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지상특강(11)

부정사의 구문론 II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사는 동사와 명사의 일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부정사가 동사로서의 특징에 강조점을 두어 사용될 경우
그 성격상 통상 부사처럼 의존적으로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명사적 특징
에 강조점이 놓일 경우, 부정사는 형용사처럼 의존적으로 사용되기도 하
고 명사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난 호를 읽은 독자들은 부정
사의 용법을 이와 같이‘의미 범주에 따라’
(by its semantic categories)1) 분
류한 아래의 표를 기억할 것이다.

1)‘의미 범주에 따라’
(by its semantic categories)라는 말은 부정사의 용법을 관사 유무 등과
같은 구조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문장 내에서 부정사가 가지는 의미들, 예컨대 목적,
결과, 원인 등에 따라 분류한다는 뜻이다.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Michigan: Grand Rapids, 1996),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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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_의미에 따른 부정사의 용법2)
구분

동사적(verbal)

명사적(nominal)

독립적

명령의 의미를 가진 부정사(verbal)

주어, 목적어 등

(independent)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부정사(verbal)

(substantival)

의존적
(dependent)

목적, 결과, 원인, 수단 등(adverbial)

설명적 보족어
(adjectival)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장 내에서 부정사는 어떤 용법으
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동사적으로
사용되는 부정사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명사적으로 사용되
는 부정사 중에서 형용사처럼 사용되어 설명적 보족어의 역할을 하는 경
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난 호에서는 부정사의 용법을‘부사적 용법’
과‘명사적 용법’
으로 대별한 후 먼저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를 살펴보았
다.3) 이번 호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등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부정사의 용
법을 살펴보고, 이어서 독립적인 동사나 설명적 보족어 등으로 사용되는
부정사를‘특별 용법’
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590.

3) 무울(C.F.D. Moule)은 관사가 없는 부정사는 별도의 항목을 할애하지 않고 관착부
정사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제시한다. C.F.D. Moule, An Idiom Bookof New
Testament Greek(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27-29. 버튼(Ernest.
D. W. Burton) 역시 구조에 따라 관사 유무를 기준으로 부정사의 용법을 분류하여
설명한다. Ernest. D.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Edinburgh: T&T Clark, 1898), 146-63. 그러나 대부분의 문법책에서는 용법이
나 의미에 의거하여 부정사를 설명한다.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115695;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19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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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substantival uses)

명사적 특징이 강조되어 사용되는 부정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용법으로 사용된다: 주어, 목적어, 동격.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주어로 사용되는 부정사

부정사나 부정사 구는 종종 문장 내에서 주동사의 주어(subject)로 사용
된다. 이 경우 부정사는 관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이러한 용법의 부정사는
dei'(it is necessary), e[xesti(it is permitted, proper), dokei'(it seems)와 같은
비인칭 동사들(impersonal verbs)4)과 함께 자주 쓰인다.

예를들어요한복음 4장 4절의e[dei de; aujto;n dierv cesqai[dievrcomai
의 현재 중간태 부정사] dia; th'" Samareiva"는“그(예수)는 사마리아
를 통과하여 가야할 필요가 있었다(즉, 가야했다)”
라는 뜻이다. 또한 빌
v ein[gravfw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립보서 3장 1절의 ta; aujta; graf
uJmi'n ejmoi; me;n oujk ojknhrovn은“너희들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내게 번거롭지 않다”
라는 뜻이다. 이 예들에서 부정사는 모두 주동사의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마태복음 3장 15절, 마가복음 9장 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빌립보서 1장 21절, 요한계시록 20장 3절 등도 참
조하라.

4) 비인칭 동사란 문장 내에서 규정된 주어(definite subject)가 제시되지 않는 동사를 말
한다. 비인칭 동사의 다양한 용법에 대해서는 C.F.D. Moule, An Idiom Bookof New
Testament Greek, 2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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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통상 대격으로 표현된다. 이는 비인칭 동사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요한복음 4장 4절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사 dievrcesqai의 의미상의 주어는 aujtovn이며, 이는 주어로 사용된
대격(subject accusative)이다. 그런데 종종 비인칭 동사가 인칭 구조를 형성
하기도 한다. 이 경우 부정사의 주어가 주동사의 주어와 동일하여주격으
로 제시되는 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 를 들 어 사도행 전 17장 18절 의 xev n wn daimoniv w n dokei'
kataggeleu;" ein\ ai[eijmiv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는“그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
라는 뜻이다. 이 문장 구조상 부정사
ei\nai를 이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에 부정사의 의미
상의 주어는 숨은 주어로 표현된‘그’
(he)이다. 이 경우는 부정사의 주
어가 대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5)

2. 직접 목적어로 사용되는 부정사

부정사나 부정사 구는 경우에 따라 문장 내에서 주동사의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간접 화법의
예들을 제외하면 이는 극히 드문 경우에만 나타난다.6) 주어로 사용되는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부정사는 관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6절의 w{sper ga;r oJ path;r e[cei zwh;n
[ ein[e[cw의 현재 능동
ejn eJautw'/, ou{tw" kai; tw/' uiJw/' e[dwken zwh;n ec
5) Ernest. D.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153.

6) 간접화법은 엄밀히 말해서 직접 목적어의 하위 범주이다.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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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부정사] ejn eJautw/'는“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
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자신 안에 (그것을)
가지도록 하셨다”
라는 뜻이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11절의 nuni; de;
' ai[poievw의 과거 능동태 부정사] ejpitelevsate는“그러
kai; to; poihs
나 이제 행하는 것도 성취하라!”
라는 뜻이다. 이 경우 부정사는 모두
주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빌립보서 2장 6절, 13절,
4장 10절 등도 참조하라.

