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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 Blinds Us to Originality

 Monsieur Signy l'Abbaye was a master artist in his 

day and in 1392 was ready to retire. Then, Guiliano 

Bartoli, a rich Italian client, sent for him, saying, "I'd 

like you to paint my portrait for a wall in my 

banquet hall. Could you do it? The space is twenty 
연 회 . . . .

feet tall."

• send for: (특히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연락하여) ~를 부르다

 

Contemplating this request, l'Abbaye shook his 
심 사 숙 고 하 다 . . .

head. "No, I'm about to retire, so I'm not available. 

I'm sorry. I simply cannot paint your portrait." Seeing 

the disappointment in Signore Bartoli's eyes, he 

thought and then continued, "Ah, but there is one 

possibility, if you allow me to explore the limits of 
한 계 . . . .

my abilities. 

You do not have to pay me. Just provide me room 

and board and that will be fine. Furthermore, you 
식 사 . . .

need not pose. I have an excellent memory.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
사: ~외에도

I have your other portrait and I can draw a new one 
초 상 화

based on it . But I insist, Senior Bartoli, while I 
other portrait

work, your portrait stay private, even from you!"

관습은 독창성을 보려는 눈을 가린다

Signy l'Abbaye 씨는 당대 잘 나가는 화가였지만 

1392년 은퇴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한 이탈리아 고객인 Guiliano Bartoli 씨가 그

를 불러 말했습니다. “연회장 벽에 걸어둘 내 초상

화를 자네가 그려주었으면 좋겠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소? 그곳은 높이가 20피트요.”

이 부탁을 잠시 생각한 후, l'Abbaye는 고개를 저

었습니다. “아뇨, 저는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초상화를 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Bartoli 씨의 눈에는 실망한 기

색을 본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능력의 한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야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돈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음식과 잠자

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게다가 포즈

를 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기억력은 뛰어나거

든요. 

저는 이미 당신의 다른 초상화를 갖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새 초상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Bartoli 나리, 제가 작업을 하는 동안 초상화는 공

개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보여드리지 못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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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strange,' thought the client, but he thought 

how highly the artist had been recommended. "Of 

course," he said. "Anything you wish, but I insist 

upon paying you at least something for your work. 

Let's write a contract."

 L'Abbaye entered the banquet hall. His eyes 

flashed, as he stared at the twenty-foot wall and 

thought of all that space. Unknown to Bartoli, 

l'Abbaye had longed to paint in his own way, which 
갈 망 하 다 . . .

did not conform  to the Byzantine or the Proto-
따르다, 관습을 지키다

Renaissance style of the day. 

L'Abbaye had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rules of 

painting. The guild would never have allowed it, 

however, so he had always followed their rules, 

though he was never proud of it. 

• guild:중세 유럽의 도시에서 발달된, 상인·수공업자의 특권적 동

업자 조합.

Of course, he did not reveal this to Bartoli as they 

signed the contract. Starting his work, the master 

artist threw a high curtain up in front of the wall, a 

curtain through which Bartoli could not see. Bartoli 

tried to peek, but l'Abbaye insisted on total privacy 
엿보다 . .

for his artistic expression.

번역

고객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또한 사람들

이 그 화가를 얼마나 많이 추천했는지도 생각했습

니다. “물론이지.” 그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게. 하지만 작품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 뭔가를 지

불하고 싶네. 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L'Abbaye는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피트 

높이의 벽을 응시하면서 그 공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l'Abbaye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Bartoli 

씨는 알지 못했지만, l'Abbaye는 그 시기 비잔틴 

양식이나 초기 르네상스 양식의 그림이 아닌 자신

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길 갈망해 왔습니다. 

L'Abbaye는 회화의 규칙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었

습니다. 하지만 길드가 그것을 허락할 리 없었습니

다. 그래서 그는 결코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는 이 사실을 Bartoli 

씨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대가는 벽 앞에 높은 커튼을 쳤습니다. 커튼 때문에 

Bartoli 씨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엿

보려고 했지만 l'Abbaye는 자신의 예술적 표현에 

대해 철저한 비공개를 요구했습니다.

�2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Update 2017. 8. 23.

영어독해작문1(시사박) 4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week passed. "How is it coming?" asked the 

hopeful Bartoli. Answering him from behind the 

curtain, l'Abbaye said, "It's coming quite well. 

You know, at the age of eight I was apprenticed to 
견 습 생 이 되 었 다

the great Ambrogio Lorenzetti. I could never dishonor 
s h a m e

his name. He taught me how to draw and, most 

importantly, not to hurry. 

