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te
(201a), LXXVI

다른 때에, 그보고 경쟁을(avg) 결정하도록 부탁하려고(aiv) 두명의 시인들이 모모스에
게 왔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행(dr)할 수 있는 모
든 일들을 행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그 문제를
설명했다. 그 경쟁은 그들의 예술에(te,)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각자가 시를(po) 더 기
교가 넘치게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Another time two poets came to Momos,

asking him to decide a contest. And he said, 'I am willing to do all things which
I can so as to help you.' And when he had said this, they explained to him the
matter. For the contest was about their art, each claiming to be able to write

a;llote de. poihtai. du,o para. to.n Mw/mon h=lqon(

poetry more skillfully.

aivtou/ntej auvto.n avgw/na, tina diakri/nai\ o` de. Pa,nta qe,lw( e;fh( dra/sai o[sa
du,namai w[ste u`ma/j wvfelei/n) le,xantoj de. tau/ta( dihgh,santo evkei/noi to.
pra/gma) h=n ga.r peri. th/j te,cnhj o` avgw,n( e`kate,rou avxiou/ntoj sofw,teron
du,nasqai poiwei/n)

aivte,w

avxio,w

주장하다 claim,

poiei/n

시를 쓰다 write poetry,

부탁하다 ask,

diakri/nai

InAoA from

poihth,j

avgw,n, avgw/noj, o`
diakri,nw

시 poet,

경쟁 contest,

concede superioriority,

te,cnh, hj, h`

skill.

dra,w

하다

do.
Momos & the Poets (201b), LXXVI

(그리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각자가 모든 사람들(a`p) 앞에서(pa) 시 한 수
씩을(po) 암송한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느(po,) 것이 예술에 있어서 더 낳은
지를(do) 결정할(di)거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금을(cr) 그 정복자에게(ni) 줄 것이다.’
그후(evn) 둘은(a;m) 좋아했고 그를 칭찬했다(evp). 그래서 침묵이(si) 있었다. 그 나이든
사람이(ge) 그의 시를 읊었다. 그리고 그가 다 끝냈을 때에, 왕은 기다리지도 않고서,
즉시로 다른 편이 승리했다고 결정했다.

And he said, 'Each of you then recite

a poem in the presence of all, and when we have heard we will decide which
seems to be better in the art. And we will give much gold to the conqueror.'
Then both, being pleased, praised him. And silence being made, the elder
recited his poem. And when he had done, immediately without waiting the king

Le,gete ou=n e`ka,teroj poi,hma, ti(

decided that the other was (is) victorious.

paro,ntwn a`pa,ntwn\ h`mei/j de avkou,santej diagnwso,meqa( po,teroj dokei/
avmei,nwn ei=nai th.n te,cnhn( kai. cruso.n polu.n dw,somen tw/| niknh,santi)
evntau/qa de. h`sqe,nte evph|nei,thn auvto.n a;mfw( o` de. gerai,teroj sigh/j
genome,nhj e;lege to. poi,hma\ tou/ de. pausame,nou( euvqu.j ouvde.n mei,naj o`
basileu.j die,gnw o[ti nika/ o` e[teroj)
IdPrA3 from

doke,w

이든 사람 elder,

niknh,saj
pau,w
h`

...지(보인다) seem,

le,gete

IdPrA2 from

정복자 conqueror,

끝내다 stop,

침묵 silence,

ouvde.n

poi,hma, atoj to,

th.n te,cnhn처럼

diaginw,skw
evpaine,w

결정하다 decide,

칭찬하다 praise,

le,gw, nika/|

IdPrA3 from

않고서 without,

gerai,teroj

nika,w

pausame,nou

dokei/

be victor,

나

o`

PaAoMm2 from

시 what is made, creation, poem;

sigh,, h/j,

관계를 표현할 때에도 대격을 사용한다 >(116구).

Momos in Disguise (202a), LXXVII

언젠가 딴 때에(a;l), 모모스는, 그들은 무슨 종류의 백성인지, 그들이 그에 대해서 어
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의 국민들에(avr) 대해서 알기를(ei) 원해서, 자신을 상인(ka,)
으로서 옷을 차려입히고 밤에 그 도시를 통과하곤 했다.

Another time Momos

wishing to know about his subjects, what kind of people they are, and how they
fell towards him, having dressed himself up as a dealer, used to go through the
city by night.

a;llote de. Mw/moj boulo,menoj eivde,nai peri. tw/n avrcome,nwn

poi/oi a;ra eivsi.n a;nqrwpoi( kai. pw/j e;cousi pro.j e`auto,n( evnskeua,saj e`auto.n
w`j ka,phlon o;nta dia. th/j po,lewj nukto.j evpoteu,eto\
oi=da

알다 know,

ka,phloj

상인 a retail-dealer,

eivde,nai

InPeA from

(202b), LXXVII

그리고 그 시민들은 호의적이어서(fi) 아무데서고(pa) 그를 기뻐하면서(avs) 받아들였
다(evd). 그리고 그는 많은 것들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avd) 말했
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의 부인을 불순종한다(avp)고 학대(lo)하고 강타로서(pl) 벌하
고(evk) 있는 제혁업자(bu)의 집에 왔다.

And the citizens, being hospitable,

everywhere received him gladly. And he heard many things, said without fear
about himself; and once he came to the house of a tanner, who was punishing

oi` de. poli/tai filo,xeni

his wife with blows and abuse for disobedience.

o;ntej pantacou/ evde,conto auvto.n avsme,nwj( kai. polla. h;koue peri. e`autou/
avdew/j lego,mena) h=lqe de, pote eivj bursode,you oivki,an( o]j th.n gunai/ka
plhgai/j kai. loidori,aij evko,laze( w`j avpeiqh,sasan)
without

fear,

bursode,yhj
filo,xenoj
abuse,

avpeiqe,w

불순종

제혁업자 tanner,

호의적 hospitable,

pantacou/

하다

disobey,

evde,conto
kola,zw

avsme,nwj

IdIpM3 from

de,comai

벌하다 punish,

아무데서고 everywhere,

avdew/j

두려움 없이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다 receive,

loidori,a, aj, h`

plhgh,, h/j, h`

gladly,

강타 blow,

학대 verbal

avpeiqh,sasan

= having been disobedient에 대해선 >(120두).
(202c), LXXVII

그리고 그 여자는 울부짖었다. “그러나 내가 군인들을 보려고 나갔던 이것 외에는
(plh.n

eiv mh.)

나는 전혀 행한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선 여자들을 그렇게(ou[) 잔인

하게 벌주는(ko) 것은 풍습이(no) 아니기 때문에 이 낯선 자가 나를 도울 것이다. 당
신은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소유의 부인을 자유롭게 가게 (avf)
한 그 왕을 닮지 않을 거요?‘

And she cried out, 'But I have done nothing at

all, save only I went out to see the soldiers. But this stranger will aid me, for it
is not customary here to punish women so cruelly. Will you not then imitate the
king, who lets his own wife go free to do all that she wishes?'

h` de. evbo,a\

vEge. de. ouvde.n to. para,pan e;drasa( plh.n eiv mh. evxh/lqon tou.j stratiw,taj
ovyome,nh\ ou-toj de. o` xe,noj bohqh,sei moi( ouv ga.r nomi,zetai evntau/qa ta.j

gunai/kaj ou[twj wvmw/j kola,zein) ou;koun minh,sei to.n basile,a( o]j evleuqe,ran
avfi,hsi th.n e`autou/ gunai/ka( panq v a] bou,letai poiei/n*

avfi,hsi

avfi,hmi

evleu,qeroj

자유로운

is customary,

plh.n eiv

free,

mh.

let go,

kola,zw

bohqe,w

punish,

d 돕다 aid,

mime,omai

이것 외에는 save only,

evleuqe,ran

형용사4f from

nomi,zw

a 닮다 imitate,

ouvde.n to. para,pan

IdPrA3 from

ovyome,nh는

전혀...없다 not at all,

>(119가).
Momos in Disguise (203a), LXXVIII

그러나 그 남편은 그의 부인을 때리는(tu,) 것을 멈추질(evp) 않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
이 말하면서 그 낯선 자를 목격하도록 불렀다(evm): ‘낯선 자여, 나는 당신이 어데로부
터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왕이 그의 소유의 집을 어리석게(avn) 운영함으로(di) 얼마
나 많은 고통들을 그의 백성들에게(avr) 주고(pa) 있는지를, 이것을 당신은 우리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But the husband did not stop beating his wife, but called

the stranger to witness, saying as follows: 'Stranger, I don't know where you
come from, but this you must learn from us, how much trouble the king gives to

o` de. avnh.r ouvde.n

his subjects by managing his own house foolishly.'

evpau,eto tu,ptwn th.n gunai/ka( avlla. evmartu,reto to.n xe,non toia,de le,gwn\ wxe,ne( ouvk oi=da po,qen ei=\ tou/to de. crh. avf v h`mw/n manqa,nein( w`j polla.
pra,gmata pare,cei toi/j avrcome,noij o` basileu,j( th.n e`autou/ oivki,an avnoh,twj
dioikw/n)

avno,htoj,

martu,romai
pare,cei
beat,

어리석은

foolish,

목격하도록 부르다 call to witness,

IdPrA3 from

crh.

on

pare,cw

(ΙdPrA3) from

crh,

주다 offer,

dioke,w

marture,w

pau,esqai

ei=

manage,

목격하다 bear witness,

tu,ptw

때리다

evpau,eto tu,ptwn은

분사를

멈추다 cease,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취하는 동사 중 하나다 >(119가).

운영하다

= you are이지만 come from으로 옮겼다.

(203b), LXXVIII

그러나 아직 그녀의 소리로부터 멈추지를(pa) 못한 그 여자는 말했다. ‘그러나 어데서
나 아무나 우리의 도시를 찬양하기(evp) 때문에 그는 사실상(ge) 우리를 나쁘게 다스리
지는(a;r)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세워진(te) 법들을 질서 있게(eu;) 신중하게(evp) 보
존하고 있다.

But the woman, not yet having ceased from her noise, said,

'But he does not indeed govern us badly, for everybody everywhere praises our
city, that we are orderly and carefully preserve laws well laid down.'

h` de. gunh. ou;pw th/j boh/j pausame,nh( A
v ll v ouv ga.r( e;fh( kakw/j h`mw/n ge
a;rcei\ pa,ntej ga.r pantacou/ th.n h`mete,ran po,lin evpainou/sin( w`j eu;kosmoi,
evsmen kai. no,mouj eu= teqeime,nouj evpimelw/j sw,zomen)
govern,

e;painoj, ou, o`

praise,

behave in a orderly fashion,

teqeisqei

=

kei/sqai

eu;kosmoj

evpimelw/j

=

euvkosme,w

a;rcw

g 다스리다

질서 있게 orderly, to

pau,w

신중하게 carefully,

멈추다 stop,

세워진 to be laid down,

(203c), LXXVIII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그 도시는 그렇게 칭찬을(evp) 받을
가치가(avx)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태만해서(r`a)| 그의 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그 왕이 그 원인이(ai;)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인들을 벌주는 우리이다.‘

'That

is true,' said the man, 'and the city is worthy to be thus praised: but of this not
the king is the cause, from negligence relaxing his hold on the government, but

tou/to me.n avlhqe,j( e;fh o` avnh,r\ kai. avxi,a evsti.n

we who punish our wives.'

h` po,lij tau/ta evpainei/sqai\ avlla. tou,tou ouvc o` basileu.j ai;tioj( r`a|qumi,a|
th/j avrch/j meqie,menoj( avlla. h`mei/j oi` ta.j gunai/kaj kola,zontej)
i,a, on

가치가 있는 worthy,

evpainei/sqai

InPrM from

다 relax hold on,

ai;tioj, i,a, on

evpaine,w

r`aq| umi,a

responsible,

칭찬하다 praise,

태만 negligence,

avrch,

meqi,esqai

a;xioj,

정부 government,

g 장악력을 약화시키

Pompos & the Cup (204a), LXXIX

폼포스는 도둑놈이었다. 지혜에 있어서는 특별히 비범하지 않는(ouv

p)

사람이었다. 그

러나 뻔뻔스러움에(avn) 있어서는 모든 인류를 능가했다(di).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훔치지(kl) 말라(mh)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avn) 시도했었기(pe) 때문에, 마침내 아주
성품이 좋은(evp) 의사인

어떤 팰러로스가, 그는 정직하지 않고(a;d) 언제나(ave) 훔친다

는 것을 알면서도(ei), 그러나 좋은 성품과 정의로서(di) 그를 고칠(iva) 수 있다고 희
망하면서, 그를 종으로서 그의 집으로 받아들였다.

Pompos was a thief, who

was nobody particular in wisdom, but in impudence was superior to all mankind.
For many men having tried to persuade this man to steal no longer, at last a
certain Phaleros, a physician, a very good-natured man, received him into his
house as a servant, knowing indeed that he was dishonest and always stealing,

Po,mpoj h=n kle,pthj

but hoping by good nature and justice to heal him.

tij( o]j th|/ me.n sofi,a| ouv perisso.j tij h=n( th|/ de. avnaideia| pa,ntwn
avnqrw,pwn die,fere) pollw/n ga.r avndrw/n tou,ton avnapei,qein peirasame,nwn(
mhke,ti kle,ptein( te,loj falero,j tij ivatro.j evpieike,statoj w]n eivj th.n oivki,an
w`j oivke,thn parede,xato( eivdw.j me.n a;dikon o;nta kai. avei. kle,ptonta( th|/ de.
evpieikei,a| kai. dikaiosu,nh| evlpi,zwn iva/sqai auvto,n\
않는 dishonest,

avei.

설득하다 persuade,
알다 know,

언제나 always,

diafe,rw

evlpi,zwn

avnai,deia

evlpi,zw

성품이 좋은 good-natured,

iva/sqai

kle,ptein

훔치다 steal,

InPrAfrom

perisso.j tij
attempt,

kle,ptw

특별히

perisso,j, h,, o,n

>(124갸).

뻔뻔스러움 impudence,

g 능가하다 be superior,

PaPrAm1 from

비범하지

eivdw.j

희망하다 hope,

InPrM from

않는

a;dikoj, on

mhke,ti

nobody

비범한 extraordinary,

avnapei,qw

PaPeAm1 from

evpieikh,j

ivao, mai

정직하지

=

oi=da

evpiei,keia

고치(치료하)다 heal,

더 이상...아닌 no longer,
particular,

mhke,ti는

peira,zw

ouv

시도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부인한다

(204b), LXXIX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a;p) 때, 가끔은 사람이 그러한 방법으로 성공할(ka) 수
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오래동안 폼포스는 성실한(sp) 종(oiv)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가 우연히(e[t) 팰러로스에게로 들어왔다(eiv), 그리고 그는 폼포스
가 황금 잔(po)을 가지고 뒷문을 통해서 도망가는(avp)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잡혔고
(a`l) 그의 주인에게(de) 데려와졌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씻으(lo)려고
강(po)가로 가지고 가고 있었다.’

'For often,' he said, 'a man succeeds by

such means, when other people are unsuccessful.' And for a long time Pompos
proved a good servant: but one day a friend happened to be coming in to
Phaleros, and he saw Pompos running away through a back door having a
golden cup. And being captured and brought to his master, he said, 'But I was
taking it to the river that I might wash it!'

polla. ga.r( e;fh( di. tw/n toiou,twn

katorqoi/ tij( tw/n a;llwn avpra,ktwn o;ntwn) kai. cro,non me.n polu.n
spoudai/oj evge,neto oivkethj o` Po,mpoj\ e[tuce de. pote fi,loj tij eivsiw.n para.
to,n Falero,n( kai. ei=de to.n Po,mpon avpotre,conta dia. th/j o;pisqe qu,raj(
poth,rion crusou/n e;conta) a`lou.j de. kai. pro.j to.n despo,thn avgo,menoj( A
v lla.
pro.j to.n potamo.n e;feron( e;fh( i[na lou,saimi)
unsuccessful,

avpo&tre,cw

들어오다 go (in, I nto),

lou,w

씻다 wash,

spoudai/oj, a, on

o;pisqe

f

도망가다 to run off,

a;praktoj

despo,thj, ou, o`

katorqoi/

IdPrA3 from

뒤 back,

potamo,j, ou/, o`

성실한 eager,

tugca,nw

kat&orqo,w
강 river,

성공하지 못한

주인 lord,

ei;seimi

성공하다 succeed,

poth,rion

우연히 happen to be,

n 잔 cup,

i[na lou,saimi는

목적을 표현한다 >(120려).
Pompos & the Beggar (205a), LXXX

언젠가 딴 때에, 아주 배가고픈(pe) 폼포스는 코린뜨를 향해서 길을 따라 걸어가고(evp)
있었다. 길가 나무 아래 앉아서(ka) 어떤 나쁜(fa) 음식을(si) 먹고 있는 거지를(pt)
보면서, 어떤 수단으로(mh) 그것을 취해서 달아나 버리고(avp) 싶은 마음을 가졌다. 그

리고 그 거지는 절름발이여서 맨 [목(xu,)발(sk)을 자신 아래다 묶은] 목발로 여행을
하곤 했다.

Another time Pompos being very hungry was walking along the

road towards Corinth. And seeing a beggar sitting under a tree by the wayside,
and eating some inferior food, he had a mind to get it by some means and run
away. And the beggar being lame used to travel with a wooden leg fastened on

a;llote de. o` Po,mpoj peinw/n dh.

