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5.1  

 

레닌그라드역에서 180여 미터 정도 떨어진 모스크바의 한 넓은 도로 위, 모스크바인들에게 

페스트가 창궐하던 제국의 양식으로 알려진 스탈린이 건축한 화려하면서도 흉측한 호텔 

위층에서는, 영어교육 및 영국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영국문화원이 처음으로 개최한 오디오페어가 

그 끔찍스런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다섯 시 반,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하루 종일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고, 자연스럽지 않은 햇살이 물웅덩이에서 빛났고 도로에서는 수증기가 올라왔다. 

오가는 사람들 중엔 젊은 사람들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움츠리고 있었다. 

 

영국문화원에서 대여한 방은 비싸지도 않고, 행사에 적당 하지도 않았다. 전에도 이 방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모스크바에서 다른 임무를 수행하던 때, 외교관 여권을 

주머니에 넣은 채 텅 빈 큰 계단을 발끝으로 올라가, 잠들어 있는 오래된 볼룸을 뒤덮고 있는 

끝이 없는 황혼 속에 서 있었다. 두툼한 둥근 갈색 기둥과 금박으로 장식된 거울이 있는 방은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장소라기 보다는 침몰 직전의 유람선에 더 잘 어울렸다. 천장에는 

모자를 쓴 프롤레타리안 계급의 러시아인들이 고함을 치며 레닌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 힘찬 모습은 벽에 진열 된 이가 빠진 초록색의 카세트테이프 선반과 불필요한 대조를 이뤘다. 

'곰돌이 푸우'와 '세 시간 만에 고급 컴퓨터 영어 배우기' 테이프가 있었다. 천으로 덮인 음향 

조정실은 현지에서 어렵게 조달했지만 있어야 할 기능들이 빠져있었고, 비 오는 해변에 놓인 

휴대용 의자의 슬픔을 담고 있었다. 툭 튀어나온 화랑의 그림자 아래는 전시대가 꽉 들어 차 

있는 것이 마치 교회에 마권 판매소가 있는 것 만큼 불경스러웠다. 

 

어찌 되었건 일종의 페어가 개최는 되었다. 모스크바 사람들이 그렇듯 사람들은 와서 문 앞에서 

가죽 자켓을 입고 매서운 눈초리를 한 남성들에게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했다. 예의상. 그저 

호기심에. 서양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냥 페어가 열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다섯 번째 밤, 전시자 및 초대 손님을 위한 칵테일 송별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문화 관료 체제의 특권층 간부들이 샹들리에 아래 모여 들었고, 여성들은 올림머리를 

하고 날씬해 보이는 꽃무늬 드레스를 입었고, 남성들은 매끈한 프랑스 맞춤 정장을 입고서 

자신들은 고급 의류점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다. 심란한 회색 빛 그늘 아래 영국측 

주최자만이 사회주의적 결핍과 단조로움을 지켜보았다. 주변이 소란스러워 지기 시작했다. 긴 

앞치마를 두른 가정교사들이 살라미 샌드위치와 따듯한 화이트 와인을 나눠주었다. 대사급 

까지는 아니지만 영국 고위급 외교관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기쁘다는 말을 했다. 

 

The author is intentionally using various marked structures to describe the fair. The marked 

structures make a reader focus more into the text, because new elements are sometimes 

presented after given elements. However, this kind of structure can cause challenges to 

translators. 

 



The first paragraph is fronting place adjuncts even before readers can understand that the 

author wants to talk about the fair. This unique structure may pose challenges to translators. 

However, Korean allows flexible placement of adverbs of time and place, and the translation 

is not grammatically wrong and fronted thematic structure can be preserved quite well in the 

Korean translation. However, the theme and rheme structure, in the end of the sentence, 

cannot be perfectly preserved as shown below. 

 

ST>British Council’s first ever audio fair for the teaching of the English language and the 

spread of British culture was grinding to its excruciating end. 

