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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o and Juliet 

ACT 2 Scene 1

The party is over, but Romeo is unable to think of 

anything but  Juliet whom he fell in love with at first 
제외하고 첫 눈에

sight. Mercutio and Benvolio are looking for Romeo, 

but Romeo can’t stay away from Juliet anymore, so 

he has jumped over a wall and entered the grounds 

of her house, the Capulet property.
자 산

Benvolio: Come on, Mercutio. It’s late. Let’s go home. 

Where’s Romeo?

Mercutio: I saw him a few minutes ago. 

Romeo! Romeo! Come on, forget about Rosaline! 

(He laughs.) Forget about love! Come with us!

They leave, then Romeo comes out.

Romeo: It's easy for him to laugh - he's never been 

in love. I must be near Juliet. I love her.

Juliet opens the window and looks out. She does 

not see Romeo.

Romeo and Juliet 

2막 1장

파티는 끝났다, 그러나 로미오는 그가 첫 눈에 사랑

에 빠진 줄리엣을 제외한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

다.Mercutio와 Benvolio는 로미오를 찾고 있다, 

그러나 로미오는 줄리엣에게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담장을 넘어서, 캐풀렛 자산인, 

그녀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Benvolio: 이봐, Mercutio. 늦었어. 집에 가자. 로

미오는 어디있지?

Mercutio: 그를 몇 분 전에 봤어. 

로미오! 로미오! 이봐, 로잘린에 대해선 잊어버려! 

(그는 웃는다.) 사랑에 대해선 잊어버려! 우리랑 가자!

그들은 떠난다, 그리고 로미오가 나온다.

로미오: 그가 웃는 건 쉬워 – 그는 한 번도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없어. 나는 줄리엣 옆에 있어야 해.  

나는 그녀를 사랑해.

줄리엣이 창문을 열고 밖을 본다. 그녀는 로미오를 

보지 않는다. 

�1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내신대비 분석자료

2017. 11. 16.

실용영어2 두산(김성곤) 4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omeo: But look! What light is that? It is the east, 
불 빛

and Juliet is the sun! (He hides.)
숨 는 다

Juliet: (to herself, without noticing Romeo) Oh, 

Romeo, Romeo! Why are you named Romeo? Deny 
부 정 해 라

your father, and refuse your name, for my  sake.
나를 위해

If you truly love me, take another name. For, what is 
택 해 라

a name? A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

And Romeo would be the same sweet person if  
다 정 한 ~하더라도

he were not called Romeo. Romeo, get rid of your 
버리다

name and come to me!

Romeo: (Listening to her, he whispers to himself.) 

Oh, Juliet. You are like a messenger from Heaven 
사 자

that we earthly mortals look up to.(He comes out of 
속 세 의 인 간 우러러보다

his hiding place.) You’re right, Juliet. I’ll take a new 

name and will never again be Romeo. Just call me 

your love.

Juliet: Who disturbs my solitude?
방 해 하 다 고 독

번역

로미오: 그러나 봐! 저것은 무슨 불빛이지? 그것은 

동쪽이야, 그리고 줄리엣은 태양이야. (그는 숨는다.)

줄리엣: (그녀 자신에게, 로미오를 알아차리지 못하

고), 오, 로미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라고 이

름 불리나요? 저를 위해 당신의 아버지를 부정하

고, 당신의 이름을 거부하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면 다른 이름을 쓰

세요. 이름이 뭔가요?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

도 향기롭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Romeo가 Romeo로 불리지 않는다 해도 

똑같이 다정한 사람일 텐데. Romeo, 당신의 이름

을 버리고 저에게 오세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혼잣말로 속삭인다.) 오, 

Juliet. 당신은 우리 속세의 보통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하늘에서 온 사자 같군요. (그가 숨어 있던 곳

에서 나온다.) 당신이 옳아요, Juliet. 제가 새로운 

이름을 쓰고 다시는 Romeo가 되지 않을게요. 그

냥 당신의 사랑이라고 불러줘요.

Juliet: 내 고독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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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o: It is Romeo. Don't you recognize me?

