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u,klhroj tij h=n pote ovno,mati Ko,limoj)
Kolimos (191a), LXVI
이전에 이름이 콜리모스라는 한 선장이(na)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의 태어난
나라(pa)로부터 오랜 항해를 떠난(avp) 후에, 그리고 많은 달들(mh/) 동안 부재한(avp)
후에, 아틀란티코스라 불리우는(ovn) 큰 바다를 통해서 조용하게(h`s) 집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섬들, 바위들, 물의(u[d) 얕음(br) 등 바다의 모든 부품들이 그 안
에(evn

h-)|

기록이 된(evn) 한 평판을(de,) 갖고 있었다.

There was once a captain by

name Kolimos. And this man, having gone away a long voyage from his native
country, and having been absent many months, was sailing quietly home through
the great sea which is called Atlantikos. And he had a certain tablet in which all
the parts of the sea were inscribed, both islands and rocks and the shallows of

nau,klhroj tij h=n pote ovno,mati Ko,limoj) ou-toj de. polu.n

the water.

avpagago,menoj avpo. th/j patridoj( kai. pollou.j mh/naj avpodhmh,saj( e;plei
h`su,cwj oi;kade dia. tou/ mega,lou po,ntou o[j vAtlantiko.j ovnoma,zetai) ei=ce de.
de,lton tina. evn h-| evnegra,fh pa,nta ta. tou/ po,ntou( nh/soi, te kai. pe,trai kai.
tou/ u[datoj ta. brace,a)

avpa,gesqai

go on a journey, be away, absent;
inscribe,

h[sucoj

ovnoma,zetai

조용한 quiet,

IdPrP3

native country,

from

ta. brace,a)

de,ltoj

mh,n $ &h/n&%

ovnoma,zw

떠나다 go away,
평판 tablet,

달 month,

give a name,

얕음들 shallows,

avpodhme,w

부재하다

evggra,fw

기록하다

nau,klhroj

patri,j $ &i,d&%

u[dwr, atoj, to,

선장 captain,
f 태어난 나라

물 water,

pa,nta ta.

= all the parts에서 정관사 용법은 >(110너).

(191b), LXVI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우연히(e;t) 배에(nh) 앉아서 이 평판을(de,) 점검하고 있었다. 그
리고 우연히 곁에 있는(pa) 그 선원들 중의 하나에게 거기에(evk) 기록된 어떤 섬을 보

여주고(de) 있었다. ‘보라,’ 그가 예기했다. ‘그것은 우리가 항해해야 하는 그 길 밖에
(e;x)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섬은 우리가 접근하기에는(pr) 전혀 편리하지(evp) 않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하게도(qa) 거기에 가고 싶은 욕망이(evp) 있었다.
And he chanced one day to be sitting in the ship and examining this tablet.
And showing a certain island, there written, to one of the sailors who happened
to be standing by. 'Behold,' he said, 'this island is not at all convenient for us
to approach, for it lies outside the way which we must sail. Nevertheless I

e;tuce de, pote evn th|/ nhi? kaqh,menoj kai.

wondrously desire to go there.

diaskopw/n tau,thn th.n de,lton) nh/son de, tina evkei/ gegramme,nh dei,xaj tw/n
nautw/n tini. o]j e;tuce parestw,j( ivdou,( e;fh( au[th h` nh/soj ouvdamw/j
evpithdei,a h`mi/n evsti proselqei/n) e;xw ga.r kei/tai th/j o`dou/ h]n dei/ pleu/sai\
o[mwj de. qaumasi,wj evpiqumw/ evkei/se evlqei/n)
dei,knumi

보여주다 show,

evpith,deioj
acc.

nau/n, h`

편리한 convenient,
배 ship;

게도 wonderful,
다 >(116교).

e;xw

밖에 outside,

kei/tai

parasth/nai

th/j o`dou/ h]n에서

evpiqume,w

IdPrP3 from

kei/mai

곁에 있는 stand by,

4격

evpiqumw/ evkei/se evlqei/n

dei,xaj

h]n이

PaAoAm1 from

욕망이 있다 desire,
놓여있다 lie,

nau/j,

qauma,sioj, a, on

이상하

pleu/sai

때문이

온 이유는 동계단어인

= I desire to go there에서 부사의 유치가 영

어에 놓인 부사의 위치와 다른 점을 잘 보아 두어야 한다 >(121갸).

Kolimos (192a), LXVII
그리고 그 선원이 물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큰 욕망(ep)에 홀렸습니까(ka)? 집에 있
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w`j) 빠르게(ta,) 집으로 서두르(sp)라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요

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고백(o`m)하겠
다: 아마도 내가 너에게는 어리석은(mw/) 자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모든
것을 들었을 때에는, 나를 용서할(su) 것이다고 나는 생각한다(oi=). ‘ 이 섬에 대해서
는 내가 가장 두려운(de) 꿈을(evn)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오직 한 번만
(a[p)이 아니고, 그러나 어제 밤에는 4번째(te,)였다.

And the sailor asked, 'Why

are you possessed with so great a desire? for the people at home earnestly
requested us to hasten home as quickly as possible.' And he answered, 'I will
confess everything to you: for perhaps I shall seem to you to be a fool, but you
will forgive me, I think, when you have heard all. For about this island I have
seen a most dreadful dream, and that not once only, but last night for the

o` de. nau,thj h;reto( Dia. ti, toiau,th| epiqumi,a| kate,cei* oi`

fourth time.

ga.r oi;koqen sfo,dra evke,leusan h`ma/j w`j ta,cista oi;kade speu,dein) o` de.
avpekri,nato\ vEgw. de. pa,nta o`mologh,sw\ i;swj me.n ga.r mw/ro,j soi do,xw
ei=nai( suggnw,sei de, moi( oi=mai( pan,ta avkou,saj) peri. ga.r tau,thj th/j nh,sou
evnu,pnion ei=don deino,taton( kai. tou/to ouvc a[pax mo,non avlla. tau,thj th/j
nukto.j to. te,tarton)
번만 once,

aj, h`

deino,j, h,, o,n

욕망 desire,

mwro,j, a,, o,n
confess,

kate,comai

IdPrM1 from

avkou,w

evnu,pnion, ou, to,

에 홀리다 be possessed,

o`mologh,sw

oi;omai

용서하다 forgive,

for the fourth time,

PaAoA1m from

두려운 fearful,

어리석은 foolish,

oi=mai

suggignw,skw

avkou,saj

tacu,j, ei/a, u,

th/j nukto.j처럼

kate,cw

빠르게 quick,

한

홀리다 possess,

o`mologe,w

speu,dw

a[pax

evpiqumi,a,

꿈 a dream,

IdFuA1 from

생각한다 think,

듣다 hear,

고백하다

서두르다 hasten,

to. te,tarton

4번째

어느 기간 안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속격을 취

한다 >(115녀).

(192b), LXVII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섬의 먼 쪽에는(evn

tw/| evp)

항구가(li) 하나

있다. 그리고 물로부터 불쑥 내밀어진 바위들이 거기에(evn) 있다. 그리고 그 바위들에
는 단단히 쳐 밖힌(evne) 그리고 파도들(ku)에 의해서 파괴된(avp) 배 한척이 있다. 그리
고 거기에는, 돛대에(i`s) 매여서(de), 바다로부터 그의 머리를 거의(mo,) 들어올리지
(u`p) 못하는 어떤 불쌍한(ta) 노예가 사라지고(죽다)(avp)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네
번이나(te) 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하튼(pw) 무서운 상태에 있다.

And I saw

something like this. On the far side of the island there is a harbour, and there
are rocks projecting out of the water. And on the rocks there is a ship stuck

fast, and being destroyed by the waves. And there, tied to a mast, and scarcely
projecting with his head out of the sea, a certain miserable slave is perishing.

ei=don de.

And this having seen four times, I am in a dreadful state.'

toio,nde\ evn tw/| evpe,keina th/j nh,sou limh,n ti,j evsti( kai. evntau/qa pe,trai evk
tou/ u[datoj prou,cousai\ evpi. de. tai/j pe,traij ploi/on, ti evnesthko,j kai. u`po.
kuma,twn avpollu,menon\ evntau/qa de. pro.j tw/| i`stw|/ dedeme,noj kai. mo,lij th/|
kefalh/| u`pere,cwn th/j qala,sshj dou/lo,j tij talai,pwroj avpoqnh,skei) tou/to
de. tetra,kij ivdw.n deinw/j pwj dia,keimai)
avpoqnh,s| kw

죽다 die.

dedeme,noj

PaPePm1 from

에 있다 to be in a certain state,

evni,sthmi

i`sto,j
mo,lij

harbour,

u`pere,cwn

m 돛대 mast,
거의...아니다

PaPrAm1 from

u`pere,cw

de,w

evn tw/| evpe,keina

단단히 쳐 밖히다 stick fast,

farther on,

avpo,llumi

evntau/qa,

매다 tie,

dia,keimai

어떤 상태

g 먼 쪽에는 On the far side,

here, there,

ku/ma, atoj to,
scarcely,

파괴하다 destroy,

evpe,keina

파도 wave,

tetra,kij

먼 쪽에는

limh,n

항구

네 번이나 four times,

들어 올리다 be highly placed,

talai,pwroj, on

불쌍한 miserable,

Kolimos (193a), LXVIII
그리고 그 선원은 그것을 들으면서, 마치 광경(o;y)처럼,
일로 인해서

자신을 잃고(evxes), 무서운

어쩔줄(avp) 모르며, 그도 역시 깜짝 놀라게 되었다(evx).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hvn) 않았고 그 배를(na) 그것의 항해 길로부터 돌려서(avp),
그 섬에(nh,) 즉시로(euvq) 접근되어지도록(evf) 했다. 그리고 콜리모스는 도착해서 그
해변가(aiv)의 모양이(ivd) 그가 그 꿈에서 보았던 저(evk)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보았
다.

And the sailor hearing it was thunderstruck himself too, as though be a

vision, being beside himself, and at a loss, owing to the terrible thing. And at
last they no longer endured, but turning aside the ship from its voyage bore
straight down upon the island. And Kolimos having arrived recognised the form
of the beach, as the same with that which he saw in the dream.

o` de. nau,thj avkou,saj evxepla,gh( kai. auvto.j w[sper eiv o;yei evxestw.j e`autou/
kai. avporw/n dia. to. deino,n) te,loj de. ouvke,ti hvne,sconto( avlla. avpostre,yantej
th.n nau/n tou/ plou/ evpi. th/j nh,sou euvqe,wj evfe,ronto) avfiko,menoj de. o`
Ko,limoj avne,gnw th.n ivde,an tou/ aivgialou/( th.n auvth.n ou=san evkei,nh| h[n ei=den
evn tw|/ evnupni,w)|
avporw/n

euvqe,wj

aside,

fe,rw

PaPrAm1 from

aivgialo,j
avpore,w

m 해변가 beach,

어쩔줄 모르며 at a loss,

즉시로 immediately,

euvqu,

접근하다 move out of position, drive;

evpi,

깜짝 놀라게 되었다 thunderstruck,

one's-self,

fe,resqai

o;yij

접근하다 bear down,

광경 vision,

ou=san

evfe,ronto

돌리다 turn
IdIpP3 from

...에 upon,

evxi,sthmi

ivde,a

(PaPrA4f) from

기다리다 endure,

avpostre,fw

직선으로 straight,

evplagh/nai
island,

avne,comai

자신을 잃고 be beside

모양 form,

eivmi,( evkei,nh|는

nh/soj, ou, h`

섬

닮음을 표현하기 때

문에 여격을 취했다 >(117규).

