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지상특강(8)

분사의 구문론 I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번 호부터는 분사의 구문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헬라어에서 분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분사의 구문론을 살
펴보기 이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분사란“동사적 형용사”
라
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형용사들처럼 분사도 성과 수와 격을 가지며, 그
것의 꾸밈을 받는 명사들의 성∙수∙격에 일치하게 된다. 한편 분사는 동
사의 성격을 지니므로 ① 시제와 태를 갖고, ② 동사의 다른 활용형들처
럼 부사적 꾸밈말을 받으며, ③ 타동사의 분사일 경우 직접 목적어를 취
할 수 있다. 기초 문법서에서 분사를 통상‘현재 분사’
(The Present
Participles)와‘과거 분사’
(The Aorist Participles)로 구별하지만1) 분사들은
본래 시제의 기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반복적인 동작인지
일회적인 동작인지를 표현하는‘행동의 유형’
(Aktionsart)을 의미할 뿐이었
1) 이러한 구별 역시 시간(time)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시상(aspect)에 따른 구별이다. 근
래의 문법학자들은‘현재 분사’
(present participle)라는 용어가 주는‘시간적인 인상’
을 피하기 위해서‘진행적 분사’
(progressive participle)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J.
Gresham, Machen and Dan G. McCartney,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New Jersey:
Pearson Education, 22004), 137.

108

2008년 겨울 성서마당

다.2) 따라서 분사들과 주동사 사이의 시간적인 관계는 단지 문맥을 통해
서 유추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완료된 동작을 표현하는 분사가 종종 정동사 보다 앞에 위치해
서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어순이‘분사에 의해 표현되는 완료된 동작→정
동사의 동작’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을 나타낸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과거 분사와 연결되게 되었다. 즉“tau't∆ eijpw'n ajph'lqen”
(그
는 이것들을 말한 후 나갔다)는“tau't∆ eijpe kai; (그리고‘그 다음에’
)
ajph'lqen”
과 같은 의미이다. 하지만 동일한 개념이 어순 상 정동사 다음
에 오는 분사에도 적용된다. 마가복음 1장 31절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h[geiren aujth;n krath;sa" th'" ceirov"(그녀의 손을 잡은 후 그녀를 일
으켰다). 하지만 과거 분사의 동작이 단순과거로 표현된 정동사의 동작과
일치할 경우 단순과거 분사의 시간적인 요소는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24절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경우 proseuxavmenoi ei\pan
은‘그들은 기도한 후에 말했다’
라는 뜻이 아니라, proseuvxanto kai;
ei\pan(그들은 기도하여 말하였다)과 동일한 의미이며, 이를 proseuvxanto
eijpovnte"로 고쳐 쓴다고 해도 의미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기계적으
로 현재분사는“~하면서”
로 과거분사는“~한 후에”
로 번역하는 것은 다
소 무리가 뒤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사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은 다분
히 형식(형태)에 따른 기계적인 분류이며, 분사의 풍부한 용례를 보여 주
지 못한다. 오히려 헬라어 분사는 용례와 관련하여“보충적인 용법의 분
2)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174(§
339). 이와 유사하게 월레스
(Daniel B. Wallace)나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분사를 형용사적 성격(adjectival
aspect)과 동사적 성격(verbal aspect)에 따라 대별하기도 한다.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Michigan: Grand Rapids, 1996), 612;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41923), 1104, 11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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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supplementary participle, 주동사의 의미를 서술적으로 완결시켜 주는 분
사,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42절의 oujk ejpauvonto didavskonte"[가르치
기를 쉬지 않았다] 등),“한정적인 용법의 분사”
(attributive participle, 관형사
[명사 수식어]나 명사로 쓰이는 분사), 그리고“부사적인 용법의 분사”
(adverbial[circumstantial] participle, 부사처럼 사용되거나 절대적으로 쓰이는 분
사)로 대별될 수 있다.3) 신약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용례 중에
서“보충적인 용법의 분사”
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한정적인 용
법의 분사”
나“부사적인 용법의 분사”
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번 호에서는 지면 관계상 보충적인 용법의 분사와 한정적인 용법의 분사
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보충적인 분사(The supplementary participle)

