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 Malai/oi mu,qouj pollou.j
Birds (241a), CXVI
그 말라이오이는, 어떻게(o[q) 그들이 그들의 둥우리를(ne) 만드는 것을 아는지를(evp)
보여주면서(dh), 그 새들에(ovr) 대해서 많고 기묘한 이야기들(mu)을 말한다. 그리고 그
들은 아래와 같은 (설화) 것을 말한다. 처음에 새들은 둥우리 만들기를 항상-원했던
(eiv)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알들을 땅에다(ca) 숨김없이(fa) 놓아두(kate)
든지, 또는 오직 풀로(po,)만 덮어(ke) 둔다. 그러나 어느 날 떠 오르는(avn) 태양으로부
터 불사조(fo)가 왔다. 그리고 함께 모든 새들을(o;r) 집합시킨(su) 후에, 그는 어떻게
그들이 새 집들을 짓는(oiv)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The Malaioi tell many

strange stories about the birds, showing whence they know (how) to consturct their
nests. And they tell the following (tale): At first the birds by no means were wont to
make nests, but deposited their eggs either openly on the grounds, or covered only
with grass. But one day there came a phoenix form the rising of the sun, and
having gathered together all the birds, he began to teach them how they ought to

oi` Malai/oi mu,qouj pollou.j kai. qaumasi,ouj le,gousi peri.

build houses.

tw/n ovrni,qwn( dhlou/ntej dh. o[qen evpi,stantai ta.j neossia.j kataskeua,zein)
le,gousi de. toia,de\ prw/ton me.n ai` o;rniqej ouvdamw/j eivw,qesan neossia.j
poiei/n(

avlla.

ta.

w|av .

h'

camai.

fanerw/j

kateti,qento(

h'

po,a|

mo,non

kekrumme,na) h=lqe de, pote foi/nix avpo. tw/n avntolw/n h`li,ou( kai. sulle,xaj
pa,saj

ta.j

avntolai,
ei;wqa

o;rniqaj

떠 오르는 rising,

camai,

dida,skein

숨김없이 openly, publicly,

kataskeua,zein

InPrA from

kekrumme,nwj

o[pwj

dei/

땅에다 to or on the ground,

나는 늘...한다. I am wont,

fanerw/j

deposit,

h;rceto

evpi,stantai

foi/nix $ &nik&%

kataskeua,zw

비밀리에 secretly,

oi;kouj

dhlo,w

IdPrM3

from

oivkodomei/n)

shew,

dhlo,w

evpi,stamai

show,
Know,

불사조 phoenix,

만든다 consturct,

nossia,, a/j, h`

katati,qesqai

둥우리 brood,

놓아두다

kru,πtw

덮다

Malai/oi

cover,
and

h`

새 bird,

말라이오이 Malaioi,

o[qen

mu/qoj, ou, o`

oivkodome,w

어디에 whence,

evpi,stantai)))kataskeua,zein처럼

o;rnij, iqoj, o`

이야기 tale, story;
짓다 build,

po,a

풀 grass,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다 >(118교).

toia,de

= the following (tale)에서는 영어에서는 명사가 왔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중성형용사가
사용되었다 >(114가).

(241b), CXVI
그리고 그 자신이 그들(avp) 앞에서(pa) 가지들(kl)과 잔가지(ka,)들을 취해서, 다른 것
들이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ma)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본보기로(pa) 만들면서, 아주
영리하게(so) 그리고 기교 있게 둥우리를 지어갔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그들에게 즐
거운(te)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감사를 그에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w;e| ).

And

taking branches and sticks, he himself in the presence of them all proceeded to
build a nest, very cleverly and skillfully, making it an example in order that the rest
might learn at the same time. And he thought that this would be pleasing to them,

kai. kla,douj kai. ka,rfh

and that they would have much gratitude to him.

labw.n auvto.j parousw/n avpasw/n

neossia.n wvkodo,mei pa,nu sofw/j kai.

evpisthmo,nwj( para,deigna poiou,menoj i[na ai` e[terai a[ma manqa,noien) w;e| to
de. dh. terpno.n tou/to e;sesqai auvtai/j( kai. pollh.n ca,rin ei;sesqai e`autw|)/
e[terai

형용사1f from

잔가지 stick,

kla,doj, ou, o`

a pattern or model,
즐거움 pleasure,

wvkodo,mei

둘 또는 그 이상의 other of two or more than two,

가지 branch,

parousi,a, aj,

w;|eto

parousw/n avpasw/n
었다.

e[teroj

IdIpM3 from

앞 presence,

oi;omai

배우다 learn,

sofw/j

wisely,

생각하다 think,

para,deigma

본보기

terpno,thj( &htoj ( h`

oivkodome,w

짓다 build,

= in the presence of them에서 그리스어에는 현재분사가 사용되

= proceeded to build = 지어갔다고 옮긴 것은 시간의 연장을 뜻하는

미완료가 왔기 때문이다 >(120너).
한다 >(120려).

manqa,nw

ka,rfoj

i[na)))manqa,noien는

기원법 구문으로 목적을 표현

Birds (242a), CXVII
모두가 처음에는 조용했다(evs). 그리고 만일 그들이 아름다운 집들을 갖는다면(e[x) 그
것을 소득(ke,)이라고 여기면서(po),

조심스럽게(evp) 그가 작업하는 것을(evr) 지켜보았

다(evq). 그러나 그 불사조는(fo) 처음에는 약간의 가지들을(kl), 그 둥우리의 바닥이
(e;d)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짰다(su). 그리고 그가 이것을 끝냈을(evx) 때에, 언제나
(ave) 그녀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비둘기(pe)가 날라(pet) 가버렸
다(avp) 그리고 ‘나는 확실히 안다, 나는 확실히(to) 안다’라고 외쳤다(bo). 그리고 그
시간 이래로 그녀는 그녀의 알들을 위해서 오직 바닥만(e;d) 짓는다(oiv),
그러나 둥우리는 아니다.

At first all were silent, and carefully watched him at

work (working), considering it a gain if they shall have beautiful houses; but the
phoenix first wove together some boughs so as to be a floor of the nest. And when
he had finished this, the dove, always having proud thoughts of herself, went away
flying and calling out, 'I know surely, I know surely:' and ever since the time she

pa/sai de. evsi,gwn to.

only builds a floor for her eggs, but not a nest.

prw/ton( kai. evpimelw/j evqew,roun auvto.n evrgazo,menon( ke,rdoj poiou,menai eiv
oi;kouj kalouj e[xousi) o` de. foi/nix pro/ton me.n kla,douj tina.j sune,pleke(
w[ste e;dafoj ei=nai th/j neossia/j) evpei. de. tou/to evxete,lesen( h` peristera,( avei.
me,ga fronou/sa evf v e`auth/|( avpw|,ceto petome,nh kai. bow/sa Oivda, toi( Oivda,
toi) kai. evx evkei,nou tou/ cro,nou e;dafoj mo,non oivkodomei/ toi/j wv|oi/j(
neossia.n de. ou;)

avei,

리다 to be gone away,

bow/sa

ouj, to,
look at,

evrgazo,menon

branch,

끝내다 finish,

IdPrA3 from

do, make;

d

oivkodome,w

siga,w

avpw,|ceto

boa,w

shout,

조심스럽게 carefully,

PaPrMm4 from

me,ga fronei/n evpi,

oivkodomei/
poie,w

evktele,w

PaPrAf1 from

evpimelw/j

바닥 ground,

IdAoA3 from

계속해서 continually,

evrga,zomai

work,

ke,rdoj, ouj, to,

IdIpM3 from

e;dafoj

n

evqew,roun
evx

avp&oi,comai
바닦 floor,

e;dafoj,

IdIpA3 from

qewre,w

이래로 since,

소득 a gain,

가버

evxete,lesen

kla,doj, ou, o`

가지

대해서 당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 have proud thoughts of,
build,

pe,tomai

조용히 하다 keep silent,

나르다 fly,

sum&ple,kw

peristera,

비둘기 dove,

함께 짜다 to twine or plait

together;

toi

확실히 surely,

(242b), CXVII
그리고 불사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h-s) 그 집의 벽들을(to) 짓는 것을 계속했다 (di).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글쎄요, 글쎄요’라고 외치면서(bo) 개똥지 빠귀가(ki,)
곧(euv) 날아갔다(avp). 그리고 그들 중의 대부분은 그녀를 따랐다. 결과적으로 오늘
까지(e;t

ka nu/)

그 새들은 벽들(to) 까지만(me,) 짓는다. 그러나 그 제비는(ce) 홀로

그 전체의 작업을 지켜보면서(qe) 남았다(pa), 그리고 지붕을 만드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녀 홀로 완전한 그리고 지붕이(ovr) 있는 둥우리를
짓는다(oiv).

