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 de. Boiwtoi. sullo,gouj poiou/ntai
Almsgiving (231a), CVI
그 보이오션들은 그들의 신전들에서 달에 한 번씩(a[p) 회합들을(su) 소집한다(po). 모
금할 때에(su) 그들은 자루(qu) 속에 그 신을 위해서 돈을(avr) 기증한다(eiv). 그런데
신전의 성직자이고, 저들 참석자들에게(pa) 그 자루를 반드시(e;d) 주위로 들고 다녀
(per)야 했던 어떤 지또스가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pa,) 기증했을(ei,) 때에, 그리고 비
법들이 완료되었을(te) 때에, 다른 사람들은 떠났다(avp): 그러나 마치 무엇인가 말하려
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peri) 한 사람을 지또스는 보았다. The Boeotians call
meetings in (into) their temples once a month: and when collected they
contribute money for the god into a bag. And there was a certain Zethos, who
was a minister of the temple, who had to carry round the bag to those present.
And when all had contributed, and the mysteries were completed, the others
went away: but Zethos saw one man waiting about, as though having something

oi` de. Boiwtoi. sullo,gouj poiou/ntai evj ta. i`era. a[pax tou/ mhno,j\

to say.

sullege,ntej de. avrgu,rion eivsfe,rousi tw|/ qew/| evj qu,lako,n tina) h=n de, tij
Zh/qoj( u`phre,thj w;n tou/ i`erou/( o]n e;dei to.n qu,lakon toi/j parou/si
perife,rein( pa,ntwn de. ei,senegko,ntwn kai. tw/n musthri,wn tetelesme,nwn( oi`
me.n a;lloi avph/lqon\ ei=de de. e[na tina. o` Zh/qoj perime,nonta( w`j e;conta dh,
ti eivpei/n)
away,

a[pax

avrgu,rion, ou, to,

eivsfe,rw

한 번 once,

i`ero,n

tetelesme,nwn

들고 다니다 carry round,
집하다 call,

qu,lakoj

신전 temple,

perife,rein

InPrAfrom

PaPePm2 from

tele,w

참석자 presence,

다 carry about,

IdAoA3 from

돈 silver, always of money;

기증하다 contribute,

parousi,a, aj,

avph/lqon

perime,nw

자루 a bag,

avpe,rcomai
e;dei

반드시 had to,

musthri,a
perife,rw

complete,

비법 mystery,
주위로 들고 다니

perife,rw

에 대해서 기다리다 wait about,

su,llogoj

회합 meeting,

떠나다 go

주위로

poiou/ntai

sulle,gw

소

모금하다

collect,
helper;

tele,w

완료하다 complete,

a[pax tou/ mhno,j는

u`phre,thj, ou, o`

성직자 minister, servant,

oi` me.n

속격으로 어느 기간 안의 시간을 표현>(115녀).

a;lloi avph/lqon\ ei=de de. e[na에서는 me.n)))de.로

반의절을 표현한다 >(123거).

(231b), CVI
따라서, 그는 그 문제가 무엇(ti,)인지를 그에게 물었다(hvr).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avp). ‘이제 들어보세요. 최근에 그 자루가(qu) 돌려질(fe) 때에, 페니하나를(ovb) 줄 생
각이었는데, 그러나 내 자신이(evm)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e;l), 내가 페니 6개를(dr) 주
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심코(avk) 행하고 난 후에, 나는 페니(ovb) 5개를(pe,) 나에게
돌려 달라(avp)고 당신에게 요청합니다(avx).’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자, ‘그
만 두세요!(Am) 그 신이 나에게 페니 6개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
가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다, ‘천만에요(
시기(eiv)

때문에,

오직

그

페니에

[Hk),

대해서만

그 신은, 당신의 의도를(di) 아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Accordingly he asked him what the matter was (is): and he answered, 'Listen
now: lately, when the bag was being carried round, I had a mind to give a
penny: but, without knowing it, I gave a sixpence. And, having done this
unintentionally, I request you to give me back the fivepence.' But the other
being unwilling, 'Never mind,' said the man, 'for the god will give me thanks for
the sixpence.' But he said, 'By no means: for the god, knowing your intention,
will only give you thanks for the penny.'

e[ste hvrw,ta au,to.n ti, pa,scei* o` de. avpekri,neto ;Akoue dh,\ a;rti ga.r
ferome,nou tou/ qula,kou evn nw|/ ei=con ovbolo.n dou/nai\ e;laqon de. evmauto.n
dracmh.n dou,j\ avkousi,wj de. dra,saj avxiw/ se. tou.j pe,nte ovbolou,j moi
avpodou/nai\ tou/ de. ouvk evqe,lontoj( vAme,lei( e;fh o` a;nqrwpoj\ o` ga.r qeo.j
ca,rin moi e[xei th/j dracmh/j) o` de.

[Hkista( e;fh\ o` ga.r qeo.j th.n sh.n

dia,noian eivdw.j tou/ ovbolou/ monon a'n ca,rin e;coi)
avkousi,wj

무심코

involuntarily,

unintentionally,

avpokri,nomai

answer,

dia,noia
give,

avxiw/

avme,lei
know,

의도 intention,
IdPrA1 from

ImPrA2 from

e;laqon

dia,noia, aj, h`

avxio,w

avmele,w

IdAoA3 from

ask,

+g

의도 mind,

avpodou/nai

dou.j

InAoA from

lanqa,nw

사 m4 from

evmautou/

내 자신 myself,

IdIpA3 from

evrwta,w

묻다 ask,

avpodi,dwmi

eivdw.j

그만 두세요 Disregard,

pa,scei

PaPrPn2 from

IdPrA3 from

고 있다 have an experience, without knowing it =

pa,scw

pay back,

PaPeAm1 from

알지 못하다 escape notice,

ferome,nou

di,dwmi

PaAoAm1 from

evmauto.n

fe,rw

oi=da

재귀대명

carry,

hvrw,ta

경험에서 얻은 내용을 갖

e;laqon으로

옮긴 점도 기억해야

한다.

Prios: a Tale (232a), CVII
이름이(ovn) 프리오스인 어떤 상인이 있었다. 다른 점들에서는 우수한(sp) 사람이고 성
품이(fu,) 따뜻한 마음이고(fi), 그러나 그가 그의 이웃들에(ge) 관한 것들을 알려고
(eiv)하는 욕망이(evp) 굉장하다는 이점에서는 때때로(evn) 성가신(lu) 것이다. 그래서 그
는 참견하는 자라고 불리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evk). 그리고 한 때는 그의 꾸러미를
갖고 에리뜨라이로 여행을 할 때에, 그 열이(ka) 심해서(ca), 그는 쉬면서(avn) 그의 저
녁식사를(de) 조용히 먹기 위해 산(o;r)에서 길가 큰 나무(de,) 아래에 앉았다(evk).
There was a certain dealer, by name Prios, in other respects an excellent man,
and by nature kind-hearted, but in this sometimes tiresome, that he was
wonderfully desirous of knowing things concerning his neighbours: so that he
was in danger of being called a busybody. And once when travelling with his
pack to Erythrai, the heat being severe, he sat down on the mountain by the
road-side under a large tree, so as to rest and take his dinner in quiet.

ka,phloj h=n tij ovno,mati Pri,oj( ta. me.n a;lla spoudai/oj w]n avnh.r kai.
fila,nqrwpoj th|/ fu,sei( tou,tw| de. evni,ote luphro.j w'n( o[ti ta. peri. tw/n
geito,nwn

qaumasi,wj

evpequ,mei

eivde,nai\

w[ste

polupra,gmwn

evkindu,neue

kalei/sqai) poreuo,menoj de, pote meta. tou/ forti,ou pro.j E
v ruqra,j( kai.
calepou/ o;ntoj tou/ kau,matoj( evn tw|/ o;rei evka,qhto para. th|/ o`dw|/ u`po, de,ndrw
tini. mega,lw| w[ste avnapau,esqai kai. evn h`suci,a| dei/pnon labei/n)

evka,qhto

IdIpM3

ka,qhmai

앉다 sit,

eivde,nai

InPeAfrom

from

사 dinner,

evpequ,mei

IdIpA3 from

kind-hearted,

o`

and

h`

forti,on

h`suci,a

조용히 quietness,

o[ti절

dangerous,

kau/ma, atoj, to,

열 heat,

성가시다 tiresome,

참견하는 자 busybody,

spoudai/oj, a, on

따뜻한 마음

gei,twn, onoj,

성품 nature,

avnapau,w

조용히 quiet,

저녁식

때때로 sometimes,

fila,nqrwpoj

fu,sij, ewj, h`

lu¯phro,j

dei/pnon, ou, to,

evni,ote

알다 know,

욕망한다 desire,

꾸러미 pack,

태에 있다 be in danger,

polupra,gmwn

oi=da

evpiqume,w

이웃 neighbor,

h`suci,a, aj, h`

calepo,j, h,, o,n

쉬다 cause to rest,

kinduneu,w
o;roj

위험한 상

산 mountain,

우수한 earnest,

tou,tw|가

이하를 뜻한다.

(232b), CVII
그리고 잠시, 마치 에리따라이로부터 어떤 떼쌀리안 사람이 지나가는(pa) 것을 보면
서, 프리오스는 소리 지르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ka) 것이 일어났는지(po,) 라고
그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창백해지면서(wvc) 그리고 놀라워 보이면서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오늘, 정오 쯤, 메가리안하고 포키안이 테베스에서 앰피로니다스를 죽였다.’
And meanwhile, seeing a Thessalian passing by, as though from Erythrai,
Prios, shouting out, asked him whether anything new had happened (happened)
there. But he, growing pale [and] appearing to be alarmed, answered as
follows: 'To-day, about noon, a Megarian and a Phokian murdered Amphionidas
in Thebes.'

evn de. tou,tw| pario,nta ivdw.n Qessalo.n tina a;nqrwpon w`j avp v

vEruqrw/n( boh,saj o` Pri,oj h;reto po,tero,n ti kaino.n evge,nto evkei/\ o` de,
wvcro.j geno,menoj kai. dedie,nai dokw/n avpekri,neto toia,de\ sh,meron peri.
meshmbri,an

avpe,kteinan

A
v mfioni,dan)

dokw/n

Phokian,

kaino,j, h,, o,n

evn

Qh,baij

(PaPrANm) from
새로운 new,

가다 be present, have come;

Qh,bai

Megareu,j
doke,w

Megareu,j

tij

kai.

보이다 seem.

Fwkeu.j
Fwkeu,j

메가리안 Megarian,

테베스 Thebes,

wvcro,j

pale,

to.n
포키안

pa,reimi

지나

Prios: a Tale (233a), CVIII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서 그는 구보로(dr) 가능한 한 빠르게 떠났다. 그리고 프리오스
는, 어떻게 떼살리안이, 그러면(a;r), 테베스에서 정오(me)쯤에 일어난 바를 아주 빠르
여하간에(me,) 아무

게 들었던(avk) 것을, 그가 배운(evp)것으로, 아주 놀라워하면서도,

데서고(pa) 예기할 아주 큰 사건을 갖게 된 것으로 즐거워했다(h]s). 그리고 에리뜨라
도착하면서, 그리고 저(evk) 친구집에서(pa

이에

fi)

그 밤을 보내려고(di) 하면서 그

는 그 집으로 갔다(h=l). 그리고 테베스에서 같은 날에(auv)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말했
다(h;g).

And saying this he went off as quick as possible at a run. And Prios,

being much surprised at what he had learnt, (as to) how the Thessalian had
heard

(has

heard)

so

quickly

what

happened

in

Thebes

about

midday,

nevertheless was pleased at having so great an event to tell everywhere. And
arriving at Erythrai, and being about to spend that night at a friend's, he went to
the

house

and

related

what

had

happened

that

same

day

in

Thebes.

tau/ta de. le,xaj avpw,c| eto w`j ta,cista dro,mw|) o` de. Pri,oj sfo,dra qauma,saj
evf v w-| evpu,qeto( pw/j a;ra o` Qessalo.j ou]tw tace,wj avkh,koen o[per evn Qh,baij
peri. meshmbri,an evge,neto( h]sqh me,ntoi tosou/ton pra/gma e;cwn pantacou/
avggei,lai) kai. evj E
v ruqra.j avfiko,menoj kai. para. fi,lw evkei,nhn th.n nu,kta
me,llwn dia,gein( pro.j th.n oivki,an h=lqe( kai. h;ggeile to. evn Qh,baij
auvqhmero.n geno,menon)
avkou,w

듣다 hear,

a run,

evkei,nhn

from

dia,gein

auvqh,meron
InPrA from

지시대명사 f4 from

punqa,nomai

같은 날에 same day,

dia,gw

evkei/noj

배우다 seek to learn,

avkh,koen

spend (one's life).

