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n de. pote qauma,sioi, tinej u`fa,ntai(
The Weavers (216a), XCI
옛날 옛적에, 콜로스 도시에 온, 이름이 플레키오이라는, 어떤 놀라울 만한 베 짜는 사
람들(u`f)이 있었다. 한데 콜로스는 아주(pa,) 거만한(se) 왕이었다. 그러나 그는 영리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플레키오이들은 그 왕에게 가서 그들의 기술

을 그에게 자랑하기 위해서(evp) 휴가를(evx) 요청했다(h|t). 그래서 그들은 왔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Once on a time there were some wonderful weavers, by name

Plekioi, who came to the city of Kolos. Now Kolos was a very proud king, but
he was not considered to be wise. And the Plekioi asked leave to go to the
king, and show off their skill to him. And they came and spoke as follows:

h=san de. pote qauma,sioi, tinej u`fa,ntai( ovno,mati Ple,kioi( oi[per pro.j th.n
Kw,lou po,lin prosh/lqon) o` de. Kw/loj pa,nu me.n semno.j h=n basileu,j(
sw,frwn de. ouvk evdo,kei ei=nai) oi` de. Ple,kioi h|thsan evxei/nai pro.j to.n
basile,a evlqei/n( kai. th.n te,cnhn evpisei,xasqai) evlqo,ntej de. e;legon toia,de)
aivtw/ evxei/nai
h;t| hsan

내가 휴가를 요청하다 I ask leave,

IdAoA3

from

aivte,w

요청하다 ask,

dokei/n

semno,j

여겨지다 be considered,

거만한 proud,

u`fa,nthj

베 짜

는 사람 weaver, -xasqai InAoM

(216b), XCI
‘오, 가장 강한 왕이시여, 우리의 예술로 당신에게 아주(pl) 훨씬 좋은 것들을(wvf) 우
리는 기꺼이 행해야(evq)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복들을(i`m) 짤(u`f) 수 있기 때
문에, 당신께서 그들을 입음(e;c)으로서 당신께서 관계하는(su) 모든 자들 중에서 충성
하는 자들과 불충성하는 자들을 식별할(di) 수 있을 것입니다.

충성하고 존경의(ti)

가치가(a;x) 있고 통치의(a;r) 능이 있는 모든 자들, 이들은 그 의복들을 분명하게(sa)
볼(o`r)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자들은 전혀(ouv
것입니다.

pa)

아무것도 볼 수 없을

'O most mighty king, we should be willing to do you very much good

by our art; for we can weave such garments, that you wearing them shall be
able to discern those faithful and unfaithful of all with whom you deal. For all
that are faithful and worthy of honour and capable of ruling, these will be able
to see the garments clearly: but the unworthy will not see anything at all.'

w= me,giste basileu/( evqe,loimen a'n th/| h`mete,ra| te,cnh| plei/sta, se wvfelei/n)
i`ma,tia ga.r toiau/ta duna,meqa u`fai,nein( a[ e;cwn diagnw/nai oi-oj, t v e;sei
tou.j pistou,j te kai. mh. pistou.j pa,ntwn oi-j suggi,gnei) o[soi me.n ga.r
pistoi, eivsi kai. a;xioi timh/j kai. i`kanoi. a;rcein( ou-toi ta. i`ma,tia
dunh,sontai safw/j o`ra/n\ oi` de. avna,xioi ouvde.n o;yontai to. para,pan)
diagnw/nai

식별하다 discern,

의복 garment,
see,

o;yontai

para,pan ouvde.n

명하게 clearly,
다 weave,

i`kanoi. a;rcein는

o`ra,w

i`kano,j

보다 see,

전혀...아님 not at all,

qe,lw

관계하다 deal with,

a[ e;cwn

능이있다 capable,

o`ra/n

InPrA from

기꺼이 행하다 want,

u`fai,nein

a 좋은 것을 행하다 do good,

willing to do는 >(120라).
will.

입다 wear,

IdFuM3 from

sugge,nesqai

wvfelei/n

e;cw

InPrA from

evqe,loimen

i`ma,tion

o`ra,w

보다

safw/j

분

u`fai,nw

짜

= we should be

= that you wearing them = which you wearing

서술 보조 부정사다 >(118가).

The Weavers (217a), XCII
그리고 그 배 짜는 사람들이(u`f) 그에게 예기했던 것으로 아주 기뻐했던(h`s) 그 왕은
말했다. ‘나는 그러한 의복들을(i`m) 받으므로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
물에 대한 답례로 나는 반드시 아무 것도 많은(me) 값이(ti) 아니다고 생각해야한다
(no).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이라도(pa/) 지불해 줄(avp) 준비가 돼 있으니(qe,,l), 너희들
이 좋아하는(qe,le) 금액만큼 자신만만하게(qa) 청구하라(ai). 그리고 그들은 아래와 같
이 응답했다().

And the king, much pleased with what the weavers told him

said, 'I should be delighted to receive such clothes, and in return for such a gift
I should think no price too great: accordingly ask confidently for as much as
you please, seeing that I am ready to pay anything.' And they replied as follows:

o` de. basileu.j sfo,dra h`sqei.j oi-j e;legon oi` u`fa,ntai cai,roimi a;n( e;fh(

i`ma,tia toiau/ta labw,n( kai. avnti. dw,rou toiou,tou ouvdemi,an a'n timh.n mei,zw
nomi,zoimi\ w[ste qarrou/ntej aivtei/te o[sa qe,lete( w`j pa/n evmou/ qe,lontoj
avpodou/nai) oi` de. avpekri,nonto toia,de\
avpokri,nomai
avpodou/nai

응답하다

InAoA from

기뻐하다 delight,

qe,lw

avpodi,dwmi

mei,zwn

timh,( h/j, h`

값 price,

견인된 것은 >(113니).

ImPrA2 from

aivte,w

지불해주다 pay back,

cai,rw

너무 많은 too great,

좋아하다 please = wish,

woven,

Aivtei/te

reply,

avpekri,nonto

qarrw/n

IdIpM3 from
청구하다

rejoice,

h[domai(

자신만만하게 confidently,

qe,lw

준비가 됀 be ready,

u`fanto,j, h,, o,n

timh/j

값으로 for a price,

oi-j(RL3)가

to receive =

labw,n로

ask,

옮긴 것은 >(119가).

짜여진

다른 격으로

w`j)))qe,lontoj

비교분사다 >(119나).

(217b), XCII
'오, 왕이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돈
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적게 돌봅니다.

그러나 우리도 반드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evp), 당신께서는 하루에 100(e`k) 금화들을 우리들 각자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
한 답례로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충분히 긴(po) 겉옷 하나를 짤(u`f) 것입니다. 이것
은 선하고 충성하는 시민들(po)과 통치할 능력이(i`k)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가장 장엄
하게(me)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가치한(avn) 자들에게는 심지어 보이지(o`r)도 않을
것입니다.

'O king, we give thanks to you for what you have said, but for

the money we care less: but since we must needs live, you shall give us each
100 staters a day. And in return for this we will weave you one full-length robe,
which to the good and faithful citizens and all who are capable of rule shall
seem to be most magnificent, but to the unworthy not even visible.'

w= basileu/( ca,rin me.n e;come,n soi w-n e;lexaj( tou/ de. avrguri,ou h-sson me,lei
h`mi/n\ avll v evpei. zh/n avna,gkh( e`kato.n stath/raj h`mw/n evka,stw| dw,seij th/j
h`me,raj\ avnti. de. toutou pe,plon e[na podh,rh soi u`fanou/men( o[stij toi/j me.n
avgaqoi/j

kai.

pistoi/j

megaloprepe,statoj

ei=nai

poli,taij

kai.

o[soi

do,xei(

toi/j

de.

i`kanoi,

eivsin

a;rcein

avnaxi,oij

ouvde.

o`rato,j)

avna,gkh+In
e`kato,n

반드시..해야한다 one must needs,

100,

magnificent,

e;lexaj

evpei.

때문에 since,

podh,rhj

avna,xioj, on

i`kano,j, h`, o,n

충분히 긴 full-length,

worthy,

무가치한 incompetent,

megalopreph,j, e,j

poli,thj, ou, o`

장엄한

시민 citizen,

w-n

= what you have said에 대해서는 >(120고).

The Weavers (218a), XCIII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말했(eiv)고 그 왕에게 작별인사를 했을(avs) 때에, 그들은 그 집
으로 떠났고(avp) 베틀을(i`s) 장치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계약에(eiv) 따라서, 각자에
게(e`k) 그 금화들을(st) 날마다 지불했다(avp). 그리고 마치 외투에 대해서 일하는 것처
럼, 그들은 그 집에 많은 날 동안 머물렀다(em). 그리고 그 베틀(i`s)이 큰 유리창(qu)
곁에 세워졌기(e`s) 때문에, 그 지나가는 모든(a[p) 사람들은, 마치 큰 외투를(i`m) 짜는
(u`f) 것처럼, 그들의 팔들을(ce) 위아래로(a;n

ka,)

빠르게(ta) 던지면서(ba,) 그들의 작

업장에(e;r) 앉아 있는(ka) 베짜는 자들을 보았다(e`w). And when they had said this,
and had saluted the king, they went off to the house and set up the loom. And
the king, according to the agreement, paid to each the staters each day. And
they remained many days in the house as though working at the cloth. And as
the loom stood by a great window, the passers-by all saw the weavers seated
at their work, and throwing their arms quickly up and down as though weaving a

tau/ta de. eivpo,ntej kai. avspasa,menoi to.n basile,a avph/lqon

great cloak.

evij th.n oivki,an kai. to.n i`sto.n kate,sthsan) kai. o` basileu.j kata. to.
eivrhme,non avpedi,dou e`ka,stw| tou.j stath/raj kaq v h`meran evka,sthn) oi` de. evn
th/| oivki,a| polla.j h`me,raj emenon w`j evrgazomenoi dh. peri. to. u[fasma) tou/ de.
i`stou/ para mega,lh| quri,di e`sthko,toj( oi` pario,ntej a[pantej e`wr, wn tou.j
u`fantaj kaqhme,nouj evpi. tw|/ e;rgw| kai. ta.j cei/raj tace,wj a;nw ka,tw
ba,llontaj w`j me,ga ti i`ma,tion u`fai,nontaj)
down,

a[pantej

형용사 m1 from

가버리다 go away,

avpodi,dwmi

a[paj

모든 all,

지불하다 pay,

a;nw ka,tw
avph/lqon

위아래로

IdAoA3 from

avspa,zomai

up and

avpe,rcomai

작별인사하다 salute,

ba,llontaj
to,

e`w,rwn

작업 work,

다 say,

ba,llw

PaPrAm4 from

evrgazo,menoi

PaPeAm1 from

IdIpA3 from

PaPrMm1 from

i[sthmi

quri,j

agreement,

팔 hand, arm;

e;rgon, ou,

eivpo,ntej

PaAoAm1 from

le,gw

o`ra,w

see,

evrga,zomai

ka,qhmai

u`fai,nw

베틀 loom,

kaqhme,nouj

IdAoA3l from

kaqi,sthmi

to. eivrhme,non

짜다 weave,

말하

e`sthko,toj

계약

polla.j h`me,raj처

w`j evrgazomenoi dh에서 dh는

럼 시간의 연장은 대격을 취한다 >(116겨).

e`sthko,toj는

i`sto,j

빠르게 quickly,

n 옷, 짜진 외투 cloth,

주는 소어다 >(123가).

위해서 일하다 Work for,

kate,sthsan

앉다,

tace,wj

f 유리창 window,

u[fasma

cei,r, ceiro,j, h`

장치하다 put, place, set;

PaPrMm4 앉아서 seated, from
make,

throw,

생동력을

이유분사다 >(119녀).

(218b), XCIII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많은 흥미(sp)와 끊
임없는(a;p)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더욱이(ka

dh. ka)

적지 않은 분쟁도(e;r), 어떤 이

들은 이제는 결과적으로(a;r), 그 왕께서 불충성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릴(avp) 수 있기
때문에(eiv) 기뻐하면서(ca), 다른 사람들은 그 베 짜는 자들을 학대하면서(lo) 두려워
했다(de).

And in the city, as was natural, there was much interest and

ceaseless conversation about the matter; and, moreover, no small strife, some
rejoicing that now the king would be quit of the unfaithful men, the others

kai. evn th/| po,lei w`j eivko,j pollh, h=n

afraid, and abusing the weavers.

spoudh. kai. lo,goj a;plhstoj peri. tou/ pra,gmatoj( kai. dh. kai. e;rij ouv
smikra.( tw/n me.n cairo,ntwn eiv nu/n a;ra o` basileu.j tw/n avpi,stwn
avpallagh,setai(
a;&plhstoj, on,
cairo,ntwn

spoudh,

de.

dedio,twn

kai.

끊임없는 insatiate, ceaseless,

PaPrAm2 from

e;rij, idoj, h`
abuse,

tw/n

cai,rw

분쟁 strife,

avpallagh/nai

즐기다 rejoice,

kai. dh. kai.

흥미 interest,

loidorou,ntwn

cairo,ntwn은

u`fa,ntaj)

끊어버리다 be quit,

dediw,j $ &o,t&%

더욱이 moreover,

tou.j

두려워하다 afraid,

loidore,w

학대하다

분사가 독립속격을 취했다 >(115누).

The Weavers (219a), XCIV
그리고 두 달후에, 그 플레키오이들이 아직도 일하고 있고 아직 아무것도 시야에 나타
나지(fa

evg)않았을

때에, 그 왕은, 마치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e;c) 있는지를 보려

는 것처럼, 그의 사환을(ta) 그들의 집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가 왔고 그 베틀을 조사
했다(di). 그리고 전혀(ouv

to. pa)

[아무것도] 보지를(ei=) 못했다. 그런데 그 플레키오

이는 둘러서서(pe) 그것이 얼마나 얼룩덜룩하며(po) 밝은지(la) 그리고 기술적으로 생
산했는지(pe) 그 옷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e;d).

And after two months, as the

Plekioi were still working and nothing yet had come into view, the king sent his
steward to their house, as though to see the work how it was getting on. And
he came and inspected the loom, and saw nothing at all. And the Plekioi,
standing round, showed him the cloth, how variegated and bright it was (is),

meta. de. du,o mh/naj( w`j e;ti eivrgazonto oi`

and skilfully manufactured.

Ple,kioi ouvde. fanero,n pw ouvde.n evge,neto( e;pemyen o` basileu.j to.n tami,an
pro.j th.n evkei,nwn oivki,an( w`j ovyo,nemon to. e;rgon pw/j e;cei) o` de. evlqw.n kai.
to.n

i`sto.n

diaskeya,menoj

ouvde.n

ei=de

to.

para,pan)

oi`

de.

Ple,kioi

periesthko,tej e;deixan auvtw|/ to. u[fasma( w`j poiki,lon dh. kai. lampro,n evsti
kai. evpisthmo,nwj pepoihme,non)
get on,

e;deixan

visible,

around,

밝은,

PaPeMm4 from

poiei/n

조사하다 inspect,

보여주다,

ei=de

시야에 나타나다 come into view,

lampro,j, a,, o,n

pepoihme,non

dei,knumi

IdAoA3 from

fanero,n genesqai

diaskopein

생산하다,

th.n evkei,nwn oivki,an에는

ouvde.n to. para,pan

poie,w

poiki,loj

생산하다 make,

IdAoA3 from

evkei,nwn은

진행되다 to

o`ra,w

fanero,j, a,, o,n

see,

보이는

전혀...이 아니다 not at all,

perii<sthmi

얼룩덜룩한 variegated,

정관사가 와서

e;cw

tami,aj

둘러서다 stand
사환 steward,

술어가 아니다 >(113고).

(219b), XCIV
그리고 그는 조금이라도(ouv

ti)

볼 수 없으면서도, 실지로(me,), 더욱더 말을 삼가지 않

고서(avf) 그것을 칭찬했다(evp). 그리고 그의 손들을 들어 올렸다(avn), 그리고 마치 그

의복의 굉장함을(me) 경탄해하는(qa) 것처럼 거의(ovl

de)

땅에(ca) 넙죽 엎드렸다(pr).

그리고 그는 떠났다(avp). 그리고 콜로스에게 그 옷은 가장 아름다웠다 그리고 짧은 시
간 이내에 완성될 것이다는 같은 방법으로(w`s) 보고했다(avp).
And he not being able to see a whit the more, praised it, however, unsparingly,
and held up his hands, and all but grovelled on the ground, as though admiring
the magnificence of the garment. And he went away and reported to Kolos in
like manner, that the cloth was (is) most beautiful, and would (will) be complete

o` de. ouvde,n ti ma/llon duna,menoj ivdei/n( evph,n| ei me,ntoi

in a short time.

avfqo,nwj kai. avnei/ce ta.j cei/raj kai. ovli,gou dei/n camai. prou;keito w`j
qauma,zwn dh/ta th.n megalopre,peian tou/ i`mati,ou) avpiw.n de. avph,ggeilen
w`sau,twj tw|/ Kw,la|( o[ti ka,llisto,n evsti to. u[fasma kai. ouv dia. makrou/
te,leion e;stai)
hold up,
off;

죽

avpagge,llw

camai,

really,

avfqo,nwj

말을 삼가지 않고서 unsparingly,

보고하다 report,

땅에 to or on the ground,

ouvde,n ti

엎드리다

조금이라도 not a whit,

grovel,

megalopre,peia

qauma,zwn

avpi,wn

f2 from

evpaine,w

굉장함 magnficence,

w`sau,twj

a;pioj, h( on,

칭찬하다 praise,

ovli,gou dei/n

PaPrAm1 from

avne,cw

거의 all but,

qauma,zw

들어 올리다

far away, far

me,ntoi

실지로

prokei/sqai

경탄해하다

넙

admire,

같은 방법으로 (in) the same

(way),

The Weavers (220a), XCV
그리고 마침내 더(e;t) 많은 날들이 경과했을(ge) 때에, 플레키오이 중의 어떤 한 사람
이 와서 그 옷이(u[f) 준비가 되었다(e[t)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서 그 우두
머리가(a;r) 그 작업을 검사하려고(sk) 갔다. 그리고 베 짜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pa). 그리고 전에처럼 그들은 그 외투가 얼마나 뛰어나는 지를 각각 자세하게(kav

e[k)

자랑했다(evp).