My training was strict and, after certification, even 
검 증

more thorough. Senior Bartoli, a masterpiece takes 
지 독 한

time.” Bartoli withdrew, reluctantly. A month passed. 

"How is it coming?" Bartoli asked.

”It's coming along fine," said l'Abbaye, again from 

behind the curtain. Along with his words came the 

strange sounds of swooshing , clashing, and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다

slapping. "You know, you're fortunate, it's I painting 

your portrait. Only true fresco will do. I am using four 

coats of plaster. It will last forever, but it is time 

consuming."

번역

한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소?” 

Bartoli 씨가 희망에 차서 물었습니다. 커튼 뒤에서 

대답하며 l'Abbaye가 말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

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8살 때 위대한 화가인 Ambrogio 

Lorenzetti 씨의 견습생이었습니다. 전 그의 이름

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그 분은 제게 그림을 그리

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 훈련은 엄격했으며, 검증을 받은 후에는 더 지독

했지요. Bartoli 씨, 대작은 시간이 좀 걸리는 법입

니다. Bartoli 씨는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한 달

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소?” Bartoli 

씨가 물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l'Abbaye가 다시 커튼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휭하는 소리, 쨍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철썩하고 때리는 소리가 났

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 나라니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진정한 프레

스코화가 될 겁니다. 회반죽을 네 겹 바르고 있어

요. 이 그림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

이 많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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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ing deeply, the client withdrew again. Just how 
물 러 났 다

long would this take? Who knew? Another three, 

then four months passed and finally half a year went 

by. One day, Bartoli marched in, demanding of 
걸 어 들 어 왔 다

l'Abbaye to see his portrait, "You must be finished by 

now. 

Today I will see it!" he shouted, shaking with 

frustration. Stepping from behind the curtain, as 

though surprised by such anger, l'Abbaye said 

calmly. "Of course, you needed only to ask." With 

that he pulled aside the curtain.

 

Guiliano Bartoli stood for a minute in silence and then 

his mouth fell open, his eyes turned red, and he 

grabbed for what little hair he had left on his head. 

His eyebrows became distorted. He obviously did 
일 그 러 졌 다

not like his portrait, not one bit. Then he exploded.

 

번역

깊은 한숨을 쉬고는 Bartoli 씨는 다시 물러났습니

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것을 누가 알까요? 

또 다시 삼 개월, 사 개월이 지나가고 마침내 반년

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Bartoli는 걸어 들어와 

l'Abbaye에게 그의 초상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

습니다. “지금쯤이면 그림을 다 끝냈겠지. 

오늘은 그림을 봐야겠소.” 그는 좌절감으로 몸을 떨

며 소리쳤습니다. Bartoli 씨의 분노에 놀란 듯 

l'Abbaye는 커튼 뒤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는 커튼을 옆으로 걷었습니다.

 

Guiliano Bartoli는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

다. 그러다 그의 입은 벌어지고 눈은 붉게 변했으며 

그의 머리에 남은 얼마 되지 않는 머리카락을 모두 

잡아 뜯었습니다. 그의 눈썹은 일그러졌습니다. 분

명히 그는 자신의 초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

다. 어느 한 구석도요. 그리고 그는 폭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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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bsurd, how ugly! What does this mean? You 
우 스 꽝 스 런

will not receive one florin, do you hear? You're not an 
2실링 은화

artist, maybe a thief or a crazy man, but not an artist. 

Get out of my sight! You'll leave my house 

immediately or I'll throw you out!” What had 

l'Abbaye painted? It was his masterpiece. He was 

not sorry, no, not at all, that he had painted to his 

heart's content on the twenty-foot wall. 

• to your heart's content : 흡족하게, 실컷

Perhaps his client could not understand his 

obsession for Cubist expression, but Picasso would 
집 착

have been proud.  If truth be told, for sure, 

Monsieur Signy l'Abbaye was not crazy. He had 

simply been born 500 years too early.

번역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추한지 모르겠소!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 거요? 당신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요, 알겠소? 

당신은 예술가가 아니오, 도둑이거나 미친놈이지 

예술가는 아니란 말이오. 내 눈 앞에서 사라지시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쫓아버

리겠소!” L'Abbaye는 무엇을 그렸던 걸까요? 그것

은 그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그 20피트 벽 위에 

마음껏 그림을 그렸기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

다. 

아마도 그의 고객은 입체파 표현에 대한 l'Abbaye

의 집착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Picasso였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

한다면, 확실히, Signy l'Abbaye 씨는 미치지 않

았습니다. 그는 다만 500년 일찍 태어났던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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