(193b), LXVIII
그리고 그 먼 쪽으로 항해를 한 후에 그들은, 다른 것들 뿐만아니라(ta,

te)

선장이 설

명했던 것처럼 그 항구까지도 발견했다. 그 땅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바위들이-그것
들 위에 한 배가 밖혀(evm) 있고 바다에(qa) 의해서 파괴되어진(di)-물로부터 솟아있었
다(evx). 이것들에 입항을(sc) 해서 난파선(na)에 승선한(evm) 후, 그들은 그 노예가 거
의(mo,

ouv)

죽어(te)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풀어진

(lu) 후에는 약간 회복하면서(avn) 그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And having sailed to

the far side they found both the other things and the harbour as the captain
had explained. And not far from the land rocks were standing out of the water,
on which a ship was fixed and being destroyed by the sea. And putting in to
these and going on board the wreck, they found the slave all but dead. And
being untied, for he was bound, and having recovered a little, he spoke as
follows:

kai. pleu,santej evj to. evpe,keina( eu-ron ta, te a;lla kai. lime,na

w[sper dihgh,sato o` nau,klhroj kai. ouv makra,n avpo. th/j gh/j pe,trai

evxe,stasan evk tou/ u[datoj( ef v ai-j ploi/on h=n evmpephgo,j( kai. diafqeiro,menon
th/| qala,ssh|) evj tau,taj de. sco,ntej kai. evmba,ntej evj to. naua,gion eu-ron to.n
dou/lon mo,non ouv teqnhko,ta\ luqei.j de. $evde,deto ga.r% kai. avnapneu,saj ti
e;lege toia,de)

ai-j

destroy,

dihgh,sato

evsbai,nw

승선하다

(PaPeA1n) from
wreck,

go

fixed =

on

evmph,gnumi

qa,lassa, hj, h`

dihgh,sato에는

avnapne,w

(IdAoM3) from

도 not only...but also,
=

(RL3f),

board,

회복하다 recover,

dihge,omai

밖혀진

lu,w

바다 sea,

scei/n

teqnhko,ta

PaPfAm4 from

fixed

풀다 untie,

입항하다 put in,

qnh,|skw

ta, te

파괴하다

evmbai,nw

말하다 tell, relate;

evmpephgw,j

고정시키다 to fix,

diafqei,rw
on,

=

evmpephgo,j

naua,gion

난파선

뿐만아니라...까지

죽다 die, had explained

영어의 대과거가 그리스어에서는 부정과거가 왔다 >(120그). was

h=n evmpephgo,j처럼

수동태에 대해서는 >(120느). was bound =

evde,deto ga.r

에서는 영어의 수동태를 미완료로 옮겼다 >(120니).

Kolimos (194a), LXIX
‘삼일 전에(pr) 우리는 이 섬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폭력적이며 해적인
(lhs) 선장은 거기에 입항해서 비밀리에(la,) 섬사람들을(nh) 공격하고(evp) 모든 것을
약탈할(lh)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 홀로 그것을 반대 발언했기(avn) 때문에,
그들은 모두(a[p) 화가 났고 그래서 나를 잡아서, 묶었고, 나를 굶겨(li) 죽이려는(avp)
의도(di)였다.

'Three days ago (before) we were sailing towards this island.

And the captain, a violent man and a pirate, had a mind to put in there and
attack the islanders secretly, and plunder everything. But as I alone spoke
against it, they all got angry, and having taken and bound me thus, intended to
put me to death by hunger.

Trisi.n h`me,raij pro,teron evpi. tau,thj th/j

nh,sou evpleomen o` de. nau,klhroj( bi,aio,j tij w'n kai. lh|sth,j( evn nw/| ei=cen
evnta/uqa scw.n evpiqe,sqai toi/j nhsiw,taij la,qra kai. pa,nta

lhi<zesqai) evmou/

de. mo,nou avntile,gontoj( evcale,painon a[pantej( kai. labo,ntej evme. kai.
dh,santej ou[tw dienoou/nto limw|/ avpoktei,nein)

avntile,gw

반대 발언하다

speake against,
하다 intend,
pirate,

avpoktei,nein

evpiqe,sqai

lhi<zesqai

tij w'n

InPrA from

evpiti,qhmi

InAoM from

약탈하다 plunder,

avpoktei,nw

죽이다 kill,

dienoou,mhn

의도

lh|sth,j

해적

공격하다 attack,

nhsi,on, ou, to,

작은 섬 little island,

= a violent man에서는 그리스어에 사용된 분사

w'n이

bi,aio,j

영어에서는 생략 되었

다 >(119더).

(194b), LXIX
그러나 그 밤에, 그 항구에 가까워(evg)져서, 그들 자신들은, 이들 바위들 가까이 항해
했다(pr)는 것을 알지 못했고(e;l) 난파선이 되어(evn)버렸다. 그리고 태풍이(ce) 있어서
그들은 온 밤에 두려워(fo)하면서, 저주하면서(evp) 그리고 더러는 술취하(evm)기까지 하
면서 남아(e;m) 있었다. 그리고 날이 새면서(a[m

e[w),

그 배는(le,m) 단단하게(evmp) 박혀

버렸다. 그들은 그 배에(le,) 승선했다, 그리고 땅으로 구조가 되도록(sw) 시도(evpe)했
다. 그러나 그 배는 그 바위들에 좌초되어 버려서 그들은 모두 즉시로(euv) 사멸해 버
렸다.

But in the night, being near to the harbour, without knowing it they

sailed close to these rocks and made shipwreck. And there being a storm they
remained all night, fearing and cursing, and some even got drunk. And at
daybreak, the ship being firmly stuck, they went on board the boat, and tried to
get safe to land. But the boat being ground against the rocks, they all at once

th/j de. nukto.j evggu.j o;ntej tw|/ lime,ni( e;laqon e`autou.j tau,taij

perished.

tai/j pe,traij prosple,ontej( kai. evnaua,ghsan) ceimw/noj de. o;ntoj pa/san me.n
th.n nu,kta fobou,menoi kai. evparw,menoi e;menon( eivsi. de. oi] kai. evme,quon\ a[ma
de. th|/ e[w| tou/ ploi,ou evmpe,dwj evnesthko,toj( evj to.n le,nbon evsba,ntej
evpeirw/nto pro.j gh/n swqh/nai) trifqe,ntoj de. tou/ le,mbou pro.j tai/j pe,traij
pa,ntej euvqu.j avpw,lonto)

a[ma e[w|

lanqa,nw

알지 못하다 escape notice,

evmpe,dwj

단단하게 firmly,

shipwreck,

evnesthko,toj

evnaua,ghsan

PaPeA2m from

날이 새면서 at daybreak,

eivsi.

(IdPrA3) from

IdAoA3 from

evni,sthmi

e;laqon

eivmi,( evggu,j

nauage,w

be present,

IdAoA3

가까운 near,

난파선이 되다 suffer

evpara/sqai

저주하다

curse,

evpeirw/nto

fobe,w

두려워하다 be afraid,

get drunk,
InAoP from

ceimw/n

prosple,w
sw,|zw

peira,w

IdIpM3 from

le,mboj

시도하다 try,

배 boat,

me,nw

m 태풍 storm,

ceimw,n, w/noj,

tri,boj, ou, h`

PaPrMm1 from

mequ,o

술취하다

get safe,

swqh/nai

남다 remain,

swqh/nai

가까이 항해하다 sail close,

구조가 되다 be rescued,

fobou,menoi

path,

태풍 rainy and stormy weather;

Kolimos (195a), LXX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a;x

h=s)

할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게(ka)

사멸한(avp) 후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
이상 아무런 희망도(h;l) 없었고, 어떠한 구조도(sw) 나타나지(evf) 않았다. 그런데 그
배는 점점(ka

mi)

바다 속으로 끊임없이(ave) 가라앉고(kat) 있었다. 그 후로(evn) 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And these men having perished thus miserably, as they

deserved, I gave thanks to the God, but about myself I hoped nothing more, nor
did there appear any rescue. But the ship, little by little, was constantly sinking

kai. tou,twn me.n

into the sea. And then a wonderful thing happened.

ou[twj( w`j a;xioi h=san( kakw/j avpolome,nwn(

evgw. ca,rin ei=con tw/| qew/\| peri.

de. evmautou/ ouvde.n ple,on h;lpizon( ouvde. evfa,nh swthri,a ouvdemi,a) to. de.
ploi/on kata. mikro.n avei. evj qa,lassan katedu,eto) evntau/qa de. qaumasto,n ti
evgei,neto)
perish,

a;xioi ei=nai

evlpi,zw

by little,

ou;shj

hope,

evfa,nh

PaPrA2f from

당연히 받아야 한다 deserve,

IdAoP3 from

fai,nw

eivmi,( katadu,omai

appear,

avpo,llumi

kata. mikro,n

가라앉다 sink,

사멸하다
점점 little

swthri,a

구조

rescue,

(195b), LXX
낮이었지만, 나는 나의 이전 모든 것들 보다 더 분명한(evm) 환상을(evn) 보았기 때문에,
마치 앵글리아로 향해서 앞으로 항해하는(pa) 한 배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는 그들이 닦아 와서(pr) 나를 구조하기를(evk)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방치하고(avm)서 앞을 향해서(evj

to. pr)

급하게 가버렸다(evf).

For though it was

day, I saw a vision clearer than all my former ones. For I saw a ship sailing
along as though towards Anglia, and I expected them to come up and rescue

h`me,raj ga.r ou;shj

me. But they, neglecting me, sped away forwards.

evnu,pnion ei=don pa,ntwn tw/n pro,teron evmfane,steron) ei=don ga.r ploi/o,n ti
paraple,on w`j evpi. A
v ggli,aj\ kai. evgw. me.n h;lpizon auvtou.j proselqo,npaj evme.
evksw,sein\

oi` de. avmelou/ntej evj to. pro,sqen evfe,ronto)

PaPrAm1 from

avmele,w+gen

가버리다 rush, speed away.
다 rescue,

fe,resqai

evmfanh,j, e,j

방치하다 neglect,

evj to. pro,sqe

닦아오다 approach,

사용되었다 >(119니).

fe,rw

급하게

evksw,zw

구조하

IdIpP3 from

앞을 향해서 forwards.

분명한 clear, visible,

evnu,pnion, ou, to,

환상 vision,

paraple,w

앞으로 항해하는 sail along,

ou;shj)))ei=don에서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가

급하게 가버리다 speed away,

prose,rcomai

evfe,ronto

avmelou/ntej

tw/n pro,teron에서

정관사 만으로

evnu,pnion을

표현한다

>(110규).

(195c), LXX
그리고 나는 실망해서(evx), 크게 울부짖었(evb)다. 그리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 고
상한(ge) 노인이(ge,) 일어났고(avn) 그 배를 그것의 항로로부터 돌렸다(avp). 그리고 그
들이 도착해서(avf) 나를 구했던(di)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고(evg) 부르짖는 소리
를 들었다. 그래서 나의 눈들을 떴을(avn) 때에 당신과 함께 나에게 닦아오는(pr) 똑같
은 노인을 나는 보았다.

And I, being disappointed, cried out loudly. And

hearing my voice there rose up a noble old man and turned the ship out of its
voyage, and they arrived and saved me. And I awoke, and heard a cry, and
opening my eyes saw the same old man coming up to me with you.'

evgw.

de. evxapathqei.j evbo,wn sfo,dra\ th/j de. fwnh/j avkou,saj avne,sth ge,rwn tij
gennai/oj( kai. avpe,streye th.n nau/n tou/ plou/( kai. avfiko,menoi die,swsa,n me)
evgerqei,j de. boh/j h;kousa( kai. avnoi,xaj tou.j ovfqalmou.j to.n auvto.n ge,ronta

ei=don meq v u`mo/n prosio,nta)
나다 rise up,
from

avnoi,xaj

avpostre,fw

구하다 rescue,
다 awake,

gennai/oj

PaAoAm1 from

turn away,

evgerqei.j

evxapata,w
고상한

avfikne,omai

bo,h

avnoi,gw

boa,w

evgei,rw

실망하다 disappoint,

noble,

(눈을)뜨다 open,

울부짖음 cry,

PaAoPm1 from

prosio,nta

도착하다 reach,

avpe,streye

울부짖다 cry out,

깨어나다 wake,

from

일어

IdAoA3

diasw,|zw

evgerqh/nai

ge,rwn, ontoj, o`

PaPrAm4

avnasth/nai

깨어나

노인 old man,

prose,rcomai

닦아오다

approach,

(191a) 이전에 한 선장이(na) 있었다.

(191a)

nau,klhroj tij h=n pote

(191a) 이름이 콜리모스라는

(191a)

ovno,mati Ko,limoj)

(191a) 그리고 이 사람은,

(191a)

ou-toj de.

(191a) 오랜 항해를 떠난(avp) 후에,

(191a)

polu.n avpagago,menoj

(191a) 그의 태어난 나라(pa)로부터

(191a)

avpo. th/j patridoj(

(191a) 그리고 많은 달들(mh/) 동안

(191a)

kai. pollou.j mh/naj

(191a) 부재한(avp) 후에,

(191a)

avpodhmh,saj(

(191a) 조용하게(h`s) 집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191a)

e;plei h`su,cwj oi;kade

(191a) 큰 바다를 통해서

(191a)

dia. tou/ mega,lou po,ntou

(191a) 아틀란티코스라 불리우는(ovn)

(191a)

o[j A
v tlantiko.j ovnoma,zetai)

(191a) 그리고 그는 한 평판을(de,) 갖고 있었다.

(191a)

ei=ce de. de,lton tina.

