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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 일시 : 2021 년 3 월 27 일 (토) 13:00 ~ 18:10
■ 장소 : Zoom 온라인 화상회의
■ 참여 링크
등록, 개회사, 세션 1, 2, 4 세션 :
https://us02web.zoom.us/j/82061158700?pwd=L25zRmFpU1VTcHJIZEczNmVtT2EzQT
09
회의 ID: 820 6115 8700
암호: 331180
3 세션 :
https://us02web.zoom.us/j/82061158700?pwd=L25zRmFpU1VTcHJIZEczNmVtT2Ez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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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저작물 사용에 관한 안내

한국통역번역학회 정기 학술대회의 온라인 개최에 따른 콘텐츠 활용에 관한 저작권 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저작물 복제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여 복제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려는 목적인
경우는 위와 같은 사적 복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표자, 발표 장면, 발표 자료의 화면 캡쳐 및 음성 녹음의 게시행위는 명백히
저작권법상 복제행위 또는 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창작성을 가미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성과 관련되어, 이 경우에도 역시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규정에 따라 본 학술대회 동안 전송되는 콘텐츠를 사적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저작권 보호 규정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께 유익한 학술적 교류와 공유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통역번역학회 배상.

2021-03-24

1

2021-03-24

2

2021-03-24

CTS Typical Processes
Translated
Texts

comparable

Non-translated Texts
(authentic comparable
texts from TL)

parallel

As-is
Annotated

Form Hypotheses
• simplification à TTs are more reliant on standard language
than non-TTs. à Look at STTRs (average lexical density),
omission of punctuation marks, simple vs complex clauses,
etc.
• explicitation à TTs explicate meanings more than non-TTs à
Look at connectives, that-connective after ‘say’ verbs, etc.
+
Any further difference between genres or target reader groups?
(eg. adults v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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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Analysis - Inferential
• correlation – whether TTs of the same ST correlate in certain
frequencies (number of connectives, ly-adverbs, etc.)
• t-test, ANOVA – whether TTs are different in average
measurements (lexical density, average sentence lengths, etc.)
• regression – whether certain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
gender of translators, target reader ages, literary genres, etc)
affect a certain measurement (number of connectives, lexical
density, average sentence lengths, etc)
• chi-square, log-linear, logistic regression, Poisson
regression – for frequency data

Data Extraction
STTRs
mean sentence lengths
Wordsmith Tools

-ly adverbs
number of connectives
(from annotated corpus)

Antc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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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Statistica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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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Multivariate Analysis

Document-Term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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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ram DTM

3-gram DTM

Dimens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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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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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nalysis
French-English TTs

Korean-English TTs

Machine Learning

10

2021-03-24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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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ment Analysis

Human Acts

The Vegetarian

The Whit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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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Tools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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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R in RStudio

Essential R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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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Python/Anacondra in Spyder

Essential Python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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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Python) 웹크롤링을 이용한
통번역학 연구방법
2021.03.27

권상미 (한국외대)
sangmi.kwon@gmail.com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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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Python)이란

프로그래밍 언어
-

인간의 언어와 유사 à 가독성이 높음
문법이 비교적 간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

다양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제공 à 사용 편의
수작업의 자동화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 수집에 용이

(2018년 9월 깃허브 인기도 PYPL 기준/ 이종화, 2018: 65)

3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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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e.g. 아나콘다:
파이썬, R을 이용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출처: https://www.anaconda.com/)

5

웹크롤링
‘웹 환경에서의 각종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기술‘ (이종화, 2018: 64)
• 크롤링(Crawling): 웹페이지의 하이퍼링크를 순회하면서 웹 페이지를 다운로드하
는 작업
• 스크래이핑(Scraping): 다운로드한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
(카토, 2018: 4)

à 파이썬 기초 문법 + 기본 라이브러리 활용법 + 웹 페이지에 대한 이해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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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크롤링
웹(Web)의 요소: html, css, js

7

웹크롤링
주피터 노트북에서의 크롤링 예시

2. 웹 크롤링-How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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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크롤링을 활용한 연구
데이터의 수집 (크롤링)이 완료되면…
예시:
1)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연구:
텍스트 전처리 à 토큰화 à 데이터 분석 à
시각화
2) 정성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선택에 활용도 가능:
수집된 데이터에서 가치있는 데이터 추출해서
내용분석 등
9

웹크롤링을 활용한 연구 – (1)
권상미. (2020).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Sharon Choi) 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통역과 번
역』, 22(2), 1-28.
연구질문:
(1) 유튜브상의 통역 콘텐츠 수용자는 어떠한 인식 특성은 보이는가?
(2) 유튜브 콘텐츠 수용자가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와 관련해 주목한 요소는 무엇인가?
데이터:
‘봉준호 수상소감’ 유튜브 동영상 10개의 댓글
(2020년 4월 4일 조회수 기준 상위 10개 동영상: 동영상 별 조회수 140만회~260만회 이상/
한국어 댓글만 수집: 총 4,192개)
크롤링 : 파이썬(Python)에서 셀레니움(Selenium)을 사용
데이터 분석: 키워드 빈도분석/ 연관어 분석/ LDA 토픽모델링
주요 결과:
키워드 분석: 통역에 대한 높은 관심
연관어 분석: 통역 군집 vs 봉준호 군집 (전달력, 이해력, 순발력, 표현력)
토픽 모델링: ‘통역사의 외모와 언어능력에 대한 평가(15.4%)’, ‘통역사의 통역
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14.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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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 예시
권상미. (2020).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샤론 최(Sharon Choi) 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통역과 번
역』, 22(2), 1-28.

11

웹크롤링을 활용한 연구 – (2)
권상미. (2020). 「새로운 주체로서의 통번역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관한
고찰: 유튜브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5), 35-62.
연구질문: 누가, 어떠한 이유로, 무슨 내용의 통번역 콘텐츠를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하고
있는가
데이터:
2020년 8월 14일 기준 ‘통번역대학원’으로 검색되는 유튜브 동영상 전체 (동영상 491건)
동영상 제목문, 게시일, 조회수, 채널명, 설명문 등 수집
크롤링 : 파이썬(Python)에서 셀레니움(Selenium)을 사용
데이터 분석: 정성적 분석 + 키워드 빈도분석
- 전체 동영상 범주화: 내용분석과 코딩
- 콘텐츠 크리에이터 (개인채널) 구독자 수 기준으로 정렬하여 프로필 정리
- 제목과 설명문에 대한 키워드 빈도분석
주요 결과:
(1) 새로운 성격의 주체 등장: 마이크로 셀레브리티/ 엔터프리터
(2) 유튜브 통번역대학원 관련 콘텐츠의 주요 생산동기: 개인의 자전적 공유(관음주의적
이용동기)/ 기관홍보/ 정보제공
(3) 키워드 분석: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동시통역’, ‘영어/중국어’, ‘자격’, ‘교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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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데이터 저장 – 예시
권상미. (2020). 「새로운 주체로서의 통번역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관한
고찰: 유튜브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5), 35-62.

13

키워드 분석 - 예시

권상미. (2020). 「새로운 주체로서의 통번역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관한 고찰: 유튜브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5), 35-6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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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크롤링을 활용한 연구 – (3)
(투고예정)
인스타그램 #동시통역사 연관어 네트워크 (co-occurrence network)
Community 3

Community 1

Community 2

Community 4
15

타분야의 웹크롤링을 활용한 연구 –(예시)
최순욱, 최성인, 이재현. (2020). ｢유튜브에서의 뮤직비디오 팬덤 분석: BTS
M/V의 시청, 댓글 상호작용, 밈 영상 제작｣. 『 한국언론학보』, 64(1),
7-45.

- ① 유튜브에 게재된 BTS의 공식 M/V 3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② 각 M/V에 달린 댓글과 관련된
정보, ③ 각 M/V의 밈 영상과 관련된 정보
[연구문제1] 유튜브 이용자들이 M/V를 어떠한 양상으로 시청하고 거기에 반응하는가
- BTS 뮤직 비디오 유튜브 조회수 추이와 유튜브 API를 이용하여 크롤링
한 댓글 수를 주차 별로 그래프로 시각화
- 조회수 대비 ‘좋아요’ ‘싫어요‘ 수
- 각 M/V에 1회 이상 댓글을 작성한 유니크 댓글 작성자(unique)의 수
[연구문제2]는 M/V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댓글의 ‘좋아요’ 수, 대댓글의 수
[연구문제3]은 M/V 콘텐츠가 밈을 통해 어떻게 확산되고 다시금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가
- 밈의 수, 유형, 생산자, 유형별 조회수 등

김건, 윤혜정. (2016).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서울지역 호텔서비스에 대한 고객
인식의 변화 분석｣. 『 서비스경영학회지』, 17(3), 217-231.
-

연구질문: 첫째로 서울지역의 호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은 어떠한 주제(토픽) 들로 구성
되는지, 둘째로 도출된 토픽들은전기(2004-2009)와 후기(2010-2015)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
점을 나타내는지
12년 간의 서울의 호텔 후기 영문 문장 204,251문장을 온라인 상에서 수집
16
데이터 전처리 후 LDA 토픽 모델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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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의 웹크롤링을 활용한 연구 – (예시)
김유영. (2020). ｢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일본 미디어의 한국 뉴스의 감정
추이에 대한 분석-파이썬을 활용한 단어감정극성대응표 분석기법의 수
행을 통해 ｣. 『 일본어학연구』, 65, 25-43.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년간의 일본 미디어의 한국에 대한 뉴스 기사를 웹크롤
링 방식으로 수집하여 뉴스 코퍼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했다. 그리고 이를 텍스트마이닝 기
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 미디어 뉴스의 감정극성 및 토픽의 추
이를 통시적으로 고찰

17

결론
1. 파이썬 : 쉬움, 편리함, 자동화, 통찰
2. 웹크롤링 방법 : ‘언어’로서의 접근
3. 연구 활용 가능성 : 폭넓은 응용
- 카페, 블로그, SNS 등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비정형 데이터
- 감성분석, 인식분석, 키워드분석, 엔그램분석, 토픽모델링, 자연어처리 기
계학습 모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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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학번역 연구 동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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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학번역 연구
• 본고에서 언급하는 문학번역 연구란, 문학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다
양한 번역 현상을 연구하는 것
• 문학 작품은 번역 연구의 분석 대상 데이터로서 매력적:
Ø 매년 수많은 문학작품이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으며,
Ø 원문과 번역문 텍스트가 존재,
Ø 출판된 형태로 수집 가능,
Ø 원저자와 번역자가 명확,
Ø 하나의 원문에 여러 시기에 걸쳐 재번역되기도 하고,
Ø 하나의 원문에 여러 번역자의 번역본이 존재하기도 하며,
Ø 하나의 원문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는 등
v문학작품은 양질의 번역학 연구를 위해 충분하고 검증된 데이터라 할 수 있음
3