보충적인 분사란 주동사의 의미를 서술적으로 완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분사를 말하며, 주로 보어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와 함께 사
용된다. 이를 함께 사용되는 동사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4)

가.‘~이다’
(to be) 혹은‘~을 하다’
(to do)라는 뜻의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보
충적인 분사

‘~이다’
(to be) 혹은‘~을 하다’
(to do)의 뜻을 가지고 있거나, 이에 기
3) 분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분사가 주동사
(main verb)에 의존해 있는 어떤 것이나 주동사에 부가되어 있는 일종의 장식물
(pendant)과 같은 것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12, §411;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99.

4) 아래의 내용은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13~15(§414~16)의 내용을 주로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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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변형된 의미를 가진 동사와 함께 쓰이는 보충적인 분사(The
supplementary participle with verbs denoting a modified sense of to be or to
do)는 고전 헬라어에 비해 신약성경에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거의 전적
으로 누가와 바울에게 국한되어 사용된다.5) 만약 이러한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보어(complement)가 형용사나 전치사구일 경우 w[n이 삽입되어
야 하지만 신약에서는 통상 w[n이 사용되지 않고 누락된다.
“to be”
의 변형된 뜻을 가진 동사들로는 uJ p av r cein(to be already in
existence, to exist originally, 후대로 오면서 ei\ n ai의 뜻으로 약화됨),
prou> p av r cein(to be already in existence before), diatelei' n (to be
continuously) 등이 있으며, 각각 사도행전 8장 16절의 moVnon de;
bebaptismenv oi up
J hr' con eij" to; o[noma tou' kurivou ∆Ihsou'(오히려 그
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다), 누가복음 23장
> hr' con ga;r ejn e[cqra/ on[ te" pro;" aujtouv"(왜냐하면 그
12절의 proup
들은 이전에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의 tessareskaidekavthn shvmeron hJmevran prosdokwn' te" a[sitoi
diateleit' e mhqe;n proslabom
v enoi (오늘, 14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오고 있다) 등에서 동사의 의미를 보
충해 주는 분사와 함께 사용되는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to begin, to stop”
의 뜻을 가진 동사들로는 a[ r cesqai(to begin),
pauv e sqai(to stop, to cease), telei' n (to bring to an end, to finish, to
complete), ejgkakei'n(to become weary, to become tired)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a[rcesqai는 고전 헬라어와는 달리 보충적인 분사와 함께 사용되
지 않고 항상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예를 들어, 누가복음 14장 30절의
ou|to" oJ a[nqrwpo" hr[ xato oikj odomein'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다]
등). 그 외의 동사들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pa'savn te hJmevran
5)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13,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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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 n tw/ ' iJ e rw/ ' kai; kat∆ oi\ k on ouj k e jp a u vo n t o d i d a vs k o n t e " k a i ;
eua
j ggelizom
v enoi to;n cristovn ∆Ihsou'n(그리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항상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치며,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마태복
j elv esen oJ ∆Ihsou'" diatas
v swn toi'" dwvdeka
음 11장 1절의 o{te et
maqhtai'" aujtou"(예수께서 그의 열 두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셨을
j kakwm
' en(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to; de; kalo;n poioun' te" mh; eg
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등에서 이들 동사가 보충적인 분사들과 함
께 사용되는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to do”
의 변형된 의미를 가진 동사로는 kalw'" poiei'n(to do well)이
'
있는데, 고전 헬라어에서와 같이 사도행전 10장 33절의 suv te kalw"
ep
j oih
v sa" paragenom
v eno"(당신이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빌립보
j oihs
v ate sugkoinwnhs
v ante"v mou th'/
서 4장 14절의 plh;n kalw"' ep
qlivyei(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요한3
v ei" propem
v ya" ajxivw" tou' qeou'(네가 그
서 6절의 ou}" kalw"' poihs
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전송한다면 잘 하는 것이다) 등에서도 보
충적인 의미의 과거분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마가복음 11장 5절의 tiv
poieit' e luov nte" to;n pw'lon ;(나귀를 풀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도 주동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된 분사라고 볼 수 있다.