(191a) 그 안에 기록이 된(evn) in which

(191a)

evn h-| evnegra,fh

(191a) 등 모든 부품들이

(191a)

pa,nta

(191a) 바다의

(191a)

ta. tou/ po,ntou(

(191a) 섬들, 바위들,

(191a)

nh/soi, te kai. pe,trai

(191a) 물의(u[d) 얕음(br)

(191a)

kai. tou/ u[datoj ta. brace,a)

(191b)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우연히(e;t)

(191b)

e;tuce de, pote

(191b) 배에(nh)

(191b)

evn th|/ nhi?

(191b) 앉아서

(191b)

kaqh,menoj

(191b) 점검하고 있었다.

(191b)

kai. diaskopw/n

(191b) 이 평판을(de,)

(191b)

tau,thn th.n de,lton)

(191b) 어떤 섬을

(191b)

nh/son de, tina

(191b) 거기에 기록된...보여주고(de) 있었다.

(191b)

evkei/ gegramme,nh dei,xaj

(191b) 그 선원들 중의 하나에게

(191b)

tw/n nautw/n tini.

(191b) 우연히 곁에 있는(pa)

(191b)

o]j e;tuce parestw,j(

(191b) ‘보라,’ 그가 예기했다.

(191b)

ivdou,( e;fh(

(191b) 이 섬은

(191b)

au[th h` nh/soj

(191b) 전혀 편리하지(evp) 않다.’

(191b)

ouvdamw/j evpithdei,a

(191b) 우리가 접근하기에는(pr)

(191b)

h`mi/n evsti proselqei/n)

(191b) 그 길 밖에(e;x)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91b)

e;xw ga.r kei/tai th/j o`dou/

(191b) 그것은 우리가 항해해야 하는

(191b)

h]n dei/ pleu/sai\

(191b)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b)

o[mwj de.

(191b) 나는 이상하게도(qa)...욕망이(evp) 있었다.

(191b)

qaumasi,wj evpiqumw/

(191b) 거기에 가고 싶은

(191b)

evkei/se evlqei/n)

(192a) 그리고 그 선원이 물었다,

(192a)

o` de. nau,thj h;reto(

(192a) 왜

(192a)

Dia. ti,

(192a) 그렇게 큰 욕망(ep)에

(192a)

toiau,th| epiqumi,a|

(192a) 당신은 홀렸습니까(ka)?

(192a)

kate,cei*

(192a) 집에 있는 사람들은, 때문에

(192a)

oi` ga.r oi;koqen

(192a) 진지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했기

(192a)

sfo,dra evke,leusan h`ma/j

(192a) 가능한 한 빠르게(ta,) 집으로

(192a)

w`j ta,cista oi;kade

(192a) 서두르(sp)라고

(192a)

speu,dein)

(192a)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192a)

o` de. avpekri,nato\

(192a)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고백(o`m)하겠다:

(192a)

vEgw. de. pa,nta o`mologh,sw\

(192a) 아마도 어리석은(mw/) 자로, 때문에,

(192a)

i;swj me.n ga.r mw/ro,j

(192a) 내가 너에게는 보일 것이기...

(192a)

soi do,xw ei=nai(

(192a) 그러나 나를 용서할(su) 것이다

(192a)

suggnw,sei de, moi(

(192a) 고 나는 생각한다(oi=).

(192a)

oi=mai(

(192a) 네가 모든 것을 들었을 때에는

(192a)

pan,ta avkou,saj)

(192a) 이 섬에 대해서는, 때문에,

(192a)

peri. ga.r tau,thj th/j nh,sou

(192a) ...꿈을(evn)

(192a)

evnu,pnion

(192a) 내가 가장 두려운(de)...내가 보았기

(192a)

ei=don deino,taton(

(192a) & 그것도 오직 한 번만(a[p)이 아니고,

(192a)

(192a) 그러나 어제 밤에는

(192a)

avlla. tau,thj th/j nukto.j

(192a) 4번째(te,)였다.

(192a)

to. te,tarton)

(192b) & 나는 이와 같은 것을 보았다.

(192b)

ei=don de. toio,nde\

(192b) 그 섬의 먼 쪽에는(evn

(192b)

evn tw/| evpe,keina th/j nh,sou

(192b) 항구가(li) 하나 있다.

(192b)

limh,n ti,j evsti(

(192b) 그리고 바위들이 거기에 있다.

(192b)

kai. evntau/qa pe,trai

(192b) 물로부터

(192b)

evk tou/ u[datoj prou,cousai\

(192b)

evpi. de. tai/j pe,traij

tw/| evp)

불쑥 내밀어 진

(192b) 그리고 그 바위들 위에는

kai. tou/to ouvc a[pax mo,non

(192b) 단단히 쳐 밖힌(evne)..배 한척이 있다. (192b)

ploi/o,n ti evnesthko,j

(192b) ..그리고 파도들(ku)에 의해서

(192b)

kai. u`po. kuma,twn

(192b) 파괴된(avp).

(192b)

avpollu,menon\

(192b) 그리고 거기에는,

(192b)

evntau/qa de.

(192b) 돛대에(i`s) 매여서(de),

(192b)

pro.j tw/| i`stw|/ dedeme,noj

(192b) 그리고 그의 머리를 거의(mo,)

(192b)

kai. mo,lij th/| kefalh/|

(192b) 들어 올리지(u`p) 못하는

(192b)

u`pere,cwn

(192b) 바다로부터

(192b)

th/j qala,sshj

(192b) 어떤 불쌍한(ta) 노예가

(192b)

dou/lo,j tij talai,pwroj

(192b) 사라지고(죽다)(avp) 있다.

(192b)

avpoqnh,skei)

(192b) & 나는 이것을 네 번이나(te) 보았기 때문에(192b)

tou/to de. tetra,kij ivdw.n

(192b) 나는 여하튼 무서운 상태에 있다. (192b)

deinw/j pwj dia,keimai)

(193a) 그리고 그 선원은 그것을 들으면서 (193a)

o` de. nau,thj avkou,saj

(193a) 깜짝 놀라게 되었다(evx)

(193a)

evxepla,gh(

(193a) 그리고 그도

(193a)

kai. auvto.j

(193a) 마치 광경(o;y)처럼,

(193a)

w[sper eiv o;yei

(193a) 자신을 잃고(evxes),

(193a)

evxestw.j e`autou/

(193a) 어쩔줄(avp) 모르며,

(193a)

kai. avporw/n

(193a) 무서운 일로 인해서,

(193a)

dia. to. deino,n)

(193a) 그리고 마침내

(193a)

te,loj de.

(193a)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hvn) 않았고

(193a)

ouvke,ti hvne,sconto(

(193a) 그 배를(na) 돌려서(avp),

(193a)

avlla. avpostre,yantej th.n nau/n

(193a) 그것의 항해 길로부터

(193a)

tou/ plou/

(193a) 그 섬에(nh,)

(193a)

evpi. th/j nh,sou

(193a) 즉시로(euvq) 접근되어지도록(evf) 했다. (193a)

euvqe,wj evfe,ronto)

(193a) 그리고 콜리모스는 도착해서

(193a)

avfiko,menoj de. o` Ko,limoj

(193a) 알아보았다.

(193a)

avne,gnw

(193a) 그 해변가(aiv)의 모양이(ivd)

(193a)

th.n ivde,an tou/ aivgialou/(

(193a) 저(evk)것과 똑같다는 것을

(193a)

th.n auvth.n ou=san evkei,nh|

(193a) 그가 그 꿈에서 보았던 which

(193a)

h[n ei=den evn tw|/ evnupni,w|)

(193b) 그리고 항해를 한 후에

(193b)

kai. pleu,santej

(193b) 그 먼 쪽으로

(193b)

evj to. evpe,keina(

(193b) 그들은 발견했다.

(193b)

eu-ron

(193b) 다른 것들 뿐만아니라 그 항구까지도

(193b)

ta, te a;lla kai. lime,na

(193b) 선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193b)

w[sper dihgh,sato o` nau,klhroj

(193b) 멀지 않은 곳에

(193b)

kai. ouv makra,n

(193b) 그 땅으로부터

(193b)

avpo. th/j gh/j

(193b) 바위들이 솟아있었다.

(193b)

pe,trai evxe,stasan

(193b) 물로부터

(193b)

evk tou/ u[datoj(

(193b) 그것들 위에 on which

(193b)

ef v ai-j

(193b) 한 배가 밖혀(evm) 있고

(193b)

ploi/on h=n evmpephgo,j(

(193b) 그리고 파괴되어진(di)

(193b)

kai. diafqeiro,menon

(193b) 바다에(qa) 의해서

(193b)

th/| qala,ssh|)

(193b) 이것들에 입항을(sc) 해서

(193b)

evj tau,taj de. sco,ntej

(193b) 난파선(na)에 승선한(evm) 후,

(193b)

kai. evmba,ntej evj to. naua,gion

(193b) 그들은 발견했다.

(193b)

eu-ron

(193b) 그 노예가

(193b)

to.n dou/lon

(193b) 거의 죽어(te) 있는 것을

(193b)

mo,non ouv teqnhko,ta\

(193b) 그리고 그는 풀어진(lu) 후에는

(193b)

luqei.j de.

(193b) 묶여 있었기 때문에

(193b)

$ evde,deto ga.r%

(193b) 그리고 약간 회복하면서(avn)

(193b)

kai. avnapneu,saj ti

(193b) 그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193b)

e;lege toia,de)

(194a) 삼일 전에(pr)

(194a)

Trisi.n h`me,raij pro,teron

(194a) 이 섬으로

(194a)

evpi. tau,thj th/j nh,sou

(194a)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었다.

(194a)

evpleomen

(194a) 그리고 선장은

(194a)

o` de. nau,klhroj(

(194a) 폭력적이며

(194a)

bi,aio,j tij w'n

(194a) 그리고 해적인(lhs)

(194a)

kai. lh|sth,j(

(194a)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94a)

evn nw/| ei=cen

(194a) 거기에 입항해서

(194a)

evnta/uqa scw.n

(194a) 공격하고(evp)

(194a)

evpiqe,sqai

(194a) 섬사람들을(nh)

(194a)

toi/j nhsiw,taij

(194a) 비밀리에(la,)

(194a)

la,qra

(194a)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할(lh)

(194a)

kai. pa,nta lhi<zesqai)

(194a) 그러나 나 홀로

(194a)

evmou/ de. mo,nou

(194a) 그것을 반대 발언했기(avn) 때문에

(194a)

avntile,gontoj(

(194a) 그들은 모두(a[p) 화가 났고

(194a)

evcale,painon a[pantej(

(194a) 그래서 나를 잡아서,

(194a)

kai. labo,ntej evme.

(194a) 묶었고,

(194a)

kai. dh,santej

(194a) 그래서... 의도(di)였다.

(194a)

ou[tw dienoou/nto

(194a) ...나를 굶겨(li) 죽이려는(avp)

(194a)

limw|/ avpoktei,nein)

(194b) 그러나 그 밤에,

(194b)

th/j de. nukto.j

(194b) 그 항구에 가까워(evg)져서,

(194b)

evggu.j o;ntej tw|/ lime,ni(

(194b) 그들 자신들은...것을 알지 못했고(e;l)

(194b)

e;laqon e`autou.j

(194b) 이들 바위들

(194b)

tau,taij tai/j pe,traij

(194b) 가까이 항해했다(pr)는

(194b)

prosple,ontej(

(194b) 그리고 난파선이 되어(evn)버렸다.

(194b)

kai. evnaua,ghsan)

(194b) 그리고 태풍이(ce) 있어서

(194b)

ceimw/noj de. o;ntoj

(194b) 그들은 온 밤에

(194b)

pa/san me.n th.n nu,kta

(194b) 두려워(fo)하면서, 저주하면서(evp)

(194b)

fobou,menoi kai. evparw,menoi

(194b) 남아(e;m) 있었다.

(194b)

e;menon(

(194b) & 더러는 술취하(evm)기까지 하면서

(194b)

eivsi. de. oi] kai. evme,quon\

(194b) 그리고 날이 새면서(a[m

(194b)

a[ma de. th|/ e[w|

(194b) 그 배는(le,m) 단단하게(evmp)

(194b)

tou/ ploi,ou evmpe,dwj

(194b) 박혀버렸다.

(194b)

evnesthko,toj(

e[w),

(194b) 그들은 그 배에 승선했다,

(194b)

evj to.n le,nbon evsba,ntej

(194b) 시도(evpe)했다.

(194b)

evpeirw/nto

(194b) 그리고 땅으로

(194b)

pro.j gh/n

(194b) 구조가 되도록(sw)

(194b)

swqh/nai)

(194b) 그러나 좌초되어 버려서

(194b)

trifqe,ntoj de.

(194b) 그 배는

(194b)

tou/ le,mbou

(194b) 그 바위들에

(194b)

pro.j tai/j pe,traij

(194b) 그들은 모두 즉시로(euv)

(194b)

pa,ntej euvqu.j

(194b) 사멸해 버렸다.