And the phoenix none the less continued building the walls

of the house: and when this was done straightway the thrush flew off, calling out,
'Well, well,' and most of them followed her. So that to this day the birds build up to
the walls. But the swallow alone remained watching the whole work, and learned to
make a roof: and therefore she alone builds a nest complete and having a roof.

o` de. foi/nix ouvde.n h-sson diete,lei sumple,kwn tou.j toi,couj tou/
oi;kou\ tou,tou de. genome,nou avpe,ptato euvqu.j h` ki,clh bow/sa Eu=( eu=( kai. ai`
pollai. sunei,ponto auvth|/\ w[ste me,cri tw/n toi,cwn e;ti kai. nu/n oivkodomou/sin
ai` o;rniqej) mo,nh de. h` celidw.n pare,mene qewrou/sa pa/n to. e;rgon( kai.
ovrofh.n evma,nqane poiei/sqai\ kai. dia. tou/to au[th mo,nh telei,an neossia.n kai.
ovrofh.n e;cousan oivkodomei/)
제비 swallow,

dietele,w

immediately,

ki,clh

oivkodome,w

짓다 build,

remain,

qewrou/sa

avpope,tomai

continue,

e;ti kai. nu/n

개똥지빠귀 thrush,

ovrofh,

PaPrA1f from

me,c ri

지붕 roof,

qewre,w

날아가다 fly off,

오늘 까지 to this day,
까지만 up to,

pare,menen

보다 see,

벽 wall,

done에서는 현재분사가 영어에서는 수동태로 옮긴 점이다.

euvqu,j

oivkodomei/

IdIpA3 from

toi/coj

celidw,n( &onoj( h`
곧

IdPrA3 from

parame,nw
genome,nou

남다
= was

The Sea (243a), CXVIII
그리고 똑 같은 말라이오이가 어떻게 그것이 소금이(a`l)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di)
바다에 대해서 다른 설화를(mu/) 말한다(le,). 바다의 물은 처음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
(fa)처럼, 강들(po)처럼(w[s) 달았다. 그러나 제우스가 그것이 사람들이나 다른(a;l) 동
물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mi)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것(계획)을 고안해 냈
다(evm).

And the same Malaioi tell another tale about the sea, explaining how it

became salt. For the water of the sea was at first, as they say, sweet like the
rivers; but Zeus, in order that it might not be defiled by men and the other animals,

peri. de. th/j qala,sshj oi` auvtoi. Malai/oi

devised the following (scheme).

e[teron mu/qon le,gousi dihgou,menoi o[pwj a`lmura. evge,neto) h=n ga.r to. u[dwr
th/j qala,sshj to. prw/ton( w[j fasin( h`du. w[sper kai. oi` potamoi,\ o` de Zeu.j(
i[na mh. miai,noito u`po. tw/n avnqrw,pwn kai. tw/n a;llwn zw,|wn evmhcana/to to,
toio,nde\

a;lloj, h, o

다른 other, another, different,

PaPrMm1 from

dihge,omai

설명하다 describe,

le,gousi

IdPrA3 from

miai,nw

더럽히다 defile,

(just) as,

le,gw

말하다 say,

mu/qoj, ou, o`

evmhcana/to to, toio,nde

a`lmuro,j

fasin

mhca±na,omai

설화 tale,

소금 salt,

IdPrA3 from

fhmi,

dihgou,menoi
말하다 say,

고안해 내다 to contrive, devise,

potamo,j, ou/, o`

강 river,

w[sper

처럼

= devised the following에서는 명사가 그리스어에서

는 중성형용사가 사용되었다 >(114가).

(243b), CXVIII
그의 경건(euv)에 대한 답례로, 그것은 그에게는 큰 소득일(ke,) 것이다고 말하면서(fa,),
그는 말라이오이 왕에게 어떤 자루를(qu) 주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이나 요청을(ai)
했을 때마다(o`p), 그리고 ‘오 자루여(qu,),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가 말할 때, 즉시
로(evx) 그 자루로부터 요청을(aiv) 했던 그것이 반드시 나타날(evk) 것이라고 그는 약속
을(u`p) 했다.

For he gave to the king of the Malaioi a certain bag, saying it would

be a great gain to him in return for his piety: for whenever he asked for anything,
and said, 'O bag, I have need of this,' immediately, he promised, from the bag

tw|/ ga.r basilei/ tw/n Malai,wn e;dwke

should appear the thing asked for.

qu,lako,n tina( fa,skwn ke,rdoj me,ga e;sesqai auvtw/| avnti. th/j euvsebei,aj\ o`po,te
ga.r aivtoi,h ti( kai. legoi( w= qu,lake dei/ moi tou,tou( evxai,fnhj u`piscnei/to
evk tou/ qula,kou evkfanh,sesqai to. aivtou,menon)
경건 piety,

fa,skwn
bag,

evk&fai,nw,

PaPrAm1 from

u`piscnei/to

나타나다 to exhibit,

fa,skw

assert,

evxai,fnhj

ke,rdoj, ouj, to,

u`piscne,omai

IdIpM3

aivte,w

promise,

aivtoi,h

요청하다 ask,

euvse,beia

즉시로 suddenly, unexpectedly;
소득 a gain,

qu,lakoj(

자루 a

(OpPr)

(243c), CXVIII
그러나 동시에(a[m) 그는, 그 자루를 그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절제하도록(me,) 그리고
필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도록 그를 명령했다(evk). 그렇지 않으면 그
는 많은 무서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그는 위협했다(h/p). 그러나 그 왕은
선물을 취하면서, 굉장하게(qa) 기뻐했다.

But at the same time he ordered him

to be moderate in his use of the bag, and not to ask for anything except what was
necessary: otherwise he threatened that he should suffer many dreadful things. But

evke,leuse de. a[ma me,trion

the king, taking the gift, was wonderfully delighted.

ei=nai tw|/ qula,kw| crw,menon( kai. mhde.n aivtei/n plh.n tw/n avnagkai,wn eiv de.
mh,( h/pei,lhse polla. kai. deina. pei,sesqai\ o` de. basileu.j labw.n to. dw/ron
h[sqh qaumasi,wj w[j)
crw,menon
IdAoA3

from

a[ma

PaPrMn4 from

keleu,w

동시에 at the same time,

cra,w( eiv de. mh,

명령하다

command,

avpeile,w

위협하다 threaten,

그렇지 않으면 if not, if otherwise(

me,trion

절제하다 moderate,

evke,leuse

crw,menon

=

in his use of에서는 분사의 시제가 의미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in”이 사용되었다
>(119고).

mhde.n은

부정적인 생각을 부인한다 >(124갸).

suffer에는 InFu가 왔다 >(118교).

pei,sesqai

= he should

The Sea (244a), CXIX
그리고 오래 동안, 그는 그 자루를(qu) 아주 절제 있게 사용했다(evc). 오직 필요한(avn)
것들만 요청하면서(ai)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언제나 굉장한 풍부함을(avf) 받아왔다
(de). 그러나 이전에, 그가

많은 동료들과(e`t) 함께 바다를 건너서 항해할(e;p) 때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잘 되었고(pr), 이것을 위해서 그가 항해를 나갔기
(evx) 때문에, 큰 기쁨(ca) 가운데서(w'n) 그는 그의 좋은 행운을(euv) 축하하기 위해서
연회를(de) 준비하도록(e`t) 그 선원들을 명령했다(evk).