Juliet: Oh, Romeo! It is dangerous for you to be 

here. My father's men will surely kill you.

Romeo: Alas, you are more dangerous than twenty 

swords if you look at me unkindly. With your love, I 
매 정 하 게

can defeat anyone. But without it, my life has no 

meaning.

Juliet: Romeo, perhaps I love you too much. Perhaps 

it's wrong to say so openly that I love you.

Romeo: Lady, I love you and I will always love you. 
아 가 씨

Tell me, when can we be together for the rest of our 

lives? The nurse calls out from inside the house.
유 모 부 른 다

번역

Romeo: Romeo예요. 저를 못 알아보겠어요?

Juliet: 오, Romeo!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건 위험해

요. 아버지의 부하들이 분명히 당신을 죽일 거예요.

Romeo: 아아, 당신이 나를 매정하게 본다면, 당신

은 20개의 칼보다도 더 위험해요.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누구든 무찌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

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요.

Juliet: Romeo, 아마도 전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잘못일지도 몰라요.

Romeo: 아가씨, 난 당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

할 거예요. 말해 줘요, 우리는 언제 죽을 때까지 함

께 할 수 있을까요? 유모가 집 안에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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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t: Oh, Romeo - I must go. Listen. If your love is 

honorable and your purpose is marriage, I will send 
고 결 한

a messenger tomorrow. Give her a message for me. 
심 부 름 꾼

Tell me when and where to meet you, and I'll follow 
언 제 어 디 서

you anywhere in the world. Good night, my love.

Romeo: Good night, sweet Juliet. (Juliet closes the 
사 랑 스 런

window and goes inside.) Parting is such sweet 
이 별

sorrow, but I will see you again very soon.
슬 픔

번역

Juliet: 오, Romeo. 전 가야 해요. 들어 보세요. 당

신의 사랑이 고결하고 당신의 목적이 결혼이라면, 

제가 내일 심부름꾼을 보낼게요. 저에게 보내는 메

시지를 그녀에게 주세요. 언제, 어디에서 당신을 만

나야 할지를 알려 주세요. 그러면 세상 어디든지 당

신을 따라갈게요. 잘 자요, 내 사랑.

Romeo: 잘 자요, 사랑스러운 Juliet. (Juliet은 창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간다.) 이별은 이렇게 달콤한 

슬픔이지만, 난 당신을 조만간 다시 만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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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ak Preview: Romeo and Juliet 

During my sophomore year in high school, I got sick 
2 학 년

and had to miss a few days of school. When I 

returned, I was greeted with two essay assignments, 

three days of math and history homework, a biology 
생 물 학 실 험

lab to make up, and several tests to take. That night I 
보충해야 할 치 루 다

had to stay up really late to finish it all.

I thought I had everything finished, but the next 

day at school, I suddenly remembered I'd forgotten 

to study for the test on Romeo and Juliet, which I 

had to take during my lunch hour! 
치 르 다

Because I was absent, I had missed the last two 

scenes of the play that the rest of the class had read 
장 희 곡

and discussed together. On my day back, there was 
돌아온 날

so much happening in my morning classes that I had 

no time to study the play. 

When lunchtime came, I went to the English room 

to take the test. All I could do was try to remember 

as much as I could and guess on the questions I 
질 문

didn't know.

깜짝 공개: Romeo와 Juliet

고등학교 2학년 동안, 나는 아파서 학교를 며칠 빠

져야 했다. 내가 돌아왔을 때, 2개의 에세이 숙제, 

3일간의 수학과 역사 숙제, 보충해야할 생물학 실

험, 치러야 할 몇 가지 시험이 나를 반겨 주었다. 그

날 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끝내기 위해 정말 늦게

까지 깨어 있어야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 

학교에서 나는 점심시간에 치러야 할 ‘Romeo와 

Juliet’에 관한 시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잊어버

린 것이 갑자기 기억났다! 