(194b)

avpw,lonto)

(195a)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195a)

kai. tou,twn me.n ou[twj(

(195a)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a;x

h=s)

할 것처럼, (195a)

w`j a;xioi h=san(

(195a) 처참하게(ka) 사멸한(avp) 후에,

(195a)

kakw/j avpolome,nwn(

(195a)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95a)

evgw. ca,rin ei=con tw/| qew/|\

(195a)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195a)

peri. de. evmautou/

(195a) 이 이상 아무런 희망도(h;l) 없었고(195a)

ouvde.n ple,on h;lpizon(

(195a) 나타나지(evf) 않았다.

(195a)

ouvde. evfa,nh

(195a) 어떠한 구조도(sw)

(195a)

swthri,a ouvdemi,a)

(195a) 그런데 그 배는

(195a)

to. de. ploi/on

(195a) 점점(ka

(195a)

kata. mikro.n

(195a) 바다 속으로 끊임없이(ave)

(195a)

avei. evj qa,lassan

(195a) 가라앉고(kat) 있었다.

(195a)

katedu,eto)

(195a) 그 후로(evn)

(195a)

evntau/qa de.

(195a) 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195a)

qaumasto,n ti evgei,neto)

(195b) 낮이었지만, 때문에,

(195b)

h`me,raj ga.r ou;shj

(195b) 나는 환상을(evn) 보았기

(195b)

evnu,pnion ei=don

mi)

(195b) 나의 이전 모든 것들 보다

(195b)

pa,ntwn tw/n pro,teron

(195b) 더 분명한(evm)

(195b)

evmfane,steron)

(195b) 내가 한 배를 보았기 때문에,

(195b)

ei=don ga.r ploi/o,n ti

(195b) 앞으로 항해하는(pa)

(195b)

paraple,on

(195b) 마치 앵글리아로 향해서

(195b)

w`j evpi. vAggli,aj\

(195b) 그래서 나는

(195b)

kai. evgw. me.n

(195b) 기대했던 것이다.

(195b)

h;lpizon

(195b) 그들이 닦아 와서(pr)

(195b)

auvtou.j proselqo,npaj

(195b) 나를 구조하기를(evk)

(195b)

evme. evksw,sein\

(195b)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방치하고(avm)서
(195b) 앞을 향해서(evj

oi` de. avmelou/ntej

(195b)

evj to. pro,sqen

(195b) 급하게 가버렸다(evf).

(195b)

evfe,ronto)

(195c) 그리고 나는

(195c)

evgw. de.

(195c) 실망해서(evx),

(195c)

evxapathqei.j

(195c) 크게 울부짖었(evb)다.

(195c)

evbo,wn sfo,dra\

(195c) 그리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195c)

th/j de. fwnh/j avkou,saj

(195c) 노인이(ge,) 일어났고(avn)

(195c)

avne,sth ge,rwn

(195c) 한 고상한(ge)

(195c)

tij gennai/oj(

(195c)

kai. avpe,streye th.n nau/n

(195c) 그것의 항로로부터

(195c)

tou/ plou/(

(195c)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avf)

(195c)

kai. avfiko,menoi

(195c) 나를 구했던(di) 것이다.

(195c)

die,swsa,n me)

(195c) 그리고 나는 깨어났고(evg)

(195c)

evgerqei,j de.

(195c)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195c)

boh/j h;kousa(

(195c) 그래서 나의 눈들을 떴을(avn) 때에

(195c)

kai. avnoi,xaj tou.j ovfqalmou.j

(195c) 그리고 그 배를

to. pr)

(195b)

돌렸다(avp).

(195c) 똑같은 노인을 나는 보았다.

(195c)

to.n auvto.n ge,ronta ei=don

(195c) 당신과 함께

(195c)

meq v u`mo/n

(195c) 나에게 닦아오는(pr)

(195c)

prosio,nta)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91부터 195까지 읽어보라
Kolimos (191), LXVI
nau,klhroj tij h=n pote ovno,mati Ko,limoj) ou-toj de. polu.n avpagago,menoj avpo.
th/j patridoj( kai. pollou.j mh/naj avpodhmh,saj( e;plei h`su,cwj oi;kade dia. tou/
mega,lou po,ntou o[j A
v tlantiko.j ovnoma,zetai) ei=ce de. de,lton tina. evn h-|
evnegra,fh pa,nta ta. tou/ po,ntou( nh/soi, te kai. pe,trai kai. tou/ u[datoj ta.
brace,a) e;tuce de, pote evn th|/ nhi? kaqh,menoj kai. diaskopw/n tau,thn th.n
de,lton) nh/son de, tina evkei/ gegramme,nh dei,xaj tw/n nautw/n tini. o]j e;tuce
parestw,j(

ivdou,(

e;fh(

au[th

h`

nh/soj

ouvdamw/j

evpithdei,a

h`mi/n

evsti

proselqei/n) e;xw ga.r kei/tai th/j o`dou/ h]n dei/ pleu/sai\ o[mwj de. qaumasi,wj
evpiqumw/ evkei/se evlqei/n)

Kolimos (192), LXVII
o` de. nau,thj h;reto( Dia. ti, toiau,th| epiqumi,a| kate,cei* oi` ga.r oi;koqen
sfo,dra evke,leusan h`ma/j w`j ta,cista oi;kade speu,dein) o` de. avpekri,nato\ vEgw.
de. pa,nta o`mologh,sw\ i;swj me.n ga.r mw/ro,j soi do,xw ei=nai( suggnw,sei de,
moi( oi=mai( pan,ta avkou,saj) peri. ga.r tau,thj th/j nh,sou evnu,pnion ei=don
deino,taton( kai. tou/to ouvc a[pax mo,non avlla. tau,thj th/j nukto.j to.
te,tarton) ei=don de. toio,nde\ evn tw/| evpe,keina th/j nh,sou limh,n ti,j evsti( kai.
evntau/qa pe,trai evk tou/ u[datoj prou,cousai\ evpi. de. tai/j pe,traij ploi/on, ti
evnesthko,j kai. u`po. kuma,twn avpollu,menon\ evntau/qa de. pro.j tw/| i`stw|/
dedeme,noj kai. mo,lij th/| kefalh/| u`pere,cwn th/j qala,sshj dou/lo,j tij
talai,pwroj avpoqnh,skei) tou/to de. tetra,kij ivdw.n deinw/j pwj dia,keimai)

Kolimos (193), LXVIII
o` de. nau,thj avkou,saj evxepla,gh( kai. auvto.j w[sper eiv o;yei evxestw.j e`autou/
kai. avporw/n dia. to. deino,n) te,loj de. ouvke,ti hvne,sconto( avlla. avpostre,yantej
th.n nau/n tou/ plou/ evpi. th/j nh,sou euvqe,wj evfe,ronto) avfiko,menoj de. o`
Ko,limoj avne,gnw th.n ivde,an tou/ aivgialou/( th.n auvth.n ou=san evkei,nh| h[n ei=den
evn tw|/ evnupni,w|) kai. pleu,santej evj to. evpe,keina( eu-ron ta, te a;lla kai.
lime,na w[sper dihgh,sato o` nau,klhroj kai. ouv makra,n avpo. th/j gh/j pe,trai
evxe,stasan evk tou/ u[datoj( ef v ai-j ploi/on h=n evmpephgo,j( kai. diafqeiro,menon
th/| qala,ssh|) evj tau,taj de. sco,ntej kai. evmba,ntej evj to. naua,gion eu-ron to.n
dou/lon mo,non ouv teqnhko,ta\ luqei.j de. $evde,deto ga.r% kai. avnapneu,saj ti
e;lege toia,de)

Kolimos (194), LXIX
Trisi.n h`me,raij pro,teron evpi. tau,thj th/j nh,sou evpleomen o` de. nau,klhroj(
bi,aio,j tij w'n kai. lh|sth,j( evn nw/| ei=cen evnta/uqa scw.n evpiqe,sqai toi/j
nhsiw,taij la,qra kai. pa,nta

lhi<zesqai) evmou/ de. mo,nou avntile,gontoj(

evcale,painon a[pantej( kai. labo,ntej evme. kai. dh,santej ou[tw dienoou/nto limw|/
avpoktei,nein) th/j de. nukto.j evggu.j o;ntej tw|/ lime,ni( e;laqon e`autou.j tau,taij
tai/j pe,traij prosple,ontej( kai. evnaua,ghsan) ceimw/noj de. o;ntoj pa/san me.n
th.n nu,kta fobou,menoi kai. evparw,menoi e;menon( eivsi. de. oi] kai. evme,quon\ a[ma
de. th|/ e[w| tou/ ploi,ou evmpe,dwj evnesthko,toj( evj to.n le,nbon evsba,ntej
evpeirw/nto pro.j gh/n swqh/nai) trifqe,ntoj de. tou/ le,mbou pro.j tai/j pe,traij
pa,ntej euvqu.j avpw,lonto)

Kolimos (195), LXX
kai. tou,twn me.n ou[twj( w`j a;xioi h=san( kakw/j avpolome,nwn(

evgw. ca,rin

ei=con tw/| qew/\| peri. de. evmautou/ ouvde.n ple,on h;lpizon( ouvde. evfa,nh swthri,a
ouvdemi,a) to. de. ploi/on kata. mikro.n avei. evj qa,lassan katedu,eto) evntau/qa de.
qaumasto,n ti evgei,neto) h`me,raj ga.r ou;shj evnu,pnion ei=don pa,ntwn tw/n
pro,teron evmfane,steron) ei=don ga.r ploi/o,n ti paraple,on w`j evpi. A
v ggli,aj\
kai. evgw. me.n h;lpizon auvtou.j proselqo,npaj evme. evksw,sein\

oi` de. avmelou/ntej

evj to. pro,sqen evfe,ronto) evgw. de. evxapathqei.j evbo,wn sfo,dra\ th/j de. fwnh/j
avkou,saj avne,sth ge,rwn tij gennai/oj( kai. avpe,streye th.n nau/n tou/ plou/( kai.
avfiko,menoi die,swsa,n me) evgerqei,j de. boh/j h;kousa( kai. avnoi,xaj tou.j
ovfqalmou.j to.n auvto.n ge,ronta ei=don meq v u`mo/n prosio,nta)

(196a)

peri. de. tw/n evnupni,wn toiau/ta
Sakes' Dream (196a), LXXI
지금까지는, 그러한(to) 것들을 가진 꿈들에 대해서 이미 예기했다. 그리고 보다 더 적
지(h-s) 않은 신기한 다른 것들을 우리는 말해야 한다. 그가 지극히 사랑한(evf) 형제를
가졌던 이름이 쌔이크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야만인들이 있
었고 가장 적의적인(e;c) 장소인(cw), 인디안들 가운데에 나가(avp) 있었다.

Now

about dreams, both already have such things been told, and other things we
have to tell not less wonderful. For there was a man named Sakes who had a
brother whom he loved very much. And this man was abroad among the
Indians, in a place where many barbarians were, and most hostile.

peri. de. tw/n evnupni,wn toiau/ta te h;dh le,lektai kai. a;lla e;comen le,gein
ouvc h-sson qauma,sia) avnh,r ga.r h=n tij ovno,nati Sa,khj o]j avdelfo.n ei=cen o]n
sfodra evfi,lei\ ou-toj de. evn toi/j Iv ndoi/j avpedh,mei evn cwri,w| ou-per ba,rbaroi
polloi. h=san kai. e;cqistoi)
go on a journey, be away;

file,w

사랑하다 love,

h[sswn

I; ndoj

인디안 Indian,

cwri,on, ou, to,
or

h[ttwn, on,

avpodhme,w

외국에 나가있다

evcqro,j

적의적인 hostile,

장소 place,
gen.

onoj

보다 적은 lesser, inferior;

(196b), LXXI
그리고 이전에 여름철에(qe,) 밤에 잠을 자는데, 그는 꿈에서(o;n) 그의 얼굴에서 불안
감이(ta) 많이 나타나는(do) 쌔이크스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무슨 문제인가(ti,

pa)?

하고 물었다(evr). 다른 편은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오 사랑하는 자여, 조용하게

(si) 일어나라(evg), 그리고 당신의 칼을(xi,) 취하라 그리고 문 뒤에 당신 자신을 숨겨
라(kr): 두 명의 야만인들이 너를 살해하려고(avp)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들
었다, 그리고 일어났다(avn). 그리고 큰 공포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예기되어진
것처럼 그의 칼을(xi,) 취해서 자신을 숨기고 그는 기다렸다(me,).