2. 연구 배경
• 문학번역은 국내 통번역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되는 분야이
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연구의 대상과 방법도 진화함
• 2000년대 초기에는 문학 번역의 오역 사례, 번역 결과물에 대
한 평가 등 에 처방론적 연구가 많았던 반면 이후 특정 언어 현
상의 패턴을 기술하거나 폴리시스템이나 재번역 등과 관련된
통시적 연구, 코퍼스 분석, 기계번역 등 연구 방향이 다양해짐
• 그러나 지금까지 문학번역 연구방법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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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 번역학 연구동향 관련 선행연구
• 김지영. (2020). 학습 번역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최근 국내외 연구
동향 고찰. 통역과 번역, 22(1), 25-52.
• 김지원.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연구, 5(1), 55-75.
•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1(1)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 손지봉. (2019). 국내 통번역교육 교육내용의 현황과 의미. 번역학연구,
20(4), 115-140.
• 손지봉. (2018). 21세기 중국 내 한국현대문학 번역출판현황 고찰. 통역
과 번역, 20(3), 1-20.
• 신지선. (2013). 번역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 통역과 번
역, 15(2), 131-150.
5

2. 연구 배경
• 번역학 연구동향 관련 선행연구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248.
• 이상원, 이항. (2004). 출판 번역 현황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5(1),
133-144.
• 이창수. (2018). 국내 번역연구의 어제와 오늘: 텍스트 마이닝 분석. 번
역학연구, 19(2), 233-252.
• 이창수_2019_2010년대 국내 통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
번역학연구, 20(5), 107-129.
• 이향. (2011).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일 고찰 -「통번역학 연구」
게재 논문의 분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5(1), 341-362.
• 이향. (2013). 번역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통역과 번역, 15(1), 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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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 번역학 연구동향 관련 선행연구는 번역학 전반, 번역 교육, 번
역 및 출판 현황, 번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번역학 연구 동
향에 대한 연구가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나, 문학번역의
연구 대상, 연구방법 등에 대한 동향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

7

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3종의 통번역학 분야 전문 학술지(통역과 번
역, 통번역학 연구, 번역학 연구)에 게재된 문학번역 연
구를 분석하여 그 동안 문학번역 연구에 적용된 연구
방법론을 분석하고 그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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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esterman(2000)의 번역학 연구 모델
비교 모델(comparative model)
• 언어쌍 번역 규칙, 언어체계 대조, 번역 보편소 탐색

과정 모델(process model)
• 번역의 의사결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인지 요인 연구

인과 모델(causal model)
• 번역사 인지, 번역 행위, 사회문화적 요인을 기준으로 번역 결과
물 설명
9

4. Marco(2009)의 번역학 연구 모델
텍스트 기술주의적 연구 모델
인지적 연구 모델
문화주의적 연구 모델
사회학적 연구 모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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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 Saldanha & S. O’Brien(2013)의 번
역학 연구 방법론
결과물 중심 연구
• 번역된 텍스트에 대한 연구, 비판적 담화분석, 코퍼스 언어학, 번역품질 평가

과정 중심 연구
• 번역사의 습성, 역량, 전문성, 인지과정, 인지와 번역 결과물 간 관계에 대한 연구
• TAP, 기계번역, 번역메모리, 포스트 에디팅, 시선추적(eye-tracking), 화면 기록, 키입력 로깅 소
프트웨어 등

참여자 중심 연구
• 번역사, 교육자, 학습자, 번역 의뢰인 등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포커스 그룹 연구

사례 중심 연구
• 특정 사례에 해당되는 요소 연구, 그 결과는 유사한 사례 해결에 적용 가능
11

5. 분석 대상과 방법
• 분석 대상: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사이트에서 3종의 통번역학 분야
전문 학술지(통역과 번역, 통번역학 연구, 번역학 연구)를 선
택하여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 ‘번역＇을 키워
드로 1차 추출
• 1차 추출된 번역 연구 중 문학 번역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
구를 제목, 키워드, 초록 및 본문을 확인하여 수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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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대상과 방법
• 분석 방법:
• 수집된 연구를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
• 연구 주제는 문학작품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
춤: 예) 장르, 문체, 문화소, 은유, 관용구, 기계번역 등
• 연구 방법은 Chesterman(2000), Marco(2009), G. Saldanha & S.
O’Brien(2013)의 번역학 연구 방법론을 참조하여 분류
• 200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연구 동향 분석

13

5. 분석 결과
• 키워드로 뽑은 문학번역 연구의 주제
•
•
•
•
•
•
•
•
•
•
•
•
•
•
•
•

문학번역
한국문학
자국화/이국화
아동문학
평가
문체
가독성,
수용
곁텍스트
다시쓰기
재번역
소설, 시, 희곡
가화성
코퍼스
기계번역
평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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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 시대별 연구 동향

시대별 문학번역 연구 동향
년도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연구수

78

246

325

15

5. 분석 결과
전체 문학번역 연구에서

아웃바운드 번역 연구에서

성인문학 아동문학
91.4%

8.6%

297

28

현대문학 고전문학
1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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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연구 대상 언어권

17

5. 분석 결과
•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연구 대상 언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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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낙원』의 남북한 번역 양상 연구
– 사탄의 재현을 중심으로–

최성희 (고려대)

1. 연구목적
1. 남한과 북한에서 번역된 『실낙원(Paradise Lost)』의 번역 양상 분석
2. 『실낙원』 의 주제: 인간과 신, 선과 악, 죄와 구원
3. 『실낙원』의 사탄(Satan)의 번역 양상을 분석
4. 이론적 배경: 모나 베이커(Mona Baker)의 내러티브 프레이밍(Narrative Framing)
쥬네트(Gerard Genett)와 배철러(Kathryn Batchelor)의 곁텍스트(Paratext) 개념
5. 분석 텍스트 : 밀턴, 존. 이창배 역. (1989). 『실낙원』. 서울: 범우사.
밀톤, 죤. 조성관 역. (1992). 『실낙원』 . 평양: 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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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낙원』의 사탄

『실낙원』과 사탄
u 남한과 북한에서 『실낙원』은 영문학의 정전
u 사탄의 정체성: 모호한 양가적인 존재
u 작품 초반: 매우 영웅적이고 혁명적인 인물 → 작품 후반: 보잘것없는 존재
u “해결할 수 없이 모호한 양가적인 존재”(Carey 132)
u “서사시적인 영웅” (Shelley 358, Blake 352-53) VS. “자기모순적인 악마” (Lewis 97)
u 번역상 차이점을 확인하고 정치적, 문화적인 요소가 번역 과정에 개입하는 현상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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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2.1.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이론 (Mona Baker)
내러티브:
u 사람이 현실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 (Baker, 2007: 151).
u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반화, 객관화되면서 사람들의 판단을 유도하기도 하고 행동을 이끌기도 한다
(Baker, 2006: 19).
u 사람들은 내러티브를 통해 상황을 체계화하여 범주화하며,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서열화하기도 한다
(ibid. 10).
u 내러티브에는 말하는 사람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될 수 있다.
u 다양한 방법으로 원문의 내러티브는 강화, 약화, 또는 변형될 수 있다 (ibid. 105).

내러티브의 종류
u 개인적 내러티브
u 공적 내러티브
u 개념적 내러티브
u 메타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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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u 리프레이밍이

이루어지는 방법

프레임 중의성, 시공간적 프레이밍, 텍스트의 선택적 전용, 레이블링, 구성 요소의 재배치, 곁텍스트 이용(Baker, 107-139).
v 텍스트의 선택적인 전용:
ü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 내포된 내러티브의 특정 부분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선택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ü 번역 기관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취사선택하여 번역
ü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문의 특정 부분을 생략
v ‘레이블링’을 통한 프레이밍:
ü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를 특정 어휘나 구문, 연상어, 완곡어 등을 사용하여 명명하는 방법

2.2. 곁텍스트 개념
u 쥬네트 (Gerard Genett)
곁텍스트(paratext): 문학 작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 텍스트(Genett 10).
제목, 표지, 서문, 역자 후기
인터뷰, 광고문, 관련 신문기사
u 배철러 (Kathryn Batchelor)
번역본의 곁텍스트가 원본과 목표 독자를 매개하며 독자가 본문 텍스트를 읽는 방향을 이끈다(Bachelor 142).
서문이나 작품해설 등의 곁텍스트는 글쓴이가 독자에게 바라는 독서의 방향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Genett 238; Bachelor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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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과 논의

3.1. 곁텍스트 분석
u 공적 프레이밍 전략
v 남한 서문: 종교시이자 개인 내러티브
“밀턴이 ... 부패한 종교계에 들려준 일종의 경종이었다” (종교시)
“개인적인 측면에서... 치열하고 거룩한 생활백서”(480)
v 북한 서문: 정치시
“‘신’의 폭압을 반대하는 천사들의 투쟁을 그려 보이면서 영국 부르죠아 혁명의 경험과 교훈을
반영하고 봉건 군주제도와 온갖 압박에 대한 영국 인민들의 증오심과 반봉건 투쟁 정신을 비유
적으로 형상한 작품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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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곁텍스트 분석
u 사탄 의 정체성
남한 서문: 중요하지 않음
북한 서문: “사실상의 주인공”(6)
“최초의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신’에게 타격을 가한다”(7)
사탄의 성격의 이 측면에는 객관적으로 봉건적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그 당시 인민들이 보여준 용감성과 완강성이 반영되
어 있다”(7)
u 사탄의 성격
남한 서문: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인 배신자이고, 승리에 고착하는 음모자이자, 악행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악한, 무책임한 지도자
북한 서문: 자유의 수호자이자, 불굴의 전사, 임전무퇴의 지도자, 유능하고 자애로운 이상적인 지도자 =>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
간의 전형

3.2. 본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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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탄의 외모
ST 1: ... he above the rest/In shape and gesture proudly eminent/Stood like a Tower;...(Book 1. 589-591)
TT1: 그는 형체와 거동이 남들보다 의젓하고 뛰어나/ 탑처럼 솟아있다.
TT2: 그의 형체와 몸짓은 오만히 뛰어나 높이 솟은 탑 과도 같았어라.

