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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Stories Behind Great Art 

The Last Judgement

Have you ever seen The Last Judgement, the 

painting by Michelangelo? You may say “No” 

without feeling you have missed out on something. 

But after hearing about the secrets contained 
내 포 된

within the painting, you may have more interest in 

seeing this painting with your own eyes.

The Last Judgement is a painting on the wall of the 

Sistine Chapel in Vatican City. Michelangelo 

depicted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nd more than 
그 렸 다 그 리 스 도

300 other human figures on Judgement Day.
인 물 상

The Last Judgement was both praised and criticized 
칭 송 받 았 다

by the people of the time. 

For example, when Michelangelo had completed 
완 성 했 다

two-thirds of the painting, Biagio da Cesena, an 

important official helping the Pope, strongly 
교 황

complained that the painting included images of 

naked people.  
벌 거 벗 은

번역

Michelangelo가 그린 그림인 ‘최후의 심판’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놓쳤다는 느낌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그림에 내포된 비밀에 대해 듣고 나면, 

이 그림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데 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최후의 심판’은 바티칸 시국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의 벽에 있는 그림이다. Michelangelo가 최후의 

심판일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300명이 넘는 다른 

인물상을 그렸다.

‘최후의 심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도 

했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Michelangelo가 그 그 림의 3분의 2를 

완성했을 때, 교황의 중요한 관리인 Biagio da 

Cesena는 그 그림이 벌거벗은 사람들의 모습을 

포 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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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gio stated publicly, “Naked people revealing their 
말 했 다 공 공 연 히 드 러 내 고 있 는

shameful parts is not for a church, but rather for the 

public baths.”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Michelangelo felt very angry about Biagio’s criticism 
비 평

and decided to get revenge. He put a caricature of 
복 수 하 다 케 리 커 쳐

Biagio into the scene as Minos, a judge of the 

underworld. 
저 승

• Minos(미노스): Zeus와 Europa의 아들이며 Crete 섬의 왕.

The caricature has donkey ears and a lower body 
인 물 그 림 하 체

covered by a coiled snake. Later, when Biagio 
똬 리 를 튼

complained to the Pope that his portrait was 
불 평 했 다

painted as Minos, the Pope joked that his power did 

not extend to hell.
미 치 다

Unfortunately, the naked figures didn’t last for long. 
지속하다

Twenty-four years later, it was decided that the 

works of art in the Chapel had to be modest. 
예 배 당 정 숙 한

Daniele da Volterra was hired to cover the figures’ 
고용되었다 가 리 다

nakedness with clothes and leaves. Thanks to the 

work, da Volterra got the humiliating nickname of “the 
굴 욕 적 인 별 명

breeches-painter.” 
반 바 지 화 가

• thanks to = due to = owing to = on account of = 
because of 

The figures remain covered. If you visit the Sistine 
가 려 진 시 시 티 나

Chapel today, you will see The Last Judgement in 
성 당

which the figures are wearing da Volterra’s 

“breeches.” 

번역

Biagio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있

는 벌거벗은 사람들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공중목욕탕에 어울린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Michelangelo는 Biagio의 비평에 매우 화가 나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Biagio의 인물 그림

을 저승의 재판관인 Minos로 표현해 그림에 담았

다. 

그 인물 그림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고 똬리를 튼 

뱀이 하체를 덮고 있는 모습이다. 나중에 Biagio가 

자신의 초상이 Minos로 그려졌다고 교황에게 불평

하자, 교황은 자신의 힘이 지옥 에 미치지 못한다고 

농담했다.

불행히도, 벌거벗은 모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24년 후에, 예배당에 있는 예술작품들은 정숙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Daniele da Volterra가 인물들의 노출을 천과 나

뭇잎으로 가리기 위해 고용되었다. 그 작업 덕분에, 

da Volterra는 ‘반바지 화가’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었다. 

그 인물들은 여전히 가려진 상태로 남아 있다. 만약 

여러분 들이 오늘날 시스티나 성당을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인물들이 da Volterra의 ‘반바지’를 입고 

있는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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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rewell Symphony

Franz Joseph Haydn was an Austrian composer, one 
하 이 든

of the most famous composers of the Classical 

period.