정오,

pantacou/

아무데서

para. fi,lw

w-| evpu,qeto에서

관계대명사 견인에 대해서는 >(113니). 인상적인 소어

해서는 >(123가).

h]sqh))) e;cwn처럼

at a friend's,

구보로 at
IdAoM3

고 everywhere,

친구집에서

Qh,bai

dro,mw|

evpu,qeto

that person or thing,

meshmbri,a, aj, h`

IdPeA3 from

테베스 Thebes,

pw/j a;ra에

분사와 동사의 사용에 대해서는 >(119가).

evf v
대

(233b), CVIII
그리고 그 친구는 그것을 참으로(dh.) 주목할만하다고 응답했다(avp). 비록(ka) 최근에
(ne) 테베스로부터 돌아왔지만, 그 자신도 아직까지 그것을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러나 그는 그 반대편(evn)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eiv),

‘그리고 이것 때문

에,’ 그는 말했다, ‘그 날 늦게(ovy) 내가 앰피오니다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아주 이상하게 여긴다.’

And the friend replied it was truly

remarkable: for he himself had not yet heard it, though lately come back from
Thebes: but he knew it, having come from the opposite direction. 'And on this
account,' he said, 'I wonder so much the more, because late in the day I saw

o` de. fi,loj avpekri,neto qauma,sion dh. ei=nai\

Amphionidas himself alive.'

auvto.j me.n ga.r ouvde,pw pepu,sqai( kai,per newsti. h[kwn evk Qhbw/n\ evkei/non de.
dh. eivde,nai evx evnanti,aj evlqo,nta) kai. dia. tou/to( e;fh( tosou,tw| ple,on
qaumaizw( o[ti ovye. th/j h`me,raj ei=don auvto.n to.n A
v mfioni,dan zw/nta)
avpokri,nomai

응답하다 answer,

지 않음, 참으로 indeed;

newsti,

최근에 lately,

이 왔다 >(118갸).
다 >(118거).

dh.

강조 소어이며, 절 앞에 첫 단어로 결코 사용되

evnanti,oj a, on

ovye,

반대편 opposite,

늦게 late (in the day),

비록 although,

qauma,sion dh. ei=nai에는

auvto.j me.n ga.r ouvde,pw pepu,sqai에서

kai,per newsti. h[kwn에는

kai,per

대격

부정사의 주어는 주격이

양보 분사가 왔다 >(119느).

Prios: a Tale (234a), CIX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가 어떻다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는, 프리오스는 어쩔줄 몰라했
다(hvp). ‘‘떼살리안이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avp) 발표하면서(avg) 나에게 거짓말을(ye)
말한 것은 분명하기(dh/) 때문에,’ 라고 그가 말했다. 그런데도(ka) 그는 전혀 농담삼아
(pa) 예기하는 것으로 보이지(evd)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a[m) 그도 그 자신에 대해서
도 근심하는(fo) 것으로 보였던(evf) 것이다.
heard how the matter really was (is

o;n).

And Prios was at a loss when he
'For it is evident,' he said, 'that the

Thessalian told me lies in announcing the man (as) dead. And yet he did not
seem at all to be speaking in jest, and at the same time he appeared to be in

o` de. Prio,j hvpo,rei dh. avkou,saj pw/j e;cei tw|/ o;nti

alarm about himself.

to. pra/gma\ dh/lon ga,r( e;fh( o[ti yeudh/ moi o` Qessalo.j e;lexe avpoqano,nta
avggei,laj to.n a;nqrwpon\ kai,toi ouvdamw/j pai,zwn evdo,kei le,gein( kai. a[ma
fobei/sqai evfai,neto peri. e`autw|)/
avpoqnh,s| kw

PaAoAn1 from

evfai,neto
be afraid,
yet,

o;nti

IdIpM3 from

hvpo,rei

PaPrAm1from

doke,w

죽다 die,

fai,nw

pai,zw

보이다 seem,

발표하다 announce,

dh/loj, h, on

보이다 appear,

IdIpA3 from

PaPrAm3 from

avgge,llw

avpore,w

분명하다 clear, plain, evident;

fobei/sqai

InPrM from

=

safe,steron

농담삼다 play, amuse oneself, dance;

yeudh,j, e,j

fobe,w

어쩔줄 몰라하다 be at a loss;

eivmi,( ouvde.n safe.j

avpoqano,nta

거짓말 false, lying;

kai,toi

no clue,

evdo,kei

avkou,saj처럼

근심하다

pai,zwn

IdIpA3 from

분사의 시제가 의

미상으로 결정되면, when 등을 첨가 when he heard처럼 옮긴다 >(119고).

ga,r에서 dh/lon에

대해서는 >(114교).

peri. e`autw|/

and

dh/lon

= about himself에는 여격이 왔

다.

(234b), CIX
그러나 다른 정보가(sa

evf)

나타나지 않아서, 그의 친구에게 작별인사를(ca) 말하고

(ei) 그는 새벽녘에(a[m) 테베스를 향해서 떠났다(avp). 그리고 그가 그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을 때에, 그의 어깨들에 짐을(fo) 운반하면서(fe,), 그의 발들이 그를
지탱할 수 있는 한 빠르게
히 만났다.(evn)

아뗀을 향해서 달아나는(fe) 어떤 메가리안하고 그는 우연

But as no clue appeared, bidding farewell to his friend he

went off at dawn towards Thebes, and when he was not far off from the city,
he fell in with a certain Megarian carrying a burden on his shoulders, and

w`j de. ouvde.n

fleeing towards Athens as quick as his feet could bear him.

safe.j evfa,nh( cai,rein eivpw.n tw|/ fi,lw| a[ma th|/ e[w| evpi. Qhbw/n avpw,c| eto) kai.
ouv makra.n avpw.n th/j po,lewj Megarei/ tini evne,tuce forti,on evp v w;mwn
fe,ronti kai. evp v A
v qhnw/n w`j ei=ce podw/n feu,gonti)

a[ma

새벽녘에 early

in the morning,

InPrA

from

evntucei/n
다 flee,

avpw,c| eto

cai,rw

avp&oi,comai

떠나다 to be gone away;

eivpw.n

as a formula of greeting,

d 우연히 만나다 fall in with,

forti,on

shoulder,

IdIpM3

짐 burden,

w`j ei=ce podw/n

fe,rw

safe.j evfa,nh

PaAoAm1 from

운반하다 bear, carry;

cai,rein

le,gw

feu,gw

달아나

w=moj, ou, o`

다른 정보 no clue,

say,

어깨

= as quick as his feet could bear him.

(234c), CIX
그리고 프리오스는 그를 멈추고(ka) 그 살인에(fo,) 대해서, 어제(evc) 정오쯤에(me) 앰
피오니다스가 메가리안과 포키안에 의해서 실지로 처형 되었는지 아닌지를 그에게 물
었다. 그리고 그는 창백해저 가면서(wvc), 거의(ovl) 쓸어지다 싶이(ka) 하면서, 이것을
(ta,) 예기했다: 그는 어떤 포키안에 의해서 살해 됐다. 그러나 어느 메가리안도 심지
어(ouv)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사실은(ouvv

ou=)

어제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 정오다.‘

And Prios, stopping him, asked him about the murder, whether in reality
Amphionidas had been put to death (has died) by a Megarian and Phokian
yesterday about midday. And he growing pale, and nearly falling down, said this:
'He has been killed by a Phokian: but no Megarian even came near: not indeed

o` de. Pri,oj kate,cwn auvto.n

(was it) yesterday, but to-day about midday.'

h;reto peri. tou/ fo,nou( eiv tw|/ o;nti avpote,qnhken o`

vAmfioni,daj u`po.

Megarewj kai. Fwke,wj evcqe.j peri. meshmbri,an) o` de. wvcria,saj kai. ovli,gou
katapesw.n ei=pe ta,de\ Te,qnhke me.n u`po. Fwke,wj tino,j\ Megareu.j de. ouvdei.j
ouvde.

prosh/lqen\

avpotanei/n
yesterday,

ou=n

evcqe,j(

처형 되다 be put to death,

fo,noj, ou, o`

지다 fall (down),
hold back,

ouvd v

kate,cw

ouvd v ou=n

ovli,goj, h, on

거의 few,

시대명사 n4 from

살인 murder,

avlla.

sh,meron

eiv tw|/ o;nti

katapesw,n

멈추다 stop,

prosh/lqen

o[de, h[de, to,de

IdAoA3 from

이것 this (one),

evcqe,j

어제

katapi,ptw

쓸어

PaPrAm1 from

ouvde.

meshmbri,an)

실지로..인지,

PaAoAm1 from

kate,cwn

사실은 아니다 nor indeed,

peri.

kate,cw

멈추다

심지어 아니다 not even,

prose,rcomai
te,qnhken

ta,de

지

qnh,|skw

죽

오다 come,

IdPeA3 from

다 die,

wvcro,j

창백한 pale,

Megareu.j de. ouvdei.j ouvde. prosh/lqen의

이중부정어는

>(124겨).

Prios: a Tale (235a), CX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나서, 동시에, 마치 10,000(mu) 명의 복수의 여신들(Eu)이 그
를 쫓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 길을 따라서 도망쳤다(avp). 그리고 프리오스는 그 문제
에 대해서 아직도 이전 보다 더 난감했다(avm). 길에 서서(e`s) 머무르면서(ka) 그 진리
를 찾았다. ‘그는 잠시 후에 그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만일 실지로 그가 일단 죽
었다면(te,), 내 자신이 가서 앰피오니다스를 보는 것이 필요(An)하다’
And at the same time, having said this, he ran off along the road as though ten
thousand Furies were pursuing him. And Prios, still more helpless than before
about the matter, remained standing in the road, and searching for the truth. 'It
is necessary therefore,' said he after a time to himself, 'to go myself and
see(sk) Amphionidas, if in reality he is dead at all.'

kai. a[ma tau/ta eivpw.n

avpe,drame kata. th.n o`do,n( w[sper muri,wn Euvmeni,dwn diwkousw/n) o` de. Pri,oj
e;ti ma/llon avmhcanw/n h' pro,teron peri. tou/ pra,gmatoj kate,menen evn th|/ o`dw|/
e`sthkwvj kai. zhtw/n to. avlhqe,j) vAna,gkh ou=n( e;fh pro.j e`auto.n meta. cro,non
tina,( auvto.n evme. ivo,nta ske,yasqai to.n A
v mfioni,dan( eiv tw|/ o;nti te,qnhke to.
para,pan)

av&mh,ca±noj

avpo&tre,cw
Euvmeni,dej
katame,nw

난감하다 at a loss,

도망치다 to run off,
복수의 여신 Fury,
stay,

auvto.n evme.는

pro.j e`auto,n

mu,rioi

e`sthkw.j

avna,gkh, hj, h`
PaPeAm1 from

10,000 ten thousand,

자신에게 to himself,

필요 necessity,

w[sper는

i[sthmi

ske,ptomai

stop,
see,

비교분사다 >(119냐).

재귀동사적인 뜻이 아니고 스스로를 뜻한다 >(112겨).

(235b), CX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가 쉬어야(avn)하는 어떤 마을에(kw,) 해질녘에(a[m

nu)

도착했다(avf). 그리고 도착하고(avf) 나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발표하

(avg)면서,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더 알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두

(pa/)와 그 살인에 대해서 대화했다(di).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 그
농촌(avg)으로부터 테베스로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금으로 가득한 부대를 운반하면서,
조금(ovl) 전에(pr) 그 자신이 앰피오니다스를 만났다고(pe) 말하면서(fa,), 여기에(evn)
한 농부가 일어났다(avn).

Thinking of these things, he arrived at nightfall at a

certain village, where he had to rest. And having arrived, he conversed with all who
were there about the murder, telling what had happened, and asking if any one
knew (knows) anything more. And while all were silent, there arose here also a
farmer, saying he had himself met Amphionidas a little before, journeying from the

tau/ta ou=n dianoou,nenoj

country to Thebai, and carrying a bag full of gold.

a[ma nukti. pro.j kw,mhn tina. avfi,keto( ou-per e;dei avnapau,esqai) kai.
avfiko,menoj pa/si toi/j evkei/ peri. tou/ fo,nou diele,geto( avggellwn ta.
geno,mena kai. evro,menoj ei; tij ple,on ti oi=den) pa,ntwn de. sugw,ntwn avne,sth
kai. evntau/qa gewrgo,j tij( fa,skwn auvto.j ovli,gon pro,teron tw|/ A
v mfioni,da|
peritucei/n( Qh,baze o,doiporou/nti evx avgrou/ kai. qu,lakon crusou/ mesto.n
fe,ronti)

dianoe,omai

질녘에 at nightfall,
촌 country,
stand,

을 village,
다 meet,

avfikne,omai

avnapau,w

evntau/qa
oi=den

생각하다 think over (미완료

rest,

avnasth/nai

여기에 here,
IdPeA3 from

avggellwn

도착하다 reach,

fa,skwn
oi=da

arise,

avgge,llw

avne,sth

PaPrAm1 from

알다 know,

dienoou,mhn),

a[ma nukti,

해

avgro,j

농

발표하다 announce,

IdAoA3 from

fa,skw

ovli,goj, h, on

avni,sthmi

말하다 say, assert;
조금 few;

일어나다

kw,mh

tugca,nw

= telling.