And for a long time he

used the bag very moderately, only asking for necessary things, and always
receiving from it great plenty. But once he was sailing across the sea, with many
companions, and as everything had succeeded for him, for which he had sailed out,
being in a great (state of) delight he ordered the sailors to get ready a banquet to

kai. polu.n me.n cro,non pa,nu metri,wj evcrh/to

celebrate his good fortune.

tw|/ qula,kw| to. avnagkai/a mo,non aivtw/n( kai. avei. avfqoni,an pollh.n evx auvtou/
deco,menoj) e;plei de, pote dia. th/j qala,sshj meta. pollw/n e`tairwn( kai. w`j
pa,nta proecw,rhsen auvtw|/ evf v a[ evxe,pleusen( evn mega,lh| cara|/ w'n dei/pnon
evke,leuse tou.j nau,taj e`toima,zein w`j evpi. th/| euvtuci,a|)
without envy: plentiful;

필요한 necessary,
receive,

dei/pnon

e`toima,zw
fortune,
away,

aivte,w

cra,omai

proe,cw

사용하다 use,

연회 banquet,

준비하다 prepare,

evke,leuse

요청하다 request,

IdAoA3 from

deco,menoj

e`tai/roj, ou, o`

e`toima,zw
keleu,w

PaPrAm1 from

동료 comrade;

준비하다 get ready,

evxe,pleusen

de,comai

e`toima,zein

euvtuci,a

evkple,w

풍부한

avnagkai/oj, a, on

PaPrMm1 from

명령하다 command,

성공되어지다 be excelled.

와 부정과거에 대해서는 >(120그).
한다.

aivtw/n

a;&fqonoj, on,

받다

InPrA from

좋은 행운 good

항해를 나가다 sail

= he had sailed out처럼 대과거

w`j evpi. th/| euvtuci,a|에

여격이 온 점도 유의해야

(244b), CXIX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pa) 때에, 말라이오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그들
은 소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고(avn) 생각하면서
(oi) 그것을 주라고 그 자루에게 요청했다(h/|t). 어느 정도는(me,) 아무리 은밀하게(la)
두려워해도(de), 그러나 그 선원들 때문에 부끄러워했다(ai).

And when everything

was prepared, some one of the Malaioi told the king that they had (have) no salt.
But he, thinking it was necessary, asked the bag to give it, fearing however secretly

kai. pa,ntwn

somewhat, but being ashamed on account of the sailors.

pareskeuasme,nwn( ei=pe, tij tw/n Malai,wn tw|/ Basilei/ o[ti ouvde.n a[laj
e;cousi) o` de. avnagkai/on dh. oivom, enoj ei=nai h/|thse to.n qu,ladon dou/nai(
dediw.j me,ntoi la,qra ti( aivscuno,menoj de. dia. tou.j nau,taj)
다 ask for,
necessary,

a[laj

oivom, enoj

밀하게 secretly,

oivom, enoj에서

n

소금

paraskeua,zw

salt,

PaPrMm1 from

aivscuno,menoj

oi;omai

생각하다 think,

PaPrPm1 from

생동력을 주는 소어

dh.는

prepare,

aivscu,nw

aivte,w

요청하

avnagkai/oj, a, on

필요한

me,ntoi

really,

la,qra|

부끄러워하다 be ashamed,

은

dh.

>(123가).

(244c), CXIX
그리고 즉시로(euv) 그 자루는(qu,) 열였고(avn) 아주 많은(to) 소금을 계속해서 쏟아 내
었(evx)고 그로인해서 그 배는 가라 앉았다(ka). 그리고 동시에(a[m) 갑판에 있는 저들도
: 그 이후로 그것은 중단하지(evp) 않았다. 그러나 심지어(e;t) 이 날에도 그것은 아래
(ka,) 놓여있(ke)고, 소금을 쏟아내고(evk) 있다. 결과적으로 바다는 쓰게(pi) 되었다.
And immediately the bag being open proceeded to pour out so much salt that the
ship was sunk, and those on board at the same time: nor did it cease even then,
but even to this day it lies down below pouring out salt: so that the sea has
become bitter.

euvqu.j de. avnoigqei.j o` qu,laskoj tosou/ton a[laj evxe,cei

w[ste kate,du h` nau/j kai. a[ma oi` ple,ontej\ ouvde. evpau,sato ouvde. to,te( avll v
e;ti kai. nu/n ka,tw kei/tai a[laj evkce,wn\ w[ste pikra. dh. ge,gonen h` qa,lassa)

avnoi,gw

열다 open,

쏟아내다 pour out,
sink,
and

kei/tai
ou/to

e;ti

evkce,w

IdPrP3 from

아직도 yet, still,

evkce,w

쏟아내다 pour out,

kei/mai

놓여있다 lie,

더 많은 so great, so large,

ka,tw

pikra.

evpau,sato

쓴 bitter,

IdAoM3 from

=

evkcu,nnomai

katadu,w

아래 below,

가라 앉다

tosou/toj, au,th, ou/ton

pau,w

= proceeded to pour out은 시간의 연장을 뜻한다 >(120너).

to,te의

evkce,w

PaPrAm1 from

중단하다 stop,

evxe,cei

ouvde. evpau,sato ouvde.

이중 부정은 >(124구).

Shooting over the Moon (245a), CXX
크리트에는 사격에(to) 아주 능숙한(evm) 어떤 궁술가(to)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a[m) 그의 예술에 있어서 자랑하는데(me,

fr evp)

익숙해있다. 그리고 이전에 보이

오샨이 참석 한데서, 크리탠은 그것이 달(se) 너머로 나라 가도록(w[s) 그는 그의
화살을 아주(ou[) 힘 있게(ivs) 나라가게(avf)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이오샨 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이것을 행한다면(dr) 내가 당신에게 황금 탤렌트를 지불
하기로 약속한다.’ 그는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avd)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트는 이 약속을(u`p) 받아드린(de) 후에 그것이 우연히 새 달(no)인 그 다음 날
밤에 참석하도록 (pa) 초대했다(evk).

There was a certain archer in Crete, very

skilful in shooting, but at the same time accustomed to pride himself on his art.
And once in the presence of Boeotian, the Cretan said he was able to let fly his
arrow so powerfully that it should fly over the moon. And the Boeotian with a laugh
said, 'I promise to pay you a talent of gold when you have done this.' For he knew
of course that it was impossible. But the Cretan having accepted his promise, bade
him be present on the following night, when it happen to be new moon.

toxo,thj tij h=n evn Krh,th|( evmpeiro,tatoj me.n w'n tou/ toxeu,ein( a[ma de. kai.
me,ga fronw/n evpi. th|/ te,cnh|\ paro,ntoj de, pote Boiwtou/ tinoj( e;fh o` Krh.j
du,nasqai ou[twj ivscurw/j avfei/nai to.n ovis? to,n( w[ste u`pe.r th/j selh,nhj
pete,sqai) o` de. Boiwto.j gela,saj Tou/to, soi( e;fh( dra,santi u`piscnou/mai

ta,lanton crusou/ avpodw,sein) h;d| h ga.r dh. avdu,naton o;n) o` de. Krh.j dexa,menoj
th.n u`po,scesin th/| u`sterai,a| nukti. evke,leuse parei/nai( o[te noumhni,a e;tucen
ouvsa)

avdu,natoj, on

나라가게 하다 let go,

dra,w

불가능한 Impossible of things,

dexa,menoj

행하다 to do some great thing,

evmpeire,w

크리탠 Cretan,

noumhni,a

evke,leuse

아주 능숙한 to be experienced in,

주장하다 hold or form an opinion,

Krh.j

PaAoMm1 from

새 달

u`piscne,omai

f

new moon,

PaPrAm1 from

PaAoAm3

명령하다 command,

frone,w

Krh,th

달 moon,

견해를

크리트 Crete,

tou/ toxeu,ein

to,xeuma, atoj( to,,

an arrow,

= in shooting은 [정관사+ 부정사]

dra,santi

= when you have

done은 종속절 동사를 그리스어로는 분사를 사용한다 >(119교).

ouvsa는

avfi,hmi

에 대해서 자랑하다 pride oneself on,

로 영어의 ...ing 동사나 동명사를 옮긴다 >(110기).

avdu,naton은

InAoA from

dra,santi

keleu,w

힘 있게 powerfully,

selh,nh, hj, h`

약속하다 to promise,

receive,

IdAoA3 from

fronw/n

ivscurw/j

me,ga fronei/n evpi,

de,comai

avfei/nai

h;d| h ga.r dh.

