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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言

经国家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批准，全国翻译专业资格（水平）考试（以下简称“翻译资

格考试”）于2020年下半年起增设CATTI朝鲜语/韩国语考试（本书简称CATTI韩国语考试），并

在国内和韩国同步开考。

翻译资格考试分为笔译考试和口译考试。考试级别分为一级、二级和三级，一级为最高级

别。CATTI韩国语笔译二级考试设置“笔译综合能力”和“笔译实务”两个科目。考试的目的是

检验应试人员能否独立承担本专业较高难度的笔译工作。

参加CATTI韩国语二级考试，应试人员应满足以下基本要求：

1. 具备扎实的语言基础和较好的双语表达能力，熟练掌握12000个以上朝/韩语单词。

2.  较透彻地了解中国、朝鲜、韩国的政治、经济、社会、文化、法律等背景情况；掌握较

深厚的多领域相关专业知识。

3. 较好掌握翻译理论，较熟练运用各类高级翻译方法。

4.  能够翻译较高难度的文章，把握文章主旨，较准确传递源语的事实和细节，语法正确，

文字通顺。

以下分别介绍“笔译综合能力”和“笔译实务”的考试目的、基本要求、考试模块设置。

笔译综合能力

1 	 考试目的
检验应试人员对朝/韩语语法和词汇的掌握程度和运用能力，以及阅读理解、推理与释义能

力，语言表达能力。

2 	 基本要求
1. 快速阅读并理解各类较高难度朝/韩语文章的主要内容。

2. 正确获取与处理相关信息。

3. 熟练运用语言技巧，快速做出准确判断和正确选择。

3 	 考试模块设置
笔译综合能力

序号 题型 题量 分值 时间（分钟）

1 词汇和语法 60道选择题 60

1202 阅读理解 20道选择题 40

总计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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笔译实务

1 	 测试目的
检验应试人员汉语和朝/韩语双语互译的能力。

2 	 基本要求
1. 较快速阅读、理解较高难度朝/韩语文章的主要内容。

2. 熟练运用翻译策略与技巧，准确、完整地进行双语互译，无明显错译、漏译。

3. 译文忠实原文，语言规范，用词正确，译文通顺，无语法错误。

4.  朝/韩语译汉语速度为每小时800~900个朝/韩语字；汉语译朝/韩语速度为每小时500~600个

汉字。

3 	 考试模块设置
笔译实务

序号 题型 题量 分值 时间（分钟）

11 翻译

朝/韩语译汉语
两篇文章，共计约1300个 

朝/韩语字
50

180
汉语译朝/韩语

两篇文章，共计约900个 

汉字
50

合计 —— —— 100

本书是专门为备考CATTI韩国语二级笔译实务的考生编写的辅导用书。全书分为韩译汉、汉

译韩和附录三个部分。“韩译汉”共收录25篇文章，按照篇幅分为基础篇和提高篇，方便考生

分级练习，夯实基础，快速掌握翻译技巧。“汉译韩”共收录30篇文章，按照内容分为各国热

点、经济、社会、科学、IT、能源、环境等7大领域。“韩译汉”和“汉译韩”的所有文章，难

度与二级笔译实务真题高度贴合。为方便考生直观地了解考试形式，并快速掌握必备词汇，将

样题和常考词汇表附在本书的最后。

为了提高考生的训练效果，特别邀请专业播音员朗读本书中的文章原文，考生可以自主进

行跟读、口译等多种训练。扫描书中的二维码即可收听本书的配套音频，也可以在出版社官网

下载收听。

最后，希望各位考生能通过本书快速提高翻译技能，顺利通过翻译资格考试。

作者
2021年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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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译汉

　　韩译汉的内容分为基础篇、提高篇两个等级。基础篇的文章，字数为900~1100字，只对文

章中的一些核心句或长难句进行了解释，并提供了不同的译文，考生可以锻炼翻译思维。提高

篇的文章，字数为1100~1300字，考生可以在自主翻译后直接对照参考译文进行核对，查漏补

缺。两个板块的文章，其实文章本身没有太大的难度差异，考生可以根据自己的喜好，挑选感

兴趣的文章进行练习。

1. 基础篇

UNIT 01

1 하우스 푸어(House Poor)란 집이 있어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겉보기엔 중산층이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2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 빈곤층)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하우스 푸어는 아파트 값이 오른 뒤 되팔아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기자본 없이 많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매입한 경우에 발생한다. 3 최근 하우스 푸어가 양산된 것은 부동산 상승기에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고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약 75%(미국37%, 일본40%)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아파트 매입 후 매매가격을 높여 되파는 것이 가능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매월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출금의 거치 기간이 지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면 금융 부담은 3~4배로 늘어난다. 하우스 푸어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가계 대출 부실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 때문이다. 4 즉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면 금융회사 대출 부실화,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국 부동산의 복병 - 하우스 푸어 