[having bound beneath him a wooden leg].

sfo,dra evporeu,eto kata. th.n o`do.n th.n evpi. Kori,nqou) kai. ivdw.n ptwco,n tina
u`po. de,ndrou para. th|/ ovdw/| kaqh,menon kai. siti,a tina. fau/la evsqi,onta( evn
nw|/ ei=ce mhcanh/| tini labw/n avpofugei/n) o` de. ptwco.j cwlo.j w]n ske,loj
xu,linon u`podedeme,noj w`doipo,rei)
bad,

mhcanh,

수단 means,

walk,

ptwco,j

거지 beggar,

leg,

u`podedeme,noj

PaPrMm4 from
lame,

avpofeu,gw

peina,w

달아나다 escape,

배가고프다 be hungr,

siti,on , ou, to,

pl.

음식 food,

fau/loj, h, on

poreu,omai

ske,loj, ouj, to,

acc 자신 아래다 묶은 having bound beneath one,

ka,qhmai

앉다 sit,

kata. th.n o`do.n에는

xu,linoj, h, on

나무 wooden,

정관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

걸어가다

kaqh,menon

cwlo.j

evporeu,eto에

다리

절름발이

속한다 >(110

그).
(205b), LXXX

그 후에(to,), 이것을 풀고 나서(u`p) 그는 그후 쉬고(avn) 있었다. 그리고 전혀 좋지(sp)
않은(ouv

p)

그의 저녁식사(de)를 그는 조용하게(h`s) 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폼포스

를 환영한(avs) 후에,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음식의(si) 몫을(me) 그에게 나누어 준 후에,
그는 아주 좋아(h[s)했다. 그리고 그의 친절함(fi)과 선한 성품에(evp) 대해서 많이 감
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먹고(fa) 마신(pi) 후에, 그들은 들어 누어 쉬었다(evk). 그리고
그 거지가(pt) 코를 고는(r`e,) 동안에 폼포스는 일어나서(avn), 그의 지갑(ba)과 그의 다
리를 취해서 달아나(fu) 버렸다.

And then he was resting, having taken this

off. And his dinner, which was nothing very nice, he was eating quietly. And he
having greeted Pompos, and given him a share of the food which he had, he
was very much pleased and was grateful for his friendliness and good nature.

And at last, having eaten and drunk, they lay down to rest: and while the
beggar was snoring, Pompos getting up, and taking his purse and his leg, ran

tou/to de. u`polusa,menoj avnepau,eto me.n to,te( to. de. dei/pnon( ouv pa,nu

away.

spoudai/on o;n( h`su,cwj kath,sqein) tou/ de. avspasame,nou to.n Po,mpon kai.
metado,ntoj w-n ei=ce siti,wn( pa,nu h[sqh ou-toj kai. ca,rin pollh.n ei=ce th/j
fili,aj kai. evpieikei,aj) te,loj de. fago,ntej kai. pio,ntej evkoimh,santo\
r`eg, kontoj de. tou/ ptwcou/( avnasta.j o` Po,mpoj to. balla,ntion auvtou/ labw.n
a[sucoj, on ,

kai. to. sek,loj( avpw,ceto fugw,n)
rest,

avni,sthmi

avspa,zomai

환영하다 greet,

지갑 purse,

lie

down

metadou/nai

to

rest,

kate,sqw

metado,ntoj

siti,on, ou , to,

풀다(떼어내다) take off,

siti,wn에서

and

pio,ntej

먹다 eat up,

ouv pa,nu

PaAoAm1 from
들어 누어 쉬다

metadi,dwmi

나누다

share,

전혀...이 아닌 not at all,

r`eg, kw

from

spoudai/oj

PaAoAm1 from

관대의 견인은 >(113니).

koima,omai

bala,tion

저녁식사 dinner,

evpieikei,aj(2f), fago,ntej

음식 food,

pl.

be gone away,

dei/pnon, ou, to,

PaAoA2m

쉬다

좋아하다 please, be pleasing;

avp&oi,comai,

감사하는 grateful,

몫을 주다 give a share,

코를 골다 snore,

avre,skw

IdIpM3

선한 성품 gentleness,

katesqi,w

먹다 eat,

flee,

avpw,c| eto

ca,rin e;cein

evpiei,keia, aj, h`
evsqi,w

feu,gw

stand up,

avnapau,w

조용한 quiet,

pi,nw

좋은 nice,

u`polu,omai

마시다 drink.

th/j fili,aj kai. evpieikei,aj는

w-n ei=ce

...로부터 분리

된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속격이 왔다 >(115너).

(201a) 다른 때에,

(201a)

a;llote de.

(201a) 두명의 시인들이

(201a)

poihtai. du,o

(201a) 모모스에게 왔다.

(201a)

para. to.n Mw/mon h=lqon(

(201a) 그보고...부탁하려고(aiv)

(201a)

aivtou/ntej auvto.n

(201a) 경쟁을(avg) 결정하도록

(201a)

avgw/na, tina diakri/nai\

(201a) &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하기 원한다

(201a)

o` de. Pa,nta qe,lw(

(201a) 그는 말했다,

(201a)

e;fh(

(201a) 내가 행할 수 있는 which

(201a)

dra/sai o[sa du,namai

(201a)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라고

(201a)

w[ste u`ma/j wvfelei/n)

(201a)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했을 때,

(201a)

le,xantoj de. tau/ta(

(201a) 그들은 그에게 설명했다.

(201a)

dihgh,santo evkei/noi

(201a) 그 문제를

(201a)

to. pra/gma)

(201a) ...것이었기 때문에,

(201a)

h=n ga.r

(201a) 그들의 예술에(te,) 관한

(201a)

peri. th/j te,cnhj

(201a) 그 경쟁은

(201a)

o` avgw,n(

(201a) 각자가 주장했다.

(201a)

e`kate,rou avxiou/ntoj

(201a) 더 기교가 넘치게

(201a)

sofw,teron

(201a) 시를(po) 쓸 수 있다고

(201a)

du,nasqai poiwei/n)

(201b) 암송한다,

(201b)

Le,gete

(201b) 그러면 너희들은 각자가

(201b)

ou=n e`ka,teroj

(201b) 시 한 수씩을(po)

(201b)

poi,hma, ti(

(201b) 모든 사람들(a`p) 앞에서(pa)

(201b)

paro,ntwn a`pa,ntwn\

(201b) 그리고 우리가 듣고

(201b)

h`mei/j de avkou,santej

(201b) 우리가 결정할(di) 것이다.

(201b)

diagnwso,meqa(

(201b) 어느(po,) 것이 더 낳은 지를(do)

(201b)

po,teroj dokei/ avmei,nwn ei=nai

(201b) 예술에 있어서

(201b)

th.n te,cnhn(

(201b) 그리고 많은 금을(cr)

(201b)

kai. cruso.n polu.n

(201b) 우리는 줄 것이다

(201b)

dw,somen

(201b) 그 정복자에게(ni)

(201b)

tw/| niknh,santi)

(201b) 그후(evn) 좋아했고

(201b)

evntau/qa de. h`sqe,nte

(201b) 둘은 그를 칭찬했다.

(201b)

evph|nei,thn auvto.n a;mfw(

(201b) 그 나이든 사람이(ge)

(201b)

o` de. gerai,teroj

(201b) 그래서 침묵이(si) 있었다.

(201b)

sigh/j genome,nhj

(201b) 그의 시를 읊었다.

(201b)

e;lege to. poi,hma\

(201b) 그리고 그가 다 끝냈을 때에,

(201b)

tou/ de. pausame,nou(

(201b) 즉시로 기다리지도 않고서

(201b)

euvqu.j ouvde.n mei,naj

(201b) 왕은 결정했다.

(201b)

o` basileu.j die,gnw

(201b) 다른 편이 승리했다고

(201b)

o[ti nika/ o` e[teroj)

(202a) 언젠가 딴 때에(a;l),

(202a)

a;llote de.

(202a) 모모스는, 알기를(ei) 원해서,

(202a)

Mw/moj boulo,menoj eivde,nai

(202a) 그의 국민들에(avr) 대해서

(202a)

peri. tw/n avrcome,nwn

(202a) 그래서 무슨 종류의

(202a)

poi/oi a;ra

(202a) 그들은 백성인지,

(202a)

eivsi.n a;nqrwpoi(

(202a) 그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202a)

kai. pw/j e;cousi

(202a) 그에 대해서

(202a)

pro.j e`auto,n(

(202a) 자신을 옷을 차려 입히고

(202a)

evnskeua,saj e`auto.n

(202a) 상인(ka,)으로서

(202a)

w`j ka,phlon o;nta

(202a) 그 도시를

(202a)

dia. th/j po,lewj

(202a) 밤에 통과하곤 했다.

(202a)

nukto.j evpoteu,eto\

(202b) 그리고 그 시민들은

(202b)

oi` de. poli/tai

(202b) 호의적이어서(fi)

(202b)

filo,xeni o;ntej

(202b) 아무데서고(pa) 그를 받아들였다(evd).

(202b)

pantacou/ evde,conto auvto.n

(202b) 기뻐하면서(avs)

(202b)

avsme,nwj(

(202b) 그리고 그는 많은 것들을 들었다

(202b)

kai. polla. h;koue

(202b) 자신에 대해서

(202b)

peri. e`autou/

(202b) 두려움 없이(avd) 말했다.

(202b)

avdew/j lego,mena)

(202b) 그리고 이전에는 그가 왔다.

(202b)

h=lqe de, pote

(202b) 제혁업자(bu)의 집에

(202b)

eivj bursode,you oivki,an(

(202b) 그의 부인을 강타로서(pl) who

(202b)

o]j th.n gunai/ka plhgai/j

(202b) 학대(lo)하고 벌하고(evk) 있는

(202b)

kai. loidori,aij evko,laze(

(202b) 불순종한다(avp)고

(202b)

w`j avpeiqh,sasan)

(202c) 그리고 그 여자는 울부짖었다.

(202c)

h` de. evbo,a\

(202c) 그러나 나는

(202c)

(202c) 전혀 행한 것이 없다.

(202c)

ouvde.n to. para,pan e;drasa(

(202c) 이것 외에는(plh.n

(202c)

plh.n eiv mh.

(202c) 나갔던

(202c)

evxh/lqon

(202c) 내가 군인들을 보려고

(202c)

tou.j stratiw,taj ovyome,nh\

(202c) 이 낯선 자가

(202c)

ou-toj de. o` xe,noj

(202c) 나를 도울 것이다.

(202c)

bohqh,sei moi(

(202c) 그러나 풍습이(no) 아니기 때문에

(202c)

ouv ga.r nomi,zetai

(202c) 여기에선

(202c)

evntau/qa

(202c) 여자들을 그렇게(ou[)

(202c)

ta.j gunai/kaj ou[twj

(202c) 잔인하게 벌주는(ko) 것은

(202c)

wvmw/j kola,zein)

(202c) 당신은 그 왕을 닮지 않을 거요?‘

(202c)

ou;koun minh,sei to.n basile,a(

(202c) 자유롭게 가게 (avf)한 who (202c)

o]j evleuqe,ran avfi,hsi

(202c) 그의 소유의 부인을

(202c)

eiv mh.)

(202c)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202c)

vEge. de.

th.n e`autou/ gunai/ka(
panq v a] bou,letai poiei/n*

그러나 그 남편은 멈추질(evp) 않았다.

(203a)

o` de. avnh.r ouvde.n evpau,eto

(203a) 그의 부인을 때리는(tu,) 것을

(203a)

tu,ptwn th.n gunai/ka(

(203a) 그러나 목격하도록 불렀다(evm):

(203a)

avlla. evmartu,reto

(203a) 그 낯선 자를

(203a)

to.n xe,non

(203a)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203a)

toia,de le,gwn\

(203a) 낯선 자여,

(203a)

w- xe,ne(

(203a) 나는 모른다.

(203a)

ouvk oi=da

(203a)

(203a) 당신이 어데로부터 왔는지

(203a)

po,qen ei=\

(203a) 그러나 이것을..필요가 있다

(203a)

tou/to de. crh.

(203a) ..우리로부터 배워야한다.

(203a)

avf v h`mw/n manqa,nein(

(203a)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203a)

w`j polla. pra,gmata

(203a)그의 백성들에게(avr) 주고(pa) 있는지를,

(203a)

pare,cei toi/j avrcome,noij

(203a) 왕이

(203a)

o` basileu,j(

(203a) 그의 소유의 집을

(203a)

th.n e`autou/ oivki,an

(203a) 어리석게(avn) 운영함으로(di)

(203a)

avnoh,twj dioikw/n)

(203b) 그러나 그 여자는

(203b)

h` de. gunh.

(203b) 아직 못한

(203b)

ou;pw

(203b) 그녀의 소리로부터 멈추지를(pa)

(203b)

th/j boh/j pausame,nh(

(203b) 그러나 ..않기 때문에

(203b)

(203b) 말했다

(203b)

e;fh(

(203b) ..우리를 나쁘게

(203b)

kakw/j h`mw/n

(203b) 그는 사실상(ge)...다스리지는(a;r)

(203b)

ge a;rcei\

(203b) 아무나 어데서나 (때문에)

(203b)

pa,ntej ga.r pantacou/

(203b) 우리의 도시를

(203b)

th.n h`mete,ran po,lin

(203b) 찬양하기(evp)

(203b)

evpainou/sin(

(203b) 우리는 질서 있게(eu;)...있다.

(203b)

w`j eu;kosmoi, evsmen

(203b)

kai. no,mouj eu= teqeime,nouj

(203b) 신중하게(evp) 보존하고

(203b)

evpimelw/j sw,zomen)

(203c) 그것은 사실이다

(203c)

tou/to me.n avlhqe,j(

(203c) 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

(203c)

e;fh o` avnh,r\

(203c) 그리고 그 도시는 가치가(avx) 있다

(203c)

kai. avxi,a evsti.n h` po,lij

(203c) 그렇게 칭찬을(evp) 받을

(203c)

tau/ta evpainei/sqai\

(203c) 그러나 이것은

(203c)

avlla. tou,tou

(203b) 그래서

잘 세워진(te) 법들을

vAll v ouv ga.r(

(203c) 그 왕이 그 원인이(ai;) 아니다.

(203c)

ouvc o` basileu.j ai;tioj(

(203c) 태만해서(r`a|)

(203c)

r`aq| umi,a|

(203c) 그의 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203c)

th/j avrch/j meqie,menoj(

(203c) 그러나 우리이다.‘

(203c)

avlla. h`mei/j

who

(203c)

oi` ta.j gunai/kaj kola,zontej)

(204a) 폼포스는 도둑놈이었다.

(204a)

Po,mpoj h=n kle,pthj tij(

(204a) 지혜에 있어서는 who

(204a)

o]j th|/ me.n sofi,a|

(204a)

ouv perisso.j tij h=n(

(203c) 우리의 부인들을 벌주는

(204a) 특별히 비범하지 않는(ouv

p)

사람이었다.

(204a) 그러나 뻔뻔스러움에(avn) 있어서는 (204a)

th|/ de. avnaideia|

(204a) 모든 인류를 능가했다(di).

(204a)

pa,ntwn avnqrw,pwn die,fere)

(204a)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때문에

(204a)

pollw/n ga.r avndrw/n tou,ton

(204a) 설득하려고(avn) 시도했었기(pe)

(204a)

avnapei,qein peirasame,nwn(

(204a) 더 이상 훔치지(kl) 말라(mh)고

(204a)

mhke,ti kle,ptein(

(204a) 마침내 어떤 팰러로스가,

(204a)

te,loj falero,j tij

(204a) 아주 성품이 좋은(evp) 의사인

(204a)

ivatro.j evpieike,statoj w]n

(204a) 그의 집으로

(204a)

eivj th.n oivki,an

(204a) 그를 종으로서 받아들였다.

(204a)

w`j oivke,thn parede,xato(

(204a) 알면서도(ei), 그는 정직하지 않고(a;d)

(204a)

(204a) 언제나(ave) 훔친다는 것을

(204a)

kai. avei. kle,ptonta(

(204a) 그러나 좋은 성품으로

(204a)

th|/ de. evpieikei,a|

(204a) 그리고 정의로서, 희망하면서

(204a)

kai. dikaiosu,nh| evlpi,zwn

(204a) 그를 고칠(iva) 수 있다고

(204a)

ivas/ qai auvto,n\

(204b) 가끔은, 때문에

(204b)

polla. ga.r(

(204b) 라고 그는 말했기

(204b)

e;fh(

(204b) 그러한 방법으로

(204b)

di. tw/n toiou,twn

(204b) 사람이 성공할(ka) 수 있기

(204b)

katorqoi/ tij(

eivdw.j me.n a;dikon o;nta

(204b) 다른 사람들이

(204b)

tw/n a;llwn

(204b) 성공하지 못할(a;p) 때,

(204b)

avpra,ktwn o;ntwn)

(204b) 그리고 오래동안

(204b)

kai. cro,non me.n polu.n

(204b) 성실한(sp) 종(oiv)임을 입증했다:

(204b)

spoudai/oj evge,neto oivkethj

(204b) 폼포스는

(204b)

o` Po,mpoj\

(204b) 우연히(e[t) 어느 날

(204b)

e[tuce de. pote

(204b) 친구가 들어왔다(eiv),

(204b)

fi,loj tij eivsiw.n

(204b) 팰러로스에게로

(204b)

para. to,n Falero,n(

(204b) 그리고 그는...것을 보았다.