(231a) 그 보이오션들은

(231a)

oi` de. Boiwtoi.

(231a) 회합들을(su) 소집한다(po).

(231a)

sullo,gouj poiou/ntai

(231a) 그들의 신전들에서

(231a)

evj ta. i`era.

(231a) 달에 한 번씩(a[p)

(231a)

a[pax tou/ mhno,j\

(231a) 모금할 때에(su)

(231a)

sullege,ntej de.

마

만나

(231a) 그들은 돈을(avr) 기증한다(eiv).

(231a)

avrgu,rion eivsfe,rousi

(231a) 그 신을 위해서

(231a)

tw|/ qew/|

(231a) 자루(qu) 속에

(231a)

evj qu,lako,n tina)

(231a) 어떤 지또스가 있었다.

(231a)

h=n de, tij Zh/qoj(

(231a) 신전의 성직자이고,

(231a)

u`phre,thj w;n tou/ i`erou/(

(231a) 그 자루를 반드시(e;d) who

(231a)

o]n e;dei to.n qu,lakon

(231a) 저들 참석자들에게(pa)

(231a)

toi/j parou/si

(231a) 주위로 들고 다녀(per)야 했던

(231a)

perife,rein(

(231a) 그리고 모두가(pa,) 기증했을(ei,) 때에,

(231a)

pa,ntwn de. ei,senegko,ntwn

(231a) 그리고 비법들이

(231a)

kai. tw/n musthri,wn

(231a) 완료되었을(te) 때에,

(231a)

tetelesme,nwn(

(231a) 다른 사람들은 떠났다(avp)

(231a)

oi` me.n a;lloi avph/lqon\

(231a) 그러나 한 사람을 지또스는 보았다.

(231a)

ei=de de. e[na tina. o` Zh/qoj

(231a) 기다리고 있는(peri)

(231a)

perime,nonta(

(231a) 마치 무엇인가 말하려는 것처럼

(231a)

w`j e;conta dh, ti eivpei/n)

(231b) 따라서, 그는 그에게 물었다(hvr).

(231b)

e[ste hvrw,ta au,to.n

(231b) 그 문제가 무엇(ti,)인지를

(231b)

ti, pa,scei*

(231b)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avp).

(231b)

o` de. avpekri,neto

(231b) 이제 들어보세요.

(231b)

(231b) 최근에

(231b)

a;rti

(231b) 그 자루가(qu) 돌려질(fe) 때에,

(231b)

ga.r ferome,nou tou/ qula,kou

(231b) 페니하나를(ovb) 줄 생각이었는데,

(231b)

evn nw|/ ei=con ovbolo.n dou/nai\

(231b) 그러나 내 자신이(evm)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e;l),

(231b) 내가 페니 6개를(dr) 주었습니다.

;Akoue dh,\

(231b)

(231b)

e;laqon de. evmauto.n

dracmh.n dou,j\

(231b) 그리고 무심코(avk)

(231b)

avkousi,wj de.

(231b) 이것을 행하고 난 후에,

(231b)

dra,saj

(231b) 나는 당신에게 요청합니다(avx)

(231b)

avxiw/ se.

(231b) 페니(ovb) 5개를(pe,)

(231b)

tou.j pe,nte ovbolou,j

(231b) 나에게 돌려 달라(avp)고

(231b)

moi avpodou/nai\

(231b)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자 (231b)

tou/ de. ouvk evqe,lontoj(

(231b) 그만 두세요!(Am)

(231b)

vAme,lei(

(231b) 그 사람이 말했다,

(231b)

e;fh o` a;nqrwpoj\

(231b) 그 신이 때문에

(231b)

o` ga.r qeo.j

(231b) 나에게 감사를 할 것이기

(231b)

ca,rin moi

(231b) 페니 6개에 대해서

(231b)

e[xei th/j dracmh/j)

(231b)

o` de. [Hkista(

(231b) 라고 그가 말했다.

(231b)

e;fh\

(231b) 그 신은

(231b)

o` ga.r qeo.j

(231b) 당신의 의도를(di) 아시기(eiv) 때문에,

(231b)

th.n sh.n dia,noian eivdw.j

(231b) 오직 그 페니에 대해서만

(231b)

tou/ ovbolou/ monon a'n

(231b)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231b)

ca,rin e;coi)

(232a) 어떤 상인이 있었다.

(232a)

ka,phloj h=n tij

(232a) 이름이(ovn) 프리오스인

(232a)

ovno,mati Pri,oj(

(232a) 다른 점들에서는

(232a)

ta. me.n a;lla

(232a) 우수한(sp) 사람이고

(232a)

spoudai/oj w]n avnh.r

(232a) 성품이(fu,) 따뜻한 마음이고(fi)

(232a)

kai. fila,nqrwpoj th|/ fu,sei(

(232a) 그러나 이점에서는 때때로(evn)

(232a)

tou,tw| de. evni,ote

(232a) 성가신(lu) 것이다.

(232a)

luphro.j w'n(

(231b) 그러나

‘천만에요(

[Hk),

(232a) 그가 그의 이웃들에(ge) 관한 것들을

(232a)

o[ti ta. peri. tw/n geito,nwn

(232a) 굉장하다는

(232a)

qaumasi,wj

(232a) 알려고 (eiv)하는 욕망이(evp)

(232a)

evpequ,mei eivde,nai\

(232a) 그래서 그는 참견하는 자라고

(232a)

w[ste polupra,gmwn

(232a) 불리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evk)

(232a)

evkindu,neue kalei/sqai)

(232a) 그리고 한 때는 여행을 할 때에,

(232a)

poreuo,menoj de, pote

(232a) 그의 꾸러미를 갖고

(232a)

meta. tou/ forti,ou

(232a) 에리뜨라이로

(232a)

pro.j E
v ruqra,j(

(232a) 그리고...심해서(ca),

(232a)

kai. calepou/ o;ntoj

(232a) 그 열이(ka)

(232a)

tou/ kau,matoj(

(232a) 산(o;r)에서

(232a)

evn tw|/ o;rei

(232a)

evka,qhto

(232a) 길가

(232a)

para. th|/ o`dw|/

(232a) 큰 나무(de,) 아래에

(232a)

u`po, de,ndrw tini. mega,lw|

(232a) 있도록

(232a)

w[ste

(232a) 쉴수 (avn)

(232a)

avnapau,esqai

(232a) 그리고 조용히

(232a)

kai. evn h`suci,a|

(232a) 그의 저녁식사를(de) 먹기 위해서

(232a)

dei/pnon labei/n)

(232b) 그리고 잠시동안,

(232b)

evn de. tou,tw|

(232b) 지나가는(pa) 것을 보면서,

(232b)

pario,nta ivdw.n

(232b) 어떤 떼쌀리안 사람이

(232b)

Qessalo.n tina a;nqrwpon

(232b) 마치 에리따라이로부터

(232b)

w`j avp v E
v ruqrw/n(

(232b) 프리오스는 소리지르면서,

(232b)

boh,saj o` Pri,oj

(232b) 라고 그에게 물었다.

(232b)

h;reto

앉았다(evk).

(232a) 그는

(232b) 어떤 새로운(ka) 것이 일어났는지(po,)

(232b)

po,tero,n ti kaino.n evge,nto

(232b) 거기에서

(232b)

evkei/\

(232b) 그러나 그는

(232b)

o` de,

(232b) 창백해지면서(wvc)

(232b)

wvcro.j geno,menoj

(232b) 그리고 놀라워 보이면서

(232b)

kai. dedie,nai dokw/n

(232b)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232b)

avpekri,neto toia,de\

(232b) 오늘, 정오 쯤,

(232b)

sh,meron peri. meshmbri,an

(232b) 테베스에서 죽였다.

(232b)

avpe,kteinan evn Qh,baij

(232b) 메가리안하고 포키안이

(232b)

Megareu,j tij kai. Fwkeu.j

(232b) 앰피로니다스를

(232b)

to.n vAmfioni,dan)

(233a)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서

(233a)

tau/ta de. le,xaj

(233a) 그는 떠났다

(233a)

avpw,|ceto

(233a) 구보로(dr) 가능한 한 빠르게

(233a)

w`j ta,cista dro,mw|)

(233a) 그리고 프리오스는

(233a)

o` de. Pri,oj

(233a) 아주 놀라워하면서도,

(233a)

sfo,dra qauma,saj

(233a) 그가 배운(evp)것으로

(233a)

evf v w-| evpu,qeto(

(233a) 어떻게 떼살리안이 그러면

(233a)

pw/j a;ra o` Qessalo.j

(233a) 아주 빠르게 들었던(avk) 것을

(233a)

ou]tw tace,wj avkh,koen

(233a) 바를, 테베스에서

(233a)

o[per evn Qh,baij

(233a) 정오에(me) 일어난

(233a)

peri. meshmbri,an evge,neto(

(233a) 여하간에(me,) 즐거워했다.

(233a)

h]sqh me,ntoi

(233a) 아주 큰 사건을 갖게 된 것으로

(233a)

tosou/ton pra/gma e;cwn

(233a) 아무데서고(pa) 예기할

(233a)

pantacou/ avggei,lai)

(233a) 그리고 에리뜨라이에 도착하면서

(233a)

kai. evj E
v ruqra.j avfiko,menoj

(233a) 그리고 저(evk) 친구집에서(pa

(233a)

kai. para. fi,lw evkei,nhn

what

fi)

(233a) 그 밤을 보내려고(di) 하면서

(233a)

th.n nu,kta me,llwn dia,gein(

(233a) 그는 그 집으로 갔다(h=l)

(233a)

pro.j th.n oivki,an h=lqe(

(233a) 그리고 말했다(h;g).

(233a)

kai. h;ggeile

(233a) 무엇이 테베스에서

(233a)

to evn Qh,baij

(233a) 같은 날에(auv) 일어났는가를

(233a)

auvqhmero.n geno,menon)

(233b) 그리고 그 친구는 응답했다(avp)

(233b)

(233b) 그것은 참으로(dh.) 주목할만하다고 (233b)

qauma,sion dh. ei=nai\

(233b) 그 자신도

(233b)

auvto.j me.n

(233b) 아직까지 그것을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233b)

ga.r ouvde,pw pepu,sqai(

(233b) 비록(ka) 최근에(ne)

(233b)

kai,per newsti.

(233b) 테베스로부터 돌아왔지만,

(233b)

h[kwn evk Qhbw/n\

(233b)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았다(eiv)

(233b)

evkei/non de. dh. eivde,nai

(233b) 그 반대편(evn)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233b)

evx evnanti,aj evlqo,nta)

(233b)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는 말했다,

(233b)

kai. dia. tou/to( e;fh(

(233b) 내가 더욱더 아주 이상하게 여긴다.’
(233b) 그 날 늦게(ovy) 내가 보았기 때문에,
(233b) 앰피오니다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233b)

tosou,tw| ple,on qaumaizw(

(233b)
(233b)

o` de. fi,loj avpekri,neto

o[ti ovye. th/j h`me,raj ei=don

auvto.n to.n vAmfioni,dan zw/nta)

(234a) 그리고 프리오스는

(234a)

o` de. Prio,j

(234a) 그가 들었을 때는, 어쩔줄 몰라했다(hvp).

(234a)

hvpo,rei dh. avkou,saj

(234a) 사실은 어떻다는 것을

(234a)

pw/j e;cei tw|/ o;nti

(234a) 그 문제가

(234a)

to. pra/gma\

(234a) 분명하기(dh/) 때문에,’ 라고

(234a)

dh/lon ga,r(

(234a) 그가 말했다.

(234a)

e;fh(

(234a) ..나에게 거짓말을(ye)..것은

(234a)

o[ti yeudh/ moi

(234a) 떼살리안이..말한

(234a)

o` Qessalo.j e;lexe

(234a) 죽은 것처럼(avp) 발표하면서(avg)

(234a)

avpoqano,nta avggei,laj

(234a) 그 사람이

(234a)

to.n a;nqrwpon\

(234a) 그런데도(ka) 전혀 ...않았다.