안다는 동사 다음에서 분사가 종속절을 만드는 예문이다 >(119다).

분사로 시간을 표현한다 >(119가).

(245b), CXX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달이(se) 질것처럼 보였다. 달이 곧 살아질 (avf)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이오샨은 서두르라(evp)고 그를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
하고(si) 침묵하면서(h`s), 마침내 그녀가 살아졌을(h`f) 때에(evp), 단번에 그의 활을
(be) 당겼다. 그리고 쏘고 나서, 그는 말했다, ‘탤렌트를 지불하라. 내가 달 위로
쏘았고, 그녀는 바다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나는 바다 위로 나의 활을 쏘았기
때문에.’ And when they were come the moon appeared about to set: accordingly
the Boeotian ordered him to make haste, on the plea that the moon would disappear directly. But he, keeping silent and quiet, when at last she disapeared, shot
his bolt at once. And having sot, he said, 'Pay the talent: for I have shot over the
moon, since she is gone under the sea, but I have shot my arow over the sea.'

paro,ntwn de. evfai,neto dh. h` selh,nh( me,llousa katadu/nai\ w[ste evpei,gesqai
evke,leusen o` Boiwto,j( w`j euvqu.j avfanijqhsome,nhj th/j selh,nhj) o` de. sigw/n
kai. h`suca,zwn( evpei. te,loj h`fani,sqh( euvqu.j avfh/ke to. be,loj) avfei.j de.
A
v po,doj( e;fh( to. ta,lanton\ u`pe.r ga.r selh,nhj evto,xeusa( evpei. evkei,nh me.n u`po.
qa,lassan oi;cetai evgw. de. u`pe.r qala,sshj avfh/ka to. to,xeuma.)
o`

disappearance,

avfei/j

IdPrA2 from

avpodi,dwmi

지불하다 give away,

make haste,

evpei,gw

h`suca,zw

avfi,hmi

be,loj, ouj, to,

hurry on a thing,

침묵하다 be quiet,

siga,w

avpo,doj

쏘다 let it go,

evfai,neto

be silent,

활 arrow,

avfanismo,j, ou/,
ImAoA2 from

evpei,gesqai

IdIpM3 from

fai,nw

서두르다

보이다 appear,

evpei. te,loj h`fani,sqh에서는 evpei.가

IdAo하고 사용되었다.

Education (246a), CXXI
크리싸이오이의 행정장관의(a;r) 아들인 크리스에 거주하는 어떤 젊은이가(Ne) 있었
다. 그가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로부터 철학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 그는 아텐으로
(

A
v q)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에, 그가 아텐에서 1 년(evn) 동안 반드시

살(di) 수 있도록(du,), 그리고 철학가들에게 그들의 요금을(mi) 지불하도록.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풍부한 돈을 주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 도시에 도착하고 (avf)
나서, 이전에(pr) 알았던(gn) 다른 젊은이를(ne) 만났고, 그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tr) 살아야 하는지를 그를 조언하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다(hvx))
There was a certain youth dwelling in Krise, being the son of the magistrate of
the Krisaioi. And he went abroad to Athens in order that he might learn philosophy
from the sophists there; and when he was going away his father gave him plenty of
money, so that he should be able to live at Athens one year, and pay the sophists
their fee. And the boy, having arrived at the city, and having met another young
man who had been an acquaintance (of his) previously, asked him to advise him
what he ought to do, and in what way to live.

Neani,aj tij h=n evn Kri,sh|

oivkw/n( ui`oj. w'n tou/ a;rcontoj tw/n Krisai,wn\ ou-toj de. A
v qh,naze
avpidh,mhsen i[na filosofi,an para. tw/n evkei/ sofistw/n manqa,noi) avpio,nti de.
o` path.r avrgu,rion auvtw|/ e;dwken i`kano,n( w[ste du,nasqai e[na evniauto.n
A
v qh,nh|si dia,gein( kai. to.n misqo.n toi/j sofistai/j avpodou/nai) o` de. pai/j
pro.j th.n po,lin avfiko,menoj kai. neani,a| e`te,rw| peritucw,n( o]j gnw,rimoj h=n
pro,teron( sumbouleu/sai hvxi,ou e`autw|/ ti, de,oi pra,ssein kai. o[ntina tro,pon
a;rcwn $ &ont&%

diaita/sqai)
avpodou/nai
du,nasqai

InAoA from

InPrMfrom

avpodi,dwmi

du,namai

지불하다 pay,

dia,gein

내가 할 수 있다 I can,

gnw,rimoj, on

안면이 있는 acquainted,

misqo,j, ou/, o`

요금 fee, pay, wages;

neani,aj, ou , o`

sofisth,j

철학자 sophist,

from
to,

pra,ssw

행하다 do,

tro,poj, ou,

manqa,noi는

방법 way,

A
v qh,naze

기원법이다 >(120려).

be able to live.

gnw,rimoj h=n

hvxi,ou

아텐으로,

InPrA from

도착하다 reach,

dia,gw

evniauto,j, ou/, o`

IdIpA3 from

avxio,w

sumbouleu,w

A
v qh,nh|si

살다 live,

년 year,

부탁하다 request,

젊은이 young man,

pra,ssein

InPrA

조언하다 give advice

i[na)))

아텐에서 at Athens,

w[ste du,nasqai)))dia,gein

= so that he should

= had been an acquaintance에서는

been으로 옮겼다 >(120구). what he ought to do =

dei/와

avfikne,omai

행정장관 magistrate,

h=n을

had

ti, de,oi pra,ssein으로

옮겼다.

기원법 현재를 사용했다.

(246b), CXXI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많은 이상한(de) 것들을 조언했다(su) [많은 이상한 것들을
권했다],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답례로, 그는 그를 아주 영리하게 돈을(avr) 빌리는(da)
것을 가르쳤다. 따라서, 그 해가 끝날(te) 때에, 그리고 그가 떠날(avp) 때에 그가
받았던(evd) 돈이 충분한 것이 입증이 되었는지를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evr).
그는 대답했다, ‘확실히(dh,)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들을(e[t) 빌릴(da)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I` k).

이 계약금 (evd)으로 내가 그

And he gave him much strange

advice [advised many strange things], and in return for many gifts he taught him very cleverly to
borrow money. Accordingly, when the year was ending, and his father asked him if the money
proved sufficient which he had received at his departure, he said, 'Certainly it proved sufficient: for it

ou-toj de. polla. kai. deina.

was on account of this I was able to borrow the rest.'

sunebou,leuse( kai. avnti. pollw/n dw,rwn pa,nu sofw/j evdi,dasken avrgu,rion
danei,zesqai\ w[ste teleutw/ntoj tou/ evniautou/( kai. evrome,nou tou/ patro.j eiv
i`kano.n evge,neto to. avrgu,rion o[per avpiw.n evde,xato( I` kano.n dh,pou( e;fh(
evge,neto dia. ga.r tou/to evduna,mhn to. e[teron danei,zesqai)
빌리다 borrow,
strengthen,

evde,xato

sunebou,leusen
money,

deino,j, h,, o,n
IdAoM3 from

IdAoA3 from

teleuta,w

끝나다 die,

이상한 fearful, terrible,

de,comai

dh,pou

받다 receive,

danei,zomai

확실히 s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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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amo,w

충분한 sufficient,

sumbouleu,w

조언하다 advise,

avrgu,rion, ou, to,

dan$e%i,zw

빌리다 lend or borrow (money),

(241a) 그 말라이오이는,

(241a)

oi` Malai/oi

(241a) 많고...이야기들(mu)을

(241a)

mu,qouj pollou.j

(241a) 그리고 기묘한...그는 말한다.