(204b)

kai. ei=de

(204b)

to.n Po,mpon avpotre,conta

(204b) 뒷문을 통해서

(204b)

dia. th/j o;pisqe qu,raj(

(204b) 황금 잔(po)을 가지고

(204b)

poth,rion crusou/n e;conta)

(204b) 그리고 잡혔고(a`l)

(204b)

a`lou.j de.

(204b) 그의 주인에게(de)

(204b)

kai. pro.j to.n despo,thn

(204b) 데려와졌다.

(204b)

avgo,menoj(

(204b) 그러나 강(po)가로

(204b)

(204b) 나는 가지고 가고 있었다.’

(204b)

e;feron(

(204b) 그는 말했다,

(204b)

e;fh(

(204b) 그것을 씻으(lo)려고

(204b)

i[na lou,saimi)

(205a) 언젠가 딴 때에,

(205a)

a;llote de.

(205a) 폼포스는 아주 배가고픈(pe)

(205a)

o` Po,mpoj peinw/n de/ sfo,dra

(205a) 걸어가고(evp) 있었다.

(205a)

evporeu,eto

(205a) 길을 따라

(205a)

kata. th.n o`do.n

(205a) 코린뜨를 향해서

(205a)

th.n evpi. Kori,nqou)

(205a) 그리고 거지를(pt) 보면서

(205a)

kai. ivdw.n ptwco,n tina

(205a) 나무 아래

(205a)

u`po. de,ndrou

(204b) 폼포스가

도망가는(avp)

vAlla. pro.j to.n potamo.n

(205a) 길가 곁에

(205a)

para. th|/ ovdw/|

(205a) 앉아서(ka)

(205a)

kaqh,menon

(205a) 그리고 어떤 나쁜(fa) 음식을(si) (205a)

kai. siti,a tina. fau/la

(205a) 먹고 있는

(205a)

evsqi,onta(

(205a) 마음을 가졌다.

(205a)

evn nw|/ ei=ce

(205a) 어떤 수단으로 그것을 취해서

(205a)

mhcanh/| tini labw/n

(205a) 달아나 버리고(avp) 싶은

(205a)

avpofugei/n)

(205a) 그리고 그 거지는 절름발이여서

(205a)

o` de. ptwco.j cwlo.j w]n

(205a) 목발로

(205a)

ske,loj xu,linon

(205a) 자신 아래다 묶은

(205a)

u`podedeme,noj

(205a) 여행을 하곤 했다.

(205a)

w`doipo,rei)

(205b) 그 후에(to,), 이것을

(205b)

tou/to de.

(205b) 풀고 나서(u`p)

(205b)

u`polusa,menoj

(205b) 그는 그후 쉬고(avn) 있었다.

(205b)

avnepau,eto me.n to,te(

(205b) 그리고 그의 저녁식사(de)를

(205b)

to. de. dei/pnon(

(205b) 전혀 좋지(sp) 않은(ouv

(205b)

ouv pa,nu spoudai/on o;n(

(205b) 그는 조용하게(h`s) 먹고 있었다.

(205b)

h`su,cwj kath,sqein)

(205b) 그리고 그는...환영한(avs) 후에,

(205b)

tou/ de. avspasame,nou

(205b) 폼포스를

(205b)

to.n Po,mpon

(205b) 몫을(me) 그에게 나누어 준 후에,

(205b)

kai. metado,ntoj

(205b) 그가 가졌던 음식의(si) which

(205b)

w-n ei=ce siti,wn(

(205b) 그는 아주 좋아(h[s)했다.

(205b)

pa,nu h[sqh ou-toj

(205b) 대해서 많이 감사했다.

(205b)

kai. ca,rin pollh.n ei=ce

(205b) 그리고 그의 친절함(fi)과

(205b)

th/j fili,aj kai.

(205b) 선한 성품에(evp)

(205b)

evpieikei,aj)

(205b) 그리고 마침내,

(205b)

te,loj de.

p)

(205b) 먹고(fa) 마신(pi) 후에,

(205b)

fago,ntej kai. pio,ntej

(205b) 그들은 들어 누어 쉬었다(evk).

(205b)

evkoimh,santo\

(205b) 그 거지가(pt) 코를 고는(r`e,) 동안에

(205b)

(205b) 폼포스는 일어나서(avn),

(205b)

avnasta.j o` Po,mpoj

(205b) 그의 지갑(ba)을

(205b)

to. balla,ntion auvtou/

(205b) 취해서

(205b)

labw.n

(205b) 그리고 그의 다리를

(205b)

kai. to. sek,loj(

(205b) 달아나(fu) 버렸다.

(205b)

avpw,ceto fugw,n)

r`eg, kontoj de. tou/ ptwcou/(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201부터 205까지 읽어보라
Momos & the Poets (201), LXXVI

Le,gete ou=n e`ka,teroj poi,hma, ti( paro,ntwn a`pa,ntwn\ h`mei/j de avkou,santej
diagnwso,meqa( po,teroj dokei/ avmei,nwn ei=nai th.n te,cnhn( kai. cruso.n polu.n
dw,somen tw/| niknh,santi) evntau/qa de. h`sqe,nte evph|nei,thn auvto.n a;mfw( o` de.
gerai,teroj sigh/j genome,nhj e;lege to. poi,hma\ tou/ de. pausame,nou( euvqu.j
ouvde.n mei,naj o` basileu.j die,gnw o[ti nika/ o` e[teroj)

a;llote de. Mw/moj

boulo,menoj eivde,nai peri. tw/n avrcome,nwn poi/oi a;ra eivsi.n a;nqrwpoi( kai.
pw/j e;cousi pro.j e`auto,n( evnskeua,saj e`auto.n w`j ka,phlon o;nta dia. th/j
po,lewj nukto.j evpoteu,eto\
Momos in Disguise (202), LXXVII

a;llote de. Mw/moj boulo,menoj eivde,nai peri. tw/n avrcome,nwn poi/oi a;ra eivsi.n
a;nqrwpoi( kai. pw/j e;cousi pro.j e`auto,n( evnskeua,saj e`auto.n w`j ka,phlon
o;nta dia. th/j po,lewj nukto.j evpoteu,eto\ oi` de. poli/tai filo,xeni o;ntej
pantacou/ evde,conto auvto.n avsme,nwj( kai. polla. h;koue peri. e`autou/ avdew/j
lego,mena) h=lqe de, pote eivj bursode,you oivki,an( o]j th.n gunai/ka plhgai/j kai.

loidori,aij evko,laze( w`j avpeiqh,sasan) h` de. evbo,a\ E
v ge. de. ouvde.n to. para,pan
e;drasa( plh.n eiv mh. evxh/lqon tou.j stratiw,taj ovyome,nh\ ou-toj de. o` xe,noj
bohqh,sei moi( ouv ga.r nomi,zetai evntau/qa ta.j gunai/kaj ou[twj wvmw/j
kola,zein) ou;koun minh,sei to.n basile,a( o]j evleuqe,ran avfi,hsi th.n e`autou/
gunai/ka( panq v a] bou,letai poiei/n*

Momos in Disguise (203), LXXVIII

o` de. avnh.r ouvde.n evpau,eto tu,ptwn th.n gunai/ka( avlla. evmartu,reto to.n xe,non
toia,de le,gwn\ w- xe,ne( ouvk oi=da po,qen ei=\ tou/to de. crh. avf v h`mw/n
manqa,nein( w`j polla. pra,gmata pare,cei toi/j avrcome,noij o` basileu,j( th.n
e`autou/ oivki,an avnoh,twj dioikw/n) h` de. gunh. ou;pw th/j boh/j pausame,nh( A
v ll v
ouv ga.r( e;fh( kakw/j h`mw/n ge a;rcei\ pa,ntej ga.r pantacou/ th.n h`mete,ran
po,lin evpainou/sin( w`j eu;kosmoi, evsmen kai. no,mouj eu= teqeime,nouj evpimelw/j
sw,zomen) tou/to me.n avlhqe,j( e;fh o` avnh,r\ kai. avxi,a evsti.n h` po,lij tau/ta
evpainei/sqai\ avlla. tou,tou ouvc o` basileu.j ai;tioj( r`aq| umi,a| th/j avrch/j
meqie,menoj( avlla. h`mei/j oi` ta.j gunai/kaj kola,zontej)
Pompos & the Cup (204), LXXIX

kle,pthj tij( o]j th|/ me.n sofi,a| ouv perisso.j tij h=n( th|/ de. avnaideia| pa,ntwn
avnqrw,pwn die,fere) pollw/n ga.r avndrw/n tou,ton avnapei,qein peirasame,nwn(
mhke,ti kle,ptein( te,loj falero,j tij ivatro.j evpieike,statoj w]n eivj th.n oivki,an
w`j oivke,thn parede,xato( eivdw.j me.n a;dikon o;nta kai. avei. kle,ptonta( th|/ de.
evpieikei,a| kai. dikaiosu,nh| evlpi,zwn iva/sqai auvto,n\ polla. ga.r( e;fh( di. tw/n
toiou,twn katorqoi/ tij( tw/n a;llwn avpra,ktwn o;ntwn) kai. cro,non me.n polu.n
spoudai/oj evge,neto oivkethj o` Po,mpoj\ e[tuce de. pote fi,loj tij eivsiw.n para.
to,n Falero,n( kai. ei=de to.n Po,mpon avpotre,conta dia. th/j o;pisqe qu,raj(

poth,rion crusou/n e;conta) a`lou.j de. kai. pro.j to.n despo,thn avgo,menoj( A
v lla.
pro.j to.n potamo.n e;feron( e;fh( i[na lou,saimi)
Pompos & the Beggar (205), LXXX

a;llote de. o` Po,mpoj peinw/n de/ sfo,dra evporeu,eto kata. th.n o`do.n th.n evpi.
Kori,nqou) kai. ivdw.n ptwco,n tina u`po. de,ndrou para. th|/ ovdw/| kaqh,menon kai.
siti,a tina. fau/la evsqi,onta( evn nw|/ ei=ce mhcanh/| tini labw/n avpofugei/n) o`
de. ptwco.j cwlo.j w]n ske,loj xu,linon u`podedeme,noj w`doipo,rei)

tou/to de.

u`polusa,menoj avnepau,eto me.n to,te( to. de. dei/pnon( ouv pa,nu spoudai/on o;n(
h`su,cwj kath,sqein) tou/ de. avspasame,nou to.n Po,mpon kai. metado,ntoj w-n ei=ce
siti,wn( pa,nu h[sqh ou-toj kai. ca,rin pollh.n ei=ce th/j fili,aj kai. evpieikei,aj)
te,loj de. fago,ntej kai. pio,ntej evkoimh,santo\ r`eg, kontoj de. tou/ ptwcou/(
avnasta.j o` Po,mpoj to. balla,ntion auvtou/ labw.n kai. to. sek,loj( avpw,ceto
fugw,n)
(206a)

evn th/| tw/n Keltw/n nh,sw|
Legioi (206a), LXXXI

켈태이 섬에는 레기오이라 불리는 인종이 있다. 이들은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 나머지
시민들과 같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조금이라도(o`p) 마시는 것은 불경하다고(avs) 생
각하면서 결코 술을(oi=) 맛보지(ge,)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모임들을(su) 갖는다. 소집
된 곳에서 그들은, 술(oi)로부터 절제하는(avp) 사람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
으로 대단하게 칭찬하면서(evp), 많은 말들을 말한다.
In the Island of the Keltai there is a race of men called Legioi. These, in other
things, are like the rest of the citizens, but wine they never taste, thinking it
impious to drink, even however little. And they have meetings, where assembled
they have meetings, where assembled they speak many words, praising much

evn th/| tw/n Keltw/n

the man who abstains from wine, as the best of men.

nh,sw| avnqrw,pwn evsti. ge,noj( Lhgi,oi kalou,menoi) ou-toi de. ta. me.n a;lla toi/j
loipoi/j politai/j o[moioi, eivsi( oi;nou de. ouvde,pote geu,ontai( oivo,menoi avsebe.j
ei=nai pi,nein kai. o`posonou/n) kai. suno,douj e;cousi( oi- sunelqo,ntej pollou.j
lo,gouj le,gousi( to.n oi;nou avpeco,menon sfo,dra evpainou/ntej w`j a;riston
o;nta avnqrw,pwn)
불경한 impious,
taste,

oi=noj

(InPrA)

from

sunelqo,ntej

a;riston, ou, to,
evpainou/nte,j

m 술 wine,

pi,nw

마시다

PaAoAm1 from

breakfast,

PaPrAm1 from

o`posonou/n
drink,

evpaine,w

절제하다 abstain,

praise,

ge,nu,omai

모임

meeting,

sunelqei/n

avsebe.j

g 맛보다

아무리 조금이라도 however little,

su,nodoj

sune,rcomai

avpe,cw

pi,nein
InAoA,

모이다 assemble,

(206b), LXXXI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이전에 그러한 모음에(su) 소집되었다(sul). 어떤 한 레기오스
인 연설자(r`h,)가, 술을 마시지(pi,) 않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언제나 그들의 몸에 좋고,

아무(ouv) 병에(no,) 있어서도 약하지(avs)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레기오
스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avn)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나는 술을 이제(h;d)
70 년(e;t)간 마셔왔다. 단 하루라도 아직은 결코(ouv) 아프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연설
자는 말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술로부터 절제했(avp)다면, 지금쯤은, 당신은 100살
이 되어(ge) 있을(h=s) 터인데.‘

And these being once assembled in such a

meeting, a certain Legios, an orator, was explaining how those who drink no
wine are always well in their body, nor are they weak with any disease. And a
man standing up, not a Legios, said as follows: 'I have drunk wine now for
seventy years, have never been ill even a single day.' 'But,' the orator said, 'But
if you had abstained(imperf.) from wine, you would by this time have been one

toiau,th| de. suno,dw| pote. tou,twn sullege,ntwn(

hundred years old.'

Lhgi,oj tij r`ht, wr dihgei/to( w`j eu= avei. e;cousi tw|/ sw,mati oi` mhde,na oi=non
pi,nontej( ouvde. avsqenou/sin no,sw| ouvdemia|/) avnasta.j de, tij( ouv Lhgi,oj w;n(
e;fh toia,de\

vEgw. de. e`bdomh,konta h;dh e;th oi=non pi,nwn ouvde,pw ouvde.

h`me,ran mi,an evno,shsa) o` de. r`ht, wr( A
v ll v eiv oi;nou avpei,cou( e;fh( h;dh a]n
e`kato.n e;th h=sqa gegonw,j)
들다 be weak,
old,

avsqenh,j, e,j

no,soj, ou, h`
pi,nw

gi,nomai) r`h,twr
sullege,ntwn
mhde,na는

약하다 weak,

질병 disease,

조차(도)...않다 not even,
PaPrAm1 from

avpe,comai
oi=noj

e`bdomh,konta

m 술 wine,

ouvdei,j, ouvdemi,a, ouvde,n

마시다 drink,
연설자

g 절제 abstain,

orator,

PaAoPm2 from

h=sqa

(IdIpA2) from

su,n&odoj, h,,

sulle,gw

ouvde,pw

병

gegonw,j

살

아직 not yet,

아무도 no one,

eivmi,( gegonw,j

모임

소집하다 gather,

부정적인 생각을 부인한다 >(124갸).

70 seventy,

avsqene,w

an

pi,nontej

(PaPeANm) from

assembly,

h=sqa

ouvde,

meeting;

(IdIpA2) from

tij( ouv Lhgi,oj w;n은

eivmi,(

>(119뎌).

pi,nwn

(PaPrA1m) = have drunk에는 현재가 영어에선 완료로 옮겼다 > (120교).

h=sqa=

would have been에서

a]n은

기원법을 필요로한다 >(120라).

a]n

Pharos (207a), LXXXII

그리고 파로스는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갖기를 원하는 뛰어난(a;r) 말을 한 마리 가졌
다. 그리고 파로스는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속도에(ta,) 있어서 모든 말보다 뛰어난(di)
것으로서 자랑했다(evk).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것을 보다 더 신중하게(evp) 관리하라

고(fu) 그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도둑들을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evp)! 그 말은 다른 때에는 서서히(br) 달린다, 그러나 만일 그의 오른쪽
귀를 꼬집으면 모든 다른 것들을 정복한다(ni). 그 주인은(de) 홀로(mo) 이것을 알았
다.(evp)!

And Pharos had an excellent horse, whom many people much wished

to have. And Pharos always boasted about this, as being superior to all horses
in speed. And his friends advised him to guard it more carefully: but he was not
at all afraid of thieves, for he knew this: that the horse at other times ran (runs)
slowly, but if pinched in his right ear, conquered (pres.) all the other;

o` de.

fa,roj i[ppon eivcen a;riston( o]n polloi. a;nqrwpoi evpo,qoun sfo,dra e;cein\ o`
de. fa,roj avei. peri. tou,tou evkauca/to( w`j pa,ntwn tw/n i[ppwn diafe,rontoj tw|/
ta,cei) kai. oi` fi,loi parh|,noun auvtw/| evpimele,steron fula,ssein auvto,n\ o` de.
ouvde.n evfobei/to tou.j kle,ptaj( evpei. tou/to h;|dei( o[ti o` i[ppoj a;llote me.n
brade,wj tre,cei( peizo,menoj de. to. dexio.n ou=j pa,ntaj tou.j a;llouj nika|\/
tou/to de. mo,noj o` despo,thj h'd| ei(
noon meal, meal generally.

erior to,
from

dexio,j

fula,ssw

pie,zw

관리하다 guard;

nika/|

slowly,

diafe,rw

evpimelw/j

오른쪽 right,

꼬집다 pinch,

peizo,menoj는

brade,wj

a;riston ou to,

+속격, 보다 뛰어나다 be sup-

신중하게 carefully,

i[ppoj, ou, o`

IdPrA3 from

breakfast,

말 horse,

nika,w

fula,ssein

kauca,omai

정복하다 conquer,

InPrA

자랑하다 boast,

ta,coj

속도 ,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속격을 취한 분사가 왔다 >(119뉴).