ST 2 : ... ; round he throws his baleful eyes/That witnessed huge affliction and dismay/Mixt with obdurate pride and
steadfast hate: Book 1. 56- 58)
TT1: ...둘러보는 그의 슬픔어린 눈에는/크나큰 고통과 낭패의 빛이 보이고/완고한 교만과 굳은 증오심이 함께 어
려 있어라
TT2: ... 사위를 돌아보는 눈은 슬프고/완고한 긍지와 굳은 증오에 엇섞여있는 크나큰 번민과 의기의 저상을 보여
라

3.2.2. 사탄의 행동
ST3: This first book...touches the prime cause his fall, the serpent, or rather Satan in the serpent; who revolting
from God, and drawing to his side many legions of angels, was by the command of God driven out of heaven with
all his crew into the great deep. Which action passed over,....(Book 1, The Argument 39)
TT1: 이 1 편에서는... 그 타락의 주요 원인인 뱀, 달리 말하면 뱀 속의 ‘사탄’을 언급한다. 사탄은 하느님을 배
반하고, 많은 천사의 군대를 자기편에 가담시키고 나서는 하느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온 도당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깊은 심연 속으로 쫓겨났던 것이다. 이 대목은 그대로 넘기고서....
TT2: 제 1 편은...인간 타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뱀 (뱀으로 변신한 싸탄)에 대하여 말하고 싸탄이 신을 배반하
고 수많은 천사군을 자기편으로 안입하여 도전한 것으로 하여 신의 령에 따라 그 도당 전부가 하늘로부터
대 나락에 추방추락된 이야기가 서술된다. 어찌하여 싸탄이 신에게 도전하였는가는 생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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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탄의 언어
ST: Better to reign in hell, than serve in heaven. (Book 1. 264)
TT1: 천국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편이 낫지.
TT2: 천국의 노예 되느니 지옥의 군주 되리라.

ST: A faithful Leader, not to hazard all/... and my afflicted Powers/ To settle here on Earth, or in mid air; (Book 4. 933-940)
TT1:충실한 지도자의 할 일은,..../나의 고통받는 부하들을 여기 지상이나/ 또는 중천에 정착시킬 희망을 품고.
TT2: 충실한 대장이 하여야 할 일/...여기 지구우 또는 중공에 내 패전군을/ 안식시키고저 함이러라.

4. 나가는 말
u서문의 리플레이밍 양상이 본문 번역본에도 반영
Ø남한 본문: 원본의 내러티브 그대로 전달되거나 기독교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번역
Ø북한 본문: 원문의 부정적묘사=> 완화
원문의 긍정적인 표현 =>강화
u북한 번역본의 사탄에 대한 내러티브가 북한의 ‘주체적 공산주의자’의 내러티브를 반영
u독자들에게 북한 정치 담론의 정당성을 환기하고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정치관을 주입하
는 북한 당국의 출판 방침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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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더 나아가기
v 북한의 정치 담론과 『실락원』 번역 사이의 연결점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한 작업
v 북한의 『실락원』 번역본과 북한 문예 예술론, 지배 담론 관계
v 북한『실락원 』번역본의 목표 독자
v 북한 독자들의 반응

5. 참고문헌
문상민, 박치원, 한경수, 황경희. (1958). 『서구라파 문학개관』. 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밀턴, 존. 이창배 역. (1989). 『실낙원』. 서울: 범우사.
밀톤, 죤. 조성관 역. (1992). 『실락원』. 평양: 문예출판사.
한국영어영문학회. (1959). 『영국문학사 』. 서울: 신구문화사.
Bachelor, K.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 London: Routledge.
Baker, M.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 Routledge.
Baker, M.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Social Semiotics, 17(2), 151-169.
Blake, W. (1956).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In J. Thorpe (Ed.), Milton Criticism: Selections From Four Centuries (pp. 352-53). New York: Octagon books.
Carey, J. (1989). Milton’s Satan. In D. Danielso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Milton (pp. 131-146). Cambridge: Cambridge UP.
Genett, G. (198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P.
Lewis, C. (1970). A Preface to Paradise Lost. Oxford: Oxford UP.
Potter, L. (1989). A Preface to Milton. New York: Longman.
Shelley, P. (1956). A Defense of Poetry. In J. Thorpe (Ed.), Milton Criticism: Selections From Four Centuries, (pp. 358-359). New York: Octagon books.

9

2021-03-24

한영 포스트에디팅 작업자의 노력
Translog II를 활용한 한영 인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의 차이점 분석

1.1 연구의 개괄
새로운 번역 수행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
수행에 필요한 노력을 상세 분석하여,
한영 인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한영 포스트에디팅 생산성 및 노력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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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동인과 필요성
• 포스트에디팅의 사용 증가와 함께 등장하는 질문
Ø포스트에디팅이 인간번역 대비 생산성이 높은가?
Ø생산성이 높다면 얼마나 높은가?
Ø생산성의 개선이 따라 요율이 낮아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실용적 질문임과 동시에 학술적 탐구 가치
• 국내 상황 및 영어와 한국어 언어쌍의 특이성
Ø한국어-영어 언어쌍의 기계번역 품질이 낮을 가능성 존재
Ø국내 포스트에디팅 기초 연구(품질/생산성)가 부족

2.1 선행 연구
해외: 생산성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포스트에디팅의 생산성이 인간번역 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가 더 많음
(Vasconcellos & León , 1985; Gueberof-Arenas, 2008; Plitt & Masselot, 2010;
Aranberri et al., 2014)
단순히 ＂시간＂기준으로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에서,
생산성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기 시작

One cold economic explanation of the term “productivity” is the ratio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units produced to the labour required per unit of time
(Fellbaum 1998).
크링스(Krings, 2001, pp. 178-179)
시간적(temporal) 노력: 가시적(visible) 가장 중요(most important), 인지적 노력에 의
해 결정
인지적(cognitive) 노력: 직접적 관찰이 불가, TAP 등을 사용하여 관찰
기술적(technical) 노력: 기계번역의 문제를 인지한 이후 발생하는
“수정행위＂노력: 추가-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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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행 연구
오브라이언(O’Brien, 2011): 품질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작업 시간, 수정률, 눈의 멈춤 시
간(fixation time)등 세 가지 요소를 측정하여 시간적 노력, 인지적, 기술적 노력을 파악
하려 노력
칼 외(Carl et al., 2011): 포스트에디팅 경험이 없는 번역자의 작업 과정과 결과물을 분석
번역 품질, 수정율(TER: Translation Edit Rate)과 번역 품질, 작업시간, 눈의 응시(gaze)
등을 통해 포스트에디팅의 생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이상빈(2018): 노력의 정량화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발화 프로토콜 사용하여
작업자를 관찰했으며, 영한 포스트에디팅 작업자의 인지적 노력을 조명하기 시작
김순미 외(2019): 라이트포스트에디팅 기준, 인간번역 대비 70%-80% 정도의 생산성을
주장(시간적 노력), 매우 낮은 수정율을 보임을 보고(기술적 노력)

2.2 연구공백과 기여
1. 한국어<->영어 언어쌍 풀포스트에디팅(full post-editing)에 대한 시간적 노력 조
차 분석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영한, 한영 모두)
2. 한국어<->영어 언어쌍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인지적, 기술적 노력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려움
3. 한국어=>영어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생산성과 작업자의 노력에 대한
기초적 연구 조차 찾기 어려움
한국어=>영어 포스트에디팅의 생산성과 작업자 노력
기초적 데이터를 확보

(영어=>한국어 포스트에디팅 생산성은 별도의 연구로 진행 중)
한국어<->영어 언어쌍의 포괄적 이해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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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1. 영한 포스트에디팅 수업을 수강한, 국내 통번역대학원 졸업생 6명을 대
상으로 실험 및 설문 실시
2. 연구 텍스트는 포스트에디팅 수행에 용이한
정보 전달의 성격을 지니는 가전 제품 매뉴얼 사용 (구글번역)
3. 번역 과정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던, Translog II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Carl, 2012: Translog-II: A Program for Recording User Activity Data for Empirical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4. 인간번역 2회, 포스트에디팅 2회를 동일 주제의 짧은 텍스트로 실행
*인간번역(103)=>포스트에디팅(109)=>인간번역(117)=>포스트에디팅(105): 포스트에디팅 생산성 높이기 위한 조치)

5. 간단한 텍스트 분석 및 시간적, 기술적, 인지적 노력을 분석

<Translog II: 무료 버전>
직관적 작업 창 구성
작업 내용 녹화 가능
재생 기능
기초적 통계치 수집 가능

구체적인 로그 보기 가능

휴지(pause) 플롯 제공 가능:
키스트로크와 연계

일부: 시스템 호환성 부족
김자경. (2020). 전문가와 학생의 번역 과정에 나타난 검색 및 자기교정 관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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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간적 노력 분석
1. 작업 시간=> 분당 단어 처리 수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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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 번역 대비 빠른 비율: 1.4, 0.8, 1.2, 2.8, 1.2 (배수)
3. 전반적으로 인간번역 대비 작업 속도 빠름: 개인차 크게 존재
4. 문제는 핵심적인 기계번역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리고 품질은 인간번역 수준인가?
(품질을 저해하면서, 생산성 높인 것은 아닌가?)

