(kr)

(188a)

dei/ se to. kre,aj

(188a) 훔쳐야 한다,

(188a)

kle,yai

(188a) 신부의(i`e) 집으로부터

(188a)

evk th/j oivki,aj tou/ i`ere,wj(

(188a) 이것을 행하고(dr) 난 후에야(e;p)

(188a)

kai. e;peita tou/to dra,saj

(188a) 당신이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188a)

h`mw/n a;rxeij)

(188b) 그러나 이것은 물론

(188b)

tou/to de. dh.

h`gemw.n tw/n kleptw/n gene,sqai(

(188b) 아주 어려웠다.

(188b)

pa,nu duscere.j h=n(

(188b) 요리사나(ma)

(188b)

tou/ magei,rou

(188b) 그리고 다른 노예들이

(188b)

kai. tw/n a;llwn dou.lwn

(188b)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188b)

fulasso,ntwn\

(188b) 그리고 이들 이외에도(pr),

(188b)

kai. pro.j tou,toij

(188b) 그 노예들에게 책임을 지웠다(evf)

(188b)

evfei/to toi/j dou,loij

(188b) 그 신부가 아무도...않도록

(188b)

o` i`ereu,j mhde,na

(188b) 집안으로

(188b)

evj th.n oivki,an

(188b)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eva)

(188b)

evan/ parie,nai)

(188b) 그래서 고안을

(188b)

w[ste mhcanh.n

(188b) 매스트로스는 창안했다(eu-).

(188b)

eu-ren o` Ma,stroj

(188b) 아주 재치있는

(188b)

deinota,thn

(188b) 아래와 같이

(188b)

toia,nde)

(188b) 자신을 옷을 입히고서

(188b)

evnskeua,saj e`auto.n

(188b) 늙은 여자로

(188b)

w`j grau/n(

(188b) 그는 큰 자루를 들었다.

(188b)

me,gan e;labe qu,lakon)

(189a) 그리고 산토끼(la) 3마리를

(189a)

kai trei/j lagw.j

(189a) 사서

(189a)

wvnhsa,menoj(

(189a) 그들을 그 자루에(qu,)

(189a)

evj to.n qu,lakon

(189a) 그는 넣었다.

(189a)

e;qhke)

(189a) 그리고 그것을 끈으로 묶고(sc)

(189a)

kai scoini,w| peridh,saj

(189a) 그는 집으로 갔다.

(189a)

pro.j th..n oivki,an h;|ei(

(189a) 그리고

(189a)

kai. h;t| hsen

(189a) 허락을 받아야(evx) 하는지를

(189a)

evxei/nai

(189a) 들어가는 것을

(189a)

eivselqei/n\

(189a) ‘나는...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189a)

Grau/j ga,r eivmi(

물었다.

(189a) 그는 말했다.

(189a)

e;fh(

(189a) ...가엾은(ta)

(189a)

talai,pwroj(

(189a) 나는 노동으로 지쳐버렸다(avp)’

(189a)

kai. avpei,rhka tw|/ po,nw|)

(189a) 그런데 그 노예들은(oiv),

(189a)

oi` de. oivke,tai

(189a) 그를 허락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189a)

evfobou/nto me.n evan/ (

(189a) 그 주인이(de) 금지했기 때문에

(189a)

avpv eipo,ntoj tou/ despo,tou)

(189b) 그러나 마침내,

(189b)

te,loj de.

(189b) 보고서

(189b)

ivdo,ntej

(189b) 그것이 여자인 것을

(189b)

gunai/ka dh. ou=san(

(189b) 위험을...못하고 (ki,)

(189b)

kai. ouvde,na ki,ndunon

(189b) 알아채지

(189b)

u`popteu,santej(

(189b) 그들은 그녀를 들어가게(eiv) 허락했다(ei;). (189b)

ei;wn eivsie,nai)

(189b)

o` de. Ma,stroj

(189b)

ca,rin ei=ce pollh,n(

(189b) 그리고 들어가서(ei)

(189b)

kai. eivselqw.n

(189b) 앉았다(evk).