TT>영어교육 및 영국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영국문화원이 처음으로 개최한 

오디오페어가/ 그 끔찍스런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For the teaching of the English language and the spread of British culture/ British 

Council’s first ever audio fair/ was grinding to its excruciating end.) 

 

Of course, another translation, which is grammatically acceptable, can be possible without 

destroying the theme and rheme structure as below. However, as the textbook says, theme 

and rheme is not grammatical notion, but related more to acceptability. 

 

TT> 문화원이 처음으로 개최한 오디오페어는/ 영어교육 및 영국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열린 것이었는데/ 그 행사는 끔찍한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British Council’s first ever audio fair/ for the teaching of the English language and the 

spread of British culture, and/ the event was grinding to its excruciating end.) 

 

Another challenge for translators can be found in: 

 

ST>The time was half past five, the summer weather erratic. 

TT>다섯 시 반 (이었다),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이었다). 

 

The original sentence intentionally fronted the thematic element and there is an ellipsis of be 

verb after ‘summer’. However, when this sentence is translated into Korean there are three 

options to place 이었다/였다 (the Korean equivalence to ‘was’) in Korean. 

 

1> 다섯 시 반 /이었다.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였다. 

(half past five/ was. erratic summer weather/ was) 

2> 다섯 시 반,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였다. 

(half past five, erratic summer weather/ was) 

3> 다섯 시 반,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half past five, erratic summer weather)  

=> This sentence is not grammatically correct, if not unacceptable. 

 

The three translation options are not unacceptable, but what matters is how the translator 

sees the original text. Is it new and new elements or a combination of given and new 

elements? If it is a combination of new and new elements, which one has more weight?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is a tricky translation issue, because ‘verb ellipsis’ does not work in 

the same way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ere are a number of marked information structures in the third paragraph. A few sentences 

have quite a “long distance” between subject and verb.  

 

ST>Only their British hosts, in despondent shades of grey, observed the monotone of 

socialist austerity. 

TT>심란한 회색 빛 그늘 아래 영국측 주최자만 사회주의적 결핍의 단조로움을 

지켜보았다. 

 

In the above example, the subject-verb distance is quite long because ‘in despondent shades of 

grey’ was inserted in-between. This might not be an issue for English readers, but once it is 

translated into Korean ‘심란한 회색 빛 그늘 아래 (in despondent shades of grey)’ usually 

comes first to modify ‘영국측 주최자만 (Only their British hosts)’, if the translator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information structure. In a strict sense, the information structure the 

author wanted to keep cannot be kept all the time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course, if the 

translator really wants to keep the information structure, it can be translated as below.  

 

TT> 영국측 주최자만 심란한 회색 빛 그늘 아래에서 사회주의적 결핍의 단조로움을 지

켜보았다. 

 

In this example, the alternative translation (which consciously paid attention to the 

information structure) seems to be grammatically correct and does not go against typical 

Korean language norms. However, the above strategy might not work for sentences like 

“People had come, as Moscow people do, provided”.  

 

Another set of markedness can be found in:  

 

ST>Out of politeness. Out of curiosity. To talk to Westerners. Because it is there.  

 

They deliver new elements but it is really hard to translate because theme is missing and the 



translator has no other option but to assume or infer the theme. However, Korean does not 

always need a subject to make a full sentence. Hence, above sentences can be translated into 

Korean without semantic issues. However, it leaves a question whether to keep all those periods 

(full stops) or not, because if they are connected with comma, it may make the translation more 

natural. 