And once sleeping

in the night in summer-time, he saw in a dream Sakes, appearing in his face to

be much disturbed, and when he asked him what was (is) the matter, the other
answered as follows: 'Wake up, O dearest one, silently, and take your sword,
and hide yourself behind the door: for two barbarians are coming to slay you.'
And he heard, and rose up, and was in great fear, but taking his

sword as

nukto.j de, pote eu[dwn qe,rouj

was told him, and hiding himself, he waited.

o;ntoj( to.n Sa,khn o;nar ei=de th|/ o;yei sfo,dra dokou/nta taracqh/nai)
evrwtw/ntoj de. ti, pa,scei( avpekri,nato o` e[teroj toia,de\ evgerqei.j w- fi,ltate
sigh|/ kai. xi,foj labw.n kru,yon seauto.n o;pisqe th/j qu,raj\ evrcontai ga.r
ba,rbaroi du,o w`j avpoktenou/nte,j se) avkou,saj de. kai. avnasta.j evn pollw|/ fo,bw|
dh. h=n\

labw.n

avnasta.j

PaAoA1m

avpoktei,nw

de.

taracqh/nai

evgei,rw

wake,

kru,ptw

ewj, h`

from

숨다 hide,

얼굴 face,

o;ntoj에는

w`j ei;rhto

kai. kru,yaj

avni,sthmi

일어나다

dokou/nta

PaPrA4m from

tara,ssw

InAoP from

evrwta,w

불안하다 disturb,
sword,

xi,foj

살해하다 slay,

appear;

from

to.

묻다 ask,

me,nw

qe,roj, ouj, to,
ti, pa,scei*

evxegei,rw

e`auto.n

avpoktenou/nte,j

rise,

doke,w

(PaFu),

나타나다 seem,

evgerqei.j

disturbe,

e;mene)

일어나라 Wake up,

PaAoPm1 from

kru,yon

ImAoA2

기다리다 wait,

o;nar

꿈에서 in a dream,

여름철 summer,

sigh|/

조용하게 silently,

무슨 문제인가? what is the matter?

독립속격이 왔다 >(117교). was told him =

ei;rhto에

o;yij,

tara,ssw
xi,foj

칼

대해서는

>(120니).

Sakes' Dream (197a), LXXII
그리고 두명의 야만인들이 온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리고 한 명은(o`
그를 죽이려고 침대까지(kl) 들어왔다. 그러나 다른 하나(o`

me.n)는

m)

문을 열고(avn)

아래에(ka,) 머물면

서 물품들을(cr) 계속해서 훔쳤다(e;k). 그리고 숨어있던(ke) 그는 그 침대를 만지고
(qi) 있는 그 야만인을 놀라게 하면서(ka) 그를 비밀리에(la,) 쳐서(pa) 죽였다(avp). 그
리고 그 동안에 그는 약탈품(le)을 가지고 올라오는(avn) 다른 하나를 감지했다. 그리
고 그가 들어왔을(eiv) 때, 그가 마치 동료인 것처럼, 그 죽은 자를 들어서(evp) 그를 밖

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그는 그를 명령했다(evk).

And not long after came two

barbarians, and one opening the door, went up to the bed to kill him. But the
other, remaining below, proceeded to steal the goods. And he who was hidden,
surprising the barbarian while touching the bed, and smiting him secretly, killed
him. And meanwhile he perceived the other one coming up with the spoil. And
as he came in, he bade him, as though being his comrade, to lift up the dead

h=lqon de. ouv dia. pollou/ du,o ba,rbaroi\

man and take him away outside.

kai. o` me.n avnoi,xaj th.n qu,ran pro.j th.n kli,nhn h'|ei avpoktenw/n auvto,n\ o` de.
e[teroj ka,tw me,nwn e;klepte ta. crh,mata) o` de. kekrumme,noj katalabw.n to.n
ba,rbaron th/j kli,nhj qigga,nonta kai. la,qra pata,xaj avpe,kteinen\ evn de.
tou,tw| to.n e[teron e;gnw avnio,nta meta. th/j lei,aj) eivsio,nta de. evke,leusen
auvto,n( w`j de. e`tai/roj w;n( evpa/rai to.n qano,nta kai. avpofe,rein e;xw)
a;n&eimi

올라오다 to go up,

avnoi,gw

열다 open,

avpe,kteinen

지고 나가다 take away,
goods,

crh/ma, atoj, to,

from

keleu,w

e;rcomai

come,

katalamba,nw
hide,

kle,ptw

약탈품 spoil,

pata,ssw

ka,tw

아래에

e`tai/roj
kle,ptw

evpai,rw

훔치다 steal,

o` me.n

kli,nh, hj, h`

한 명 one,

qigga,nw

e;klepte는

죽이다 kill,

동료 comrade,

katalabei/n

침대 bed,

pata,ssw

치다 smite,

g 만지다 touch,

crh,mata
ei;seimi

h=lqon

놀라게

가

물품들
들어오다
IdAoA3

IdAoA3 from

하다

surprise,

kru,ptw

숨다

비밀리에 secretly,

lei,a

PaPePm1 from

la,qra|

avpofe,rw

evke,leusen

훔치다 steal,

kekrumme,noj

PaAoAm1 from

죽이다 kill,

들어 올리다 lift up,

below,

seize with hostile intent,

치다 strike,

다 >(119뇨).

IdIpA1 from

avpoktei,nw

avpokte,nnw

or

물품 property,

명령하다 command,

avnoi,xaj

들어 올리다 lift up,

IdAoA3 from

avpoktei,nw

e;klepton

go (in, into),

avnai,rw

pata,xaj

avpoktenw/n

PaAoAm1 from

분사가 목적을 나타낸

시도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미완료 >(120너).

(197b), LXXII
그리고 그 어두움이 깊어서(ba),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마치 시체를 취하
는 것처럼 몸을 굽혔고(pa) 동시에(a[m) 그의 약탈물을 떨어트렸다(me).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ka) 이용할 여가가 있었고, 이 사람을 그 칼로서(xi,) 쳤다(pa). 그리고 그를
죽였다(e;k).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노예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evk). 그를 도우려고 온
자들이(bo) 죽은(avp) 야만인들을 밖으로 운반했다(evk).

And he suspecting

nothing, the darkness being deep, stooped as though to take the corpse, at the
same time dropping his spoil. And he, availing himself of the opportunity, struck
this man also with the sword, and killed him. And then he called his slaves with
a loud voice, who, coming to his aid, conveyed outside the barbarians who

o` de. ouvde.n u`popteu,saj( w`j baqe,oj o;ntoj tou/ sko,tou(

were dead.

pare,kuye w`j lhyo,menoj to.n ne,kun( a[ma meqei.j th.n lei,an) o` de. tw/| kairw/|
crhsa,menoj kai. tou/ton tw|/ xi,fei pata,xaj e;kteine) to,te de. tou.j dou,louj
mega,lh| fwnh|/ evka,lesen( oi. bohqou/ntej tou.j barba,rouj tou.j avpoqano,ntaj e;xw
evko,,misan)
avpoqnh,s| kw

a[ma
죽다 die,

동시에 at the same time,

baqu,j

깊어서 deep,

crw/mai

d availe one's-self of,

kairo,j

기회 opportunity,

stoop,

pata,x aj

sword,

w`j lhyo,menoj는

evko,misan

meqi,hmi

PaAoAm1 from

bohqe,w

avpoqano,ntaj

도우려고 오다 come to aid,

IdAoA3 from

komi,zw

떨어트리다 drop,

pata,ssw

PaAoAm4 from

운반하다 convey,

paraku,ptw

치다 strike,

몸을 굽히다

ski,foj, eoj ( to,,

칼 a

목적을 나타내는 미래분사다 >(119뇨).

Sakes' Dream (198a), LXXIII
그리고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는 그의 형제로부터 아래와 같은 한 편지를 받았다
(evd): '오, 가장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아주 이상한(qa) 너에 대한 꿈을 보았다. 이
것 때문에 나는 상당한 두려움과 당혹한(avp) 가운데 있다. 때는 한낮(me)이었다. 그리
고 여름철에(qe,) 내가 습관화(ei;) 되있는 것처럼, 자는데 내가 침대에서 쉬는(ke) 너를
분명하게(evm) 보았다.

And after many days he received from his brother a

letter as follows: 'O dearest one, to-day I saw a dream about you, very
wonderful, on account of which I am in much fear and perplexity. For it was
midday, and sleeping, as I am accustomed in summer-time, I saw you very

meta. de. polla.j h`me,raj evpistolh.n para. tou/

plainly resting in a bed.

avdelfou/ evde,xato toia,nde\ w= fi,ltate( evnu,pnion sh,meron ei=don peri. sou/
qauma,sion( div o] pollw|/ evn fo,bw| eivmi. kai. avpori,a\| meshmbri,aj ga.r ou;shj
eu[dwn

w`j

ei;wqa

kekoimhme,non)
accustomed,
receive,

qe,rouj
avpori,a

kekoimh/sqai

meshmbri,a, aj, h`

IdPeA1 from

o;ntoj(

ei=don

당혹 perplexity,

쉬는 to rest,
한낮 midday,

e;qw( o;ntoj나 ou;shj는

se.

evmfane,stata

eivwqe,nai

evde,xato

klinh|

습관화(ei;) 되는 to be

IdAoM3 from

qe,roj, ouj, to,

evn

de,comai

여름철 summer,

받다

ei;wqa

독립속격이 온 분사다 >(115누).

(198b), LXXIII
그리고 너에게는 밤이었다 [현실에서는(tw|/

o;n)

그렇게 멀리 떨어진(dia.

to)

자들에게

(pa) 일어나는(gi,)]. 그리고 나는 두명의 야만인들이 너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너를 죽이고(avp)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려고 의도하는(me,)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h;k) (그리고 말을).

And it was night with you (which in

reality happens to those who are so far off) and I saw two barbarians coming
to your house, and I heard them conversing (and saying) that they were
intending (are intending) to murder you and plunder the things in the house.

nu.x de. para. soi. h=n( o[per tw|/ o;nti gi,gnetai toi/j dia. tosou,tou avpou/sin)
ei=don de. du,o barba,rouj pro.j to.n oi=ko,n sou prosio,ntaj( kai. dialegome,nwn
h;kouon( o[ti me,llousi se. me.n avpoktei,nein ta. de. evn th/| oivki,a| sula/n)
avpoktei,nw

SuAoA1 죽이다 to murder,

어진 so far off,
hear,

para,

avpou/sin

gi,gnomai

에게는 with,

dia. tosou,tou

일어난다 to happen,

tw|/ o;nti

=

h;kouon

avpei/nai

그렇게 멀리 떨

IdIpA3 from

현실에서는 in reality,

avkou,w

듣다

toi/j dia. tosou,tou

= to those who are so far off는 [정관사+분사]로 영어의 관계대명사절을

표현한다 >(110구).

(198c), LXXIII
그리고 두려워서, 나는 너를 잠(u[p)으로부터 깨우려고(evx) 시도(evp)했다: 그러나, 잠자
는 자에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는 일절 움직일(ki) 수(evd) 없었다. 그리고 두려움과 괴
로움(a;l)으로부터 큰 소리로(bo) 나는 너를 불렀다: 그래서 즉시로(euv)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므
로(lo), 그는 동시에 그 자신의 꿈이 각자에게(evk) 나타났다는(evf) 것을 발견했다(eu=).
And fearing, I tried to wake you up out of sleep: but I could not move at all,
as is wont to happen to one sleeping. And from fear and distress, with a loud
shout I called you: and immediately I woke up, and know that in reality I was
shouting.' And by calculating he found that to each man his own dream

fobhqei.j de. evpeirw,mhn se. evx u[pnou

appeared at the same time.

evxegei,rein\ kinei/sqai de.(

oi-a eu[donti filei/ gi,gnesqai( ouvdamw/j evdunh.qhn)

u`po. de. fo,bou kai. a;lgouj me,ga boh,saj evka,loun se,\ euvqu.j de. evxhgeiromhn(
kai. e;gnwn tw|/ o;nti bow/n) logizo,menoj de. eu-ren o[ti e``kate,rw| to. e`autou/
evnu,pnion kata. to.n auvto.n cro,non evfa,nh)
du,namai
find,

e`k` ate,roj

내가 할 수 있다 I can,

evfa,nh

IdAoP3 from

되다 to be wont,

fai,nw

kine,omai

logizo,mai

이다 move,

appear,

각자 each,

evxegei,rw

움직이다 to move,

reckon,

oi-a

관대4n from

what sort,

peira,w

mid.

peira,omai

도구분사다 >(119기).

eu-ren

kinei/sqai

oi-oj, a, on

시도하다 try,

e;gnwn)))bow/n은

괴로워하다 be distressed,
IdAoA3 from

깨우다 awaken,

계산하다 to calculate,

logi,zomai
boh,saj는

avlge,w

file,w

InPrP from

logizo,menoj

eu`ri,skw
습관화

kine,w

움직

PaPrMm1 from

관계대명사 ...무슨 종류의 of

u[pnoj, ou, o`

잠 sleep,

me,ga

안다는 동사 다음에서 종속절을 인

도한다 >(119다).