(189b)

evka,qhto

(189b) 문 곁에

(189b)

para. th|/ qu,ra|)

(189b) 그 종들이(oi) 그 고기를(kr)

(189b)

tw/n de. oivketw/n to. kre,aj(

(189b) 그들에게 예기되어진 것처럼

(189b)

w[sper ei;rhto(

(189b) 지키는 동안,

(189b)

fulasso,ntwn(

(189b) 그리고 낮선 여자에 대해서

(189b)

kai. th/j xe,nhj

(189b) 신경을 쓰지(fr) 않는 동안에,

(189b)

ouvdamw/j frontizo,ntwn(

(189b) 그 자루를 열고(avn)

(189b)

avnoi,xaj to.n qu,lakon

(189b) 매스트로스는

(189b)

o` Ma,stroj

(189b) 토끼 한 마리를

(189b)

lagw. e[na

(189b) 보냈다(avf).

(189b)

avfh/ke

(189b) 그리고 매스트로스는
(189b) 성대한 감사들을 드렸다(ca,

ei=),

(189b) 문을 통과해서

(189b)

dia. th/j qu,raj)

(189b) 그리고 뛰면서(evkp)

(189b)

evkphdh,saj de.

(189b) 큰 소리로

(189b)

mega,lh| th/| fwnh|/

(189b) 그는 외쳤다.

(189b)

evbo,a\

(189b) 보라

(189b)

ivdou.

(189b) 토끼가 지나갔다(pa).

(189b)

lagw.j parh/lqen)

(190a) 그리고 그들은

(190a)

oi` de.

(190a) 크게 놀랬고

(190a)

qauma,santej dh. mega,lwj

(190a) 그 안뜰을(auv)

(190a)

eivj th.n auvlh.n

(190a) 바라보았다.

(190a)

e;blepon(

(190a) 쫓고 싶어하면서(evp)

(190a)

evpiqumou/ntej me.n diw,kein(

(190a) 그러나 그들의 주인을(de)

(190a)

tw|/ de. despo,th|

(190a) 일절...않았다

(190a)

ouvdamw/j

(190a) 감히(to) 불순종(avp)하지는

(190a)

tolmw/ntej avpeiqei/n)

(190a)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다.

(190a)

kai. ei=pe, tij(

(190a)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가,

(190a)

(190a) 다른 날들에는

(190a)

tai/j me.n ga.r a;llaij h`me,raij

(190a) 우리가 쫓을 수 있다,

(190a)

duna,meqa diw,kein(

(190a) 그러나 결코...없다:

(190a)

avlla. ouvde,pote

(190a) 우리는 산토끼를 본적이

(190a)

lagw. e`wra,kamen\

(190a) 그러나 오늘은

(190a)

sh,meron de.

(190a) 우리가 보았을(ivd) 때,

(190a)

ivdo,ntej

(190a) 그 집에

(190a)

evn th|/ oivki,a|

(190a) 우리가 할 수 없이(avn) 머물렀다

(190a)

avnagkazomeqa diatri,bein)

(190b) 그리고 매스트로스는

(190b)

o` de. Ma,stroj

(190b) 잠간 후에(po),

(190b)

ouv dia. pollou/

`Wj dustuce.j dh. tou/to\

(190b) 다른(e[t) 산토끼를

(190b)

e[teron lagw.

(190b) 또 내 보내면서

(190b)

meqei.j au=qij

(190b) 다시 더 크게(me) 소리 질렀다(evb) (190b)

e;ti mei/zon evbo,a(

(190b) 그들에게 가리키면서(de),

(190b)

dei,xaj

(190b) 짐승이(qh) 달아나는 것을

(190b)

to. qhri,on avpotre,con)

(190b) 그리고 그들은 더욱 더

(190b)

oi` de. e;ti ma/llon

(190b) 그것을 사냥하고(qh) 싶어 했다(evf). (190b)

evfi,ento qhreu,ein(

(190b) 그러나 아직도 ...않았다

(190b)

avll v ouvde,pw

(190b) 감히 하지는(evt)

(190b)

evto,lmhsan)

(190b) 그리고 마침내,

(190b)

te,loj de.