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보충적인 분사(The supplementary
participle with verbs of emotion)

caivrein(to rejoice, to be glad), ojrgivzesqai(to be angry), aijscuvnesqai
(to be ashamed), ajgalliavw(to be overjoyed, to exult) 등과 같이 감정을 나
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보충적인 분사는 신약성경에서 거의 사
j a l l i as
v ato panoikei; pepi s 라졌다. 다만 사도행전 16장 34절의 hg
teukw"; tw/' qew'/(그는 모든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어서 매우 기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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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가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 인지나 인식을 뜻하는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보충적인 분사 (The
supplementary participle with verbs of perception and cognition)

인지나 인식을 뜻하는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보충적인 분사들은 신약
성경에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 고전 헬라어에서는 분사가 동사의 주어와
연결될 경우 주격을, 목적어와 연결될 경우에는 대격이나 속격을 취했는
데, 신약성경에서는 수동태 동사를 제외하고는 주어를 지칭하는 주격 분
사는 사용되지 않는다.6) 오히려 마가복음 5장 29절의 e[gnw tw/' swvmati
ot{ i ia
[ tai ajpo; th'" mavstigo"(그녀는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몸으로 알아차렸다)나 요한1서 3장 14절의 hJ m ei' " oi[ d amen o {t i
metabebhkv amen ejk tou' qanavtou eij" th;n zwhvn(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 등에는 주격 분사가 o{ti
절로 대체되어 있다.
“to see”
를 뜻하는 동사들(blevpein[to see], qewrei'n[to look, to observe],
oJ r a' n [to see], ij d ei' n [to see, oJ r a' n 의 단순과거 부정사], qeav s sasqai
[qeavomai(to look at, to behold)의 단순과거 중간태 부정사], eJwrakevnai
[oJra'n의 완료 부정사], katanoei'n[to observe well, to understand])이 쓰인
예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의 o [y o n t a i to; n uiJ o ; n tou' aj n qrwv p ou
erj com
v enon(그들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
우에 따라서 이런 유형의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분사는 목적어와 동사가
그 자체적으로 완결된 의미를 나타낼 경우, 보다 독립적으로 별도의 절을
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11절의 ei\den ejkei' a[nqrwpon
oujk enj dedumenv on ejnduma gavmou(그는 거기에서 한 남자가 결혼 예복
6)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1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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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ei\den ejkei' a[nqrwpon o"{ oujk enj ededv uto
e[nduma gavmou와 동일한 의미이다.
인식(cognition)을 뜻하는 동사들로는 ginwvskein(to know), eijdevnai(to
see), ejpivstasqai(to know, to understand), euJrivskein(to find), dokimavzein
[ nwn duvnamin
(to test) 등이 있으며, 누가복음 8장 46절의 ejgw; ga;r eg
exj elhluquia
' n ajp∆ ejmou'(왜냐하면 나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oid\ a ajnqrwpon ejn Cristw/'
pro; ejtw'n dekatessavrwn … arJ pagenv ta to;n toiou'ton e{w" trivtou
oujranou'(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14년 전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이 셋째 하늘까지 들려 올려졌다), 사도행전 24장 10절의 ej k pollw' n
j istam
v eno" eujquvmw" ta;
ejtw'n ojnta se krith;n tw/' ejqnei touvtw/ ep
peri; ejmautou' ajpologou'mai(나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
판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에 관한 일들에 대해
v kei scolazv onta sesarwmenv on
변호한다), 마태복음 12장 44절의 eurJ is
kai; kekosmhmenv on(그는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정리되었다는 것
을 발견한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의 e jd o k i m a vs a m e n ej n polloi' "
pollavki" spoudai'on onj ta(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등의 예에서 인식을 뜻하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보충적
인 분사들의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2. 한정적 용법의 분사(The attributive participle)7)