참고 단어 및 구문

부동산 시장  楼市

걱정거리  隐患

하우스 푸어(House Poor)  房奴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房价上涨

저금리  低息

대출신청  申请贷款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房价下跌

경제적 손실을 입다  遭受经济损失

중산층에 속하다  属于中产阶层

대출금을 상환하다[갚다]  还贷 = 偿还贷款

A에서 비롯되다, A에 근원하다  源于A

워킹 푸어(Working Poor)  穷忙族

임금, 급여  薪水

분주히 뛰어다니다, 분주하다  奔波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无法脱贫

시세 차익을 얻다  获得差价

A가 B에 만연하다  A在B蔓延

시장 경기가 좋다  市场景气

금융 위기가 발발하다  金融危机爆发

역전(되다)  逆转

분양 가격  售房价格

거액(의)  巨额

상환기간  还贷期限

원금  本金

이슈가 되다, 초점이 맞춰지다  成为焦点

충격을 받다  遭到冲击

소비가 위축되다  消费萎缩

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给A带来负面影响

Track 1-1
扫一扫，听音频

8

1 단계  한국어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보세요.  
   请根据句意，给韩语句子断句

2 단계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 어순(주+술+목) 구조로 바꿔 보세요.  
   请按汉语语序改写韩语句子

3 단계  활용해 보면 좋은 어휘결합, 구문, 성어를 적어 보세요.  
   请写下有用的词语搭配、句子和成语

4 단계  번역해 보세요.  
   请翻译这篇文章

나만의 번역 노트

요점정리

UNIT 01   9

문장별 연습

1 하우스 푸어(House Poor)란 집이 있어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房奴”是指虽然有房但生活贫困的人。

这句话如果可以翻译成上面例句的样子就已经很棒了。当然如果能像下面的例句一样翻译，则会显得更加精炼。

 房奴是指“有房没钱”的人。

2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 빈곤층)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房奴”一词源于“穷忙族”，“穷忙族”是指虽然有工作，但薪水不多，整日奔波也无法
脱贫的人。

这句话中“워킹 푸어‘穷忙族’”的修饰成分比较长，这个时候我们就需要进行一定的语序调整，可以先翻译出“‘房

奴’一词源于‘穷忙族’（하우스 푸어는 워킹 푸어에서 유래됐다）”，再将其修饰成分放到后面依次进行翻译。

3 최근 하우스 푸어가 양산된 것은 부동산 상승기에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고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最近，出现大量“房奴”的原因是有些人在房价上涨时，通过差价获利，这使其他人
坚信“房地产投资最安全，房价绝对不会下跌”，这种想法在整个韩国社会蔓延。

“시세 차익을 얻다”可以翻译为“获得差价”或是“差价获利”。“믿음이 확산되다”在这里翻译成使动句会更为自然，

即“使……坚信……”。

4 즉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면 금융회사 대출 부실화,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也就是说，大量的房奴导致金融公司出现不良贷款现象、消费萎缩等，给整个经济
带来负面影响。 

“즉”可以翻译为“即”“也就是说”或“换句话说”，在翻译成汉语后我们可以适当地在其后面加上一个逗号。“양산되다  

‘量产--’”即“많이 생기다”，因此“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다”在这里可以看作“많은 하우스 푸어”, 即“大量的房奴”。

다르게 
표현!

주어진	문장을	힌트를	참고하여	중국어로	통역·번역해	보세요.

请根据提示，将所给的句子翻译成汉语

(1)  소위 수저 계급론이란 부모의 소득 수준으로 자녀들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힌트:  所谓A是指B, 汤匙阶级论, 决定, 社会地位

 

(2)  미 연준이 3월에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신흥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힌트:  美联储, 暂不加息, 给……带来影响, 新兴经济体, 积极

 

실력 
확인

(1) 所谓的“汤匙阶级论”就是指以父母的收入水平决定子女的社会地位。
(2) 今年3月美联储公布暂不加息，这给新兴经济体的经济带来了积极影响。

모범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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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번역

韩国楼市的极大隐患—房奴

“房奴”是指虽然有房但生活贫困的人。这些人在房价上涨的时候，以低息申请过多的贷款

购买了房子，但利息上涨以及房价下跌，使他们遭受巨大的经济损失。从表面上来看，他们属

于中产阶层，但还贷压力让他们陷入经济困境。“房奴”一词源于“穷忙族”，“穷忙族”是指虽然有

工作，但薪水不多，整日奔波也无法脱贫的人。

出现“房奴”的主要原因是人们想在房价上涨时倒卖房子从中获得差价，于是，在没有资金

的情况下，申请过多的贷款购房。最近，出现大量“房奴”的原因是有些人在房价上涨时，通过差

价获利，这使其他人坚信“房地产投资最安全，房价绝对不会下跌”，这种想法在整个韩国社会蔓

延。越来越多的人投资房地产，最终导致房地产在韩国家庭资产中的占比高达75%(美国37%，

日本40%)。

房地产市场景气时，购房后可以高价卖出。但2008年美国金融危机爆发后，房价开始下

跌，情况发生逆转，即使售价低于当时的购买价格也卖不出去，只好承受每月巨额利息。雪上

加霜的是若过了还贷期限，还需要一同偿还利息和本金，这样的话金融负担将增加3~4倍。“房

奴”正成为近期的社会焦点，这是因为家庭的不良贷款使国家经济遭到巨大冲击。也就是说，大

量的房奴导致金融公司出现不良贷款现象、消费萎缩等，给整个经济带来负面影响。 

★ 딩크족		丁克族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말이다.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거나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딩크족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니트족		尼特族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말이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앞글자를 딴 데서 

비롯되었다. 니트족은 소비 능력이 부족하기에 잠재성장력 및 국내총생산을 감소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 캥거루족		啃老族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고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경우를 

가리킨다.

