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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행 36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 (영어)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40점)

1) If a successful longevity treatment were to emerge suddenly out of all the new developments of 

medical science, tacking on extra decades or even centuries to our lives, the results could be 

disastrous. It might very well be a case of the cure's being worse than the disease.

   This would be true even for the individuals lucky enough to receive the treatment. Presumably 

any treatment that conferred long life would keep people generally healthy, but the extra years would 

be a kind of medical balancing act. It would be nerve-racking at best. What if the treatment did 

little or nothing to help one's memory? This is a crucial point that is often overlooked in discussions 

of longevity. The brain is by far the most complex organ known to us, and the workings of 

memory are not really understood. Keeping the body alive might be possible before we could do 

anything to restore lost memories. Even the ordinary lifetime often seems too much for human 

memory to hold or recall, and if decades were tacked on, the long middle years of a life might be 

substantially forgotten, leaving only dim memories of childhood and recent events. If that were the 

case, the whole point of the exercise would be lost, for it is memory that makes us human. An 

ancient, forgetful animal, unable to hold onto relationships or a sense of self or purpose, would not 

be a creature to envy. (20점)

2) Last year's elections, which some had predicted would lead to chaos and bloodshed, were orderly, 

peaceful and free. The army, which some had feared might attempt to intimidate voters, stayed 

scrupulously on the sidelines. With all its shortcomings, its perceived tardiness in embracing the new 

paradigm and its frustration over never-ending accus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the military kept 

to the political bargain, which will mean its gradual exit from parliament. The army is slowly 

coming to terms with its new role, recognizing the supremacy of the law and the need to obey 

civilian institutions. There is still the problem of implementing reform policies. New habits and 

attitudes take time to gain a foothold. And old practices, like old soldiers, take even longer to 

change. Recent mutterings about a coup d'etat show the frustration and pain the military faces in 

letting go of the past and heading into unfamiliar terrain. The die-hards are still there, but they have 

lost all moral authority.

   How can Indonesia defuse the simmering social tensions exacerbated by religious and ethnic 

diversity? No one is better qualified than Gus Dur to traverse this tortuous road of reconciliation and 

peacemaking. For this healing pilgrimage the President, with Megawati at his side, is well prepared. 

His wit and humor are a refreshing breeze in the stale air. Indeed, for more than a decade he and 

his friends have been laying the foundations for inter-faith dialogue and developing a social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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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olerance and non-violence. This solidarity is creating the framework for the rebirth of 

Indonesia. (20점)

제 2 문. 다음 글을 영어로 옮기시오. (40점)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라고 규정한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초강경발언은 북한측과 ‘언제 어디서

든’ 대화하겠다는 미국행정부 제안의 진실성에 대해 새로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

소재 허드슨 연구소의 Robert Dujaric [Dujarric] 연구원은 미국이 자주 반복해왔던 대화제의는 이제

“이전보다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했다”고 평가한다. 또 다른 동북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국제경제연

구소의 Marcus Noland는 부시의 연설에서 북한이 그토록 부각된 데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기껏해

야 부시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어 양국 간 난

제들의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

화하기 위한 시도 혹은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가 북한에 대해 강한 수사를 쓴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지난 2001년 3월 그는 백악관에

서 있은 회담에서 남한의 포용정책의 대상인 김정일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해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놀라게 했다. 부시 비판론자들은 이에 대해 북한이 아무리 강경하고 경직되어 있

으며 전제주의적이라 해도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위협보다는 설득과 창조적인 외교라는 경

고를 부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려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지지자들은 부시대통령이 대화

나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9/11 사태 후 테러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부시의 접근방식은 미국행정부내에 대북정책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추측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 3 문. 다음 기사의 내용을 최근의 우리나라 학교현실과 비교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관한 자

신의 의견을 200단어 내외의 영어로 제시하시오. (20점)

Spare the rod no longer, teacher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states may allow, at their 
discretion, spanking in the schools. According to the decision, as long as a teacher gives a child fair 
warning and gives preference to lesser punishments, paddling is all right. Spanking may even be 
administered over the protestations of a parent. The mother of a sixth grader wanted justice when her 
son was paddled after some class rough-housing. She thought spanking violated the 14th Amendment, 
which gives parents the right to oversee disciplining of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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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행 36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 모범 번역 (영어)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1-1] 만일 성공적인 장수 치료법이 갑자기 의과학의 모든 새로운 발전 속에서 등장하여 우리의 삶에

추가적인 몇 십 년 혹은 심지어 몇 백 년을 더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과도 같을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치료법이 오히려 병보다 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심지어 장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운이 좋은 개인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예상컨대 장

수를 제공해주는 어떠한 치료법이라도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주겠지만, 추가로

얻은 몇 년은 의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이해득실이 있는 일이다. 그것은 잘해야 긴장감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장수 치료법이 그 사람의 기억력에 도움이 거의 또는 전혀 안 된다면 어떨까? 이 문