나는 결석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읽고 함께 토

론을 한, 그 희곡의 마지막 두 장을 놓쳤다. 내가 돌

아온 날, 아침 수업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

어서 나는 그 희곡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영어 교

실로 갔다. 나는 내가 모르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해 내고 추측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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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I didn't know the majority of the 
유 감 스 럽 게 도 대 다 수 의

answers. I was considering turning in my paper, 
제 출 하 다 시 험 지

knowing I'd failed the test, when I broke my pencil 
낙 제 하 다 바로 그때

point accidentally. 
갑 자 기

I quickly walked to the front of the room to the pencil 

sharpener. Standing there sharpening my pencil, I 
연 필 깍 이 깎 으 면 서

looked down at the teacher's desk and saw the 

answer sheet for the test.
답 지

My first thought was, "What luck! I've been saved 
모 면 했 다

from failing the test.” My heart started thumping, and 
두 근 거 리 는

my brain whispered, “Do it! Read over the answers!” 
속 삭 였 다

This was quickly followed by my conscience 
양 심

yelling,  “No! You'll get caught!” My mind went back 
외 쳤 다 잡 히 다

and forth: “Yes! No! Yes! No!”  This went on for the 
계속되었다

longest ten seconds of my entire life. 

• A be followed by B: A 다음에 B가 오다 

번역

유감스럽게도, 나는 대다수의 답을 몰랐다. 나는 시

험에 낙제했다는 것을 알면서 시험지를 제출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필심이 부러졌

다. 

나는 교실 앞에 있는 연필깎이로 재빨리 걸어갔다. 

연필을 깎으면서 거기에 서 있다가, 나는 선생님의 

책상을 내려다보았고 그 시험에 대한 정답지를 보

았다. 

내 처음 생각은 “행운아야! 시험에 낙제하는 걸 모

면했어.”였다. 내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내 

머리는 속삭였다. “그렇게 해! 정답을 읽어!” 곧 양

심의 외침이 뒤따랐다. 

“안 돼! 넌 잡힐 거야!”내 마음은 오락가락했다. “돼! 

안 돼! 돼! 안 돼!” 이것은 내 평생 가장 긴 10초 동

안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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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 decided to finish the test on my own, 

without cheating. I knew I would feel completely 
부 정 행 위

guilty if I copied the answers. So I finished the test 
죄가 있는 베 끼 다

and handed it in, even though I was pretty certain I 
제 출 했 다

had failed the test. 

The next day I walked into the English room. My 

pride at having been an honest soul changed to a 
자 긍 심 정직한 사람

feeling of doom as I saw my test lying face down on 
파멸 , 운명 뒤 집 혀

my desk.

I stared at it a few seconds before I got up the 
~하기 몇 초 전에

nerve to turn it over, expecting the inevitable F. 
용기를 내다 뒤 집 다 불 가 피 한

You can only imagine my shock when I saw I had 

passed the test! I have never been so happy to see 
원인

a D-.

My mom says the victories that take  the most 
필요로 하다

courage are won within. Now I know what she 
내 면 에 서

means. Sometimes it takes a lot of courage to do the 
필 요 하 다

right thing.It certainly did for me.

But in the end not only could my conscience rest 
편한하다

easy, but also I didn't have to worry about getting 

caught and meeting a tragic end, like Romeo and 
비 극 적 인 결 말

Juliet.

번역

마침내, 나는 부정행위 없이 내 힘으로 시험을 끝마

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정답을 베낀다면 완전

히 죄책감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

는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이 꽤 확실했지만 시험을 

마무리하고 시험지를 제출했다.

그 다음 날 나는 영어 교실로 걸어 들어갔다. 정직

한 사람이었다는 나의 자긍심은 시험지가 내 책상 

위에 뒤집혀 있는 것을 보자 파멸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불가피한 F를 예상하면서 용기를 내어 그것을 

뒤집기 전에 그것을 몇 초간 빤히 쳐다보았다. 여러

분은 내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내 

충격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D-를 보고 그

렇게 행복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우리 엄마는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승리는 

마음으로 이긴 것이라고 하셨다. 이제 나는 엄마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 때때로 옳은 일을 하

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틀림없

이 그랬다. 

하지만 결국 내 양심은 편안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잡혀서 Romeo와 Juliet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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