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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 - 소개글
한국어 영어
이번 에세이/ 보고서/ 논문에서, 저는 ....에 대해
연구/조사/확인/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In this essay/paper/thesis I shall
examine/investigate/evaluate/analyze…

에세이/논문글의 일반적인 첫머리 글

이 문제에 답하고자, ...를 좀 더 깊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To answer this question, we begin by taking a closer
look at…

중점을 둘 구체적인 분야를 소개할 때

....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전문가들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The question, whether…has been preoccupying the
experts for some time.

주제를 소개하기 위한 일반적인 첫머리 글

.....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It is a well-known fact that…
잘 알려진 주제를 소개하기 위한 일반적인 첫머리 글

...에 대하여는 많은 양의 논문들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 great deal is being written and said about…

주제를 소개하기 위한 일반적인 첫머리 글

....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It is generally agreed today that…

일반적으로는 동의되어 있지만, 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주제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첫머리 글

그렇다면, ... 요소들을 정리해 봅시다. We then review the factors…
정확히 나의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때

이러한 분석에서 ...를 확인하기 위해 좀 더
나아가 봅시다.

We build on this analysis to identify…

정확히 나의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때

...의 주요 주제는 ... 입니다. A persistent theme in...is…
주요 주제를 소개할 때

실험가능한 현상으로써, ...는 반복되어
관찰되었습니다.

As an empirical phenomenon, ... has been observed
repeatedly.

나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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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 반하여, ...이(가) 이 연구에서
가장 중심이 된 궁금점 입니다.

Against this background, the central question that
motivates this paper is: ...

일반적인 정보 전달 이후, 구체적으로 나의 연구가 어떤것에 대한것인지 언급할 때

이 연구는 ...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causes of…
연구의 목적을 언급할 때

최근의 이런 연구들을 한 학자들은 ....를
제안하였습니다.

The authors of more recent studies have proposed
that…

이 문제에 관한 현재 학계의 생각들을 말할 때

저희의 목적은 ... 입니다. Our purpose is to…
연구의 주요 목적을 언급할 때

....관련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By empirically examining..., we hope to produc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나의 연구 방법과 연구의 주요 관점을 얘기할 때

서두 - 정의내리기
한국어 영어
정의에 의하면, ....는 .... 뜻입니다. By definition… means…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이 에세이에서, .... 단어는 ....의 의미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For the purposes of this essay, the term… will be taken
to mean…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의 뜻을 분명하게 정의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to be clear about the definition of…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 단어는 ...를 의미합니다. The term… refers to…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은 ....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The standard model suggests that… can be defined as…

한 단어의 정의가 제안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해석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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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는 ....로 정의됩니다. According to..., …is defined as…
한 단어의 정의가 제안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해석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을 때

....는 다양한 뜻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용어가 ...를(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may be defined in many ways. Some people argue that
the term denotes… 

한 단어의 정의가 제안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해석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을 때

...는 대개 ... 뜻으로 이해됩니다. …is commonly understood to mean…
한 단어의 정의가 제안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해석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을 때

...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 입니다.
What we usually have in mind when we talk about… is…

한 단어의 정의가 제안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해석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을 때

2개의 간단한 예를 통해 이 개념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Two brief examples might clarify this concept.

한 문장 뒤, 여러 예제를 통해 개념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은 중요하며 강조되어야 합니다.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나의 정의에 관심을 주목시키고 싶을 때

우리의 관심은.... 에 있습니다. Our focus is on…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의내릴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 이 단어에 대해 우리가
내린 정의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Finally, we should clarify our definition of…

문단의 끝맺음 부분에서, 특정 단어를 정의할 때 사용됨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 입니다. What we mean is that…
정의를 좀 더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예를 들 때

여러 설명들이 제공되었습니다. Several explanations have been offered.
한 문장 뒤, 나의 정의를 더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설명들을 ...에 기초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We can characterize these explanations as being rooted
in…

나의 정의에 대한 기본을 명확히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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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들은 서로 보완하며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These explanations complement each other and help to
illuminate the phenomenon of…

하나의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2개의 비슷한 예를 설명한 후

... 이후, 학자들은 ....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Following..., scholars have argued that …
분명한 한명의 전문가가 이 분야에 있되, 다른 분들이 그가 내린 정의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경우

서두 - 가설
한국어 영어
그렇다면 중심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
어떻게 ...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The central question then becomes: how might…
affect…?

중요 가설을 제시할 때

...의 증거들을 감안할 때, ...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연구해 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Given this evidence for...,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that impact upon… seems warranted.

중요 가설을 제시할 때

10 여년 전에, ...와 ...는 ...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Over a decade ago, … and… started a debate centering
on this question: whether…

중요 가설을 제시할 때

..이 어떻게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발전시키고 테스트 해봄으로써, 이
연구는 ....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is research addresses… by developing and testing a
series of hypotheses indicating how… affects...

중요 가설을 제시할 때

그러므로, ... 의 이유들과 함께, 우리는 .... 것
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Thus, following the reasoning set forth by..., we
hypothesize that…

중요 가설을 제시할 때

몇몇의 이러한 논쟁들은 ...에 의해 형식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것도 테스트 되진
않았습니다.

Some of these arguments have been formalized by...,
but none have been tested.

가설을 소개하고, 나의 연구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연구의 흔적들이 다음의 요소들이 ...과 관련
있음을 말해줍니다.

The evidence from these studies suggests a variety of
factors related to…

나의 연구와 가설과 관련된 요소들을 언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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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 ....의 중요한 상호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foun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nd…

나의 연구와 관련있는 다른 이의 연구를 지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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