4.1 시간적 노력 보완적 검증
1. 전문가 평가: 통번역 대학원 출신, 경력 4년+, 해외거주 4년+
2. 충분성(출발언어 텍스트의 내용에 충실)+유창성(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과 문법
고려)=> 10점 척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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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평가자 인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우위 평가 실시: 의견 불일치 1회
=> 평가 신뢰도 높음
4. 인간번역 VS. 포스트에디팅의 수용성 충분성 비교 20회:
인간번역 우세 1회, 동률 5회, 포스트에디팅 우세 14회
잠정: 인간번역 대비 생산성 전반적으로 높으며, 품질 역시 우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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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적 노력 (가정)
1. 프로세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인간번역이 새롭게 쓰기 활동이 많을 것이며, 포스트에디팅이 기계번역 결과물의
삭제가 많을 것으로 예측 가능
<인간번역 수행>
인간이 생성한
초기 도착언어
텍스트

다양한
활동

출발언어
텍스트 읽기

최종 도착언어
텍스트 생성

다양한
활동

<포스트에디팅 수행>
기계로 생성된
초기 도착언어
텍스트

번역사 개입
거의 없음

최종 도착언어
텍스트 생성

제한적 활동

출발언어
텍스트 읽기?
이준호(2021)

4.2 기술적 노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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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벤트
텍스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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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제거
기타 이벤트

90
96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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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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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3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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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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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이벤트 인간번역이 더 많음 (PE5 예외: 최대 1.67배 최소: 1.01배)
2. 텍스트 추가: 예상대로 인간번역이 더 많음 (최대 4.73배 최소 1.97배)
3. 텍스트 제거: 예상외로 인간번역이 더 많은 경우 존재
=> 인간번역도 삭제 없이 선형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텍스트 추가/제거 합: 항상 인간번역이 더 높음
4. 기타 이벤트: 앞도적으로 포스트에디팅에서 더 많음
그러나 기타 이벤트가 추가나 제거 보다 많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님,
커서나 움직임 등이 많다는 것은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인간번역과 작업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인간번역 대비 포스트에디팅 기술적 노력(key stroke)은 적은 것으로 보임
=>생산성과 일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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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적 노력 추가 분석
1. 작업 시간과 전체/분 단위 키보드 활동의 수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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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보드의 활동이 시간적 노력을 다 대변하지 못할 수 있음
3. 키보드 활동의 정량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한정적

4.3 인지적 노력의 기초적 비교
1. 작업 영상에서 참여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으며
이 휴지 기간은 인지적 활동의 지표라는 연구가 존재
(Lacruz et al., 2012; Lacruz and Shreve, 2014; Lacruz and Muñoz, 2014; Green et al., 2013)

2. 눈의 움직임과 휴지를 연계하여 인지적 노력을 분석한 연구 존재(Daems et al. 2015)
3.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여 인지적 노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존재

Pause ratio (PR): this measure was obtained by dividing the total pause time in a
sentence by the total time spent post-editing that sentence (cf. O’Brien 2006).
Average pause ratio (APR): this measure was obtained by dividing the average
time per pause (i.e. average pause length) by the average time per source word
(see Lacruz et al. 2012) => 휴지의 평균 길이 / 출발언어 단어 처리당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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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Pause Plot

Pause Plot
휴지(pause)는 인지적 작용에 대한
유의미한 지표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획득한 그래프의 거시적
분석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하지 못함

4.3.1 Pause Plot
1. 초 단위 수준으로 휴지 –키보드 활동 연계 가능: 추후 연구에 사용 가능
(텍스트 상세 분석까지는 본 연구 범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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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Linear View
1. 초 단위 수준으로 휴지의 총량 집계 가능 (수작업)

4.3.2 Linear View
1. 인간번역이 (4/5) 휴지의 회수가 더 많음

2. 정량적 분석

총휴지: 인간번역3회/포스트에디팅 2회

휴지 평균: 포스트에디팅 4회/ 인간번역 1회

인지적 노력이 다를 수 있음. 인간번역의 경우 1초 대의 휴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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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Linear View: 지표의 선택
1. APR을 적용한 경우: 휴지당 평균시간/단어당 평균시간 (Lacruz et al. 2012)

2

추가적 지표 제시 연구: PWR 휴지의 수/단어의 수(Vieira 2016 )

두 지표 모두에서 인간번역의 인지적 노력이 (4/5) 더 크다는 것은 변하지 않음

학습자2 인터뷰 결과

5. 결론
1. 제한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
포스트에디팅의 시간적 노력이 인간번역
대비 적으며, 품질에서 열등하지 않음
포스트에디팅의 기술적 노력은 인간번역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총량이 적음
포스트에디팅의 인지적 노력은 인간번역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포스트에디팅의 인지
적 노력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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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

시사점
추가 연구를 위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
기술적 인지적 노력의 패턴이 다르며 상세 분석을 통해
=> 작업자 및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함의를 도출 필요
시간적 노력 하나만의 지표로 포스트에디터의 노력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음
시간적 노력과 인지적 노력의 정량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분석 필요
<기술적 노력에 의한 차이가 아닌지 분석 필요>

5. 결론
3.

한계 및 미래 연구
더욱 철저한 연구 설계: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Translog II
제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한 파일럿 연구
특정 텍스트 타입 및 특정 엔진의 한계
인간번역=>포스트에디팅 수행의 순서를 포스트에디팅=>인간번역 순서로
변경하여 중첩적 실험을 할 필요가 있음(사전 자료 등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행연구 강화 필요
영한 역시 추가 연구 진행 중=> 논의 확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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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략의
양적 연구 탐구
이지민 (계명대)

연구 배경
•
•
•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연 증가세 – 자막 필요성 증대
시공간 제약을 받는 강연자막의 특성
TED 강연 자막 – 이미 활성화
전문가 번역과 네티즌 번역의 비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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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 자막 원칙
• 자막 번역은 동시성, 원문 충실성, 자막 시간 준수의 세 가지가
중요(Dias Cintas et al, 2007).
• 자막은 꽉 찬 두 줄 기준(총 74자) 으로 6초 룰(Dias Cintas,
2007: 96; Luyken et al. 1991: 44-45).
• 원문의 40%에서 최대 75%가 압축 또는 생략(Antonini, 2005:
213).
• 제약으로 인해 자막 번역은 생략(deleting), 압축(condensing),
각색(adapting)이 불가피(Baker et al, 2009: 16).

선행연구 - 영한 영상 번역 축소율
• 영화 축소율:
단어수, 글자수 35%, 68% 축소(Lee, 2010)
애니메이션 – 25.96%, 애정/멜로-34.13%, 액션- 36.44%, 추
리/스릴러- 37.94% 장민호(2008).
• 다큐멘터리 축소율 - 40%, 53%

2

2021-03-24

선행연구 - 생략되는 내용
• 영화
- 반복되는 어휘, 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어휘 생략,
- 감탄사(you know), 기타 단어 등이 생략
- 문화 특정적 어휘의 생략, 압축, 주어, 호칭, 조사 생략(장민호,
2008)
- “now”, “oh”, “you know”, “look”, “I mean” 등의 담화표지 생략
• 다큐멘터리 자막
- 축소양이 훨씬 많음
-주어, 조사, 접속사 생략, 축약, 대명사 생략

선행연구 - 팬자막
•
•
•
•
•

기존 자막 관습 탈피
원문의 축소 거부 – 폭력적 축소, 부패한 관행(Nornes, 1999)
팬자막은 “변혁적 자막”(Pérez-González, 2013)
형태적 자유로움
양적 축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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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동영상
ST1

TED OTP 번역자와

연사/강연명

상영 시간

Elizabeth Gilbert:

19분 28초

Your elusive creative genius
ST2

Alain de Botton:

검토자
young-ho park,

EBS 번역자
이종길

bumbae kim
16분 51초

A kinder, gentler philosophy

Clair Han,

이종길

Soohyun Pae

of success
ST3

Jacqueline Novogratz:

7분 33초

An escape from poverty
ST4

Sugata Mitra:

17분 10초

The Child-driven Education
ST5

James Cameron:
Golan Levin:
Art that looks back at you

이종길

jinmyeong jeong,

이종길

taehoon chung
17분 8초

Before Avatar... a curious boy
ST6

Ji Hoi Min,
Boeun Joo

MunJeong Kyung,

성모정

Miryoung Lee
15분 33초

Soohyun Pae,

이종길

Joanne Jung Eun Choi

연구 방법
• 삼각법(triangulation):
두 개의 독립된 요인에 의해 확증되는 명제는 단일한 요인에 의
해 확증되는 것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
- 내용분석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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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 문장수와 단어수는 TED와 EBS 각각 29.5%, 51.1% 감소
• TED와 EBS 모두 절, 접속어, 대용어, 담화표지 생략. 단 일부 패
턴 차이
• TED 번역자 설문 조사 결과 의식적으로 기존 전문가 자막을 따
르려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번역 과정에서 위 항목을
의식적으로 생략하고 있음을 확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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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번역 연구의 다학제적 접근

박현주(이화여대)

목차
1. ‘박물관’과 ‘박물관 번역’ 개념
2. 박물관 번역 관련 해외 메타/다학제적 연구
3. 국내 환경에의 시론적 적용

- 언어경관 관련 연구
- 기호학적 관점의 결합
- 다학제적 협업, 산학 협력 차원의 연구
- 오디오가이드 번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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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개념: 협의 vs. 광의
• 국내
- 일반적으로 고고‧역사‧민속‧미술사 분야에서 제한적 의미로 사용
- 예) 미술관과의 구분
• 국제박물관협회(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 협의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미술관, 동식물원, 살아있는 유산, 과학관, 자연보전지역까지 포함
- Neather 2018: 현장(in situ) 박물관으로서의 유적지까지 포함
- Valdeón, 2015: 야외 박물관(open-air museum)
- 유적지 역사관: dark tourism/negative heritage와 연계 가능
• 번역어 ‘박물관’ vs. ‘museum’
- 광의의 개념을 반영한 ‘뮤지엄’ 용어 제안(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 번역’ 개념
• 박물관 내 텍스트(texts in museums) vs. 텍스트로서의 박물관(museums as texts) (Ravelli 2006)
- 전시 관련 텍스트(Dean 1994. Museum Exhibtion: Theory and Practice)
- 비언어적 요소, 프로세스 관련

• 박물관 내 번역물(translations in the museum) vs. 번역으로서의 박물관(museums as translations)
(Neather 2018)
- 전통적 텍스트 vs. “관문 텍스트”(gateway text) (Sell 2015)
- 전시물, 텍스트 등을 선별 및 조합하여 전시함으로써 문화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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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번역 메타 연구(Neather 2018)
• Museums, material culture, and cultural representation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and Culture)
• Translation for Museums, Galleries and Heritage Sites
(Routledge Translation Practices Explained 시리즈로 준비 중)
• 관람객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언어역(verbal register): 텍스트 자료
- 환경역(environmental register): 비텍스트(조명, 배치 등) → 기호학, SFL(multimodality)
- 경험역(experiential register): 관람객 측면 → 대화추적, 설문, 인터뷰
→ 박물관 번역의 어떤 측면을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한 연구 방법

박물관 번역 메타 연구(Liao 2018)
•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으로서 박물관
• 박물관 번역 기능
- 정보 제공 기능(informative function): ST-TT 번역양/전략, 전문용어, 문화특정어휘
- 상호작용적 기능(interactive function): 박물관 기능 설정의 문제(교육 vs. 오락)
- 정치적 기능(political function): 기관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측면
- 사회 포용 기능(social-inclusive function): 접근성(accessibility) 관점
- 전시물 기능(exhibitive function)
→ 연구를 통해 박물관의 어떤 기능에 기여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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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L: 박물관학과 번역학의 교차점
• Ravelli(2006)