He is often called the “Father of the Symphony.” 

Composed in 1772, the Farewell Symphony 
고 별 의 교 향 곡

(Symphony No. 45), one of many symphonies by 

Haydn, reveals the composer’s humorous and 
익 살 스 럽 고

warm-hearted character.
마음이 따뜻한 성 격

Every year when the weather turned nice, Prince 
b e c a m e

Esterhazy, Haydn’s employer, moved his entire 
에 스 터 하 지 이 동 시 켰 다

household to his summer palace. 
가 족 을 이동 궁 전

But in the fall of 1772, it stayed warm for a very long 

time and the stay in Prince Esterhazy’s summer 
체 류

palace was much longer than usual. 
평 소 보 다

Meanwhile, the musicians of Haydn’s orchestra 
그 동 안 에 . . . . . . .

really wanted to go back home. So they asked 

Haydn to talk to the Prince.

Suddenly, a good idea came to Haydn. He decided 
떠 올 랐 다

to let music do the talking. To do so, he wrote the 

Farewell Symphony, which was complete with a witty 

plan to explain to the Prince that the orchestra was 

ready to go  home.
going (X)

번역

Franz Joseph Haydn은 고전주의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들 중의 한 명으로 오스트리아의 작

곡가였다. 

그는 종종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어진다. ‘고별 

교향곡(교향곡45번)’은 Haydn의 많은 교향곡들 

중의 하나로서 1772 년에 작곡되었고, 작곡가의 

익살스럽고 마음이 따뜻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면, Haydn의 고용주인 

Esterhazy공작은 자신의 여름 궁전으로 그의 전 

가족을 이동시켰다. 

그러나 1772년 가을에는 따뜻한 날씨가 매우 오랫

동안 계속되어서 Esterhazy 공작의 여름 궁전에

서의 체류는 평 소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그 동안에, Haydn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Haydn

에게 공작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갑자기, Haydn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음악이 말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서, 그는 ‘고별교향곡’을 썼는데, 그것은 오케스트

라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공작

에게 설명하는 재치 있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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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ormance began with a full orchestra but, as 
전 체

the piece continued, fewer and fewer musicians 
곡

were used. As each player finished their part, they 

blew out their candles on the music stand, quietly 

closed their books and walked off stage with their 
떠 났 다 가 지 고

instruments. 

The players kept on leaving in the same way one by 

one until only the two solo violinists were left to 

finish the piece. With this subtle, humorous hint, 
미 묘 한 암 시

Prince Esterhazy got the message and finally 
공작 (영국 ) 진 의 를 파 악 했 다

allowed the musicians to return home.

Before hearing a classical piece for the first time, 

do you become familiar with the story of its 

composition? If you know how the piece was 

composed, it becomes much more interesting. 
작 곡 된

Now that you are familiar with the story behind the 
Because

Farewell Symphony, you are more likely to 

appreciate it, feeling the composer’s good humor 

and intention.
의 도

번역

그 연주는 전체 오케스트라로 시작했지만, 그 곡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적은 수의 연주자들이 사용되

었다. 각 연주자들은 자신의 부분이 끝나면, 악보대 

위에 있는 촛불을 불어 끄고, 조용히 악보집을 덮

고, 악기를 들고 무대 를 떠났다. 

연주자들은 두 명의 솔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그 

곡을 끝내기 위해 남겨졌을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한 명씩 계속해서 떠났다. 이러한 미묘하고 익살스

러운 암시로, Esterhazy공작은 진의를 파악하고 마

침내 연주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다.

어떤 클래식 음악을 처음으로 듣기 전에, 여러분은 

그 작곡의 배경 이야기에 친숙해 지는가? 만약 여

러분이 그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다면, 그 곡

은 훨씬 더 재미있어진다. 

당신이 고별 고향곡에 담긴 이야기에 친숙해지기 

때문에 그 작곡가의 익살스러움과 의도를 느끼면서 

그 곡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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