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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행 43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 (영어)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40점)

1)   The grand achievement of the educated elites in the 1990s was to create a way of living 

that lets you be an affluent success and at the same time a free-spirit rebel. Founding design 

firms, they find a way to be an artist and still qualify for stock options. Building gourmet 

companies, they've found a way to be dippy hippies and multinational corporate fat cats. Marx 

told us that classes inevitably conflict, but sometimes they just blur. The values of the 

bourgeois mainstream culture and the values of the 1960s counterculture have merged. That 

culture war has ended, at least within the educated class. In its place, that class has created a 

third culture, which is a reconciliation between the previous two. The educated elites didn't set 

out to create this reconciliation. It is the product of millions of individual efforts to have 

things both ways. But it is now the dominant tone of our age. In the resolution between the 

culture and the counterculture, it is impossible to tell who co-opted whom, because in reality 

the bohemians and the bourgeois co-opted each other. They emerge from this process as 

bourgeois bohemians, or Bobos. (20점)

2)   Today, the automobile is mostly thought of as a necessity. Outside the cities, it is hard to 

the point of impossibility to discharge the business of daily living without its help. Jobs, 

vacations, friendships, family ties―all seem to depend on the reach provided by the car. For all 

its small tyrannies, the car is a cornerstone of life, a convenience so taken for granted that its 

absence in our individual lives is almost beyond comprehension. However logical and rational 

these judgments of personal necessity, when they are multiplied one hundred million times, the 

result is social insanity. At that scale, the sheer force of the automobile's presence commands 

that we be willing to sacrifice most other needs to its priority. As a collective entity, the 

automobile threatens to make us its servant. It requires that we plan our cities around its 

needs, on pain of death by choking; that we flatten the landscape before it, in the service of 

speed and directness; that we make unprecedented demands on our natural resources, in the 

name of economic necessity. Most immediately, it is poisoning the air around us, while experts 

dispute the rate at which we are approaching the intolerable. Overall, it's a standoff. The car 

has assumed the confusing status of something we can't live without.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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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문. 다음 글을 영어로 옮기시오. (40점)

실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78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천 명 늘어

나 실업률도 3.3%로 높아졌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실업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다. 심리학자들은 실직이 심리불황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불안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각종 범죄와 사회 불안을 야기하며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실

직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직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관계 기관의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히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 일자리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종 프로젝트의 조기 실행과 함께 취약계층의

생계 구호를 위한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기업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찾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적 구조조정을 최후의 순위에 놓고 고용안

정에 기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조합도 실질적 임금 삭감이 뒤따르더라도 일자리 나누

기 등 적극적인 고통 분담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고용 창출과 안정에 필요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제 3 문. 아래 글을 참조하여 데이터 암호기술(data-encryption technology)에 대해 우리 정부가 채

택할 수 있는 정책을 200단어 내외의 영문으로 제시하시오. (20점)

Data-encryption technology allows individuals to send confidential e-mail, operate ATMs, conduct 

online banking and shopping, protect personal files, gain access to private computer systems, and 

guarantee th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hone calls. Easily available "strong" encryption tools 

render messages unreadable except to those who have the proper key or pass phrase. Without 

those keys, messages encoded using strong encryption would take years to decipher, even with the 

most powerful computers in the world. Law-enforcement officials believe that criminals, including 

terrorists, may be using strong encryption methods to communicate, thwarting the effectiveness of 

wiretaps and message interception. For the past decade, each successive U.S. president has sought 

legislation that would require all encryption methods to have a "back door" accessible to law 

enforcement to decipher intercepted communications quickly. Civil liberties advocates, however, say 

such back-door facilities will not only weaken personal privacy but also jeopardize the security of 

business transactions. Strong encryption technology, already available worldwide, would continue to 

work effectively regardless of U.S. legislation. Not even the dumbest terrorist would choose an 

encryption program that allowed the U.S. government to hold th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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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행 43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 모범 번역 (영어)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제 1 문.

1) 1990년대 고학력 엘리트층의 위대한 업적은 당신이 성공한 부자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반항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생활양식을 창출한 것이었다. 디자인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그들은 예술가이

면서 동시에 스톡옵션을 얻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고급식품 회사를 창립함으로써 그들은 

색다른 히피족이면서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재력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계급이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한다고 하였지만 가끔은 계급의 구분이 희미해지기도 한다. 중산계층 주류문

화의 가치들과 1960년대의 대항문화의 가치들은 합쳐졌다. 그 문화전쟁은 적어도 고학력층 내부에서는 종

료되었다. 그 대신 고학력층은 제3의 문화를 창출하였는데, 이는 그 이전 두 문화의 화합물이었다. 고학력 

엘리트층이 이러한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은 아니었다. 이 화합물은 양쪽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수

많은 개인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화합물은 이제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풍조이다. 주류문화와 대항

문화 사이의 타협에서 누가 누구를 흡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대항문화의 비관습적

인 사람들(bohemian)과 주류문화의 중산계층(bourgeois)이 서로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

서 ‘부르주아 보헤미안(bourgeois bohemian)’ 즉 ‘보보(Bobo)족’으로 태어나게 된다.