- Halliday의 체계기능문법을 박물관 텍스트에 적용

• Jiang(2010)
- “Quality assessment for the translation of museum texts:
Application of a systemic function model”
- 박물관텍스트 번역 평가에 SFL 적용. 체계기능적 TQA 모델 제안
- 정성적 분석 + 정량적 분석(코퍼스적 접근, parallel/comparable texts)

기호학적/미학적 차원의 접근
• 박물관 소장품 중 중국 산수화의 번역
- “Visual pragmatic effects of distance representation in bilingual museum catalogue
entries of chinese landscape paintings” (Jiang 2012)
- “Bilingual representation of distance in visual-verbal sign systems: A case study of Guo
Xi’s Early Spring” (Jiang 2018)
- “Bilingual and intersemiotic representation of distance(s) in Chinese landscape painting”
(Jiang & Zhu 2018)
- 서양의 원근법 vs. 곽희의 삼원법(고원법, 평원법, 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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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지학/인류학적 측면의 접근
• ‘접촉지대’로서 박물관에서의 문화 표상
- Clifford(1997): Pratt(1992) ‘접촉지대(contact zone)’ 개념을 차용,
박물관을 접촉지대로 간주
- “The Other on display: Translation in the ethnographic museum” (Sturge 2006)
- Representing Others: Translation, Ethnography, and the Museum (Sturge 2007)
- “One photo, two stories: Chinese photos in British museums” (Liao 2015)

적용1: 언어경관 관련 연구
• 언어 경관(linguistic landscape)
- 공적 공간에서 언어의 표상
- 문어 기호의 시각적 전시 및 이들 기호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
예) 호주 모나쉬대학 박사 논문
- “Translation in Japanese Museums: A Study of Multimodal Issues and Strategies” (Sell 2015)
- 박물관 근무 경력. 동경국립박물관과 망가전문박물관 등 사례 연구
- 언어 구성을 통한 박물관별 언어 정책 파악, 번역 통한 텍스트 접근성
⇒ 관광객 유입 비율 → 기관 내부 정책, 전시 의도, 국가 언어 정책, 대외 관계까지도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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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경관(기관 정책 방향)
•국립민속박물관 사전류 번역 프로젝트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생업기술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
-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 에스놀로그(Ethnologue) 2019년 통계 기준, 모국어로 사용되는 언어 순위 1위에서 3위까지의 언어
(2020년 순위 변경: 영어, 중국어, 힌두어, 스페인어, 불어)
cf) 박리라와 조성은(2015)
- ｢문화콘텐츠 웹사이트의 로컬라이제이션 연구: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중심으로｣

언어경관(전시 목적)

•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17)

• 부산박물관 전시(2018)
- 교류전: 한국어, 일어
- 상설 전시: 한영(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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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2: 기호학적 관점의 결합
• Neather(2008, 2012), Jiang(2012, 2018), Jiang & Zhu(2018) 등
• 장소기호학(geosemiotics)
- “Translating multimodal texts in space:A case study of St Mungo Museum of Religious LIfe and Art”
(Liao 2018)
- 번역 제공 유무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형성
2층 종교예술관: 벽면 글래스고우 관련 전시물, 안쪽으로 세계 종교 관련 유물 배치
벽면 전시물은 제목만 번역, 안쪽 전시물에 대해 더 많은 번역 제공
→ 외국인 관람객 동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꼭대기층: 창문 통해 주변의 기독교 관련 건축물 볼 수 있음.
영문만 있어 외국인 관람객이 박물관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을 인지 못할 수 있음.

장소기호학
⇒ 다크 투어리즘 사이트에 적용 가능. 예)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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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3: 다학제적 협업, 산학 협력
• Neather 2018: 박물관학계, 번역학계 협업 필요성 제시
• Liao 2018:

- 박물관학 MGIVE 프로젝트와 번역학 GILT 프로세스 유사성
- MGIVE: museums, galleries, international visitor experience
- GILT: globalisation, internationalisation, localisation, translation

적용3: 다학제적 협업, 산학 협력
• 향후 연구 가능성
- localization 관점, 관광학/업계와의 협업
- technical writer → 이언어/이문화 전문 작가/컨설턴트
예) 부산근대역사관: 입말용 스크립트 작성

- internationalization

예) 민박 사전류 번역(번역할 표제어, 내용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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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4: 오디오 가이드 번역 연구
•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의 상호작용 제고를 위한 뉴미디어 활용
• 주로 박물관 AD(audio description)나 AVT(audiovisual translation) 차원에
서 연구
• AD(audio description)
- multimodal/multisensory translation (Randaccio 2018)
- static: 유물/예술작품 시각 정보 언어화
- dynamic: 시각 장애인용(barrier-free)

오디오 가이드 번역
•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적용 가능성
- 주로 외주 제작: 오디오 가이드 제작업체(Antenna Audio 등)
cf) “The appreciation of cultural and lingusitc adjustments in multilingual museum audio
tours by international tourists” (Tempel & ten Thije, 2012). 연구 인턴십
- 다양한 인간 행위자(큐레이터, 에디터, 번역가 등)와 비인간 행위자(오디오 가이드,
mp3 파일 변환...)
cf)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으로 살펴보는 박물관학: 뮤지엄을 둘러싼 인간/비인
간 행위자의 끊임없는 ‘번역’｣ (김수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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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가이드 번역
• AD의 언어별/지역별 차이
- 미국(객관적 기술) vs. 유럽(보다 유연. 시간 절약, 오해 피하는 쪽으로)
예: 미소짓고 있는 상황
미국: “입술은 벌어지고 눈이 반짝이고 있다”
유럽: “미소짓고 있다”

- cf) “Cross-cultural pragmatics and translation:
The case of museum texts as interlingual representation” (Guillot 2014)
• 접근성 관점
- “Museum accessibility through translation: A corpus study of pictorial audio description” (Hurtado
&Gallego 2015)
- “Museums for all. Translation an Interpreting for multimodal spaces as a tool for universal
accessibility” (Hurtado et al. 2012)

오디오 가이드 번역
• AD 작성 지침
- 다양한 지침 존재, 상충하는 경우도
- Art Beyond Sight (ABS)’s guidelines for verbal description:
가장 기본이면서도 회화, 조각 기술에 효과적
- Standard Information
- General Overview: Subject, Form, and Color
- Orient the Viewer with Directions
- Describe the Importance of the Technique or Medium
- Focus on the Style
- Use Specific Words
- Provide Vivid Details
- Indicate Where the Curators Have Installed a Work
- Explain Intangible Concepts with Analogies
- Provide Information on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출처: http://www.artbeyondsight.org/handbook/acs-guidelin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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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번역교육에서 온라인 과업 활용방안 모색
김인성(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과정중심교육(process-oriented approach, 질(Gile), 2009)를 (저학년)학부번역교육에서 실
행하기위해 시작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집중하기가 힘든 비대면 수업이라는 환경에서 번역과정
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원리나 추상적 개념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과업(task)의 도입을 검토해본 연구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동기
수업에서 활용한 과업이 어떤 모습인지,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보여주기에 앞서, 과
정중심교육의 실현과 학생들의 참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왜 과업이라는 도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이론적 배경 설명과 함께 언급할 것이다. 가장 먼저 왜 과정중심교육을 선택
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2.1. 과정중심교육 교수법
질(2009, p. 14)은 과정중심교육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중심교육
이란 결과물에 집중하지 않고 번역 과정에 집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에게 맞고 틀
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짚어내고, 학습자들의 인식을 향상시키
며, 바른 번역 원리, 방법, 절차(principles, methods, and procedures)를 제안하는 방식의 교육
을 말한다. 그리고 그 장점으로는 (1) 시행착오로 이루어지는 결과중심교육보다 진척속도가 빠르
고 (2) 결과중심에서는 마주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반면, 과정중심에서는 과정의 한 양
상에 대해 집중할 수 있고 (3) 번역 전략에 방점을 찍어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부족에 좌
절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번역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도록 하고 (4) 유연하게 학습 내용
을 정할 수 있어, 결과중심에서 교수자의 모범답안과 비교당하는 일이 없게 되므로 학생들의 학
습의욕 고취에 좋다는 점들을 꼽을 수 있어 입문 수준에서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질은 말한
다.
이어 질은 이를 위한 교수법으로 번역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순차적 모델(sequential model)
에 근거하여 번역과정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보고서(번역문제와 의사결정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질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폭스(Fox), 2000; 김련희, 2015; 김혜영, 2004; 남원준,
2014 (김대영, 2015에서 인용))이 과정중심교육 교수법의 효용을 인정하고 번역 다이어리, 또는
저널과 같은 기록물을 통해 번역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모두 과정중심교육의 장점들을 누리기에 적합하였으며 이는 각각의 연구결
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2. 본고의 상황에 견주어 본 과정중심교육 교수법
하지만 과정중심교육 실행을 위해 선행연구들과 같은 교수법을 채택하기에는 본고가 처한 상
황을 고려했을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학부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번역의 원리, 방법, 절
차들을 성찰하기 위한 개념적 지식 자체가 거의 전무했다. 물론 일반적인 언어로 번역과정을 서
술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언급 없이는 주관적인 느낌을 서술하다가 끝나
게 될 위험이 있다. 개념적 지식이 있다면 번역과정에 대해 논할 때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번역 과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며,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에 오해도 줄일 수 있으므로 수업 중 토론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1

따라서 본고는 학부학생들에게 번역의 추상적 개념들을 이해시키는 일이 과정중심교육을 위
한 첫걸음으로 보았다. 그래서 과정 성찰과 토론의 근간이 되는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어떻게 해야할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개념을 설명하
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의심스러웠다. 논의를 위해 수업 중 번역자료로 활용
했던 한 예시문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ST : Biden Calls State Decisions to End Mask Mandates ‘Neanderthal Thinking’

ST의 ‘Neanderthal thinking’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번역할 수 있다. ‘네안데르탈인
같은 사고(TT1)’로 그대로 옮길 수 있고, 아니면 ‘미개한 사고(TT2)’와 같은 식으로 단어
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를 번역하는 안이다. 번역 수업에서 번역 결과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이르게 된 원리, 방법,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과정중심교육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TT1, TT2 중 어느 쪽이 맞고 틀린 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과정이 중요하며 과정을 학생들에
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번역에서도 수학처럼 ‘명쾌한 답’을 원하는 학생들(이
상빈, 2010, p. 189)에게 과정중심적 패러다임의 설명을 전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아마 다음의
시나리오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 과제에서 Neanderthal thinking이라는 부
분은 어떻게 번역하셨나요?” 조용하다. 얼마간의 침묵이 있은 후, 교수자는 탈언어화의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입을 뗀다. 애석하게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표, 기의,
‘Neanderthal’의 의미장, ‘네안데르탈인’의 의미장과 같은 여러 추상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거쳐야 한다.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어가는 것이 보인다. 학생들의 표정은 ‘그래
서 내 번역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것만 말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번역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간다. 마침내 하나의 번역안을 제시
할 순서가 온다. 하지만 사전에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반드시 한다. “이게 답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제서야 ‘미개한 사고’라는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미개
한 사고’라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학생들이 뭔가를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보인다.
이에 교수자는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얘들이 지금 Neanderthal
thinking = 미개한 사고라고 쓰는 건 아니겠지’?