(207b), LXXXII

그래서(w[s), 어떤 다른 말로도 그들을 잡을 수 있어서, 그는 도둑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evf) 않았다. 그러나 이전에 밤에 한 도둑이 탠트(sk) 아래로 슬그머니 들어와

(u`p)

그 말을 풀어 주고 올라탄(evp) 후에 도주했다. 그러나 소리를 들은 파로스는

잠에서 깨었고(evg)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발견했다.

so he did not care for

thieves, being able to catch them with any other horse. But once a thief came
by night, who, slipping under the tent, set free the horse, and mounting, went
off in flight. But Pharos hearing a noise, and waking, discovered what had taken
place.

w[ste

tw/n

klepto,ntwn

ouvde.n

evfro,ntize( duna,menoj

a;llw| tini.

i[ppw|

katalabei/n) h=lqe de, pote kle,pthj tij nukto.j( o]j u`podu.j th.n skhnh.n to.n
i[ppon lu,saj kai. evpiba.j e;ceto fugw,n) yo,fou de. avkou,saj o` fa,roj( kai.
evgerqei.j e;gnw to. geno,menon)
evpibh/nai

올라타다 mount,

under,

fronti,zw

skhnh,, h/j, h`

풀어 주다 set free,

to. geno,menon

evgerqei.j

PaAoPm1 from

evgei,rw

잠깨다 wake,

관심을 두다 be careful or concerned;

탠트 tent,

u`podu/nai

lu,w

아래서 잠을 자다 slip

= what had taken place는 [정관사+분사] 형식을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절로 옮겼다 >(113뉴).
Pharos (208a), LXXXIII

그러나 웃으면서(ge) 전혀(ouv) 난처해하지(avp) 않고,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이웃
(pl)에게로 갔다(ivw). 그리고 그 문제를 그에게 예기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것을 잡
도록(ka) 그는 그의 말을 그에게 제공해-주시라고(pa) 그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는 동
의했다(su). 그래서 파로스는 그것을 취해서 올라타고(evp) 그 도둑을 쫓았다(evd). 그러
나 그(말은)는 이제 멀리(po) 가버린(pr) 후에라 때를 맞춰서(fq) 집을 탈출하기를
(ka) 희망했다. 그리고 그래서(ou[) 일종의 말 경주가 시작 되었다(ka). 그리고 그 나라
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번개(avs)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그들을 지켜보았고(evq) 대단
하게 경탄했다.

But laughing, and not at all at a loss, he rose up and went

to his neighbour, and told him the matter. And he asked him to furnish him with
his horse, so as to catch his own. And he agreed, and Pharos, taking it and
mounting, pursued the thief. But he having gone on a long way, was hoping to
escape home in time. And thus there was set on foot a kind of horse race, and
all those in the country watched them passing by quicker than lightning, and

gela,saj de kai. ouvdamw/j evn avpori,a| w]n avne,sth kai. pro.j

wondered much.

to.n plhsi,on ivw.n e;lexe to. pra/gma\ kai. h|t; hsen auvto.n pare,cein to.n i[ppon(
w[ste to.n e`autou/ katalabei/n) tou/ de. sunaine,santoj( o` Fa,roj labw.n kai.
evpiba.j evdi,wke to.n kle,pthn) o` de. h;dh polu. proelqw.n h;lpizen oi;kade
fqa,nein katafugw,n) kai. kate,sth ou[twj avgw,n tij i`ppiko,j( kai. pa,ntej oi`
evn th|/ cw,ra| evqew,roun pario,ntaj qa;sson th/j avstraph/j kai. sfo,dra
evqau,mazon\ avgw,n, avgw/noj, o`
perplexity,

evpiba.j

avstraph,, h/j, h

PaAoAm1 from

지켜 보다 watch,
laugh,

katafu²gh,, h,,

bring, authorize,
before,

fqa,nein

ouvdamw/j

pario,ntaj

evdi,wke

IdIpA3 from

올라타다 mount,

evqew,roun

번개 lightning,

evpibai,nw

InPrA from

fqa,nw

arrive,

탈출 a way of escape,

o` plhsi,on

이웃 neighbour,

전혀..않다 by no means,

PaPrAm4 from

avpori,a , aj, h`

경주 athletic contest,

pa,reimi

gela,saj

kate,sth

fqa,nein

의하다 agree,

h;lpizen)))katafugw,n에서

pa,ntej oi`에서

정관사의 용법은 >(110규).

쫓다 pursue,

IdIpA3 from

qewre,w

PaAoAm1 from

IdAoA3 from

(InPrA) from

pare,cein

지나가다 be present,

diw,kw

난처함

gela,w

kaqi,sthmi

fqa,nw

come

제공하다 to furnish,

sun&aine,w, sunaine,w

동

2 개의 동사를 사용할 때에는 >(119거).

(208b), LXXXIII

그러나 마침내, 좋은 말을 가진 파로스는 뒤를(o;p) 아주 가까이(evg) 따라가면서 그 도
둑을 따라 잡고 있었다. 그 후에 그는 그 도둑에게 소리쳤다, ‘그의 오론쪽 귀를 꼬집
어라.’ 그래서 그는 꼬집었다. 그리고 그 말은 번개(avs) 보다 더 빠르게 달아나 버렸
다. 그리고 살아져 버렸다(hvf). 그는 그 말 자체 보다 그 말의 그 명성을(avx) 더 보존
하고 싶었기 때문에!

But at last, Pharos, having a good horse, was catching

up the thief, following very close behind. Then he shouted to the thief, 'Pinch
his right ear.' And he pinched, and the horse fled away quicker than lightning,
and vanished. For he wished rather to preserve the reputation of the horse than
the horse itself.

te,loj de. o` Fa,roj( avgaqo.n e;cwn i[ppon( katela,mbane to.n

kle,pthn( evggu,tata o;pisqen e`po,menoj) to,te dh. tw|/ kle,pth| evbo,a( Pi,eze to.
dexio.n ou=j\ tou/ de. pie,santoj( avpe,fugen avstraph/j qa/sson o` i[ppoj kai.
hvfani,sqh) ma/llon ga.r evbou,leto th.n avxi,wsin sw,zein tou/ i[ppou h' auvto.n
to.n i[ppon)
avxi,wsij
o;pisqe

afani,zomai

명성 reputation,

뒤에 behind,

sw,zw

살아지다 vanish,

avstraph,, h/j, h`

avfani,zw

번개 lightning,

살아지다 disappear,

evggu,j

가까이 close to,

보존하다 preserve,

Graules (209a), LXXXIV

세 명의 아들들(ui`)을 가지고 있는 그라울리스는, 음식이(si) 부족할(evk) 때에는, 아무
리해도(ouv) 그들을 관리할 수 있지(evd) 않았다. 따라서 그의 모든 어려움을(avp) 그들에
게 설명하고(di)는 그들을 그 후 보내 버리면서 어떤 거래를(te,) 배우고(ma) 5년 후에
그에게 돌아오라고 그들을 명령했다(evk). 그리고 그들은 많은 눈물을(da) 흘리면서 서
로 작별 인사를(ca

ei)

나누고서 각자(e[k) 그 자신의 길을 갔다.

Graules, having three sons, was not anyhow able to maintain them, as the food
was deficient. Accordingly, having explained to them all his difficulty, he sent
then away, and bade them learn some trade, and come back again to him after
five years. And they, with many tears, having bidden farewell to each other,

o` Grau,lhj

went each his own way.

trei/j e;cwn ui`ou.j ouvdamw/j evdu,nato tre,fein auvtou.j evkleipo,ntwn tw/n siti,wn)
w]ste pa/san th.n avpori,an dihghsa,menoj auvtoi/j avpe,pemye kai. evke,leuse
te,cnhn tina. maqo,ntaj meta. pe,nte evniautou.j au=qij h[kein pro.j e`auto,n) oi` de.
meta, pollw/n dakru,wn avllh,loij cai,rein eivpo,ntej evporeu,onto th.n e`autou/
avpori,a, aj, h`

e[kastoj o`do,n)
사하다 bid farewell,

da,kruon, ou, to,

어려움 perplexity,
tear,

cai,rein eivpei/n

dihge,omai

IdIpM3 from

du,namai

내가할 수 있다 I can,

command,

evklei,pw

부족하다 come to an end, be deficient,

year,

evporeu,onto

IdIpM3 from

poreu,omai

evke,leuse

설명하다 tell,

go,

IdAoA3 from

manqa,nw

keleu,w

d 작별 인

evdu,nato
명령하다

evniauto,j, ou/, o`

년

ouvdamw/j

아

배우다 learn,

무리해도...수 가 없는 not anyhow,

ui`oj,

아들 son,

evkleipo,ntwn에는

te,cnh

거래 trade,

관리하다 maintain,

독립속격이 분사와 사용된 경우 <(115누).

evporeu,onto th.n e`autou/ e[kastoj o`do,n에서
가 되기 때문이다 >(11교).

tre,fein

e[kastoj는

대격

o`do,n이

온 이유는 동사와 동계어

복수형 주격이 개별적으로 사용될 때애 사용된

다 >(113댜).

(209b), LXXXIV

그래서 그 장남은(pr) 어떤 수정체(u`a) 장치를(mh) 사용하면서(cr) 멀리 떨어진(po)
것을 볼 수 있었던(ka) 아주 영리한 점쟁이(ma,) 집에(pa) 도착했다. 그리고 그 두 째
는 어떤 궁술가(to)와 살면서(di) 쏘는 데에 아주 능숙한(evm)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
무데서고(ouvda) 그의 활 가지고(to), 심지어(ka)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 해도, 잡
지(ka) 못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And the elder arrived at the house of a very clever soothsayer, who was able to
see what was very far off, by employing a certain crystalline device. And the
second, living with a certain archer, became most skilful in shooting. And there
was nothing anywhere which he was not able to overtake with his arrow, even
though the others did not even see it.

kai. o` me.n presbu,teroj para. ma,ntin tina. sofw,taton avfi,keto o]j oi-o,j t v h=n
ta. porrwta,tw o;nta kataske,yasqai( u`ali,nh| tini. mhcanh|/ crw,menoj) o` de.
deu,teroj para. toxo,th| tini. dia,gwn evmpeiro,tatoj evge,neto tou/ toxeu,ein\ kai.
ouvde.n h=n ouvdamou/ o[(ti ouv dunato.j h=n tw|/ toxeu,mati katalabei/n( kai,per
ouvde. o`rw,ntwn tw/n e`te,rwn)
avfi,keto

IdAoM3 from

e;m&peiroj,
more

avfikne,omai

알려진 become known to,

능숙한 experienced or practised in a thing,

than

two,

katalabei/n

kataske,ptomai

spy out;

이 soothsayer,

mhca±nh,,

잡다

u`a,linoj, h, on

overtake,

dia,gw

e[teroj, a, on

kataske,yasqai

수정체 transparent as glass,

장치 an instrument,

para.

살다 live,

두 명 이상 Of
InAoM

from

ma,ntij

점쟁

...의 집에 at the house of,

po,rrw

멀리 떨어진 far (away),

crw,menoj

to,xeuma

PaPrMm1 사용하면서 from

cra,w

활 arrow,

u`a,linoj

make use of,

수정체 crystalline,

ta. porrwta,tw o;nta

=

what was very far off는 [정관사+분사] 형식을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절로 옮겼다
>(110구) &(113뉴).

toxeu,ein
구).

crw,menoj

사용하면서는 도구분사로 사용되었다 >(119기).

tou/

쏘는 데에는 동사와 관련된 한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속격이 왔다 >(115

tou/ toxeu,ein

= in shooting에서는 영어에서는 동명사나 --ing 형식으로 표현하

는 단어를 그리스어에서는 (to+부정사) 형식으로 표현한다 >(110기).

kai,per

심지어

는 양보분사다 >(119느).

Graules (210a), LXXXV

그러나 그 세 째 형제는 우연히도(e;t) 이런 종류의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자들(e`t) 보다 더 시골뜨기여서(avg) 그는 신기료장수의(sk)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의 모든 거래를(te,) 배우면서(ma) 5년을 거기에서 보냈다(di): 그리고 마침내는 그
자신이 또한 아주 능숙한(evm) 자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깨어진(di) 것들을
어떻게 함께 붙이는지를(su) 알았다(h`p).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을(te) 때에, 각각 그
자신의 예술을(te,) 자랑할(evp) 준비가(e[t) 된 그 세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
아왔다.

But the third brother chanced to learn nothing of this kind, but being

more rustic than the others he went off to a cobbler's house, and spent the five
years there, learning all his trade: and at last he himself also became very
skilful, so that he knew how to stitch together all broken things, And when the
time was ending, the three sons came back again to the father, being ready
each to show off his own art.

o` de. tri,toj avdelfo.j ouvde.n toiou/ton e;tuce

maqw,n\ avlla. avgroiko,teroj dh. tw/n e`te,rwn w'n para. skutoto,non tina.
avph/lqe( kai. tou.j pe,nte evniautou.j evkei/ dih/ge( pa/san th.n te,cnhn manqa,nwn\
kai. te,loj evmpeiro,tatoj kai. auvto.j evge,neto( w]ste ta. diarrage,nta pa,nta
h`pi,stato surra,ptein) tou/ de. cro,nou teleutw/ntoj( h-kon au=qij oi` trei/j ui`oi.
para. to.n pate,ra( e[toimoi o;ntej th.n e`autou/ e[kastoj te,cnhn evpidei,xasqai)

a;groikoj
dia,gw

시골뜨기 rustic,

dia$r%rh,gnumi

보내다 (시간) spend (time),

게를 알다 knew how to,

skutoto,moj
together,

evpi,stamai

evpidei,xasqai

다

되다

avgroiko,teroj dh.에서 dh.는

InAoM from

evpidei,knumi

surra,ptein

tugca,nw

evpi,stamai

직설법 동사를 취한다.

e[kastoj에

어떻

자랑하다 show;

함께 붙이다 stitch

우연히도...하다

chance

생동력을 풍기는 인상적인 소어다 >(123가).

h`pi,stato(IdIp)에서처럼 w]ste는
분사에 왔다 >(115누).

end,

깨지다 tear, break,

알다 understand,

신기료장수 cobbler, shoe repairer;

teleuta,w

diarh,ssw

and

teleutw/ntoj에는

to,

w]ste)))

독립속격이

대해서는 > (113댜)

(210b), LXXXV

그래서 그라울리스는 이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아!(te) 내 말을 들으라(Pi), 그
리고 아마도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거대한 부를 찾을지 모른다. 아주 높은(u`y)
바위 위에 그의 집을 지어놓은(ka) 한 독수리가(ave) 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든지
이 독수리의 어린새끼들을(ne) 산체로 그에게 넘기는(pa) 그 자에게 많은 금을 약속한
(u`p) 것이다.’

And Graules said this to them: 'Children, listen to me, and

perhaps you will find very great wealth for us. For there is an eagle, having
established his house on a very high rock: and the king promises much gold to
that one, whoever shall hand over to him the young of this eagle alive.'

o` de. Grau,lhj ei=pen auvtoi/j toia,de\ Pi,qesqe, moi( tekna( kai. i;swj me,giston
plou/ton h`mi/n eu`rh,sete) aveto.j ga,r evsti, tij evpi. u`yhlota,thj pe,traj th.n
oivki,an katasth,saj\ o` de. basileu.j evkei,nw| polu.n cruso.n u`piscnei/tai o[stij
tou.j neossou.j tou,tou tou/ avetou/ zwou.j auvtw|/ paradw,sei)
eagle,

kaqi,sthmi

hand over,

짓다 establish,

Piqe,sqai

u`yhlo,j, h,, o,n

neossoi,

들으라 listen to,

높은 high,

어린새끼 young,

u`p&iscne,omai,

aveto.j

독수리

paradi,dwmi

넘기다

약속하다 to promise,

(206a) 켈태이 섬에는

(206a)

evn th/| tw/n Keltw/n nh,sw|

(206a) 인종이 있다.

(206a)

avnqrw,pwn evsti. ge,noj(

(206a) 레기오이라 불리는

(206a)

Lhgi,oi kalou,menoi)

(206a) 이들은

(206a)

ou-toi de.

(206a)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

(206a)

ta. me.n a;lla

(206a) 나머지 시민들의 들과

(206a)

toi/j loipoi/j politai/j

(206a) 같다.

(206a)

o[moioi, eivsi(

(206a)

oi;nou de.

(206a) 그들은 결코 맛보지(ge,) 않는다.