(234a)

kai,toi ouvdamw/j

(234a) 농담삼아 (pa)

(234a)

pai,zwn

(234a) 그는...예기하는 것으로 보이지(evd) (234a)

evdo,kei le,gein(

(234a) 그리고 동시에(a[m)

kai. a[ma

(234a)

(234a) 그도 근심하는(fo) 것으로 보였던(evf) 것이다.

(234a)

fobei/sqai evfai,neto

(234a) 그 자신에 대해서

(234a)

peri. e`autw|/)

(234b) 그러나

(234b)

w`j de. ouvde.n

(234b) 다른 정보가(sa) 나타나지

(234b)

safe.j evfa,nh(

(234b) 작별인사를(ca) 말하고(ei)

(234b)

cai,rein eivpw.n

(234b) 그의 친구에게

(234b)

tw|/ fi,lw|

(234b) 그는 새벽녘에(a[m)

(234b)

a[ma th|/ e[w|

(234b) 테베스를 향해서 떠났다(avp).

(234b)

evpi. Qhbw/n avpw,|ceto)

(234b) 그리고 그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을 때에

(234b)

kai. ouv makra.n avpw.n

(234b) 그 도시로부터

(234b)

th/j po,lewj

(234b) 어떤 메가리안하고

(234b)

Megarei/ tini

(234b) 그는 우연히 만났다.(evn)

(234b)

evne,tuce

(234b) 짐을(fo)

(234b)

forti,on

(234b) 그의 어깨들에 운반하면서(fe,)

(234b)

evp v w;mwn fe,ronti

(234b) 아뗀을 향해서

(234b)

kai. evp v A
v qhnw/n

않아서,

(234b) 그의 발들이 그를 지탱할 수 있는 한 빠르게

(234b)

w`j ei=ce podw/n

(234b) 달아나는(fe)

(234b)

feu,gonti)

(234c) 그리고 프리오스는

(234c)

o` de. Pri,oj

(234c) 그를 멈추고(ka)

(234c)

kate,cwn auvto.n

(234c) 그에게 물었다.

(234c)

h;reto

(234c) 그 살인에(fo,) 대해서,

(234c)

peri. tou/ fo,nou(

(234c) 실지로..는지

(234c)

eiv tw|/ o;nti

(234c) 앰피오니다스가 처형 되었..

(234c)

avpote,qnhken o` A
v mfioni,daj

(234c) 메가리안과 포키안에 의해서

(234c)

u`po. Megarewj kai. Fwke,wj

(234c) 어제(evc) 정오쯤에(me)

(234c)

evcqe.j peri. meshmbri,an)

(234c) 그리고 그는 창백해저 가면서(wvc)

(234c)

o` de. wvcria,saj

(234c) 거의(ovl) 쓸어지다 싶이(ka) 하면서,

(234c)

kai. ovli,gou katapesw.n

(234c) 이것을(ta,) 예기했다:

(234c)

ei=pe ta,de\

(234c) 그는 살해 됐다.

(234c)

Te,qnhke me.n

(234c) 어떤 포키안에 의해서

(234c)

u`po. Fwke,wj tino,j\

(234c) 그러나 어느 메가리안도

(234c)

Megareu.j de. ouvdei.j

(234c) 심지어(ouv)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234c)

ouvde. prosh/lqen\

ou=)

(234c)

ouvd v ou=n evcqe,j(

(234c) 그러나 오늘 정오다.

(234c)

vlla. sh,meron peri. meshmbri,an)

(235a) 그리고 동시에,

(235a)

kai. a[ma

(235a) 이것을 말하고 나서,

(235a)

tau/ta eivpw.n

(235a) 그는 도망쳤다(avp).

(235a)

avpe,drame

(235a) 그 길을 따라서

(235a)

kata. th.n o`do,n(

(235a) 마치 10,000(mu) 명의, 처럼

(235a)

w[sper muri,wn

(235a) 복수의 여신들(Eu)이

(235a)

Euvmeni,dwn

(235a) 그를 쫓고 있는 것.

(235a)

diwkousw/n)

(235a) 그리고 프리오스는

(235a)

o` de. Pri,oj

(234c) 사실은(ouvv

어제가 아니다,

(235a) 아직도 더 난감했다(avm)

(235a)

e;ti ma/llon avmhcanw/n

(235a) 이전 보다

(235a)

h' pro,teron

(235a) 그 문제에 대해서

(235a)

peri. tou/ pra,gmatoj

(235a) 머무르면서(ka)

(235a)

kate,menen

(235a) 길에 서서(e`s)

(235a)

evn th|/ o`dw|/ e`sthkwvj

(235a) 그리고 그 진리를 찾았다.

(235a)

kai. zhtw/n to. avlhqe,j)

(235a) 그러므로, 필요(An)하다

(235a)

(235a) 그 자신에게 말했다:

(235a)

e;fh pro.j e`auto.n

(235a) 그는 잠시 후에

(235a)

meta. cro,non tina,(

(235a) 내 자신이 가서

(235a)

auvto.n evme. ivon, ta

(235a) 보아야 한다.

(235a)

ske,yasqai

(235a) 앰피오니다스를

(235a)

to.n A
v mfioni,dan(

(235a) 만일 실지로

(235a)

eiv tw|/ o;nti

(235a) 그가 일단 죽었다면(te,),

(235a)

te,qnhke to. para,pan)

(235b)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235b)

tau/ta ou=n dianoou,nenoj

(235b) 해질녘에(a[m

nu)

(235b)

a[ma nukti.

(235b) 어떤 마을에(kw,)

(235b)

pro.j kw,mhn tina.

(235b) 도착했다(avf).

(235b)

avfi,keto(

(235b) 그는 그가 쉬어야(avn)하는

(235b)

ou-per e;dei avnapau,esqai)

(235b) 그리고 도착하고(avf) 나서,

(235b)

kai. avfiko,menoj

(235b) 거기에 있는 모두(pa/)와

(235b)

pa/si toi/j evkei/

(235b) 그 살인에 대해서

(235b)

peri. tou/ fo,nou

(235b) 대화했다(di).

(235b)

diele,geto(

(235b)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발표하(avg)면서,

A
v na,gkh ou=n(

(235b)

avggellwn ta. geno,mena

(235b) 그리고 물으면서,

(235b)

kai. evro,menoj

(235b) 만일 어떤 사람이 더 알고 있는지를

(235b)

ei; tij ple,on ti oi=den)

(235b) 그리고 모든 사람이

(235b)

pa,ntwn de.

(235b)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

(235b)

sugw,ntwn

(235b) 일어났다(avn).

(235b)

avne,sth

(235b) 여기에(evn) 한 농부가

(235b)

kai. evntau/qa gewrgo,j tij(

(235b) 말하면서(fa,), 그 자신이

(235b)

fa,skwn auvto.j

(235b) 조금(ovl) 전에(pr)

(235b)

ovli,gon pro,teron

(235b) 앰피오니다스를 만났다고(pe)

(235b)

tw|/ A
v mfioni,da| peritucei/n(

(235b) 테베스로 여행을 하면서

(235b)

Qh,baze o,doiporou/nti

(235b) 그 농촌(avg)으로부터

(235b)

evx avgrou/

(235b) 그리고 금으로 가득한 부대를

(235b)

kai. qu,lakon crusou/ mesto.n

(235b) 운반하면서,

(235b)

fe,ronti)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231부터 235까지 읽어보라
Almsgiving (231), CVI
oi`

de.

Boiwtoi.

sullo,gouj

poiou/ntai

evj

ta.

i`era.

a[pax

tou/

mhno,j\

sullege,ntej de. avrgu,rion eivsfe,rousi tw|/ qew/| evj qu,lako,n tina) h=n de, tij
Zh/qoj( u`phre,thj w;n tou/ i`erou/( o]n e;dei to.n qu,lakon toi/j parou/si
perife,rein( pa,ntwn de. ei,senegko,ntwn kai. tw/n musthri,wn tetelesme,nwn( oi`
me.n a;lloi avph/lqon\ ei=de de. e[na tina. o` Zh/qoj perime,nonta( w`j e;conta dh,
ti eivpei/n) hvrw,ta au,to.n ti, pa,scei* o` de. avpekri,neto A
; koue dh,\ a;rti ga.r
ferome,nou tou/ qula,kou evn nw|/ ei=con ovbolo.n dou/nai\ e;laqon de. evmauto.n
dracmh.n dou,j\ avkousi,wj de. dra,saj avxiw/ se. tou.j pe,nte ovbolou,j moi
avpodou/nai\ tou/ de. ouvk evqe,lontoj( vAme,lei( e;fh o` a;nqrwpoj\ o` ga.r qeo.j

ca,rin moi e[xei th/j dracmh/j) o` de.

[Hkista( e;fh\ o` ga.r qeo.j th.n sh.n

dia,noian eivdw.j tou/ ovbolou/ monon a'n ca,rin e;coi)

Prios: a Tale (232), CVII
ka,phloj h=n tij ovno,mati Pri,oj( ta. me.n a;lla spoudai/oj w]n avnh.r kai.
fila,nqrwpoj th|/ fu,sei( tou,tw| de. evni,ote luphro.j w'n( o[ti ta. peri. tw/n
geito,nwn

qaumasi,wj

evpequ,mei

eivde,nai\

w[ste

polupra,gmwn

evkindu,neue

kalei/sqai) poreuo,menoj de, pote meta. tou/ forti,ou pro.j E
v ruqra,j( kai.
calepou/ o;ntoj tou/ kau,matoj( evn tw|/ o;rei evka,qhto para. th|/ o`dw|/ u`po, de,ndrw
tini. mega,lw| w[ste avnapau,esqai kai. evn h`suci,a| dei/pnon labei/n)

evn de.

tou,tw| pario,nta ivdw.n Qessalo.n tina a;nqrwpon w`j avp v E
v ruqrw/n( boh,saj o`
Pri,oj h;reto po,tero,n ti kaino.n evge,nto evkei/\ o` de, wvcro.j geno,menoj kai.
dedie,nai dokw/n avpekri,neto toia,de\ sh,meron peri. meshmbri,an avpe,kteinan evn
Qh,baij Megareu,j tij kai. Fwkeu.j to.n A
v mfioni,dan)

Prios: a Tale (233), CVIII
avpw,c| eto w`j ta,cista dro,mw|) o` de. Pri,oj sfo,dra qauma,saj evf v w-| evpu,qeto(
pw/j a;ra o` Qessalo.j ou]tw tace,wj avkh,koen o[per evn Qh,baij peri. meshmbri,an
evge,neto( h]sqh me,ntoi tosou/ton pra/gma e;cwn pantacou/ avggei,lai) kai. evj
vEruqra.j avfiko,menoj kai. para. fi,lw evkei,nhn th.n nu,kta me,llwn dia,gein(
pro.j th.n oivki,an h=lqe( kai. h;ggeile to. evn Qh,baij auvqhmero.n geno,menon) o`
de. fi,loj avpekri,neto qauma,sion dh. ei=nai\ auvto.j me.n ga.r ouvde,pw pepu,sqai(
kai,per newsti. h[kwn evk Qhbw/n\ evkei/non de. dh. eivde,nai evx evnanti,aj evlqo,nta)
kai. dia. tou/to( e;fh( tosou,tw| ple,on qaumaizw( o[ti ovye. th/j h`me,raj ei=don
auvto.n to.n A
v mfioni,dan zw/nta)

Prios: a Tale (234), CIX
o` de. Prio,j hvpo,rei dh. avkou,saj pw/j e;cei tw|/ o;nti to. pra/gma\ dh/lon ga,r(
e;fh( o[ti yeudh/ moi o` Qessalo.j e;lexe avpoqano,nta avggei,laj to.n a;nqrwpon\
kai,toi ouvdamw/j pai,zwn evdo,kei le,gein( kai. a[ma fobei/sqai evfai,neto peri.
e`autw|/) w`j de. ouvde.n safe.j evfa,nh( cai,rein eivpw.n tw|/ fi,lw| a[ma th|/ e[w| evpi.
Qhbw/n avpw,|ceto) kai. ouv makra.n avpw.n th/j po,lewj Megarei/ tini evne,tuce
forti,on evp v w;mwn fe,ronti kai. evp v A
v qhnw/n w`j ei=ce podw/n feu,gonti) o` de.
Pri,oj kate,cwn auvto.n h;reto peri. tou/ fo,nou( eiv tw|/ o;nti avpote,qnhken o`
A
v mfioni,daj u`po. Megarewj kai. Fwke,wj evcqe.j peri. meshmbri,an) o` de.
wvcria,saj kai. ovli,gou katapesw.n ei=pe ta,de\ Te,qnhke me.n u`po. Fwke,wj
tino,j\ Megareu.j de. ouvdei.j ouvde. prosh/lqen\ ouvd v ou=n evcqe,j( avlla. sh,meron
peri. meshmbri,an)