The Executioner (199a), LXXIV
이전에 코노스가 인디안들의 왕이었을 때에, 저주받고(ka) 죽는 자들을 죽였던 그 직
원(u`p)이 죽었다(evt).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를(e`l) 원하면서(bo), 코노스는 집회

(evk)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직원의 그 직책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은 출석하라(pare)
고 그들을 명령했다(evk). 그리고 경쟁을(avg) 위해서 준비를(pa) 한 세 사람이 출석했
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제판을(pe) 거쳐서(evp)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세명의 저주 받은
자들을 데리고(evx) 왔다.

When Conos was once king of the Indians, the officer

died who used to kill those condemned to death. And, wishing to choose
another, Conos called an assembly, and ordered those who wished to have the
office of the officer to be present. And there were present three, prepared as
for the contest, so that they brought out three of the condemned, whom it was

Kw,nou pote. basileu,ontoj tw/n Iv ndw/n(

necessary to kill, by way of trial.

evteleu,thsen

o`

u`phre,thj

o]j

avpe,kteine

tou.j

qana,tou

katakriqe,ntaj

boulo,menoj de. e[tron e`le,sqai( evkklhsi,an suneka,lesen o` Kw/noj( kai.
evke,leuon parei/nai tou.j boulome,nouj th.n timh.n e;cein tou/ u`phre,tou)
parh/san

de.

trei/j

katakriqe,ntwn
ai`re,omai

trei/j

evpi.

avgw,n

avpe,kteine

bou,lomai

PaPrMm1 from

evkfe,rw

command,

서 by way of,

avpe,kteine를

avgw/na
ou]j

evpi.

pei,ra|

원하다 wish,

avpoktei,nw

evke,leuon

집회 assembly,

teleuta,w

die,

준비하다 prepare,

parei/nai

InPrA from

제판 trial,

timh,

직책 office,

katakri,nw

명령하다

evpi,

거쳐

저주하다

pa,reimi

u`phre,thj

시합

boulo,menoj

keleu,w

IdAoA3 from

pei/ra, aj, h`

tw/n

avpoktei,nein)

죽이다 kill,

IdIpA3 from

evkklhsi,a

w[ste

avgw,n, avgw/noj, o`

m 경쟁 contest,

IdAoA3 from

evteleu,thsen

pareskeuasme,noi\

e;dei

데리고 오다 bring out,

paraskeua,zw

다 be present,

to.n

evxh,negkon(

선택하다 choose,

athletic contest,

condemn,

w`j

출석하

직원 officer,

미완료로 취했고 >(120너).

(199b), LXXIV
그리고 그 경쟁자들(avg) 중에서 그 첫 째가 그 사람의 머리를 일격으로 잘라버렸다.
그리고 그 두 째는 일격으로 그것을 잘라버릴 뿐만아니라, 아주 기술적으로(so) 잘라

버리면서(te,) 그것이 그의 어깨들로부터(w;m) 떨어지지도(avp) 않았다. 그리고 그 세 째
는 순간(br) 그의 칼을(ma,) 흔들었고 그 죄수를(de) 접촉한(qi) 것으로 조차도 보이지
(do) 않고 멈추었다(evp). 그래서 코노스는 ‘당신은 그러면 언제 그를 죽일 것인가?’ 라
고 물으면서(evr), 그는 그 사람 코에다(r`i) 소금을(a[l) 넣으라고 그들을 명령했다(evk).
그러자 재채기가(pt) 일어나면서 그 머리가 떨어졌다(evx). 그래서 그 왕은 아주 기뻐했
고 이 사람을 선택했던(ei[) 것이다.

And the first of the competitors cut off the

head of the man with one blow. And the second not only cut it off with one
blow, but, cutting very skilfully, did not even throw it down from his shoulders.
And the third shook his sword for a little, but stopped, not even seeming to
have touched the prisoner. And Conos asking, 'When then will you kill him?' he
ordered them to put salt to the nose of the man, and, a sneeze occurring, the
head fell off. The king therefore, much pleased, chose this man.

kai. o` me.n prw/toj tw/n avgwnizome,nwn mia|/ plhgh/| avpe,tame th.n kefalh.n tou/
avndro.j) o` de. e[teroj ouv mo,non mia|/ plhgh|/ avpe,tamen( avlla. sofw,tata te,mnwn
ouvde. avpe,bale avpo. tw/n w;mwn) o` de. tri,toj evti,naxe me.n bracu, ti th.n
ma,cairan( evpau,sato de,( ouvde. qigei/n dokw/n tou/ dedeme,nou) evrwtw/ntoj de. tou/
Kw,nou( Po,te a;ra avpoktenei/j( a[la evke,leuse th|/ r`ini. tou/ avndro.j prosqei/nai)
ptarmou/ de. genome,nou evxe,pesen h` kefalh,) tou/ton ou=n sfo,dra h`sqei.j ei[leto
o` basileu.j)

a[lj

경쟁자 competitor,

dokw/n

f 소금 salt,

avpoba,llw

ai`re,omai

선택하다 choose,

떨어지다 throw off,

순간 short,

PaPrAm1 from

doke,w

command,

IdAoM3 from

묻다 ask,

IdAoA3

evpau,sato
from evkpi,ptw

떨어지다

oneself,

hj, h`
InAoA
from

칼 sword,

o` dedeme,noj

prosti,qhmi

qigga,nw

보이다 seem,

IdAoA3 from

pau,w 멈추다 stop, evrwta,w
fall off, h[domai 기뻐하다 enjoy

죄수 prisoner,

넣다 add, put;

접촉하다 touch,

evke,leuse

bracu,j, ei/a, u,

avgwni,zesqai

r`ij,

plhgh|/

ptarmo,j, o`,
코 nose,

타격 blow,

keleu,w

evxe,pesen
ma,caira,

prosqei/nai

재채기 a sneezing,

sofo,j, h,, o,n

명령하다

qigei/n

d

InAoA

기술이 있는 skillful,

te,mnw

자르다 to cut,

w=moj, ou, o`

어깨 shoulder,

Momos & Oneios (200a), LXXV
이전에 오네이오이의 왕이며 시민들이 아주 경멸하는(ka) 어떤 모모스가 있었다. 그
왕 자신도 가끔은(po) 참석(pa) 했다. 그리고 그들이 농담을(sk) 하면서 위험을 무릅
쓰고(evt) 그를 모욕했다(u`b). 그리고 그는 쉽게-화를(r`a)|, 내는데도 전혀 돌보지도(evf)
않고, 그들을 꾸짖지도(evp) 않았다. 그런데 그 장소의 어떤 여인이 수치스럽게(ai) 모
욕을-당하고(u`b) 난후에, 그 왕에게 들어가서(evl) 도움을(wvf) 받아 그녀를 모욕한 그
사람을 처벌하기를(ko) 원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아래와 같이 그녀를 조언(su)
했다.

There was once a certain Momos, king of the Oneioi, whom the

citizens much despised, and often when the king himself was present they
ventured to jest and insult him. And he, being easy-tempered, did not care at
all

nor

rebuke

them.

And

a

certain

woman

of

the

place,

having

been

disgracefully insulted, wished to go to the king and get assistance, and punish
the man who had insulted her. But her father advised her as follows.

Mw/moj tij h=n pote basileu.j tw/n vOnei,wn( ou-per oi` poli/tai sfo,dra
katefro,noun\ kai. polla,kij auvtou/ paro,ntoj tou/ basile,wj skw,ptein kai.
u`bri,zein evto,lmwn) o` de. r`aq|, umoj w]n ouvde.n evfro,ntizen ouvde. evpeti,ma auvtoi/j)
gunh, de, tij tw/n evkei/ ai;scista, pote u`brisqei/sa h;qele pro.j to.n basile,a
evlqou/sa wvfe,leian labei/n kai. kola,sai to.n u`brisanta) o` de. parh.r auvth|/
aivscro,j, a,, o,n

toia,de sunebou,leusen\
꾸짖다

rebuke,

fronti,zw

katefro,noun

IdIpA3 from

PaPrAm2 from

pa,reimi

kola,sai

InAoA from

skw,ptw

katafrone,w
kola,zw

polla,kij

농담하다 jest,

위험을 무릅쓰고...하다 venture,

도움 advantage,

care,

참석하다 be present,

화를 내는 easy-tempered,

tolma,w

돌보다

수치스러운 disgraceful,

u`bri,zw

evpetima,w

경멸하다

despise,

처벌하다 punish,

paro,ntoj

가끔은 often,

sunebouleu,w

모욕하다 insult,

r`aq|, umoj

쉽게

조언하다 advise,

wvfe,leia, aj, h`

(200b), LXXV
그는 그가 모욕을 당할 때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ge) 그로부터는 아
무것도 묻지(ai;) 마라‘ 라고 그는 말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겠는
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들어갔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왕이시여! 나
는 도움을(wvf)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욕을 당할 때에 그러한 무관심(r`a)
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는(avn) 지를 내가 당신께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
고 그는, 성이 나서(avg), 그녀를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to.
욕한 자들을 처벌했던(evk) 것이다.

l)

또한 그를 모

'Ask nothing,' said he, 'from him at least, for

he who does not assist himself when insulted, how shall such a one assist
another?' But, nevertheless, she went and said as follows: 'King! I do not ask
for any aid, but I wish to learn from you how, being insulted, I shall bear it with
such indifference.' And he, being vexed, not only assisted her, but for the future
punished those who insulted him.

mhde.n ai;tei( e;fh( para. evkei,nou ge\ o]j

ga.r e`autw|/ ouv bohqei/ u`brizome,nw|( pw/j e`te,ra| toiou/toj bohqh,sei* h` de. o[mwj
evlqou/sa toia,de ei=pen\ w= basileu/( wvfe,leian me.n ouvdemi,an aivtw/\ maqei/n de.
qe,lw para. sou/( pw/j u`brisqei/sa toiau,th| r`aqumi,a| avne,xomai) o` de. avganaktw/n
ouv mo,non evkei,nh| evboh,qhsen( avlla. tou.j e`auto.n u`bri,santaj to. loipo.n
evko,lazen)

aivte,w

avne,comai

견디다 bear,

PaAoAf1 from
indifference,

묻다 ask,

bohqei/

e;rcomai

to. loipo.n

come,

avganaktw/n

IdPrA3 from

kola,zw

PaPrAm1 from

bohqe,w+dat(3)
처벌하다

앞으로는 for the future,

avganakte,w

angry,

도와주다 help,

evlqou/sa

r`aqumi,a|

무관심

punish,

wvfe,leian

f4 from

wvfe,leia, aj, h`

도움 advantage,

(196a) 지금까지는 꿈들에 대해서

(196a)

peri. de. tw/n evnupni,wn

(196a) 그러한(to) 것들을 가진

(196a)

toiau/ta te

(196a) 이미 예기했다.

(196a)

h;dh le,lektai

(196a) 그리고 다른 것들을

(196a)

kai. a;lla

(196a) 우리는 말해야 한다.

(196a)

e;comen le,gein

(196a) 보다 더 적지(h-s) 않은 신기한

(196a)

ouvc h-sson qauma,sia)

(196a) 한 사람이 있었다. 때문에

(196a)

avnh,r ga.r h=n tij

(196a) 이름이 쌔이크스라는

(196a)

ovno,nati Sa,khj

(196a) 형제를 가졌던

(196a)

o]j avdelfo.n ei=cen

(196a) 그가 지극히 사랑한(evf)

(196a)

o]n sfodra evfi,lei\

(196a) 그런데 이 사람은

(196a)

ou-toj de.

(196a) 인디안들 가운데에

(196a)

evn toi/j vIndoi/j

(196a) 나가(avp) 있었다.

(196a)

avpedh,mei

(196a) 장소인(cw)

(196a)

evn cwri,w|

(196a) 많은 야만인들이 있었고 where

(196a)

ou-per ba,rbaroi polloi. h=san

(196a) 그리고 가장 적의적인(e;c)

(196a)

kai. e;cqistoi)

(196b) 그리고 이전에 밤에

(196b)

nukto.j de, pote

(196b) 여름철에(qe,) 잠을 자는데(eu[)

(196b)

eu[dwn qe,rouj o;ntoj(

(196b) 쌔이크스를

(196b)

to.n Sa,khn

(196b) 그는 꿈에서(o;n) 보았다.

