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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eak: 깨어지다, 부서지다, 깨지다, 부수다   

break a habit   버릇을 고치다  

break a leg    행운을 빌다  

break a promise   약속을 어기다  

break a record   기록을 갱신하다  

break a window   창문을 깨다  

break someone's heart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break the ice   서먹한 분위기를 깨다     

break the law   법을 위반하다  

break the news to someone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다  

break the rules   규칙을 어기다/위반하다   

그릇을 깨다, 유리를 깨다, 건물을 부수다, 기록을 깨다, 분위기를 깨다  

 

2. 

English collocation Korean translation Difference in meaning 
Keep a diary 일기 쓰다   The Korean does not fully convey the 

meaning of ‘keep,’ that is, to write a 
diary on a regular basis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다   “stay in contact”  

Keep someone’s place 누구의 집을 관리하다  “take care of someone’s house”  

Keep the change 잔돈을 가지다  While the English collocation is most 
likely to be used when there is an 
exchange of money for a purchase, it is 
hard to tell with the Korean expression. 
The Korean sounds more like, “have 
(possess) change (small money)” 

   
   
 

 

3.  

English idiom Korean idiom Back-translation of Korean idiom 
Needle in a haystack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Finding Mr. Kim in Seoul” 

Shut the stable door 
when the horse has 
bolted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Fix the stable after losing the cow” 

Speak of the devil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양반은 못 된다 

“the tiger comes when he is 
mentioned” 
“you’re no yangban” (Korean 
aristocrat)  

When pigs fly 손가락에 장을 “I will scorch my finger i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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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겠다 

To add insult to injury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as if more has piled on top” 
“frost atop the snow” 

The idioms above have Korean idiom counterparts, but the literal meanings are 

different.  

The idioms/expressions below can only be explained directly as there are no 

known corresponding idioms in Korean. 

English 
idiom/expression 

Korean translation Back-translation 

See eye to eye 의견을 같이 하다 “agree on” 

Let the cat out of the 
bag / spill the beans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다 “blurt out a 
secret” 

Cost an arm and a leg 매우 비싸다 “very expensive” 

Be my guest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줄 때) 

그러세요  

“ok”  

 

 

4.  

English expression Short paraphrase Long paraphrase 
Trick-or-treat 트릭 오어 트릿 

(할로윈 놀이)  

할로윈에 가가호호 다니며 

사탕을 받아오는 전통  

Something new, something old, 
something borrowed, something 
blue 

신부에게 주는 선물  신부에게 새로운 것, 오래된 

것, 빌린 것, 그리고 

파란색이 있는 무엇을 

선물로 주던 전통  

   
   
   

 

 

5.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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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에 대해 아는 학생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사해(Dead Sea)는 지구상 

염분이 가장 많은 호수다. 그런데 게일 시몬스의 취재에 의하면, 이 호수의 물과 

진흙으로도 독특한 스파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6. It was not an easy task to translate this excerpt, perhaps mostly because the 

story carries with it an emotional charge. Writing style, as opposed to the 
message itself, has more to do with the moving of emotions, and that was the 
burden. The word ‘moving’ was relocated—in my translation, ‘moving’ becomes 
the modifier for the verb in the same sentence (‘movingly addresses’).  As for 
translating the life/death sentence, it was an utter failure: life sentence was 
paraphrased, but death sentence was rendered the Korean counterpart. Here’s to 
hoping that it will be enough.  

취침 시간이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힘겹게 이동한 주트는 바로 누워 안경을 

벗고 생각에 잠긴다. 초등학교 독일어 교사의 괴팍한 매력, 60 년대 중반 

격동적으로 변한 케임브리지의 문화, 묘하게 위안이 되었던 혼자만의 

기차여행—최근 몇 개월은 그의 젊은 시절이 조명되었다. 옥스포드 대학의 

유럽학 교수인 친구 티모시 가튼 애쉬의 권면으로 그는 ‘과거 일상의 소소한 

조각들’을 자서전적 삽화 시리즈로 그려냈다.  

 주트는 얼마 전 <뉴욕 리뷰>에 게재된 수필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삶을 마음 저리게 표현한다. ‘무력함은 금새 스쳐갈 위기 속에서도 굴욕감을 

주더군요. 넘어지거나 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던 때, 기억해보거나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특유의 굴욕적인 

무력감을 평생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루게릭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세요. (사형선고보다 낫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되면 안심하겠어요.)’     