알아 두면 유용한 팁 _ 사회 공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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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特色及使用方法

●  每篇韩语原文下面提供了相关的生词

和短语，并设计了笔记页。考生可以

按照笔记页上的要求进行翻译练习，

也可以根据自身情况自由发挥。

●  对文章中的核心句或长难句进行了详

细解释，考生可以根据书中的解释进

行翻译练习。右上部分是对应的参考

译文，为了使译文更加符合汉语的表

达习惯，一些句子采用了意译方法。

右下部分是专业名词解释。

本书特色及使用方法  1



●  成语和惯用表达是汉译韩的难点，因

此右上部分设置了“꼭 알아야 할 성

어•단어（必知成语·单词）”“꼭 

알아야 할 어휘결합•구문（必知搭

配·句式）”板块。

●  对文章中的核心句或长难句进行了详

细的解释，并提供了对应的译文。

●  部分文章后特别设置了“알짜팁（小

贴士）”板块，传授介词和专业名词

的翻译技巧。

●  每篇文章后均附有参考译文，帮助考

生进行核对，查漏补缺。为了使译文

更加符合韩语的表达习惯，一些单词

和句子采用了意译方法。

2. 提高篇

참고 단어 및 구문

분석하다  浅析  

애플사(社)(Apple Inc.)  苹果 = 苹果公司

성공 비결  成功秘诀  

방정식  方程式  

씻다  洗  

헹구다  漂  

성공을 거두다  获得成功  

성공 방정식을 꿰뚫어 보다  透过成功方程式  

획기적이다, 한 시대를 긋다  划时代  

실패를 맛보다, 실패하다  遭遇失败  

하드웨어/소프트웨어(hardware/software)  硬件/软件  

인수합병(M&A)  并购  

선택하다  做出抉择  

A를 기초로  以A为基础

디자인이 참신하다  款式新颖

품질이 좋다  品质过硬  

A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A를 보자면  就拿A来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微软  

A가 실패로 끝나다  A以失败告终

A를 재창조하다  对A进行再创造  

A를 출시하다 / A가 출시되다  推出A / A上市  

사파이어(sapphire)  蓝宝石  

A를 세밀히 분석하다  对A进行详细分析  

지도자, 리더(leader), 지도하다, 이끌다  领导  

취임하다  上任  

A하자마자 B하다  一A就B  

1 애플의 성공 비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공식이다. 이는 씻고(wash) 

헹구고(rinse) 반복하고(repeat) 재창조하는 것(reinvent)이다. 애플은 이 같은 기본 공식을 따르고 있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애플의 성공 방정식을 보면 처음부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가 먼저 출시했지만 실패한 제품을 가져와 재창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씻고’는 그 제품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애플은 어떤 인프라, 어떤 콘텐츠, 어떤 핵심 기술이 

부족했는지를 분석한다. 다음 ‘헹군다’는 것은 부족한 인프라·기술·콘텐츠를 어떻게 보강할지 고민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개발할 것인지, 기술을 타사로부터 사 올 것인지, 인수합병이나 인수개발할 것인지 판단한다. 

그 다음 ‘반복한다’는 것은 ‘헹군다’의 판단에 따라 2 기술 혁신과 서비스 혁신을 반복해 거의 완벽한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결과물을 바탕으로 애플은 멋진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시계를 예로 들어 보자. 2001년 미국 아이비엠과 일본의 씨티즌은 공동으로 손목시계형 컴퓨터를,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 스마트개인객체기술(SPOT)을 탑재한 시계를 출시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애플은 이처럼 실패한 제품을 재창조하여 2015년 전자 기기가 아닌 사파이어를 탑재한 

독창적인 시계를 출시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상상의 혁신은 새로운 곳에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3 기존의 

제품이 왜 실패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새로운 차원의 신제품을 재창조하는 애플의 전략에서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실패한 것은 버리고 리더가 바뀌면 새것만 찾는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은 이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애플의 성공 비결 분석

UNI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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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번역

같은 문장 다른 표현

1   针对苹果的成功秘诀，专家们的分析结果显示，苹果按照“洗”“漂”“反复”“创新”这一基本公
式获得了非凡的业绩，但这说起来容易做起来难。

2   对技术和服务进行反复创新，

3   苹果的策略就是对现有产品的失败原因进行详细分析并重新创造新产品，而我们能够从中学
到新的革新方法。

浅析苹果的成功秘诀

1 很多专家称，苹果的成功方程式“说起来容易做起来难”，即“洗”“漂”“反复”“再创造”。苹

果通过这种成功方程式获得了巨大的成功。 透过苹果的成功方程式能够得知，苹果并不是一开始

就具备划时代的创意，而是利用其他公司先上市却遭遇失败的产品来进行再创造。首先，“洗”是

用来分析该产品的失败原因，苹果会分析该产品缺乏何种基础设施、内容以及技术。其次，“漂”

是指想方设法完善相关基础设施、技术和内容。苹果会在直接开发或购买技术、并购企业或合

作开发等选项中做出抉择。

“反复”是指根据“漂”出来的判断， 2 反复进行技术和服务上的创新， 以此来创造几近完美的

产品和服务。苹果以上述结果为基础重新创造出款式新颖、品质过硬的产品。

就拿手表来说，2001年美国IBM和日本西铁城通过合作，推出了一款手表型电脑；微软也

在2003年推出了搭载“智能个人对象技术（SPOT）”的手表，但都以失败告终。然而，苹果通过对

这些失败产品进行再创造，在2015年推出了用蓝宝石替代电子机械的创新手表，正主导相关市

场。想象中的革新可以出自全新的事物。然而， 3 在苹果对现有产品的失败原因进行详细分析

并重新创造新产品的策略中，我们能够学到新的革新方法。 在此，总是丢弃失败的经验、新领导

一上任就寻找新策略的韩国政府和企业需要深思。

주어진	문장을	중국어로	통역·번역해	보세요.