물론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학생들이 설명을 잘 이해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
다. 하지만 의사결정과정이 위 사례보다 복잡한 번역문제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생으로서는 교수자의 설명이 30%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차선
책으로 ‘Neanderthal thinking = 미개한 사고’와 같은 결과중심의 필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확산은 과정중심, 결과중심을 떠나 학습효과
달성 그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학생들은 교수자와 같은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
이 아니라, 자기 방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이로 인해 교수자를 덜 의식하게 되어 집중력이 더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 강의해도 20분이 지나면 화면에 보이는
얼굴은 절반도 안 된다. 처음 시작할 때 출석 표시를 하고는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보이지 않는다
(이광형, 2020.9.17)” 라고 말하는 신문기사를 보면,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라기도 힘
든 것이 비대면 수업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추상적 내용을
전달한다는 일은 언감생심이다.
학생의 참여진작과 결과중심적 사고 타파라는 과제를 놓고, 문헌연구를 한 결과 본고는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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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과업(task)을 고안하는 것을 고려해보게 되었다. 다음은 곤잘레스데이비스(GonzálezDavies, 2004)의 과업기반학습(task-based learning)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왜 본고의 맥락에
서 TBL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2.3. 과업기반학습
외국어교육에서 먼저 활발히 연구되었던 TBL은 우르타도(Hurtado)와 곤잘레스데이비스를
통해 번역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차용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업의 모습 또한 번역학에 맞
게 변모하였다. 곤잘레스 데이비스에 따르면 과업(task)는 일반적으로 학습활동과 비슷한 것으로
특정한 요점을 연습하기 위한 연습문제(exercise)에 해당한다(곤잘레스데이비스, 2004, pp.2223). 과업기반학습을 학부수업에 도입한 연구인 조(Cho, 2012)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진작을 목
표로 하는 과업을 제작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해본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과업을 활용함으
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움을 주도할 수 있었다(ibid., p. 101)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고는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이라는 과업기반학습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2.4. 본고의 상황에 견주어 본 과업기반학습
과업은 학생에게는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수업시간 내 활동이고, 따라서 학생은 과업을
통해 학습의 주체로서 활약하게 된다. 반면 과업을 활용하지 않는 기존의 번역수업에서는 학생은
수동적으로 참여한다. 미리 집에서 번역을 해오고, 수업시간에는 해당 번역에 대한 논의를 수동적
으로 듣기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작게는 한 단락, 많게는 여러 페이지에 대한 번역을 몰아
서 한 번에 논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 학생들의 집중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입장에서는
자신이 번역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과 관련이 없으면 흥미를 잃게 마련이고, 또 어차피 개
인 피드백을 나중에 받게 되므로 집에 가서 그걸 보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수업 시간에는 자신
의 번역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체크하는 식으로 교수자가 이야기하는 ‘정답’만 받아 적게 된
다. 학생 입장에서는 과정중심교육이 전달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 결과중심적으로
답만 파악하는 것이 집중력을 덜 소모해도 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참여도 저하가 과정중심교육의
효과적인 전달에 약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교육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학생의 참여진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업기반학습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 특정 번역 과정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는 과업
을 설계하고, 이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면, 참여도가 올라가게 되고, 학습효과가 향
상되며, 궁극적으로는 과정중심교육이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구체적인 하나의 학습목표를 갖는 과업을 설계하여 수업에서 시행해
보고 그 학습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제 어떤 과업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본고는 과정중심교육을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지만, 학생들의 부족한 개념적 지식과
학생들의 참여도 부족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업의 활용을 검토
해보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과업을 꾸리게 된 방식과 같은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
를 밝히고자 한다
3.1. 수업의 성격
2020-2학기에 진행된 본고의 수업명은 ‘English-Korean Translation (2) (이하 EKT)’
이다. 본 수업은 전공 2년차 수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1전공자를 기준으로 말할 때, 본 수업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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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대체로 수강하게 되는 수업이고, 이중전공생이라면 2학년부터 전공수업을 듣게 되므로 3
학년에 수강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가 맡은 수업은 이중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었으며 수
강생 27명중 3명이 4학년(수강이력으로 따지면 1전공생 3학년에 상응), 나머지 24명은 3학년
(수강이력으로 따지면 1전공생 2학년에 상응)이었다. 그러므로 번역 입문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인영어성적을 제시하도록 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능력에 있어서는 상급정도(토익 점수 900점 이상)의 수준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3.2. 과업구성방식
과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학생이 자신의 번역과정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번
역과정의 추상적 개념들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추상적 개념을 지정하는 것이 과업 제
작의 출발점이 된다. 번역과정의 추상적 개념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과업의 수도 그에 따라 많아
지겠지만 지면의 관계로 그 중 하나만 소개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밝히는 과업의 학습주제는
‘예상독자와 등가의 관계’이다.
또 참여도를 진작할 수 있는 과업기반학습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
련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학생이 학습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식으로 과업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고의 배경이 된 수업은 온라인강의로 진행되었으므로, 과업은 구글폼즈(Google
Forms) 설문지의 형태로 제작하여 배부되었다.
3.3. 과업
과업을 수행하기전에 미리 번역과제로 하나의 짧은 신문기사 텍스트(인베스팅닷컴
(investing.com), 2020.8.18)를 번역하도록 하였다. 해당 원문은 EPS라는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
이 필요한 전문용어가 나오는 텍스트이다. EPS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주당순이익’이라는 대응
어를 찾을 수 있지만, 과업을 통해 1:1 대응어 관계를 찾는 것 만이 번역이 아님을 알게 하고 싶
었다. 그리고 예상독자에 따라 EPS를 그대로 두는 것이 번역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하는 과업
을 만들어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실제 받은 과업 내용이다.
1-1. 다음의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다시 써주세요. "Walmart announced earnings per share of
$1.56 on revenue of $137.7B. Analysts polled by Investing.com anticipated EPS of $1.25
on revenue of $135.29B.“
2-1. "EPS"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나요? 네 / 아니오
2-2. EPS라는 용어를 번역하기 위해 거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예 : 해당 용어는 생소했
기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지식백과에 나오는 뜻을 보고 이해한 후 번역문에 사용했다.)
3-1. EPS번역을 다음의 독자를 위해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건가요? 예상독자 : 고등학생
3-2. EPS번역을 다음의 독자를 위해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건가요? 예상독자 : 상경계 비전공
대학생
3-3. EPS번역을 다음의 독자를 위해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건가요? 예상독자 : 상경계 전공
대학생
3-4. EPS번역을 다음의 독자를 위해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건가요? 예상독자 : 투자자, 애널리
스트

3.4. 과업수행 결과
과업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1-1에서는 EPS를 주당순이익이라고 풀어서 번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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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2-1에서는 28명중 25명이 EPS를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2-2의 답변
에는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검색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대부분이었으며, 예상독자를 상정하는 내
용은 없었다1. 하지만, 3-1부터 3-4에 이르는 문답을 통해 학습자들은 예상독자를 고려하여 TT
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모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과업수행 결과는 학생들의 토론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EPS의 번역은 ...이 맞는 것 같습니다’는 식의 1:1대응어 위주의 평면적인 논의에
서 벗어나, 예상독자, 한국 뉴스의 규범과 같이 텍스트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논하며 입체적
인 토론을 하게 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응답결과 이외에 과업수행의 효과를 알 수 있었던 지점은 바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출석한 학생 28명중 28명이 모두 과업에 성실히 응답하였다. 이는 매우 큰 성과이다.
과업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간에 학생을 지목하여 ‘학생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나요?’하고 질문을 하면 해당 학생은 딴 짓을 하고 있다 질문을 놓쳐버려 교수자가 재차 설명해
줘야하는 일이 많았다. 심한 경우에는 카메라가 꺼져 있고, 이름을 호명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도 있었다. 과업의 실행을 통해 그런 일이 없어졌고 전원이 학습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점만 해도
큰 성과였다.
뿐만 아니라 토론의 참여도에도 괄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과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교수
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약 3~5초 정도의 침묵이 있고, 학습자들끼리 다소 눈치를 보다가 자원하
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던 반면, 과업을 수행한 이후에는 교수자가 번역 내용 토론에 대한 화
두를 던지면, 학생들이 지체없이 자원을 하며 토론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거수가
어려워 동시에 발언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물론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하며
엄격히 변인통제가 이루어진 비교가 아니므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한계는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학생들의 집중이 어려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번역에 대한 추상적 개념지식이 없
는 번역 입문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정중심교육의 기틀을 굳히고자, 학습활동인 과업을 만들
어 수업에 활용해보고 그 결과를 논하였다.
본고에서 과업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번역과정을 성찰하기
위한 학생들의 개념적 지식의 보완, 그리고 산만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 확보. 연구
결과 과업의 도입이 개념적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학생의 참여도를 진작하는데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과업 도입의 효과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다소 주관적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제시한 과업의 내용과 질문속에
답이 숨어있는 과업의 성격을 통해 학습효과를 필연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습효과는
어느정도 감지할 수 있고, 또 참여도는 학생의 응답율로 어느정도 증명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조
심스럽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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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기사나 블로그 글 등을 확인하고 번역문에 적용했습니다‘라고 답변한 학생
과 같이 도착어 규범 검토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상독자를 고려하게 된 사례는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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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방법론과
통번역학의 연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이주연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들어가는 말
• 통번역의 학문적 접근: 지난 50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 및 성장
• 통번역의 다학제적 특성 (신지선, 2020): 언어학, 사회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비교문학, 문화 연구, 컴퓨터 공학, 뇌 과학 등 연관

