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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chne

Athena, the goddess of crafts and wisdom, looked 

down from Mt. Olympus to the mortal world below. 

Then she saw one young woman seated at a loom. 

The young woman was named Arachne, and she 

was skilled at weaving. In a forest Arachne set her 

loom out under the trees and wove beautiful 
베 틀

pictures upon it. She was admired for the beauty of 

her woven pictures.

Athena, who taught mortals how to weave, wanted 

a closer look at Arachne’s work. She disguised 
변 장 하 다

herself as an old woman and appeared at Arachne's 

house. 

Watching the speed and skill of Arachne's hands, 

she said, “Surely Athena has blessed your hands.” 

Then Arachne stopped her weaving and said, 
의 주

“Blessed by Athena? Athena, herself, could take 

lessons from me.' 

Athena gave her this advice, “Your picture is so 

beautiful. Athena would be proud of your skill. 

아라크네

기술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올림퍼스 산에서 

아래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그녀는 베

틀에 앉은 한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는 아라크네라고 불렀고, 옷감을 짜는 데 능

숙했다. 숲 속에서 아라크네는 나무 아래에 자신의 

베틀을 놓고 그 위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짰다. 그녀

는 자신이 짠 그림의 아름다움으로 찬사를 받았다.

인간들에게 옷감 짜는 법을 알려준 아테나는 아라

크네의 작업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 

그녀는 노파로 변장하고 아라크네의 집에 나타났

다. 아라크네의 손의 속도와 기술을 보고, 그녀는 

말했다. “확실히 아테나는 당신의 손에 축복을 내렸

군요.” 

그러자 아라크네는 옷감 짜는 것을 멈추고 말했다. 

“아테나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아테나 그녀도 저에

게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테나는 그녀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 “당신의 그림

은 매우 아름다워요. 아테나는 당신의 기술을 자랑

스러워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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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t is unwise to compare your work to that of the 

gods.' But Arachne turned a deaf  ear to Athena.It 
귀 담 아 듣지 않았다

was then that Athena pulled off her disguise. 
강 조 벗 었 다 변 장 을

Arachne still was not afraid. Athena said, You have 

challenged me. Let the weaving contest begin.' The 

goddess Athena and Arachne began the weaving 

contest. 

Athena wove gods and goddesses looking lovingly 

at the mortals below, but Arachne wove the scenes 

of the mistakes the god Zeus made. Athena noticed 

the disrespect in Arachne’s picture. 

Without hesitation Athena tapped her on the head, 
쳐 다

and Arachne turned into a spider. After that, 

Arachne has forever hung and has endlessly woven 
짜서 만들다

her web.

번역

하지만 당신의 작품을 신들의 작품과 비교하는 것

은 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라크네는 아테나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아테나가 변장을 벗은 것

은 바로 그때였다. 

아라크네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테나는 

“너는 나에게 도전을 했다. 옷감 짜는 대회를 시작

하자.” 라고 말했다. 여신 아테나와 아라크네는 옷

감 짜는 대회를 시작했다. 

아테나는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사랑스럽게 쳐다보

고 있는 신들과 여신들을 묘사했지만, 아라크네는 

제우스 신이 실수한 장면들을 짰다. 아테나는 아라

크네의 그림에서 무례를 알아보았다. 

아테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툭 쳤고, 아

라크네는 거미로 변했다. 그 후, 아라크네는 영원히 

거미줄에 매달려서 끝없이 거미줄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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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usa

Medusa was a beautiful woman and very proud of 

her beauty. She was extremely vain , especially 
허영심이 강한

when it came to her long silky hair.

One day Medusa became a helper in Athena's 
무 녀

temple, the Parthenon. Many men came to the 

temple to see her beauty. Medusa bragged that she 
목적 자 랑 했 다

was more beautiful than the goddess Athena. 

She said, It is a shame that such a beautiful temple 
진 주 어

has been wasted on Athena.'

• spend[waste] N -ing / on + N

You vain and foolish girl,' Athena said angrily, You 

think / you are prettier than I am! Even if it were 
d o

true, there is more to life than beauty alone. 

While others work, you do little but admire yourself 
during (X)

and boast.' Medusa responded, I have made people 

around me happy by simply being beautiful.' 
happily (X)

메두사

메두사는 아름다운 여자이고 자신의 미모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의 길고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에 관한 한 매우 자만심이 강했다.