(190b) 세 번째 산토끼를(la)

(190b)

to.n tri,ton lagw.

(190b) 그 도둑이(kl) 내어 보낼 때,

(190b)

meqe,ntoj tou/ kle,ptou(

(190b) 그러자

(190b)

to,te dh.

(190b) 더 이상 그것을 견디지(avn) 못했다. (190b)

ouvke,ti avne,sconto

(190b) 그 노예들은

(190b)

oi` dou/loi(

(190b) 그러나 모두 함께(su,)

(190b)

avlla. su,mpantej

(190b) 문 밖으로 나갔다(w;|c).

(190b)

w;|conto qu,raze

(190b) 쫓으려고(di)

(190b)

diw,kontej)

(190b) 그리고 그는

(190b)

o` de.

(190b) 그 동안에

(190b)

evn tou,t w|

(190b) 그 고기들을 움켜잡고서(avn)

(190b)

avnarpa,saj to. kre,aj

(190b) 그 자신 역시 도망쳤다(avp).

(190b)

kai. auvto.j avpe,fugen)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86부터 190까지 읽어보라
The Beotian's Food (186), LXI
Boiwto,j pote meta. Aivtwlou/ o`doiporw/n eivj pandokei/on avfi,keto\ kai.

eivsio,ntej h;t| hsan th/n pandokeu,trian de,cesqai kai. xeni,zein e`autou,j) h` de.
avpedri,nato o[ti ple,a evsti.n h` oivki,a( plh.n evno.j mo,nou oivkh,matoj) evkei/se de.
evlqo,ntej kai. dei,pnou genome,nou w`j evj u[pnon evkoimw/nto camai,) kai. ouv
duna,menoi kaqeu,dein skw,ptein kai. gela/|n met v avllh,lwn h;rconto) Boiwto.j
ivdw.n to.n po,da tou/ e`tai,rou evk tw/n strwma,twn proe,conta( W
` j aivscro.n to.n
po,da( e;fh( e;ceij\ ta,lanto,n soi dw,sw aivsci,ona dei,xanti) o` de euvqu.j to.n
avristero.n po,da evxw,saj evk tw/n strwma,twn( O
[ de dh. aivsci,wn( e;fh\ evndei/
ga.r e`no.j daktu,lou) o` de. Boiwto.j avntei/pen( Ou;k( avlla. kalli,wn\ to. ga.r
e;lasson( aivscro.n o;n( tou/ mei,zonon h`tton aivscro,n evsti)
Bonosos (187), LXII

Tou/ Probou/ tw/n

R
` wmai,wn a;rcontoj stratiw,thj h=n tij Bo,nwsoj) tou/ton

de. evn vIbhri,a| teqramme,non avfh/ken o` Probo.j evj Germani,an kai. ta.j nau/j
evpe,treyen auvtw|/ ta.j evkei/qen paraskeua,zein) h=n de. o` Bo,nwsoj suneto.j me.n
avnh,r( pacu.j de. to. sw/ma kai. pro.j me,qhn tetramme,noj) kai. prw/ton me.n
pisto.j h=n tw|/ a;rconti peri. ta.j nau/j\ meta. de. cro,non tina/ sunwmosi,an
dienoei/to katasth/sai( kai. auvto.j h/lpize th.n avrch.n kth,sasqai) stra,teuma
de.

e;cwn

te,loj

fanerw/j

avpe,sth\

kai.

evpelqo,ntoj

para.