<영어 원문 출처>

Wealth and Poverty in America

Dalton Conley. Wiley-Blackwell (2003)

2) 오늘날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필수품으로 간주된다. 도시 밖에서 자동차의 도움 없이 일상의 일을 처리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직업, 휴가, 우정, 가족 관계, 이 모두가 자동차로 인해 장거리 이

동이 가능해진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로 인한 사소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삶의 초

석이며, 너무나 당연시되는 편리한 수단이어서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힘들다. 개인적 필요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

이 1억 배만큼 배가되면 그 결과는 사회적인 이성의 상실이다. 이러한 규모에서는 자동차의 존재가 갖는 

강력한 힘 자체로 인해 우리는 자동차가 지니는 우선순위를 위해 대부분의 다른 필요들을 기꺼이 희생해

야만 한다. 집단적 존재로서 자동차는 우리를 자동차의 노예로 전락시킬 위협을 가한다. 우리는 자동차의 

필요에 맞추어 우리의 도시를 계획해야만 한다. 질식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우리는 또한 속

도와 직접 연결성을 위해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의 지형을 평평하게 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경제적 필요

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천연자원을 전례 없이 착취해야만 한다. 가장 당면한 문제는 자동차로 인해 우리 주

변의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인데,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오염 수준에 도달

하고 있는 속도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는 대결 상태이다. 자동차는 이제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혼란스러운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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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문.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is rising steeply.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num-

ber of jobless people in Korea amounted to some 787,000 last December, an increase of 51,000 from a year 

earlier, and the unemployment rate jumped to 3.3 percent.  Unemployment is not merely a problem of an 

individual.  Psychologists warn that unemployment leads to psychological distress and causes overall social 

instability.  They say that it triggers the breakdown of the family unit, leads to various crimes and social in-

stability, and hinders national development.  Above all, in order to eliminate psychological and economic anxiety 

caused by un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When corporations start carrying out restructuring in earnest, a lot more people will be unemployed.  

Therefore,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implement measures to guarantee job security immediately, concretely, 

and effective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do their utmost to create jobs substantially instead of 

merely indulging in empty rhetoric.  They need to carry out various projects earlier than planned and employ 

disadvantaged people to give them means of subsistence.  For their part, corporations should try to identify and 

apply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at are beneficial to job security.  They should be willing to 

lay off employees only as a last resort and contribute to job security.  Labor unions should not be hesitant to 

share the suffering actively.  For example, they should share jobs even if it means substantial wage reduction.  

Now is the time for the nation, local autonomy agencies, corporations, and labor unions alike to come up with 

special measures to create jobs and guarantee employment security.

제 3 문.

Data encryption technology enables people to protect their confidential information by rendering it in-

accessible, except to legitimate users.  Even though this technology may be exploited by criminals like terrorists, 

for two reasons it is undesir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it mandatory for encryption methods to al-

low law enforcement to access encrypted data.

Firstly, permitting law enforcement to freely access encrypted messages would invade privacy.  Encrypted 

information is usually confidential and sensitive.  It includes credit information, bank transaction information, or 

business secrets.  Therefore, the authorities should not be given the key to all encrypted data.

Secondly, if law enforcement is allowed to freely access encrypted data as a means to fight crime, includ-

ing terrorism, some criminals and terrorists would outwit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would not use such a 

breakable encryption program.  Instead, they may even develop their own encryption program that cannot be pe-

netrated by law enforcement.

In conclus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require encryption programs to have a "back door" 

through which it can access encrypted messages.  Such a policy would violate people's privacy and would be 

ineffective in combating crime and terrorism.  Rather, it should try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is new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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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행 43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 원문 전문 (영어)

제공: 정영한 박사 <www.englishtop.com>

◆ 한영번역 문제의 영어 원문 전문

취업에 좌절하는 청년들, 그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청년실업 50만, 정부-기업-노조가 지혜를 모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

시사매거진 2009년 02월 10일 (화) 최인희 기자

청년들의 좌절... 경제위기와 함께 온 고용대란

최근 미국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그 여파로 한국의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고용대란’이 현실로 다가왔

다. 통계청이 1월 14일 발표한 ‘200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08년 12월 취업자는 2324만

5000명으로 2007년 12월에 비해 1만 2000명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고용상황 악화는 국가의 성장동력인 청

년층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7

년 12월에 7.3%였던 청년인구 실업률은 2008년 12월 7.6%로 0.3% 포인트 늘었고, 비경제 활동인구 중 구

직 단념자가 전년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07년의 28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줄었던 작년 신

