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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Your Time

Go Brothers!

R: “Strike ONE!"

B: 'What? It was a ball! Great, just what I need. Not 

only am I playing against the best pitcher in our 
상 대 로

baseball league — who also happens to be my big 

brother, Mark —but now he is being favored, too.'

I remember when Mark and I used to play catch. 

Mark was always proud of his fastballs. He knew 
속 구

how to throw them hard and lightning fast. I liked 

playing with my brother, but catching those balls 

wasn’t always fun for me. Still, I could never let him 

know that I’d had enough.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even so 

B: 'Ouch. That really hurts!'

M: "Are you ready to give up, Billy? Had enough 

yet?"

B: "No, I could do this all day. Throw me another 

one.“

번역

가자, 형제들!

심판: 원 스트라이크!

Billy: 뭐? 이것은 볼이었어! 잘됐네, 나에게 딱 필

요한 거야. 야구 리그에서 최고의 투수이면서 공교

롭게도 내 형인 Mark를 상대로 뛰는 데다가 이제 

심판까지 Mark의 편을 들어주다니.

나는 Mark와 내가 캐치볼을 하며 놀던 때를 기억

한다. Mark는 항상 그의 속구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공을 세게,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던지는 법

을 알았다. 나는 형과 캐치볼 하는 것을 좋아했지

만, 그 공을 받는 것이 늘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

었다. 하지만, 나는 더는 못 하겠다는 사실을 절대

로 형이 알게 할 수 없었다.

Billy: 아, 이거 정말 아픈데!

Mark: 너 포기하려는 거야, Billy? 이제 더 못하겠

어?

Billy: 아니, 온종일 할 수도 있어. 공 한 번 더 던져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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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ast two years, I had gone with my mom and 

dad to watch every one of Mark’s baseball games. I 

was proud to have such a talented pitcher as a 

brother. I cheered every time a strike was called and 

was disappointed whenever someone got a hit. I 

dreamed of being as great a baseball player as my 

brother someday.

• whenever = each time = every time

C: "Go, Mark!“

I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baseball season 
기 대 하 다

for a long time. I would finally be old enough to play 

in the same league as Mark , but when the time 
마크가 뛰는 리그

came, I was shocked and disappointed to find out 

that we had been put on different teams.

번역

지난 2년간 나는 부모님과 함께 Mark의 야구 경기

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러 갔다. 나는 그렇게 재능 

있는 투수가 형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환호했고, 누군가가 안

타를 칠 때마다 실망했다. 나는 언젠가 형처럼 훌륭

한 야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다.

관중: 힘내, Mark!

나는 오랫동안 이 야구 시즌을 기대했다. 드디어 

Mark와 같은 리그에서 경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

었는데, 막상 그때가 되어서는 우리가 다른 팀에 배

치되었음을 알게 되어 놀라고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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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at? But I want to play baseball with Mark , not 

against him!” And now here we are, brothers facing 
대 결 하 는

off as players on opposite teams; Mark’s pitching 
상 대 팀 공 을 던 지 다

and I’m batting. Everyone is cheering for Mark. This 
공 을 친 다

is his game. No one has gotten a hit yet. He only 
안타를 치다

needs to get one more player out  to get his first 
아웃시키다

no-hitter, and I’m at home plate standing in his 
무 안 타 본 루 앞길을 막고 있다

way.

• not A but B = B, not A: A가 아니라 B다(B강조) 

M: "Don’t give up! You can do it, Billy!"

B: 'But this is my brother who’s about to set a 

record. I’d rather be cheering for him in the stands 
기록을 세우다

than playing against him.‘

R: "Let’s play ball!” Mark’s second pitch was so fast I 
투 구

almost didn’t even see the ball go past me. It 

smacked into the catcher’s mitt like a pistol shot.
탁 소 리 를 내 다 글러브

R: "Strike two!"

번역

Billy: 뭐? 하지만 나는 형과 함께 야구를 하고 싶은 

것이지, 형을 상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형제가 상대 팀의 선수로 맞서고 있

다. Mark가 공을 던지고 나는 공을 친다. 모두 Mark

를 응원하고 있다. 이 경기는 형의 경기다. 아직 아

무도 안타를 치지 못했다. 그의 첫 번째 무안타 경기

를 얻기 위해 단지 한 선수만 더 아웃시키면 될 뿐이

다. 그리고 난 본루에서 그의 앞길을 막고 있다.

Billy의 팀 동료들: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Billy!

Billy: 그렇지만 지금 기록을 세우기 직전인 사람은 

바로 우리 형이야. 나는 형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형을 응원하고 싶어.

심판: 경기 시작합시다! Mark의 두 번째 공은 너무 

빨라서 심지어 내 옆을 지나가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공은 포수의 글러브에 총알처럼 턱 

하고 박혔다. 

심판: 투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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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was so close to breaking his record ;  he only 
기 록 을 깨 다 that

needed one more strike. I wished I could just not 

hit the ball this last time, so I looked over at my 

coach for approval.

B: 'Can’t I just let him have it?