Prios: a Tale (235), CX
kai. a[ma tau/ta eivpw.n avpe,drame kata. th.n o`do,n( w[sper muri,wn Euvmeni,dwn
diwkousw/n) o` de. Pri,oj e;ti ma/llon avmhcanw/n h' pro,teron peri. tou/
pra,gmatoj kate,menen evn th|/ o`dw|/ e`sthkwvj kai. zhtw/n to. avlhqe,j) vAna,gkh
ou=n( e;fh pro.j e`auto.n meta. cro,non tina,( auvto.n evme. ivo,nta ske,yasqai to.n
A
v mfioni,dan( eiv tw|/ o;nti te,qnhke to. para,pan) tau/ta ou=n dianoou,nenoj a[ma
nukti. pro.j kw,mhn tina. avfi,keto( ou-per e;dei avnapau,esqai) kai. avfiko,menoj
pa/si toi/j evkei/ peri. tou/ fo,nou diele,geto( avggellwn ta. geno,mena kai.
evro,menoj ei; tij ple,on ti oi=den) pa,ntwn de. sugw,ntwn avne,sth kai. evntau/qa
gewrgo,j tij( fa,skwn auvto.j ovli,gon pro,teron tw|/ A
v mfioni,da| peritucei/n(
Qh,baze o,doiporou/nti evx avgrou/ kai. qu,lakon crusou/ mesto.n fe,ronti)

(236a)

tau/ta de. avkou,saj
Prios: a Tale (236a), CXI
저것을 들으면서, 프리오스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간 동안(br,

ti)

쉰

(avn) 후에, 아직도 밤이었(ouv)= 지만, 마치 그가 그 도시로 가서 그 자신이 그 문제의 그
진리를 찾아낼(evl) 것처럼, 그는 일어났다(avn). 그리고 정오(me) 조금(ovl) 전에 도착한
후에, 그가 반드시 어떤 가공한 것을(de) 발견한다고 기대하면서(pr), 그는 두려움 가
운데서(fo) 앰피오니다스의 그 집으로 서둘렀다(e;s).

On hearing that, Prios

could stand it (endured) no longer, but, after resting a short while, he got up while
it was still night, as though he were going to the city, and himself would find out
the truth of the matter. And having arrived a little before midday, he hastened to
the house of Amphionidas in fear, and expecting that he should find something

tau/ta de. avkou,saj ouvke,ti dh. hvne,sceto o` Pri,oj( avlla. bracu, ti

terrible

avnapausa,menoj avne,sth e;ti nukto.j ou;shj w`j pro.j th.n po,lin ivw.n kai. to.
pra/gma auvto.j evle,gxwn) kai. ovli,gou pro. meshmbri,aj avfiko,menoj e;speuden evpi.
th.n

oivki,an

tou/

prosdeco,menoj)
어나다 stand up,
noun,
out

e;speuden
the

truth,

prosde,comai

A
v mfioni,dou
avnapau,w

bracu, ti
IdIpA3 from

ou;shj

fobou,menou

쉬다 cause to rest,

잠간 동안 a short while,

speu,dw

PaPrAf2

기대하다 anticipate,

서두르다

from

있음

미래분사다.

eivmi,(

e;ti nukto.j ou;shj

deino.n ti eu`rh,sein은

avne,sth

deino.n

evle,gcw

ti

IdAoA3 from

deino,j, h,, o,n

hurry,

의 시제가 의미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다 >(110고).

evle,gxwn은

kai.

eu`rh,sein

avni,sthmi

일

가공한 것 terrible as

그 진리를 찾아내다 find

prosdeco,menoj

PaPrMm1

from

= while it was still night는 분사

w`j)))ivw.n은

비교분사다 >(119나).

숙어로 취급한다 >(118교).

(236b), CXI
그리고 법정으로 난입하면서(evp) 그는 소란이(qo,)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h[s).
그리고 마치 앰피오니다스를 죽이려는 것처럼 단도를(evg) 들어 올리는(evp) 한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달려가면서(pr) 그가 치기(pa) 이전 때를 맞춰서(e;f) 그는 그
살인자를(fo) 잡았다(su). 그리고 그의 친구를 구했다. 그후로 그 전체가 설명되어
졌다(fa). 세 사람들이- -떼살리안, 메가리안, 그리고 포키안--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And bursting into the court he perceived a noise going

on, and saw a man lifting up a dagger so as to kill Amphionidas. And running up
he seized the murderer just in time before he had struck the man, and saved his
friend. Then the whole thing was explained. For three men--a Thessalian and a

evpeispesw.n de. eivj

Megarian and a Phokian--had conspired to murder him.

th.n auvlh.n qo,rubo,n te h[sqeto gigno,menon kai. a;nqrwpo,n tina ei=de
evgceiri,dion evpai,ronta w[ste to.n A
v mfioni,dan avpoktei/nai) prosdramw.n de.
e;fqase pri.n pata,xai sullabw.n to.n fone,a( kai. e;swse to.n fi,lon) to,te dh.
fanero.n evge,neto to. pa/n) xunw,mosan ga.r trei/j a;nqrwpoi( Qessalo,j te kai.
auvlh,, h/j, h`

Megareu.j kai. Fwkeu.j w[ste foneu/sai evkei/non)
evgceiri,dion( &ou( to
burst in,

fanero,j, a,, o,n

지다 be explained,
murder,

fqa,nw

pata,xai
from

단도 dagger,

evpai,rw

plainly to be seen,

foneu,j, e,wj, o`

들어 올리다 lift up,

fonero.n

살인자 murderer,

prostre,cw

pata,ssw

치다 strike,

달려가다 run up,

h[sqeto gigno,menon에선

pri.n

foneu/sai

이전 before,

qo,ruboj, ou, o`

evpeispi,ptw

dh/lon gene,sqai
InAoA from

때를 맞춰서 just in time, 전에 오다 come before,

InAoA from

소란 noise,

h[sqeto

난입하다

설명되어

foneu,w

살인

IdAoM3,

prosdramw.n
sullamba,nw

PaAoAm1

잡다 seize,

안다는 동사 다음에서 분사가 종속절을 인도한다 >(119다).

e;fqase)))sullabw.n to.n fone,a에선 e;fqase가
xunw,mosan

=

법정 courtyard,

분사를 취하는 동사다 >(119가).

= had conspired에 대해선 >(120구).

w[ste foneu/sai에서는 w[ste가

부정사를 취하면서 목적을 표현한다.

Prios: a Tale (237a), CXII
그리고 불안하게 되자, 떼쌀리안이 첫 번째로 그가 그 살인을(fo,) 성취하기 전에 도주
하려고(fe) 떠났다(avp). 그러나 다른 두 명은, 그가(evk) 그들을 저버렸기(pr) 때문에,
그들의 음모를(evp) 그날에 그들의 동료(e`t) 없이는(a;n) 성취할 수 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 거의 같은 시간에(w[r) 그 일을(e;r) 시도하려고(evp) 주의를 기울였다(di).
And the Thessalian first, becoming alarmed, went off in flight before he
accomplished the murder. But the other two, as he had abandoned them, were
unable to accomplish their plot on that day without their companion, but were

dei,saj de.

minded to attempt the job on the following day about the same time.

o` Qessalo.j prw/ton avpw,c| eto feu,gwn pri.n evktele,sai to.n fo,non) tw. de.
e`te,rw evkei,nou prodo,ntoj avduna,tw h;ton a;neu tou/ e`tai,rou evkei,nh| th|/ h`me,ra|
th.n evpiboulh.n perai,nein( avlla. dienoei,sqhn th|/ u`sterai,a| peri. th.n auvth.n
w[ran tw|/ e;rgw| evpiceirei/n)
things,

avp&oi,comai

dienoou,mhn
evktele,sai

주의를 기울이다 intend,

OpAoA3 from

prodi,dwmi

e`te,rw evkei,nou에선

+속격

떠났다 to have departed,

시도하다 attempt, try;
murder,

a;neu

e;rgon

없이 without,

avpw,|ceto
일 job,

avdu,natoj, on

e`tai/roj, ou, o`

끝내다 finish,

evpiboulh,, h/j, h`

feu,gwn

PaPrAm1 from

feu,gw

저버리다 abandon,

dianoe,omai

IdIpM3,

evktele,w

도주하다

prodo,ntoj는

flee,

impf.

동료 comrade,

음모 plot,

pri.n evktele,sai처럼 pri.n은

양수가 사용되었다.

Impossible of

evpiceire,w

fo,noj

살인

부정사를 취한다.

이유분사다 >(119녀).

(237b), CXII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u`s) 그 메가리안도 마찬가지로(wvs)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avp)
. 그리고 그처럼 궁지에 남겨진(u`p) 포키안도 그 살인을 내일로(au;) 다시 미루도록
(avn) 강요를 받았다(hvn). 그래서 그 전자들은 도주할 때에 프리오스를 잇따라서(evf)
만났던(pe)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te) 사람은, 사실상(auv) 그 행동을 시도하는(evp)

제 삼일에, 그가 우연히 붙들었다(ka). 그래서 그의 참견하기 좋아하는 것(po) 때문에,
그는 앰피오니다스의 생명을 구했다.

And on the following day the Megarian had

likewise become reluctant, and so the Phokian, being left in the lurch, was forced to
again defer the murder to the morrow. And the former ones as they were fleeing,
one after the other, Prios met; but the last one he happened to catch on the third
day actually attempting the deed. And thus, owing to his being a busybody, he

th|/ de. u`sterai,a| wvsau,twj avpw,knhsen o`

saved (the life of) Amphionidas.

Megareu,j( w[ste u`poleipo,menoj o` Fwkeu.j au=qij hvnagka,sqh avnabale,sqai to.n
fo,non evj th.n au;rion) kai. evkei,noij me.n evfexh/j feu,gousi perie,tucen o`
Pri,oj\ to.n de. teleutai/on th|/ tri,th| h`me,ra| katalamba,nwn e;tuce auvtw|/ tw|/
e;rgw|

evpiceirou/nti)

A
v mfioni,dan)

kai.

ou[tw

au;rion

InPrA from
last,

hvnagka,sqh

IdAoP3 from

polu&pragmone,w

tugca,nw

만나다 meet,

마찬가지로 similarly,

polupragmonei/n

to.

내일로 tomorrow,

마음이 내키지 않다 become reluctant,
attempt, try;

dia.

polupragmonei/n
avnaba,llomai

evpiceirou/nti
avnagka,zw

u`polei,pw

avpw,knhsen

avpokne,w

evpiceire,w

시도하다

강요를 받다 force,

polupragmonei/n

teleutai/oj, a( on,

궁지에 남겨두다 leave in the lurch,

= had become

to.n

미루다 defer,

PaPrAm3 from

참견하다 to be a busybody,

die,swse

마지막

w`sau,twj

reluctant에 대해서는 >(120구).

to.

= his being a busybody에 대해선 >(110기).

Enides (238a), CXIII
일에서는 아주 명철한(sw,) 남자인데, 그러나 말에 있어서는 때로는 이상하고(qa) 어울
리지 않는(ave), 이름이 에니데스인 교사가(di) 있었다. 그리고 일년에(evni) 6(e]x) 개월
들(mh/) 동안은 거기에(evn) 살면서(di), 그들이 철학을 배울(ma) 수 있도록, 이 사람하
고 많은 젊은 남자들이(ne) 살았다(w;k
| ). There was a teacher by name Enides, being
a man indeed very prudent, but in word sometimes strange and unseemly. And with
this man dwelt many young men, living there six months in the year, that they
might learn philosophy.

dida,skalo,j tij h=n ovno,mati vEni,dhj( avnh,r w;n tw|/

me.n e;rgw| pa,nu sw,frwn( tw|/ de. lo,gw| evnio,te qauma,sioj kai. aveikh,j) kai.
para. tou,tw| polloi. w;|koun neani,ai( e]x mh/naj evntau/qa dia,gontej tou/
evniautou/( i[na filosofi,an manqaimoien)
dia,gontej

PaPrAm1 from

ou/, o`

evntau/qa

year,

from

oivke,w

live,

dida,skaloj

거기에 here, there;

neani,aj, ou, o`

month,

dia,gw

aveikh,j

manqa,nw

젊은 남자 young man,

어울리지 않는 unseemly,

교사 teacher,

e]x

배우다 learn,

mh,n, mhno,j, o`

sw,frwn

evniauto,j,

6 six,

명철한 prudent,

달, 월

w;k| oun

IdIpA3

살다 dwell,

(238b), CXIII
그리고 에니데스와 사는(oiv) 동안에 떠나가는(avp) 것은, 어떤 충분한(i`k) 이유를(aiv)
제외하고는(pl), 그들로서는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 때, 한 젊은이가 왔다
그리고 친척이(su) 죽었기 때문에, 그 교사보고 자기를 보내주라고(avp) 요청했다(h;|t):
‘그것은 관계상 적절하기(pr) 때문에
그가 말했다.