请将所给的句子翻译成汉语

(1)  한국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3)  중국 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계획에서 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실력 
확인

(1) 针对100名韩国青少年进行的问卷调查结果显示，有90%以上的青少年正在接受课外辅导。(2) 韩美两国围绕萨德部署问
题进行了激烈的讨论。(3) 从中国政府推行的《工业4.0策略》中可以把握今后中国经济的走向。

모범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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汉译韩

　　汉译韩的文章分为各国热点、经济、社会、科技、IT、能源、环境等7大领域。文章覆盖各

个领域最新的时事热点，感兴趣的考生在学习翻译的同时还可以增长一些其他方面的知识。

UNIT 14UNIT 01

“一带一路”建设将使沿线国家保持更紧密的政治、经济联系，实现这些国家交通基础设

施方面的互联互通，创造更加有利的贸易环境，促进资金融通。这都是21世纪世界各国协

调发展的迫切需求。

“一带一路”沿线多数为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总人口约44亿，经济总量约21万亿

美元，分别占全球的63%和29%。 1“一带一路”建设不仅将为中国的经济发展和产业结构优

化提供新的动力，而且将给沿线其他国家带来利好。 在陆上，可以建立一系列经贸产业园，

并以此为依托打造国际经济合作走廊；在海上，可以吸引一系列港口城市共同建立自由、

安全、高效的交通要道。

基础设施建设互联互通将是建设“一带一路”的重要推动力，在建的亚洲基础设施投资银

行和丝路基金将起到举足轻重的作用。 2实现互联互通有利于在相关区域建立更为便利的投

资、贸易环境，提高自然资源的利用率，共同发展绿色科技，给世界各国带来共同利益。 

“一带一路”建设还给中亚国家提供了更为广阔的发展机遇。中亚五国总面积为400多万

平方公里，总人口超过6000万，自然资源丰富，处于连通欧亚的关键地理位置。然而，没

有出海口严重阻碍了这些国家的经济发展。 3丝绸之路经济带建设不仅能使中亚地区变为欧

亚间的便利走廊，而且能拓展中亚地区与外部世界之间的联系。 

中国在资金和基础设施建设方面具有优势，并且中国对外投资在未来10年内将达到1.25

万亿美元，成为世界经济增长的有力引擎。建设“一带一路”能够为沿线国家的就业和获取投

资创造有利环境，同时巩固各国与中国的友好关系。这不仅符合欧亚经济区利益，还能促

进世界经济的发展。

本文摘自《人民日报》（2015年07月29日），有删节。

“一带一路”惠及欧亚

Track 2-1
扫一扫，听音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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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어 및 구문

一带一路  일대일로

惠及  혜택이 미치다

欧亚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沿线国家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관련 국가

紧密  긴밀하다

互联互通  상호 연결

有利  유리하다, 이롭다

创造环境  환경을 조성하다

融通  유통시키다, 통달하다

协调  조화롭다

迫切需求  간절한[절박한] 요구

新兴市场国家  이머징마켓 국가

发展中国家  개발도상국

经济总量  경제 규모

分别  각각, 따로따로

优化  최적화하다

利好  호재

陆上  육상

产业园  산업단지

依托  의지하다, 근거, 바탕

打造  만들다, 조성하다

走廊  복도, 회랑  벨트(belt)

港口  항구

高效  고효율

要道  중요한 길

推动力  추진력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丝路基金  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

起到……作用  ~한 역할을 하다

举足轻重  중요하다

自然资源  천연자원

绿色  친환경

中亚  중앙아시아

广阔  광활하다, 넓다

机遇  (좋은) 기회, 찬스(chance)

面积  면적

丰富  풍부하다

处于  ~에 처하다[놓이다]

连通  연결되다

地理位置  지리적 위치

出海口  출항로

阻碍  방해하다, 저지하다

丝绸之路经济带  실크로드 경제벨트

拓展  확장하다

具有优势  우위를 점하다

引擎  엔진(engine)

获取  얻다

巩固  공고히 하다

友好关系  우호적인 관계

符合利益  이익에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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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성어  단어

	◼  “一带一路”: 일대일로,	원로드	원벨트（The	Belt	and	Road, 缩写为B&R）  2013年9月7日和10月3日，习主席分别提出共同建

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合作倡议。这两个合作倡议简称“一带一路”倡议。其中“一带”是指“丝

绸之路经济带”，翻译成韩语就是“실크로드 경제벨트”；“一路”是指“21世纪海上丝绸之路”，翻译成韩语就是“21세기 해

양 실크로드”。

통번역  
스킬 UP

1 “一带一路”建设不仅将 为 中国的经济发展和产业结构优化 提供 新的 动力，而且将给沿线

其他国家带来利好。

这个句子包含了多种语法，看上去比较复杂，所以需要从整体上把握它的构造来进行翻译。最外层的语法“不仅A，

而且B”把句子分成了前后两部分。由“不仅”引导的前半句中暗藏“为……提供……动力”这一搭配，而由“而且”

