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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sse Oblige: The Story Behind The Burghers 

of Calais

The following is the story behind Auguste Rodin's 

sculpture "The Burghers of Calais." Through the 
중산 계급의 시민

heroic self-sacrifice of the noblemen in Calais, it 

teaches us the lesson of "noblesse oblige," which 

means that people with power and influence should 

use their social positions to help other people.

The Rodin Museum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sites in Paris. It includes a lovely old house 

surrounded by a huge garden, with several of 
s u r r o u n d i n g ( X )

Rodin’s sculptures positioned here and there. 
p o s i t i o n i n g ( X )

• with + 명사 + -ing / pp / 전치사구 

One sculpture in particular is placed so that all 

passersby can enjoy it even without entering the 
entering into (X)

museum. Rodin’s depiction of The Burghers of 
중산 계급의 시민

Calais stands by a glass wall, and anyone walking 
w a l k s ( X )

down the Rue de Varenne can see it. The Burghers 

of Calais is one of the most famous sculptures by 

Auguste Rodin. 

번역

다음은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품인 ‘칼레의 시민’에 

숨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칼레 귀족들의 영웅

적인 자기희생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교훈

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

위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댕 미술관은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의 하나이다. 그곳에는 커다란 정원에 둘러싸인 멋

진 고택이 있는데, 로댕의 조각품 여러 점이 여기저

기 위치해 있다. 

특히 한 조각품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술관에 입

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로댕이 묘사한 ‘칼레의 시민’이 유

리벽 옆에 세워져 있어서 Rue de Varenne을 걸

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다.‘칼레의 시

민’은 오귀스트 로댕의 가장 유명한 조각품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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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completed in 1889. It serves as a monument 

to an occurrence in 1347 during the Hundred Years' 
한 사 건 . . . .

War. Calais, an important French port on the English 

Channel, had held up against attacks from the 

British army for about one year. However, the 

starving citizens of Calais could no longer hold out. 

King Edward III told the people of Calais that they 

would all be killed unless six of their top leaders 

(called burghers) presented themselves to him 

while dressed only in their shirts and with ropes 

around their necks and the keys to the city in their 
이동

hands. 

• with + 명사 + -ing / pp / 전치사구

When the people of Calais heard the message from 

King Edward III at the marketplace, they cried in 

despair. Soon afterward, however, Sir Eustache de 

St. Pierre, one of the richest citizens of Calais, 

volunteered to die. 
~ 하 기 를 자 원 하 다

He got up and said, “Gentlemen, it would be a 

great shame to allow so many people to starve to 
수 치

death if there were any way of preventing it. And it 

would be highly pleasing to Our Lord if anyone 
h i g h ( X )

could save them from such a fate. 
운 명

번역

그것은 1889년에 완성되었다. 그것은 백 년 전쟁 

중에 일어난 1347년의 한 사건에 대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다. 영국 해협에 있는 중요한 프랑스 항구

인 칼레는 약 1년 동안 영국 군대의 공격에 맞서 버

티고 있었다. 그러나 굶주린 칼레의 시민들은 더 이

상 버틸 수가 없었다. 

영국 왕 Edward 3세는 (시민이라고 불리는) 고위 

지도자 여섯 명이 셔츠만 입고 목에 밧줄을 두른 채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들고 자신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칼레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칼레 사람들이 시장에서 Edward 3세가 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절망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칼레의 가장 부유한 시민 중의 

한 명인 Eustache de St. Pierre 경이 죽기를 자

원했다.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든 막을 방

법이 있다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내

버려 두는 것은 큰 수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 사람들을 그런 운명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하

나님께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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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such faith and trust in gaining pardon and 
용 서

grace from Our Lord if I die in the attempt, that I will 
은 총 동 격

put myself forward as the first. I will willingly go out 

in my shirt, bareheaded and barefoot, with a rope 

round my neck and put myself at the mercy of the 

king of England.”