내가 장례식(ta,)에 참석하기를(pa) 바래서’ 라고

And it was not lawful for them, while dwelling with Enides, to go

away, except for some sufficient cause. And ocne a youth came and asked the
teacher to let him go away, on the plea that a relative had died. 'For I wish,' said

kai. para. tw|/

he, 'to be present at the burial, as it is fitting for a relation.'

vEni,dh| oivkou/sin ouvk evxh/n avpie,nai( plh.n dia. aivti,an tina. i`kanh,n) evlqw.n de,
pote neani,aj h;t| hse to.n dida,skalon eva/n avpie,nai( w`j suggenou/j tinoj
avpoqano,ntoj\ Tw|/ ga.r ta,fw|( e;fh( bou,lomai parei/nai( w`j suggenei/ dh.
prosh,kei)
a;peimi
from

요청하다 ask,

떠나다 go away,

pa,reimi

it is fitting,
burial,

aivte,w

i`kano,j

참석하다 be present,

prosh,kein

avpoqano,ntoj는

InPrA

aivti,a , aj,

이유 cause, reason;

충분한 sufficient,

plh,n

proj&h,kw

oivke,w

살다 dwel,

제외하고는 except for,
befitting,

이유 분사다 >(119녀).

suggenh,j

avpie,nai

InPrA from

parei/nai

prosh,kei

친척 relative,

d

InPrA

적절하다

ta,foj

장례식

(238c), CXIII
그러나 그는 말했다, ‘그리고 너의 친구들 중 누가 죽었는가?(te,)’ 그리고 그는 이 아
저씨가(qe) 최근에(ne) 죽었다고 응답했다(avp). 그러나 에니데스는 찌무룩한 얼굴(sk)
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면(to) 내가 너보고 떠나라(avp)고 한다; 그러나 만일에 너의
아버지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터인데.’

'But,' he said, 'and who of your

friends is dead?' And he replied that this uncle had lately died. But Enides, growing
sullen of face, said, 'I allow you then to go away: bu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o` de. Kai. ti,j( e;fh( te,qnhke, soi* o` de. to.n qei/on

your father had died.'

avpekri,nato newsti. teqnhke,nai) o` de. vEnidhj skuqrwpo.j geno,menoj vEw/ se
toi,nun( e;fh( avpie,nai\ a;meinon de. a'n h=n ei; soi o` path.r avpe,qanen)
avpe,qanen

최근에 lately,

skuqrwpo.j
died,

찌무룩한 얼굴 sullen of face,

toi,nun

te,qnhke, soi

(IdAoA3) from

그러면 indeed,

avpekri,nato

avpoqnh,|skw
te,qnhken

IdAoM3 from

qei/oj

아저씨 uncle,

qnh,|skw

죽었다 have

죽다 die,

IdPeA3 from

newsti,

avpokri,nomai

응답하다 answer,

= your friends is dead에서 그리스어에는 윤리 여격이 왔다 >(117겨).

to.n qei/on)))teqnhke,nai에는
a;meinon de. a'n은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로 대격이 왔다 >(118갸).

기원법이다 >(120랴).

avpe,qanen

(IdAoA3) = had died로 옮긴 점

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Doctors (239a), CXIV
보이오션이 코린뜨에 도착할(avf) 때에, 북풍이(Bo) 일고 있었다. 그리고 길들에 있는
물은(u[d) 얼어(pa) 있어서, 시장에서(avg) 넘어졌다(ka). 그리고 그것은 아주 나쁜(dus)
방법으로였다. 그래서 그가 일어날 수가(du) 없었기 때문에, 곁에 섰던 사람들(oi`
이 그를 일으켰다(evp). 그리고 집으로(oiv) 운반했다(e;f).

pa)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코린

띠안 의사를 부르러 보내야(me) 한다고 조언할(pe) 때에, 지혜로운 의사는 오직 하나
뿐이다는 생각으로 그 환자는(o`
스인 보이오션이다.

no)

그들을 허락하지(ei;) 않았다. 그는 이름이 필론도

A Boeotian arriving at Corinth, as there arose a north

wind, and the water in the streets froze, fell down in the market-place and was in a
very bad way. And the bystanders raised him up, as he was unable to get up, and

bore him to his house. And when certain persons advised to send for a Corinthian
physician, the sick man did not allow them, in the idea that there was only one
wise physician, and he a Boeotian, by name Philondas.

Boiwto.j tij evj Ko,rinqon avfiko,menoj( Bore,ou genome,nou kai. page,ntoj tou/
evn tai/j o`doi/j u[datoj( katapesw.n evn th|/ avgora|/ pa,nu duscerw/j die,keito) kai.
oi` paro,ntej evph/ran auvto.n ouv duna,menon avnasth/nai( kai. e;feron pro.j th.n
oivki,an) peiqo,ntwn de, tinwn Kori,nqion ivatro.n metape,myasqai( ouvk ei;a o`
nosw/n( w`j e`no.j mo,nou sofou/ o;ntoj ivatrou/( tou,tou de. Boiwtou/( ovno,mati
Filw,ndou)

avfikome,nwn

시장 marketplace,

Bore,ou

duscerw/j diakei/sqai
evpai,rw

from

(down),
from

freeze,

북풍 north wind,

duna,menon

katapesw,n

InAoMfrom

허락하다 permit,

pei,qw

avfikne,omai

PaPrMm4 from

oi` paro,ntej

조언하다 persuade,

PaAoAm1 from

metape,mpomai

du,namai

I can,

evph/ran

IdAoA3

katapi,ptw

넘어지다

부르러 보내다 send for,

곁에 섰던 사람들 bystanders,

u[dwr, atoj, to,

avgora a/j, h`

도착하다 reach,

아주 나쁜 방법으로다 be in a very bad way,

일으키다 lift up,

metape,myasqai,

eva,w

PaAoMf2 from

물 water,

ei;a

pagh/nai

genome,nou는

fall
IdIpA3

얼다

이유 분사다

>(119녀).

(239b), CXIV
그리고 그들은 필론다스를 데려오도록(ko). 심부름꾼을(a;g) 보냈다(e;p) 그리고 그는 아
래와 같은 편지를 가지고(fe,) 돌아왔다(h=k): ‘나의 친구여, 나 자신은 당신에게 갈(pr)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이 어데서(o[p) 처음 고통을 느꼈는지(h;l), 그
불상사(ka)에 대해서 안다면(eiv) 내가 적절한(i`k) 약을(fa,) 보낼 것입니다(pe).‘ 그래서
그 환자는(no) ’코린트 사람들의 시장에서‘ 라고 말하라고 그들을 명령했다(evk).
And they sent a messenger that he might fetch Philondas. And the messenger
returned bringing a letter as follows: 'My friend, I cannot come to you myself, but I
will send a proper medicine if I only know about the mischief, where you first felt
pain.' And the sick man bade them say, 'In the market-place of the Corinthians.'

oi` de. a;ggelon e;pemyan i[na komi,seie to.n Filw,ndan) o` de. h=ke fe,rwn

evpistolh.n toia,nde\ Auvto.j me.n w= fi,le ouv du,namai proselqei/n( fa,rmakon de.
i`kano.n pemyw( eva.n mo,non eivdw/ peri. tou/ kakou/( o[pou prw/ton h;lghsaj) o` de.
nosw/n eivpei/n evke,leusen( o[ti evn avgora|/ th|/ tw/n Korinqi,wn)
부름꾼 messenger,
send,

eivdw/

evpith,deij

고통을 느끼다 feel pain,

SuPeA1 from

적절한 proper,

kako,j, h,, o,n
proselqei/n

avlgevw

oi=da

fa,rmakon
komi,zw

불상사 bad, evil,

from

know,

prose,rcomai

go to,

e;pemyan

a;ggeloj, ou,

IdAoA3 from

evke,leusen

IdAoA3 from

약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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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오도록 보내다 fetch,

o[ti가

pe,mpw

keleu,w

심

보내다

command,

적절한 adequate,

o[pou

어데서 where,

동사없이 목적구로 사용되었다.

The Chian (240a), CXV
이전에 아시아에서 동료(e`t)와 함께 여행하는(o`d) 치안(이름)(Ci)이 반드시 건너야(di)
하는 어떤 넓은(euv) 강에(po) 도달했다.

그리고 다리가(ge) 있지(ou;) 않았기 때문에,

마치 수영할 작정인(di) 것처럼 그 동료는 옷을 벗기(avp) 시작했다. 그러나 그를 더욱
먼 둑에(o;c) 던짐으로서(r`i,), 그가 그 문제를 쉽게(r`a)|/ 끝낼(evk)[관리할] 것이기 때문
에, 치안은 많은 수고를(po,) 하면서 건너야(di) 할 필요가(de)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금화 탤렌트를 걸기(pe

pe ta)를

원했기(evq) 때문에, 무거운(ba) 사람이

어서 그가 그를 던질 수(r`i,) 없다고 그는 말했다. A certain Chian once journeying
with a companion in Asia came to a broad river which it was necessary to cross.
And as there was no bridge, the companion was beginning to undress, as though
intending to swim. But the Chian said there was no need to cross with so much
trouble, for he would manage the matter easier, by throwing him to the further
bank. And he said he could not throw him, being a heavy man: for he was willing
to bet him a talent of gold.

Ci/o,j tij meta. e`tai,rou pote. o`doiporw/n evn A
v si,a|

h=lqe pro.j euvru,n tina potamo,n( o[n e;dei diabh/nai) gefu,raj de. ouvk ou;shj( o`
e`tai/roj h;rceto avpodu,esqai( w`j nei/n dianoou,menoj) o` de. Ci/oj ouvde.n dei/n
e;fh meta. tosou,tou po,nou diabh/nai\ r`a|/on ga.r auvto.j to. pra/gma evktelei/n(
r`iy
, aj evkei/non pro.j th.n pe,ra o;cqhn) o` de, ouvk e;fh auvto.n du,nasqai r`iy
, ai

e`auto,n( baru.n o;nta a;nqrwpon\ evqe,lein ga.r perido,sqai auvtw|/ peri. tala,ntou
crusou/)

avpodu,omai

deino,j, h,, o,n
dianoou,menoj
evktele,w
둑 bank,
from

PaPrMm1

끝내다 finish,

baru,j

eivmi,(

강 river,

fearful,

옷을 벗다 undress,

diabh/nai

terrible,

dianoe,omai

gefu,ra

무거운 heavy,

and

r`ipte,w

InAoA

치안 Chian,
from

작정이다 intend,

다리 bridge,

h;rceto

o`doi&po,roj, o`,

perido,sqai peri. tala,ntou

r`ip, tw

Ci/o,j

던지다 throw.

euvru,j

diabai,nw
e;rcomai

여행자 a wayfarer, traveller;

탤렌트를 걸다 bet a talent,

ou;shj는

건너다

e`tai/roj, ou, o`

IdIpM3 from

넓은 broad,
cross,

동료 comrad,
come,

o;cqoj

ou;shj

PaPrAf2

potamo,j, ou/, o`

이유 분사다 >(119녀).