 

7.   주식 애널리스트들을 속이는 기업, 주식보유자를 속이다   

뉴욕  

최고경영자들, 애널리스트의 눈을 또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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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부풀릴 수 있을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주식 애널리스트들을 속이는 것. 1300 명의 

기업경영자, 임원진,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을 연구한 결과로 드러났다.  

기업이 월스트리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최고경영자들은 

기업경영을 실제로 개선시키는 변화를 꾀하기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의 중역들은 공식적으로는 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나, 그들의 관리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로 

회사의 비즈니스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고위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임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제임스 웨스트팔에 

의하면, 기업마다 편차는 심하지만, 미국 대기업 이사회 지명 위원회의 약 

45%가 최고경영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러한 아전인수의 행태를 간과하는 것일까? 이러한 인맥 

관계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응답자 대부분은 

이러한 이슈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했다. … 

시장을 왜곡하는 이러한 속임수가 일종의 관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맥이 풀리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공공기업들도 주식 환매 및 경영진을 위한 장기 

인센티브 제도 등 애널리스트를 기쁘게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누렸다고 한다.  

Collocation/idiom Korean translation Back-translation 
Pump up value 가치를 부풀리다  ‘Exaggerate value’: fortunately, there 

is a close counterpart   
Tried and tested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definitely trustworthy’: definition 

was spelled out using its literal 
meaning 

Managing appearances 눈 가리고 아웅  Korean idiom for ‘using shallow ways 
to deceive’: the English expression 
seemed to down play the scowl on this 
practice. Although the meaning of the 
source text is not entirely there, it can 
be deduced.  

Top brass 고위 간부  ‘top executive’: there is a close 
counterpart in Korean  

Swallow a narrative 간과하다  ‘overlook’: this was a difficult call to 
make, as it is not exactly clear why the 
analysts would do so 

Share buybacks 주식 환매  This is the Korean term for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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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 the wool over 속이다  ‘deceive’: a literal translation of the 
idiom.  

 

 

8. 메트로 스포츠 신형  

메트로 스포츠 신형! 폼나게 달려보세요. 상상하는 것보다 착한 가격.  

보이는 그대로, 핫하고 앙증맞은 해치백은 야무지기까지. Aerodynamic tail 

spoiler, all-white sports wheel trims; and special graphics and paint treatment.  

Under the bonnet is a 73 PS 1.3 engine -- 격렬한 엔진소리에 귀가 번쩍. 

(걱정 말아요 – 놀랄만큼 경제적이니까요) 

퍼포먼스가 화려한 대신 조종석이 열악할 거라고 생각 마세요. 스타일 돋는 

스포츠의 운전석에 착석하여 궁합 한번 보시죠!   

이제 스테레오 시스템에도 귀 기울여봐요. 스피커는 무려 4 개, 환상적인 

사운드. 거기서  끝이 아니예요! 도난 방지용 보안코드 내장.  

드라이빙에 필요한 모든 장비도 다 갖추었죠. 물론 속도계 포함입니다. 

나에게 딱 어울리지 않나요? 다섯가지 색상 중 고르세요. 도시 전체를 누비고 

다녀봐요 

 

The car model’s name, ‘Metro Sport,’ was a challenge to translate, and even now I 
am not sure if there is not a better way. I am beginning to understand why 
Hyundai Motors give different names to the same car model when it is exported. 
‘Metro Sport’ is a transliteration, but I am tempted to give it a new name 
altogether.  

To spice up the advertisement, I attempt to use trendier expressions, if not also 
to appeal to the younger generation. Such expressions may not even be 
considered grammatically correct, but it can often be heard in the media or the 
streets.  

The last sentence was the most difficult: at least by Korean standards, it would 
not be the norm to appeal to drivers to “bar hop” using a car, which is what 
‘painting the town red’ means? Even if the expression is not alluding to alcohol 
consumption, the act of sqaundering did not seem appropriate to put in an ad 
where one is being asked to spend money on a car. Wouldn’t the potential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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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ly connect the idea of squandering money to what he or she is 
considering at the end of the ad, and be discouraged to go through with it? I had 
to resort to changing the sentence to read “Let’s roam all over the city”(back-
translation). Hate to say it, but no wonder Austin Rovers are around no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