제는 장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흔히 간과되는 중대한 점이다. 뇌는 단연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복

잡한 기관이며, 기억의 작용은 실제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무

슨 일이든 할 수 있기 전에 신체를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 심지어 일상적인 수

명도 흔히 인간의 기억이 유지하거나 상기하기에는 벅찬 듯하기도 하다. 그리고 수명이 몇 십 년 추

가된다면 인생 중 오랜 중년 시기는 아마도 실제적으로 잊혀져서 결국 유년기와 최근의 일에 대한 희

미한 기억만이 남겨질지도 모른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명연장의 전체적인 의미가 사라질 것이

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억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와의 관계나 자의식

또는 목적의식을 유지할 수 없는 고대의 건망증이 있는 동물은 부러워할만한 피조물이 아닐 것이다.

[1-2] 작년 선거는 일부 사람들이 혼란과 유혈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질서정연하고, 평화

롭고, 자유로웠다. 유권자들들 위협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일부 사람들이 우려했던 군대는 신중

하게 방관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군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군이

새로운 틀을 수용하는 데 있어 신속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에 관한 끊임없는 비난에 대해 군이 분노

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정치적인 타협을 준수했다. 이 타협은 군이 점진적으로 의회에서 물러

날 것임을 의미할 것이다. 군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다. 군은 법의 우월성과

민간 제도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전히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새

로운 습관과 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노장과 같은 오랜 관행은 변화시키

는 데 이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 쿠데타에 관한 최근의 작은 소리의 불평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익숙

하지 않은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군이 직면하고 있는 좌절과 고통을 보여준다. 끈질긴 저항세력

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모든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했다.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종교적․민족적 다양성에 의해 악화된 들끓는 사회적 긴장을 없앨 수 있을까? 

화해와 평화정착이라는 구불구불한 길을 횡단하는 데 있어 아브두라만 와히드(일명 Gus Dur) 대통령

보다 더 적임자는 없다. 이러한 치유를 위한 순례의 길에 대해 와히드 대통령은 메가와티 부통령의

보좌를 받는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기지와 유머는 탁한 공기 속의 상쾌한 미풍이다. 실제

로 십 년도 넘는 기간 동안 그와 그의 측근들은 종교집단 간의 대화를 위한 기초를 닦고 포용과 비폭

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인 틀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유대는 인도네시아의 재탄생을 위한 틀을 만들

고 있다.



- 4 -

[2]   U.S. President George W. Bush's ultra-hardline remark that defined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axis of evil" is raising a new question over the sincerity of the U.S. administration's proposal to talk with 

the North "anytime, anywhere."  Researcher Robert Dujarric of the Hudson Institute based in Washington, 

D.C. says that the significance of America's often repeated proposals for dialogue has now faded more than 

before.  Another Northeast Asia expert, Marcus Noland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s, said 

that he was surprised that North Korea had been highlighted so much in President Bush's address.  He 

said, "President Bush's remarks were made at best in the hope of putting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and bringing it to the negotiating table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thorny issues between the two nations.  

This can be defined as an attempt or effort to strengthen the pressure on North Korea."

     It is nothing new for President Bush to use strong rhetoric against North Korea.  At a meeting held 

at the White House in March 2001, he said that he did not trus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 

target of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astonishing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Kim Dae-jung, a 

Nobel Prize winner.  Critics of President Bush cited this attitude as evidence that he was unwilling to 

accept the warning that however aggressive, inflexible, and authoritarian North Korea might be, the best 

way to handle it was through persuasion and creative diplomacy rather than threats.  In contrast, his 

supporters claim that President Bush is not ruling out dialogue or his support for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and that he had no choice but to concentrate on terrorism issues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Mr. Bush's approach is once again raising speculation that there are differences on North Korea 

policy within the U.S. administration.

[3]  In the past, corporal punishment was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part of education in Korea.  

Recently, however, with the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many people have started raising 

objections to this practice.  As a result, education authorities have imposed strict restrictions on paddling 

pupils in school.  Even though many educators think that physical punishment in school is necessary for 

effective education, it should be prohibited for two reasons. 

     Firstly, in many cases corporal punishment is abused by teachers.  It is not unheard of that some 

teachers slap students in the face, kick them, or even seriously injure them with bats.  This excessive or 

emotional paddling is not a method of education, but rather a manifestation of outright violence.  These 

violent acts can even teach students a mistaken idea that violence can be justified as an effective means to 

achieve a goal.

     Secondly, teachers can discipline students using various means other than corporal punishment.  For 

example, they can provide counseling programs to misbehaving students and sometimes their parents.  They 

can also suspend or even expel mischievous students after giving them several warnings.  

     In conclusion, physical punishment is not a necessary evil, but rather an "unnecessary evil."  Some 

teachers cannot teach students without hitting them even for a single day, but other teachers can earn the 

respect of students by teaching them with affection and attention.  Society should no longer leave young 

students exposed to excessive, unprincipled, and emotionally motivated padd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