And at last when many more days had elapsed, a certain

one of the Plekioi came back saying that the cloth was ready. And the chief of
the officers went to look at the work. And all the weavers were present, and as
before they showed off in each detail how excellent the cloak was (is).

te,loj de. genome,nwn pollw/n e;ti hmerw/n( h-ken ei-j tij tw/n Pleki,wn le,gwn
e[toimon ei=nai to. u[fasma) oi` de. a;ristoi tw/n avrco,ntwn h;esan skeyo,menoi
to. e;rgon) parh/san de. oi` u`fa,ntai pa,ntej( kai. w[sper pro,teron evpedei,knunto
kaq v e[kaston w`j eu= e;cei to. i`mation)
된 ready, prepared,

e[kaston

evpidei,knumi

자랑하다 show,

각각 자세하게 in each detail,

사하다 examine,

u[fasma

대해서는 >(119겨).

e;ti

e[toimoj, h, on

준비

경과하다 elapse,

kaq v

더 further,

gene,sqai

oi` a;ristoi

우두머리 chief,

짜진 외투 a woven robe, had elapsed =

e[toimon ei=nai에는

부정사

ei=nai와

ske,ptomai

검

genome,nwn에

4격이 왔다 >(118갸).

(220b), XCV
그리고 그 신하들은, 심지어 그들 자신들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도, 여하간에 바로
그 사환(ta)처럼 (행했던 것) 두려워서(fo), 그리고 각자(e[k)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불 충성했는가! 양심적이어서(su

e`a).

았다는 그 진리를 아무리해도 감히 고백하지(o`m) 않았다.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
And the officers, not

even themselves seeing anything, fearing however just as the steward (had
done), and being conscious each in his heart how unworthy and unfaithful he
was (is) did not in any wise dare to confess the truth, that they had seen

oi` de. a;rcontej ouvde. auvtoi. o`rw/ntej ouvde,n( fobou,menoi me,ntoi

nothing.

w[sper kai. o` tami,aj( kai. suneido,tej e`autw|/ e[kastoj w`j avna,xioj kai. a;pisto,j
evsti( ouvdamw/j evto,lmwn to. avlhqe.j o`mologei/n o[ti ouvde.n ei=don\
가치한 unworthy,
IdIpA3 from
confess,
양심적인

e[kastoj, h, on

qauma,zw

각자 each,

경탄하다 wonder,

sunei,dhsij, ewj,

evpaine,w

o`mologei/n

의식 consciousness,

칭찬하다 praise,

InPrA from

avna,xioj

evqau,mazon

o`mologe,w

suneidw.j e`autw|/

무

고백하다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conscious in one's own heart,

(220c), XCV
그러나 그들은 칭찬했고(evp) 그것을 자신들도 경탄했다(evq). 그리고 그렇게 칭찬함으로
(evp) 그들은 그 외투를 받으시고(de) 그것을 입고(evn) 그 도시를 통해서 준엄하게(se)

행차(po)하시라고

그 왕을 설득했다(e;p).

But they praised and admired it

themselves. And so praising they persuaded the king to accept the cloak, and

avlla, evph,n| oun

put it on, and go in a procession solemnly through the city.

kai. evqau,mazon kai. auvtoi,) kai. ou[twj evpainou/ntej e;peisan to.n basile,a
de,xasqai to. i`ma,tion kai. evndu,nta semnw/j dia. th/j po,lewj pompeu,ein)
de,xasqai

InAoM from

persuade,

evndu,nw

from

evpaine,w

semnw/j

de,comai

receive,

나가다 go (in),

칭찬하다 praise,

준엄하게 reverently,

e;peisan

evndu/nai

pompeu,w

evpainou/ntej는

pei,qw

설득하다

evpainou/nte,j

PaPrAm1

IdAoA3from

입다 put on,

행차를 나가다 go in a procession,
도구분사다 >(119기).

h=san de. pote

(216a) 옛날 옛적에...있었다.

(216a)

(216a) 어떤 놀라울 만한 베 짜는 사람들(u`f )이

(216a)

(216a) 이름이 플레키오이라는,

(216a)

ovno,mati Ple,kioi(

(216a) 콜로스 도시에

(216a)

oi[per pro.j th.n Kw,lou po,lin

(216a) 온,

(216a)

prosh/lqon)

(216a) 한데 콜로스는

(216a)

o` de. Kw/loj

(216a) 아주(pa,) 거만한(se)

(216a)

pa,nu me.n semno.j

(216a) 왕이었다.

(216a)

h=n basileu,j(

(216a) 영리한 사람이라고

(216a)

sw,frwn de.

(216a) 그는 여겨지지는 않았다.

(216a)

ouvk evdo,kei ei=nai)

(216a) 그리고 플레키오이는

(216a)

oi` de. Ple,kioi

(216a) 휴가를(evx) 요청했다(h|t).

(216a)

h|thsan evxei/nai

(216a) 그 왕에게 가서

(216a)

pro.j to.n basile,a evlqei/n(

(216a) 그들의 기술을

(216a)

kai. th.n te,cnhn

(216a) 그에게 자랑하기 위해서(evp)

(216a)

evpisei,xasqai)

who

qauma,sioi, tinej u`fa,ntai(

(216a) 그래서 그들은 왔고

(216a)

evlqo,ntej de.

(216a) 아래와 같이 말했다.

(216a)

e;legon toia,de)

(216b) 오, 가장 강한 왕이시여,

(216b)

w= me,giste basileu/(

(216b) 우리는 기꺼이 행해야(evq ) 할 것입니다

(216b)

evqe,loimen a'n

(216b) 우리의 예술로

(216b)

th/| h`mete,ra| te,cnh|

(216b) 아주(pl) 훨씬 좋은 것들을(wvf ) 당신에게

(216b)

plei/sta, se wvfelei/n)

(216b) 우리는 그러한 의복들을(i`m)

(216b)

i`ma,tia ga.r toiau/ta

(216b) 짤(u`f) 수 있기 때문에,

(216b)

duna,meqa u`fai,nein(

(216b) 당신께서 그들을 입음(e;c)으로서

(216b)

a[ e;cwn

(216b) 식별할(di)

(216b)

diagnw/nai

(216b) 수 있을 것입니다.

(216b)

oi-oj, t v e;sei

(216b) 충성하는 자들을

(216b)

tou.j pistou,j te

(216b) 그리고 불충성하는 자들을

(216b)

kai. mh. pistou.j

(216b) 모든 자들 중에서

(216b)

pa,ntwn

(216b) 당신께서 관계하는(su) whom

(216b)

oi-j suggi,gnei)

(216b) 모든 자들, ..때문에 for all that

(216b)

o[soi me.n ga.r

(216b) 충성하고

(216b)

pistoi, eivsi

(216b) 존경의(ti) 가치가(a;x) 있고

(216b)

kai. a;xioi timh/j

(216b) 통치의(a;r) 능이 있는

(216b)

kai. i`kanoi. a;rcein(

(216b) 이들은 그 의복들을

(216b)

ou-toi ta. i`ma,tia

(216b) 분명하게(sa) 볼(o`r) 수 있을 것이기..

(216b)

dunh,sontai safw/j o`ra/n\

(216b) 그러나 무가치한 자들은

(216b)

oi` de. avna,xioi

(216b)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16b)

ouvde.n o;yontai

(216b) 전혀(ouv

(216b)

to. para,pan)

(217a) 그리고 그 왕은

(217a)

o` de. basileu.j

(217a) 아주 기뻐했던(h`s)

(217a)

sfo,dra h`sqei.j

pa)

(217a) 그에게 예기했던 것으로 with what(217a)

oi-j e;legon

(217a) 그 배 짜는 사람들이

(217a)

oi` u`fa,ntai

(217a) 나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217a)

cai,roimi a;n(

(217a) 말했다

(217a)

e;fh(

(217a) 그러한 의복들을(i`m) 받으므로

(217a)

i`ma,tia toiau/ta labw,n(

(217a) & 그러한 선물에 대한 답례로

(217a)

kai. avnti. dw,rou toiou,tou

(217a) 아무 것도...아니다고

(217a)

ouvdemi,an

(217a) ...많은(me) 값이

(217a)

a'n timh.n mei,zw

(217a) 내가 생각해야한다(no)

(217a)

nomi,zoimi\

(217a) 그러므로 자신만만하게(qa) 청구하라(ai).

(217a)

w[ste qarrou/ntej aivtei/te

(217a) 너희들이 좋아하는(qe,le) 금액만큼 as much as

(217a)

o[sa qe,lete(

(217a) 아무것이라도..준비가 돼 있으니(qe,,l)

(217a)

w`j pa/n evmou/ qe,lontoj

(217a) ..지불해 줄(avp)

(217a)

avpodou/nai)

(217a) 그리고 그들은 아래와 같이 응답했다.

(217a)

oi` de. avpekri,nonto toia,de\

(217b) 오, 왕이시여

(217b)

w= basileu/(

(217b)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217b)

ca,rin me.n e;come,n soi

(217b)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for what (217b)

w-n e;lexaj(

(217b)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217b)

tou/ de. avrguri,ou

(217b) 우리는 더 적게 돌봅니다.

(217b)

h-sson me,lei h`mi/n\

(217b) 그러나

(217b)

avll v

(217b) 우리도 반드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evp), (217b)

evpei. zh/n avna,gkh(

(217b) 100(e`k ) 금화들을

(217b)

e`kato.n stath/raj

(217b) 우리들 각자에게

(217b)

h`mw/n evka,stw|

(217b) 당신께서는 하루당 주셔야 합니다 (217b)

dw,seij th/j h`me,raj\

(217b) 이에 대한 답례로서

(217b)

avnti. de. toutou

(217b) 충분히 긴(po) 겉옷 하나를 당신을 위해서

(217b)

pe,plon e[na podh,rh soi

(217b) 짤(u`f) 것입니다.

(217b)

u`fanou/men(

(217b)

o[stij toi/j me.n avgaqoi/j

(217b) 충성하는 시민들(po)과

(217b)

kai. pistoi/j poli,taij

(217b) 모든 자들에게는 who

(217b)

kai. o[soi

(217b) 통치할 능력이(i`k) 있는

(217b)

i`kanoi, eivsin a;rcein

(217b) 가장 장엄하게(me)

(217b)

megaloprepe,statoj

(217b) 보일 것입니다.

(217b)

ei=nai do,xei(

(217b) 그러나 무가치한(avn) 자들에게는

(217b)

toi/j de. avnaxi,oij

(217b) 이것은 선하고

which

(217b) 심지어 보이지(o`r)도 않을 것입니다(217)

ouvde. o`rato,j)

(218a)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말했다(eiv). (218a)

tau/ta de. eivpo,ntej

(218a) & 그 왕에게

작별인사를 했다(avs)

(218a)

kai. avspasa,menoi to.n basile,a

(218a) 그들은 그 집으로 떠났고(avp)

(218a)

avph/lqon evij th.n oivki,an

(218a) 그리고 베틀을(i`s) 장치했다.

(218a)

kai. to.n i`sto.n kate,sthsan)

(218a) 그리고 그 왕은

(218a)

kai. o` basileu.j

(218a) 그 계약에(eiv) 따라서,

(218a)

kata. to. eivrhme,non

(218a) 지불했다.

(218a)

avpedi,dou

(218a) 각자에게 그 금화들을

(218a)

e`ka,stw| tou.j stath/raj

(218a) 날마다

(218a)

kaq v h`meran evka,sthn)

(218a)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

(218a)

oi` de. evn th/| oivki,a|

(218a) 많은 날 동안 머물렀다(em).

(218a)

polla.j h`me,raj emenon

(218a) 일하는 것처럼

(218a)

w`j evrgazomenoi dh.

(218a) 그 짜진 외투에 대해서

(218a)

piri, to. u[fasma)

(218a) 그리고 그 베틀(i`s)이

(218a)

tou/ de. i`stou/

(218a) 큰 유리창(qu) 곁에

(218a)

para mega,lh| quri,di

(218a) 세워졌기(e`s)

(218a)

e`sthko,toj(

(218a) 그 지나가는 모든(a[p) 사람들은,

(218a)

oi` pario,ntej a[pantej

(218a) 그 베 짜는 사람이...보았다(e`w).

(218a)

e`wr, wn tou.j u`fantaj

(218a) 앉아 있는(ka) 것을

(218a)

kaqhme,nouj

(218a) 그들의 작업장에(e;r)

(218a)

evpi. tw|/ e;rgw|

(218a) 그리고 그들의 팔들을(ce) 빠르게(ta)

(218a)

kai. ta.j cei/raj tace,wj

(218a)

a;nw ka,tw ba,llontaj

(218a) 위아래로(a;n

ka,)

던지면서(ba,)

(218a) 마치 큰 외투를 짜는(u`f) 것처럼 (218a)

w`j me,ga ti i`ma,tion u`fai,nontaj)

(218b)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는,

(218b)

kai. evn th/| po,lei

(218b)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218b)

w`j eivko,j

(218b) 많은 흥미(sp)가...있었다

(218b)

pollh, h=n spoudh.

(218b) 그리고 끊임없는(a;p) 대화가

(218b)

kai. lo,goj a;plhstoj

(218b) 그 일에 대해서

(218b)

peri. tou/ pra,gmatoj(

(218b)

kai. dh. kai.

(218b) 적지 않은 분쟁도(e;r)

(218b)

e;rij ouv smikra.(

(218b) 더러는 기뻐하면서(ca),

(218b)

tw/n me.n cairo,ntwn

(218b) 그리고 더욱이(ka

dh. ka)

(218b) 이제는 결과적으로(a;r), 때문에(eiv) (218b)

eiv nu/n a;ra

(218b) 그 왕께서 불충성하는 사람들을

(218b)

o` basileu.j tw/n avpi,stwn

(218b) 끊어버릴(avp) 수 있기

(218b)

avpallagh,setai(

(218b)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다(de).

(218b)

tw/n de. dedio,twn

(218b) 학대하면서(lo)

(218b)

kai. loidorou,ntwn

(218b) 그 베 짜는 자들을

(218b)

tou.j u`fa,ntaj)

(219a) 그리고 두 달후에,

(219a)

meta. de. du,o mh/naj(

(219a) 아직도 일하고 있을 때에,

(219a)

w`j e;ti eivrgazonto

(219a) 그 플레키오이들이

(219a)

oi` Ple,kioi

(219a)

ouvde.

(219a)

fanero,n pw ouvde.n evge,neto(

(219a)

e;pemyen o` basileu.j

(219a)

그리고 아직..않았을 때에

(219a) ..아무것도 시야에 나타나지(fa
(219a) 그 왕은,보냈다.

evg)

(219a) 그의 사환을(ta)

(219a)

to.n tami,an

(219a) 그들의 집으로

(219a)

pro.j th.n evkei,nwn oivki,an(

(219a) 마치 보려는 것처럼,

(219a)

w`j ovyo,nemon

(219a) 그 일이

(219a)

to. e;rgon

(219a) 어떻게 진행되고(e;c) 있는지를

(219a)

pw/j e;cei)

(219a) 그래서 그가 왔고

(219a)

o` de. evlqw.n

(219a) 그 베틀을 조사했다(di).

(219a)

kai. to.n i`sto.n diaskeya,menoj

(219a) & 전혀(ouv to. pa) [아무것도] 보지를(ei=) 못했다. (219a)

ouvde.n ei=de to. para,pan)

(219a) 그런데 그 플레키오이는 둘러서서(pe)

(219a)

oi` de. Ple,kioi periesthko,tej

(219a) 그 짜진 외투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e;d).

(219a)

e;deixan auvtw|/ to. u[fasma(

(219a) 그것이 얼마나 얼룩덜룩하며(po)

(219a)

w`j poiki,lon dh.

(219a) 그리고 밝은지(la) 그

(219a)

kai. lampro,n evsti

(219a) 그리고 기술적으로 생산했는지(pe)

(219a)

kai. evpisthmo,nwj pepoihme,non

(219b) 그리고 그는 조금이라도(ouv

ti)

(219b)

o` de. ouvde,n ti

(219b)

ma/llon duna,menoj ivdei/n(

(219b) 볼 수 없으면서도,

(219b) 실지로(me,)...그것을 칭찬했다(evp). (219b)

evph,|nei me,ntoi

(219b) 더욱더 말을 삼가지 않고서(avf)

(219b)

avfqo,nwj

(219b) 그리고 그의 손들을 들어 올렸다(avn),

(219b)

kai. avnei/ce ta.j cei/raj

(219b) 그리고 거의(ovl

(219b)

kai. ovli,gou dei/n

(219b) 땅에(ca) 넙죽 엎드렸다(pr).

(219b)

camai. prou;keito

(219b) & 마치 경탄해하는(qa) 것처럼

(219b)

w`j qauma,zwn dh/ta

(219b) 그 의복의 굉장함을(me)

(219b)th.n

(219b) 그리고 그는 떠났다(avp).