引导的后半句中暗藏“给……带来……”这一搭配。弄清楚这两点后，整个句子就很容易翻译了。像这样把握句子

整体的构造来进行翻译的方法，很值得我们借鉴，同时我们要多做练习来积累相关的翻译经验。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대일로 선상의 다른 국가들에

도 호재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实现互联互通/有利于/在相关区域建立/更为便利的投资、贸易环境，/ 提高 /自然资源的

利用率，/共同发展/绿色科技，给世界各国/带来/共同利益。

想要翻译这句话首先要把握它的主语“实现互联互通”，这是一个“动宾”结构，翻译成韩语就是“상호 연결을 실

현하는 것은”。其次需要找到谓语“有利于”，那么后面的内容就都是围绕“有利于”的罗列，形式均为“动宾”结构，

即“建立+环境”“提高+利用率”“发展+绿色科技”以及“给……带来……利益”。

  상호 연결을 실현하는 것은 관련 지역에서 더욱 편리한 투자·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천연자원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며, 친환

경 과학기술의 공동 발전을 이뤄 세계 각국에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데 유리하다.

3 丝绸之路经济带建设不仅能使中亚地区变为欧亚间的便利走廊，而且能拓展中亚地区 与

外部世界之间的 联系。 

这句话的结构相对于上面两句话要简单一些，所以比较容易翻译。关联词“不仅A，而且B”把这句话分成了前后

两个部分。前半句是由“使”引导的一个使动句，后半句则要注意“与……联系”这一搭配的翻译。使动句在这句

话中翻译成一般陈述句更为妥当。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편리한 경제벨트가 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중앙

아시아 지역과 외부 세계 간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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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번역

일대일로가 유라시아에 가져다 준 혜택

일대일로 건설은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이 더욱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게 할 것이다. 또한 국

가 간 교통 인프라 시설의 상호 연결을 실현하여 더욱 유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흐름을 촉진시킬 것이

다. 이러한 것들은 21세기 세계 각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머징마켓 국가나 개도국이다. 이들 국가의 총인구수는 대략 44억 명

으로 전 세계의 63%를 차지하며, 경제 규모는 약 21조 달러에 달해 전 세계의 29%를 차지한다.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구조 최적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국가들에도 좋은 기회

를 가져다 줄 것이다. 육상으로는 경제 무역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벨트를 만들고, 해

상으로는 항구 도시들을 결집시켜 자유롭고 안전하며 고효율적인 교통 요지를 건설할 수 있다. 

인프라의 상호 연결은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설립 단계에 있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 펀드는 향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의 상호 연결은 관련 지역

에 더욱 편리한 투자·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천연자원의 이용률을 높여 친환경 과학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이

는 세계 각국에 공동의 이익을 안겨 줄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에게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총 면적은 

400여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총 인구수는 6000만을 넘는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유라

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다. 그러나 출항로가 없다는 단점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했

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건설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편리한 통로로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과 해외 국가들의 관계를 확장시켜 줄 것이다. 

중국은 자금과 인프라 건설 측면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해외 투자금액은 1조 

2천5백억 달러에 달해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관련 국가들이 일자리

를 창출하고 새로운 투자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와 중국 간

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이것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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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左边是汉语原文，右边是相关的生词

和短语。

●  原文和译文采用了左右对照形式，方便

考生查找汉语译文。一个句子若有多

种翻译方法，会在参考译文下面单独列

出其他译法。

●  增设了句子翻译板块，方便考生巩固

学习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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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于已经准备了一段时间翻译考试或是在韩国留学/生活过一段时间的考生来说，韩汉翻译

也许很容易上手。但是对于其他考生而言，则需要花更多的时间去练习。那么该如何迅速提高

我们的韩汉翻译水平呢？笔者给考生总结了进行韩汉翻译的秘诀。

　　正常情况下，应该按照以下5个步骤进行韩汉翻译。

　　1. 将原句分段，保证每个部分语义的完整

　　2. 将每个部分调整为“主谓宾”的语序

　　3. 给句子做“加减法”

　　4. 运用汉语表达里常用的搭配

　　5. 使句子更符合汉语的表达习惯

　　如果能够熟悉掌握上述的5个步骤，韩汉翻译其实并不难。韩汉翻译最重要的就是语序的调

整，所以考生在翻译时一定要重视调整语序，否则翻译出来的句子读起来就会非常别扭。

　　下面用一个例句为大家细讲翻译与步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미국 대통령이 27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끝내고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 훌륭한 대접을 받았다.

　　 1 	 将原句分段，保证每个部分语义的完整

　　这个句子可以按顺序分为四个部分  

　　①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② 미국 대통령이 27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③ 이어진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④ 훌륭한 대접을 받았다.

　　 2 	 将每个部分调整为“主谓宾”的语序
　　①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 미국 대통령이/국빈 방문 중이다/중국을

　　② 미국 대통령이 27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대통령이）/27일 중국 국가주석과/가졌다/정상회담을

　　③ 이어진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 참석했다/환영 만찬에

　　④ 훌륭한 대접을 받았다.