No, I was not allowed to miss on purpose. The 
고 의 로

coach signaled for me to hit the ball. 
신 호 를 보 냈 다

When I went back to home plate and looked toward 

the pitcher’s mound, I noticed that Mark was looking 
투 수

straight at me with a smile. 

He was giving me that same  old “had enough yet?” 
늘 똑같은 표정 same old와 동격

look.

M: "Had enough yet?” The hair on my neck bristled 
곤 두 섰 다

and my cheeks flushed with anger. Ugh! I hate it 
달 아 올 랐 다

when he does that! Say goodbye to your record, 

Mark. 

번역

Mark는 자신의 기록을 깨는 데 아주 근접했다. 스

트라이크 하나만 있으면 됐다. 나는 이 마지막 순간

에 그냥 공을 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허락을 얻기 위해 코치님을 쳐다보았다.

Billy: 그냥 줘 버리면 안 되나요?

아니, 고의로 공을 놓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코치님이 공을 치라고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타석에 돌아와서 투수 마운드를 봤을 때, 나는 형이 

웃음을 띤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

했다. 

형은 내게 옛날과 똑같은 “이제 더 못하겠어?”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Mark: '이제 더 못하겠어?' 내 목의 털이 곤두서고 

볼이 분노로 달아올랐다. 아! 형이 저럴 때 정말 싫

단 말이야! 기록에 작별 인사나 해 둬,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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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think I can’t beat you, brother? Think again! 

Suddenly the bat felt weightless in my hands. I held  
무 게 가 없 는 들어올렸다

it up with confidence and kept my eye on Mark’s 

fastball as it flew towards me. Then I swung and ...
휘 둘 렀 다

B: I can’t believe I hit it! Where did it go? The ball 

flew far into the outfield and fell onto the grass 

untouched.

B: 'I got a single! I need to run to first base!'
일 루 타

As I stood on the base trying to catch my breath with 

my heart beating wildly, I suddenly remembered 

about Mark’s no-hitter. My excitement faded when I 

saw the anger in his eyes.

B:　Oh no, I stopped Mark from breaking his record.

B.M: "Go, Billy!" "Great job! Way to go!"Almost right 

away, Mark turned his attention to the next batter. 

He got the batter out in three strikes in what seemed 

like no time at all.

번역

내가 형을 못 이길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갑자기 손에서 방망이가 무게가 없는 것처럼 느껴

졌다. 나는 자신 있게 방망이를 들고서 Mark의 속

구가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동안 공에서 눈을 떼지 않

았다. 그런 후, 나는 방망이를 휘둘렀고 … 탕!

Billy: 내가 그것을 치다니 믿을 수 없어! 공이 어디

로 갔지? 공은 외야까지 날아가서 아무도 잡지 못

한 채 잔디에 떨어졌다. 

Billy: 1루타야! 1루로 달려야 해!

나는 1루에 서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숨

을 고르려고 애쓰다가, 갑자기 Mark의 무안타 경

기가 생각났다. 형의 눈에서 분노를 보았을 때 나의 

흥분은 잦아들었다.

Billy: 오, 이런. 내가 Mark가 기록 세우는 것을 막

아 버렸어.

Billy의 팀 동료들: 아자, Billy! 잘했어! 대단해!거

의 즉시, Mark는 다음 타자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그는 순식간에 타자를 삼진 아웃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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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trike out!” And just like that, the game was 

finished. All of Mark’s teammates ran over to him to 
달려왔다

congratulate him on pitching a game with only one 
축 하 하 다 던 지 다

hit.

M.M: "Good job!" "Great one-hitter Mark!" "Way to 
대 단 해

go!” I was almost done packing up all my gear after 

the game when Mark came over and tapped me on 

the shoulder.

M: "I hope you’re happy. You ruined my game. If it 
망 쳤 다

had not been for you, I would’ve pitched my first no-
던 지 다

hitter.“ I looked into his eyes. I didn’t know what to 

say. But then a big, proud smile came over my face 

as I picked up my gear and turned to walk away.
집 어 들 었 다 장 비 를 돌 아 서 서 나 가 다

B: "Yeah, I know. It was a nice hit."

M: "Good job, little brother."After the shock of my 

comment wore off, Mark laughed and started 
잦 아 들 다

walking home with me.

번역

심판: 스트라이크 아웃! 그리고 그렇게, 경기는 끝

났다. Mark의 팀 선수 모두가 그에게 달려와 단 하

나의 안타로 경기를 마무리한 것을 축하했다.

Mark의 팀 동료들: 잘했어! 안타 하나라니 멋지다, 

Mark! 대단해! 경기가 끝나고 장비를 거의 다 챙겼

을 때쯤, Mark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Mark: 기분 좋기를 바란다. 네가 내 경기를 망쳤거

든. 만약 너만 아니었다면 첫 무안타 경기를 기록했

을 거야.나는 형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슨 말

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곧 장비를 들고 돌아

서서 나가려고 할 때, 내 얼굴에는 크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Billy: 그래, 나도 알아. 정말 잘 쳤지.

Mark: 잘했다, 내 동생아.나의 말에 받은 충격이 

잦아들자, Mark는 이내 웃음을 지었고 나와 함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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