tou/

Probou/

strathgou/ tinoj( kai. ma,chj genome,nhj( h`sshqei.j o` Bo,nwsoj spa,rtw/
avpa,gxaj e`auto.n a;pe,qanen) oi` de. nikw/ntej e;fasan vEntau/qa kre,matai ouvk
avnh,r( avlla, avsko.j oi;nou ple,wj)
Mastros (188), LXIII
Ma,stroj h=n kle,pthj evllogimoj( kai. polla, peri. auvtou/ evn e`te,roij bibli,oij

h;dh

le,lektai)

h;qele

de,

pote

h`gemw.n

tw/n

kleptw/n

gene,sqai(

w`j

sunetw,tatoj w;n( kai. deino,tatoj evxapata/n) ei=pon de. auvtw|/( tou/to aivth,santi(

toia,de\ Pro,teron me.n dei/ se to. kre,aj kle,yai evk th/j oivki,aj tou/ i`ere,wj(
kai. e;peita tou/to dra,saj h`mw/n a;rxeij) tou/to de. dh. pa,nu duscere.j h=n( tou/
magei,rou kai. tw/n a;llwn dou.lwn fulasso,ntwn\ kai. pro.j tou,toij evfei/to
toi/j dou,loij o` i`ereu,j mhde,na evj th.n oivki,an evan/ parie,nai) w[ste mhcanh.n
eu-ren o` Ma,stroj deinota,thn toia,nde) evnskeua,saj e`auto.n w`j grau/n( me,gan
e;labe qu,lakon)
Mastros (189), LXIV
kai trei/j lagw.j wvnhsa,menoj( evj to.n qu,lakon e;qhke) kai scoini,w| peridh,saj

pro.j th..n oivki,an h;e| i( kai. h;t| hsen evxei/nai eivselqei/n\ Grau/j ga,r eivmi( e;fh(
talai,pwroj( kai. avpei,rhka tw|/ po,nw|) oi` de. oivke,tai evfobou/nto me.n evan/ (
avvpeipo,ntoj tou/ despo,tou) te,loj de. ivdo,ntej gunai/ka dh. ou=san( kai. ouvde,na
ki,ndunon u`popteu,santej( ei;wn eivsie,nai) o` de. Ma,stroj ca,rin ei=ce pollh,n(
kai. eivselqw.n evka,qhto para. th|/ qu,ra|) tw/n de. oivketw/n to. kre,aj( w[sper
ei;rhto( fulasso,ntwn( kai. th/j xe,nhj ouvdamw/j frontizo,ntwn( avnoi,xaj to.n
qu,lakon o` Ma,stroj lagw. e[na avfh/ke dia. th/j qu,raj) evkphdh,saj de. mega,lh|
th/| fwnh|/ evbo,a\ ivdou. lagw.j parh/lqen)
Mastros (190), LXV
oi` de. qauma,santej dh. mega,lwj eivj th.n auvlh.n e;blepon( evpiqumou/ntej me.n

diw,kein( tw|/ de. despo,th| ouvdamw/j tolmw/ntej avpeiqei/n) kai. ei=pe, tij( `Wj
dustuce.j dh. tou/to\ tai/j me.n ga.r a;llaij h`me,raij duna,meqa diw,kein( avlla.
ouvde,pote lagw. e`wra,kamen\ sh,meron de. ivdo,ntej evn th|/ oivki,a| avnagkazomeqa
diatri,bein) o` de. Ma,stroj ouv dia. pollou/ e[teron lagw. meqei.j au=qij e;ti
mei/zon evbo,a( dei,xaj to. qhri,on avpotre,con) oi` de. e;ti ma/llon evfi,ento
qhreu,ein( avll v ouvde,pw evto,lmhsan) te,loj de. to.n tri,ton lagw. meqe,ntoj tou/
kle,ptou( to,te dh. ouvke,ti avne,sconto oi` dou/loi( avlla. su,mpantej w;|conto
qu,raze diw,kontej) o` de. evn tou,tw| avnarpa,saj to. kre,aj kai. auvto.j avpe,fug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