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자료

Update 2017. 8. 20.

영어1(미래엔양) 5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e still don’t know what cultural properties we lost 
의문 형용사 p o s s e s s i o n

to the French troops in 1866 and where they are 

now. As  you have studied history, I hope you will try 
~하면서

to find them.”

This request was made by a professor to his 
부 탁

student, Park Byeongseon, who was about to leave 

for Paris. She graduated from a college of education 

as a history major and planned to study education in 
전 공 학 생

France. 

On August 11, 1955, Park arrived in Paris, without 

imagining she would spend the rest of her life in 

France.In 1967, while in a doctoral program, Park 

received a life-changing job offer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She took the part-time job without hesitation 

because she thought that, by being on the staff, she 

would be able to read books whenever she needed 

them. 

There is no doubt that she kept her professor’s 
동 격

request in mind. She thought, she might be able to 

find or even bring home the precious books taken to 

France.

번역

“우리는 여전히, 1866년 프랑스 군대에게 어떤 문

화유산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들이 어디

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네가 역사를 공부해 온 사

람으로서, 그것들은 찾는 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부탁은, 한 교수가 그의 학생이었던 박병선

에게 그녀가 파리로 떠나기 전에 전한 말이었다. 그

녀는 역사학 전공자로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프랑스

에서 교육학을 공부할 것을 계획했다. 

1955년 8월 11일, 박병선은 그녀의 여생을 프랑스

에서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파리에 도착했

다. 1967년, 박병선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중

에, 프랑스 국립 도서관으로부터 인생을 바꿀 만한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시간제 일자리를 수락하

였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필요

할 때 언제든 도서를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교수님이 했던 부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

에 틀림없다. 그녀는 프랑스에 빼앗긴 그 귀중한 책

들을 찾아내고, 또 고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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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Found Jikji

  

Later that year at the library, Park discovered a very 

old book, with the title clearly printed on the cover: 

Jikji. It was the second volume of Baegun Hwasang 
권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written and 

published in the late Goryeo period. 

It was donated to the library in 1950, by a French art 

collector who had bought the book at an auction in 
경 매

1911. To her surprise, an inscription at the end of the 

book read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at 

Heungdeok Temple in the seventh year of 

Seonkwang (the third year of King Woo of Goryeo).” 

The year was 1377. If the inscription was true, it 
글 귀 가

meant that the book was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78 years earlier than the Gutenberg Bible, 

which had long been thought to be the world’s first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It was a 

stunning discovery, but it did not seem that the 
깜짝 놀란 만한

world would believe her. 

번역

그해 말, 박병선은 도서관에서 표지에 ‘직지’라는 

제목이 선명히 인쇄된, 아주 오래된 책 한권을 발견

했다. 그려 말에 저술되어 인쇄된 ‘백운화상초록불

조직지심체요절’의 제2권이었다. 

그것은 1911 한 경매에서 그 책을 구입한 프랑스 

미술 수집가가 1950년에 도서관에 기증한 것이었

다. 놀랍게도,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선광(고려 

우왕3년) 7년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음’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 연도가 1377년이었다. 만약 이 글귀가 사실이

라면, 그것은 오랫동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

로 여겨져 왔던 구텐베르크 성경보다도, 78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깜짝 놀란 만한 발견이었지만, 세계가 그녀

의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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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needed proof. Park began to study ancient 

Korean printing technology and experimented with 

letter blocks made from various materials. After 

years of effort, she managed to find that the metal 

type printing leaves traces of metal on the edges of 

printed words. 

Jikji was proved to have been printed with movable 
증 명 되 었 다

metal type. Presented at the 1972 International Book 

Year Exhibition, Jikji became known as the world’s 

oldest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In 

2001, it was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e Search for Lost Books Continued 

Park’s hunt for lost Korean books did not end there. 

Through her ceaseless searching, she discovered 

the royal books that had been taken away from 

Oegyujanggak, the royal library on Ganghwado, by 

French troops during their attack in 1866. To find 

them, she searched every possible place for over 10 

years, but her efforts were in vain. 