 

Q 5.2  

이스라엘 폭격기들은 남레바논 상공에서 음속을 넘어 비행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뿐 

아니라 남쪽에 있는 마을까지 공격을 받았다. 1988 년 5 월, 2,000 명의 이스라엘 병력이 레바논 

남부로 진군했다.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발생하는 반란을 

잠재우지 못했고, 그래서 레바논을 다시 침략하겠다는 위협을 하며 우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다각적 공격이었다. 사이다와(Saida)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 공중 폭격 그리고 해안 함포의 공격을 받았다. 베이루트 캠프는 산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이 아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반대하는 세력의 공격이었다. 샤틸라와(Shatila) 부르즈 

알-바라즈(Bourj el-Brajneh)는 1988 년 5 월부터 끊임없는 폭격을 받았다. 캠프 두 곳 모두 

무너졌고, 집과 병원도 파괴되었다.  

결국 샤틸라는 1988 년 6 월 27 일 붕괴되었고, 몇 일 뒤 부르즈 알-바라즈도 무너졌다. 나는 

샤틸라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런던에서 들었다. 걸프만 지역 국가에서 모금활동을 마치고 막 

돌아온 때였다. 걸프만 전역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시위를 지지하길 원했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한 병원과 클리닉 건설을 원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매번 

샤틸라를 생각 할 때 마다 아직도 눈물이 난다. 사브라(Sa-bra)와 샤틸라 사람들을 처음 만난 지 

6 년이 다 되간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는 그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순진한 여성 

외과의사에게 정의의 의미를 가르쳐 준건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가 

끊임없이 투쟁하도록 독려해 준 건 바로 그들이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내게 힘을 주었다. 

The narrative of Dr. Ang is simple and straightforward. To put it in another way, the information 

sequence is unmarked and the powerful narrative goes with given-new information structure in 

the beginning of the extract. Of course, Dr. Ang intentionally used passive verb forms to underline 

who the victim was. This continuation of passive structures can be preserved and the meaning can 

be fully delivered in the translated text. The only caveat is that there are some who criticize such a 

translation (using many passive particles) is a kind of translationese.  

 

ST> Shaida and the south were bombed by Israeli aeroplanes  

TT> 사이다와(Saida)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의 공중 폭격을/ 받았다.  



 (Shaida and the south/ Israeli aeroplanes (bobming)/ were bombed)  

 

The information structure is changed starting from the third paragraph of the extract, using some 

marked elements. One example is fronted adjunct ‘each time’.  

 

ST>Each time I think of Shatila, I still cry. 

ST>Each time I felt like giving up, they would strengthen me with their example. 

 

Each time is used as a tool to emphasize Dr. Ang’s emotion and this can be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e emotional impact can be preserved.  

 

Another example is marked predicated theme ‘It~that’.  

 

ST>It was they who taught a naive woman surgeon the meaning of justice. 

ST>It was they who inspired me to struggle incessantly for a better world. 

 

Dr. Ang’s internal link with the Palestinian has been underlined in the two sentences. When these 

two sentences were translated, the meaning and emphasizing elements can be preserved in the 

translation. However, the information sequenc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iginal text.  

 

ST> It was they who taught a naive woman surgeon the meaning of justice. 

TT>순진한 여성 외과의사에게/ 정의의 의미를/ 가르쳐 준건/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Native woman surgeon/ meaning of justice/ was taught/ none other than/ by them) 

 

Of course, another translation can be tried too keep the information sequence (at least theme-

rheme structure) as below. However, the information sequence, still, is not exactly the same as the 

original sentence and the first translation is more likely to be accepted among Koreans.  

 

TT>바로 그들이/ 순진한 여성 의사에게/ 정의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It was them (who)/ to a naïve woman surgeon/ meaning of justice/ taught) 

 

Q 5.3  

 

미국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클린턴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해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내부에서 조차 고립주의 충동에 대해 저항을 해왔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이란 전략적 비전을 자신감 있게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들은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원칙을 내놓지 못해왔다. 그들은 전략적 



목표에 대한 합의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전술적 입장차를 허용해왔다. 그들은 새로운 세기에 

미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바꾸려 한다. 우리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주고 이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자 한다. 