(219b)

avpiw.n de.

(219b)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w`s ) 보고했다(avp ).

(219b)

avph,ggeilen w`sau,twj

(219b) 콜로스에게

(219b)

tw|/ Kw,la|(

(219b) 그 짜진 외투는 가장 아름다웠다 that

(219b)

o[ti ka,llisto,n evsti to. u[fasma

de)

megalopre,peian tou/ i`mati,ou

(219b) 그리고 짧은 시간 이내에

(219b)

kai. ouv dia. makrou/

(219b)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219b)

te,leion e;stai)

(220a) 그리고 마침내

(220a)

te,loj de.

(220a) 더(e;t) 많은 날들이 경과했을(ge) 때에,

(220a)

genome,nwn pollw/n e;ti hmerw/n(

(220a) 플레키오이 중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220a)

h-ken ei-j tij tw/n Pleki,wn

(220a) 고 말했다.

(220a)

le,gwn

(220a) 그 옷이(u[f) 준비가 되었다(e[t)

(220a)

e[toimon ei=nai to. u[fasma)

(220a)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a;r)

(220a)

oi` de. a;ristoi

(220a) 그 신하들 중에서

(220a)

tw/n avrco,ntwn

(220a) 그 작업을 검사하려고(sk) 갔다.

(220a)

h;esan skeyo,menoi to. e;rgon)

(220a) 참석했다(pa).

(220a)

parh/san de.

(220a) 그리고 베 짜는 모든 사람들이

(220a)

oi` u`fa,ntai pa,ntej(

(220a) 그리고 전에처럼

(220a)

kai. w[sper pro,teron

(220a)

evpedei,knunto kaq v e[kaston

(220a) 그들은 그 외투가 얼마나 뛰어나는 지를

(220a)

w`j eu= e;cei to. i`mation)

(220b) 그리고 그 신하들은,

(220b)

oi` de. a;rcontej

(220b) 심지어 그들 자신들도

(220b)

ouvde. auvtoi.

(220b)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도,

(220b)

o`rw/ntej ouvde,n(

(220b) 실지로 두려워서(fo),

(220b)

fobou,menoi me,ntoi

(220b) 그리고 그 사환(ta)처럼

(220b)

w[sper kai. o` tami,aj(

(220b)

kai. suneido,tej e`autw|/

(220b) 각자(e[k)가

(220b)

e[kastoj

(220b) 그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220b)

w`j avna,xioj

(220b) 그리고 불 충성했는가!

(220b)

kai. a;pisto,j evsti(

(220b) 않았다.

(220b)

ouvdamw/j

(220b) 감히

(220b)

evto,lmwn

(220a) 각각 자세하게(kav

e[k)

자랑했다(evp).

(220b) 그리고 양심적이어서(su

e`a)

(220b) 그 진리를

(220b)

to. avlhqe.j

(220b) 고백하지(o`m)

(220b)

o`mologei/n

(220b)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that (220b)

o[ti ouvde.n ei=don\

(220c) 그러나 그들은 칭찬했고(evp)

(220c)

avlla, evph,|noun

(220c) 그것을 자신들도 경탄했다(evq).

(220c)

kai. evqau,mazon kai. auvtoi,)

(220c) 그리고 그렇게 칭찬함으로(evp)

(220c)

kai. ou[twj evpainou/ntej

(220c) 그 왕을 설득했다(e;p).

(220c)

e;peisan to.n basile,a

(220c) 그들은 그 외투를 받으시고(de)

(220c)

de,xasqai to. i`ma,tion

(220c) 그것을 입고(evn) 준엄하게(se)

(220c)

kai. evndu,nta semnw/j

(220c) 그 도시를 통해서

(220c)

dia. th/j po,lewj

(220c) 행차하시라고(po )

(220c)

pompeu,ein)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216부터 220까지 읽어보라
The Weavers (216), XCI
h=san de. pote qauma,sioi, tinej u`fa,ntai( ovno,mati Ple,kioi( oi[per pro.j th.n

Kw,lou po,lin prosh/lqon) o` de. Kw/loj pa,nu me.n semno.j h=n basileu,j(
sw,frwn de. ouvk evdo,kei ei=nai) oi` de. Ple,kioi h|thsan evxei/nai pro.j to.n
basile,a evlqei/n( kai. th.n te,cnhn evpisei,xasqai) w= me,giste basileu/( evqe,loimen
a'n th/| h`mete,ra| te,cnh| plei/sta, se wvfelei/n) i`ma,tia ga.r toiau/ta duna,meqa
u`fai,nein( a[ e;cwn diagnw/nai oi-oj, t v e;sei tou.j pistou,j te kai. mh. pistou.j
pa,ntwn oi-j suggi,gnei) o[soi me.n ga.r pistoi, eivsi kai. a;xioi timh/j kai.
i`kanoi. a;rcein( ou-toi ta. i`ma,tia dunh,sontai safw/j o`ra/n\ oi` de. avna,xioi
ouvde.n o;yontai to. para,pan)
The Weavers (217), XCII
o` de. basileu.j sfo,dra h`sqei.j oi-j e;legon oi` u`fa,ntai cai,roimi a;n( e;fh(

i`ma,tia toiau/ta labw,n( kai. avnti. dw,rou toiou,tou ouvdemi,an a'n timh.n mei,zw
nomi,zoimi\ w[ste qarrou/ntej aivtei/te o[sa qe,lete( w`j pa/n evmou/ qe,lontoj
avpodou/nai) oi` de. avpekri,nonto toia,de\ w= basileu/( ca,rin me.n e;come,n soi w-n
e;lexaj( tou/ de. avrguri,ou h-sson me,lei h`mi/n\ avll v evpei. zh/n avna,gkh( e`kato.n
stath/raj h`mw/n evka,stw| dw,seij th/j h`me,raj\ avnti. de. toutou pe,plon e[na
podh,rh soi u`fanou/men( o[stij toi/j me.n avgaqoi/j kai. pistoi/j poli,taij kai.
o[soi i`kanoi, eivsin a;rcein megaloprepe,statoj ei=nai do,xei( toi/j de. avnaxi,oij
ouvde. o`rato,j)
The Weavers (218), XCIII
tau/ta de. eivpo,ntej kai. avspasa,menoi to.n basile,a avph/lqon evij th.n oivki,an

kai. to.n i`sto.n kate,sthsan) kai. o` basileu.j kata. to. eivrhme,non avpedi,dou
e`ka,stw| tou.j stath/raj kaq v h`meran evka,sthn) oi` de. evn th/| oivki,a| polla.j
h`me,raj emenon w`j evrgazomenoi dh. peri. to. u[fasma) tou/ de. i`stou/ para
mega,lh| quri,di e`sthko,toj( oi` pario,ntej a[pantej e`w,rwn tou.j u`fantaj
kaqhme,nouj evpi. tw|/ e;rgw| kai. ta.j cei/raj tace,wj a;nw ka,tw ba,llontaj w`j
me,ga ti i`ma,tion u`fai,nontaj) kai. evn th/| po,lei w`j eivko,j pollh, h=n spoudh.
kai. lo,goj a;plhstoj peri. tou/ pra,gmatoj( kai. dh. kai. e;rij ouv smikra.( tw/n
me.n cairo,ntwn eiv nu/n a;ra o` basileu.j tw/n avpi,stwn avpallagh,setai( tw/n de.
dedio,twn kai. loidorou,ntwn tou.j u`fa,ntaj)
The Weavers (219), XCIV
meta. de. du,o mh/naj( w`j e;ti eivrgazonto oi` Ple,kioi ouvde. fanero,n pw ouvde.n

evge,neto( e;pemyen o` basileu.j to.n tami,an pro.j th.n evkei,nwn oivki,an( w`j
ovyo,nemon to. e;rgon pw/j e;cei) o` de. evlqw.n kai. to.n i`sto.n diaskeya,menoj
ouvde.n ei=de to. para,pan) oi` de. Ple,kioi periesthko,tej e;deixan auvtw|/ to.

u[fasma( w`j poiki,lon dh. kai. lampro,n evsti kai. evpisthmo,nwj pepoihme,non) o`
de. ouvde,n ti ma/llon duna,menoj ivdei/n( evph,n| ei me,ntoi avfqo,nwj kai. avnei/ce ta.j
cei/raj

kai.

ovli,gou

dei/n

camai.

prou;keito

w`j

qauma,zwn

dh/ta

th.n

megalopre,peian tou/ i`mati,ou) avpiw.n de. avph,ggeilen w`sau,twj tw|/ Kw,la|( o[ti
ka,llisto,n evsti to. u[fasma kai. ouv dia. makrou/ te,leion e;stai)
The Weavers (220), XCV

te,loj de. genome,nwn pollw/n e;ti hmerw/n( h-ken ei-j tij tw/n Pleki,wn le,gwn
e[toimon ei=nai to. u[fasma) oi` de. a;ristoi tw/n avrco,ntwn h;esan skeyo,menoi
to. e;rgon) parh/san de. oi` u`fa,ntai pa,ntej( kai. w[sper pro,teron evpedei,knunto
kaq v e[kaston w`j eu= e;cei to. i`mation)

oi` de. a;rcontej ouvde. auvtoi. o`rw/ntej

ouvde,n( fobou,menoi me,ntoi w[sper kai. o` tami,aj( kai. suneido,tej e`autw|/
e[kastoj w`j avna,xioj kai. a;pisto,j evsti( ouvdamw/j evto,lmwn to. avlhqe.j
o`mologei/n o[ti ouvde.n ei=don\ avlla, evph,|noun kai. evqau,mazon kai. auvtoi,) kai.
ou[twj evpainou/ntej e;peisan to.n basile,a de,xasqai to. i`ma,tion kai. evndu,nta
semnw/j dia. th/j po,lewj pompeu,ein)
(221a)

evlqw.n de. o` basileuj meta. pollh/j evlpi,doj(
The Weavers (221a), XCVI
그리고 참석한 저들 직원(evn te) 모두와 함께 많은 희망을(evl) 가지고 오는 그 왕은
거수경례들(avs)과 그리고 베 짜는 사람들의 경례(pr) 가운데 베틀로(i`s) 꾀어 들였다
(pr). 그러나 그 베틀이 벗기어 졌을(avp) 때에 콜로스 자신도 전혀(to.
도 보지 못했다.

pa ouv)

아무것

And the king, coming with much hope, with all those in

office attending, was led on to the loom, amid the salutes and obeisance of the
weavers. But when the loom was uncovered, not even Kolos himself saw

evlqw.n de. o` basileuj meta. pollh/j evlpi,doj( pa,ntwn tw/n

anything at all.

evn

te,lei

sunepome,nwn(

evj

to.n

i`sto.n

proh,geto(

avspazome,nwn

kai.

proskunou,ntwn tw/n u`fantw/n) evpei. de. avpekalu,fqh o` i`sto,j( ouvde.n de. to.
para,pan ouvde. auvto.j ei=den o` Kw/loj)
avpokalu,ptw
evlqw.n

PaPrMm2 from

o`i evn te,lei

꾀어 들이다 lead on,

proskune,w

경례하다 do obeisance,

때문에

uncovered를

IdAoP3 from

avspa,zomai

오다 come,

not at all,

꾸어졌기

avspazome,nwn

e;rcomai

PaAoA1m from

proa,gw
ouvde

벗기다 uncover,

avpekalu,fqh

사무직원 those in office,

to. para,pan

avspazome,nwn kai. proskunou,ntwn tw/n u`fantw/n은
분사가

독립속격을

evpei.+부정과거를

취했다

사용해서

>(119겨).

greet,

when

the

주어가 바

loom

evpei. de. avpekalu,fqh o` i`sto,j로

was

표현했

다.

(221b), XCVI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많은 죄를 지었었다(h[m)는 의식이 있고(su) 두려워서,
그는 표시도-하지(evd) 않고 그의 의혹(u`p)을 숨기면서(kr) 그 작업을 칭찬했다(evp). 그
리고 그의 옷들을 벗고서(evk) 그 새 외투를(u[f) 둘러 입었다(avm). 그리고 그는 이렇게
(ou[) 길거리를 통과하면서 행진했다(evp).

But being conscious in his own heart

that he had sinned many, and, being afraid, he gave no sign, but, hiding his
suspicion, praised the work, and putting off his clothes he put round him the

suneidw.j de.

supposed new cloth, and so marched through the street.

e`autw|/ o[ti polla. dh. h[marte kai. dei,saj ouvde.n evdh,lwsen( avlla. kru,yaj th.n
u`poyi,an evph,|nei to. e;rgon( kai. evkdusa,menoj ta. i`ma,tia avmfieba,lleto to. ne,on
dh. u[fasma( kai. ou[tw dia. th/j o`dou/ evporeu,eto)
sin,

avmfie,nnumi

evdh,lwsen
evkdu,w

옷 dress, clothe;

IdAoA3 from

dhlo,w

벗다 strip, take off;

o`do,j

evpaine,w

숨기다 hide,

u[fasma

짠 외투 a woven robe,

the supposed new cloth에서
대격이 온 이유는

u`p&oyi,a,

dh.가

evkdu,omai

벗다 put off,

kru,yaj

PaAoAm1 from

칭찬하다 praise,

길거리 street,

죄를 짓다

둘러 입다 put round one,

표시를 주다 give sign,

kru,ptw

evdh,lwsen에

avmfieba,llomai

a`marta,nw

sunei,dhsij, ewj,
의혹 suspicion,

의식 consciousness,

to. ne,on dh. u[fasma

생동력 있는 표현을 만든다 >(123가).

ouvde.n이

=

ouvde.n

동계어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116교).

(221c), XCVI
그리고 길거리들(o`d)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심지어(ouv) 그들 자신들도 아무것도 보지
(o`r) 못하면서, 그러나, 이전의(pr) 그 자들처럼, 그것을 고백하는(o`m) 것이 두려워서,
칭찬하면서(evp) 그리고 경탄해하면서(qa) 많은 소리들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마침내
한 어린아이가 소리 질렀다(evf), ‘한데, 왕이 발가벗었다(gu);’ 그리고는 각자가 이것을
그의 이웃에게(pl) 속삭일(u`p) 때에, 모두가 그 사건의 그 상태(pr)를 발견했다. 그리
고는 그들 자신들과 그 왕을 조롱하면서(sk) 많은 웃음(ge,) 속으로 빠져들었다(evt).
And the people in the streets, not even themselves seeing anything, but being
afraid, like the former ones, to confess it, made much noise by praising and
admiring; and at last a child cried out, 'But the king is naked;' and as each
whispered this to his neighbour, all discovered the state of the case, and fell
into much laughter, mocking both themselves and the king.

oi` de. evn tai/j o`doi/j o`rw/ntej me.n ouvde. auvtoi. ouvde,n( fobou,menoi de. w[sper oi`

pri.n o`mologei/n( evpainou/ntej kai. qauma,zontej polu.n qo,rubon evpoi,oun\ te,loj
de. paidi,on ti evfqe,gxato\ A
v lla. gumno.j o` basileu,j) tou/to de. e`ka,stou tw|/
plhsi,on u`peipo,ntoj( e;gnwsan pa,ntej to. pra/gma kai. evj ge,lwta polu.n
evtra,ponto( e`autou,j te skw,ptontej kai. to.n basile,a)
fqe,ggomai

소리지르다 speak,

o`do,j

naked,

skw,ptw

f 길거리 street,

조롱하다 mock,

ge,lwj, wtoj, o`
pra/gma

o`rw/ntej

PaPrAm1 from

고백하다 confess,

evpainou/nte,j

trape,sqai eivj

빠져들다 fall into,

u`peipei/n

o`doi/j

웃음 laughter,

o`ra,w

oi` pri.n

gumno,j

발가벗다

o`mologei/n

see,

PaPrAm1from

evpaine,w

속삭이다 whisper,

= the people in the streets에서는 분사 없이 정관사

했다 >(110규).

IdAoM3 from

그 사건의 그 상태 state of the case,

o`mologe,w

from

evfqe,gxato

oi`

InPrA
praise,

oi` de. evn tai/j

만으로 의미를 표현

= the former ones에서는 분사 없이 정관사

oi`

만으로 의

미를 표현했다 >(110규).

The Princess (222a), XCVII
이제 캘리도니오이들은 씨족으로(ge,), 왕족(ba)이라고들 말한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또한 이것은 그런 경우라고(ou[

e;c)

강하게(sf) 주장한다(di). 그리고 옛적에, 시민들

중에서, 그의 성품이(fu,) 거칠고(a;g) 캘리도니오 이들하고 말썽이(ovr) 있는 한 사람이
말했다. 그들 가운데서 그 주요인물(avr)의 그 딸은(qu) 왕족이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들었고 분노가(de) 일어났고 그녀가 왕족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를(evn) 원했다.
Now the Kalydonioi are said to be royal in race: and they themselves also
strongly insist that this is the case. And once on a time there was one of the
citizens, coarse in his nature, who being vexed with the Kalydonioi, said that the
daughter of the principal man among them (of them) was not royal. And she
hearing it, and being indignant, wanted to prove that she was royal.

oi` de. Kaludo,nioi basilikoi. ei=nai le,gontai to. le,noj\ diiscuri,zontai de.
kai. auvtoi. sfo,dra tou/to ou[twj e;cein) h=n de, pote, tij tw/n politw/n(
a;groikoj w]n th.n fu,sin( o[sper ovrgisqei.j toi/j Kaldoni,oij th.n qugate,ra

tou// avri,stou auvtw/n ouvk e;fh basilikh.n ei=nai) h` de. puqome,nh kai. deino.n
poioume,nh evbou,leto evndei/xai o[ti basilikh, evsti)
deino,j, h,, o,n

basiliko,j

왕족 royal,

evbou,leto

(IdIpM3) 원하다

입증하다 prove,
case,

bou,lomai

fu,sij, ewj, h`

ovrgisqei.j

PaAoPm1 from

quga,thr, tro,j, h`
hearing it,

diiscuri,zomai

evndei,knumi

wish,

성품 nature,

ovrgi,zw

주장한다 insist,

evndei,knumi

그 경우에 in the

punqa,nomai

듣다

inquire, ask, seek to learn;

h` de. puqome,nh

대격이다 >(118갸).

poioume,nh evbou,leto에서는

거친 coarse,

demonstrate,

ou[t wj e;cein

be angry,

punqa,nomai

daughter,

ei=nai에서 basilikh.n(4f)는

fearful,

a;groikoj

hear,

basilikh.n

= And she

2개의 동작이 분사 다음에 미완료가 온 점을

유의해야 한다 >(120디).