3. 동격으로 사용되는 부정사

여타의 명사 상당어구와 마찬가지로 부정사도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
사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 등의 동격으로 사용될 수 있다.7) 이러한 용법
의 부정사는 신약성경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tou'to gavr ejstin qevlhma
j ec
v esqai[ajpevcw의 현재 중간태 부
tou' qeou', oJ aJgiasmo;" uJmw'n, ap
정사] uJma'" ajpo; th'" porneiva"는“왜냐하면 너희들의 거룩함, 즉 음
란함으로부터 너희를 멀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
이다”
라는 뜻이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의 uJmi'n ejcarivsqh to; uJpe;r
Cristou', ouj movnon to; eij" aujto;n pisteuev in[pisteuvw의 현재 능동
v cein[pavscw의 현재 능동
태 부정사] ajlla; kai; to; uJpe;r aujtou' pas
7) 동격으로 사용되는 부정사와 아래에서 설명될 설명적 보족어로 사용되는 부정사
(epexegetical infinitive)를 서로 혼동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설명적 보족
어로 사용되는 부정사는 그 부정사와 연결되는 명사(또는 명사 상당어구)를‘설명’
하
는 것이고, 동격은 그것을‘규정’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격으로 사용되는
부정사가 설명적 보족어로 사용되는 부정사에 비해 더 명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월
레스(Daniel B. Wallace)는 부정사 앞에‘즉’
(namely)이라는 말을 넣어 보면 구별이 용
이하다고 제안한다.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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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부정사]은“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즉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 경우 부정사는 모두 앞서 언급된 명사(상당어구)의 동
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사도행전 3장 18절, 15장 28절, 야고보
서 1장 27절 등도 참조하라.

II. 부정사의 특별 용법

1. 명령법 대신 쓰이는 부정사(Infinitive for Imperative)

부정사가 명령법 대신 사용되어 주동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적
어도 신약 성경 내 몇몇 단락에서는 부정사가 지시나 명령을 나타내는 동
사, 혹은 그와 유사한 동사들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이들 부정사를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8)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15절의 caivrein meta; cairovntwn, klaiev in
[klaivw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meta; klaiovntwn는“즐거워하는 자들
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뜻이다. 또한 빌립보
서 3장 16절의 plh;n eij" o} ejfqavsamen, tw/' aujtw/' stoicein' [stoicevw
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는“오직 우리는 거기에 이르렀으므로, 동일하
게 행하라”
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부정사는 모두 명령의 의미를 가진
주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명령법 뒤에 이어져서 명령법의 의미를 확장시키거나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하는 명령형 부정사의 예들은 오히려 두드러지지 않는다.
8) C.F.D. Moule, An Idiom Bookof New Testament Greek,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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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3절의 mhde;n ai[rete eij" th;n oJdovn, mhvte
rJavbdon mhvte phvran mhvte ajrton mhvte ajrguvrion mhvte [ajna;] duvo
[ ein[e[cw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은“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
citw'na" ec
도 가지지 말라. 즉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
지지 말라”
는 뜻이다.

2. 설명적 보족어 역할을 하는 부정사(epexegetic Infinitive)

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를 명확하게 하거나, 설명하거나 규정하기 위
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앞선 내용을 설명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설명적 보족어로 사용되는 부정사는 용법을 구별하기가 매우 유
동적이고 미묘하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몇 가지 예들이 이들 용법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설명적 보족어로 사용되는(epexegetic) 부정사와 결과를 나타내는
(consecutive) 부정사 사이의 경계는 매우 미묘하고 유동적이다.9)

j iqein' ai
예를들어사도행전15장 10절의tiv peiravzete to;n qeo;n ep
[ejpitivqhmi의 단순과거 능동태 부정사] zugo;n ejpi; to;n travchlon tw'n
maqhtw'n은“왜 너희들은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
하느냐?”
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부정사 ej p iqei' n ai는‘시험하다’
(peiravzete)라는 주동사의 의미를 보충적으로 설명함으로써‘시험하
다’
라는 동사의 구체적인 뜻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5
절의 wJ" hjlehmevno" uJpo; kurivou pisto;" ein\ ai[eijmiv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는“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믿을 만한 정도로”
라는 뜻이다. 그러
나 이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사“주님의
(
자비하심을 받아 [그 결과] 믿
을 만한”
)로 이해할 수도 있다.
9) C.F.D. Moule, An Idiom Bookof New Testament Greek,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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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화법에서 사용되는 부정사

간접화법에서 사용되는 부정사는 인지(perception)나 의사소통
(communication)을 표현하는 동사들(예컨대, dokev w [to think, believe],
ejrwtavw[to ask, request], keleuvw[to command, order], krivnw[to separate,
distinguish, think, judge], lev g w[to say, tell], nomiv z w[to think, suppose,
believe], paraggevllw[to give orders, command, instruct], parakalevw[to
summon, invite, call to one’s side] 등) 다음에 사용되는 부정사의 용법이
다.10) 이 경우 통상 주동사가 간접 화법을 도입하며, 이어지는 간접화법
에서 부정사가 주동사 역할을 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용법의
부정사는 신약성경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 18절의 e[ r contai saddoukai' o i pro; "
aujtovn, oi{tine" levgousin ajnavstasin mh; ein\ ai[eijmiv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는“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말하는 자
들이었다”
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aj n av s tasin mh; ei\ n ai는 분사
levgousi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정사 구로서‘부활이 존재하지 않
는다’
(there is no resurrection)라는 뜻이다. 이 외에 요한복음 21장 2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등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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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rnest. D.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154;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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