(241a)

kai. qaumasi,ouj le,gousi

(241a) 그 새들에(ovr) 대해서

(241a)

peri. tw/n ovrni,qwn(

(241a) 보여주면서(dh),

(241a)

dhlou/ntej dh.

(241a) 어떻게(o[q) 그들이 아는지를(evp)

(241a)

o[qen evpi,stantai

(241a) 그들의 둥우리를(ne)

(241a)

ta.j neossia.j

(241a) 만드는 것을(ka)

(241a)

kataskeua,zein)

(241a) 그리고 그들은 아래와 같은 것을 말한다.

(241a)

le,gousi de. toia,de\

(241a) 먼저 새들은

(241a)

prw/ton me.n ai` o;rniqej

(241a) 항상-원했던(eiv) 것은 결코 아니다 (241a)

ouvdamw/j eivwq, esan

(241a) 둥우리들 만들기를(ka)

neossia.j poiei/n(

(241a)

돈

(241a) 그러나 그들의 알들을

(241a)

avlla. ta. w|va.

(241a) 땅에다(ca) 숨김없이(fa)

(241a)

h' camai. fanerw/j

(241a) 놓아 두(kate)든지,

(241a)

kateti,qento(

(241a) 또는 오직 풀로(po,)만 덮어(ke) 둔다.

or (241a)

h' po,a| mo,non kekrumme,na)

(241a) 그러나 어느 날 불사조(fo)가 왔다 (241a)

h=lqe de, pote foi/nix

(241a) 떠 오르는(avn) 태양으로부터

(241a)

avpo. tw/n avntolw/n h`li,ou(

(241a)

kai. sulle,xaj

(241a) 모든 새들을(o;r)

(241a)

pa,saj ta.j o;rniqaj

(241a) 그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241a)

h;rceto dida,skein

(241a) 그리고 함께

집합시킨(su) 후에,

(241a) 어떻게 그들이 반드시 새 집들을... (241a)

o[pwj dei/ oi;kouj

(241a) 지어야 하는(oiv)지를

(241a)

oivkodomei/n)

(241b) 그리고 가지들(kl)을

(241b)

kai. kla,douj

(241b) 그리고 잔가지(ka,)들을 취해서

(241b)

kai. ka,rfh labw.n

(241b) 자신이

(241b)

auvto.j

(241b) 그들(avp) 앞에서(pa)

(241b)

parousw/n avpasw/n

(241b) 그는 둥우리를 지어갔다

(241b)

neossia.n wvkodo,mei

(241b) 아주 영리하게(so)

(241b)

pa,nu sofw/j

(241b) 그리고 기교 있게

(241b)

kai. evpisthmo,nwj(

(241b) 그것을 본보기로(pa) 만들면서,

(241b)

para,deigna poiou,menoj

(241b) 다른 것들이...하기 위해서,

(241b)

i[na ai` e[terai

(241b)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ma)

(241b)

a[ma manqa,noien)

(241b)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241b)

w;|eto de. dh.

(241b) 이것이 즐거운(te)

(241b)

terpno.n tou/to

(241b) 그들에게...것이다

(241b)

e;sesqai auvtai/j(

(241b) 그리고 많은 감사를

(241b)

kai. pollh.n ca,rin

(241b) 그에게 할 것이라고

(241b)

ei;sesqai e`autw|/)

(242a) 모두가

(242a)

pa/sai de.

(242a) 처음에는 조용했다(evs).

(242a)

evsi,gwn to. prw/ton(

(242a) & 조심스럽게(evp) 지켜보았다(evq)

(242a)

kai. evpimelw/j evqew,roun

(242a) 그가 작업하는 것을(evr)

(242a)

auvto.n evrgazo,menon(

(242a) 그것을 소득(ke,)이라고 여기면서

(242a)

ke,rdoj poiou,menai

(242a) 만일 그들이 아름다운 집들을

(242a)

eiv oi;kouj kalouj

(242a) 갖는다면(e[x)

(242a)

e[xousi)

(242a) 그러나 그 불사조는(fo)

(242a)

o` de. foi/nix

(242a) 처음에는 약간의 가지들을(kl)

(242a)

pro/ton me.n kla,douj tina.j

(242a) 함께 짰다(su).

(242a)

sune,pleke(

(242a) 바닥이(e;d) 되도록 하기 위해서,

(242a)

w[ste e;dafoj ei=nai

(242a) 그 둥우리의

(242a)

th/j neossia/j)

(242a) 그리고 그가 이것을 끝냈을(evx) 때에,

(242a)

evpei. de. tou/to evxete,lesen(

(242a) 그 비둘기(pe)가

(242a)

h` peristera,(

(242a) 언제나 당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

(242a)

avei. me,ga fronou/sa

(242a) 그녀 자신에 대해서

(242a)

evf v e`auth/|(

(242a) 날라(pe) 가버렸다(avp)

(242a)

avpw|,ceto petome,nh

(242a) 그리고 외쳤다(bo). ‘나는 확실히 안다,

(242a)

kai. bow/sa Oivda, toi(

(242a) 나는 확실히(to) 안다’라고

(242a)

Oivda, toi)

(242a) 그리고 시간 이래로

(242a)

kai. evx evkei,nou tou/ cro,nou

(242a) 오직 바닥만 짓는다(oiv),

(242a)

e;dafoj mo,non oivkodomei/

(242a) 그녀의 알들을 위해서

(242a)

toi/j wv|oi/j(

(242a) 그러나 둥우리는 아니다.

(242a)

neossia.n de. ou;)

(242b) 그리고 불사조는

(242b)

o` de. foi/nix

(242b) 그럼에도 불구하고(h-s)

(242b)

ouvde.n h-sson

(242b) 짓는 것을 계속했다(di).

(242b)

diete,lei sumple,kwn

(242b) 그 집의 벽들을(to)

(242b)

tou.j toi,couj tou/ oi;kou\

(242b)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242b)

tou,tou de. genome,nou

(242b) 곧(euv) 날아갔다(avp).

(242b)

avpe,ptato euvqu.j

(242b) 개똥지빠귀가(ki,)

(242b)

h` ki,clh

(242b) 글쎄요, 글쎄요’라고 외치면서(bo) (242b)

bow/sa Eu=( eu=(

(242b) 그리고 그들 중의 대부분은

(242b)

kai. ai` pollai.

(242b) 그녀를 따랐다.

(242b)

me,cri tw/n toi,cwn

(242b)

e;ti kai. nu/n

(242b) 그 새들은 짓는다.

(242b)

oivkodomou/sin ai` o;rniqej)

(242b) 그러나 그 제비는(ce) 홀로

(242b)

mo,nh de. h` celidw.n

(242b) 지켜보면서(qe) 남았다(pa),

(242b)

pare,mene qewrou/sa

(242b) 그 전체의 작업을

(242b)

pa/n to. e;rgon(

(242b) 그리고 지붕을

(242b)

kai. ovrofh.n

(242b) 만드는 것을 배웠다.

(242b)

evma,nqane poiei/sqai\

(242b)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녀 홀로

(242b)

kai. dia. tou/to au[th mo,nh

(242b) 완전한...둥우리를

(242b)

telei,an neossia.n

(242b) 그리고 지붕이(ovr) 있는

(242b)

kai. ovrofh.n e;cousan

(242b) 짓는다(oiv).

(242b)

oivkodomei/)

(243a)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243a)

peri. de. th/j qala,sshj

(243a) 똑 같은 말라이오이가

(243a)

oi` auvtoi. Malai/oi

(242b) 오늘 까지도(e;t

ka nu/)

(243a) 다른 설화를(mu/) 말한다(le,).

(243a)

e[teron mu/qon le,gousi

(243a) 설명하면서(di)

(243a)

dihgou,menoi

(243a) 어떻게 그것이 소금이(a`l) 되었는지를

(243a)

o[pwj a`lmura. evge,neto)

(243a) 바다의 물은 ...였기 때문에

(243a)

(243a) 처음에는,

(243a)

to. prw/ton(

(243a) 그들이 말하는 것(fa)처럼,

(243a)

w[j fasin(

(243a) 강(po)처럼(w[s) 달았다.

