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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 시험 (2005년 11월)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1. 다음 글을 한국어로 번역하시오.

A nation was once a race of people, bound by blood, drawing its boundaries and proving its honor by warfare, 

and reporting to a leader directly empowered by a god. Today, many nations would be loath to define themselves by 

these criteria. Nations who consider themselves "progressive" have adopted increasingly vague definitions of "nation" to 

accommodate the ever-broadening diversity of both their citizens and their functions as states.

Because "nation" is such a complex abstraction, no amount of study can discover a conclusive, helpful definition. 

Data may be collected by thousands of researchers from millions of citizens, but the only result will be an overwhelming 

mess of contrary opinions.

We need to look elsewhere for an answer. I suggest that the deepest understanding of "nation" comes from an 

abstract feeling―a dream, a wish, longing, or mourning. A nation, present in the feelings and actions of its people, is 

illustrated by Mary Dodge in her portrayal of nineteenth-century Holland called Hans Brinker, or the Silver Skates. 

Dodge paints a picture of a nation united not only by picturesque frozen canals carrying citizens on skates from one end 

of the country to the other, but also by a confidence in mankind's abilities that comes from a centuries-long victory over 

the waters pushing against the dikes of a land that would, without them, be ocean floor.

The strength of the characters' belief in their nation is apparent in a few actions, the first of which is the 

characters' storytelling of Holland's history. Instead of making fun of historical figures in cartoons, older generations know 

these figures like family, and younger generations look up to them as role models.

2. 다음 글을 영어로 번역하시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유행병과 소통 지침’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광우병, 사스 등 일련의 세

계적인 질병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담고 있다. 그것은 “끔찍한 유행병을 막으려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

고 대중 참여의 길을 열어 국민의 신뢰를 얻으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러한 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체는 

정부와 언론이다.

그런데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언론은 어떤가? 정부를 먼저 보자. 얼마 전 어떤 정부 전문

가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면 조류독감을 겁낼 필요 없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얘기를 하면서 수

만 명 사망 운운하는 것은 허구”라고 말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와 유럽 여러 나라들은 조류독감에 대해 큰 경계

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의료 수준이 우리보다 못해서일까?

조류 인플루엔자의 무서운 점은 그 바이러스가 스페인 독감과 매우 유사한데다가 20세기 후반 들어 동물 전염

병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해 인간에게도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인간이 피

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정부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반면 언론은 발생 가능한 사망자 수만 강조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해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력을 떨치지 못할 수도 있다. 

백신이 매우 효과적일 수도 있다.

식품이나 건강에 관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아무 문제 없고 정부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식으로만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런 일이 무사히 넘어간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터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쪽의 결과가 

훨씬 좋았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투표에 부치니까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가?

언론도 최악의 사태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하며, 언론이 올바른 보도를 하려면 정부가 

먼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대재앙이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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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한 번역

    국가는 한 때 한 인종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혈연으로 맺어져 있었고, 전쟁을 통해 그 경

계를 설정하며 그 영광을 증명했고, 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지도자의 지시를 받았다. 오늘

날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신들을 규정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자신들이 ‘진보적’이라고 간주

하는 국가들은 ‘국가’에 대해 점점 더 모호한 정의를 채택해 왔다. 이는 자국의 국민들과 국가로서의 그들

의 기능이 계속해서 그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함이었다.

  ‘국가’는 이렇듯 복잡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하더라도 확정적이고 유용한 정

의를 발견할 수 없다. 수천 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백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자료가 수집될 수 있지만, 그

로 인한 유일한 결과는 상반된 의견들이 걷잡을 수 없이 뒤섞여있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해답을 얻기 위해 다른 곳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이해가 꿈, 소

망, 갈망 혹은 한탄과 같은 추상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국가는 그 국민들의 감정과 행

동에 나타나 있는데, 메리 다지(Mary Dodge)가 19세기 네덜란드를 묘사한 『한스 브링커 혹은 은빛 스케

이트』라는 책에 의해 명확히 표현된다. 다지는 그 나라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시민들이 스케이

트를 타고 다니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얼어붙은 운하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도 결속되어 있는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신뢰는 땅의 제방과 부딪히는 바다에 대항하여 

수 세기 동안 이루어온 승리에서 비롯된다. 이 제방이 없다면 그 땅은 해상(海床)이 되었을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국가에 대해 갖는 신념의 힘은 몇몇 행동에서 명백히 드러나는데, 그 중 첫 번

째는 등장인물들이 네덜란드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화 속에서 역사적 인물들을 희화화하는 

대신에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인물들을 가족처럼 알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그들을 귀감으로서 우러러 

본다.

2. 한영 번역

Recentl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released a report titled "Epidemics and Guidelines for 

Communication."  This report contains a lesson that has been learned from a series of worldwide contagions―

such as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commonly known as mad cow disease) and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To summarize the lesson, "In order to prevent terrible epidemics, earn the trust of the 

public by securing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nd opening the way for public participation."  In this task, the 

two most important players are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However, what about the response to the recent outbreak of avian influenza (AI) show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media?  Let us take a look at the government first.  A few days ago, a government expert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current level of medicine of Korea, there is no need to be afraid of avian 

influenza.  It is fallacious to talk about death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citing the 1918 Spanish Flu."  In 

contrast, the WHO and many European nations are greatly cautious about AI.  Is it because the level of their 

medicine is lower than that of Korea?

What is terrifying about AI is that the AI virus is very similar to the Spanish Flu virus, and that in the 

late 20th century epizootic viruses began to mutate several times and cause a disease among humans.  If so, 

that mean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recent outbreak of AI will affect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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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hide the problem, the media are fueling an atmosphere of fear by 

emphasizing the potential death toll from AI.  However, the AI virus may not mutate in such a way as to hurt 

humans.  Even if it does, it may not be powerful, or a vaccine can be very effective in its prevention.

Whenever a problem related to food or health arises, the government has dealt with it by saying, "There 

is no problem, and we will take care of it on our own."  However, such a complacent and secretive attitude 

has never really solved a problem.  Rather, when the government revealed the facts and sought people's 

understanding, there were considerably better results.  For example, in the case of building a facility for 

radioactive waste, did the vast majority of the residents not support it when the issue was put to a vote?

For their part, the media should not play up a worst-case scenario but rather provide balanced reporting.  

However, they cannot produce an accurate report unless the government releases information first.  If the media 

and the government play their part properly, they can receive cooperation from all parties concerned.  This is 

the only way to deal with a catastrophe if one actually takes p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