(222b), XCVII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살며시(ma) 누워야(ke) 하기 때문에, 왕족인들은 이러한 방법으
로(ou[) 구별하기가 쉽다. 그렇지 않으면(eiv

de. mh),

그들은 심하게(ca) 부상을 입고

(tr) 그들의 몸에서 고통으로 고생한다(avl). 따라서 그녀는 마른(xh) 콩을(ku,) 샀다
(wvn). 그리고 그것을 카우치에(kl) 놓았다(kate,). 그리고 20(ei;)개의 아주 부드러운
(ma) 양탄자들을 그 콩(ku) 위에 펼친(ka)후에 그녀는 이렇게 누웠다.

And royal

persons are easy to discern in this way, because they must lie softly: otherwise
they are severly wounded and suffer pain in their body. Accordingly she bought
a dry bean and laid it down on a couch, and having spread twenty very soft
rugs over the bean, she lay down.

oi` de. basilikoi. ou[tw diagnw/mai

r`a,|dioi, eivsi( o[ti malakw/j kei/sqai dei/\ eiv de. mh,( traumati,zontai calepw/j
kai. avlgou/si to. sw/ma) w[ste ku,amon xhro.n wvnhsame,nh evpi. kli,nhj kate,qhke(
kai. evpi. tou/ kua,mou ei;kosi malakwta,touj ta,phtaj katapeta,sasa ou[tw de.
evkoima/to)

avlgei/n

otherwise,

katapeta,nnumi

kei/sqai

InPrP from

kei/mai

고통으로 고생하다 suffer pain,
펼치다 spread,

눕다 lie,

kli,nh

eiv de. mh,(

katati,qhmi

카우치 couch,

그렇지 않으면

놓았다 lay, place;

koima,w

sleep,

ku,amoj

malakw/j

콩 bean,

traumati,zw
o,n

살며시 softly,

ou[tw

부상을 입다 wound,

and

wvne,omai

ou[twj

이러한 방법으로 in this manner,

사다 buy,

xhro,j

마른 dry,

calepo,j, h,,

심하게 dangerous,

The Princess (223a), XCVIII
그리고 이것 때문에(e[n) 그녀는 이것들을 행했다.

아주 많고 그렇게 부드러운 양탄자

들이 사이사이에(me) 놓여져 있는데, 심지어 콩(ku,) 하나 때문에(di), 일반(me)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ouv) 통증(avl)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왕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ou[) 반드시(avn) 부상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누어있는(ka) 그 소녀는(pa) 예기된 것
처럼

잠을 자려고(kaq) 시도했다(evp). 그러나 그 고통(ovd) 때문에 그녀는 심지어는 잠

들(ka) 수도(evd) 없었다(ouv).

And these things she did on account of this,

because of ordinary men no one would suffer pain by reason of a bean, with
so many and so soft rugs lying between: but royal persons must needs be
wounded even so. And the maiden lying down as was said tried to sleep: but

tau/ta de. evpoi,hse tou,tou

owing to the pain she could not even fall asleep.

e[neka( o[ti tw/n metri,wn me.n avnqrw,pwn ouvdei.j a'n avlgoi,h dia, ge ku,amon(
tosou,twn kai. toiou,twn taph,twn evn tw|/ metaxu. keime,nwn\ avna,gke de. tou.j
basilikou.j kai. ou[tw traumati,zesqai) h` de. parqe,noj katakeime,nh( w`j
evle,geto( kaqeu,dein evpeira/to\ dia. de. th.n ovdu,nhn ouvde. katadarqei/n evdu,nato\
a;lgoj

avna,gkh, hj, h`

pain,

reason of,

e[neka, e[neken,

있다 can,

kaqeu,dw

들다 fall asleep,
ordinary,

ou[tw

소녀 virgin,

반드시 necessity, it is necessary;

on account of,

잠자다 sleep,

keime,nwn

kata,keimai

PaPrPm2 from

kei/mai

그렇게 해도 in this manner,

peira,w

mid.

evdu,nato

peira,omai

IdIpM3 from

눕다 lie down,

dia,

du,namai

시도하다 try;

할 수

katadarqa,nw
me,trioj

놓여지다 be laid,

ovdu,nh, hj, h`

때문에 by

통증 pain,

trauma±ti,aj

잠

일반

parqe,noj , ou,

부상한 사람 a

wounded man,

ouvdei.j a'n avlgoi,h

서는 >(120라).

tosou,twn kai. toiou,twn taph,twn evn tw|/ metaxu. keime,nwn처럼

= no one would suffer pain처럼 기원법에 대해

독립속격이 분사와 사용된 용법은 >(115누).

tosou,twn이

사용되었으면 그 다음에

tosou,twn kai. toiou,twn에서처럼

toiou,twn이

온다 >(113녀).

(223b), XCVIII
아래에 있었던(ka,) 그 콩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전신에서 통증을 느꼈다(h;l). 그리고
심지어는 그녀의 눈들을(ovf) 감을(su) 수도 없을 정도로 방해받았다(evt).

온 밤 내내,

그리고 새벽에(a[m

th|/ e[w)

그녀의 하녀들이(qe) 돌아왔다(h-k), 그리고 비참하게(ta) 유

혈이 된(h`m
| ) 부상을 입고 거의(ovl ) 죽은(teq) 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a[p) 참으로 그녀는 진실로(h=

m)

왕족이라고 인정했다(w`m).

For on account of

the bean that was below she felt pain in all her body, and was disturbed all
night

long, not even being able

to

close

her eyes.

And

at dawn her

maid-servants came back, and found the wretched (girl) bloody and wounded,
and nearly dead. So all admitted that verily in truth she was royal.

dia. ga.r

to.n ku,amon to.n ka,twqen h;lgei pa/n to. sw/ma kai. evtara,sseto pa/san th.n
nu,kta( ouvde. sumbalei/n oi[a t v ou=sa tw. ovfqalmw,) a[ma de. th|/ e[w| h-kon ai`
qera,painai( kai. eu-ron th.n talai,pwron h`m| atwme,nhn kai. tetraumatisme,nhn
kai. ovli,gou teqnhkui//an) w[ste w`molo,goun a[pantej h= mh.n tw|/ o;nti basilikh.n
ei=nai)

a[ma th|/ e[w|

pain, suffer;

h`m| atwme,noj
below,
die,

o;nti

새벽에

evtara,sseto

sumbalei/n

h= mh,n

인정하다 admit,

InAoA from

(PaPrA3m) from

avlge,w

tara,ssw

IdIpP3 from

유혈의 bloody,

o`mologe,w

at dawn,

진실로

qera,paina

sumba,llw(

통증을 느끼다 to feel bodily

verily,

돌아왔다 have come,

ka,twqen

아래로부터 from

하녀 maid-servant,

talai,pwroj on

eivmi,( to.n ku,amon to.n ka,twqen

below처럼 분사없이 정관사만 사용하는 용법은 >(110규).
형용사는 정관사 앞에 온다 >(110고).

h[kw

stir up,

죽다

miserable, wretched;
=the bean that was

pa/san th.n nu,kta처럼

basilikh.n ei=nai에서

Grymphos (224a), XCIX

qnh,|skw

은 4격이다 >(118갸).

그 킬리오이들은 놀랄만한 족속이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무서운(de) 영들(da)이 있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전에 한 킬리오이가 토지를 샀다(avg), 그리고 땅아래 거기에
거주하는(oi) 이름이 그림포스인 영을 발견했다. 그런데 한때는 킬리오스가 잠을 자는
데 그림포스가 꿈에(o;n) 그에게 나타났다(evf). 그리고 아래와 같이 그에게 말했다:
‘오, 킬리오스여, 당신이 나에에 친구나 적(du)이기를(po,) 바라는지(bo), 둘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도록(e`l) 당신에게 개방이 되있다(pa).

The Kilioi are a wonderful

race, and they think that there are many terrible spirits. And, once upon a time
a Kilios bought an estate, and found a spirit there dwelling under ground, by
name Grymphos. And once when the Kilios was asleep, Grymphos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poke to him as follows: 'O Kilios, it is open to you to
choose one of two things, whether you wish to be a friend to me or hostile.

oi` de. Kili,oi qauma,sion ge,noj eivsi,( kai. daimo,nia polla. kai. deina.
oi;ontai ei=nai) Kili,oj de, ti,j pote avgro.n avgora,saj eu-re daimo,nio,n ti u`po.
th/j gh/j evkei/ oivkou/n( ovno,mati Grumfo,n) eu[dontoj de, pote tou/ Kili,ou(
evfa,nh auvtw|/ o;nar o` Grumfo,j( kai. e;lexe toia,de\ =W Kili,e( pa,resti, soi
qa,teron e`le,sqai po,teron fi,loj moi bou,lei ei=nai h' dusmenh,j\
ai`re,omai

선택하다 choose,

avgro,j

토지 estate,

spirit,

deino,j, h,, o,n

(IdAoA3) from

bou,lei

oivke,w

po,teron 이나..이나

PaAoAm1 from

IdPrM2 from

bou,lomai

발견하다 find(

fanh/nai

거주하다 live, dwell;

whether,

avgora,zw

parei/nai

daimo,nion

적 hostile,

나타나다 appear,

polla. kai. deina.의

사다 purchase,

be willing, want;

duj&menh,j

무서운 fearful, terrible;

eu`ri,skw

포스 Grymphos,

avgora,saj

eu-re

Grumfo,j

영
verb

그림

개방 돼 있다 to be open,

용법은 >(114교).

(224b), XCIX
그리고 나는, 모든 방법으로 친구가 되라고 당신을 권고합니다(pa). 만일 당신이 적의
적이면(du), 아마도 나도 역시 반드시 원한을 품게(ca) 될 것은 예상이 되고(eiv), 많은
수단으로(po) 당신 땅을 해칠(bl)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위태롭게 하지(ki) 않

도록 이것을 더 분별해야(fr)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하고 땅에 대해서 계약을
맺기를 원하는가?

And I advise you to be a friend by all means: for if you

are hostile, it is probable that I too should become bitter, and in many ways
injure your land: and this you will be more sensible not to risk (not risking). Do

parainw/

you then wish to make an agreeemnt with me about the land?'

de, soi fi,lw| panta,pasin ei=nai\ sou/ ga.r dusmenou/j o;ntoj( eivko,j kai. evme.
calepo,n gene,sqai( kai. to.n avgro.n pollach|/ bla,ptein\ tou/to de. fronimw,teroj
e;sei mh. kinduneu,wn) bou,lei ou=n pro.j evme. su,mbasin poiei/sqai peri. tou/
avgrou/*
bou,lomai

bla,ptein
wish,

fro,nimoj, on

InPrA from

calepo,j, h,, o,n

분별하다 sensible,

paraine,w

advise,

bou,lei

eivko,j

kinduneu,w

위태롭게 하다 risk,

panta,pasi

polla±cw/j

to be a friend에 대해서는 >(117기).

kinduneu,wn에서 mh.는

해치다 injure,

dangerous,

롭게하다 be in danger, run a risk,
IdPrA1 from

bla,ptw

IdPrM2 from

예상이 되고 it is probable,

kinduneu,w

반드시 by all means,

많은 수단으로 in many ways,

dusmenou/j o;ntoj는

위태

parainw/
fi,lw|

가정분사다 >(119누).

부정적인 생각을 부인한다 >(124갸).

avgrou/*는

=

mh.

의문사 없이

의문문을 표현한다 >(122가).

Grymphos (225a), C
그러나 그 킬리오스는 벌써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과 그의 땅의 생산을(ka) 구하기를

바라서(bo) 그림포스와 동의했다. 그리고 그는 계약을 맺을 거라고 말했다.

But

the Kilios, already afraid, and wishing to save both himself and the produce of
his land, agreed with Grymphos and said he would make a contract.

o` de.

Kili,oj dediw.j h;dh kai. sw,zein boulomenoj e`auto,n te kai. to.n karpo.n to.n
tou/

avgrou/(

boulo,menoj

sunh,n| ese

PaPrMm1 from

tw/|

Grumfw|/

bou,lomai

kai.

바라다 wish,

su,mbasin
karpo,j

e;fh

poih,sesqai)

생산 produce,

(225b), C
그러나 그림포스는 말했다. ‘’이런 조건들로(vEpi.

to),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당신의 토지로부터 당신은 나에게 아래와 같은 공물을(fo,) 바쳐야(avp)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th/), 땅 아래 놓여 있는(ke) 모든 생산품들을(ka) 나의 몫으
로(me,) 삼을-것이다(e[x). 그러나 땅위에서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
은 당신의 소득(ke,)으로 하라.

But Grymphos said: 'On these terms

then I am willing to become a friend to you. for from your estate you shall pay
me the following tribute: this year, I shall have of the produce all that lies under
the earth, being my share: but whatever you shall find above ground, let it be

o` de. Grumfo,j( vEpi. toi/sde ou=n( e;fh( fi,loj soi qe,lw

your gain.

gene,sqai) evk ga.r tou/ avgrou/ fo,ron moi avpodw,seij toio,nde) th/tej me.n tou/
karpou/ pa/n to. u`po. gh/j kei,menon e[xw( to. evmo.n me,roj dh. o;n) o[sa de. u`per
E
v pi. toi/s de

gh/j eu`rh,seij( so.n ke,rdoj e;stw)
avpodw,seij

IdFuA2 from

(IdFuA1) from
outcome;

o[soj, h, on

e;cw

ke,rdoj

avpodi,dwmi

갖다 have,
소득 gain,

fo,roj

kei/mai

how much, as much;

이 생략 되었다 >(123거).

pay back,

e;stw

공물 tribute,

놓이다 lie,

th/tej

On these terms,

o[sa

(ImPrA3) from

karpo,j, ou/, o`

생산품 fruit,

형용 관계사 중성 대격 복수 <

올해는 this year,

me,roj dh. o;n에서는 dh.가

eivmi,( e[xw

th/tej me.n절에서는 de.절

생동력을 준다 >(123가).

(225c), C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연히 가난한 자로(pe) 남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u`s) 해(evn)에는 정확하게(pa/) 그 반대가(to) 이루어져야 한다. 나
에게 당신은 무엇이든지 땅위에 있는 것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에게
는 무엇이든지 아래 있는 것을.

And thus you shall become rich, but I as is

natural shall be left poor. But in the following year exactly the opposite must be
done: for to me you shall give what is above ground, but to yourself what is
below.

ou[tw de. su. me.n dh. plou,sioj genh,sei( evgw. de. w`j eivko.j pe,nhj

lelei,yomai) evn de. tw|/ u`sterai,w| evniautw|/ pa/n touvnanti,on dei/ gene,sqai\ evmoi.

evniauto,j, ou/, o`

me.n ga.r ta. u`pe.r gh/j dw,seij( seautw|/ de. ta. ka,twqen)
year,

ka,twqen

touvnanti,on

아래로부터 from below,

pe,nhj, htoj, o`

가난한 자 poor person,

그 반대가 the opposite, on the other hand;

o`+evnanti,on(

u`sterai/oj

다음 following,

de. tw|/ u`sterai,w| evniautw에서처럼

lelei,yomai는

touvnanti,on

= 정관사

단순미래다 >(120뎌).

evn

pa/n

=

시간은 여격으로 표현한다 >(117가).

exactly.

(221a) 그리고...오는, 그 왕은

(221a)

evlqw.n de. o` basileuj

(221a) 많은 희망을 가지고

(221a)

meta. pollh/j evlpi,doj(

(221a) 모두와 함께

(221a)

pa,ntwn tw/n

(221a)

evn te,lei sunepome,nwn(

(221a) 베틀로

(221a)

evj to.n i`sto.n

(221a) 꾀어 들였다(pr).

(221a)

proh,geto(

(221a) 거수경례들(avs)과

(221a)

avspazome,nwn kai.

(221a) 경례(pr) 가운데

(221a)

proskunou,ntwn

(221a) 베 짜는 사람들의

(221a)

tw/n u`fantw/n)

(221a) 그러나 그 베틀이 벗기어 졌을(avp) 때에

(221a)

(221a) 그리고 아무것도

(221a)

ouvde.n de.

(221a)

to. para,pan ouvde.

(221a)

auvto.j ei=den o` Kw/loj)

(221b) 의식이 있고(su)

(221b)

suneidw.j de.