규 취업자 수가 올해에는 4만 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매년 대학졸업자 수가 56만 명에 육박하

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예상의 현실화는 젊은이들의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월은 통계청이 집계하는 고용동향에서 연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달이다. 지난해 2월 전체 실업률은

3.5%로 연평균 3.2%를 웃도는 수준이었고, 2007년에는 3.7%까지 치솟기도 했다. 청년 실업률도 2007년 2월

에는 7.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이 졸업시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재학 동안 실업

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던 학생들이 2월 졸업을 통해 취업자나 실업자, 아니면 대학원 입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 통상 15일이 낀 한 주간 조사를 벌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실업자 통계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한다. 

특히나 곧 돌아오는 2009년 2월은 청년 실업난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본격화된 수출과

내수 위축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고교․대학 졸업자들의 시장 진입통로가 닫히고 있기 때문이

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위원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에는 기업들이 상용근로자의 대량감

원을 단행해 핵심 근로연령대인 30~50대의 고용부진현상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

보다는 청년층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 피할 방도 없나

이러한 고용대란을 피하기 위해 대학 재학생들은 시간 벌기 목적으로 휴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

학 졸업 예정자들은 사회 진출을 미루려는 목적으로 대학원 진학에 나서고 있다. 휴학생 비율은 수년째

30% 안팎으로 꾸준히 기록되고 있고, 대학원 지원율은 수직 상승 추세를 보이며 평소 지원률이 낮은 학과

도 학생들이 몰려 수년 만에 정원 초과의 경사(?)를 맞았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갈 곳이 이처럼 없다보니, 청년들은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

근로직 등의 고용형태를 띠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1~2년) 계

약을 하고 그 계약을 고용자가 연장하는 방식이여서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 및 불안정한 고용환경으

로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기자출신의 박권일이 쓴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청년취업난과 맞물려 ‘세대간 불균형’이 이슈화되고 있다. 



- 6 -

유럽에서는 한 달에 700유로(약126만원)를 받고 임시직으로 일하는 30살 미만의 청년 세대를 일컫는

‘700유로 세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전체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7.1%이지만, 25살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평균 15.9%로 두 배가 넘는다. 한국에는 그보다 못한 ‘88만원

세대’가 있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의 평균적 소득 비율 74%를 곱해 나온 수치가 바로 88

만원이다. 현재 20대 세대보다 이전 세대인 386세대는 0점대 학점을 받아도 직장을 골라가며 취직을 했지

만, 지금의 10대와 20대는 기껏해 주유소나 편의점을 떠도는 ‘아르바이트 인생’이거나 비정규직 신세이다. 

우석훈 박사는 위 책에서 20대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정부의 분주한 일자리 대책 마련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경기방어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정부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일자리 창출대책은 얼핏 보면 다양하고 화려하다. 우선 정부는 일자

리 창출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하고, 17개 신성장 동력 분야에 10년간 97조원을 투자해 352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까지 36개 건설․에너지․환경개선 사업을

‘녹색뉴딜’(저탄소 친환경 사업)이라고 이름 붙이고 4년간 이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해 약 96만개의 일자리

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해고 대신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

준도 임금의 4분의 3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각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2만 3000명의

행정인턴 채용이 진행중이며 2만 5000명의 중소기업 청년인터에게도 임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

다. 이러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재의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일자리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일자리 창출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어줄지,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 선물상자에 불과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다. 정부

가 내놓은 청년인턴제가 매년 50만 명을 넘는 대학졸업자와 60만~70만 명 수준인 고교 졸업생 수요를 과

연 감당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3달에서 많게는 1년 정도 사무

보조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계획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부문인 사회적 일자리 대책에는 소극적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 가운데 20.2%에 그치는데, 이는 스웨덴의 43.9%나 미

국의 32.4%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아도 건설 부문 보다는 교육과 보

건 부문에 투자할 경우 소득창출액이 더욱 많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증가에 정부가 예산

을 투자한다면 소외계층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정부-기업-노조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일명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지난 2008년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60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만들어낸 일자리는 고작 7만 7천개

이다. 7.2%의 청년 실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 또한 0.3% 줄어든 6.9%에 그치는데 불과했다. 

물론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뜬구름 잡기식의 대책보다는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 청년들의 고통

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기업, 노조가 함께 일자리를 지키고 나

누는 노력을 기울이는 지혜를 모은다면, 아직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지자체는 각종 프로젝트의 조기 실행과 함께 취약계층의 생계 구호를 위한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하고, 기

업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찾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

조합도 실질적 임금 삭감이 뒤따르더라도 일자리 나누기 등 적극적인 고통 분담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젊은이의 좌절은 국가의 좌절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좌절감과 공포

에 사로잡혀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