(243a)

h`du. w[sper kai. oi` potamoi,\

(243a) 그러나 제우스가

(243a)

o` de Zeu.j(

(243a) 더럽혀지지(mi) 않도록 하기 위해서

(243a)

i[na mh. miai,noito

(243a)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243a)

u`po. tw/n avnqrw,pwn

(243a) 그리고 다른(a;l) 동물들에

(243a)

kai. tw/n a;llwn zw,w
| n

(243a) 아래와 같은 것(계획)을 고안해 냈다(evm)

(243a)

evmhcana/to to, toio,nde\

(243b) 그는 말라이오이 왕에게, 때문에,

(243b)

tw|/ ga.r basilei/ tw/n Malai,wn

(243b) 어떤 자루를(qu) 주었기

(243b)

e;dwke qu,lako,n tina(

(243b) 말하면서(fa,),

(243b)

fa,skwn

(243b) 그것은 큰 소득일(ke,) 것이다 고

(243b)

ke,rdoj me,ga e;sesqai

(243b) 그에게는

(243b)

auvtw/|

(243b) 그의 경건(euv)에 대한 답례로

(243b)

avnti. th/j euvsebei,aj\

(243b) 했을 때 마다, 때문에,

(243b)

o`po,te ga.r

(243b) 그가 아무것이나 요청을(ai)

(243b)

aivtoi,h ti(

(243b) 그가 말했을 때,

(243b)

kai. legoi(

(243b) ‘오 자루여(qu,),

(243b)

w= qu,lake

(243b)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243b)

dei/ moi tou,tou(

(243b) 즉시로(evx), 그는 약속을(u`p) 했다

(243b)

evxai,fnhj u`piscnei/to

h=n ga.r to. u[dwr th/j qala,sshj

(243b) 그 자루로부터

(243b)

evk tou/ qula,kou

(243b) 반드시 나타날(evk) 것이라고

(243b)

evkfanh,sesqai

(243b) 요청을(aiv) 했던 그것이

(243b)

to. aivtou,menon)

(243c) 그러나 동시에(a[m) 그는, 그를 명령했다(evk) (243c)
(243c) 절제하도록(me,)

(243c)

evke,leuse de. a[ma

me,trion ei=nai

(243c) 그 자루를 그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243c)

tw|/ qula,kw| crw,menon(

(243c) 그리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도록 (243c)

kai. mhde.n aivtei/n

(243c) 필요한 것 이외에는

(243c)

plh.n tw/n avnagkai,wn

(243c) 그렇지 않으면

(243c)

eiv de. mh,(

(243c) 그는 위협했다(h/p).

(243c)

h/pei,lhse

(243c) 많은 무서운 일들을

(243c)

polla. kai. deina.

(243c) 그는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243c)

pei,sesqai\

(243c) 그러나 그 왕은 선물을 취하면서,

(243c)

(243c) 굉장하게(qa) 기뻐했다.

(243c)

h[sqh qaumasi,wj w[j)

(244a) 그리고 오래 동안,

(244a)

kai. polu.n me.n cro,non

o` de. basileu.j labw.n to. dw/ron

(244a) 그는 아주 절제 있게 사용했다(evc) (244a)

pa,nu metri,wj evcrh/to

(244a) 그 자루를(qu)

(244a)

tw|/ qula,kw|

(244a) 오직 필요한(avn) 것들만

(244a)

to. avnagkai/a mo,non

(244a) 요청하면서(ai)

(244a)

aivtw/n(

(244a) 그리고 언제나

(244a)

kai. avei.

(244a) 굉장한 풍부함을(avf)

(244a)

avfqoni,an pollh.n

(244a) 그것으로부터 받아왔다(de).

(244a)

evx auvtou/ deco,menoj)

(244a) 그러나 이전에 항해할 때에

(244a)

e;plei de, pote

(244a) 바다를 건너서

(244a)

dia. th/j qala,sshj

(244a) 많은 동료들과(e`t ) 함께

(244a)

meta. pollw/n e`tairwn(

(244a) 그리고 모든 것들이, ..때문에,

(244a)

kai. w`j pa,nta

(244a) 그를 위해서 잘 되었고(pr),

(244a)

proecw,rhsen auvtw|/

(244a) 이것을 위해서 그가 항해를 나갔기(evx)..

(244a)

evf v a[ evxe,pleusen(

(244a) 큰 기쁨(ca) 가운데서

(244a)

evn mega,lh| cara|/ w'n

(244a) 연회를(de)

(244a)

dei/pnon

(244a) 그 선원들을 명령했다(evk).

(244a)

evke,leuse tou.j nau,taj

(244a) 준비하도록(e`t)

(244a)

e`toima,zein

(244a) 그의 좋은 행운을(eu/) [축하하기 위해서]

(244a)

(244b) 그리고 모든 것이

(244b)

kai. pa,ntwn

(244b) 준비되었을(pa) 때에,

(244b)

pareskeuasme,nwn(

(244b) 말라이오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244b)

ei=pe, tij tw/n Malai,wn

(244b) 왕에게

(244b)

tw|/ Basilei/

(244b) 그들은 소금을 갖고 있지 않다고 that

(244b)

o[ti ouvde.n a[laj e;cousi)

(244b)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고(avn)

(244b)

o` de. avnagkai/on dh.

(244b) 생각하면서(oi)

(244b)

oivom, enoj ei=nai

(244b) 그 자루에게 요청했다(h/|t).

(244b)

h/t| hse to.n qu,ladon

(244b) 그 것을 주라고

(244b)

dou/nai(

(244b) 어느 정도는 아무리 은밀하게(la) 두려워해도(de)

(244b)

evpi.] th/| euvtuci,a|)

dediw.j me,ntoi la,qra ti(

(244b)

aivscuno,menoj de.

(244b) 그 선원들 때문에

(244b)

dia. tou.j nau,taj)

(244c) 그리고 즉시로(euv)

(244c)

euvqu.j de.

(244c) 그 자루는(qu,) 열였고(avn)

(244c)

avnoigqei.j o` qu,laskoj

(244c) 더 많은(to) 소금을 계속해서 쏟아 내었(evx)고

(244c)

tosou/ton a[laj evxe,cei

(244b) 그러나

부끄러워했다(ai).

[w`j

(244c) 그로인해서 그 배는 가라 앉았다(ka).

(244c)

w[ste kate,du h` nau/j

(244c) 그리고 동시에(a[m) 갑판에 있는 저들도

(244c)

kai. a[ma oi` ple,ontej\

(244c) 그 이후로 그것은 중단하지(evp) 않았다.

(244c)

ouvde. evpau,sato ouvde. to,te

(244c) 그러나 심지어(e;t)

(244c)

avll v e;ti

(244c) 이 날에도

(244c)

kai. nu/n

(244c) 그것은 아래(ka,) 놓여있(ke)고,

(244c)

ka,tw kei/tai

(244c) 소금을 쏟아내고(evk) 있다.

(244c)

a[laj evkce,wn\

(244c) 결과적으로 쓰게(pi) 되었다.

(244c)

w[ste pikra. dh. ge,gonen

(244c) 바다는

(244c)

h` qa,lassa)

that

(245a) 어떤 궁술가(to)가 있었다.

(245a)

toxo,thj tij h=n

(245a) 크리트에는

(245a)

evn Krh,th|(

(245a) 아주 능숙한(evm)

(245a)

evmpeiro,tatoj me.n w'n

(245a) 사격에(to)

(245a)

tou/ toxeu,ein(

(245a) 그러나 동시에 (a[m)

(245a)

a[ma de.

(245a) 자랑하는데(me, fr evp ) 익숙해있다.

(245a)

kai. me,ga fronw/n

(245a) 그의 예술에 있어서

(245a)

evpi. th|/ te,cnh|\

(245a) 그리고 참석한데서

(245a)

paro,ntoj de,

(245a) 이전에 보이오샨이 ,

(245a)

pote Boiwtou/ tinoj(

(245a) 크리탠은 말했다.