　　→ 받았다/훌륭한 대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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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给句子做“加减法”
　　① 미국 대통령이/국빈 방문 중이다/중국을

　　原文中用了“방문 중인 미국 대통령”这样的修饰语，但是在翻译成汉语时，应该把主语提

到句子的最前面，省略修饰语。

　　② 27일 중국 국가주석과/가졌다/정상회담을

　　这句话在原文中以“정상회담을 끝내다”的形式出现，提到了会谈的结束，没有提及会谈的

开始，但是在翻译成汉语时，我们应当把“정상회담을 가지다”这一层意思给翻译出来，使句子

读起来更加自然。

　　③ 참석했다/환영 만찬에

　　原文中并没有表示“出席（참석하다）”的字眼，但是为了方便读者理解，在翻译成汉语时

应该将其体现出来。

　　 4 	 运用汉语表达里常用的搭配
　　① 미국 대통령이/국빈 방문 중이다/중국을

　　对于国家领导人进行国事访问，相比于简单地翻译为“访问中国”，用上“对……进行国事

访问”这一搭配会显得更为正式，更加符合语境。

　　② 27일 중국 국가주석과/가졌다/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을 가지다”可以按照“与……举行首脑会谈”的句式翻译，如果只是单纯按照字

面意思翻译，就会显得有些别扭。

　　③ 훌륭한 대접을 받았다.

　　“훌륭한 대접”若按照字面意思翻译，会显得有些别扭，因此可以译为“受到盛情款待”。

　　 5 	 使句子更符合汉语的表达习惯

　　韩语习惯将头衔放在人名的后面，比如“문재인 대통령”，而汉语则习惯将头衔放在人名的

前面，即“韩国总统文在寅”。但是，若这类表达在句子中反复出现，后续我们再提及时就可

以直接简称为“文在寅总统”。

参考译文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미국 대통령이 27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끝내고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 훌륭한 대접을 받았다.

　　⇒美国总统正在对中国进行国事访问，27日与中国国家主席举行首脑会谈，会谈结束以

后，美国总统出席了欢迎晚宴，并受到了盛情款待。

结论

　　总而言之，进行韩汉翻译首先要理解句子的意思，将其分为若干个短句，并调整为“主谓

宾”的语序结构。然后按照汉语的表达习惯，给句子做“加减法”，再用上适合语境的搭配让

翻译出来的句子更为流畅。翻译没有标准答案，一个长句子在翻译成汉语后也可能会变成多个

句子，所以考生不要尝试去背参考译文，要利用自己所掌握的词汇和语法坚持翻译练习，只有

这样，水平才会不断提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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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1 하우스 푸어(House Poor)란 집이 있어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겉보기엔 중산층이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2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 빈곤층)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하우스 푸어는 아파트 값이 오른 뒤 되팔아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기자본 없이 많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매입한 경우에 발생한다. 3 최근 하우스 푸어가 양산된 것은 부동산 상승기에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고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약 75%(미국37%, 일본40%)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아파트 매입 후 매매가격을 높여 되파는 것이 가능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매월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출금의 거치 기간이 지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면 금융 부담은 3~4배로 늘어난다. 하우스 푸어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가계 대출 부실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 때문이다. 4 즉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면 금융회사 대출 부실화,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국 부동산의 복병 - 하우스 푸어 

참고 단어 및 구문

부동산 시장  楼市

걱정거리  隐患

하우스 푸어(House Poor)  房奴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房价上涨

저금리  低息

대출신청  申请贷款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房价下跌

경제적 손실을 입다  遭受经济损失

중산층에 속하다  属于中产阶层

대출금을 상환하다[갚다]  还贷 = 偿还贷款

A에서 비롯되다, A에 근원하다  源于A

워킹 푸어(Working Poor)  穷忙族

임금, 급여  薪水

분주히 뛰어다니다, 분주하다  奔波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无法脱贫

시세 차익을 얻다  获得差价

A가 B에 만연하다  A在B蔓延

시장 경기가 좋다  市场景气

금융 위기가 발발하다  金融危机爆发

역전(되다)  逆转

분양 가격  售房价格

거액(의)  巨额

상환기간  还贷期限

원금  本金

이슈가 되다, 초점이 맞춰지다  成为焦点

충격을 받다  遭到冲击

소비가 위축되다  消费萎缩

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给A带来负面影响

Track 1-1
扫一扫，听音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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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한국어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보세요.  
   请根据句意，给韩语句子断句

2 단계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 어순(주+술+목) 구조로 바꿔 보세요.  
   请按汉语语序改写韩语句子

3 단계  활용해 보면 좋은 어휘결합, 구문, 성어를 적어 보세요.  
   请写下有用的词语搭配、句子和成语

4 단계  번역해 보세요.  
   请翻译这篇文章

나만의 번역 노트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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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별 연습

1 하우스 푸어(House Poor)란 집이 있어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房奴”是指虽然有房但生活贫困的人。

这句话如果可以翻译成上面例句的样子就已经很棒了。当然如果能像下面的例句一样翻译，则会显得更加精炼。

 房奴是指“有房没钱”的人。

2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 빈곤층)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房奴”一词源于“穷忙族”，“穷忙族”是指虽然有工作，但薪水不多，整日奔波也无法
脱贫的人。

这句话中“워킹 푸어 (穷忙族 )”的修饰成分比较长，这个时候我们就需要进行一定的语序调整，可以先翻译出“‘房

奴’一词源于‘穷忙族’（하우스 푸어는 워킹 푸어에서 유래됐다）”，再将其修饰成分放到后面依次进行翻译。

3 최근 하우스 푸어가 양산된 것은 부동산 상승기에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고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最近，出现大量“房奴”的原因是有些人在房价上涨时，通过差价获利，这使其他人
坚信“房地产投资最安全，房价绝对不会下跌”，这种想法在整个韩国社会蔓延。

“시세 차익을 얻다”可以翻译为“获得差价”或是“差价获利”。“믿음이 확산되다”在这里翻译成使动句会更为自然，

即“使……坚信……”。

4 즉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면 금융회사 대출 부실화,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也就是说，大量的房奴导致金融公司出现不良贷款现象、消费萎缩等，给整个经济
带来负面影响。 

“즉”可以翻译为“即”“也就是说”或“换句话说”，在翻译成汉语后我们可以适当地在其后面加上一个逗号。“양산되다  

(量产-- )”即“많이 생기다”，因此“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다”在这里可以看作“많은 하우스 푸어”, 即“大量的房奴”。

다르게 
표현!