(221b)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221b)

e`autw|/

(221b) 그가 많은 죄를 지었었다(h[m)는

(221b)

o[ti polla. dh. h[marte

(221b) 그리고 두려워서

(221b)

kai. dei,saj

(221a) 참석한 저들 직원(evn

(221a) 전혀(to.

pa ouv)

(221a) 콜로스 자신도

te)

못했다.
보지

해

evpei. de. avpekalu,fqh o` i`sto,j(

(221b) 그는 표시도 하지(evd) 않고 (221b)

ouvde.n evdh,lwsen(

(221b) 그러나 그의 의혹(u`p)을 숨기면서(kr)

(221b)

avlla. kru,yaj th.n u`poyi,an

(221b) 그 작업을 칭찬했다(evp).

(221b)

evph,n| ei to. e;rgon(

(221b) 그리고 그의 옷들을 벗고서(evk)

(221b)

kai. evkdusa,menoj ta. i`ma,tia

(221b) 둘러 입었다(avm).

(221b)

avmfieba,lleto

(221b) 그 새 외투를(u[f)

(221b)

to. ne,on dh. u[fasma(

(221b) 그리고 이렇게 그는 길거리를 통과하면서

(221b)

kai. ou[tw dia. th/j o`dou/

(221b) 행진했다(evp).

(221b)

evporeu,eto)

(221c) 그리고 길거리들(o`d)에 있는 그 사람들은

(221c)

oi` de. evn tai/j o`doi/j

(221c) 보지(o`r)

(221c)

o`rw/ntej me.n

(221c) 심지어 그들 자신들도 아무것도...못하면서

(221c)

ouvde. auvtoi. ouvde,n(

(221c) 그러나 두려워서,

(221c)

fobou,menoi de.

(221c) 이전의(pr) 그 자들처럼,

(221c)

w[sper oi` pri.n

(221c) 그것을 고백하는(o`m) 것이

(221c)

o`mologei/n(

(221c) 칭찬하면서(evp)

(221c)

evpainou/ntej

(221c) 그리고 경탄해하면서(qa)

(221c)

kai. qauma,zontej

(221c) 많은 소리들을 만들어냈다.

(221c)

polu.n qo,rubon evpoi,oun\

(221c) 그런데 마침내

(221c)

te,loj de.

(221c) 한 어린아이가 소리 질렀다(evf),

(221c)

paidi,on ti evfqe,gxato\

(221c) 한데, 왕이 발가벗었다(gu)

(221c)

(221c) 그리고는 각자가 이것을

(221c)

tou/to de. e`ka,stou

(221c) 그의 이웃에게(pl) 속삭일(u`p) 때에,

(221c)

tw|/ plhsi,on u`peipo,ntoj(

(221c) 모두가 발견했다.

(221c)

e;gnwsan pa,ntej

(221c) 그 사건의 그 상태(pr)를

(221c)

to. pra/gma

A
v lla. gumno.j o` basileu,j)

(221c) 그리고는 많은 웃음(ge,) 속으로

(221c)

kai. evj ge,lwta polu.n

(221c) 빠져들었다(evt).

(221c)

evtra,ponto(

(221c) 그들 자신들을...조롱하면서(sk)

(221c)

e`autou,j te skw,ptontej

(221c) 그리고 그 왕을

(221c)

kai. to.n basile,a)

(222a) 이제 캘리도니오이들은

(222a)

oi` de. Kaludo,nioi

(222a) 왕족(ba)이라고들 말한다

(222a)

basilikoi. ei=nai le,gontai

(222a) 씨족으로(ge),

(222a)

to. ge,noj\

(222a) 그리고 그들...주장한다(di)

(222a)

diiscuri,zontai de.

(222a) 자신들도 또한 강하게

(222a)

kai. auvtoi. sfo,dra

(222a)

tou/to ou[twj e;cein)

(222a) 그리고 옛적에..한 사람이 있었다

(222a)

h=n de, pote, tij

(222a) ..시민들 중에

(222a)

tw/n politw/n(

(222a) 그의 성품이(fu,) 거칠고(a;g)

(222a)

a;groikoj w]n th.n fu,sin(

(222a) 말썽이 있는(ovr)

(222a)

o[sper ovrgisqei.j

(222a) 캘리도니오 이들하고

(222a)

toi/j Kaldoni,oij

(222a) 그 딸은

(222a)

th.n qugate,ra

(222a) 이것은 그런 경우라고(ou[

e;c)

who

(222a) 그들 가운데서 그 주요인물(avr)의 (222a)

tou// avri,stou auvtw/n

(222a) 아니다고 말했다.

(222a)

ouvk e;fh

(222a) 왕족이

(222a)

basilikh.n ei=nai)

(222a)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들었고

(222a)

h` de. pudome,nh

(222a) 분노가(de) 일어났고

(222a)

kai. deino.n poioume,nh

(222a) 입증하기를(evn) 원했다.

(222a)

evbou,leto evndei/xai

(222a) 그녀가 왕족이라는 것을

(222a)

o[ti basilikh, evsti)

(222b) 그리고 왕족인들은

(222b)

oi` de. basilikoi.

(222b) 이러한 방법으로(ou[) 구별하기가

(222b)

ou[tw diagnw/mai

(222b) 쉽다.

(222b)

r`a,|dioi, eivsi(

(222b) ..살며시(ma)... 때문에,

(222b)

o[ti malakw/j

(222b) 그들은 반드시...누워야(ke) 하기... (222b)

kei/sqai dei/\

(222b) 그렇지 않으면(eiv

(222b)

eiv de. mh,(

(222b) 그들은 심하게(ca) 부상을 입고(tr)

(222b)

traumati,zontai calepw/j

(222b) 고통으로 고생한다(avl).

(222b)

kai. avlgou/si

(222b) 그들의 몸에서

(222b)

to. sw/ma)

de. mh),

(222b) 따라서 그녀는 마른(xh) 콩을(ku,) (222b)
(222b) 샀다(wvn).

w[ste ku,amon xhro.n

(222b)

(222b) 그리고 그것을 카우치에(kl) 놓았다(kate,)(222b)

(222b) 그리고 그 콩(ku) 위에

evpi. kli,nhj kate,qhke(

(222b)

(222b) 20(ei;)개의 아주 부드러운(ma) 양탄자들을 (222b)

wvnhsame,nh
kai. evpi. tou/ kua,mou

ei;kosi malakwta,touj ta,phtaj

(222b) 펼친(ka)후에

(222b)

katapeta,sasa

(222b) 이렇게 그녀는 누웠다.

(222b)

ou[tw de. evkoima/to)

(223a) 그리고 이것들을...그녀는 행했다.

(223a)

tau/ta de. evpoi,hse

(223a) ...이것 때문에(e[n)

(223a)

tou,tou e[neka(

(223a) 때문에

(223a)

o[ti

(223a) 일반(me) 사람들 중에는,

(223a)

tw/n metri,wn me.n avnqrw,pwn

(223a) 아무도...않는다

(223a)

ouvdei.j

(223a) 통증(avl)을 느끼지는

(223a)

a'n avlgoi,h

(223a) 심지어 콩(ku,) 하나 때문에

(223a)

dia, ge ku,amon(

(223a) 아주 많고

(223a)

tosou,twn

(223a) 그렇게 부드러운 양탄자들이,

(223a)

kai. toiou,twn taph,twn

(223a) 사이사이에(me) 놓여져 있는데

(223a)

evn tw|/ metaxu. keime,nwn\

(223a) 그러나 반드시(avn)

(223a)

avna,gke de.

(223a) 왕가 사람들은

(223a)

tou.j basilikou.j

(223a) 그렇게 해도(ou[)

(223a)

kai. ou[tw

(223a) 부상을 입어야 한다.

(223a)

traumati,zesqai)

(223a) 그리고 누어있는(ka) 그 소녀는(pa)

(223a)

h` de. parqe,noj katakeime,nh(

(223a) 예기된 것처럼

(223a)

w`j evle,geto(

(223a) 잠을 자려고(kaq) 시도했다(evp).

(223a)

kaqeu,dein evpeira/to\

(223a) 그러나 그 고통(ovd) 때문에

(223a)

dia. de. th.n ovdu,nhn

(223a) 그녀는 심지어는 잠들 수도(evd)없었다.

(223a)

ouvde. katadarqei/n evdu,nato\

(223b) 그 콩 때문에

(223b)

dia. ga.r to.n ku,amon

(223b) 아래에 있었던(ka,)

(223b)

to.n ka,twqen

(223b) 그녀는 통증을 느꼈다(h;l).

(223b)

h;lgei

(223b) 그녀의 전신에서

(223b)

pa/n to. sw/ma

(223b) 그리고 방해받았다(evt).

(223b)

kai. evtara,sseto

(223b) 온 밤 내내,

(223b)

pa/san th.n nu,kta(

(223b) 심지어는

감을(su) 수도 없을 정도로

(223b)

ouvde. sumbalei/n oi[a t v ou=sa

(223b) 그녀의 눈들을(ovf)

(223b)

tw. ovfqalmw,)

(223b) 그리고 새벽에(a[m)

(2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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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b) 그녀의 하녀들이(qe) 돌아왔다(h-k),

(223b)

h-kon ai` qera,painai(

(223b) 그리고 발견했다.

(223b)

kai. eu-ron

(223b) 비참하게(ta) 유혈이 된(h`m
| )

(223b)

th.n talai,pwron h`|matwme,nhn

(223b) 그리고 부상을 입고

(223b)

kai. tetraumatisme,nhn

(223b) 그리고 거의(ovl) 죽은(teq) 자를

(223b)

kai. ovli,gou teqnhkui/a/ n)

(223b) 그래서, 인정했다(w`m).

(223b)

w[ste w`molo,goun

(223b)

a[pantej h= mh.n

(223b) 참으로 그녀는 왕족이라고

(223b)

tw|/ o;nti basilikh.n ei=nai)

(224a) 그 킬리오이들은

(224a)

oi` de. Kili,oi

(224a) 놀랄만한 족속이다.

(224a)

qauma,sion ge,noj eivsi,(

(224a) 그런데 많은 무서운(de) 영들(da)이

(224a)

(224a) 그들은...있다고 생각한다.

(224a)

oi;ontai ei=nai)

(224a) 그리고, 한 킬리오이가

(224a)

Kili,oj de, ti,j

(224a) 이전에 토지를 샀다(avg),

(224a)

pote avgro.n avgora,saj

(224a) 그리고

(224a)

eu-re daimo,nio,n ti

(224a) 땅아래

(224a)

u`po. th/j gh/j

(224a) 거기에 거주하는(oi)

(224a)

evkei/ oivkou/n(

(224a) 이름이 그림포스인

(224a)

ovno,mati Grumfo,n)

(224a) 그런데 한때는 잠을 자는데

(224a)

eu[dontoj de, pote

(224a) 킬리오스가

(224a)

tou/ Kili,ou(

(224a) 그에게 나타났다(evf).

(224a)

evfa,nh auvtw|/

(224a) 그림포스가 꿈에(o;n)

(224a)

o;nar o` Grumfo,j(

(224a) 그리고 아래와 같이 그에게 말했다 (224a)

kai. e;lexe toia,de\

(223b) 모든 사람들이(a[p) 진실로(h=

영을

m)

발견했다.

kai. daimo,nia polla. kai. deina.

(224a) 오, 킬리오스여,

(224a)

=W Kili,e(

(224a) 당신에게 개방이 되있다(pa).

(224a)

pa,resti, soi

(224a)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e`l)

(224a)

qa,teron e`le,sqai

(224a) 당신이 나에에 친구이거나...(이기)를(po,)

(224a)

po,teron fi,loj moi

(224a) 바라는지(bo),

(224a)

bou,lei

(224a) 적(du)이 되기

(224a)

ei=nai h' dusmenh,j\

(224b) & 나는 당신을 권고합니다(pa) 친구가..

(224b)

parainw/ de, soi fi,lw|

(224b) ,모든 방법으로, ..되라고

(224b)

panta,pasin ei=nai\

(224b) 만일 당신이 적의적이면(du),

(224b)

sou/ ga.r dusmenou/j o;ntoj(

(224b) 아마도 예상이 되고(eiv),

(224b)

eivko,j kai.

(224b) 나도 역시 반드시 원한을 품게(ca) 될 것은(224b)

evme. calepo,n gene,sqai(

(224b) 그리고 당신 땅을

kai. to.n avgro.n

(224b)

(224b) 많은 수단으로(po) 해칠(bl) 것이기 때문에.

(224b)

pollach|/ bla,ptein\

(224b) 그리고 이것을

(224b)

tou/to de.

(224b) 당신은 더 분별해야(fr) 할 것이다.

(224b)

fronimw,teroj e;sei

(224b) 위태롭게 하지(ki) 않도록

(224b)

mh. kinduneu,wn)

(224b) 그렇다면 당신은 나하고 원하는가? (224b)

bou,lei ou=n pro.j evme.

(224b) 계약을 맺기를

(224b)

su,mbasin poiei/sqai

(224b) 땅에 대해서

(224b)

peri. tou/ avgrou/*

(225a) 그러나 그 킬리오스는

(225a)

o` de. Kili,oj

(225a) 벌써 두려워서,

(225a)

dediw.j h;dh

(225a) 그리고 구하기를 바라서(bo)

(225a)

kai. sw,zein boulomenoj

(225a) 자신과 생산을(ka)

(225a)

e`auto,n te kai. to.n karpo.n

(225a) 그의 땅의

(225a)

to.n tou/ avgrou/(

(225a) 그림포스와 동의했다.

(225a)

sunh,n| ese tw/| Grumfw|/

(225a) 그리고 계약을

(225a)

kai. su,mbasin

(225a) 그는 말했다.

(225a)

e;fh

(225a) 맺을 거라고

(225a)

poih,sesqai)

(225b) 그러나 그림포스는

(225b)

o` de. Grumfo,j(

(225b) 이런 조건들로(vEpi.

to)

그러면, (225b)

vEpi. toi/sde ou=n(

(225b) 말했다.

(225b)

e;fh(

(225b) 당신에게 친구가

(225b)

fi,loj soi

(225b) 나는...되기를 원한다.

(225b)

qe,lw gene,sqai)

(225b) 당신의 토지로부터, 때문에

(225b)

evk ga.r tou/ avgrou/

(225b) 당신은 공물을(fo,) 나에게 바쳐야(avp) 할 것이기 (225b)fo,ron

moi avpodw,seij

(225b) 아래와 같은

(225b)

toio,nde)

(225b) 올해는(th/),

(225b)

th/tej me.n

(225b) 모든 생산품들을(ka)

(225b)

tou/ karpou/ pa/n

(225b) 땅 아래 놓여 있는(ke)

(225b)

to. u`po. gh/j kei,menon

(225b) 삼을(가질) 것이다.

(225b)

e[xw(

(225b) 나의 몫으로

(225b)

to. evmo.n me,roj de. o;n)

(225b) 그러나 무엇이든지 땅위에서

(225b)

o[sa de. u`per gh/j

(225b)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것은

(225b)

eu`rh,seij(

(225b) 그것은 당신의 소득(ke,)으로 하라. (225b)

so.n ke,rdoj e;stw)

(225c)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225c)

ou[tw de. su. me.n dh.

(225c) 부자가 될 것이다.

(225c)

plou,sioj genh,sei(

(225c) 그러나 나는 자연히

(225c)

evgw. de. w`j eivko.j

(225c) 가난한 자로(pe) 남을 것이다.

(225c)

pe,nhj lelei,yomai)

(225c) 그러나 다음(u`s) 해(evn)에는

(225c)

evn de. tw|/ u`sterai,w| evniautw|/

(225c) 정확하게 그 반대가(to)

(225c)

pa/n touvnanti,on

(225c) 이루어져야 한다.

(225c)

dei/ gene,sqai\

(225c) 나에게, 때문에,

(225c)

evmoi. me.n ga.r

(225c) 땅위에 있는 것을

(225c)

ta. u`pe.r gh/j

(225c) 당신은 주어야 할 것이기

(225c)

dw,seij(

(225c) 그러나 당신에게는

(225c)

seautw|/ de.

(225c) 무엇이든지 아래 있는 것을.