(206a)

ouvde,pote geu,ontai(

(206a) 생각하면서

(206a)

oivom, enoi

(206a) 마시는 것은 불경한(avs) 것이라

(206a)

avsebe.j ei=nai pi,nein

(206a) 아무리 조금이라도(o`p)

(206a)

kai. o`posonou/n)

(206a) & 그들은 모임들을(su) 갖는다.

(206a)

kai. suno,douj e;cousi(

(206a) 소집된 곳에서 where

(206a)

oi- sunelqo,ntej

(206a) 그들은, 많은 말들을 한다.

(206a)

pollou.j lo,gouj le,gousi(

(206a) 술(oi)로부터

(206a)

to.n oi;nou

(206a) 절제해(avp) 온 그 사람을

(206a)

avpeco,menon

(206a) 대단하게 칭찬하면서(evp),

(206a)

sfo,dra evpainou/ntej

(206a) 제일 좋은 사람으로

(206a)

w`j a;riston o;nta

(206a) 사람들 중에서

(206a)

avnqrw,pwn)

(206b) 그리고 그러한 모임에(su)

(206b)

toiau,th| de. suno,dw|

(206b) 이전에 이러한 자들이

(206b)

pote. tou,twn

(206b) 소집되었다(sul).

(206b)

sullege,ntwn(

(206a) 그러나

술을(oi=)

(206b) 어떤 한 레기오스인 연설자(r`h,)가, (206b)

Lhgi,oj tij r`ht, wr

(206b) 설명하고 있었다.

dihgei/to(

(206b)

(206b) 어떻게 해서 언제나..좋고

(206b)

w`j eu= avei. e;cousi

(206b) ..그들의 몸에

(206b)

tw|/ sw,mati

(206b) 술을 마시지(pi,) 않는 그들은

(206b)

oi` mhde,na oi=non pi,nontej(

(206b) 약하지(avs) 않다는 것을

(206b)

ouvde. avsqenou/sin

(206b) 아무(ouv) 병에(no,) 있어서도

(206b)

no,sw| ouvdemia|)/

(206b)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avn) (206b)

avnasta.j de, tij(

(206b) 레기오스 사람이 아닌

(206b)

ouv Lhgi,oj w;n(

(206b) 아래와 같이 말했다:

(206b)

e;fh toia,de\

(206b) 그러나 나는

(206b)

(206b) 이제(h;d) 70 년(e;t)간

(206b)

e`bdomh,konta h;dh e;th

(206b) 술을 마셔왔다.

(206b)

oi=non pi,nwn

(206b) 아직(oudev) 결코...않았다

(206b)

ouvde,pw ouvde.

(206b) ...단(evn) 하루라도 아프지

(206b)

h`me,ran mi,an evno,shsa)

(206b) 그러나, 그 연설자는

(206b)

o` de. r`ht, wr(

(206b) 그러나

(206b)

vEgw. de.

vAll v

(206b) 만일 당신이 술로부터 절제했(avp)다면, (206))
(206b) 말했다, 지금쯤은,

(206b)

eiv oi;nou avpei,cou(

e;fh( h;dh

(206b) 당신은 100살이 되어 있을 터인데 (206b)

a]n e`kato.n e;th h=sqa gegonw,j)

(207a) 그리고 파로스는

(207a)

o` de. fa,roj

(207a) 뛰어난(a;r) 말을 한 마리 가졌다.

(207a)

i[ppon eivcen a;riston(

(207a) 많은 사람들이 whom

(207a)

o]n polloi. a;nqrwpoi

(207a) 대단히 갖기를 원하는

(207a)

evpo,qoun sfo,dra e;cein\

(207a) 그리고 파로스는

(207a)

o` de. fa,roj

(207a)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자랑했다(evk).

(207a)

avei. peri. tou,tou evkauca/to(

(207a) 모든 말보다

(207a)

w`j pa,ntwn tw/n i[ppwn

(207a)

diafe,rontoj tw|/ ta,cei)

(207a) 속도에(ta,) 있어서

뛰어난(di) 것으로서

(207a)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207a)

kai. oi` fi,loi

(207a) 그에게 조언했다.

(207a)

parh|n, oun auvtw/|

(207a) 보다 더 신중하게(evp)

(207a)

evpimele,steron

(207a) 그것을 관리하라고(fu)

(207a)

fula,ssein auvto,n\

(207a) 그러나 그는

(207a)

o` de.

(207a)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

(207a)

ouvde.n evfobei/to

(207a) 도둑들을

(207a)

tou.j kle,ptaj(

(207a) 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evp)!

(207a)

evpei. tou/to h;|dei(

(207a) 그 말은 다른 때에는 that

(207a)

o[ti o` i[ppoj a;llote me.n

(207a) 서서히(br) 달린다,

(207a)

brade,wj tre,cei(

(207a) 그러나 만일 그의 오른쪽 귀를 꼬집으면

(207a)

peizo,menoj de. to. dexio.n

(207a) 모든 다른 것들을 정복한다(ni)

(207a)

ou=j pa,ntaj tou.j a;llouj nika|/\

(207a) 홀로(mo) 이것을

(207a)

tou/to de. mo,noj

(207a) 그 주인은(de) 알았다

(207a)

o` despo,thj h'|dei(

(207b) 그래서(w[s), 도둑들에 대해서

(207b)

w[ste tw/n klepto,ntwn

(207b) 그는 관심을 두지(evf) 않았다.

(207b)

ouvde.n evfro,ntize(

(207b) 수 있어서,

(207b)

duna,menoj

(207b) 어떤 다른 말로도

(207b)

a;llw| tini. i[ppw|

(207b) 그들을 잡을

(207b)

katalabei/n)

(207b) 그러나 이전에 한 도둑이 들어와서

(207b)

h=lqe de, pote kle,pthj tij

(207b) 밤에

(207b)

nukto.j(

(207b) 탠트(sk) 아래로 슬그머니 들어와(u`p)

(207b)

o]j u`podu.j th.n skhnh.n

(207b) 그 말을 풀어 주고

(207b)

to.n i[ppon lu,saj

(207b) 올라탄(evp) 후에 도주했다.

(207b)

kai. evpiba.j e;ceto fugw,n)

(207b) 그러나 소리를 들은

(207b)

yo,fou de. avkou,saj

(207b) 파로스는

(207b)

o` fa,roj(

(207b) 잠에서 깨었고

(207b)

kai. evgerqei.j

(207b)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발견했다.

(207b)

e;gnw to. geno,menon)

(208a) 그러나 웃으면서

(208a)

gela,saj de

(208a) 그리고 전혀(ouv) 난처해하지(avn) 않고,

(208a)

kai. ouvdamw/j evn avpori,a| w]n

(208a) 그는 일어났다

(208a)

avne,sth

(208a) 그리고 그의 이웃(pl)에게로 갔다.

(208a)

kai. pro.j to.n plhsi,on ivwn.

(208a) 그리고 그 문제를 그에게 예기했다 (208a)

e;lexe to. pra/gma\

(208a) 그리고 그는 물었다.

kai. h|t; hsen auvto.n

(208a)

(208a) 그의 말을 그에게 제공해 주시라고 (208a)

pare,cein to.n i[ppon(

(208a) 그 자신의 말을 잡도록

(208a)

w[ste to.n e`autou/ katalabei/n)

(208a) 그리고 그는 동의했다(su)

(208a)

tou/ de. sunaine,santoj(

(208a) 그래서 파로스는

(208a)

o` Fa,roj

(208a) 그것을 취해서

(208a)

labw.n

(208a) 올라타고(evp)

(208a)

kai. evpiba.j

(208a) 그 도둑을 쫓았다(evd).

(208a)

evdi,wke to.n kle,pthn)

(208a) 그러나 그(말은)는

(208a)

o` de.

(208a) 이제 멀리(po) 가버린(pr) 후에라

(208a)

h;dh polu. proelqw.n

(208a) 희망했다.

(208a)

h;lpizen

(208a) 때를 맞춰서(fq) 집을 탈출하기를(ka)

(208a)

oi;kade fqa,nein katafugw,n)

(208a) 그리고 그래서 시작 되었다.

(208a)

kai. kate,sth ou[twj

(208a) 일종의 말 경주가

(208a)

avgw,n tij i`ppiko,j(

(208a)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208a)

kai. pa,ntej oi`

(208a) 그 나라에 있는 저들

(208a)

evn th|/ cw,ra|

(208a) 그들을 지켜보았고(evq)

(208a)

evqew,roun

(208a) 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208a)

pario,ntaj qa;sson

(208a) 번개(avs)

(208a)

th/j avstraph/j

(208a) 대단하게 경탄했다.

(208a)

kai. sfo,dra evqau,mazon\

(208b) 그러나 마침내,

(208b)

te,loj de.

(208b) 파로스는

(208b)

o` Fa,roj(

(208b) 좋은 말을 가진

(208b)

avgaqo.n e;cwn i[ppon(

(208b) 그 도둑을 따라 잡고 있었다.

(208b)

katela,mbane to.n kle,pthn(

(208b) 뒤를(o;p) 아주 가까이(evg) 따라가면서

(208b)

evggu,tata o;pisqen e`po,menoj)

(208b) 그 후에

(208b)

to,te dh.

(208b) 그는 그 도둑에게 소리쳤다

(208b)

tw|/ kle,pth| evbo,a(

(208b) 그의 오론쪽 귀를 꼬집어라.’

(208b)

Pi,eze to. dexio.n ou=j\

(208b) 그래서 그는 꼬집었다.

(208b)

tou/ de. pie,santoj(

(208b) 달아나 버렸다.

(208b)

avpe,fugen

(208b) 그 말은 번개 보다 더 빠르게

(208b)

avstraph/j qa/sson o` i[ppoj

(208b) 그리고 살아져 버렸다(hvf).

(208b)

kai. hvfani,sqh)

(208b) 그는...싶었기 때문에!

(208b)

ma/llon ga.r evbou,leto

(208b) 그 말의 그 명성을(avx) 보존하고

(208b)

(208b) 그 말 자체 보다는

(208b)

h' auvto.n to.n i[ppon)

(209a) 그라울리스는

(209a)

o` Grau,lhj

th.n avxi,wsin sw,zein tou/ i[ppou

(209a) 세 명의 아들들(ui`)을 가지고 있는 (209a)

trei/j e;cwn ui`ou.j

(209a) 아무리해도(ouv)

ouvdamw/j

(209a)

(209a) 그들을 관리할 수 있지(evd) 않았다 (209a)

evdu,nato tre,fein auvtou.j

(209a) 음식이(si) 부족할(evk) 때에는,

(209a)

evkleipo,ntwn tw/n siti,wn)

(209a) 따라서

(209a)

w]ste

(209a) 그의 모든 어려움을(avp)

(209a)

pa/san th.n avpori,an

(209a) 그들에게 설명하고(di)는

(209a)

dihghsa,menoj auvtoi/j

(209a) 그들을 그 후 보내 버리면서

(209a)

avpe,pemye

(209a) 그들을 명령했다(evk).

(209a)

kai. evke,leuse

(209a) 어떤 거래를(te,) 배우고(ma)

(209a)

te,cnhn tina. maqo,ntaj

(209a) 5년 후에

(209a)

meta. pe,nte evniautou.j

(209a) 다시

(209a)

au=qij

(209a) 그에게 돌아오라고

(209a)

h[kein pro.j e`auto,n)

(209a) 그리고 그들은

(209a)

oi` de.

(209a) 많은 눈물을(da) 흘리면서

(209a)

meta, pollw/n dakru,wn

(209a) 서로 작별 인사를(ca

(209a)

avllh,loij cai,rein eivpo,ntej

(209a) 갔다.

(209a)

evporeu,onto

(209a) 각자 그 자신의 길을

(209a)

th.n e`autou/ e[kastoj o`do,n)

(209b) 그래서 그 장자는

(209b)

kai. o` me.n presbu,teroj

(209b) 어떤 점쟁이(ma,) 집에(pa)

(209b)

para. ma,ntin tina.

(209b) 아주 영리한

(209b)

sofw,taton

(209b) 도착했다.

(209b)

avfi,keto

(209b) 것을...수 있었던 who

(209b)

o]j oi-oj, t v h=n

(209b) 멀리 떨어진(po) 것을

(209b)

ta. porrwta,tw o;nta

(209b) 볼 수

(209b)

kataske,yasqai(

(209b) 어떤 수정체(u`a)

(209b)

u`ali,nh| tini.

(209b) 장치를(mh) 사용하면서(cr)

(209b)

mhcanh|/ crw,menoj)

(209b) 그리고 그 두 째는

(209b)

o` de. deu,teroj

(209b) 어떤 궁술가(to)와 살면서(di)

(209b)

para. toxo,th| tini. dia,gwn

(209b) 아주 능숙한(evm) 자가 되었다.

(209b)

evmpeiro,tatoj evge,neto

(209b) 쏘는 데에

(209b)

tou/ toxeu,ein\

(209b) 그래서 아무 것도 없었다.

(209b)

kai. ouvde.n h=n

(209b) 아무데서고

(209b)

ouvdamou/

which

(209b)

o[(ti ouv dunato.j h=n

(209b) 그의 활 가지고(to),

(209b)

tw|/ toxeu,mati

(209b) 못할 것이란

ei)

나누고서

(209b) 잡지(ka)

(209b)

katalabei/n(

(209b) 심지어(ka) 보지 못했다 해도,

(209b)

kai,per ouvde. o`rw,ntwn

(209b) 다른 사람들이

(209b)

tw/n e`te,rwn)

(210a) 그러나 그 세 째 형제는

(210a)

o` de. tri,toj avdelfo.j

(210a) 이런 종류의 아무것도...않았다

(210a)

ouvde.n toiou/ton

(210a) 우연히도(e;t) 배우지

(210a)

e;tuce maqw,n\

(210a) 그러나 보다 더 시골뜨기여서(avg)
(210a) 다른 자들(e`t)

(210a)

avlla. avgroiko,teroj dh.

(210a)

tw/n e`te,rwn w'n

(210a)

para. skutoto,non tina.

(210a) 갔다.

(210a)

avph/lqe(

(210a) 그리고 5년을

(210a)

kai. tou.j pe,nte evniautou.j

(210a) 거기에서 보냈다(di):

(210a)

evkei/ dih/ge(

(210a) 그리고 그의 모든 거래를(te,)

(210a)

pa/san th.n te,cnhn

(210a) 배우면서(ma)

(210a)

manqa,nwn\

(210a) 그리고 마침내는

(210a)

kai. te,loj

(210a) 그 자신이 또한 아주 능숙한(evm) 자가

(210a)

evmpeiro,tatoj kai. auvto.j

(210a) 되었으며

(210a)

evge,neto(

(210a) 결과적으로

(210a)

w]ste

(210a) 모든 깨어진(di) 것들을

(210a)

ta. diarrage,nta pa,nta

(210a) 그는 신기료장수의(sk)

집으로

(210a) 그는 어떻게 함께 붙이는지를(su) 알았다(h`p).

(210a)

h`pi,stato surra,ptein)

(210a)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을(te) 때에

(210a)

tou/ de. cro,nou teleutw/ntoj(

(210a) 그 세 아들들이 다시 돌아왔다.

(210a)

h-kon au=qij oi` trei/j ui`oi.

(210a) 그 아버지에게로

(210a)

para. to.n pate,ra(

(210a) 준비가 된

(210a)

e[toimoi o;ntej

(210a) 각각 그 자신의 예술을(te,)

(210a)

th.n e`autou/ e[kastoj te,cnhn

(210a) 자랑할(evp)

(210a)

evpidei,xasqai)

(210b) 그래서 그라울리스는

(210b)

o` de. Grau,lhj

(210b) 이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210b)

ei=pen auvtoi/j toia,de\

(210b) 아이들아!(te) 내 말을 들으라(Pi) (210b)

Pi,qesqe, moi( tekna(

(210b) 그리고 아마도

(210b)

kai. i;swj

(210b) 아주 거대한 부를 우리를 위해서

(210b)

me,giston plou/ton h`mi/n

(210b) 너희들이 찾을지 모른다.

(210b)

eu`rh,sete)

(210b) 한 독수리가(ave) 있기 때문에

(210b)

aveto.j ga,r evsti, tij

(210b) 아주 높은(u`y) 바위 위에

(210b)

evpi. u`yhlota,thj pe,traj

(210b) 그의 집을 지어놓은(ka)

(210b)

th.n oivki,an katasth,saj\

(210b) 그런데 그 왕이

(210b)

o` de. basileu.j

(210b) 그 자에게 많은 금을

(210b)

evkei,nw| polu.n cruso.n

(210b) 약속한(u`p) 것이다.’