20 세기가 말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다. 냉전 당시 서방국가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미국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간 달성해 온 업적을 기반으로 

성장할 비전을 갖고 있는가? 과연 미국은 자국의 원칙과 이익에 유리한 새로운 세기를 만들 

결의를 갖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기회를 놓치고 도전 앞에 좌절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역대 정권들이 이룩한 

국방 투자와 외교 정책의 업적이라는 자본에 기대어 살고 있다. 외교와 방위비 삭감, 국정 운영 

정책도구들에 대한 부주의함, 일관성 없는 지도력 때문에 미국의 전세계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단기적 상업적 이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전략적 고려사항이 묻혀 버릴 위기에 

있다. 그 결과 현존하는 위협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잠재적인 더 큰 도전과제들에 대처할 

국가의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레이건 행정부 성공의 핵심적 요소들을 잊어버린 듯하다. 현재 및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하고 준비된 군사력, 과감함과 목적의식을 갖고 미국의 원칙을 

확산시키는 외교 정책. 미국의 세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국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미국은 그 힘을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적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따른 책임과 대가를 모두 피해 갈 수는 없다. 미국은 유럽, 아시아,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이권에 대한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 20 세기의 역사를 통한 교훈이라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주변 여건을 형성하고, 위협이 심각해지기 전에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단 것이다. 이번 세기의 

교훈이라면, 미국 리더십에 따른 대의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국민에게 이 같은 교훈을 상기시키고, 행동으로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한 4대 핵심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오늘날 전세계적 책임을 수행하고, 앞으로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서는 현저한 방위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민주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이해와 가치에 적대적인 정권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치적 경제적 자유에 대한 대의를 국외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 원칙에 우호적인 국제질서를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만의 특별한 

역할 수행에 따르는 책임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날 레이건 시대의 군사적 힘과 도덕적 투명성을 위한 정책이 큰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세기의 성공에 기반하여 다음 세기에도 안보 및 그 위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은 필수적이다.  

The way pronouns are used, especially as a subject, is different between Korean and English.  

 

One of the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is personal pronouns. Korean 

personal pronouns are used practically as the lexical category and often omitted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listener or the situation. However, in English, 

personal pronouns are not omitted because they belong to the grammatical category. (Lee, 

2012) 

 

Korean is a language that allows omission of a subject (be it a noun or pronoun). In addition, the 

pronoun system in the Korean language is not that well-developed as in English (there are many 

who argue third person pronouns are by-product of translation). That means if you translate all 

the pronouns, without an exception, into Korean language, users may not accept it as a good 

translation strategy.  

 

If we set aside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it is fully possible to 

translate ‘we’ into ‘우리’ and ‘they’ into ‘그들’, just as the above translation shows. However, if all 

of the ‘we’ used above are simply translated into ‘우리’, it may cause some confusion to readers.  

As was mentioned in the question, ‘we’, in this extract, refers to two groups. Hence, it is necessary 

for the translator to intervene to compensate or clarify the ambiguity of ‘우리’. The first strategy 

the Korean translation adopted is to turn the inclusive ‘we’ into ‘우리 모두는(all of us)’ when it is 

used for the first time or into ‘미국은 (US)’ only when it is appropriate. Another translation 

strategy can be to find out the reference target and render it into the target language explicitly 

for the first instance and drop the repeated subject.   

 

In this translation, sometimes ‘we(우리는)’ was intentionally dropped only when it is deemed 

possible to infer the subject and considering the Korean language norms which may regard 

repeated pronoun subjects as redundancy. However, if the text is for public speech, it would be a 

better strategy to keep pronoun subjects.  

 

As this extract talks only about ‘we’ and ‘they’, it does not cause a significant issue in translation. 

However, if the same question was asked about translating ‘he’ and ‘she’ into Korean, it would 

have been a totally different story. There is a research article arguing that translating ‘he’ and ‘she’ 



into their Korean equivalent items ‘그’ and ‘그녀’ can be regarded as translationese (Kim, 2009). 

The article went one step further and recommends replacing ‘he’ or ‘she’ into the nouns they refer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