(245a)

e;fh o` Krh.j

(245a) 그는 아주 힘 있게(ivs)..할 수 있다고

(245a)

du,nasqai ou[twj ivscurw/j

(245a) ..그의 화살을 나라가게(avf)

(245a)

avfei/nai to.n ovis? to,n(

(245a) 도록(w[s)

(245a)

w[ste

(245a) 달(se) 너머로

(245a)

u`pe.r th/j selh,nhj

(245a) 그것이 반드시 나라 가

(245a)

pete,sqai)

(245a) 그리고 보이오샨은

(245a)

o` de. Boiwto.j

(245a) 웃으면서, 당신이 이것을

(245a)

gela,saj Tou/to, soi(

(245a) 말했다.

(245a)

e;fh(

(245a) 행한다면(dr)

(245a)

dra,santi

(245a) ‘내가 약속한다

(245a)

u`piscnou/mai

(245a) 당신에게 황금 탤렌트를

(245a)

ta,lanton crusou/

(245a) 지불하기로

(245a)

avpodw,sein)

(245a) 그는 알았기 때문에

(245a)

h;|dh ga.r

(245a)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avd) 것을 (245a)

dh. avdu,naton o;n)

(245a)

o` de. Krh.j

(245a) 이 약속을(u`p) 받아드린(de) 후에

(245a)

dexa,menoj th.n u`po,scesin

(245a) 그 다음 날 밤에

(245a)

th/| u`sterai,a| nukti.

(245a) 참석하도록 (pa) 초대했다(evk).

(245a)

evke,leuse parei/nai(

(245a) 그것이 우연히 새 달(no)인

(245a)

o[te noumhni,a e;tucen ouvsa)

(245b)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245b)

paro,ntwn de.

(245b) 달이(se)...보였다.

(245b)

evfai,neto dh. h` selh,nh(

(245b) 곧 질것처럼

(245b)

me,llousa katadu/nai\

(245b) 따라서 서두르라(evp)고 그를 명령했다.

(245b)

w[ste evpei,gesqai evke,leusen

(245b) 보이오샨은

(245b)

o` Boiwto,j(

(245b) 곧 질 것이기 때문에

(245b)

w`j euvqu.j avfanijqhsome,nhj

(245b) 달이

(245b)

th/j selh,nhj)

(245b) 그러나 그는 조용하고(si)

(245b)

o` de. sigw/n kai.

(245b) 침묵 하면서(h`s),

(245b)

h`suca,zwn(

(245b) 마침내 그녀가 살아졌을(h`f) 때에(evp),

(245b)

evpei. te,loj h`fani,sqh(

(245a) 그러나

크리트는

when

(245b) 단번에 그의 활을(be) 당겼다.

(245b)

euvqu.j avfh/ke to. be,loj)

(245b) 그리고 쏘고 나서, 지불하라

(245b)

avfei.j de. A
v po,doj(

(245b) 그는 말했다,

(245b)

e;fh(

(245b) 탤렌트를 .

(245b)

to. ta,lanton\

(245b) ‘내가 달 위로, 때문에

(245b)

u`pe.r ga.r selh,nhj

(245b) 쏘았고,

(245b)

evto,xeusa(

(245b) 그녀는... 때문에

(245b)

evpei. evkei,nh me.n

(245b) 바다 아래로

(245b)

u`po. qa,lassan

(245b) 내려갔기,

(245b)

oi;cetai

(245b) 그러나 나는

(245b)

evgw. de.

(245b) 바다 위로

(245b)

u`pe.r qala,sshj

(245b) 나의 활을 쏘았기

(245b)

avfh/ka to. to,xeuma.)

(246a) 어떤 젊은이가(Ne) 있었다. (246a)

Neani,aj tij h=n

(246a) 크리스에 거주하는

(246a)

evn Kri,sh| oivkw/n(

(246a) 행정장관의(a;r) 아들인

(246a)

ui`o.j w'n tou/ a;rcontoj

(246a) 크리싸이오이의

(246a)

tw/n Krisai,wn\

(246a) 그는 아텐으로

(246a)

ou-toj de. A
v qh,naze

(246a) 유학을 떠났다.

(246a)

avpidh,mhsen

(246a) 철학을, 위해서

(246a)

i[na filosofi,an

(246a)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로부터

(246a)

para. tw/n evkei/ sofistw/n

(246a) 그가 배울 수 있기

(246a)

manqa,noi)

(246a)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에,

(246a)

avpio,nti de.

(246a) 그의 아버지는

(246a)

o` path.r

(246a) 그에게 돈을 주었다.

(246a)

avrgu,rion auvtw|/ e;dwken

(246a) 풍부한

(246a)

i`kano,n(

(246a) 그래서 수 있도록(du,)

(246a)

w[ste du,nasqai

(246a) 1 년(evn) 동안

(246a)

e[na evniauto.n

(246a) 아텐에서 그가 반드시 살(di)

(246a)

A
v qh,nh|si dia,gein(

(246a) 그리고 그들의 요금을(mi)

(246a)

kai. to.n misqo.n

(246a) 철학가들에게

(246a)

toi/j sofistai/j

(246a) 지불하도록.

(246a)

avpodou/nai)

(246a) 그리고 그 소년은

(246a)

o` de. pai/j

(246a) 그 도시에 도착하고 (avf) 나서,

(246a)

pro.j th.n po,lin avfiko,menoj

(246a) 그리고 다른 젊은이를(ne) 만났고,

(246a)

kai. neani,a| e`te,rw| peritucw,n(

(246a) 이전에(pr) 알았던(gn) who

(246a)

o]j gnw,rimoj h=n pro,teron(

(246a) 그를 조언하라고

(246a)

sumbouleu/sai

(246a) 그에게 부탁을 했다(hvx).

(246a)

hvxi,ou e`autw|/

(246a) 그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246a)

ti, de,oi pra,ssein

(246a)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tr)

(246a)

kai. o[ntina tro,pon

(246a) 살아야 하는지를

(246a)

diaita/sqai)

(246b) 그리고 그는

(246b)

ou-toj de.

(246b) 그에게 많은 이상한(de) 것들을

(246b)

polla. kai. deina.

(246b) 조언했다(su)

(246b)

sunebou,leuse(

(246b)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답례로

(246b)

kai. avnti. pollw/n dw,rwn

(246b) 아주 영리하게

(246b)

pa,nu sofw/j

(246b) 그는 그를...가르쳤다.

(246b)

evdi,dasken

(246b) 돈을(avr) 빌리는(da) 것을

(246b)

avrgu,rion danei,zesqai\

(246b) 따라서, 그 해가 끝날(te) 때에,

(246b)

w[ste teleutw/ntoj tou/ evniautou/(

(246b)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evr). (246b)

kai. evrome,nou tou/ patro.j

(246b) 충분한 것이 입증이 되었는지를

(246b)

eiv i`kano.n evge,neto

(246b) 돈이

(246b)

to. avrgu,rion

(246b) 그가 떠날(avp) 때에 그가 받았던(evd)

(246b)

o[per avpiw.n evde,xato(

(246b) ‘확실히(dh,)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246b)

(246b) 그는 대답했다,

(246b)

e;fh(

(246b) 있었기 때문이죠.’