(210b)

u`piscnei/tai

(210b) 누구든지

(210b)

o[stij

whoever

(210b) 이 독수리의 어린새끼를(ne)

(210b)

tou.j neossou.j tou,tou tou/ avetou/

(210b) 산체로

(210b)

zwou.j

(210b) 그에게 넘기는(pa)

(210b)

auvtw|/ paradw,sei)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206부터 210까지 읽어보라
Legioi (206), LXXXI

evn th/| tw/n Keltw/n nh,sw| avnqrw,pwn evsti. ge,noj( Lhgi,oi kalou,menoi) ou-toi
de. ta. me.n a;lla toi/j loipoi/j politai/j o[moioi, eivsi( oi;nou de. ouvde,pote
geu,ontai( oivo,menoi avsebe.j ei=nai pi,nein kai. o`posonou/n) kai. suno,douj
e;cousi( oi- sunelqo,ntej pollou.j lo,gouj le,gousi( to.n oi;nou avpeco,menon
sfo,dra evpainou/ntej w`j a;riston o;nta avnqrw,pwn)

toiau,th| de. suno,dw| pote.

tou,twn sullege,ntwn( Lhgi,oj tij r`ht, wr dihgei/to( w`j eu= avei. e;cousi tw|/
sw,mati oi` mhde,na oi=non pi,nontej( ouvde. avsqenou/sin no,sw| ouvdemia|/) avnasta.j

de, tij( ouv Lhgi,oj w;n( e;fh toia,de\

vEgw. de. e`bdomh,konta h;dh e;th oi=non

pi,nwn ouvde,pw ouvde. h`me,ran mi,an evno,shsa) o` de. r`ht, wr( A
v ll v eiv oi;nou
avpei,cou( e;fh( h;dh a]n e`kato.n e;th h=sqa gegonw,j)
Pharos (207), LXXXII

o` de. fa,roj i[ppon eivcen a;riston( o]n polloi. a;nqrwpoi evpo,qoun sfo,dra
e;cein\ o` de. fa,roj avei. peri. tou,tou evkauca/to( w`j pa,ntwn tw/n i[ppwn
diafe,rontoj

tw|/

ta,cei)

kai.

oi`

fi,loi

parh|n, oun

auvtw/|

evpimele,steron

fula,ssein auvto,n\ o` de. ouvde.n evfobei/to tou.j kle,ptaj( evpei. tou/to h;d| ei( o[ti o`
i[ppoj a;llote me.n brade,wj tre,cei( peizo,menoj de. to. dexio.n ou=j pa,ntaj tou.j
a;llouj nika|\/ tou/to de. mo,noj o` despo,thj h'd| ei( w[ste tw/n klepto,ntwn ouvde.n
evfro,ntize( duna,menoj a;llw| tini. i[ppw| katalabei/n) h=lqe de, pote kle,pthj tij
nukto.j( o]j u`podu.j th.n skhnh.n to.n i[ppon lu,saj kai. evpiba.j e;ceto fugw,n)
yo,fou de. avkou,saj o` fa,roj( kai. evgerqei.j e;gnw to. geno,menon)
Pharos (208), LXXXIII

gela,saj de kai. ouvdamw/j evn avpori,a| w]n avne,sth kai. pro.j to.n plhsi,on ivw.n
e;lexe to. pra/gma\ kai. h|;thsen auvto.n pare,cein to.n i[ppon( w[ste to.n e`autou/
katalabei/n) tou/ de. sunaine,santoj( o` Fa,roj labw.n kai. evpiba.j evdi,wke to.n
kle,pthn) o` de. h;dh polu. proelqw.n h;lpizen oi;kade fqa,nein katafugw,n) kai.
kate,sth ou[twj avgw,n tij i`ppiko,j( kai. pa,ntej oi` evn th|/ cw,ra| evqew,roun
pario,ntaj qa;sson th/j avstraph/j kai. sfo,dra evqau,mazon\ te,loj de. o` Fa,roj(
avgaqo.n e;cwn i[ppon( katela,mbane to.n kle,pthn( evggu,tata o;pisqen e`po,menoj)
to,te dh. tw|/ kle,pth| evbo,a( Pi,eze to. dexio.n ou=j\ tou/ de. pie,santoj( avpe,fugen
avstraph/j qa/sson o` i[ppoj kai. hvfani,sqh) ma/llon ga.r evbou,leto th.n avxi,wsin
sw,zein tou/ i[ppou h' auvto.n to.n i[ppon)

Graules (209), LXXXIV

o` Grau,lhj trei/j e;cwn ui`ou.j ouvdamw/j evdu,nato tre,fein auvtou.j evkleipo,ntwn
tw/n siti,wn) w]ste pa/san th.n avpori,an dihghsa,menoj auvtoi/j avpe,pemye kai.
evke,leuse te,cnhn tina. maqo,ntaj meta. pe,nte evniautou.j au=qij h[kein pro.j
e`auto,n) oi` de. meta, pollw/n dakru,wn avllh,loij cai,rein eivpo,ntej evporeu,onto
th.n e`autou/ e[kastoj o`do,n)

kai. o` me.n presbu,teroj para. ma,ntin tina.

sofw,taton avfi,keto o]j oi-oj, t v h=n ta. porrwta,tw o;nta kataske,yasqai(
u`ali,nh| tini. mhcanh|/ crw,menoj) o` de. deu,teroj para. toxo,th| tini. dia,gwn
evmpeiro,tatoj evge,neto tou/ toxeu,ein\ kai. ouvde.n h=n ouvdamou/ o[(ti ouv dunato.j
h=n tw|/ toxeu,mati katalabei/n( kai,per ouvde. o`rw,ntwn tw/n e`te,rwn)
Graules (210), LXXXV

o` de. tri,toj avdelfo.j ouvde.n toiou/ton e;tuce maqw,n\ avlla. avgroiko,teroj dh.
tw/n e`te,rwn w'n para. skutoto,non tina. avph/lqe( kai. tou.j pe,nte evniautou.j
evkei/ dih/ge( pa/san th.n te,cnhn manqa,nwn\ kai. te,loj evmpeiro,tatoj kai. auvto.j
evge,neto( w]ste ta. diarrage,nta pa,nta h`pi,stato surra,ptein) tou/ de. cro,nou
teleutw/ntoj( h-kon au=qij oi` trei/j ui`oi. para. to.n pate,ra( e[toimoi o;ntej th.n
e`autou/ e[kastoj te,cnhn evpidei,xasqai) o` de. Grau,lhj ei=pen auvtoi/j toia,de\
Pi,qesqe, moi( tekna( kai. i;swj me,giston plou/ton h`mi/n eu`rh,sete) aveto.j ga,r
evsti, tij evpi. u`yhlota,thj pe,traj th.n oivki,an katasth,saj\ o` de. basileu.j
evkei,nw| polu.n cruso.n u`piscnei/tai o[stij tou.j neossou.j tou,tou tou/ avetou/
zwou.j auvtw|/ paradw,sei)
(211a)

avkou,santej de. tau/ta
Graules (211a), LXXXVI

그리고 이것을 듣고서 그들은 그들의 예술을 전시하기(evp) 시작했다(evt). 그리고

첫

째가 그의 외투의(i`m) 안 주머니로부터 수정체를 끄집어내어(evx) 그것을 그 바위를 향
해서 올렸다(evp).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그는 말했다. ‘그 바위의
아주 꼭대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e[s). 그리고 그 소나무(pe)에는 높게(u`y) 큰
가지들(kl)과 지저깨비들(ka,)로 함께 짜서(su) 만들어진, 5개의 알들이 들어있는(e;c)
독수리의 둥우리가 있다. And on hearing this, they proceeded to a display of
their art. And the first, drawing the crystal out of his bosom, raised it towards
the rock. And, after waiting some short time, he said, 'On the very top of the
rock stands one pine: and high on the pine is the eagle's nest, made with
boughs and chips woven together, containing five eggs.

avkou,santej de. tau/ta

pro.j evpi,deixin evtra,ponto th/j te,cnhj) kai. o` me.n prw/toj evk tou/ ko,lpou tou/
i`mati,ou evxelw.n th.n u[alon pro.j th.n pe,tran evph/re\ kai. cro,non tina. ouv
makro.n evpiscw,n( vEpi. th/j pe,traj( e;fh avkrota,thj peu,kh mi,a e[sthke\ kai.
u`you/ evpi. th/j peu,khj neossia, evsti tou/ avetou/ kla,doij kai. ka,rfesin
sumpeplegme,noij pepoihme,nh( pente w|av . e;cousa)
evpi,deixij

다 proceed to,

u[aloj

수정체 crystal,

e[sthka
리 nest,

내가 서있다 I stand,

ka,rfoj

bosom, breast;

avkou,santej
evpiscw,n

peukh,

지저깨비 chip,

sumpeple,kw

올리다 raise,

끄집어내다 draw out,

avkro,tatoj

아주 꼭대기 very top,

소나무 pine,

kla,doj

하기 시작하

evxaire,w

전시하다 display,

evpai,rw

tre,pesqai pro,j

u`you/

높게 high,

큰 가지 bough,

함께 짜지다 weave together,

neossi,a

ko,lpoj, ou,
e;cw

둥우

안 주머니

들어있다 contain,

= on hearing에서는 분사의 시제가 의미상으로 결정된다 >(119고).

도 >(119고).

에 놓은 다음에

e;fh를

e;fh는

말을 그대로 옮길 때 사용하며, 말의 한 두 마디를 앞

놓는다 >(120로)

vEpi. th/j pe,traj( e;fh avkrota,thj에서

avkrota,thj의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 >(110고).

(211b), LXXXVI

그리고 그 두 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활을(to,) 준비했다(pa). 그리
고 그의 굵은 화살을(be,) 쏘았다(avf). 그리고 길지 않은 순간 후에, 마치 탑이(pu,) 아
래로 던져지는(ka) 것 같은(w`s) 어떤 소리가(yo) 들려왔다. 그런데 그 죽은 독수리와
가장 놀라울만한 5개의 알들이(w|a
v .) 들어있는, 크기에 있어서 전함과 동등한 둥우리가,
그들 가운데로(me,) 떨어졌다(ka).

And the second said nothing, but got ready

his bow and discharged his bolt: and, after no long interval, a noise was heard
(occurred) as of a tower being thrown down: and the nest fell into the midst (of
them), equal to a war-ship in size, containing the eagle dead and five most
wonderful

o`

eggs.

de.

deu,teroj

ouvde.n

eivpw.n

avlla.

to.

to,xon

paraskeuasa,menoj avfh/ke to. be,loj\ kai. ouv dia. makrou/ yo,foj tij evge,neto
w`sperei. pu,rgou kataballome,nou\ kai. evj me,son kate,pesen h` neossia,(
trih,rei

i;sh

to.

qaumasiw,tata)

me,geqoj(
avfi,hmi

운데로 into the mids,
throw down,

on
o`
to,

middle,
tower,

nossia,, a/j, h`

알 egg,

yo,foj

e;cousa

쏘았다 discharge,

i;soj, h, on

kate,pesen

trih,rhj

nekro.n

IdAoA3 from
brood,

전함 war-ship,

to.n

be,loj

동등한 equal,

katapi,ptw

paraskeua,zw
w`sperei,

aveto.n

kai.

굵은 화살 bolt,

kataba,llw

pe,nte

w|av .

evj me,soj

가

아래로 던져지다

떨어지다 fall (down),
준비하다 get ready,

me,soj, h,

pu,rgoj, ou,

like, as though, as it were;

wvo| n, , ou/,

소리 a sound,
Graules (212a), LXXXVII

그리고 그 문제가 잘 집행되었기(te) 때문에, 다른 점들에 있어서, 그 아버지는 그 형
제들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 알들이 깨졌고(de) 그래서 그 어린 새 새끼(ne)를 그 왕에
게 산체로 넘겨(pa)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e;d)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는 당
황했다(hvp). 그후 즉시로(evn)

그 막내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내가 당신을 이 어려

움으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avp).’

And in other respects the father praised the

brothers, as having well executed the matter: but in this he was at a loss,
because the eggs were cracked, and it did not seem to be possible to hand
over the young alive to the king. Thereupon the youngest son coming forward

kai. ta;lla me.n evph,|nesen o`

said, 'I will relieve you from this difficulty.'

path.r tou.j avdelfou.j w`j eu= tele,santaj to. pra/gma\ tou/to de. hvpo,rhsen( o[ti
dierra,gh ta. w|av (. ouvde. dunato.n e;doxen ei=nai zwou.j paradou/nai tou.j
neossou.j tw|/ basilei/) evntau/qa de. o` new,tatoj ui`o.j parelqw.n E
v gw.( e;fh(
tau,thj th/j avpori,aj u`ma/j avpalla,xw)
어주다 relieve,

diarragh/nai
e;doxen

avpore,w

neosso,j

doke,w

PaAoAm1 from

pare,rcomai

hand over,

dierra,gh

보이다 seem,

nosso,j, ou/, o`

=

paradi,dwmi

당황하다 be at a loss,

깨지다 be cracked,

IdAoA3 from

avpalla,xw

IdFuA1 from

avpori,a, aj, h`

IdAoP3 from

evpaine,w

풀

perplexity, anxiety;

diarrh,gnumi

깨지다 tear,

evph,n| esen

IdAoA3 from

praise,

어린 새 새끼 the young of a bird,

parelqw.n

paradou/nai

InAoA from

앞으로 나오다 come forward,

tele,w

avpalla,ssw

집행하다 execute,

(212b), LXXXVII

그리고 동시에(a[m) 그는 그 알들을 취했다 그리고 빈틈없이(evp) 그들을 꿰매어 합쳤다
(su). 그리고 2틀 후에, 그 알들은 다시 금이 갔고, 그들은 그들의 가슴(st) 주위에 붉
은(evr) 선이(gr) 있는 것을-제외하고는(pl

o[t),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는 아무런 다른

표시도 없는 다섯 새 새끼들이 나왔다(evx). 그리고 그 왕은, 그가 원했던 데로 모든 것
들이 행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는 많은
부를 주었다, 그러나 그 막내에게는 그의 정부를 맡겼다(evp).

And at the same

time he took the eggs and stitched them knowingly together, and, after two
days, the eggs again being cracked, out came five chickens, having no other
sign of what had occurred, except that they had a red line round their breast.
And the king, as he saw everything done that he wished, was excessively
pleased, and to the others gave much wealth, but to the youngest intrusted his

government.

kai. a[ma labw.n ta. wva| sune,rrayen evpisthmo,nwj) kai. meta. du,o h`me,raj au=qij
diarrage,ntwn tw/|n wv|wn/ evxefa,nhsan neossoi. pe,nte( shmei/on ouvde.n a;llo
e;contej tou/ gegenhme,nou( plh.n o[ti grammh,n tina evruqra.n ei=con peri. to.
sth/qoj) o` de. basileu.j ivdw.n pa,nta o[sa evbou,leto geno,mena u`pefuw/j h[sqh(
kai. toi/j me.n a;lloij polu.n plou/ton e;dwke( tw/| de. newta,tw| th.n avrch.n
evpe,treye)
cracked,

a[ma

evpisthmo,nwj

evruqro,j, a,, o,n
위에 round,

shmei/on

빈틈없이 knowingly,

붉은 red,

plh.n

evxefa,nhnai

evpitre,pw

sth/qoj

깨지다 be

맡기다 allow, permit,

나왔다 out came,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표시 sign,

diarragh/nai

동시에 at the same time,

grammh,

plh.n o[ti

선 line,

peri.

주

제외하곤 exept that,

가슴 breast, what had occurred =

tou/ gegenhme,nou

[정관사+분사] 형식으로 영어의 관계대명사 절을 옮긴다 >(113뉴).

ivdw.n은

이유분사

다 >(119너).

Phelios (213a), LXXXVIII

어떤 리니오스의 도움으로(u`p) 많은 일들에 있어서 좋은 대우를 받아온(eu=
리오이들은 그들의 도시에 한 집을 세웠다. 그곳에서는(evn

th)|/

pa)

그 필

모든 리니오스는 지출

없이 거주하는 것이 합법적이었다(evx).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금화(st) 하나씩을 반드시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이전에 필리오이와
리니오스 사이에서 싸움(e;r)과 쓰라린(ca) 분노(ovr)가 일어났다. 그리고 싸움 가운데
서 그들은 서로 간에 놀랄만한 한도까지(qa

o[s)

욕질을(evl) 했다.

The Phelioi, having been well treated in many things at the hands of a
certain Linios, established a house in their city, wherein it was lawful for all the
Linioi to dwell without expense, but it was necessary for the others to pay a
stater a day whosoever wished to live there. And once there arose strife and
bitter wrath between a Phelios and a Linios, and in quarrelling they reviled each
other to a wonderful extent.

oi` Fe,lioi polla. eu= paqo,ntej u`po. Lini,ou

tino,j oivki,an evn th|/ po,lei kate,sthsan( evn h-| pa/si toi/j Lini,oij evxh/n a;neu
dapa,nhj dia,gein( tou.j de. a;llouj avna,gkh h=n stath/ra th/j h`me,raj avpodou/nai(
o[soi evkei/ evbou,lonto oivkei/n) Feli,w| de, tini, pote e;rij evge,neto kai. ovrgh.
calepe.

pro.j

Lini,on

qauma,sion o[son)

$ &rid&%
from

금화

avna,gkh, hj, h`

diafero,menoi

소비 expense,

그곳에서는 wherein,

loidorei/sqai

stater,

u`po,

evloidorou/nto

diafe,resqai

합법적이다 it is lawful,

세우다 put in charge,

wonderful extent.