주어진	문장을	힌트를	참고하여	중국어로	통역·번역해	보세요.

请根据提示，将所给的句子翻译成汉语

(1)  소위 수저 계급론이란 부모의 소득 수준으로 자녀들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힌트:  所谓A是指B, 汤匙阶级论, 决定, 社会地位

 

(2)  미 연준이 3월에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신흥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힌트:  美联储, 暂不加息, 给……带来影响, 新兴经济体, 积极

 

실력 
확인

(1) 所谓的“汤匙阶级论”就是指以父母的收入水平决定子女的社会地位。
(2) 今年3月美联储公布暂不加息，这给新兴经济体的经济带来了积极影响。

모범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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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번역

韩国楼市的极大隐患—房奴

“房奴”是指虽然有房但生活贫困的人。这些人在房价上涨的时候，以低息申请过多的贷款

购买了房子，但利息上涨以及房价下跌，使他们遭受巨大的经济损失。从表面上来看，他们属

于中产阶层，但还贷压力让他们陷入经济困境。“房奴”一词源于“穷忙族”，“穷忙族”是指虽然有

工作，但薪水不多，整日奔波也无法脱贫的人。

出现“房奴”的主要原因是人们想在房价上涨时倒卖房子从中获得差价，于是，在没有资金

的情况下，申请过多的贷款购房。最近，出现大量“房奴”的原因是有些人在房价上涨时，通过差

价获利，这使其他人坚信“房地产投资最安全，房价绝对不会下跌”，这种想法在整个韩国社会蔓

延。越来越多的人投资房地产，最终导致房地产在韩国家庭资产中的占比高达75%(美国37%，

日本40%)。

房地产市场景气时，购房后可以高价卖出。但2008年美国金融危机爆发后，房价开始下

跌，情况发生逆转，即使售价低于当时的购买价格也卖不出去，只好承受每月巨额利息。雪上

加霜的是若过了还贷期限，还需要一同偿还利息和本金，这样的话金融负担将增加3~4倍。“房

奴”正成为近期的社会焦点，这是因为家庭的不良贷款使国家经济遭到巨大冲击。也就是说，大

量的房奴导致金融公司出现不良贷款现象、消费萎缩等，给整个经济带来负面影响。 

★ 딩크족		丁克族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말이다.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거나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딩크족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니트족		尼特族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말이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앞글자를 딴 데서 

비롯되었다. 니트족은 소비 능력이 부족하기에 잠재성장력 및 국내총생산을 감소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 캥거루족		啃老族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고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경우를 

가리킨다.

알아 두면 유용한 팁 _ 사회 공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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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소설 ‘햄릿’은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한 

숙부에게 복수해야 했던 왕자 햄릿의 내면적 고뇌와 격정적 행동을 그리고 있다. 햄릿은 천신만고 끝에 복수에 

성공하지만 자신도 죽고, 어머니까지 독을 마시고 그 뒤를 따르고 만다. 그야말로 비극적인 결말이다. 한국 

고전 소설 ‘장화홍련전’도 이와 마찬가지로 망령이 나타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수를 갚아 달라고 요구하는 

구조이다. 계모의 구박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연못에 투신자살한 두 자매의 혼령이 고을 사또를 찾아가 

하소연하면서 원한을 풀게 된다는 내용으로 다분히 권선징악적이다. 

1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수’는 수많은 문학작품과 예술 행위의 주제와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복수의 정념과 명분이 실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경우도 많았다. 오늘날 

TV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복수극 또한 복수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과 희열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저서에서 2 복수와 용서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적응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또 다른 비극과 불편한 평화라는 상반된 가치를 초래하곤 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보복 운전’이라는 도로 위의 복수혈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소한 운전 부주의와 차선 시비가 생명을 

앗아가는 난폭한 보복 운전으로 번지기 일쑤이다. 보복이냐 양보냐, 3 그 순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지옥과 

천당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내 인생과 이웃의 삶을 모조리 걸 만큼 보복 운전이 가치 있고 명분 

있는 복수극일까?