(225c)

ta. ka,twqen)

evlqw.n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221부터 225까지 읽어보라
The Weavers (221), XCVI
de. o` basileuj meta. pollh/j evlpi,doj( pa,ntwn tw/n evn

te,lei

sunepome,nwn( evj to.n i`sto.n proh,geto( avspazome,nwn kai. proskunou,ntwn tw/n
u`fantw/n) evpei. de. avpekalu,fqh o` i`sto,j( ouvde.n de. to. para,pan ouvde. auvto.j
ei=den o` Kw/loj) suneidw.j de. e`autw|/ o[ti polla. dh. h[marte kai. dei,saj ouvde.n
evdh,lwsen( avlla. kru,yaj th.n u`poyi,an evph,|nei to. e;rgon( kai. evkdusa,menoj ta.
i`ma,tia avmfieba,lleto to. ne,on dh. u[fasma( kai. ou[tw dia. th/j o`dou/ evporeu,eto)
oi` de. evn tai/j o`doi/j o`rw/ntej me.n ouvde. auvtoi. ouvde,n( fobou,menoi de. w[sper oi`
pri.n o`mologei/n( evpainou/ntej kai. qauma,zontej polu.n qo,rubon evpoi,oun\ te,loj
de. paidi,on ti evfqe,gxato\ A
v lla. gumno.j o` basileu,j) tou/to de. e`ka,stou tw|/
plhsi,on u`peipo,ntoj( e;gnwsan pa,ntej to. pra/gma kai. evj ge,lwta polu.n
evtra,ponto( e`autou,j te skw,ptontej kai. to.n basile,a)
The Princess (222), XCVII
oi` de. Kaludo,nioi basilikoi. ei=nai le,gontai to. le,noj\ diiscuri,zontai de.

kai. auvtoi. sfo,dra tou/to ou[twj e;cein) h=n de, pote, tij tw/n politw/n(
a;groikoj w]n th.n fu,sin( o[sper ovrgisqei.j toi/j Kaldoni,oij th.n qugate,ra
tou// avri,stou auvtw/n ouvk e;fh basilikh.n ei=nai) h` de. puqome,nh kai. deino.n
poioume,nh evbou,leto evndei/xai o[ti basilikh, evsti) oi` de. basilikoi. ou[tw
diagnw/mai r`a,|dioi, eivsi( o[ti malakw/j kei/sqai dei/\ eiv de. mh,( traumati,zontai
calepw/j kai. avlgou/si to. sw/ma) w[ste ku,amon xhro.n wvnhsame,nh evpi. kli,nhj
kate,qhke( kai. evpi. tou/ kua,mou ei;kosi malakwta,touj ta,phtaj katapeta,sasa
ou[tw de. evkoima/to)

The Princess (223), XCVIII
tau/ta de. evpoi,hse tou,tou e[neka( o[ti tw/n metri,wn me.n avnqrw,pwn ouvdei.j a'n

avlgoi,h dia, ge ku,amon( tosou,twn kai. toiou,twn taph,twn evn tw|/ metaxu.
keime,nwn\ avna,gke de. tou.j basilikou.j kai. ou[tw traumati,zesqai) h` de.
parqe,noj katakeime,nh( w`j evle,geto( kaqeu,dein evpeira/to\ dia. de. th.n ovdu,nhn
ouvde. katadarqei/n evdu,nato\ dia. ga.r to.n ku,amon to.n ka,twqen h;lgei pa/n to.
sw/ma kai. evtara,sseto pa/san th.n nu,kta( ouvde. sumbalei/n oi[a t v ou=sa tw.
ovfqalmw,) a[ma de. th|/ e[w| h-kon ai` qera,painai( kai. eu-ron th.n talai,pwron
h`m| atwme,nhn kai. tetraumatisme,nhn kai. ovli,gou teqnhkui/a/ n) w[ste w`molo,goun
a[pantej h= mh.n tw|/ o;nti basilikh.n ei=nai)
Grymphos (224), XCIX
Kili,oi qauma,sion ge,noj eivsi,( kai. daimo,nia polla. kai. deina. oi;ontai ei=nai)

Kili,oj de, ti,j pote avgro.n avgora,saj eu-re daimo,nio,n ti u`po. th/j gh/j evkei/
oivkou/n( ovno,mati Grumfo,n) eu[dontoj de, pote tou/ Kili,ou( evfa,nh auvtw|/ o;nar
o` Grumfo,j( kai. e;lexe toia,de\ W
= Kili,e( pa,resti, soi qa,teron e`le,sqai
po,teron fi,loj moi bou,lei ei=nai h' dusmenh,j\

parainw/

de,

soi

fi,lw|

panta,pasin ei=nai\ sou/ ga.r dusmenou/j o;ntoj( eivko,j kai. evme. calepo,n
gene,sqai( kai. to.n avgro.n pollach|/ bla,ptein\ tou/to de. fronimw,teroj e;sei mh.
kinduneu,wn) bou,lei ou=n pro.j evme. su,mbasin poiei/sqai peri. tou/ avgrou/*
Grymphos (225), C
Kili,oj dediw.j h;dh kai. sw,zein boulomenoj e`auto,n te kai. to.n karpo.n to.n

tou/ avgrou/( sunh,|nese tw/| Grumfw|/ kai. su,mbasin e;fh poih,sesqai)

o` de.

Grumfo,j( E
v pi. toi/sde ou=n( e;fh( fi,loj soi qe,lw gene,sqai) evk ga.r tou/ avgrou/
fo,ron moi avpodw,seij toio,nde) th/tej me.n tou/ karpou/ pa/n to. u`po. gh/j
kei,menon e[xw( to. evmo.n me,roj dh. o;n) o[sa de. u`per gh/j eu`rh,seij( so.n ke,rdoj

e;stw) ou[tw de. su. me.n dh. plou,sioj genh,sei( evgw. de. w`j eivko.j pe,nhj
lelei,yomai) evn de. tw|/ u`sterai,w| evniautw|/ pa/n touvnanti,on dei/ gene,sqai\ evmoi.
me.n ga.r ta. u`pe.r gh/j dw,seij( seautw|/ de. ta. ka,twqen)
(226a)

evpi. tou,toij
Grymphos (226a), CI
이 조건들로, 그러므로, 그 킬리오스는 그림포스하고 계약했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살
아졌다(hvf). 그리고 낮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림포스에게 그의 생산품의 절반(h[m)을
주겠다(avp)고 그가 약속(u`p)했기 때문에, 그 킬리오스는 잠으로부터(u[p) 깨어나서(evx)
그의 침대로부터(kl) 일어나면서(avn) 첫째로 큰 당혹(avp)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마침
내 그는 그 영을 속이기(evx) 위해서 이것을 궁리해(evm) 냈다.
On these terms therefore the Kilios made a contract with Grymphos, and he
immediately disappeared. And when day came, the Kilios being aroused out of
sleep, and rising up from his bed first was in great perplexity, as he had
promised that he would give to Grymphos the half of his produce. But at last he

evpi. tou,toij ou=n o` Kili,oj

devised this so as to deceive the spirit.

su,mbasin evpoih,sato pro.j to.n Grumfo,n\ o` de. euvqu.j hvfani,sqh\ h`me,raj de.
genome,nhj( evxegerqei.j o` Kili,oj evk tou/ u[pnou kai. avnasta.j evk th/j kli,nhj
pro/ton me.n evn pollh|/ avpori,a| h=n( w`j to. h[miou tou/ karpou/ u`posco,menoj tw|/
Grumfw|/ avpodw,sein) teloj de. toio,nde evmhcanh,sato w[ste evxapata/n to.
daimo,nion)
aj, h`

당혹 perplexity,

evxegerqei.j
hvfani,sqh
sleep,

avnasta.j

kli,nh, hj, h`

art or cunning;
promise,

evxapata,w

PaAoPm1 from
IdAoP3 from

evpi.

PaAoAm1 from

침대 bed,

avpodw,sein

속이다 deceive,

evxegei,rw

avfani,zw

깨어나다

일어나다 raise up,

evxegei,rw

wake

up,

mhca±na,omai,

InFuA from

h`mi,su

절반

half,

u[pnoj, ou, o`

잠

궁리해 내다 to contrive, devise, by

avpodi,dwmi

이유 분사다 >(119너).

avpori,a,

깨어나다 arouse,

살아지다 cause to disappear,

tou,toij에서 tou,toij는

w`j)))u`posco,menoj는

avni,sthmi

이미

주다 give away,

언급한

것을

뜻한다

u`po,scesij
>(113녀).

(226b), CI
첫 해 동안에 그는 콩을 뿌렸다(e;s).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열매들을 그가 자신의 것으
로 가졌다. 그림포스는 땅 아래 것, 쓸모없는-것(avn)을 얻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에,
그는 들판에 양파들(kr)을 뿌렸다. 그런데 이들 중에선 땅 위에서 이파리(fu)들만

개

발이(u`p) 되었다. 그래서 다시 그림포스는 이익이 됄 만한(wvf)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
했다. 따라서 두 번이나 속임을(evx) 당했기 때문에 그는 떠났다 그리고 킬리오스를 더
이상(ouvk) 괴롭히지 않았다.

During the first year he sowed corn: and thus all

the fruit being above ground he had himself, Grymphos carrying off what was
below ground and useless. But in the second he sowed onions in the field: and
of these the leaves only projected above the earth; and again Grymphos got
nothing profitable. Accordingly being twice cheated he departed and troubled the

to.n me,n pro/ton evniauto.n si/ton e;speire) kai. ou[tw to.n

Kilios no more.

karpo.n pa,nta u`pe.r gh/j o;nta auvto.j ei=ce( tou/ Grumfou/ ta. u`po. gh/j kai.
avnwfelh/ ferome,nou) tw|/ de. deute,rw| kro,mmua evn tw|/ avgrw|/ e;speire\

tou,twn

de. ta. fulla mo,non u`perei/ce th/j gh/j( kai. au=qij ouvde.n wvfe,limon e;laben o`
Grumfo,j\

w[ste

evta,rassen)
evniauto,j, ou/, o`
fu,llon
fetch;
above,

di.j

avnwfelh,j, e,j
해 year,

이파리 leaf,

kro,mmuon
wvfe,limoj

evxapathqei.j

양파 onion,

IdIpA2 from

(PaPrM2n) from

spei,rw

to.n

ouvke,ti

Kili,on

evxapata,w

tara,ssw

fe,rw

뿌리다 sow,

이익이 됄 만한 profitable,

me,n pro/ton evniauto.n처럼

ouvde.

쓸모없는 (것) useless,

evta,rassej

ferome,nou

avpw,|leto(

ouvke,ti

속이다 cheat,

괴롭히다 trouble,

bear, carry, bring (to),

u`pere,cw

위만 개발한 project

더 이상 않았다 no more,

시간의 연장은 대격으로 표현한다 >(116겨).

to.n

ta. u`po. gh/j

= what was below ground에서는 영어의 관계대명사를 정관사로 표현했다 >(113뉴).

The Boy & the Dog (227a), CII
이제, 그들의 상품들을(fo) 외국으로(qu,) 운반하기를(avp) 바랄 때에는, 그것 위에는 그
들을 수출하고(evk) 싶어 하는(evn

vw/| e;c)

그 장소가(cw) 기록이 된, 글 쓰는 평판(de,)

하나를 그들 주변에 메도록 하는(pe) 법을 그 상인들은(evm)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
은 때로는(evn) 개들(ku), 토기들, 고양이들(aiv)을 수출 한다:
들을(de,) 같은 방법으로(o`m) 또한 이들 주위에 멘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평판

Now, the merchants have a

law, when wishing to carry away their goods abroad, to tie a tablet round them,
on which is written the place whither they are minded to export them. And
sometimes they export dogs and hares and cats: and they tie the tablets in like

toi/j me.n ou=n evmpo,roij no,moj evsti,n( ta. forti,a

manner round these also.

qu,raze avpokomi,zein boulome,noij( de,lton peridh/sai( evf v h-| ge,graptai to.
cwri,on oi-per evn vw/| e;cousin evkfe,rein) evni,ote de. ku,naj kai. lagw.j kai.
aivlou,rouj evkkomi,zousi\ kai. ta.j de,ltouj o`moi,wj kai. tou,toij peridou/si)
ai;louroj
ou, to,

aive,louroj, o`( h`

or

place,

de,ltoj, h`,

evkfe,rein( evkkomi,zw

minded,

evni,ote

same way,

상품 cargo,

ge,graptai

ku,wn, kuno,j,

외국으로 abroad,

에서는 현재 수동태로 옮겼다 >(120뉴).
여격

tou,toij가

운반하다 carry away,

개

(IdPeP3) from
dog,

ge,graptai

o`moi,wj

cwri,on,

e;mporoj, ou, o`

evn w
v /| e;cein

수출하다 export,

때로는 sometime,

qu,raze

avpokomi,zw

글 쓰는 평판 a writing-tablet,

merchant,

forti,on, ou , to,

a cat,

상인

하고 싶어 하는 be

gra,fw

쓰다 write,

같은 방법으로 in the

= is written에서는 과거를 영어

tou,toij peridou/si에서는

복합 동사 다음에

온 점도 기억해야 한다.

(227b), CII
그리고 우연히(e;t) 항구에서(evm) 걷고(ba) 있던 어떤 시민이 바닷가에서(pa.

th|/ qa)

한 마리의 개와 함께(kuno,j) 서서(e`s), 그리고 울면서(kl) 그리고 믿기 어려운 방법으
로 항의를 하고 있는(sc) 소년을(pa) 보았다(ei=). 그리고 왜 그가 그러한 일을 행했냐
고 그가 물었을 때에(evr), 그 소년은 많은 눈물로서(da) 말했다. 이 저주 받은(kata)
개가 그의 평판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지구에서 어디로 우리들이 운반되어지고
(ko) 있는지를 전혀(ouv

pa)

알 수가(oi=) 없다.’

And a certain citizen, who

happened to be walking in the port, saw a boy with a dog standing by the

seaside, and weeping and protesting in a marvelous manner. And when he
asked why he did (does) such things, the boy with many tears said, 'Why, this
accursed dog has eaten his tablet up; nor do I know at all where on earth we

poli,thj de, tij( oj] evn tw|/ evmporiw| badi,zwn

are being carried to.'

e;tucen( ei=de pai/da, tina meta. kuno,j( para. th|/ qala,ssh| e`sthko,ta( kai.
klai,onta kai. scetlia,zonta qaumasi,wj w[j) tou/ de. evronmenou di.a ti, toiau/ta
dra|/( o` pai/j meta. pollw/n dakru,wn( Ou-toj ga.r( e;fh( o` kata,ratoj ku,wn th.n
de,lton

katedh,doken(

evmpo,rion

항구 port,

by the seaside,

ti,

weep, cry;

e;tucen

IdAoA3 from

badi,zwn

주 받은 accursed,

de. evronmenou

to.

ga.r

para,pan
왜 Why,

PaPrAm1 from

badi,zw

cause to stand,

ouvde. para,pan

not at all,

gh/j

komizo,meqa)

pai/j, paido,j, o`

우연히..하다 happen,

i[sthmi

o[poi

para. th|/ qala,ssh|

항의하다 protesting,

tugca,nw

PaPeAm4 from

oi=da

왜 Why,

scetlia,zw

klai,w

e`sthko,ta

ouvde.

to walk,

ei=de

바닷가에서
or

komi,zw

IdAoA3from

h`

child,

carry off,

o`ra,w

see,

kata,ra¯toj, on, (katara,omai)

oi=da

IdPeA1 from

oi=da

know,

저

tou/

= And when he asked에서는 분사(evronmenou)의 시제가 의미상으로

결정될 때에는 when, while...등을 첨가해서 옮긴다 >(119고). 또한 분사 (evronmenou)
가 온 이유는 주절의 동사와 주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119구).

The Boeotians (228a), CIII
두 명의 보이오션들은(이스미노스 그리고 필론다스) 한 때 보트를 타고 에기안 바다를
(po,) 건너 여행을(evk)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이 어두워졌고(sk) 심한(ca) 태풍이
왔다. 그들은 적지 않은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스미노스는
그의 안전을 두려워해서 큰 소리로 그의 동료를 불렀다(bo). 필론다스야, 이제 당신은
참으로 신들에게 마음을 다해서(pr) 우리가 구원 받도록 반드시(dh,) 기도(eu;)해야 한
다.

Two Boeotians, Ismenos and Philondas, once were travelling in a boat

across the Aegaean Sea. And the night being dark, and a severe storm having
come on, they found themselves in great danger. And Ismenos, fearing for his
safety, called out in a loud voice to his companion and said, 'Philondas, now

indeed you must pray to the gods as heartily as possible, in order that we may

Boiwtoi. du,o( I; smhno,j te kai. Filw,ndaj( evn ploi,w| pote. dia.

be saved.'

tou/ Aivgai,ou po,ntou evkomi,zonto) skoteinh/j de. ou;shj th/j nu,kto.j kai.
ceimw/noj calepou/ evpigenome,nou( evj ki,ndunon ouv smikro.n kate,sthsan)
fobou,benoj de. o` I; smhnoj peri. th/j swthri,aj( mega,lh| th/| fwnh|/ boh,saj tw|/
e`tai,rw|( w= Filw,nda( e;fh( nuvn dh,pou dei/ w`j proqumo,tata eu;xasqai toi/j
qeoi/j( i[na swzw,meqa)
dh,pou
from

반드시 surely,

kaqi,sthmi

eu;xasqai

appoint, make;

행을 하다 travel by sea,

ou;shj

Aivgai/oj

(PaPrA2f) from

InAoM from

eu;comai

ki,ndunoj, ou, o`

po,ntoj, ou, o`

pray,

위험 danger,

어두운 dark,

불르다 call out,

kate,sthsan

바다 the (high) sea,

eivmi,( skoteino,j, h,, o,n

사로 동작의 결과를 표현한다 >(114겨).

boa,w

에기안 Aegean,

komi,zomai

(IdAoA3)
바다 여

pro,qumoj, on

eager,

mega,lh| th/| fwnh|는
/

i[na swzw,meqa는

형용

목적을 표현한다 >(120

려).

(228b), CIII
그러나 그는 20 년(evt) 동안 아무 신에게도 아무 기도를(euv) 기도하(euvx)지 않았기 때
문에 기도할(eu;c) 수 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스미노스가 진지하게 탄원했을
때, 비록(ka) 그는 아주(ou[) 익숙치 않(avh), 지만, 그는 시도하기(pe)로 약속했다. 그리
고 어떻게 그가 시작할지를(a;r) 알지(eiv) 못하고, 그가 아직도 황당한 상태에 있는 동
안, 이스미노스가 갑자기(evx) 말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중지하라(pa), 그리고 아무
신에게도 은혜를(4) 입지(o;f)마라. 내가 그 육지를 보고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
문이다.’