$ &h/r&%

e;xesti

evn h|-

kaqi,sthmi

kai.

dapa,nh

f 싸움 strife,

be well treated,

tina,(

Fe,lioi

eu= paqei/n

도움으로 at the hands of,

좋은 대우를 받다

kate,sthsan

필리오이,

ovrgh.

e;rij

싸움 quarrel,

qauma,sion o[son

d 욕질하다 revile,

avllh,loij

IdAoA3

놀랄만한 한도까지

분노 wrath,

calepo,j

stath,r

쓰라린 bitter,

necessity

(213b), LXXXVIII

그리고 그 리니오스는 그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서(evg) 말했다. ‘보라, 당신은 금화 하
나씩 지불하는(avp) 곳에서 나는 여기에서(evn) 아무런 소비 없이(da)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보다 얼마나(o[s) 더 귀중한가(ti)?’ 그러나 그 필리오이는 말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한 리니오스다는 조건으로 가장 많은(pl) 것을 받기(de,) 보다는 나는 많은
금화들(st)을 지불하기를 선택 하겠다’ And the Linios mocking the other, said,
'Behold how much more precious I am than you, for here I live with no
expense, where you (live) paying a stater.' But the Phelios said, 'But I would
choose to pay many staters, rather than receive the greatest things on condition

o` de. Lini,oj evggelw/n tw|/

of being [at least being] myself a Linios.'

e`te,rw|( Iv dou.( e;fh( o[sw| evgw. timiw,tero,j eivmi, sou\ evnqa,de ga.r evgw. metv
ouvdemia/ dapa,nhj oi,kw/( ou-per su. stath/ra avpodou,j) o` de. Fe,lio vAll v e;gwge(
e;fh( e`loi,mhn a;n pollou.j dh. stath/raj avpodou/nai ma/llon h; plei/sta
de,xasqai Lini,oj ge auvto.j w;n)
away,

dapana,w

avpodou/nai

소비 없이 spend freely,

InAoA from

de,xasqai

avpodi,dwmi

InAoM from

주다 give

de,comai

받다

receive,

o[sw|

e;gwge

from

evgw, +ge( evggelw/

얼마나 how much,

many,

ti,mioj, a, on

plei/sta

조롱하다 mock,

evnqa,de

형용사 복수 최상급 from

귀중하다 precious,

e`loi,mhn a;n의

여기에서 here,

polu,j

많은 much,

기원법은 >(120라).

The Cat's Pilgrimage (214a), LXXXIX

이제 그 고양이(ai;)는, 다른 짐승들이(zw,) 생에 대해서 무엇을(ti,

a;r)

생각하는(fr)

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차례대로(evf) 각자에게로 갔다(evp). 그리고 그들에게 왔을(evl)
때에, 그녀의 생애를 잘 소비하기(di) 위해서는 그녀가 무엇을 반드시(cr) 행해야(dr)
하는지 그녀는 물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바로 각자가 우연히 되어지는 데로(evt) 응
답했다(avp): 그러나 그 올빼미는 그녀의 얼굴을 굉장히 엄숙하게(se) 지으면서 말했다:
‘오, 고양이야, 특별히(ma,) 모든 것 중에서도(pa,) 철학이 필요하다.

Now the cat,

wishing to know what the other beasts thought (think) about life, went to each
in turn: and having come to them she asked what she ought to do to pass her
life well. And the others replied just as each happened: but the owl composing
her face to great solemnity said, 'O cat, most of all there is need of philosophy.

h` de. ai;louroj( boulome,nh eivde,nai ti, a;ra ta. e[tera tw/n zw,w
| n fronei/
peri. tou/ bi,ou( pro.j e[kaston evfexh/j evporeu,eto\ kai. evlqou/sa h;reto ti, crh.
drw/san to.n bi,on eu= dia,gein) kai. oi` me.n a;lloi w`j e[kastoj evtu,gcane
avpekri,nonto\ h` de. glau/x semnota,thn diaqei/sa th.n o;yin( W
= ai;loure( e;fh(
ma,lista me.n pa,ntwn filosofi,aj dei/)
avpokri,nomai
InPrA from

응답하다 reply,

dia,gw

소비하다 pass,

to do some great thing,
오다 come,

ma,lista

crh.

evporeu,eto

evfexh/j

는 데로 happen to be,

IdPrA3 from

diati,qhmi

poreu,omai

semno,j

ti, a;ra의

crh,

f 고양이 cat,

it is necessary,

얼굴을 짓다 compose,

차례대로 in turn,

IdIpM3 from

무엇보다도 most of all,

ai;louroj

evlqou/sa

인상적인 소어

dra,w

PaAoAf1 from

행하다

e;rcomai

glau/x

f 올빼미 owl,

tugca,nw

우연히 되어지

가다 travel,

엄숙한 solem,

dia,gein

a;ra에

대해서는 >(123가).

semnota,thn

=to great solemnity에

(214b), LXXXIX

그리고 철학화하는(fi) 것은 발견하기에(evx) 가장 어려운(ca)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탐구하고(zh) 생각하는(fr) 것이다.‘ 그러나 그 고양이는 말했다. 그러한 문제들을 탐
구하는 것은 쓸모가(o;f) 없다.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때로는 찾는다는(eu`) 희망가운데서가 아니라면, 아무도(ouvde), 그녀는 말했다, 아무것
이나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심지어는 느껴 보지도(fr) 못하기 때문에.
And to philosophise is to search and to think about such matters as are most
difficult to discover.' But the cat said that it was no use to search for such
things: for that it was better to think about easy matters,--'For no one,' said
she, 'searches for anything, unless in the hope sometime to find: for it would

to. de. filosofei/n evsti peri. toiou,twn progma,twn

not even be sensible.'

zhtei/n kai. fronei/n( a[ calepw,tata, evstin evxeurei/n) h` de. ai;louroj ouvde.n e;fh
o;feloj ei=nai zhtei/n ta. toiau/ta\ a;meinon ga.r ei=nai fronei/n peri. tw/n
r`a|di,wn progma,twn) ouvdei.j ga.r( e;fh( ouvde.n zhtei/ eiv mh. evlpi,zwn pote.
eu`ri,skein\ ouvde. ga.r fro,nimon a]n ei;h)
PaPrAm1 from

filosofi,a
frone,w

evlpi,zw

희망하다 hope,

철학 philosophy,

생각하다 think,

zhte,w

탐구하다 seek,

이다

>(118갸).

calepo,j, h,, o,n

ouvde.)))fro,nimon a]n

)))

(OpPrA3) from

filosofe,w

fro,nimoj, on

o;feloj, ouj, to,

ouvdei.j

ei;h

철학화 하다 philosophise,

느끼는 sensible,

fronei/n

InPrA from

zhtei/n

InPrA from

쓸모가 있는 benefit,

어려운 difficult,

ouvde.n

이중

eivmi,( evlpi,zwn

ouvde.n e;fh o;feloj는

부정어에

대해서는

대격

>(124거).

= it would not be sensible 기원법은 >(120라).

Cat's Pilgrimage (215a), XC

그러나 그 올빼미는 그녀의 눈꺼풀들을(bl) 천천히(br) 그리고 준엄하게(se) 감으면서
(su) 말했다. ‘자, 내가 어떤 점에서(pw/) 탐구가 이루어진 나의 철학의 한 보기를 너

에게 줄 것이다. 그 알로부터 그 새가 생긴다는 것을 당신이 알 것이라고 내가 가정한
다(dh,). 그리고 그 알은 적지않게 그 새로부터다. 그러므로(to) 그 알이 먼저인지(po,)
혹은 그 새가 (먼저인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철학에 속한다(pr).
But the owl, closing her eyelids slowly and solemnly, said, 'Well, I will give you
an example of my philosophy, in what way search is made. for you know, I
presume, that the bird arises from the egg, and the egg no less from the bird.
It belongs therefore to philosophy to examine thoroughly this (question), whether

h` de. glau/x brade,wj kai. semnw/j ta/

the egg arose first or the bird.

ble,fara sugkleisasa( vAlla. para,deigma( e;fh( dw,sw soi th/j filosofi,aj(
pw/j zhtei/tai) oi=sqa ga.r dh,pou( o[ti h` me.n o;rnij evk tou/ wvo| u// gi,gnetai( to.
de. wv|o.n ouvc h-sson evk th/j o;rniqoj\ th/| filosofi,a| toi,nun prosh,kei tou/to
diaske,yasqai( po,teron to. wv|o,n pro,teron evge,neto h' h` o;rnij)
눈꺼풀들 the eyelids,
presume,
from

pw/j

oi=da

filosofi,a
know,

bradu,j, ei/a, u,
철학 philosophy,

po,teron

gi,gnomai

인지 아닌지 whether,

어떤 점에서 in what way,

A
v lla.

천천히 slow,

semnw/j

dh,pou

ble,fa±ron,
내가 가정한다 I

생긴다 arises,

proj&h,kw

준엄하게 reverently,

oi=sqa

IdPeA2

속한다 to belong to,

sugklei,w

감다 close,

자 Well,

(215b), XC

둘 중의 하나가(qa,) 첫 번째로 나타난(evf) 것은 분명하기(dh/) 때문에, 짐승들 중에서
아무것도(ouv) 본래(pe) 불멸(avq)하거나 영원하지는(avi,) 않기 때문에(evp).‘ ’그러나 그러
한 것을 찾아내는(evx) 데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 고양이가 웃으면서(ge) 말했다. 그
리고 그 올빼미는 아직도 전(h'

pr)보다

더(e;t) 준엄해(se) 보이면서(bl) 말했다. ‘희망

이 없다(Ouv). 그리고 이 때문에 나는 신들에게 아주 큰 감사들을 드린다. 철학가들은
(fi) 탐구하는 데서 기쁨을 취하기(h[d)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은
철학의 파괴요 끝이다.

For it is clear that one of the two appeared first,

since none of the beasts is by nature immortal or eternal.' 'But what hope is

there,' said the cat, laughing, 'to find out such a thing?' And the owl, looking
yet more solemn than before, said, 'No hope: and for this I give the gods very
great thanks: for philosophers take delight in searching; but to find out anything

dh/lon ga.r( o[ti qa,teron pro,teron

is the end and destruction of philosophy.'

evfa,nh( evpei. ouvde.n tw/n zw,|wn avqa,naton pe,fuken ouvde. avi,dion) Ti,j de. evlpi,j(
e;fh gelw/sa h` ai/louroj( toiou/to,n ti evxeurei/n* h` de. glau/x e;ti semno,teron
ble,pousa h' pro. tou/( Ouvdemi,a( e;fh( evlpi,j\ kai. tou,tou dh. ca,rin e;cw
plei,sthn toi/j qeoi/j\ zhtou/ntej ga.r h[dontai oi` filo,sofoi\ to. de. evxeurei/n
ti( te,loj evsti. kai. diafqora. th/j filosofi,aj)
avqa,natoj
명한 clear,
appear,
search,

ble,pousa

불멸 immortal,

diafqora,

f 파괴 destruction,

evlpi,j, i,doj, h`
filo,sofoj

PaPrAf1 from

희망 hope,

evpei,

철학가 philosopher,

avid, ioj

ble,pw

evfa,nh

영원한 eternal,

보다 see,

fai,nw

IdAoP3 from

때문에 since,

ge,lwj, wtoj, o`

dh/loj, h, on

웃음 laughter,

pe,fuken

IdPeA3 from

pefuke,nae

qa,teron

둘 중의 하나 one of the two,

thtoj, h`

본래 is by nature,

준엄

reverence,

tou,tou dh.는

fu,w

분리속격 >(115너).

나타나다

evxeu,resij, ewj( h`,

기쁨을 취한다 take delight,

grow

dh.는

(up),

분

탐구

h[desqai

come up;

semno,thj,

>(123가).

(211a) 그리고 이것을 듣고서

(211a)

avkou,santej de. tau/ta

(211a) 그들은 전시하기(evp) 시작했다(evt).

(211a)

pro.j evpi,deixin evtra,ponto

(211a) 그들의 예술을

(211a)

th/j te,cnhj)

(211a) 첫 째가

(211a)

kai. o` me.n prw/toj

(211a) 그의 외투의(i`m ) 안 주머니로부터

(211a)

evk tou/ ko,lpou tou/ i`mati,ou

(211a) 수정체를 끄집어내어(evx)

(211a)

evxelw.n th.n u[alon

(211a) 그것을 그 바위를 향해서

(211a)

pro.j th.n pe,tran

(211a) 올렸다(evp).

(211a)

evph/re\

(211a) 그리고

(211a)

kai.

(211a) 길지 않은 시간 동안

(211a)

cro,non tina. ouv makro.n

(211a) 기다린 후에,

(211a)

evpiscw,n(

(211a) 그 바위의

(211a)

(211a) 그는 말했다 아주 꼭대기에

(211a)

e;fh avkrota,thj

(211a) 소나무 한 그루가

(211a)

peu,kh mi,a

(211a) 서있다(e[s).

(211a)

e[sthke\

(211a) 그리고 높게(u`y)

(211a)

kai. u`you/

(211a) 그 소나무(pe)에는

(211a)

evpi. th/j peu,khj

(211a) 독수리의 둥우리가 있다.

(211a)

neossia, evsti tou/ avetou/

(211a) 큰 가지(kl)로

(211a)

kla,doij

(211a) 그리고 지저깨비(ka,)로

(211a)

kai. ka,rfesin

(211a) 함께 짜서(su) 만들어진

(211a)

sumpeplegme,noij pepoihme,nh(

(211a) 5개의 알들이

(211a)

pente w|av .

(211a) 들어있는(e;c)

(211a)

e;cousa)

(211b) 그리고 그 두 째는

(211b)

o` de. deu,teroj

(211b)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11b)

ouvde.n eivpw.n

(211b) 그러나 그의 활을(to,)

(211b)

avlla. to. to,xon

(211b) 준비했다(pa).

(211b)

paraskeuasa,menoj

vEpi. th/j pe,traj(

(211b) 그리고 그의 굵은 화살을(be,) 쏘았다(avf) (211b)

avfh/ke to. be,loj\

(211b) 그리고

(211b)

kai.

(211b) 길지 않은 순간 후에,

(211b)

ouv dia. makrou/

(211b) 어떤 소리가(yo) 들려왔다.

(211b)

yo,foj tij evge,neto

(211b) 마치 탑이(pu,)... 것 같은(w`s)

(211b)

w`sperei. pu,rgou

(211b) 아래로 던져지는(ka)

(211b)

kataballome,nou\

(211b) 그런데 그들 가운데로(me,)

(211b)

kai. evj me,son

(211b) 둥우리가 떨어졌다(ka).

(211b)

kate,pesen h` neossia,(

(211b) 크기에 있어서 전함 크기의

(211b)

trih,rei i;sh to. me,geqoj(

(211b) 그 죽은

(211b)

nekro.n

(211b) 독수리가 들어있는

(211b)

e;cousa to.n aveto.n

(211b) 리고 5개의 알들이(w|va).

(211b)

kai. pe,nte w|av .

(211b) 가장 놀라울만한

(211b)

qaumasiw,tata)

(212a) 그리고 다른 점들에 있어서,

(212a)

kai. ta;lla me.n

(212a) 칭찬했다,

(212a)

evph,n| esen

(212a) 그 아버지는

(212a)

o` path.r

(212a) 그 형제들을

(212a)

tou.j avdelfou.j

(212a) 잘 집행되었기(te) 때문에,

(212a)

w`j eu= tele,santaj

(212a) 그 문제가

(212a)

to. pra/gma\

(212a) 그러나 이 점에서

(212a)

tou/to de.

(212a) 그는 당황했다(hvp).

(212a)

hvpo,rhsen(

(212a) 그 알들이 깨졌고(de), 때문에

(212a)

o[ti dierra,gh ta. w|av .(

(212a)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e;d) 않았기

(212a)

ouvde. dunato.n e;doxen ei=nai

(212a) 산체로 넘겨(pa) 줄

(212a)

zwou.j paradou/nai

(212a) 그 어린 새 새끼(ne)를

(212a)

tou.j neossou.j

(212a) 그 왕에게

(212a)

tw|/ basilei/)

(212a) 그후 즉시로

(212a)

evntau/qa de.

(212a) 그 막내가 앞으로 나와서

(212a)

o` new,tatoj ui`o.j parelqw.n

(212a) 말했다, ‘내가

(212a)

(212a) 이 어려움으로부터

(212a)

tau,thj th/j avpori,aj

(212a) 당신을

(212a)

u`ma/j

(212a) 풀어드리겠습니다(avp)

(212a)

avpalla,xw)

(212b) 그리고 동시에(a[m)

(212b)

kai. a[ma

(212b) 그는 그 알들을 취했다

(212b)

labw.n ta. wv|a

vEgw.( e;fh(

(212b) 그들을 꿰매어 합쳤다(su).

(212b)

sune,rrayen

(212b) 그리고 빈틈없이(evp)

(212b)

evpisthmo,nwj)

(212b) 그리고

(212b)

kai.

(212b) 2틀 후에,

(212b)

meta. du,o h`me,raj

(212b) 다시

(212b)

au=qij

(212b) 그 알들은 금이 갔고,

(212b)

diarrage,ntwn tw/n| wvw
| /n

(212b) 다섯 새 새끼들이 나왔다(evx).

(212b)

evxefa,nhsan neossoi. pe,nte(

(212b) 아무런 다른(a;l) 표시도(sh) 없는

(212b)

shmei/on ouvde.n a;llo e;contej

(212b)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는

(212b)

tou/ gegenhme,nou(

(212b) 제외하고는,

(212b)

plh.n o[ti

(212b) 그들은 붉은(evr) 선이(gr)

(212b)

grammh,n tina evruqra.n

(212b) 있다는 것을

(212b)

ei=con

(212b) 그들의 가슴(st) 주위에

(212b)

peri. to. sth/qoj)

(212b) 그리고 그 왕은,

(212b)

o` de. basileu.j

(212b) 모든 것들이, 보았기 때문에,

(212b)

ivdw.n pa,nta

(212b) 그가 원했던데로

(212b)

o[sa evbou,leto

(212b) 행해진 것을

(212b)

geno,mena

(212b) 엄청나게 기뻐했다.