분노의 질주

참고 단어 및 구문

분노하다  愤怒  

햄릿(Hamlet)  哈姆雷特  

셰익스피어(Shakespeare)  莎士比亚  

A를 B에 빼앗기다  A被B抢走  

A에게 복수하다  向A报仇  

죽다  身亡  

장화홍련전  蔷花红莲传  

(죄상을) 규탄하다, 성토하다, 고발하다  控诉  

계모, 의붓어머니  继母  

학대(하다)  虐待  

물에 빠지다  溺水

억울함을 호소하다  喊冤  

원한을 풀다  化解冤仇  

권선징악  惩恶扬善

복수하다  复仇  

공감을 얻다  获得共鸣  

역사를 바꾸다  改变历史  

단골손님, 단골 소재  常客  

희열을 느끼다  感受到喜悦  

너그러이 용서하다  宽恕  

공동체를 만들다  营造共同体  

서로 협력하다  相互合作  

A로 몸살을 앓고 있다  饱受A之苦  

보복 운전  报复性驾驶  

마치 ~와 같다  犹如  

Track 1-2
扫一扫，听音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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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한국어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보세요.  
   请根据句意，给韩语句子断句

2 단계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 어순(주+술+목) 구조로 바꿔 보세요.  
   请按汉语语序改写韩语句子

3 단계  활용해 보면 좋은 어휘결합, 구문, 성어를 적어 보세요.  
   请写下有用的词语搭配、句子和成语

4 단계  번역해 보세요.  
   请翻译这篇文章

나만의 번역 노트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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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연습핵심

1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수’는 수많은 문학 작품과 예술 행위의 주제와 소재로 다양하게 활

용되면서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古今中外，“复仇”作为诸多文学作品和艺术行为的主题或素材被广泛使用，以此获
得大众的共鸣。

一个长难句在翻译成汉语的时候，建议将其断为2~3 个分句，这样可以更加细致直观地表达原文的意思，这需要我

们多做一些断句练习。而上面这个句子从意思上来看可以断为“동서고금을 막론하다 /～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

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三个部分，分别翻译为“古今中外”“作为+ 素材被广泛使用”“获得共鸣”。另外，第三

个部分前面加上“以此（이로써）”可以使衔接变得更为自然。

2 복수와 용서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적응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复仇和宽恕是人类的本性，这是人类在进化过程中为了维持适应力和生命力，并营
造相互合作的共同体而自然形成的。

正如我们之前强调过的一样，这是一个典型的需要将核心部分提到最前面来翻译的句子。

 复仇和宽恕是人类在进化过程中为了维持适应力和生命力，并营造相互合作的共同体而

自然形成的人类的本性。

3 그 순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지옥과 천당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瞬间的抉择所引发的后果犹如地狱和天堂。 

“지옥과 천당만큼이나 큰 차이”直译为“犹如地狱和天堂的巨大差别”，当然在这里也可以直接翻译为成语“天壤之别”，

与之意思相近的成语还有“千差万别”“截然不同”“大相径庭”等。

 瞬间的抉择所引发的后果可谓天壤之别。

다르게 
표현!

다르게 
표현!

주어진	문장을	힌트를	참고하여	중국어로	통역·번역해	보세요.

请根据提示，将所给的句子翻译成汉语

(1)  한국 정부는 환자들의 존엄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힌트:  保障, 尊严, 防止, 医疗现场, 混乱局面, 尽早, 制定, 特别法

 

(2)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힌트:  在……情况下, 紧追不舍, 废除, 制约

 

실력 
확인

(1) 为了保障患者的尊严以及防止医疗现场发生混乱局面，韩国政府应当尽早制定特别法。
(2) 在中国企业紧追不舍的情况下，韩国政府应为韩国企业废除不必要的制约。

모범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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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번역

愤怒的驾驶员

《哈姆雷特》是英国作家莎士比亚笔下的四大悲剧之一。主人公哈姆雷特王子因父亲被叔

父杀害，母亲也被叔父抢走，一心想向叔父报仇。这部小说描写了哈姆雷特王子内心的烦恼和

感性冲动。虽然哈姆雷特历经千辛万苦终于报了仇，但也丢了性命，其母亲也因喝下毒药而身

亡，可谓是悲惨的结局。韩国古典小说《蔷花红莲传》也记载了因亡灵的控诉而开始报仇的情

节。小说的主要内容是两姐妹因受不了继母的虐待而跳入池塘，溺水身亡，两人的亡灵到知府

大人那里诉冤，最终化解了冤仇，正可谓惩恶扬善。

古今中外，“复仇”作为诸多文学作品和艺术行为的主题或素材被广泛使用，以此获得大众

的共鸣。复仇之心及其名义也曾多次改变过历史。如今，“复仇剧”成为电视剧中的“常客”，这反

映出现代人对复仇的关注以及从中感受到的喜悦。美国某心理学家在其著作《复仇的心理学》中

指出，复仇和宽恕是人类的本性，这是人类在进化过程中为了保持很强的适应力和生命力，并

营造相互合作的共同体而自然形成的。

然而，选择复仇还是宽恕，其结果会带来另一场悲剧或和平。如今，韩国社会饱受“报复性

驾驶”之苦，驾驶过程中的一时疏忽或车道纠纷往往会演变为疯狂的“报复性驾驶”。是报复？还

是让步？瞬间的抉择所引发的后果犹如地狱和天堂。“报复性驾驶”很有可能夺走自己和他人的生

命，这样做值吗？

★	아동학대		虐待儿童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 근친상간, 추행 등 여러 형태의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그러나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사회 전체가 학대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아동학대를 개별 가정의 사적인 영역으로 여겼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킨 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점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创伤后应激障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죽음이나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전쟁, 재앙, 사고, 폭력 등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이 끝난 이후 

에도 공포감과 불안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호스피스		临终关怀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의 가족이 남은 시간 동안 평안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치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호스피스 시설은 필요 병상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인구 대비 호스피스 설치율이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15~31%에 불과하다. 

알아 두면 유용한 팁 _ 사회 공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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