But he said he was not able to pray, as for twenty years he had

prayed no prayer to any god. But as Ismenos earnestly entreated, he promised
to try, even though he was so unaccustomed. And while he was still at a loss,
not knowing how he must begin, suddenly Ismenos said, 'But stop praying, and
do not owe thanks to any god: for I see the land and we are already saved.'

o` de. ou=c oi-o,j te e;fh ei=nai eu;cesqai( w`j ei;kosin evtw/n ouvdemi,an euvch.n
qew/| ouvdeni. euvxa,nenoj) tou/ de. vIsmh,nou sfo,dra liparou/ntoj( peira,sesqai

u`pe,sceto kai,per ou[twj avhq, hj dh. w;n) evn w- de. e;ti hvpo,rei( ouvk eivdw.j o[pwj
a;rxasqai dei/( evxai,fnhj o` ;Ismhnoj A
v lla. pau/sai( e;fh( euvco,menoj( mhde. ca,rin
o;feile qew|/ mhdeni,\ th/n gh/n ga.r o`rw/( kai. h;dh sesw,smeqa)
InAoM from

a;rcw

PaPeAm1 from

euvch,, h/j, h`

시작하다 begin,

oi=da

알다 know,

기도 prayer,

avh,qhj

익숙치 않은 unaccustomed,

eu;cesqai

evxai,fnhj

InPrM from

갑자기 suddenly,

불확실하다 be at a loss, uncertain,

ovfei,lei

pau/sai

peira,zw

ImAoM2 from

although,

pau,w

ei;kosin evtw/n은

이유 분사다 >(119녀).
를 비교해 보라.

kai,per)))w;n은

ouv는

stop,

a;rxasqai

eu;comai

hvpo,rei

IdPrA3 from

시도하다 try,

기도하다 pray,

IdIpA3 from

ovfei,lw

avpore,w

은혜를 입다 owe,

kai,per

속격으로 “동안”을 표현한다 >(115노).

eivdw.j

비록..이지만

w`j)))euvxa,nenoj는

qew/| ouvdeni. euvxa,nenoj와 mhde. ca,rin o;feile에서 ouv와 mh
성명을 부인하고

mh는

생각을 부인한다 >(124가, 124갸).

양보 분사다 >(119느).

The Boeotian Priest (229a), CIV
보이오션들의 그 신부들은, 그들이 그 신들에 대해서 바르게(ovr) 배울(ma,) 수 있도록
신의 경이함(qa)에 대해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di).

그리고 이전에 한 보이

오션의 신부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di). 그리고 그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물었다.

‘만일 내가 밤에 태양을 보았다(e`w)고 말한다면,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말하

겠는가?’ 어떤 사람이(ti) 그가 신의 경이함을 보았다(ei=)고 대답하기를(avp) 희망하면
서(evl),

The priests(i`e) of the Boeotians teach their children concerning the

divine marvels, in order that they may rightly learn about the gods. And once a
boeotian priest was explaining about this, and he asked the children, 'What now
would you say if I were to say I had seen the sun in the night?' hoping that
some one would answer, that he had seen (saw) a divine marvel.

oi` i`erei/j

tw/n Boiwtw/n tou.j pai/daj peri. tw/n qei,wn qauma,twn dida,skousi( i[na ta.
peri. tw/n qew/n ovrqw/j ma,qwsi) dihgei/to de, pote i`ereu,j tij Boiwto.j peri.
tou,tou( kai. tou.j pai/daj h;reto( Ti, dh. a'n le,goite( eiv to.n h[lion fai,hn

nukto.j e`wrake,nai* evlpi,zwn dh. avpokrinei/sqai, tina( o[ti qau/ma qei/on ei=de)
avpokri,nomai
tell, relate;

evlpi,zwn

dida,skw

answer,

e`wrake,nai

InPeA

PaPrAm1 from

르게 rightly,

e`wrake,nai는

qau/ma

evlpi,zw

가르친다 teach,

from

o`ra,w

보다 see,

희망하다 hope,

경이함 marvel,

dihgei/to
ei=de

manqa,nw

a'n le,goite는

IdIpM3 from
IdAoA3 from

배우다 learn,

dihge,omai
o`ra,w

see,

ovrqw/j

바

기원법 문장이다 >(120라).

인칭을 나타내지 않는다.

(229b), CIV
그러나 시골풍인(a;g) 그 첫 째(pr) 아이는 말했다. ‘나 자신만은(
(tw|/

o;n)

E
; g),

당신은 참으로

태양이 아닌 그러나 달을(se) 보았다고 반드시 말합니다.‘ 그리고 두 째는

(de) 말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은, 우리는 반드시 조금도(ouv) 잠을 자지(ka) 않았으며,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대답합니다(avp). 그러나 세 째는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의견이 다릅니다(di): 나는 당신을 전혀(pa) 믿어선(pe) 않되기 때문에.’
But the first child, being a rustic, said, 'I for my part should say that you saw
not the sun really but the moon.' And the second said, 'But for my part I should
reply that we ought not any longer to sleep, the sun having risen.' But the third
said, 'But I should differ from the rest: for I should not believe you at all.'

o`

de. prw/toj pai/j a;groikoj w;n( E
; gwge( e;fh( le,goimi a'n o[ti ouv to.n h[lion
ei=dej tw|/ o;nti avlla. th.n selh,nhn) o` de. deuvteroj( A
v ll v e;gwge( e;fh(
avpokrinoi,nhn a;n o[ti ouvke,ti dei/ kaqeu,dein tou/ h`li,ou avnatei,lantoj) o` de.
tri,toj A
v ll v evgw.( e;fh( tw/n e`terwn a'n diafe,roimi\ ouv ga.r a;n soi
peiqoi,mhn to. para,pan)
PaAoAm2from

avnate,llw

;Egwge

나 자신만은 I for my part,

떠오르다 cause to rise,

diafe,rw

g 의견이 다르다 differ,

peiqomai

믿다 believe,

selh,nh

kaqeu,dein

달 moon,

avpokri,nomai

InPrA from

avnatei,lantoj

대답하다 answer,

kaqeu,dw

잠자다 sleep,

The Kassiterioi (230a), CV
그 카씨테리오이들은 섬에서(nh) 살면서(oiv) 많은 이상한 풍습들을(e;q) 실천한다(avs).
그리고 언제나 5년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통치자들을(a;r) 뽑는(ai`) 그 날에
는, 서민(dh) 가운데서도 가장 나쁘고 가장 격렬한(bi) 사람들이 길거리들에서(o,d) 마
시고 흥청거리기(kw) 때문에, 소음과(qo,) 무질서(avt)가 버릇처럼 그 도시에 있다. 그
리고 그 도시에는 어떤 아주 영리하고(so) 재빠른 재치가(ag) 있는 어떤 아우레이데이
스(사람)가 있었다.

The Kassiterioi inhabit an island, and practise many strange

customs. And on that day on which they elect their governors, which always
takes place at intervals of five years, noise and disorder is wont to be in the
city, as the worst and most violent men of th populace revel in the streets. And
there was a certain Auleides in the city, very clever and quick-witted.

oi`

Kassite,rioi nh/so,n tina oivkou/si( kai. polla. kai. qauma,sia e;qh avskousi) kai.
evkei,nh| th/| h`me,ra| h-| tou.j a;rcontaj ai`rou/ntai( o[per avei. dia. e]x evtw/n
gi,gnetai( qo,ruboj kai. avtaxi,a ei;wqen evn th|/ po,lei ei=nai tw/n kaki,stwn kai.
biaiota,twn tou/ dh,mou evn tai/j o,doi/j kwmazo,ntwn) h=n de, tij Auvlei,dhj evn
th|/ po,lei( pa,nu sofo.j w'n kai. agci,nouj) avske,w
뽑다 elect,

ouj, to,
oivke,w
a, on

a;rcwn $ &ont&%

풍습 habit,
살다 live;

통치자 governor,

kwma,zw

qo,ruboj, ou, o`

격렬한 violent,

실천한다 practise,

ei;wqen

(IdPeA3) from

마시고 흥청거리다 revel,
소음 noise,

dh/moj, ou, o`

avtaxi,a,

서민 people,

nh/soj, ou, h`

ai`rou/mai

e;qw( e;qoj,
섬 island,

무질서 disorderliness,

o`do,j, ou/, h`

bi,aioj,

길거리 way, road,

(230b), CV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거리를 조용하게(h`s) 통과하면서 걷고 있었을(ba) 때에, 술 마시
고 떠드는 사람들 중(kw) 하나가 우연히(e;t) 진흙으로(ph) 마쳤다(pa). 그래서 그의
얼굴 전체가 더러워졌다(evm). 그래서 그는 자연히 성이 났다(avg). 그 사람이 닦아 와서
(pr) 스스로 용서를 빌었다(avp). ‘당신이었구먼, 그는 말했다. ’내가 마쳤습니다(evp ),
그러나 내가 목표를 겨냥한(st) 것은 통치자였습니다.‘ 그러자

아우레이데이스는 말

했다. ’당신은 당연히(;Wf) 나를 겨냥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통치자를 마쳤을 거요.‘
And this man, as he was walking quietly through the street, one of the
revellers happened to hit with mud, so that all his face was dirtied. And as he
was indignant, naturally, the man came up and began to excuse himself. 'For it
was you,' said he, 'I hit, but it was the governor I was aiming at.' And Auleides
said, 'You ought to have been aiming at me, and have hit the governor.'

tou/ton de. h`su,cwj dia. th/j o`dou/ badizonta tw/n kwmastw/n tij e;tuce phlw|/
pata,xaj( w[ste evmia,nqh pa/n to. pro,swpon) tou/ de. avganaktou/ntoj( w`j eivko,j(
proselqw.n avpelogei/to o` a;nqrwpoj\ Se me.n ga.r( e;fh( evpa,taxa( tou/ de.
a;rcontoj

evstocazo,mhn)

o`

de.

Auvlei,dhj(

stoca,zesqai( to.n de. a;rconta pata,xai)
avpelogei/to
badi,zw
evpa,taxa

IdIpM3 from

PaAoAm1 from
굴 face,

evmia,nqh

걷다 walk,
IdAoA1 from

하다 aim at,

pata,ssw

pata,ssw

proselqw.n

avpologe,omai

phlo,j, ou/, o`

prose,rcomai

다 You ought, happened to hit with mud =

;Wfelej dh,

miai,nw

h[sucoj

우연히 happen to be,

겼다. 'For it was you,' =

Se me.n ga.r는

= 'You ought to have로

e;fh(

evmou/

me.n

성을 내다 be indignant,

용서를 빌다 speak in one's own defense,

마치다 strike,

마치다 strike,

dh,(

avganakte,w

IdAoP3 from

PaAoAm1 from

tugca,nw

;Wfelej

dh,가

더러워졌다 stain, defile;

조용히 still, quiet;

진흙 clay,

come,

w;felej

pata,xaj

pro,swpon, ou,

stoca,zomai

얼

목표를 겨냥

당신은 당연히 했어야 합니

e;tuce(Ao) phlw|/ pata,xaj(PaAo)로

옮

단어의 위치상 강조형이다 >(121가).
생동력을 준다 >(123갸).

stoca,zesqai

(InPr),

(226a) 이 조건들로, 그러므로,

(226a)

evpi. tou,toij ou=n

(226a) 그 킬리오스는 계약했다.

(226a)

o` Kili,oj su,mbasin evpoih,sato

(226a) 그림포스하고

(226a)

pro.j to.n Grumfo,n\

(226a) 그리고 그는

(226a)

o` de.

(226a) 즉시로 살아졌다(hvf).

(226a)

euvqu.j hvfani,sqh\

(226a) 그리고 낮이 되었을 때에,

(226a)

h`me,raj de. genome,nhj(

(226a) 그 킬리오스는 깨어나서(evx)

(226a)

evxegerqei.j o` Kili,oj

(226a) 잠으로부터(u[p)

(226a)

evk tou/ u[pnou

(226a) 그의 침대로부터(kl) 일어나면서(avn)

(226a)

kai. avnasta.j evk th/j kli,nhj

(226a) 첫째로,

(226a)

pro/ton me.n

(226a) 큰 당혹(avp) 가운데 있었다.

(226a)

evn pollh|/ avpori,a| h=n(

(226a) 때문에,

(226a)

w`j

(226a) 그의 생산품의 절반(h[m)을

(226a)

to. h[miou tou/ karpou/

(226a) 그가 약속(u`p)했기

(226a)

u`posco,menoj

(226a) 그가 그림포스에게 주겠다(avp)고

(226a)

tw|/ Grumfw|/ avpodw,sein)

(226a) 그러나 마침내

(226a)

teloj de.

(226a) 이것을 궁리해냈다.

(226a)

toio,nde evmhcanh,sato

(226a) 그는 그 영을 속이기(evx) 위해서

(226a)

w[ste evxapata/n to. daimo,nion)

(226b) 첫 해 동안에

(226b)

to.n me,n pro/ton evniauto.n

(226b) 그는 콩을 뿌렸다(e;s).

(226b)

si/ton e;speire)

(226b) 그래서

(226b)

kai. ou[tw

(226b) 모든 열매들을

(226b)

to.n karpo.n pa,nta

(226b) 땅 위의

(226b)

u`pe.r gh/j o;nta

(226b) 그가 자신의 것으로 가졌다.

(226b)

auvto.j ei=ce(

(226b) 그림포스는

(226b)

tou/ Grumfou/

(226b) 땅 아래 것,

(226b)

ta. u`po. gh/j

(226b) 쓸모없는 것을 얻었다.

(226b)

kai. avnwfelh/ ferome,nou)

(226b) 그러나 두 번째 해에,

(226b)

tw|/ de. deute,rw|

(226b) 양파들(kr)을

(226b)

kro,mmua

(226b) 그는 들판에 뿌렸다.

(226b)

evn tw|/ avgrw|/ e;speire\

(226b) 그런데 이들 중에선

(226b)

tou,twn de.

(226b) 이파리(fu)들만

(226b)

ta. fulla mo,non

(226b)

u`perei/ce th/j gh/j(

(226b) 그래서 다시

(226b)

kai. au=qij

(226b) 이익이 됄 만한(wvf) 것은 아무것도

(226b)

ouvde.n wvfe,limon

(226b) 그림포스는 얻지 못했다.

(226b)

e;laben o` Grumfo,j\

(226b) 따라서

(226b)

w[ste

(226b)

땅 위에서 개발이(u`p) 되었다.

(226b) 두 번이나 속임을(evx) 당했기 때문에

(226b)

di.j evxapathqei.j

(226b) 그는 떠났다

(226b)

avpw,l| eto(

(226b) 그리고 킬리오스를

(226b)

ouvde. to.n Kili,on

(226b)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226b)

ouvke,ti evta,rassen)

(227a) 이제, 그 상인들은

(227a)

toi/j me.n ou=n evmpo,roij

(227a) 법을 가지고 있다

(227a)

no,moj evsti,n(

(227a) 그들의 상품들을(fo) 외국으로(qu,) (227a)

ta. forti,a qu,raze

(227a) 운반하기를(avp) 바랄 때에는,

(227a)

avpokomi,zein boulome,noij(

(227a) 글 쓰는 평판(de,) 하나를

(227a)

de,lton

(227a) 그들 주변에 메도록 하는

(227a)

peridh/sai(

(227a) 그것 위에는

(227a)

evf v h-|

(227a) 목적지인 그 장소가(cw) 기록이 된, (227a)
(227a) 싶어 하는(evn

w
v /| e;c)

ge,graptai to. cwri,on

(227a)

oi-per evn vw/| e;cousin

(227a) 그들을 수출하고(evk)

(227a)

evkfe,rein)

(227a) 그런데 그들은 때로는(evn)

(227a)

evni,ote de.

whither

(227a) 개들(ku), 토기들,

(227a)

ku,naj kai. lagw.j

(227a) 고양이들(aiv)을 수출한다

(227a)

kai. aivlou,rouj evkkomi,zousi\

(227a) 그리고 그 평판들을(de,)

(227a)

kai. ta.j de,ltouj

(227a) 같은 방법으로(o`m)

(227a)

o`moi,wj

(227a) 그들은 또한 이들 주위에 멘다.

(227a)

kai. tou,toij peridou/si)

(227b) 그리고 어떤 시민이

(227b)

poli,thj de, tij(

(227b) 항구에서(evm) who

(227b)

oj] evn tw|/ evmporiw|

(227b) 우연히(e;t) 걷고(ba) 있던

(227b)

badi,zwn e;tucen(

(227b) 소년을(pa) 보았다(ei=).

(227b)

ei=de pai/da, tina

(227b) 한 마리의 개와 함께(kuno,j)

(227b)

meta. kuno,j(

(227b) 바닷가에서(pa.

(227b)

para. th|/ qala,ssh|

(227b) 서서(e`s),

(227b)

e`sthko,ta(

(227b) 그리고 울면서(kl)

(227b)

kai. klai,onta

(227b) 그리고 항의를 하고 있는(sc)

(227b)

kai. scetlia,zonta

(227b)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227b)

qaumasi,wj w[j)

(227b)

tou/ de. evronmenou

(227b) 왜 그가 그러한 일을 행하느냐고

(227b)

di.a ti, toiau/ta dra|/(

(227b) 그 소년은 많은 눈물로서(da)

(227b)

o` pai/j meta. pollw/n dakru,wn(

(227b) 이, 때문에

(227b)

Ou-toj ga.r(

(227b) 말했다.

(227b)

e;fh(

(227b) 저주 받은(kata) 개가

(227b)

o` kata,ratoj ku,wn

(227b) 그의 평판을 먹어버렸다

(227b)

th.n de,lton katedh,doken(

(227b) 나는 전혀(ouv

(227b)

ouvde. oi=da to. para,pan

(227b)

o[poi gh/j

(227b) 그리고

th|/ qa)

그가 물었을 때에(evr),

pa)

알 수가(oi=) 없다

(227b) 지구에서 어디로 where

(227b) 우리들이 운반되어지고(ko) 있는지를 (227b)

komizo,meqa)

Boiwtoi. du,o(

(228a) 두 명의 보이오션들은

(228a)

(228a) 이스미노스 그리고 필론다스

(228a)

(228a) 한 때 보트를 타고

(228a)

evn ploi,w| pote.