(240b), CXV
그리고 그가 반드시 어려움(po,) 없이(a;n) 그 강을 건너거나(di) 혹은 금화 탤렌트를
가져야 한다(e;x)고 생각하면서(oi) 그는 이것을 약속했다(u`p), 그리고 그 치안은 (그
걸기를) 받아들이고(de)는 그를 힘껏(ivs) 들어서(la) 그 강(u[d) 중간으로(me,) 그를 던
졌다(e;r). 그리고 그가, 어려웁게(mo,) 그리고 함빡 젖고(di) 살아난 후, 금을 요구했을
(avp) 때에, ‘그러나 나는 첫 번째에 그것을 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 라고 그 치안
이 대답했다. 지금 오라, 우리는 반드시 그만 두어서(avp)는 않된다. 그러나 다시 시도
(pe)해야 한다.‘

And this he promised, thinking he should either cross the river

without trouble, or have a talent of gold. And the Chian having accepted (the bet)
and taken him, threw him into the middle of the water. And as he, saved with
difficulty and wet through, asked for the gold, 'But I did not promise,' said the
Chian, 'to do it the first time: come now, we must not give in, but try again.'

tou/to de. u`pe,sceto oivom, enoj h] a;neu po,nou diabh,sesqai to.n potamo.n h]
ta,lanton e;xein crusou/ o` de. Ci/oj dexa,menoj kai. labw.n ivscurw/j e;rriyen
auvto.n evj me,son to. u[dwr) w`j de. mo,lij swqei.j kai. diabebregme,noj avph,t| ei to.
crusi,on( A
v lla. ouv to. prw/ton( e;fh o` Ci/oj( u`pesco,nhn dra,sein) a;ge nun(
ouvk avpokamei/n dei/( avll v au=qij peira/sqai)
de,comai

take, receive;

diabai,nw

go through,

avpokamei/n

diabebregme,noj

그만 두다 give in,

함빡 젖는 wet through,

e;rriyen
middle;

IdAoA3 from

mo,lij

r`ip, tw

throw,

ivscurw/j

어려운 with difficulty,

oivom, enoj

u[dwr, atoj, to,

강 water,

도하다 try, attempt;

me,soj, h, on

힘껏 strongly,
PaPrMm1

avph,|tei

from

oi;omai

IdIpA3 from

think,

avpaite,w

(236a) 저것을 들으면서,

(236a)

tau/ta de. avkou,saj

(236a)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236a)

ouvke,ti dh. hvne,sceto

(236a) 프리오스는

(236a)

o` Pri,oj(

(236a)

avlla. bracu, ti

(236a) 쉰 (avn) 후에,

(236a)

avnapausa,menoj

(236a) 그는 일어났다(avn).

(236a)

avne,sth

(236a) 아직도 밤이었(ouv)= 지만,

(236a)

e;ti nukto.j ou;shj

(236a) 그러나 잠간 동안(br,

ti)

middle, in the

peira,zw
ask for

(236a) 마치 그가 그 도시로 가서, 것처럼 (236a)

w`j pro.j th.n po,lin ivwn.

(236a) 그리고 그 문제의

kai. to. pra/gma

(236a)

(236a) 그 자신이 그 진리를 찾아낼(evl) , (236a)

auvto.j evle,gxwn)

(236a) 그리고 정오(me) 조금 전에

(236a)

kai. ovli,gou pro. meshmbri,aj

(236a) 도착한 후에,

(236a)

avfiko,menoj

(236a) 서둘렀다(e;s).

(236a)

e;speuden

(236a) 앰피오니다스의 그 집으로

(236a)

evpi. th.n oivki,an tou/ vAmfioni,dou

(236a)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fo)

(236a)

fobou,menou

(236a) 그가 반드시 어떤 가공한 것을(de) 발견한다고

(236a)

(236a) 기대하면서(pr),

(236a)

prosdeco,menoj)

(236b) 그리고 법정으로 난입하면서(evp)

(236b)

(236b) 소란이(qo,)

(236b)

kai. deino.n ti eu`rh,sein

evpeispesw.n de. eivj th.n auvlh.n

(236b) 그는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h[s)(236b)

qo,rubo,n
te h[sqeto gigno,menon

시

(236b)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을 보았다.

(236b)

kai. a;nqrwpo,n tina ei=de

(236b) 단도를(evg) 들어 올리는(evp)

(236b)

evgceiri,dion evpai,ronta

(236b) 것처럼

(236b)

w[ste

(236b) 마치 앰피오니다스를 죽이려는

(236b)

to.n vAmfioni,dan avpoktei/nai)

(236b) 그래서 달려가면서(pr)

(236b)

prosdramw.n de.

(236b) 그가 치기(pa) 이전 때를 맞춰서(e;f)

(236b)

e;fqase pri.n pata,xai

(236b) 그는 그 살인자를(fo) 잡았다(su).

(236b)

sullabw.n to.n fone,a(

(236b) 그리고 그의 친구를 구했다.

(236b)

kai. e;swse to.n fi,lon)

(236b) 그후로

(236b)

to,te dh.

(236b) 설명되어 졌다(fa).

(236b)

fanero.n evge,neto

(236b) 그 전체가

(236b)

to. pa/n)

(236b)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236b)

xunw,mosan ga.r

(236b) 세 사람들이

(236b)

trei/j a;nqrwpoi(

(236b) 떼살리안, 메가리안,

(236b)

Qessalo,j te kai. Megareu.j

(236b) 그리고 포키안

(236b)

kai. Fwkeu.j

(236b) 그를 죽이기 위해서

(236b)

w[ste foneu/sai evkei/non)

(237a) 불안하게 되자

(237a)

dei,saj

(237a) 그리고 떼쌀리안이 첫 번째로

(237a)

de. o` Qessalo.j prw/ton

(237a) 도주하려고(fe) 떠났다(avp)

(237a)

avpw,|ceto feu,gwn

(237a) 그가 성취하기 전에

(237a)

pri.n evktele,sai

(237a) 그 살인을(fo,)

(237a)

to.n fo,non)

(237a) 그러나 다른 두 명은,

(237a)

tw. de. e`te,rw

(237a) 그가 그들을 저버렸기(pr) 때문에, (237a)

evkei,nou prodo,ntoj

(237a) ..수 가 없었다

avduna,tw h;ton

(237a)

(237a) 그들의 동료(e`t) 없이는(a;n)

(237a)

a;neu tou/ e`tai,rou

(237a) 그날에

(2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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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a) 그들의 음모를(evp) 성취할..

(237a)

th.n evpiboulh.n perai,nein(

(237a) 그러나 주의를 기울였다(di).

(237a)

avlla. dienoei,sqhn

(237a) 그 다음 날에

(237a)

th|/ u`sterai,a|

(237a) 거의 같은 시간에(w[r)

(237a)

peri. th.n auvth.n w[ran

(237a) 그 일을(e;r) 시도하려고(evp)

(237a)

tw|/ e;rgw| evpiceirei/n)

(237b)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u`s)

(237b)

th|/ de. u`sterai,a|

(237b) 마찬가지로(wvs)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avp)(237b)

wvsau,twj avpw,knhsen
o` Megareu,j(

(237b) 그 메가리안도

(237b)

(237b) 그처럼 궁지에 남겨진(u`p) 포키안도

(237b)

(237b) 다시

(237b)

au=qij

(237b) 미루도록(avn) 강요를 받았다(hvn)

(237b)

hvnagka,sqh avnabale,sqai

(237b) 그 살인을 내일로(au;)

(237b)

to.n fo,non evj th.n au;rion)

(237b) 그래서 그 전자들은

(237b)

kai. evkei,noij me.n

(237b) 잇따라서

(237b)

evfexh/j

(237b) 그들이 도주할 때에

(237b)

feu,gousi

(237b)

perie,tucen o` Pri,oj\

(237b) 그러나 그 마지막(te) 사람은,

(237b)

to.n de. teleutai/on

(237b) 제 삼일에,

(237b)

th|/ tri,th| h`me,ra|

(237b) 그가 우연히 붙들었다(ka).

(237b)

katalamba,nwn e;tuce

(237b) 사실상(auv) 그 행동을

(237b)

auvtw|/ tw|/ e;rgw|

(237b) 시도하는(evp)

(237b)

evpiceirou/nti)

(237b) 그래서

(237b)

kai. ou[tw

(237b)

프리오스를 만났던 것이다.

w[ste u`poleipo,menoj o` Fwkeu.j

(237b) 그의 참견하기 좋아하는 것(po) 때문에,

(237b)

dia. to. polupragmonei/n

(237b) 그는 앰피오니다스의 생명을 구했다.

(237b)

die,swse to.n A
v mfioni,dan)

(238a) 교사가(di) 있었다.

(238a)

dida,skalo,j tij h=n

(238a) 이름이 에니데스인

(238a)

ovno,mati vEni,dhj(

(238a) 남자인데,

(238a)

avnh,r w;n

(238a) 일에서는

(238a)

tw|/ me.n e;rgw|

(238a) 아주 명철한(sw,)

(238a)

pa,nu sw,frwn(

(238a) 그러나 말에 있어서는

(238a)

tw|/ de. lo,gw|

(238a) 때로는 이상하고(qa)

(238a)

evnio,te qauma,sioj kai.

(238a) 어울리지 않는(ave),

(238a)

aveikh,j)

(238a) 그리고 이 사람하고

(238a)

kai. para. tou,tw|

(238a) 많은 젊은 남자들이(ne) 살았다(w;|k).

(238a)

polloi. w;k| oun neani,ai(

(238a) 6(e]x) 개월들(mh/) 동안은 거기에(evn) (238a)

e]x mh/naj evntau/qa

(238a) 일년에(evni) 살면서(di),

(238a)

dia,gontej tou/ evniautou/(

(238a) 그들이 철학을 배울(ma) 수 있도록,

(238a)

i[na filosofi,an manqaimoien)

(238b) & 에니데스와 사는(oiv) 동안에

(238b)

kai. para. tw|/ E
v ni,dh| oivkou/sin

(238b) 그들로서는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다(238b)

ouvk evxh/n

(238b) 떠나가는(avp) 것은,

(238b)

avpie,nai(

(238b) 이유를(aiv) 제외하고는(pl),

(238b)

plh.n dia. aivti,an

(238b) 어떤 충분한(i`k)

(238b)

tina. i`kanh,n)

(238b) 그런데 한 때, 한 젊은이가 왔다

(238b)

evlqw.n de, pote neani,aj

(238b) 그 교사보고 요청했다(h;|t)

(238b)

h;t| hse to.n dida,skalon

(238b) 자기를 보내주라고(avp)

(238b)

eva/n avpie,nai(

(238b) 그리고 어떤 친척이(su)

(238b)

w`j suggenou/j tinoj

(238b) 죽었기 때문에

(238b)

avpoqano,ntoj\

(238b) 장례식(ta,)에, 때문에

(238b)

Tw|/ ga.r ta,fw|(

(238b) 그가 말했다.

(238b)

e;fh(

(238b) 내가 참석하기를(pa) 바래서’라고

(238b)

bou,lomai parei/nai(

(238b) 그것은 관계상 적절하기(pr)

(238b)

w`j suggenei/ dh. prosh,kei)

(238c) 그러나 그는 ,

(238c)

o` de. κai.

(238c) 누가

(238c)

ti,j(

(238c) 말했다

(238c)

e;fh(

(238c) 너의 친구들 중 죽었는가?(te,)

(238c)

te,qnhke, soi*

(238c) 그리고 이 아저씨가(qe)

(238c)

o` de. to.n qei/on

(238c) 그는 응답했다(avp).

(238c)

avpekri,nato

(238c) 최근에(ne) 죽었다고

(238c)

newsti. teqnhke,nai)

(238c) 그러나 에니데스는

(238c)

o` de. E
v nidhj

(238c) 찌무룩한 얼굴(sk)을 지으면서

(238c)

skuqrwpo.j geno,menoj

(238c) 그러면(to) 내가 너보고

(238c)

(238c) 그가 말했다.

(238c)

e;fh(

(238c) 떠나라고(avp)

(238c)

avpie,nai\

(238c) 그러나 더 좋았을 터인데.’

(238c)

a;meinon de. a'n h=n

(238c) 만일에 너의 아버지가

(238c)

ei; soi o` path.r

(238c) 죽었더라면

(238c)

avpe,qanen)

(239a) 보이오션이 코린뜨에

(239a)

Boiwto.j tij evj Ko,rinqon

(239a) 도착할(avf) 때에,

(239a)

avfiko,menoj(

(239a) 북풍이(Bo) 일고 있었다.

(239a)

Bore,ou genome,nou

(239a) 그리고 얼어(pa) 있어서,

(239a)

kai. page,ntoj tou/

vEw/ se toi,nun(

(239a) 길들에 있는 물은(u[d)

(239a)

evn tai/j o`doi/j u[datoj(

(239a) 시장에서(avg) 넘어졌다(ka).

(239a)

katapesw.n evn th|/ avgora|/

(239a) 그리고 그것은 아주 나쁜(du) 방법으로였다(239a)

pa,nu duscerw/j die,keito)

(239a) 그래서 곁에 섰던 사람들(oi`

(239a)

kai. oi` paro,ntej

(239a) 그를 일으켰다(evp).

(239a)

evph/ran auvto.n

(239a) 그가 일어날 수가(du) 없었기 때문에,

(239a)

ouv duna,menon avnasth/nai(

(239a) 그리고 집으로(oiv) 운반했다(e;f)

(239a)

kai. e;feron pro.j th.n oivki,an)

(239a)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pa)이

조언할(pe) 때에,

(239a)

peiqo,ntwn de, tinwn

(239a) 코린띠안 의사를

(239a)

Kori,nqion ivatro.n

(239a) 부르러 보내야(me) 한다고

(239a)

metape,myasqai(

(239a) 그들을 허락하지(ei;) 않았다.