• at the mercy of: ~의 처분대로

After he said these words, the crowd practically 
거 의 , 실 제 로

worshipped him, and a number of men and women 
숭 배 했 다

fell at his feet while weeping bitterly. It was a very 
비 통 하 게

emotional scene to witness. Then, six more heroes 

also followed him. This made a total of seven 

burghers, so one person had to be excluded. 

“Let’s meet at the marketplace tomorrow morning 

and exclude the last person to arrive,” suggested 

Saint Pierre, and everyone agreed. Their painful 

night became longer and longer. The next day, six 

people gathered early in the morning. 

However, Saint Pierre did not come. Everyone in 

Calais wondered about him. He could not come 

because he was already dead. He committed 

suicide for the glory of Calais lest  the people who 
~하지 않도록

chose to die should have their courage weaken.

번역

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제가 죽으면 하나님으로

부터 용서와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먼저 바치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모자도 신발도 신지 않고 셔츠만 입은 

채 목에 밧줄을 두르고 나가 영국 왕의 처분에 제 자

신을 맡기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한 후에, 사람들은 거의 그를 숭

배하다시피 했고, 많은 남녀가 비통하게 울면서 그

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것은 보기에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영웅들이 더 그의 뒤

를 따랐다. 이로써 총 일곱 명의 시민이 되었고, 그

래서 한 명이 제외되어야만 했다. “

내일 아침에 시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가장 늦게 도

착하는 사람을 제외합시다.”라고 Saint Pierre가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밤

은 길고도 길었다. 다음 날, 여섯 명이 아침 일찍 모

였다. 

그러나 Saint Pierre는 오지 않았다. 칼레 사람들 

모두가 그에 대해서 궁금해 했다.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죽기로 한 사람들

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칼레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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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last moment, the burghers were on the verge 

of being executed; however, King Edward III’s 

pregnant wife pleaded for the lives of the brave 
간 청 하 다

hostages and persuaded the king to show mercy by 
인 질 들

saying that their deaths would be a bad sign for her 

unborn child. 

As a result, the lives of the six burghers of Calais 

were spared. St. Pierre and the six brave heroes 
목숨을 살려주다

saved the people of Calais from the English siege 
포 위

during the Hundred Years' War.

  

550 years later in 1895, the city of Calais decided to 

erect a statue named The Burghers of Calais in 
세 우 다

memory of the bravery and heroic self-sacrifice of 

the men. The city of Calais asked Auguste Rodin to 

create the sculpture. He put all his effort into 

making the statue for ten years. 

This sculpture depicts the six citizens at the moment 

when they were about to leave Calais for the king's 

camp. Torn between their desire to stay alive and 

their desire to sa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Calais, 

they slowly set out on their difficult journey. 

 

번역

마지막 순간, 그 시민들은 곧 처형될 참이었으나 

Edward 3세의 임신 중이던 왕비가 그들의 죽음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녀의 아기에게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용감한 인질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애원하며 왕에게 자비를 보여 달라고 

설득했다. 

그 결과, 여섯 명의 칼레 시민은 목숨을 구했다. St. 

Pierre와 여섯 명의 용감한 영웅들이 백 년 전쟁 기

간 영국의 포위로부터 칼레 사람들을 구해낸 것이

다. 

550년이 지난 1895년에, 칼레시는 그 사람들의 

용감한 행동과 영웅적인 자기희생을 기리기 위해 

‘칼레의 시민’ 이라는 이름으로 조각상을 건립하기

로 결정했다. 칼레시는 오귀스트 로댕에게 조각상

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10년 동안 그 조각상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

을 쏟았다. 이 조각상은 왕의 군 야영지로 가기 위

해 칼레를 막 떠나려고 하는 순간의 여섯 명의 시민

들을 묘사한다. 살아남고 싶은 욕망과 칼레 사람들

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번민하면서, 그들

은 힘겨운 여행을 느리게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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