(228a) 에기안 바다를 건너(po,)

(228a)

dia. tou/ Aivgai,ou po,ntou

(228a) 여행을(evk) 하고 있었다.

(228a)

evkomi,zonto)

(228a) 그리고 그 밤이 어두워졌고(sk)

(228a)

skoteinh/j de. ou;shj th/j nu,kto.j

(228a) 그리고 심한(ca) 태풍이

(228a)

kai. ceimw/noj calepou/

(228a) 왔다.

(228a)

evpigenome,nou(

(228a) 적지 않은 위험 가운데 있는

(228a)

evj ki,ndunon ouv smikro.n

(228a) 그들은 자신들을 발견했다.

(228a)

kate,sthsan)

(228a) 그래서 이스미노스는 두려워해서

(228a)

fobou,benoj de. o` I; smhnoj

(228a) 그의 안전을

(228a)

peri. th/j swthri,aj(

(228a) 큰 소리로

(228a)

mega,lh| th/| fwnh|/

(228a) 그의 동료를 불렀다(bo).

(228a)

boh,saj tw|/ e`tai,rw|(

(228a) 필론다스야,

(228a)

w= Filw,nda(

(228a) 말했다

(228a)

e;fh(

(228a) 이제 반드시(dh,) 참으로

(228a)

nuvn dh,pou dei/

(228a) 마음을 다해서(pr)

(228a)

w`j proqumo,tata

(228a) 당신은 기도(eu;)해야 한다.

(228a)

eu;xasqai

(228a) 신들에게

(228a)

toi/j qeoi/j(

(228a) 우리가 구원 받도록

(228a)

i[na swzw,meqa)

(228b) 그러나 그는

(228b)

o` de.

(228b) 수 가 없다고

(228b)

ou=c oi-o,j te

I; smhno,j te kai. Filw,ndaj(

(228b) 그는 말했다.

(228b)

e;fh

(228b) 기도할(eu;c)

(228b)

ei=nai eu;cesqai(

(228b) 20 년(evt) 동안, 때문에

(228b)

w`j ei;kosin evtw/n

(228b) 아무 기도를(euv)

(228b)

ouvdemi,an euvch.n

(228b) 아무 신에게도..않았기

(228b)

qew/| ouvdeni.

(228b) ..기도하(euvx)지

(228b)

euvxa,nenoj)

(228b) 그러나 이스미노스가

(228b)

tou/ de. Iv smh,nou

(228b) 진지하게 탄원했을 때,

(228b)

sfo,dra liparou/ntoj(

(228b) 그는 시도하기(pe)로 약속했다.

(228b)

peira,sesqai u`pe,sceto

(228b) 비록(ka) 그는 아주 익숙치 않지만(avh),

(228b)

kai,per ou[twj avh,qhj dh. w;n)

(228b) 그가 아직도 황당한 상태에 있는 동안, (228b)
(228b) 알지(eiv) 못하고,

(228b)

(228b)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드시 시작할지를(a;r)(228b)

evn w- de. e;ti hvpo,rei(

ouvk eivdw.j
o[pwj a;rxasqai dei/(

(228b) 이스미노스가 갑자기(evx)

(228b)

evxai,fnhj o` I; smhnoj

(228b) 그러나 중지하라(pa),

(228b)

(228b) 말했다.

(228b)

e;fh(

(228b) 기도하기를

(228b)

euvco,menoj(

(228b) 그리고 은혜를 입지(o;f)마라.

(228b)

mhde. ca,rin o;feile

(228b) 아무 신에게도

(228b)

qew|/ mhdeni,\

(228b) 내가 그 육지를 보고

(228b)

th/n gh/n ga.r o`rw/(

vAlla. pau/sai(

(228b)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이다.(228b)

kai. h;dh sesw,smeqa)

(229a) 보이오션들의 그 신부들은,

(229a)

oi` i`erei/j tw/n Boiwtw/n

(229a)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229a)

tou.j pai/daj

(229a) 그 신들의

(229a)

peri. tw/n qei,wn

(229a) 경이함(qa)에 대해서 가르친다(di).

(229a)

qauma,twn dida,skousi(

(229a) ...수 있도록

(229a)

i[na ta.

(229a) 그 신들에 대해서

(229a)

peri. tw/n qew/n

(229a) 그들이 바르게(ovr) 배울(ma,)...

(229a)

ovrqw/j ma,qwsi)

(229a) 그런데 한 때는 설명하면서(di)

(229a)

dihgei/to de, pote

(229a) 한 보이오션의 신부가

(229a)

i`ereu,j tij Boiwto.j

(229a) 이 점에 대해서

(229a)

peri. tou,tou(

(229a) 그 어린아이들에게 물었다.

(229a)

kai. tou.j pai/daj h;reto(

(229a)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라고 (229a)

Ti, dh. a'n le,goite(

(229a) 만일 태양을

(229a)

eiv to.n h[lion

(229a) 말한다면,

(229a)

fai,hn

(229a) 내가 밤에 보았다(e`w)고

(229a)

nukto.j e`wrake,nai*

(229a) 그리고...희망하면서(evl),

(229a)

evlpi,zwn dh.

(229a) 그는 어떤 사람이(ti) 대답하기를(avp) (229a)

avpokrinei/sqai, tina(

(229a) 그가 신의 경이함을 보았다(ei=)고

(229a)

o[ti qau/ma qei/on ei=de)

(229b) 그러나 그 첫 째(pr) 아이는

(229b)

o` de. prw/toj pai/j

(229b) 시골풍인(a;g)

(229b)

a;groikoj w;n(

(229b) 나 자신만은(

;Eg),

(229b)

;Egwge(

(229b) 말했다

(229b)

e;fh(

(229b) 반드시 말합니다.

(229b)

le,goimi a'n

(229b) 태양이 아닌 that

(229b)

o[ti ouv to.n h[lion

(229b) 당신은

(229b)

ei=dej tw|/ o;nti

(229b) 그러나 달을(se)

(229b)

avlla. th.n selh,nhn)

(229b) 그리고 두 째는(de)

(229b)

o` de. deuvteroj(

보았다고, 참으로

vAll v e;gwge(

(229b) 그러나 나 자신만은

(229b)

(229b) 말했다

(229b)

e;fh(

(229b) 대답합니다(avp).

(229b)

avpokrinoi,nhn

(229b) 조금도 ..않았으며, 것을 that

(229b)

a;n o[ti ouvke,ti

(229b) 우리는 ..반드시 잠을 자지(ka)

(229b)

dei/ kaqeu,dein

(229b) 태양이 떠올랐다는

(229b)

tou/ h`li,ou avnatei,lantoj)

(229b) 그러나 세 째는

(229b)

o` de. tri,toj

(229b) 그러나 나는

(229b)

A
v ll v evgw.(

(229b) 말했다.

(229b)

e;fh(

(229b) 다른 사람들과는

(229b)

tw/n e`terwn

(229b) 의견이 다릅니다(di)

(229b)

a'n diafe,roimi\

(229b) 않되기 때문에.

(229b)

ouv ga.r a;n

(229b) 나는 당신을 믿어선(pe)

(229b)

soi peiqoi,mhn

(229b) 전혀(pa)

(229b)

to. para,pan)

(230a) 그 카씨테리오이들은

(230a)

oi` Kassite,rioi

(230a) 한 섬에서(nh) 살면서(oiv)

(230a)

nh/so,n tina oivkou/si(

(230a) 많은 이상한

(230a)

kai. polla. kai. qauma,sia

(230a) 풍습들을(e;q) 실천한다(avs).

(230a)

e;qh avskousi)

(230a) 그리고 그 날에는,

(230a)

kai. evkei,nh| th/| h`me,ra|

(230a) 그들의 통치자들을(a;r) on which

(230a)

h-| tou.j a;rcontaj

(230a) 뽑는(ai`)

(230a)

ai`rou/ntai(

(230a) 언제나 5년 간의 사이에서 which

(230a)

o[per avei. dia. e]x evtw/n

(230a) 발생하는,

(230a)

gi,gnetai(

(230a) 소음과(qo,) 무질서(avt)가

(230a)

qo,ruboj kai. avtaxi,a

(230a) 버릇처럼 그 도시에 있다.

(230a)

ei;wqen evn th|/ po,lei ei=nai

(230a) 가장 나쁘고

(230a)

tw/n kaki,stwn

(230a) 가장 격렬한(bi) 사람들이

(230a)

kai. biaiota,twn

(230a) 서민(dh) 가운데서도

(230a)

tou/ dh,mou

(230a) 길거리들에서(o,d)

(230a)

evn tai/j o,doi/j

(230a) 마시고 흥청거리기(kw) 때문에,

(230a)

kwmazo,ntwn)

(230a) 그리고 어떤 아우레이데이스(사람)가 있었다.

(230a)

h=n de, tij Auvlei,dhj

(230a) 그 도시에는

(230a)

evn th|/ po,lei(

(230a) 어떤 아주 영리하고(so)

(230a)

pa,nu sofo.j w'n

(230a) 재빠른 재치가(ag) 있는

(230a)

kai. agci,nouj)

(230b) 그리고 이 사람은

(230b)

tou/ton de.

(230b) 조용하게(h`s)

(230b)

h`su,cwj

(230b) 그 거리를 통과하면서

(230b)

dia. th/j o`dou/

(230b) 걷고 있었을(ba) 때에,

(230b)

badizonta

(230b) 술마시고 떠드는 사람들 중

(230b)

tw/n kwmastw/n

(230b) 하나가 우연히(e;t)

(230b)

tij e;tuce

(230b) 진흙으로(ph) 마쳤다(pa).

(230b)

phlw|/ pata,xaj(

(230b) 그래서 더러워졌다(evm).

(230b)

w[ste evmia,nqh

(230b) 그의 얼굴 전체가

(230b)

pa/n to. pro,swpon)

(230b) 그래서 그는 성이 났다(avg).

(230b)

tou/ de. avganaktou/ntoj(

(230b) 자연히

(230b)

w`j eivko,j(

(230b) 닦아 와서(pr)

(230b)

proselqw.n

(230b) 그 사람이 스스로 용서를 빌었다(avp)

(230b)

avpelogei/to o` a;nqrwpoj\

(230b) 당신이었군요

(230b)

Se me.n ga.r(

(230b) 그는 말했다.

(230b)

e;fh(

(230b) 내가 마쳤습니다(evp),

(230b)

evpa,taxa(

(230b) 그러나 통치자였습니다.

(230b)

tou/ de. a;rcontoj

(230b) 내가 목표를 겨냥한(st) 것은

(230b)

evstocazo,mhn)

(230b) 그러자

(230b)

o` de. Auvlei,dhj(

아우레이데이스는

(230b) 당신은 당연히(W
; f)

(230b)

;Wfelej dh,(

(230b) 말했다

(230b)

e;fh(

(230b) 나를 겨냥했어야 합니다.

(230b)

evmou/ me.n stoca,zesqai(

(230b) 그러면 통치자를 마쳤을 거요

(230b)

to.n de. a;rconta pata,xai)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226부터 230까지 읽어보라
Grymphos (226), CI
evpi. tou,toij ou=n o` Kili,oj su,mbasin evpoih,sato pro.j to.n Grumfo,n\ o` de.

euvqu.j hvfani,sqh\ h`me,raj de. genome,nhj( evxegerqei.j o` Kili,oj evk tou/ u[pnou
kai. avnasta.j evk th/j kli,nhj pro/ton me.n evn pollh|/ avpori,a| h=n( w`j to. h[miou
tou/

karpou/

u`posco,menoj

tw|/

Grumfw|/

avpodw,sein)

teloj

de.

toio,nde

evmhcanh,sato w[ste evxapata/n to. daimo,nion) to.n me,n pro/ton evniauto.n si/ton
e;speire) kai. ou[tw to.n karpo.n pa,nta u`pe.r gh/j o;nta auvto.j ei=ce( tou/
Grumfou/ ta. u`po. gh/j kai. avnwfelh/ ferome,nou) tw|/ de. deute,rw| kro,mmua evn
tw|/ avgrw|/ e;speire\

tou,twn de. ta. fulla mo,non u`perei/ce th/j gh/j( kai. au=qij

ouvde.n wvfe,limon e;laben o` Grumfo,j\ w[ste di.j evxapathqei.j avpw,|leto( ouvde. to.n
Kili,on ouvke,ti evta,rassen)
The Boy & the Dog (227), CII
toi/j me.n ou=n evmpo,roij no,moj evsti,n( ta. forti,a qu,raze avpokomi,zein

boulome,noij( de,lton peridh/sai( evf v h-| ge,graptai to. cwri,on oi-per evn w
v /|

e;cousin evkfe,rein) evni,ote de. ku,naj kai. lagw.j kai. aivlou,rouj evkkomi,zousi\
kai. ta.j de,ltouj o`moi,wj kai. tou,toij peridou/si) poli,thj de, tij( oj] evn tw|/
evmporiw| badi,zwn e;tucen( ei=de pai/da, tina meta. kuno,j( para. th|/ qala,ssh|
e`sthko,ta( kai. klai,onta kai. scetlia,zonta qaumasi,wj w[j) tou/ de. evronmenou
di.a ti, toiau/ta dra|/( o` pai/j meta. pollw/n dakru,wn( Ou-toj ga.r( e;fh( o`
kata,ratoj ku,wn th.n de,lton katedh,doken( ouvde. oi=da to. para,pan o[poi gh/j
komizo,meqa)
The Boeotians (228), CIII

Boiwtoi. du,o( I; smhno,j te kai. Filw,ndaj( evn ploi,w| pote. dia. tou/ Aivgai,ou
po,ntou evkomi,zonto) skoteinh/j de. ou;shj th/j nu,kto.j kai. ceimw/noj calepou/
evpigenome,nou( evj ki,ndunon ouv smikro.n kate,sthsan) fobou,benoj de. o` ;Ismhnoj
peri. th/j swthri,aj( mega,lh| th/| fwnh|/ boh,saj tw|/ e`tai,rw|( w= Filw,nda( e;fh(
nuvn dh,pou dei/ w`j proqumo,tata eu;xasqai toi/j qeoi/j( i[na swzw,meqa)

o` de.

ou=c oi-o,j te e;fh ei=nai eu;cesqai( w`j ei;kosin evtw/n ouvdemi,an euvch.n qew/|
ouvdeni.

euvxa,nenoj)

tou/

de.

vIsmh,nou

sfo,dra

liparou/ntoj(

peira,sesqai

u`pe,sceto kai,per ou[twj avhq, hj dh. w;n) evn w- de. e;ti hvpo,rei( ouvk eivdw.j o[pwj
a;rxasqai dei/( evxai,fnhj o` ;Ismhnoj A
v lla. pau/sai( e;fh( euvco,menoj( mhde. ca,rin
o;feile qew|/ mhdeni,\ th/n gh/n ga.r o`rw/( kai. h;dh sesw,smeqa)
The Boeotian Priest (229), CIV
oi` i`erei/j tw/n Boiwtw/n tou.j pai/daj peri. tw/n qei,wn qauma,twn dida,skousi(

i[na ta. peri. tw/n qew/n ovrqw/j ma,qwsi) dihgei/to de, pote i`ereu,j tij Boiwto.j
peri. tou,tou( kai. tou.j pai/daj h;reto( Ti, dh. a'n le,goite( eiv to.n h[lion fai,hn
nukto.j e`wrake,nai* evlpi,zwn dh. avpokrinei/sqai, tina( o[ti qau/ma qei/on ei=de) o`
de. prw/toj pai/j a;groikoj w;n( E
; gwge( e;fh( le,goimi a'n o[ti ouv to.n h[lion

ei=dej tw|/ o;nti avlla. th.n selh,nhn) o` de. deuvteroj( A
v ll v e;gwge( e;fh(
avpokrinoi,nhn a;n o[ti ouvke,ti dei/ kaqeu,dein tou/ h`li,ou avnatei,lantoj) o` de.
tri,toj A
v ll v evgw.( e;fh( tw/n e`terwn a'n diafe,roimi\ ouv ga.r a;n soi
peiqoi,mhn to. para,pan)
The Kassiterioi (230), CV
oi` Kassite,rioi nh/so,n tina oivkou/si( kai. polla. kai. qauma,sia e;qh avskousi)

kai. evkei,nh| th/| h`me,ra| h-| tou.j a;rcontaj ai`rou/ntai( o[per avei. dia. e]x evtw/n
gi,gnetai( qo,ruboj kai. avtaxi,a ei;wqen evn th|/ po,lei ei=nai tw/n kaki,stwn kai.
biaiota,twn tou/ dh,mou evn tai/j o,doi/j kwmazo,ntwn) h=n de, tij Auvlei,dhj evn
th|/ po,lei( pa,nu sofo.j w'n kai. agci,nouj) tou/ton de. h`su,cwj dia. th/j o`dou/
badizonta tw/n kwmastw/n tij e;tuce phlw|/ pata,xaj( w[ste evmia,nqh pa/n to.
pro,swpon) tou/ de. avganaktou/ntoj( w`j eivko,j( proselqw.n avpelogei/to o`
a;nqrwpoj\ Se me.n ga.r( e;fh( evpa,taxa( tou/ de. a;rcontoj evstocazo,mhn) o` de.
Auvlei,dhj( ;Wfelej dh,( e;fh( evmou/ me.n stoca,zesqai( to.n de. a;rconta pata,x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