• 연계 학문 분야의 각기 다른 연구방법론에 익숙해져야 하는 어려움
• 통번역학 연구의 전환
• 1960-70s : 언어적 전환
• 1980-90s : 문화적 전환 & 사회적 전환
• 방법론의 전환 (신지선, 2020)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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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학 연구의 갈래
• Product 중심: ST와 TT 텍스트 비교
• Process 중심: 통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
• Social & Cultural Context 중심: 통번역을 둘러싼 사회정치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 Participant 중심: 통번역사 및 주변 참여자들에 대한 연구
• Education & assessment 연구: 교육과 평가

번역연구
• Holmes’ Map (1972, Munday, 2016에서 재인용)
• 순수 연구: 기술(descriptive) 및 이론화
• 기술: 결과물 중심; 기능 중심; 과정 중심
• 이론화: 전반적(general) 이론; 특정 주제에 대한 이론

• 응용 연구: 번역 교육, 번역 비평, 번역 보조도구, 번역 정책 등

• 번역학 동향
• 1970년대: 텍스트 유형, 목적 등, 담화 분석, 체계기능주의
• 1970년대후반 – 1980년대: 기술론적 접근
• 1990년대: 문화학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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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연구
• 통역연구 구분 (Hale & Napier, 2013)
• 설문조사 (questionnaire)
• 에스노그라피 (ethnographic research)
• 담화분석 (discourse analysis)
• 실험 (experimental methods)
• 교육과 평가 연구

통역연구
• 통역연구의 세 가지 전략적 방향성 (Pöchhacker, 2017)
• 현장 기반 연구 (fieldwork)
• 설문조사 (survey)
• 실험 (experiment)

• 데이터 수집의 세 가지 전술 혹은 기법 (tactics or techniques)
• 관찰 (observation)
• 질문하기 (asking questions)
• 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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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교육연구 – 현황 조사
• 최근 10년간 3개 통번역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 중 제목에 <교육>

<학습> <수업>이 포함된 논문들 추출
• 총 117개 논문 중:
• 교육적 개입(intervention) 실험: 15% (18편)
• 문헌조사 및 교육적 제언: 31.6% (37편)
• 설문조사 활용: 27.3% (32편)
• 통역이나 번역 결과물 비교 논문: 19.6% (23편)
• 학부 교육: 24.7% vs. 대학원 교육: 44.5% (나머지는 대상을 밝히지 않음)
• 언어 구분: 영어(29%), 프랑스어(6%),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통번역 교육연구 – 특징
•
•
•
•
•

문헌 및 자료 조사 접근법 위주
데이터 수집하는 경우 질적 데이터 위주
특정한 통번역 주제를 다룬 후 교육적 함의 간단히 논의
새로운 교수법 적용을 통한 실험연구는 많지 않음
일부 실행연구(action research)나 사례연구(case study)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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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 과학적 교육연구의 목적: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여
이론을 정립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제 문제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기법의 설명 및 향상을 도모한다
(장택수, 2004)

• 다양한 인접학문의 영향: 심리학, 사회학, 철학, 행정학 등 (및 교과목
관련 학문분야)

교육 연구 방법론
- 실험연구 •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할 목적
•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 검증
• 통제된 조건하에 연구결과에 변화를 유도하는 처치변수
• 그 처치에 따라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종속변수
• 처치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 실험연구의 준거
• 적절한 실험통제; 인위성의 지양; 비교를 위한 기초; 적합한 자료; 비오염 자료;
외생변인 통제; 설계의 대표성; 설계의 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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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 방법론
- 비실험연구 • 이미 벌어진 일의 원인을 거꾸로 추적하거나, 연구 윤리에 저촉되어
혹은 실질적으로 실험 처치를 가할 수 없는 경우
• 설계를 통한 변인 통제
• 통계적인 변인 통제

• 응답자의 자기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 사실 발견, 가설 검증, 규준 작성
• 조사 방식에 따른 분류: 질문지, 면접, 전화, 우편, 인터넷 조사

교육 연구 방법론
- 델파이법 •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는 연구법
• 델파이 설문지조사: 3-4회에 걸쳐 동일한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

• 전문가 응답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정보 등을 반영하여 설문지 구성
• 특징: (1) 참여자의 익명의 반응 (2)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3) 통계적 집단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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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 방법론
- 메타분석법 • 다양한 연구들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적 틀 속에서 통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결과의 누적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

• 특징
• 많은 연구 자료의 정보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계량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

• 분석대상을 미리 결정하거나 연구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음
•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

교육 연구 방법론
- 문화기술학적 방법 • 교육의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적 체제, 과정, 현상을 과학적으로 서술하는
과정
• 목적: 교육상황에서 참여자의 상황, 행동, 믿음 등에 대해 풍부하고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평가, 기술적 연구, 이론적 탐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함

• 특징
•
•
•
•

상황에 내재하는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여 기술하는 활동
관찰하고자 하는 문화나 그 맥락에 따른 인간 행동의 ‘질적인 본질’을 밝힘
정보제공자의 주관적인 내부적 관점과 연구자의 객관적인 외부자적 관점을 통합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가설이 형성되고 수정됨: 사이클형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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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 방법론
- 사례연구 • 사례 연구의 분류
•
•
•

본질적 사례 연구: 특정한 사례 자체에 대한 본질적 관심을 기반으로 수행
도구적 사례 연구: 어떤 쟁점이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거나 일반화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집합적 사례 연구: 어떤 현상이나 일반적인 조건을 탐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사례들을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

• 사례(case)의 특성
•
•
•
•

경계성 (boundedness): 본질적으로 주위 환경과 구별될 수 있는 경계가 있음
구체성 (specificity): 각 사례는 독특하며 구체적임
복잡성 (complexity): 여러 맥락과 얽혀있는 상황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복잡한 실체
체계성 (systemicity):

기능과 목적을 가진 하나의 통합된 체계

• 사례연구의 장점
•
•
•

특정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연구방법
현장의 지식 기반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자연주의적 일반화에 효과적

참여적 실행 연구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
• 연구 대상 참여자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의 모든 단계의 설계 및 실행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특징 (Stringer, 1996, MacDonald, 2012에서 재인용)
•

민주적, 평등(equitable), 해방, 삶의 개선

• 다양한 데이터 수집방법 활용 가능
•
•

최소한 3개 이상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
포커스그룹, 참여자 관찰, 현장 노트, 인터뷰, 다이어리와 개인 기록, 질문지, 설문 등

• 교육학에서 PAR: 교사 개발 및 교수법 관련 교육적 변화 위한 활용
•

연구 참여자 자신이 곧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실천에 반영하는 실행자
(전현욱, 2019)

•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법; 협력적 실행연구와
혼재 (강은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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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현상학적 분석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 성찰적이고 자기 인식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현재 이해되고 있는 것과 과거에 알려져 왔던 것을
분리하여 바깥에 보이는 이슈를 드러내 밝히려 함 (Brownrigg, 2011, 이광석, 2013 재인용)

• 세 가지 요소
•
•
•

현상학적 요소: 참여자의 생활세계의 상세한 점검
해석학적 요소: 2중 해석 (참여자가 해석적 행위를 통해 이해한 세계를 연구자가 의미화하는 것)
개성기술(idiography): 개인의 경험에 접근하여 관심을 자세히 기울임

• 연구단계: 자료 수집, 인터뷰 일정, 인터뷰, 분석, 보고서 작성
•

분석 특징 열거

• IPA의 장점과 한계 (Noon, 2018)
•
•

장점: 주관적 경험 탐구 (교사 및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등);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 수집; 명확한 가이드
한계: 참여자 언어표현 한계; 개성기술과 공통된 테마 추구의 갈등; 일반화 제약; 윤리적 측면

워크샵 방법론
(Workshop as a methodology)
• 워크샵 방식을 통한 연구문제 탐구
• 새롭게 등장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나 현상을 탐구하는데 적합
• 연구대상 현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미 부여, 해석, 경험, 문제 해결 방법 등 도출
• 일회성 워크샵 혹은 일련의 워크샵을 통한 반복적 연구방법
• 워크샵 참여자들
• 협력적 참여 (collaborative participation): 연구자 통제 하에 협력
• 공평한 참여 (collegiate participation):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감
• 연구자의 역할
• Clinician: 참여자들의 필요와 니즈에 집중
• Ethnographer: 연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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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맥락에서의 연구윤리
• 연구동의서(사전동의): 연구 수행 전 반드시 자료의 수집대상이 되는 연구대상자,

연구참여자 또는 피실험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무기명 이용; 자료 이용 후 파기 혹은 보관 관련 방안 채택;
표집이나 자료수집을 제3자에게 요청한 후 자료결과만 활용
• 교육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효과
• 피그마리온 효과: 연구자의 기대가 피실험자의 행동에 반영되는 경향 (교사의 기대효과 등)
• 호오손 효과: 연구에 참여하는 피실험자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성취에서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줌

• 존 헨리 효과: 실험연구에서 통제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험집단에
대항하여 경쟁적인 성취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효과

• 인상효과: 한 특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많은 특성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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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외 통번역 연구동향 비교

유한내(전남대)

1

연구 배경
<그림1> 유럽번역학회 Cf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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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그림2> 국내 학술대회 발표 주제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문학번역
곁텍스트를 통해본 북한의 프랑스문학 번역
커뮤니티 통역 현황 및연구 동향
통역 교육의 주안점-어제와 오늘
출판번역과 글쓰기
인지적 직시 번역양상: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Fidelity or Infidelity? The Controversy over Deborah Smith’s The Vegetarian
The Translator as Writer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상번역
더빙번역의 감수전략: 캐릭터의연령 낮추기
통번역과 문화용어, 그 이론과 실제의 과거와 미래
트랜스크리에이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내디디며
첨단 과학기술 시대의 번역과윤리문제
공자의 여성관과 번역을 통한논어의 재의미화
번역교육에 대한 우리의 논의
직접 인용 부호 번역과번역교육에 미치는 함의-북미회담 관련 뉴스 기사 중심으로
21세기, 기술발전이 통번역에 던지는 도전과 기회
다단계 기계번역을 활용한 비전문가번역 품질 향상 방안 모색
번역학 연구방법론
한국의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동향과 번역 한계
문학작품 속의 번역자, 역사 속의 번역자