(239a)

ouvk ei;a

(239a) 그 환자는(o`

(239a)

o` nosw/n(

(239a) 오직 하나 뿐이다는 생각으로

(239a)

w`j e`no.j mo,nou

(239a) 지혜로운 의사는

(239a)

sofou/ o;ntoj ivatrou/(

(239a) 그는 보이오션이다.

(239a)

tou,tou de. Boiwtou/(

(239a) 이름이 필론도스인

(239a)

ovno,mati Filw,ndou)

no)

(239b) 그리고 그들은 심부름꾼을(a;g) 보냈다(e;p)(239b)
(239b) 필론다스를 데려오도록(ko).

(239b)

oi` de. a;ggelon e;pemyan
i[na komi,seie to.n Filw,ndan)

(239b) & 그는...가지고(fe,) 돌아왔다(h=k) (239b)

o` de. h=ke fe,rwn

(239b) 아래와 같은 편지를

(239b)

evpistolh.n toia,nde\

(239b) 나 자신은

(239b)

Auvto.j me.n

(239b) 나의 친구여,

(239b)

w= fi,le

(239b) 당신에게 갈(pr) 수가 없습니다.

(239b)

ouv du,namai proselqei/n(

(239b) 적절한(i`k) 약을(fa,)

(239b)

fa,rmakon de. i`kano.n

(239b) 내가 보낼 것입니다(pe).

(239b)

pemyw(

(239b) 만일(eva.) 내가 오직 안다면(eiv)

(239b)

eva.n mo,non eivdw/

(239b) 그 불상사(ka)에 대해서

(239b)

peri. tou/ kakou/(

(239b) 어데서(o[p) 처음 당신이 고통을 느꼈는지(h;l),(239b)

o[pou prw/ton h;lghsaj)

(239b) 그래서 그 환자는(no)

(239b)

o` de. nosw/n

(239b) 말하라고 그들을 명령했다.

(239b)

eivpei/n evke,leusen(

(239b) 시장에서 라고

(239b)

o[ti evn avgora|/

(239b) 코린띠안의

(239b)

th|/ tw/n Korinqi,wn)

(240a) 동료(e`t)와 함께...치안(이름)(Ci)이

(240a)

Ci/o,j tij meta. e`tai,rou

(240a) 이전에 아시아에서 여행하는(o`d)

(240a)

pote. o`doiporw/n evn A
v si,a|

(240a) 도달했다.

(240a)

h=lqe

(240a) 어떤 넓은(euv) 강에(po)

(240a)

pro.j euvru,n tina potamo,n(

(240a) 반드시 건너야(di) 하는 which

(240a)

o[n e;dei diabh/nai)

(240a) 그리고 다리가(ge) 있지(ou;) 않았기 때문에,

(240a)

gefu,raj de. ouvk ou;shj(

(240a) 그 동료는 옷을 벗기(avp) 시작했다.

(240a)

o` e`tai/roj h;rceto avpodu,esqai(

(240a) 마치 수영할 작정인(di) 것처럼

(240a)

w`j nei/n dianoou,menoj)

(240a) 그러나 그 치안은

(240a)

o` de. Ci/oj

(240a) 필요가 없다고

(240a)

ouvde.n dei/n

(240a) 말했다

(240a)

e;fh

(240a) 많은 수고를(de) 하면서

(240a)

meta. tosou,tou po,nou

(240a) 건너야(di) 할

(240a)

diabh/nai\

(240a) 그가...쉽게(r`a)|/ , 때문에,

(240a)

r`ao|/ n ga.r auvto.j

(240a) 그 문제를...끝낼(evk)것이기

(240a)

to. pra/gma evktelei/n(

(240a) 그를 던짐으로서(r`i,),

(240a)

r`i,yaj evkei/non

(240a) 더욱 먼 둑에(o;c)

(240a)

pro.j th.n pe,ra o;cqhn)

(240a) 그리고 그는, 없다고

(240a)

o` de, ouvk

(240a) 말했다.

(240a)

e;fh

(240a) 그가 ..던질(r`i,) 수

(240a)

auvto.n du,nasqai r`iy
, ai

(240a) ..그를

(240a)

e`auto,n(

(240a) 무거운(ba) 사람이어서

(240a)

baru.n o;nta a;nqrwpon\

(240a) 원했기(evq) 때문에.

(240a)

evqe,lein ga.r

(240a) 그에게

(240a)

perido,sqai auvtw|/

(240a)

peri. tala,ntou crusou/)

걸기를

(240a) 금화 탤렌트를

(240b) 그리고 그는 이것을 약속했다(u`p) (240b)

tou/to de. u`pe,sceto

(240b) 생각하면서(oi)

(240b)

oivom, enoj

(240b) 어려움(po,) 없이(a;n) either

(240b)

h] a;neu po,nou

(240b) 그 강을 건너거나(di)

(240b)

diabh,sesqai to.n potamo.n

(240b) 혹은 금화 탤렌트를 가져야 한다(e;x)고 or

(240b)

(240b) 그리고 그 치안은 (그 걸기를) 받아들이고(de)는

h] ta,lanton e;xein crusou/

(240b)

o` de. Ci/oj dexa,menoj

(240b) 그를 힘껏(ivs) 들어서(la)

(240b)

kai. labw.n ivscurw/j

(240b) 그를 던졌다(e;r).

(240b)

e;rriyen auvto.n

(240b) 그 강(u[d) 중간으로(me,)

(240b)

evj me,son to. u[dwr)

(240b) 그리고 그가, 어려웁게(mo,)

(240b)

w`j de. mo,lij

(240b) 살아난 후

(240b)

swqei.j

(240b) 그리고 함빡 젖고(di)

(240b)

kai. diabebregme,noj

(240b) 금을 요구했을(avp) 때에,

(240b)

avph,|tei to. crusi,on(

(240b) 그러나...않았다

(240b)

vAlla. ouv

(240b) 첫 번째에

(240b)

to. prw/ton(

(240b) 그 치안이 대답했다.

(240b)

e;fh o` Ci/oj(

(240b) 나는 그것을 행하기로 약속하지... (240b)

u`pesco,nhn dra,sein)

(240b) 지금 오라,

(240b)

a;ge nun(

(240b) 우리는 반드시 그만 두어서(avp)는 않된다

(240b)

ouvk avpokamei/n dei/(

(240b) 그러나 다시 시도(pe)해야 한다

(240b)

avll v au=qij peira/sqai)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236부터 240까지 읽어보라
Prios: a Tale (236), CXI
tau/ta

de.

avkou,saj

ouvke,ti

dh.

hvne,sceto

o`

Pri,oj(

avlla.

bracu,

ti

avnapausa,menoj avne,sth e;ti nukto.j ou;shj w`j pro.j th.n po,lin ivw.n kai. to.
pra/gma auvto.j evle,gxwn) kai. ovli,gou pro. meshmbri,aj avfiko,menoj e;speuden evpi.
th.n

oivki,an

prosdeco,menoj)

tou/

A
v mfioni,dou
evpeispesw.n

fobou,menou
de.

eivj

th.n

kai.
auvlh.n

deino.n
qo,rubo,n

ti

eu`rh,sein
te

h[sqeto

gigno,menon kai. a;nqrwpo,n tina ei=de evgceiri,dion evpai,ronta w[ste to.n
A
v mfioni,dan avpoktei/nai) prosdramw.n de. e;fqase pri.n pata,xai sullabw.n to.n
fone,a( kai. e;swse to.n fi,lon) to,te dh. fanero.n evge,neto to. pa/n) xunw,mosan
ga.r trei/j a;nqrwpoi( Qessalo,j te kai. Megareu.j kai. Fwkeu.j w[ste foneu/sai
evkei/non)

Prios: a Tale (237), CXII
dei,saj de. o` Qessalo.j prw/ton avpw,c| eto feu,gwn pri.n evktele,sai to.n fo,non)
tw. de. e`te,rw evkei,nou prodo,ntoj avduna,tw h;ton a;neu tou/ e`tai,rou evkei,nh| th|/
h`me,ra| th.n evpiboulh.n perai,nein( avlla. dienoei,sqhn th|/ u`sterai,a| peri. th.n
auvth.n w[ran tw|/ e;rgw| evpiceirei/n) th|/ de. u`sterai,a| wvsau,twj avpw,knhsen o`
Megareu,j( w[ste u`poleipo,menoj o` Fwkeu.j au=qij hvnagka,sqh avnabale,sqai to.n
fo,non evj th.n au;rion) kai. evkei,noij me.n evfexh/j feu,gousi perie,tucen o`

Pri,oj\ to.n de. teleutai/on th|/ tri,th| h`me,ra| katalamba,nwn e;tuce auvtw|/ tw|/
e;rgw|

evpiceirou/nti)

kai.

ou[tw

dia.

to.

polupragmonei/n

die,swse

to.n

A
v mfioni,dan)

Enides (238), CXIII
dida,skalo,j tij h=n ovno,mati E
v ni,dhj( avnh,r w;n tw|/ me.n e;rgw| pa,nu sw,frwn(
tw|/ de. lo,gw| evnio,te qauma,sioj kai. aveikh,j) kai. para. tou,tw| polloi. w;k| oun
neani,ai( e]x mh/naj evntau/qa dia,gontej tou/ evniautou/( i[na filosofi,an
manqaimoien) kai. para. tw|/ vEni,dh| oivkou/sin ouvk evxh/n avpie,nai( plh.n dia.
aivti,an tina. i`kanh,n) evlqw.n de, pote neani,aj h;t| hse to.n dida,skalon eva/n
avpie,nai( w`j suggenou/j tinoj avpoqano,ntoj\ Tw|/ ga.r ta,fw|( e;fh( bou,lomai
parei/nai( w`j suggenei/ dh. prosh,kei) o` de. Kai. ti,j( e;fh( te,qnhke, soi* o` de.
to.n qei/on avpekri,nato newsti. teqnhke,nai) o` de. E
v nidhj skuqrwpo.j geno,menoj
vEw/ se toi,nun( e;fh( avpie,nai\ a;meinon de. a'n h=n ei; soi o` path.r avpe,qanen)

Doctors (239), CXIV
Boiwto.j tij evj Ko,rinqon avfiko,menoj( Bore,ou genome,nou kai. page,ntoj tou/
evn tai/j o`doi/j u[datoj( katapesw.n evn th|/ avgora|/ pa,nu duscerw/j die,keito) kai.
oi` paro,ntej evph/ran auvto.n ouv duna,menon avnasth/nai( kai. e;feron pro.j th.n
oivki,an) peiqo,ntwn de, tinwn Kori,nqion ivatro.n metape,myasqai( ouvk ei;a o`
nosw/n( w`j e`no.j mo,nou sofou/ o;ntoj ivatrou/( tou,tou de. Boiwtou/( ovno,mati
Filw,ndou) oi` de. a;ggelon e;pemyan i[na komi,seie to.n Filw,ndan) o` de. h=ke
fe,rwn evpistolh.n toia,nde\ Auvto.j me.n w= fi,le ouv du,namai proselqei/n(
fa,rmakon de. i`kano.n pemyw( eva.n mo,non eivdw/ peri. tou/ kakou/( o[pou prw/ton
h;lghsaj) o` de. nosw/n eivpei/n evke,leusen( o[ti evn avgora|/ th|/ tw/n Korinqi,wn)

The Chian (240), CXV
Ci/o,j tij meta. e`tai,rou pote. o`doiporw/n evn A
v si,a| h=lqe pro.j euvru,n tina
potamo,n( o[n e;dei diabh/nai) gefu,raj de. ouvk ou;shj( o` e`tai/roj h;rceto
avpodu,esqai( w`j nei/n dianoou,menoj) o` de. Ci/oj ouvde.n dei/n e;fh meta.
tosou,tou po,nou diabh/nai\ r`ao|/ n ga.r auvto.j to. pra/gma evktelei/n( r`iy
, aj
evkei/non pro.j th.n pe,ra o;cqhn) o` de, ouvk e;fh auvto.n du,nasqai r`iy
, ai e`auto,n(
baru.n o;nta a;nqrwpon\ evqe,lein ga.r perido,sqai auvtw|/ peri. tala,ntou crusou/)
tou/to de. u`pe,sceto oivom, enoj h] a;neu po,nou diabh,sesqai to.n potamo.n h]
ta,lanton e;xein crusou/ o` de. Ci/oj dexa,menoj kai. labw.n ivscurw/j e;rriyen
auvto.n evj me,son to. u[dwr) w`j de. mo,lij swqei.j kai. diabebregme,noj avph,t| ei to.
crusi,on( A
v lla. ouv to. prw/ton( e;fh o` Ci/oj( u`pesco,nhn dra,sein) a;ge nun(
ouvk avpokamei/n dei/( avll v au=qij peira/sqai)

(24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