(196b)

o;nar ei=de

(196b) 그의 얼굴에서

(196b)

th|/ o;yei

(196b) 많이 나타나는(do)

(196b)

sfo,dra dokou/nta

(196b) 불안감이(ta)

(196b)

taracqh/nai)

(196b) 그래서 그는 그에게...하고 물었다(evr). (196b)
(196b) 무슨 문제인가(ti,

pa)?

evrwtw/ntoj de.

(196b)

ti, pa,scei(

(196b) 대답했다:

(196b)

avpekri,nato

(196b) 다른 편은 아래와 같이

(196b)

o` e[teroj toia,de\

(196b) 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evg),

(196b)

evgerqei.j w- fi,ltate

(196b) 조용하게(si)

(196b)

sigh|/

(196b) 그리고 당신의 칼을(xi,) 취하라

(196b)

kai. xi,foj labw.n

(196b) 당신 자신을 숨겨라(kr):

(196b)

kru,yon seauto.n

(196b) 문 뒤에

(196b)

o;pisqe th/j qu,raj\

(196b) 두 명의 야만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196b)

evrcontai ga.r ba,rbaroi du,o

(196b) 너를 살해하려고(avp)

(196b)

w`j avpoktenou/nte,j se)

(196b) 그리고 그는 들었다,

(196b)

avkou,saj de.

(196b) 그리고 일어났다(avn).

(196b)

kai. avnasta.j

(196b) 그리고 큰 공포가운데 있었다.

(196b)

evn pollw|/ fo,bw| dh. h=n\

(196b) 그러나 그의 칼을(xi,) 취해서

(196b)

labw.n de. to. xi,foj

(196b) 그에게 예기되어진 것처럼

(196b)

w`j ei;rhto

(196b) 자신을 숨기고

(196b)

kai. kru,yaj e`auto.n

(196b) 그는 기다렸다(me,).

(196b)

e;mene)

(197a) 그리고

(197a)

h=lqon de.

(197a) 오래되지 않아서

(197a)

ouv dia. pollou/

(197a) 두명의 야만인들이

(197a)

du,o ba,rbaroi\

(197a)

kai. o` me.n

(197a) 문을 열고(avn)

(197a)

avnoi,xaj th.n qu,ran

(197a) 침대까지(kl)

(197a)

pro.j th.n kli,nhn

(197a) 들어왔다.

(197a)

h'e| i

(197a) 그를 죽이려고

(197a)

avpoktenw/n auvto,n\

(197a) 그러나 다른 하나는

(197a)

o` de. e[teroj

(197a) 아래에(ka,) 머물면서

(197a)

ka,tw me,nwn

(197a) 물품들을(cr) 게속-훔쳤다(e;k)

(197a)

e;klepte ta. crh,mata)

(197a) 그리고 숨어있던(ke) 그는

(197a)

o` de. kekrumme,noj

(197a) 그 야만인을 놀라게 하면서(ka)

(197a)

katalabw.n to.n ba,rbaron

(197a) 그 침대를 만지고(qi) 있는

(197a)

th/j kli,nhj qigga,nonta

(197a) 그를 비밀리에(la,)

(197a)

kai. la,qra

온지

(197a) 그리고 한 명은(o`

m)

(197a) 쳐서(pa) 죽였다(avp).

(197a)

pata,xaj avpe,kteinen\

(197a) 그리고 그 동안에

(197a)

evn de. tou,tw|

(197a)

to.n e[teron e;gnw

(197a) 올라오는(avn)

(197a)

avnio,nta

(197a) 약탈품(le)을 가지고

(197a)

meta. th/j lei,aj)

(197a) 그리고 그가 들어왔을(eiv) 때,

(197a)

eivsio,nta de.

(197a) 그는 그를 명령했다(evk).

(197a)

evke,leusen auvto,n(

(197a) 그가 마치 동료인 것처럼,

(197a)

w`j de. e`tai/roj w;n(

(197a) 그 죽은 자를 들어서(evp)

(197a)

evpa/rai to.n qano,nta

(197a) 그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197a)

kai. avpofe,rein e;xw)

(197a) 다른 하나를 그는

감지했다.

(197b)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197b)

o` de. ouvde.n u`popteu,saj(

(197b) 그리고 그 어두움이 깊어서(ba),

(197b)

w`j baqe,oj o;ntoj tou/ sko,tou(

(197b) 몸을 굽혔고(pa)

(197b)

pare,kuye

(197b) 마치 시체를 취하는 것처럼

(197b)

w`j lhyo,menoj to.n ne,kun(

(197b) 동시에(a[m)

(197b)

a[ma

(197b) 그의 약탈물을 떨어트렸다(me).

(197b)

meqei.j th.n lei,an)

(197b) 그래서 그는

(197b)

o` de.

(197b) 이 기회를(ka) 이용할 여가가 있었고,

(197b)

tw/| kairw/| crhsa,menoj

(197b) 이 사람을

(197b)

kai. tou/ton

(197b) 그 칼로서(xi,) 쳤다(pa).

(197b)

tw|/ xi,fei pata,xaj

(197b) 그리고 그를 죽였다

(197b)

e;kteine)

(197b) 그리고 나서

(197b)

to,te de.

(197b) 그의 노예들을

(197b)

tou.j dou,louj

(197b) 큰 소리로

(197b)

mega,lh| fwnh|/

(197b) 그는 불렀다(evk).

(197b)

evka,lesen(

(197b)

oi. bohqou/ntej

(197b) 그를 도우려고

온 자들이(bo)

(197b) 야만인들을

(197b)

tou.j barba,rouj

(197b) 죽은(avp)

(197b)

tou.j avpoqano,ntaj

(197b) 밖으로 운반했다(evk).

(197b)

e;xw evko,,misan)

(198a) 그리고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198a)

meta. de. polla.j h`me,raj

(198a) 한 편지를

(198a)

evpistolh.n

(198a) 그의 형제로부터

(198a)

para. tou/ avdelfou/

(198a)

evde,xato

(198a) 아래와 같은

(198a)

toia,nde\

(198a) 오, 가장 사랑하는 자여,

(198a)

w= fi,ltate(

(198a) 오늘 내가 꿈을 보았다.

(198a)

evnu,pnion sh,meron ei=don

(198a) 너에 대한

(198a)

peri. sou/

(198a) 아주 이상한(qa)

(198a)

qauma,sion(

(198a) 이것 때문에

(198a)

div o]

(198a) 나는 상당한 두려움과...있다.

(198a)

pollw|/ evn fo,bw| eivmi.

(198a) ...당혹한(avp) 가운데

(198a)

kai. avpori,a|\

(198a) 때는 한낮(me)이었다. 때문에

(198a)

meshmbri,aj ga.r ou;shj

(198a) 자는데

(198a)

eu[dwn

(198a) 내가 습관화(ei;) 되있는 것처럼,

(198a)

w`j ei;wqa

(198a) 여름철에(qe,)

(198a)

qe,rouj o;ntoj(

(198a) 내가 너를 보았다

(198a)

ei=don se.

(198a) 분명하게

(198a)

evmfane,stata

(198a) 침대에서 쉬는(ke)

(198a)

evn klinh| kekoimhme,non)

(198b) 그리고 너에게는 밤이었다

(198b)

nu.x de. para. soi. h=n(

(198b) 현실에서는(tw|/

(198b)

o[per tw|/ o;nti

(198b)

gi,gnetai toi/j

(198b)

dia. tosou,tou avpou/sin)

받았다(evd):

(198a) 그는

o;n)

(198b) 자들에게 일어난다
(198b) 그렇게 멀리 떨어진(dia.

to)

(198b) 그리고 나는 보았다.

(198b)

ei=don de.

(198b) 두명의 야만인들이

(198b)

du,o barba,rouj

(198b) 너의 집으로

(198b)

pro.j to.n oi=ko,n sou

(198b) 가는 것을

(198b)

prosio,ntaj(

(198b) 그리고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h;k)

(198b)

kai. dialegome,nwn h;kouon(

(198b) 그들이...의도하는(me,)

(198b)

o[ti me,llousi

(198b) 너를 죽이고(avp)

(198b)

se. me.n avpoktei,nein

(198b)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198b)

ta. de. evn th/| oivki,a|

(198b) 약탈하려고

(198b)

sula/n)

(198c) 그리고 두려워서,

(198c)

fobhqei.j de.

(198c) 나는 시도(evp)했다:

(198c)

evpeirw,mhn

(198c) 잠(u[p)으로부터 너를 깨우려고(evx) (198c)

se. evx u[pnou evxegei,rein\

(198c) 그러나, 나는 움직일(ki)..

(198c)

kinei/sqai de.(

(198c) 잠자는 자에게

(198c)

oi-a eu[donti

(198c) 되어지는 것처럼,

(198c)

filei/ gi,gnesqai(

(198c) 일절..수(evd) 없었다.

(198c)

ouvdamw/j evdunh.qhn)

(198c) 그리고 두려움과...으로부터

(198c)

u`po. de. fo,bou

(198c) 괴로움(a;l)

(198c)

kai. a;lgouj

(198c) 큰 소리로(bo)

(198c)

me,ga boh,saj

(198c) 나는 너를 불렀다:

(198c)

evka,loun se,\

(198c) 그래서 즉시로(euv)

(198c)

euvqu.j de.

(198c) 나는 일어났다,

(198c)

evxhgeiromhn(

(198c) 그리고 알았다.

(198c)

kai. e;gnwn

(198c) [현실에서]

(198c)

tw|/ o;nti

(198c)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198c)
(198c) 시간을 계산하므로(lo)

(198c)

bow/n)

logizo,menoj de.

(198c) 그래서 그는...것을 발견했다(eu=).

(198c)

eu-ren o[ti

(198c) 각자에게(evk)

(198c)

e``kate,rw|

(198c) 자신의 그 꿈이

(198c)

to. e`autou/ evnu,pnion

(198c) 동시에

(198c)

kata. to.n auvto.n cro,non

(198c) 나타났다는(evf)

(198c)

evfa,nh)

(199a) 이전에 코노스가 왕이었을 때에,

(199a)

Kw,nou pote. basileu,ontoj

(199a) 인디안들의

(199a)

tw/n Iv ndw/n(

(199a) 그 직원(u`p)이 죽었다(evt)

(199a)

evteleu,thsen o` u`phre,thj

(199a) 죽는 자들을 죽였던 who

(199a)

o]j avpe,kteine tou.j qana,tou

(199a) 저주받고(ka)

(199a)

katakriqe,ntaj

(199a) 그래서, 원하면서(bo),

(199a)

boulo,menoj de.

(199a)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를(e`l)

(199a)

e[tron e`le,sqai(

(199a) 집회(evk)를 소집했다.

(199a)

evkklhsi,an suneka,lesen

(199a) 코노스가

(199a)

o` Kw/noj(

(199a) 그리고 출석하라(pare)고 명령했다(evk).

(199a)

kai. evke,leuon parei/nai

(199a) 원하는 자들은

(199a)

tou.j boulome,nouj

(199a) 그 직책을 갖기를

(199a)

th.n timh.n e;cein

(199a) 그 직원의

(199a)

tou/ u`phre,tou)

(199a) 그리고 세 사람이 출석했다.

(199a)

parh/san de. trei/j w`j

(199a) 경쟁을(avg) 위해서

(199a)

evpi. to.n avgw/na

(199a) 준비를(pa) 한

(199a)

pareskeuasme,noi\

(199a) 결과적으로

(199a)

w[ste

(199a) 세명의 저주 받은 자들을

(199a)

tw/n katakriqe,ntwn trei/j

(199a) 데리고(evx) 왔다.

(199a)

evxh,negkon(

(199a) 그들은 반드시 whom

(199a)

ou]j e;dei

(199a) 제판을(pe) 거쳐서(evp)

(199a)

evpi. pei,ra|

(199a) 죽어야만 하는

(199a)

avpoktei,nein)

(199b) 그리고 그 첫 째가

(199b)

kai. o` me.n prw/toj

(199b) 그 경쟁자들(avg) 중에서

(199b)

tw/n avgwnizome,nwn

(199b) 일격으로 잘라버렸다(avp).

(199b)

mia|/ plhgh/| avpe,tame

(199b) 그 사람의 머리를

(199b)

th.n kefalh.n tou/ avndro.j)

(199b) 그리고 그 두 째는

(199b)

o` de. e[teroj

(199b) 뿐만아니라,

(199b)

ouv mo,non

(199b) 일격으로

(199b)

mia|/ plhgh|/

(199b) 그것을 잘라버릴

(199b)

avpe,tamen(

(199b) 아주 기술적으로(so) 잘라버리면서(te,)

(199b)

avlla. sofw,tata te,mnwn

(199b) 그것이 떨어지지도(avp) 않았다.