3

연구 목적
•
•
•

해외 통번역 연구와 국내 통번역 연구의 동향이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기법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외 통번역 관련 연구 데
이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비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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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학 (bibliometrics)
• 설명, 평가 또는 행정적 목적으로 학술 문헌을 분석, 계량, 측정하여
정확하고 공식적으로 재현하는 학문(드 벨리스(De Bellis), 2009: 3)
• 문헌 정보를 데이터 삼아 특정 학문의 연구 현황 및 동향을 개별 연구
자, 연구 기관 및 그룹, 지역이나 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줌(고티에(Gauthier), 1998 : 9)
• 동시저자 네트워크(co-authorship networks)를 통한 연구자간 협력
형태 분석, 키워드 분석(keyword analyses)을 통한 연구 주제 동향 분
석, 동시출현단어 분석(co-word analyses)을 통한 개념적 연관성 분석
등 (그르빅과 폴라바우어(Grbić & Pöllabauer), 2008a, 2008b, 2009)

5

해외 번역학과 서지정보학
•

•

•

•

•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에서 2015년 ‘번역학의 서지정보학 및
서 지 학 적 연 구 (Bibliometric and Bibliographical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라 는 제 목 으 로 특 집 호 를 발 간 하 면 서 메 타 서 지 정 보 학
(metabibliometric) 및 서지정보학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이 대거 이루
어짐.
자네틴 외 (Zanettin et al., 2015) 는 온라 인 데이터 베이스인 ‘ Translation
Studies Abstracts (TSA)’의 16,000개 초록을 분석해 주요 키워드 및 번역학 하
위 연구 분야가 1997년에서 2011년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
는지를 분석
장 외(Zhang et al., 2015)는 1990년에서 2013년까지 8대 번역학 저널에 게재
된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 관련 논문 121편을 추출해 담화분석이 어떤
분야와 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
마르티네즈-고메즈(Martínez-Gómez, 2015)는 1973년에서 2013년까지 게재
된 ‘비전문가 통역(non-professional interpreting)’에 대한 268편의 논문을 분
석해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문 분과, 저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논문 수 변화
등을 분석
리(Li, 2015)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3대 번역학 학술지에 게재된 중국학
자들의 논문 수, 인용지수, 학술지 편집위원 수 등을 분석해 중국 번역학이 국
제적으로 얼마나 가시성이 있는지를 분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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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번역학과 서지정보학
•
•
•

•

•
•

정호정(2013)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 번역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7
개의 연구 주제로 논문을 분류
김혜림(2013)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에 게
재된 논문을 통역을 포함한 11개 주제로 분류
한현희(2016)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 학술지 6편(Interpret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Meta, 『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통번역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비교해 국내외 통역 연구 동향을 비교
영상번역(조성은 2014), 코퍼스 연구(최희경, 2015), 기계번역(이건일 과 이종
혁, 2015), 통번역 교육 (한현희, 2017) 등 특정 하위 분야의 동향을 분석한 연
구
이창수(2018, 2019)의 경우 국내 번역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코퍼스 분석을 통
해 어휘 빈도와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
국내 연구의 경우 특정 번역학 학술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다른 분야의
학술지에 포함된 통번역 관련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특정 분류틀을 활
용하여 연구 주제별로 논문을 분류할 때 연구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었
으며, 도식화 시도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움
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

•
•

데이터를 ‘번역학’으로 한정짓지 않은 메타서지정보학적 연구에는 동과 천
(Dong & Chen, 2015)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Web of Science(WoS)
에 서 키 워 드 를 ‘ (Translation) OR (Translating) OR (Translator) OR
(Interpreting) OR (Interpreter) NOT (Interpretation)’으로 입력해 2000년부터
2015 년 까 지 게 재 된 2,214 편 의 논 문 에 대 해 동 시 인 용 분 석 (Co-citation
Analysis) 및 동시인용 도식화(Co-citation mapping)를 시도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어떤 연구 주제 또는 연구자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지, 해당 클러스터에서 어떤 연구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 등 연구 분야 및 동향을 파악하는데 효
과적인 연구방법 (파힘니아 외 (Fahimnia et al.), 2015: 102)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키워드 검색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최
근 국내외 연구동향을 비교
추출된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정밀하게 해당 연구 분야의
성장 패턴, 하위 분야 간의 연관관계, 지식 연계 구조를 도출하고 도식화할 수
있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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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번역학 분석 데이터 구축
•

Web of Science(WoS)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WoS는 세계
적으로 손꼽히는 저널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 연구동향 분석에 가
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로 보고되고 있음(보약 외(Boyack et al.),
2005).

•

키워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과 천(2015)의 연구와 동일하게
‘(Translation) OR (Translating) OR (Translator) OR (Interpreting) OR
(Interpreter) NOT (Interpretation)’으로 입력

•

분석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 설정하여 검색

•

검색 결과 내에서 WoS범주 중 ‘Language Linguistics or Linguistics’
로 범위를 좁혔으며, 문서 종류는 ‘Article’, 언어는 ‘English’로 설정

•

그 결과 3,405편의 논문에 대한 결과 값이 검색
9

국내 번역학 분석 데이터 구축
•

WoS내 Korea Citation Index(KCI)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키워드는 ‘(번역) OR (통역)’

•

분석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 설정하여 검색

•

검색 결과 내에서 KCI 범주 중 ‘Language Linguistics or Linguistics’로
범위를 좁혔으며, 문서 종류는 ‘Article’,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

•

그 결과 1,440편의 논문에 대한 결과 값이 검색

•

국내외 데이터 모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VOSviewer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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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연도별 논문 수

11

국가별 논문 수
No.

국가/지역

레코드

% of 3405

1

USA

499

14.655

2

SPAIN

396

11.63

3

ENGLAND

361

10.602

4

PEOPLES R CHINA

326

9.574

5

GERMANY

145

4.258

6

AUSTRALIA

142

4.17

7

BELGIUM

141

4.141

8

ITALY

129

3.789

9

SOUTH AFRICA

107

3.142

10

CANADA

106

3.113

11

POLAND

101

2.966

12

FRANCE

77

2.261

13

FINLAND

72

2.115

14

BRAZIL

71

2.085

15

SWITZERLAND

66

1.938

16

JAPAN

62

1.821

17

NETHERLANDS

61

1.791

18

SOUTH KOREA

52

1.527

19

RUSSIA

51

1.498

20

SWEDEN

51

1.4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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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별 논문 수
레코드

% of 1440

1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93

13.403

2

JOURNAL OF INTERPRETATION TRANSLATION INSTITUTE

167

11.597

3

124

8.611

80

5.556

16

1.111

6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15

1.042

7

STUDIES OF CHINESE KOREAN HUMANITIES

15

1.042

8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3

0.903

9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13

0.903

10

YEOL 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13

0.903

11

HANMUNHAKRONCHIP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12

0.833

12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12

0.833

13

THE KOREAN POETICS STUDIES

12

0.833

14

THE LEANED SOCIETY OF SANGHUR S LITERATURE

12

0.833

15

JOURNAL OF DONG AK LANGUAGE AND LITERATURE

11

0.764

16
17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11
11

0.764
0.764

18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1

0.764

10

0.694

10

0.694

No.

4
5

19
20

학술지명

GUBO HAKBO 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SOCIETE COREENNE D 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13

WoS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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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키워드 밀도(density) 맵

15

KCI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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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S 키워드 밀도(density) 맵

17

WoS 상위 20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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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상위 20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9

논의
•
•

•
•

•
•

국내 상위 20개 항목의 네트워크는 해외에 비해 total link strengths가 현저히
낮음
7개의 클러스터 중 5개가 번역전략과 연관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영상번
역, 재번역, 통번역사 교육 등의 제반 분야에서 결국은 번역전략 위주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5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
외와 국내 통번역 연구 주제 간에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증명
물론 해외의 경우 연구 인력의 국적이나 숫자가 국내에 비해 월등하게 풍부
하기 때문에 주제의 다양성이나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견 자연
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국내외 언어 환경의 차이로 인해 ‘bilingualism’이나 ‘multilingualism’과
같은 연구 분야는 단일 언어 국가인 국내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주제임
그러나 ‘legal translation’, ‘news translation’, ‘ideology’ 등 국내연구가 해외연
구에 비해서 부족한 분야의 경우 연구자들이 관심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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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
•
•
•

그간 번역학 내에서 이루어진 서지정보학적 연구는 번역학 학술지나 초록 코
퍼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데 반해, 본 연구는 WoS와 KCI에 통역과 번역을
주제로 한 모든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번역학의 다학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번역학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번역
학의 연구 동향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외국어, 언어학, 문학, 문화학, 기호학, 음성학 등의 학술지에 통역과 번역을
주제로 하는 논문이 게재되고 있음
번역학자들은 이들 학술지를 투고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해당 분야와
의 학제간 연구도 가능
또한, 통번역 연구를 서지정보학적으로 분석할 때 이들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
문 역시 포함되어야 함.

21

결론
•
•
•
•

•

본 연구의 국내외 키워드 네트워크 맵은 향후 국내 번역학이 나아가야할 방
향을 제시해주는 것이기도 함
국내 번역학 내에서 특정 주제 위주로만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연구 주제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신규 연구자 유입이 저조해질 수 있음
또한, 해외 번역학과의 연구동향 차이가 더욱 커지면서 글로벌 번역학계에서
한국 번역학자들이 가시성을 제고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의 연구동향을 비교했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
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꾸준히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차이를 줄여나가
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 외에 공저자 네트워크(co-authorship network), 동시인
용 네트워크(co-citation network)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연구 역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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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지에 학술 연구 결과를 게재
하고자 할 때 논문 투고와 심사 및 학술지 편집 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저자, 학술지의 편집 위원회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지인 『통역과 번역』
에 적용된다.
제2장 논문 저자 윤리규정
제1조 (표절) 논문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참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
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연구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
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 저자의 순서는 연
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한다.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거나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로 기록
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3조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이나 또는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
럼 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나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다시 출판하기 원하는 저자는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와 앞으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에게 중복 게재 여부를 확인한 후 양
측의 동의를 구해 이차 출판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
힌다. 논문 및 연구계획 심사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
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인용해야
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
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히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
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연구 자료의 진실성) 논문 저자는 연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제시한다.
제6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편집위원과 심사위
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
서 편집 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과정에서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저자의 성별, 나
이, 소속 기관, 선입견,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
과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
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
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
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
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 대상의 논문을 충분히 검
토한 다음 심사해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심사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
다. 심사 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보완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게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
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지인 『통역과 번역』에 논
문을 투고하는 모든 사람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한국통역번역학회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
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표절, 조작, 모방 등과 같이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즉시 학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
제3조 (학회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 논문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
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저자는 임
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논문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회의 최종적
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원회는 해당 논문 저자의 신원을 외부
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논
문 저자에 대해서는 경고, 해당 논문 게재 취소 (내용 첨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
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
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0일 발행되는 학회지부터 적용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