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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and Drama in Ancient Works of Art

Everyone has, at one time or another, found some 

old object, picked it up, and wondered about it. 

How old is it? Who made it? How was it used? Who 

lost it?

All over the world, archaeologists find old objects 
고 고 학 자 들 은

and wonder about them. Archaeology is the 

discovery and study of ancient objects: to find out 

who made them, how they were used, and how they 

were lost. 

Things that are found are often all that is left to  tell 
하도록

us about the forgotten past. In some places, whole 

cities have been found by archaeologists. Some had 

been destroyed by fire or by earthquakes, and some 

by war. 

Some cities had just been abandoned, to be covered 
버 려 진 결과

by drifting sands or hidden by thick jungles. Broken 
바람에 날려온 무 성 한

pottery, bits of stone and brick, or lost jewels tell the 

archaeologist about the lives of ancient people.Once 

in a while, sometimes quite by accident, a great 

work of art that has been lost for hundreds of years 

may be discovered.

번역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오래된 물건을 발견하여, 

주워 들고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쓰였을

까? 누가 잃어버린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물건을 찾고, 

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고고학은 고대의 물

건을 발견하고 공부하는 학문으로,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떻게 유실되었

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발견된 물건들은 종종 잊혀진 과거에 대해 우리에

게 이야기해 주도록 남겨진 전부이다. 어떤 곳에서

는 도시 전체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어떤 도시들은 화재나 지진으로 인하여, 또 어떤 도

시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어떤 도시들은 버려져서 바람에 날려 온 모래에 덮

이거나 무성한 밀림에 감춰져 있었다. 깨진 도자기, 

돌이나 벽돌 조각, 또는 잃어버린 보석들이 고고학

자들에게 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해 준다. 가끔

은, 때때로 아주 우연히, 수백 년 동안 유실되었던 

위대한 예술품이 발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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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Works of Art Discovered by Accident

  

One day four boys and their dog were playing in the 

woods near Lascaux, in France. Suddenly their dog 

disappeared down a hole. One of the boys went 

into the hole to rescue his dog, and found himself in 

an underground cave.

  

The walls were covered with large, powerful 
가 득 했 다

paintings of animals. The boys had discovered a 

cave that had been used in the time of the Old 

Stone Age. 

Archaeologists think that the paintings may be more 

than fifteen thousand years old. The picture above 

shows a section of a wall in the Lascaux cave. 
구 역 . . . .

Prehistoric paintings in two other European caves 

were discovered by children. 

A five-year-old girl discovered the cave paintings of 

Altamira in Spain, and three brothers discovered 

paintings in the Les Trois Fréres cave in France. 

번역

어느 날 프랑스 라스코 부근의 숲에서 네 명의 소년

이 그들의 개와 놀고 있었다. 갑자기 개가 구멍 아

래로 사라졌다. 소년 중 한명이 그 개를 구하러 구

멍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하 동굴이 있었다. 

동굴 벽은 크고 박력 있는 동물 그림으로 가득했다. 

소년들이 구석기 시대에 사용되던 동굴을 발견한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그 그림들이 만오천 년 이상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의 그림은 라스코 동굴 벽의 한 

구역을 보여준다. 다른 유럽 동굴 두 곳의 선사 시

대 벽화들도 아이들이 발견하였다. 

다섯 살의 한 소녀가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를, 세 형제가 프랑스의 레 트루아 프레르 동굴에 

있는 벽화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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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eologists, especially a French priest, the Abbé 

Henri Breuil, studied the paintings to learn about the 
목적

lives and customs of Stone Age men who made their 

tools and weapons of stone because they did not yet 

know about metals. 

The cavemen believed that their paintings served a 

magical purpose: to bring success when they went 

hunting for food. A stray goat led to the discovery of 
길을 잃은

the Dead Sea Scrolls.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A young shepherd searching for his goat along the 

rocky shores of the Dead Sea in Jordan came upon 

the entrance to a dark cave. He called a friend and 

they explored the cave together. 

They found rows of clay jars.Inside the jars were 
여러 줄의 단 지

rolls of leather and papyrus, wrapped in linen. The 

rolls, or scrolls, were covered with ancient Hebrew 

writing. 

The boys had discovered the earliest known 

Hebrew manuscripts of the Old Testament. The 

scrolls were brittle with age. Archaeologists worked 
두 루 마 리 f r a g i l e

with great care to keep them from crumbling into 

dust. 

• prevent, stop, keep,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번역

고고학자들, 특히 프랑스 신부 아베 앙리 브뢰이는, 

금속에 대해서 아직 몰랐기 때문에 돌로 연장과 무

기를 만들었던 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관습에 

대해 알기 위해 벽화를 연구했다.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이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식량을 구하러 나갈 때 성공을 가져온

다고 믿었다. 길 잃은 염소 한 마리로 인해 사해 문

서가 발견되었다. 

어떤 어린 목동이 요르단에 있는 사해의 바위 해변

을 따라 자신의 염소를 찾던 중 우연히 어두운 동굴

의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는 친구 한 명을 불

러 함께 동굴을 탐험했다. 

그들은 점토로 만든 단지 여러 줄을 발견하였다. 단

지들 안에는 아마포(리넨)로 싸인 가죽과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 두루마리, 즉 그 두루마리 

책에는 고대 히브리어 글자가 가득 쓰여 있었다. 

그 소년들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구약 성서 

히브리어 필사본을 발견한 것이다. 그 두루마리 책

들은 오래되어 잘 부서졌다. 고고학자들은 그것들

이 부서져 가루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다

루었다.

�3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자료

Update 2017. 8. 20.

영어1(미래엔양) 7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hat Do Archaeologists Do?

 

Archaeologists not only look for lost objects, but 

they also look for answers to all of the questions 

about the things they find. Archaeologists studied 

the stone Pueblo god and made a copy, with the lost 

arm replaced, to show how the god looked long 
복 원 된 . . . .

ago. 

• with + 명사 + -ing / pp / 전치사구

They also painted the copy with the stripes of the 

original. Finding objects is just one part of the 

archaeologist's work. Studying the objects, 

comparing them, and restoring them to their 
c o m p a r e d ( X ) 이동

original state are also parts of the archaeologist's 

work. 

In hundreds of ways, archaeologists dig up things of 

the past to learn more and more about people of 
목적

ancient times. Their work is important because we 

can not only learn how to improve modern living but 

also avoid some of the problems of earlier times. 

We can determine our own levels of progress, or 
발 전

even "regress," and work forwards towards 
퇴 보 나 아 가 다

improvement and betterment. It is also our good 
향 상 개 선

fortune that archaeologists discover great and 
고 고 학 자 들

beautiful works of art.

번역

고고학자들은 사라진 물건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아낸 것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도 찾는다. 

고고학자들은 푸에블로 족의 신 석상을 연구하여 

그 신이 오래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기 위

해 없어진 팔을 복원한 복제품을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복제품에 원본에 있던 줄무늬도 칠했

다. 유물을 찾는 것은 고고학자가 하는 일의 한 부

분일 뿐이다. 유물을 연구하고, 비교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도 고고학자가 하는 일의 일부이다. 

고고학자들은 고대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과거의 물건들을 수백 가지 

방법으로 발굴한다. 그들의 작업이 중요한 것은 우

리가 현대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배

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

을 일부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전 수준, 또는 ‘퇴보’의 수준

을 판단하여 향상과 개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고고학자들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발견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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