(199b)

ouvde. avpe,bale

(199b) 그의 어깨들로부터(w;m)

(199b)

avpo. tw/n w;mwn)

(199b) 그리고 그 세 째는

(199b)

o` de. tri,toj

(199b) 순간(br) 흔들었고

(199b)

evti,naxe me.n bracu, ti

(199b) 그의 칼을(ma,)

(199b)

th.n ma,cairan(

(199b) 그러고...멈추었다(evp).

(199b)

evpau,sato de,(

(199b) 접촉한(qi) 것으로 보이지(do) 않고 (199b)

ouvde. qigei/n dokw/n

(199b) 그 죄수를(de)

(199b)

tou/ dedeme,nou)

(199b) 그래서 코노스는...라고 물으면서(evr),

(199b)

evrwtw/ntoj de. tou/ Kw,nou(

(199b) 당신은 그러면 언제 그를 죽일 것인가?’

(199b)

Po,te a;ra avpoktenei/j(

(199b) 소금을(a[l) 그는 그들을 명령했다(evk). (199b)

a[la evke,leuse

(199b) 그 사람 코에다(r`i)

(199b)

h|/ r`ini. tou/ avndro.j

(199b) 넣으라고

(199b)

prosqei/nai)

(199b) 그러자 재채기가(pt) 일어나면서

(199b)

ptarmou/ de. genome,nou

(199b) 그 머리가 떨어졌다(evx).

(199b)

evxe,pesen h` kefalh,)

(199b) 그래서 이 사람을

(199b)

tou/ton ou=n

(199b) 아주 기뻐했고

(199b)

sfo,dra h`sqei.j

(199b) 그 왕은 선택했던(ei[) 것이다.

(199b)

ei[leto o` basileu.j)

(200a) 이전에 어떤 모모스가 있었다.

(200a)

Mw/moj tij h=n pote

(200a) 오네이오이의 왕이며

(200a)

basileu.j tw/n vOnei,wn(

(200a) 시민들이 whom

(200a)

ou-per oi` poli/tai

(200a) 아주 경멸하는(ka)

(200a)

sfo,dra katefro,noun\

(200a) 그리고 가끔은(po)

(200a)

kai. polla,kij

(200a) 그 왕 자신도 참석(pa) 했다.

(200a)

auvtou/ paro,ntoj tou/ basile,wj

(200a) 농담을(sk) 하면서

(200a)

skw,ptein

(200a) 그리고 그를 모욕했다(u`b)

(200a)

kai. u`bri,zein

(200a)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evt)

(200a)

evto,lmwn)

(200a) 그리고 그는

(200a)

o` de.

(200a) 쉽게 화를(r`a)|, 내는데도

(200a)

r`a|,qumoj w]n

(200a) 전혀 돌보지도(evf) 않고

(200a)

ouvde.n evfro,ntizen

(200a) 그들을 꾸짖지도(evp) 않았다.

(200a)

ouvde. evpeti,ma auvtoi/j)

(200a) 그런데 그 장소의 어떤 여인이

(200a)

gunh, de, tij tw/n evkei/

(200a) 수치스럽게(ai)

(200a)

ai;scista,

(200a) 모욕을 당하고 난후에,

(200a)

pote u`brisqei/sa

(200a) 원했다.

(200a)

h;qele

(200a) 그 왕에게

(200a)

pro.j to.n basile,a

(200a) 들어가서(evl)

(200a)

evlqou/sa

(200a) 도움을(wvf) 받아

(200a)

wvfe,leian labei/n

(200a) 처벌하기를(ko)

(200a)

kai. kola,sai

(200a) 그녀를 모욕한 그 사람을

(200a)

to.n u`brisanta)

(200a) 그러나

(200a)

o` de.

(200a) 그녀의 아버지는

(200a)

parh.r auvth|/

(200a) 아래와 같이 그녀를 조언(su)했다.

(200a)

toia,de sunebou,leusen\

(200b) 아무것도 묻지(ai;) 마라‘

(200b)

mhde.n ai;tei(

(200b) 라고 그는 말했다.

(200b)

e;fh(

(200b) '적어도(ge) 그로부터는

(200b)

para. evkei,nou ge\

(200b) 자신을... 때문에

(200b)

o]j ga.r e`autw|/

(200b) 그는 돌보지 않기

(200b)

ouv bohqei/

(200b) 그가 모욕을 당할 때에도

(200b)

u`brizome,nw|(

(200b) 어떻게 다른 사람을

(200b)

pw/j e`te,ra|

(200b) 그러한 사람이 돕겠는가?

(200b)

toiou/toj bohqh,sei*

(200b)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0b)

h` de. o[mwj

(200b) 들어갔고

(200b)

evlqou/sa

(200b) 아래와 같이 말했다:

(200b)

toia,de ei=pen\

(200b) 왕이시여!

(200b)

w= basileu/(

(200b) 도움을(wvf)

(200b)

wvfe,leian me.n

(200b) 나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200b)

ouvdemi,an aivtw/\

(200b) 그러나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200b)

maqei/n de. qe,lw

(200b) 당신께로부터

(200b)

para. sou/(

(200b) 어떻게, 모욕을 당할 때에

(200b)

pw/j u`brisqei/sa

(200b) 그러한 무관심(r`a)으로서

(200b)

toiau,th| r`aqumi,a|

그것을 견디는(avn) 지를

(200b)

avne,xomai)

(200b) 그리고 그는 성이 나서(avg),

(200b)

o` de. avganaktw/n

(200b) 그녀를 도와 주었을 뿐 아니라

(200b)

ouv mo,non evkei,nh| evboh,qhsen(

(200b) 또한 그를 모욕한 자들을

(200b)

avlla. tou.j e`auto.n u`bri,santaj

(200b) 앞으로는(to.

(200b)

to. loipo.n

(200b)

evko,lazen)

(200b)

l)

(200b) 처벌했던(evk) 것이다.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196부터 200까지 읽어보라
Sakes' Dream (196), LXXI
peri. de. tw/n evnupni,wn toiau/ta te h;dh le,lektai kai. a;lla e;comen le,gein
ouvc h-sson qauma,sia) avnh,r ga.r h=n tij ovno,nati Sa,khj o]j avdelfo.n ei=cen o]n
sfodra evfi,lei\ ou-toj de. evn toi/j Iv ndoi/j avpedh,mei evn cwri,w| ou-per ba,rbaroi
polloi. h=san kai. e;cqistoi) nukto.j de, pote eu[dwn qe,rouj o;ntoj( to.n Sa,khn
o;nar ei=de th|/ o;yei sfo,dra dokou/nta taracqh/nai) evrwtw/ntoj de. ti, pa,scei(
avpekri,nato o` e[teroj toia,de\ evgerqei.j w- fi,ltate sigh|/ kai. xi,foj labw.n
kru,yon seauto.n o;pisqe th/j qu,raj\ evrcontai ga.r ba,rbaroi du,o w`j
avpoktenou/nte,j se) avkou,saj de. kai. avnasta.j evn pollw|/ fo,bw| dh. h=n\ labw.n de.
to. xi,foj w`j ei;rhto kai. kru,yaj e`auto.n e;mene)

Sakes' Dream (197), LXXII
h=lqon de. ouv dia. pollou/ du,o ba,rbaroi\ kai. o` me.n avnoi,xaj th.n qu,ran pro.j
th.n kli,nhn h'e| i avpoktenw/n auvto,n\ o` de. e[teroj ka,tw me,nwn e;klepte ta.
crh,mata) o` de. kekrumme,noj katalabw.n to.n ba,rbaron th/j kli,nhj qigga,nonta
kai. la,qra pata,xaj avpe,kteinen\ evn de. tou,tw| to.n e[teron e;gnw avnio,nta meta.
th/j lei,aj) eivsio,nta de. evke,leusen auvto,n( w`j de. e`tai/roj w;n( evpa/rai to.n
qano,nta kai. avpofe,rein e;xw) o` de. ouvde.n u`popteu,saj( w`j baqe,oj o;ntoj tou/
sko,tou( pare,kuye w`j lhyo,menoj to.n ne,kun( a[ma meqei.j th.n lei,an) o` de. tw/|
kairw/| crhsa,menoj kai. tou/ton tw|/ xi,fei pata,xaj e;kteine) to,te de. tou.j
dou,louj mega,lh| fwnh|/ evka,lesen( oi. bohqou/ntej tou.j barba,rouj tou.j
avpoqano,ntaj e;xw evko,m, isan)

Sakes' Dream (198), LXXIII
meta. de. polla.j h`me,raj evpistolh.n para. tou/ avdelfou/ evde,xato toia,nde\ w=
fi,ltate( evnu,pnion sh,meron ei=don peri. sou/ qauma,sion( div o] pollw|/ evn fo,bw|

eivmi. kai. avpori,a|\ meshmbri,aj ga.r ou;shj eu[dwn w`j ei;wqa qe,rouj o;ntoj(
ei=don se. evmfane,stata evn klinh| kekoimhme,non) nu.x de. para. soi. h=n( o[per tw|/
o;nti gi,gnetai toi/j dia. tosou,tou avpou/sin) ei=don de. du,o barba,rouj pro.j to.n
oi=ko,n sou prosio,ntaj( kai. dialegome,nwn h;kouon( o[ti me,llousi se. me.n
avpoktei,nein ta. de. evn th/| oivki,a| sula/n) fobhqei.j de. evpeirw,mhn se. evx u[pnou
evxegei,rein\ kinei/sqai de.(

oi-a eu[donti filei/ gi,gnesqai( ouvdamw/j evdunh.qhn)

u`po. de. fo,bou kai. a;lgouj me,ga boh,saj evka,loun se,\ euvqu.j de. evxhgeiromhn(
kai. e;gnwn tw|/ o;nti bow/n) logizo,menoj de. eu-ren o[ti e``kate,rw| to. e`autou/
evnu,pnion kata. to.n auvto.n cro,non evfa,nh)

The Executioner (199), LXXIV
Kw,nou pote. basileu,ontoj tw/n vIndw/n( evteleu,thsen o` u`phre,thj o]j avpe,kteine
tou.j qana,tou katakriqe,ntaj boulo,menoj de. e[tron e`le,sqai( evkklhsi,an
suneka,lesen o` Kw/noj( kai. evke,leuon parei/nai tou.j boulome,nouj th.n timh.n
e;cein tou/ u`phre,tou) parh/san de. trei/j w`j evpi. to.n avgw/na pareskeuasme,noi\
w[ste tw/n katakriqe,ntwn trei/j evxh,negkon( ou]j e;dei evpi. pei,ra| avpoktei,nein)
kai. o` me.n prw/toj tw/n avgwnizome,nwn mia|/ plhgh/| avpe,tame th.n kefalh.n tou/
avndro.j) o` de. e[teroj ouv mo,non mia|/ plhgh|/ avpe,tamen( avlla. sofw,tata te,mnwn
ouvde. avpe,bale avpo. tw/n w;mwn) o` de. tri,toj evti,naxe me.n bracu, ti th.n
ma,cairan( evpau,sato de,( ouvde. qigei/n dokw/n tou/ dedeme,nou) evrwtw/ntoj de. tou/
Kw,nou( Po,te a;ra avpoktenei/j( a[la evke,leuse th|/ r`ini. tou/ avndro.j prosqei/nai)
ptarmou/ de. genome,nou evxe,pesen h` kefalh,) tou/ton ou=n sfo,dra h`sqei.j ei[leto
o` basileu.j)

Momos & Oneios (200), LXXV
Mw/moj tij h=n pote basileu.j tw/n vOnei,wn( ou-per oi` poli/tai sfo,dra

katefro,noun\ kai. polla,kij auvtou/ paro,ntoj tou/ basile,wj skw,ptein kai.
u`bri,zein evto,lmwn) o` de. r`aq|, umoj w]n ouvde.n evfro,ntizen ouvde. evpeti,ma auvtoi/j)
gunh, de, tij tw/n evkei/ ai;scista, pote u`brisqei/sa h;qele pro.j to.n basile,a
evlqou/sa wvfe,leian labei/n kai. kola,sai to.n u`brisanta) o` de. parh.r auvth|/
toia,de sunebou,leusen\ mhde.n ai;tei( e;fh( para. evkei,nou ge\ o]j ga.r e`autw|/ ouv
bohqei/ u`brizome,nw|( pw/j e`te,ra| toiou/toj bohqh,sei* h` de. o[mwj evlqou/sa toia,de
ei=pen\ w= basileu/( wvfe,leian me.n ouvdemi,an aivtw/\ maqei/n de. qe,lw para. sou/(
pw/j u`brisqei/sa toiau,th| r`aqumi,a| avne,xomai) o` de. avganaktw/n ouv mo,non
evkei,nh| evboh,qhsen( avlla. tou.j e`auto.n u`bri,santaj to. loipo.n evko,lazen)

(20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