어느 날 메두사는 아테나의 신전인 파르테논의 무

녀가 되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미모를 보기 위

해 그 신전에 왔다. 메두사는 자신이 여신 아테나보

다 더 아름답다고 자랑했다.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전이 아테나에게 허비

되고 있어서 유감이야.”라고 말했다. 

아테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자만심이 강하고 멍청

한 소녀여, 너는 네가 나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구나!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미모가 인생의 전

부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 너는 자만하고 뽐내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거의 없구나.” 메두사는 대답

했다. “나는 단지 내 미모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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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 replied, Beauty disappears quickly in all 

mortals. It does not comfort the sick, teach the 
인 간

unskilled or feed the hungry. 

I shall take your loveliness away completely. You, 

yourself, shall serve as a reminder to others that 
동 격

they must control their pride.’ As punishment, Athena 
억 제 하 다

turned Medusa into a monster. 

The strands of Medusa's long, beautiful hair were 

transformed into terrible snakes. Scales covered 
변 했 다 비 늘

her skin, and big tusks grew from her face. 
엄 니

Medusa became so ugly that any person who 

looked into her face turned into stone right away. 

She had gone from being a beauty to being the 

ugliest person in the world.

번역

아테나는 대답했다. “미모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빨리 사라진다. 그것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미숙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

을 것을 주지 않는다. 

나는 너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만심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벌로서, 아테나는 메두사를 괴물로 만들었다. 메두

사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무서운 뱀으로 변

했다. 비늘이 그녀의 피부를 덮고 그녀의 얼굴에는 

커다란 엄니가 자랐다.

메두사는 너무 흉해서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은 누

구든지 즉시 돌로 변했다. 그녀는 미녀에서 세상에

서 가장 흉측한 사람이 되었다.나는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메두사의 이야기를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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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he Stories of Medusa and Arachne by 

Dave

I read the story of Medusa with great enthusiasm. I 

knew the story, but I did not know Medusa was 

originally a beautiful woman. 

If only Medusa had been modest, she could have 

lived as a beautiful woman. But she became so 

arrogant that she crossed the line and challenged 

the goddess Athena. 

As punishment, Athena turned her into the ugliest 

monster on earth. I came to realize that we are all 

born pure and beautiful, but we turn ugly as we 

become arrogant or greedy. 

There is only a thin line between beauty and 

ugliness, or good and evil. The choice is ours. That 

is what I learned from the story of Medusa.

Reading the story of Arachne, I came to realize how 

important it is to be modest. When we are good at 

something, we tend to brag about our talent, but we 

should not because the talent is not ours. It was 

given to us by our parents or God. 

번역

나는 메두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나는 메두

사가 원래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은 몰랐다. 

메두사는 겸손하기만 했었더라면 아름다운 여자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거만

해져서 도를 넘어서 여신 아테나에게 도전했다. 

벌로서, 아테나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괴

물이 되게 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순수하고 아름답

게 태어나지만 거만하거나 탐욕스러워지면서 추해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나 선과 악 사이에는 가는 선이 

있을 뿐이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그것이 내가 

메두사의 이야기에서 배운 것이었다.

아라크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겸손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어

떤 것을 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지만, 재능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나 신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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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why people say, You have a God-given 

voice,' when we sing beautifully. That expression 

may be a compliment,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means that a beautiful voice is a gift given to us, so 

there is nothing to brag about. 

But Arachne refused to admit that her talent was 

God-given and became too arrogant. Consequently, 

her life was ruined when she was turned into a 

spider.

Unfortunately, neither Medusa nor Arachne was 

modest. In fact, they were so arrogant that they even 

challenged the goddess Athena. 

As a result, both women were ruined forever. In 

Greek myths, people with too much pride are always 

punished. 

Today we cannot see Medusa anymore, but spiders 

are everywhere, constantly reminding us how 

important it is to be modest.
i m p o r t a n t l y ( X )

번역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름답게 노래할 때 “너는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이유

이다. 그 표현은 칭찬일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라서 자

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자신의 재능이 신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도 거

만해졌다. 따라서 그녀는 거미로 변함으로써 그녀

의 인생을 망쳤다.

유감스럽게도, 메두사도 아라크네도 겸손하지 않았

다. 사실, 그들은 너무나도 거만해서 여신 아테나에

게 도전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두 여자는 영원히 몰락했다. 그리스 신화

에서, 너무 많이 자만했던 사람들은 항상 처벌되었

다. 

오늘 날 우리는 메두사는 더 이상 볼 수 없으나, 거

미들은 우리에게 겸손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면서 어디에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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