가. 관형사(명사를 수식하는 말)로 사용되는 분사(The participle as attributive)
7) 이는 형용사적 용법의 분사(The adjectival participle)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
유는 이러한 용법의 분사가 헬라어의 형용사와 거의 유사한 용법으로 사용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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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와 함께 혹은 관사 없이 사용되는 관형적 용법의 분사는 관계사절
에 상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관사 유무와 상관없이 관형적으로 사용되는 분사는 관계사절에 상
당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 34절의 th;n htJ oimasmenv hn
uJ m i' n basileiv a n(너희에게 준비된 왕국)은 th; n basileiv a n h{ uJ m i' n
htJ oim
v astai와 같은 의미이다.

(2) oJ legovmeno", oJ kalouvmeno" 다음에는 종종 고유 명사가 뒤따른다.
이 경우 항상 관사가 함께 쓰이며, 재차 지시되고 있는 본래 이름이나 단어
v eno"
다음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6절의 ∆Ihsou'" oJ legom
cristov"는‘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Jesus who is called Christ)라는 뜻
이다.

(3) 분사가 지시하는 선행 명사가 관사 없이 쓰이는 경우에도 분사는
종종 관사를 취한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crusiv o u t o u '
ap
j ollumenv ou(단
단련된 금)가 이와 같은 경우이다.

(4) 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분사는 고전적인 용법에서는 오히려 관계대
명사를 사용하여 수식 관계를 표현했을 것 같은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12절의 ouj d e; ga; r o[ n omav ej s tin
e{teron uJpo; to;n oujrano;n to; dedomenv on ejn ajnqrwvpoi"(사람들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이 천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고전적인 용법에
서는 관계대명사절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선호되기는 해도
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관사가 붙은 분사(the arthrous participle)는 고전 헬라어에서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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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인칭대명사와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4장 12절의 su;
de; tiv" ei\ oJ krinv wn to;n plhsivon는“그렇다면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인가?”
(So who, then,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라는 의미이다.

나. 명사로 사용되는 분사(The participle used as a substantive)

명사로 사용되는 분사는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는 분사가 그 분사의 수
식을 받는 명사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는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와 그 용법이 동일하다.8)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사가 관형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
사가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니지만,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
전 헬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사가 사용된다. 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예
들로는 마태복음 26장 46절의 ijdou; h[ggiken oJ paradidou"v me(보라! 나
v twn mhkevti
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oJ klep
kleptevtw(도적질 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8절의 ejgwv eijmi oJ marturwn' peri; ejmautou' kai; marturei" peri;
v ya" me pathrv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고, 나를
ejmou' oJ pem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to;
pneu'mav ejstin to; zwo/ poioun'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등이
있으며, 관사 없이 명사로 사용되는 예로는 마가복음 1장 3절의 fwnh;
bown' to" ejn th'/ ejrhvmw/(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등이 있다.

(2) 해당 분사가 총칭적인 의미(generic meaning)를 가질 경우 pa'"가 삽
입될 수 있으며, pa'"가‘everyone’
을 의미할 경우 관사가 생략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통상 관사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
8)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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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i"' katoikous
' in ∆Ierousalhvm은
장 19절의 gnwsto;n ejgevneto pas
“그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졌다”
라는 뜻이다.

(3) 고전헬라어의 용법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성 단수 및 복수 분사들이 관사와 함께 명사로 쓰이기
도 한다. 이러한 용법은 남성 분사가 개별적인 사물을 지칭하거나 일반화
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0절의 to; ga;r ejn aujth'/ gennhqen; ejk pneuvmatov" ejstin aJgivou는“그
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뜻이다.9)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9) 여기에서 ejk는 기원을 나타낸다. 로마서 11장 36절 및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2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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