(246b)

evge,neto dia. ga.r

(246b) 이 계약금 (evd)으로

(246b)

tou/to evduna,mhn

(246b) 내가 그 나머지들을(e[t) 빌릴(da) 수가

(246b)

to. e[teron danei,zesqai)

`Ikano.n dh,pou(

공부한 문법을 찾아 줄을 그으면서 241부터 246까지 읽어보라
Birds (241), CXVI
oi` Malai/oi mu,qouj pollou.j kai. qaumasi,ouj le,gousi peri. tw/n ovrni,qwn(
dhlou/ntej dh. o[qen evpi,stantai ta.j neossia.j kataskeua,zein) le,gousi de.
toia,de\ prw/ton me.n ai` o;rniqej ouvdamw/j eivw,qesan neossia.j poiei/n( avlla. ta.
w|va. h' camai. fanerw/j kateti,qento( h' po,a| mo,non kekrumme,na) h=lqe de, pote
foi/nix avpo. tw/n avntolw/n h`li,ou( kai. sulle,xaj pa,saj ta.j o;rniqaj h;rceto
dida,skein o[pwj dei/ oi;kouj oivkodomei/n) kai. kla,douj kai. ka,rfh labw.n auvto.j
parousw/n avpasw/n

neossia.n wvkodo,mei pa,nu sofw/j kai. evpisthmo,nwj(

para,deigna poiou,menoj i[na ai` e[terai a[ma manqa,noien) w;e| to de. dh. terpno.n
tou/to e;sesqai auvtai/j( kai. pollh.n ca,rin ei;sesqai e`autw|/)

Birds (242), CXVII
pa/sai de. evsi,gwn to. prw/ton( kai. evpimelw/j evqew,roun auvto.n evrgazo,menon(
ke,rdoj poiou,menai eiv oi;kouj kalouj e[xousi) o` de. foi/nix pro/ton me.n
kla,douj tina.j sune,pleke( w[ste e;dafoj ei=nai th/j neossia/j) evpei. de. tou/to

evxete,lesen( h` peristera,( avei. me,ga fronou/sa evf v e`auth/|( avpw|,ceto petome,nh
kai. bow/sa Oivda, toi( Oivda, toi) kai. evx evkei,nou tou/ cro,nou e;dafoj mo,non
oivkodomei/ toi/j wv|oi/j( neossia.n de. ou;) o` de. foi/nix ouvde.n h-sson diete,lei
sumple,kwn tou.j toi,couj tou/ oi;kou\ tou,tou de. genome,nou avpe,ptato euvqu.j h`
ki,clh bow/sa Eu=( eu=( kai. ai` pollai. sunei,ponto auvth|\/ w[ste me,cri tw/n
toi,cwn e;ti kai. nu/n oivkodomou/sin ai` o;rniqej) mo,nh de. h` celidw.n pare,mene
qewrou/sa pa/n to. e;rgon( kai. ovrofh.n evma,nqane poiei/sqai\ kai. dia. tou/to
au[th mo,nh telei,an neossia.n kai. ovrofh.n e;cousan oivkodomei/)

The Sea (243), CXVIII
peri. de. th/j qala,sshj oi` auvtoi. Malai/oi e[teron mu/qon le,gousi dihgou,menoi
o[pwj a`lmura. evge,neto) h=n ga.r to. u[dwr th/j qala,sshj to. prw/ton( w[j fasin(
h`du. w[sper kai. oi` potamoi,\ o` de Zeu.j( i[na mh. miai,noito u`po. tw/n
avnqrw,pwn kai. tw/n a;llwn zw,|wn evmhcana/to to, toio,nde\ tw|/ ga.r basilei/
tw/n Malai,wn e;dwke qu,lako,n tina( fa,skwn ke,rdoj me,ga e;sesqai auvtw/| avnti.
th/j euvsebei,aj\ o`po,te ga.r aivtoi,h ti( kai. legoi( w= qu,lake dei/ moi tou,tou(
evxai,fnhj u`piscnei/to evk tou/ qula,kou evkfanh,sesqai to. aivtou,menon)

evke,leuse

de. a[ma me,trion ei=nai tw|/ qula,kw| crw,menon( kai. mhde.n aivtei/n plh.n tw/n
avnagkai,wn eiv de. mh,( h/pei,lhse polla. kai. deina. pei,sesqai\ o` de. basileu.j
labw.n to. dw/ron h[sqh qaumasi,wj w[j)

The Sea (244), CXIX
kai. polu.n me.n cro,non pa,nu metri,wj evcrh/to tw|/ qula,kw| to. avnagkai/a mo,non
aivtw/n( kai. avei. avfqoni,an pollh.n evx auvtou/ deco,menoj) e;plei de, pote dia. th/j
qala,sshj meta. pollw/n e`tairwn( kai. w`j pa,nta proecw,rhsen auvtw|/ evf v a[
evxe,pleusen( evn mega,lh| cara|/ w'n dei/pnon evke,leuse tou.j nau,taj e`toima,zein
w`j evpi. th/| euvtuci,a|) kai. pa,ntwn pareskeuasme,nwn( ei=pe, tij tw/n Malai,wn

tw|/ Basilei/ o[ti ouvde.n a[laj e;cousi) o` de. avnagkai/on dh. oivo,menoj ei=nai
h/t| hse to.n qu,ladon dou/nai( dediw.j me,ntoi la,qra ti( aivscuno,menoj de. dia.
tou.j nau,taj) euvqu.j de. avnoigqei.j o` qu,laskoj tosou/ton a[laj evxe,cei w[ste
kate,du h` nau/j kai. a[ma oi` ple,ontej\ ouvde. evpau,sato ouvde. to,te( avll v e;ti kai.
nu/n ka,tw kei/tai a[laj evkce,wn\ w[ste pikra. dh. ge,gonen h` qa,lassa)

Shooting over the Moon (245), CXX
toxo,thj tij h=n evn Krh,th|( evmpeiro,tatoj me.n w'n tou/ toxeu,ein( a[ma de. kai.
me,ga fronw/n evpi. th|/ te,cnh|\ paro,ntoj de, pote Boiwtou/ tinoj( e;fh o` Krh.j
du,nasqai ou[twj ivscurw/j avfei/nai to.n ovis? to,n( w[ste u`pe.r th/j selh,nhj
pete,sqai) o` de. Boiwto.j gela,saj Tou/to, soi( e;fh( dra,santi u`piscnou/mai
ta,lanton crusou/ avpodw,sein) h;d| h ga.r dh. avdu,naton o;n) o` de. Krh.j dexa,menoj
th.n u`po,scesin th/| u`sterai,a| nukti. evke,leuse parei/nai( o[te noumhni,a e;tucen
ouvsa) paro,ntwn de. evfai,neto dh. h` selh,nh( me,llousa katadu/nai\ w[ste
evpei,gesqai evke,leusen o` Boiwto,j( w`j euvqu.j avfanijqhsome,nhj th/j selh,nhj) o`
de. sigw/n kai. h`suca,zwn( evpei. te,loj h`fani,sqh( euvqu.j avfh/ke to. be,loj) avfei.j
de. A
v po,doj( e;fh( to. ta,lanton\ u`pe.r ga.r selh,nhj evto,xeusa( evpei. evkei,nh me.n
u`po. qa,lassan oi;cetai evgw. de. u`pe.r qala,sshj avfh/ka to. to,xeuma.)

Education (246), CXXI
Neani,aj tij h=n evn Kri,sh| oivkw/n( ui`oj. w'n tou/ a;rcontoj tw/n Krisai,wn\
ou-toj de. vAqh,naze avpidh,mhsen i[na filosofi,an para. tw/n evkei/ sofistw/n
manqa,noi) avpio,nti de. o` path.r avrgu,rion auvtw|/ e;dwken i`kano,n( w[ste
du,nasqai e[na evniauto.n vAqh,nh|si dia,gein( kai. to.n misqo.n toi/j sofistai/j
avpodou/nai) o` de. pai/j pro.j th.n po,lin avfiko,menoj kai. neani,a| e`te,rw|

peritucw,n( o]j gnw,rimoj h=n pro,teron( sumbouleu/sai hvxi,ou e`autw|/ ti, de,oi
pra,ssein kai. o[ntina tro,pon diaita/sqai) ou-toj de. polla. kai. deina.
sunebou,leuse( kai. avnti. pollw/n dw,rwn pa,nu sofw/j evdi,dasken avrgu,rion
danei,zesqai\ w[ste teleutw/ntoj tou/ evniautou/( kai. evrome,nou tou/ patro.j eiv
i`kano.n evge,neto to. avrgu,rion o[per avpiw.n evde,xato( I` kano.n dh,pou( e;fh(
evge,neto dia. ga.r tou/to evduna,mhn to. e[teron danei,zesq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