번역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박병선은 한국의 고대 인

쇄 기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재질의 

활자를 가지고 실험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녀

는 금속 활자 인쇄는 인쇄된 글자 언저리에 미량의 

금속을 남긴다는 것을 밝혀냈다.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

다. 1972년 ‘세계 도서의 해’ 전시에서 소개된 이

후,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졌다. 2001년에는, 그것이 유네스코 세계 기

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The Search for Lost Books Continued

잃어버린 한국의 책들을 찾는 박병선의 작업은 거

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끊임없는 탐색 작업을 

통해, 그녀는 강화도에 있는 왕실 도서관인 외규장

각으로부터 1886년 프랑스 군대에 의해 약탈된 왕

실 도서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을 찾기 위해 그녀는 

10년 넘게 그것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뒤졌지만, 

그녀의 노력은 보람이 없었다. 

�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자료

Update 2017. 8. 20.

영어1(미래엔양) 5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ne day in 1977, her French co-worker told her that 

she had seen piles of damaged Chinese books in 

another building in the National Library. There, 

among the damaged books, she found 297 volumes 

of Uigwe, the royal books that recorded major 

national events in texts and images.

In 1978, Park told the Korean embassy and 
대 사 관

reporters in Paris about the books, and she insisted 

that the books should be returned to Korea. When 

the books became known to the world, she was 

forced  to resign from her job for the reason that 
어쩔수 없이 ~하다

she had revealed some of the library’s secret 

information. 

However, she continued her research to interpret 

the records in Uigwe, which was completed in 1990. 

Thanks to her research, more and more Koreans 

became concerned with the royal books and 
about (X)

demanded their return.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requested the 

return of the books in 1992, and, at last, 297 

volumes of the Oegyujanggak Uigwe arrived in 
권

Seoul in April and May 2011.

번역

1977년 어느 날, 그녀의 프랑스인 동료는 그녀에

게 자신이 국립 도서관의 또 다른 분관에서 손상된 

한자어 책 무더기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그 

손상된 책들 가운데, 그녀는 중요한 나라 행사를 글

과 그림으로 기록한 왕실 도서인, 297권의 ‘의궤’를 

발견했다.

1978년, 박병선은 한국 대사관과 파리의 기자들에

게 이 책들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녀는 이 책들이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들이 세

상에 알려졌을 때, 그녀는 도서관의 기밀을 외부에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한편, 그녀는 의궤의 기록들을 해석하기 위해 연구

를 계속했고, 그 연구는 1990년에 완료되었다. 그

녀의 연구 덕분에,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왕실 

도서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2년에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도서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마침내, 2011년 4월과 5월에 297권

의 외규장각 의궤가 서울에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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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Young Koreans

When visiting Korea to see Uigwe returned, Park 
v i s i t e d ( X ) 반 환 되 다

gave this message to young Koreans. “I’m very glad 

to see Uigwe finally back in Korea. 

Yet, since it is not a permanent return but a lease, 
영 구 적 인 대 여

we should work together to have the books stay in 

Korea forever and not ever go back to France.”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On November 22, 2011, she passed away from 
세상을 떠났다

cancer. Even in the last days of her life, she did not 

stop dreaming. She planned to collect documents in 
수 집 하 다

France about som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점 령 기 간

Her passion will give young Koreans courage to 
e n t h u s i a s m

reach for their dreams, and her love for Korea will 

be remembered as a precious heritage.
i n h e r i t a n c e

  

번역

박병선은 의궤가 반환된 것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

았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했다.  

“의궤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어 굉

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반환이 아닌 대여인 만큼, 

우리는 이 책들이 다시는 프랑스에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한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

다.” 

2001년 11월 22일, 그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꿈꾸는 것을 멈추

지 않았다. 그녀는 프랑스에 있는 일제 강점기의 한

국 독립운동 자료들을 수집하기로 계획했다. 

그녀의 열정은 한국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

루는 데 용기를 줄 것이며, 그녀의 한국에 대한 사

랑은 고귀한 유산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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