(212b)

u`pefuw/j h[sqh(

(212b)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는

(212b)

kai. toi/j me.n a;lloij

(212b) 많은 부를 주었다,

(212b)

polu.n plou/ton e;dwke(

(212b) 그러나 그 막내에게는

(212b)

tw/| de. newta,tw|

(212b) 그의 정부를 맡겼다(evp).

(212b)

th.n avrch.n evpe,treye)

(213a) 그 필리오이들은

(213a)

oi` Fe,lioi

(213a) 많은 일들에 있어서

(213a)

polla.

(213a)

eu= paqo,ntej

(213a)

u`po. Lini,ou tino,j

(213a) 좋은 대우를 받아온(eu=

pa)

(213a) 어떤 리니오스의 도움으로(u`p)

(213a) 한 집을

(213a)

oivki,an

(213a) 그들의 도시에

(213a)

evn th|/ po,lei

(213a) 세웠다.

(213a)

kate,sthsan(

(213a)

evn h-|

(213a) 모든 리니오스는

(213a)

pa/si toi/j Lini,oij

(213a) 합법적이었다(evx).

(213a)

evxh/n

(213a) 지출 없이 거주하는(di) 것이

(213a)

a;neu dapa,nhj dia,gein(

(213a)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213a)

tou.j de. a;llouj

(213a) 반드시...했다.

(213a)

avna,gkh h=n

(213a) 하루에 금화(st) 하나씩을

(213a)

stath/ra th/j h`me,raj

(213a) ...지불해야

(213a)

avpodou/nai(

(213a) 누구든지 거기에 살기를 원한다면

(213a)

o[soi evkei/ evbou,lonto oivkei/n)

(213a) 그런데 필리오이와

(213a)

Feli,w| de, tini,

(213a) 이전에

(213a)

pote

(213a) 싸움(e;r)이, 일어났다.

(213a)

e;rij evge,neto

(213a) 그리고 쓰라린(ca) 분노(ovr)가

(213a)

kai. ovrgh. calepe.

(213a) 리니오스 사이에서

(213a)

pro.j Lini,on tina,(

(213a) 그리고 싸움 가운데서

(213a)

kai. diafero,menoi

(213a) 그들은 욕질을(evl) 했다.

(213a)

evloidorou/nto

(213a) 서로 간에

(213a)

avllh,loij

(213a)

qauma,sion o[son)

(213b) 그리고 그 리니오스는

(213b)

o` de. Lini,oj

(213b) 그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서(evg)

(213b)

evggelw/n tw|/ e`te,rw|(

(213b) 보라,

(213b)

vIdou.(

(213b) 말했다.

(213b)

e;fh(

(213b) 내가 얼마나 더 귀중한가(ti)?’

(213b)

o[sw| evgw. timiw,tero,j

(213a) 그곳에서는(evn

th|)/

(213a) 놀랄만한 한도까지(qa

o[s)

(213b) 당신 보다

(213b)

eivmi, sou\

(213b) 여기에서(evn), 때문에

(213b)

evnqa,de ga.r

(213b) 나는 아무런 소비 없이(da)

(213b)

evgw. metv ouvdemia/ dapa,nhj

(213b) 살고 있기

(213b)

oi,kw/(

(213b) 당신은...곳에서 where

(213b)

ou-per su.

(213b) 금화 하나씩 지불하는(avp)

(213b)

stath/ra avpodou,j)

(213b) 그러나 그 필리오이는

(213b)

o` de. Fe,lio

(213b) 그러나 나는

(213b)

(213b) 말했다.

(213b)

e;fh(

(213b) 선택하겠다고

(213b)

e`loi,mhn a;n

(213b) 많은 금화들(st)을

(213b)

pollou.j dh. stath/raj

(213b) 지불하기를

(213b)

avpodou/nai

(213b) 보다는

(213b)

ma/llon h;

(213b) 가장 많은(pl) 것을 받기(de,)

(213b)

plei/sta de,xasqai

vAll v e;gwge(

(213b) 내 자신이 한 리니오스 다는 조건으로 (213b)

Lini,oj ge auvto.j w;n)

(214a) 이제 그 고양이(ai;)는,

(214a)

h` de. ai;louroj(

(214a) 알기를 원하면서

(214a)

boulome,nh eivde,nai

(214a) 무엇을

(214a)

ti, a;ra

(214a) 다른 짐승들이

(214a)

ta. e[tera tw/n zw,|wn

(214a) 생각하는 지를

(214a)

fronei/

(214a) 생에 대해서

(214a)

peri. tou/ bi,ou(

(214a) 각자에게로.

(214a)

pro.j e[kaston

(214a) 차례대로 갔다(evp)

(214a)

evfexh/j evporeu,eto\

(214a) 그리고 그들에게 왔을(evl) 때에,

(214a)

kai. evlqou/sa

(214a) 그녀는 물었다.

(214a)

h;reto

(214a) 그녀가 무엇을 반드시(cr) 행해야(dr) 하는지

(214a)

ti, crh. drw/san

(214a)

to.n bi,on eu= dia,gein)

(214a) 그리고 다른 것들은

(214a)

kai. oi` me.n a;lloi

(214a) 바로 각자가 우연히 되어지는 데로(evt )

(214a)

w`j e[kastoj evtu,gcane

(214a) 응답했다(avp):

(214a)

avpekri,nonto\

(214a) 그러나 그 올빼미는

(214a)

h` de. glau/x

(214a) 굉장히 엄숙하게(se)

(214a)

semnota,thn

(214a) 그녀의 얼굴을 지으면서

(214a)

diaqei/sa th.n o;yin(

(214a) 오, 고양이야, (214a)

(214a)

(214a) 말했다:

(214a)

e;fh(

(214a) 특별히(ma,) 모든 것 중에서도

(214a)

ma,lista me.n pa,ntwn

(214a) 철학이 필요하다.

(214a)

filosofi,aj dei/)

(214b) 철학화 하는(fi) 것은,

(214b)

to. de. filosofei/n

(214b)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것이다

(214b)

evsti peri. toiou,twn progma,twn

(214b) ...탐구하고(zh) 생각하는(fr)

(214b)

zhtei/n kai. fronei/n(

(214b) 가장 어려운(ca)

(214b)

a[ calepw,tata, evstin

(214b) 발견하기에(evx)

(214b)

evxeurei/n)

(214b) 그러나 그 고양이는

(214b)

h` de. ai;louroj

(214b) ...없다고 말했다.

(214b)

ouvde.n e;fh

(214b) ...쓸모가(o;f)

(214b)

o;feloj ei=nai

(214b) 그러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은

(214b)

zhtei/n ta. toiau/ta\

(214b) 좋기 때문이다.

(214b)

a;meinon ga.r ei=nai

(214b) 생각하는 것이

(214b)

fronei/n

(214b)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214b)

peri. tw/n r`a|di,wn progma,twn)

(214b) 아무도, 때문에,

(214b)

ouvdei.j ga.r(

(214b) 그녀는 말했다,

(214b)

e;fh(

(214b) 아무것이나 탐구하지 않기

(214b)

ouvde.n zhtei/

(214a) 그녀의 생애를

잘 소비하기(di) 위해서는

=W ai;loure(

(214b) 희망가운데서가 아니라면,

(214b)

eiv mh. evlpi,zwn

(214b) 때로는 찾는다는

(214b)

pote. eu`ri,skein\

(214b) 못하기 때문에.

(214b)

ouvde. ga.r

(214b) 그것은 심지어는 느껴 보지도(fr)

(214b)

fro,nimon a]n ei;h)

(215a) 그러가 그 올빼미는

(215a)

h` de. glau/x

(215a) 천천히(br) 그리고 준엄하게(se)

(215a)

brade,wj kai. semnw/j

(215a) 그녀의 눈꺼풀들을(bl) 감으면서(su)

(215a)

ta/ ble,fara sugkleisasa(

(215a) ‘자, 한 보기를

(215a)

(215a) 말했다.

(215a)

e;fh(

(215a)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215a)

dw,sw soi

(215a) 나의 철학의

(215a)

th/j filosofi,aj(

(215a) 어떤 점에서(pw/) 탐구가 이루어진 (215a)

A
v lla. para,deigma(

pw/j zhtei/tai)

(215a) 당신이 알 것이라고

(215a)

oi=sqa ga.r

(215a) 내가 가정한다(dh,).

(215a)

dh,pou(

(215a) 그 새가...것을

(215a)

o[ti h` me.n o;rnij

(215a) 그 알로부터

(215a)

evk tou/ wvo| u//

(215a) 생긴다는

(215a)

gi,gnetai(

(215a) 그리고 그 알은 적지않게

(215a)

to. de. wv|o.n ouvc h-sson

(215a) 새로부터다.

(215a)

evk th/j o;rniqoj\

(215a) 그러므로 철학에 속한다(pr).

(215a)

th/| filosofi,a| toi,nun prosh,kei

(215a)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215a)
(215a) 그 알이 먼저인지(po,)

(215a)

tou/to diaske,yasqai(

po,teron to. wv|o,n pro,teron evge,neto

(215a) 혹은 그 새가

(215a)

h' h` o;rnij)

(215b) 분명하기(dh/) 때문에,

(215b)

dh/lon ga.r(

(215b) 둘 중의 하나가(qa,) 첫 번째로

(215b)

o[ti qa,teron pro,teron

(215b) 나타난(evf) 것은

(215b)

evfa,nh(

(215b) 짐승들 중에서 아무것도(ouv), 때문에(evp)

(215b)

evpei. ouvde.n tw/n zw,|wn

(215b) 본래(pe) 불멸(avq)하거나

(215b)

avqa,naton pe,fuken

(215b) 영원하지(avi,) 않기

(215b)

ouvde. avi,dion)

(215b) 무슨 희망이 있는가?

(215b)

Ti,j de. evlpi,j(

(215b) 웃으면서(ge) 말했다.

(215b)

e;fh gelw/sa

(215b) 그 고양이가

(215b)

h` ai/louroj(

(215b) 그러나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evx) 데에

(215b)

toiou/to,n ti evxeurei/n*

(215b) 그리고 그 올빼미는

(215b)

h` de. glau/x

(215b) 아직도 더 준엄해(se) 보이면서(bl)

(215b)

e;ti semno,teron ble,pousa

(215b) 전(h'

pr)보다

(215b)

h' pro. tou/(

(215b) 희망이...없다(Ouv)고 말했다.

(215b)

Ouvdemi,a( e;fh( evlpi,j\

(215b) 그리고 이 때문에

(215b)

kai. tou,tou dh.

(215b) 나는 아주 큰 감사들을 드린다.

(215b)

ca,rin e;cw plei,sthn

(215b) 신들에게

(215b)

toi/j qeoi/j\

(215b) 탐구하는 데서

(215b)

zhtou/ntej

(215b) 기쁨을 취하기(h[d) 때문에.

(215b)

ga.r h[dontai

(215b) 철학가들은(fi)

(215b)

oi` filo,sofoi\

(215b) 그러나 어떤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은

(215b)

to. de. evxeurei/n ti(

(215b) 그리고 끝이다.

(215b)

te,loj evsti. kai.

(215b) 철학의 파괴요

(215b)

diafqora. th/j filosofi,aj)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211부터 215까지 읽어보라
Graules (211), LXXXVI

avkou,santej de. tau/ta pro.j evpi,deixin evtra,ponto th/j te,cnhj) kai. o` me.n
prw/toj evk tou/ ko,lpou tou/ i`mati,ou evxelw.n th.n u[alon pro.j th.n pe,tran
evph/re\ kai. cro,non tina. ouv makro.n evpiscw,n( E
v pi. th/j pe,traj( e;fh

avkrota,thj peu,kh mi,a e[sthke\ kai. u`you/ evpi. th/j peu,khj neossia, evsti tou/
avetou/ kla,doij kai. ka,rfesin sumpeplegme,noij pepoihme,nh( pente w|va. e;cousa)
o` de. deu,teroj ouvde.n eivpw.n avlla. to. to,xon paraskeuasa,menoj avfh/ke to.
be,loj\

kai.

ouv

dia.

makrou/

yo,foj

tij

evge,neto

w`sperei.

pu,rgou

kataballome,nou\ kai. evj me,son kate,pesen h` neossia,( trih,rei i;sh to.
me,geqoj( nekro.n e;cousa to.n aveto.n kai. pe,nte w|va. qaumasiw,tata)
Graules (212), LXXXVII

kai. ta;lla me.n evph,|nesen o` path.r tou.j avdelfou.j w`j eu= tele,santaj to.
pra/gma\ tou/to de. hvpo,rhsen( o[ti dierra,gh ta. w|av .( ouvde. dunato.n e;doxen
ei=nai zwou.j paradou/nai tou.j neossou.j tw|/ basilei/) evntau/qa de. o` new,tatoj
ui`oj. parelqw.n vEgw.( e;fh( tau,thj th/j avpori,aj u`ma/j avpalla,xw) kai. a[ma
labw.n ta. wva| sune,rrayen evpisthmo,nwj) kai. meta. du,o h`me,raj au=qij
diarrage,ntwn tw/|n wv|wn/ evxefa,nhsan neossoi. pe,nte( shmei/on ouvde.n a;llo
e;contej tou/ gegenhme,nou( plh.n o[ti grammh,n tina evruqra.n ei=con peri. to.
sth/qoj) o` de. basileu.j ivdw.n pa,nta o[sa evbou,leto geno,mena u`pefuw/j h[sqh(
kai. toi/j me.n a;lloij polu.n plou/ton e;dwke( tw/| de. newta,tw| th.n avrch.n
evpe,treye)
Phelios (213), LXXXVIII

oi` Fe,lioi polla. eu= paqo,ntej u`po. Lini,ou tino,j oivki,an evn th|/ po,lei
kate,sthsan( evn h-| pa/si toi/j Lini,oij evxh/n a;neu dapa,nhj dia,gein( tou.j de.
a;llouj avna,gkh h=n stath/ra th/j h`me,raj avpodou/nai( o[soi evkei/ evbou,lonto
oivkei/n) Feli,w| de, tini, pote e;rij evge,neto kai. ovrgh. calepe. pro.j Lini,on
tina,( kai. diafero,menoi evloidorou/nto avllh,loij qauma,sion o[son) o` de.
Lini,oj evggelw/n tw|/ e`te,rw|( Iv dou.( e;fh( o[sw| evgw. timiw,tero,j eivmi, sou\ evnqa,de
ga.r evgw. metv ouvdemia/ dapa,nhj oi,kw/( ou-per su. stath/ra avpodou,j) o` de. Fe,lio

A
v ll v e;gwge( e;fh( e`loi,mhn a;n pollou.j dh. stath/raj avpodou/nai ma/llon h;
plei/sta de,xasqai Lini,oj ge auvto.j w;n)
The Cat's Pilgrimage (214), LXXXIX

ai;louroj( boulome,nh eivde,nai ti, a;ra ta. e[tera tw/n zw,|wn fronei/ peri. tou/
bi,ou( pro.j e[kaston evfexh/j evporeu,eto\ kai. evlqou/sa h;reto ti, crh. drw/san
to.n bi,on eu= dia,gein) kai. oi` me.n a;lloi w`j e[kastoj evtu,gcane avpekri,nonto\ h`
de. glau/x semnota,thn diaqei/sa th.n o;yin( W
= ai;loure( e;fh( ma,lista me.n
pa,ntwn filosofi,aj dei/) to. de. filosofei/n evsti peri. toiou,twn progma,twn
zhtei/n kai. fronei/n( a[ calepw,tata, evstin evxeurei/n) h` de. ai;louroj ouvde.n e;fh
o;feloj ei=nai zhtei/n ta. toiau/ta\ a;meinon ga.r ei=nai fronei/n peri. tw/n
r`a|di,wn progma,twn) ouvdei.j ga.r( e;fh( ouvde.n zhtei/ eiv mh. evlpi,zwn pote.
eu`ri,skein\ ouvde. ga.r fro,nimon a]n ei;h)
Cat's Pilgrimage (215), XC

h` de. glau/x brade,wj kai. semnw/j ta/ ble,fara sugkleisasa( A
v lla. para,deigma(
e;fh( dw,sw soi th/j filosofi,aj( pw/j zhtei/tai) oi=sqa ga.r dh,pou( o[ti h` me.n
o;rnij evk tou/ wv|ou// gi,gnetai( to. de. wv|o.n ouvc h-sson evk th/j o;rniqoj\ th/|
filosofi,a| toi,nun prosh,kei tou/to diaske,yasqai( po,teron to. wv|o,n pro,teron
evge,neto h' h` o;rnij) dh/lon ga.r( o[ti qa,teron pro,teron evfa,nh( evpei. ouvde.n
tw/n zw,w
| n avqa,naton pe,fuken ouvde. avi,dion) Ti,j de. evlpi,j( e;fh gelw/sa h`
ai/louroj( toiou/to,n ti evxeurei/n* h` de. glau/x e;ti semno,teron ble,pousa h' pro.
tou/( Ouvdemi,a( e;fh( evlpi,j\ kai. tou,tou dh. ca,rin e;cw plei,sthn toi/j qeoi/j\
zhtou/ntej ga.r h[dontai oi` filo,sofoi\ to. de. evxeurei/n ti( te,loj evsti. kai.
diafqora. th/j filosofi,aj)
(216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