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영상콘텐츠의 번역과 감수:
KBS World를 중심으로
서정예, 조성은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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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
“Korea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non-Western cultural hubs for
the production of vibrant transnational popular culture and digital technologies.”
Yoon, K., & Min, W. (2021). Transnational Hallyu: The globalization of Korean digital and popular culture.
Rowman & Littlefield.

영상 번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막 번역의 어려움이 존재함
“Translating the multimodal expressions in Korean films into the English subtitles
presents numerous problems within the context of cultural translation.”
Kim, Y. (Ed.). (2021). The soft power of the Korean wave: Parasite, BTS and drama.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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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번역과 감수 과정에 대한 실행 연구
실제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영상번역과 감수 과정에 대한 실무
자의 실행 연구
Neves, J. (2016). Action research: So much to account for. Target.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8(2), 237-247.
Risku, H., Rogl, R., & Milošević, J. (2020). Researching workplaces. The Bloomsbury companion to language
industry studies,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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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World 소개
1.1 다국어 자막 제공 현황
-7개국어 서비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중국어가 주요 자막 (*일본어는 KBS Japan
채널을 통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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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BS World TV 방송 프로그램
• 1) 장르: 드라마, 예능/음악, 스
포츠, 뉴스, 인포테이션, 다큐
멘터리 + KBS World TV 자체
제작 프로그램
• 2) 편성 비율: 예능/음악
(51.5%) 드라마(44.5%)가 주로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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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 과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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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번역 프로세스
1) 1차: 외주 자막사 (번역 - 검토(감수) - KBS World TV로 납품)
2) 2차: KBS World (재검토(최종 감수) - 외주 자막사로 피드백 전
달 - 외주 자막사의 번역 재납품
모든 프로그램의 번역 자막은 방송 전 사전 감수를 원칙으로 하
나 외주 자막사의 자막 납품 시기와 방송시간까지의 텀이 짧을
경우 방송된 후 사후 감수로 진행되며 번역 자막에 피드백이 있
을 시 재방송 전 수정하여 재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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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번역 프로그램 선정
1) KBS World 편성제작팀에서 채널 성격에 맞추어 프로그램 선
별 및 편성
2) KBS World TV가 송출되는 국가 문화권을 고려하여 선별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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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주 자막사 선정과정
1) KBS World TV에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현재 기준 2-3년) 외
주 자막사 재입찰하여 3곳 선정
2) 선정기준
- KBS World 내부 감수 결과를 점수로 수치화하여 월별로 번역평
가 실시
- 번역평가 항목: 기술적 완성도 (자막 싱크) + 영어번역 능력 (오
역, 오기, KBS World TV 번역가이드 표기법 준수 여부, 직역 및
의역 수준, 어휘/문장 구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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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수 포인트
3.1 전체 장르에 적용되는 자막번역 방법
1) 쉽게: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영어자막으로 KBS World 프로그램을 시청하
므로 난해하지 않은 어휘 사용 & KBS World TV 시청 연령(15세 이상)에 맞
는 어휘로 번역 (비속어, 성적인 표현 번역 시 주로 적용됨)
2) 간결하게: 자막의 길이와 시간을 고려하여 같은 의미라면 짧은 표현으로
대체하여 번역
3) 친근하게: 대부분의 시청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요소로 적절히
직/의역하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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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르별 번역 시 주의할 부분 (예능 & 드라마)
1) 예능
-상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출연진의 행동/기분 묘사, 출연진과 제작
진과의 대화가 자막으로 표현되어 번역할 요소가 많다. 화면 자막이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 주요한 내용 발언자의 말을 우선으
로 번역한다.
2) 드라마
-여러 인물이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장르이므로 인물 이름과 인물간
의 관계 호칭에 오류가 없도록 명확히 번역한다.
-인물간의 관계에 맞는 적절한 톤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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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제 오역 사례를 통해 보는 감수 과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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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기
1-1) 스펠링 누락

conducing (x) -> conducting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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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number (x) -> next numb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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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슷한 발음의 다른 단어로
번역

read instrument (x) -> reed instrumen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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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x) -> wai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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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필요한 단어의 표기

(There are people are here!) (x) ->
(There are people her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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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You Did you hurt your head or
something? (x)
-> Did you hurt your head or
something? (o)

18

9

2) 오역
2-1) 맥락을 잘못 읽어 발생한 오
역

ST: 온갖 병이 다있어서 약을 먹어야 해.
TT: Look at all these jars… I need to
take my meds.
→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놓인 병
으로 잘못 이해하여 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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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대다수의 관객분들은 오늘 (이 공연을)
처음 보시잖아요.
TT: This is our first time seeing such a
big audience.
→ 정확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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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디오 미스로 인한 오역

ST: 제가 셋리스트 정하는 것도 도왔어요.
TT: I helped her pick a cellist.
→ 셋리스트를 잘못 듣고 cellist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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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피봇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TT: This is skin training.
→ ‘피부 트레이닝'으로 잘못 듣고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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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숟가락으로 퍼 드세요.
TT: Just use your fingers then.
→ 숟가락을 ‘손가락'으로 잘못 듣고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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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미 오역

ST: 가사 위 가난이 빛나지
TT: My lyrics shine on poverty.
→ ‘가난 위 가사가 빛나지'로 반대로 번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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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손은 옆으로 눕히지 말고 수직으로!
TT: Don’t press it vertically. Press down
sideways.
→ 수직을 수평으로 반대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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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마실
다녀오시면
TT: when my parents would return from
Masil.
→ 마실의 의미를 몰라 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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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역 점검

3.1) 유머 및 말장난 의역

ST: 일진 같은 ‘이진'입니다.
TT: It sounds like Lee Sin but I’m Lee Jin.
→ 일진, 이진을 각각 ‘Lee Sin’, ‘Lee Jin’으
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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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내장? 내장 먹니 너희? 세 장?
TT: The organs? Do you guys eat the
organs? - The pipe organ?

→ 세 장을 pipe organ으로 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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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투리 번역

ST: 호끔이라는 말 알아요? 호끔?
TT: Do you know the term lil?
→ 제주도 방언으로 ‘조금'을 뜻하는 ‘호끔
'을 lil으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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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줄임말 번역

ST: 장미족이라고 개무시만 당하고
TT: People look down on me, calling
me LTU.
→ LTU: The long-time un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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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미존개오 (미친 존재감 개화동 오렌지
족)
TT: OBCP. (Orange Biker with a Crazy
Presence from Gaehwa-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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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점메추 (점심메뉴 추천)
TT: RLM (Recommend us a lunch menu)

32

16

3.4) 슬랭 번역

ST: ‘까리하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쓰네
요.
TT: It’s been ages since I’ve seen the
word “fly.”
→ ‘까리하다'는 말을 ‘to look fly’라는 표
현으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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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외 자막에서 감수자가 생각할 부분
4.1) 번역 자막에서의 표기에 따른 플랫폼의 입장
ST1: 두만강변
TT1: Near the Tumen River.
ST2: 그럼 압록강변이지
TT2: Near Yalu River.

→ Tumen River과 Yalu River은 중국식 발음에 따른 표기이다. KBS World TV 영어자막 번역
가이드에서는 한국 고유의 지명, 인명 등의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한민국 영토 내의 지명을 외국어 발음에 따라 표기
하는 것은 KBS World TV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두만강은
Dumangang River, 압록강은 Amnokgang River로 표기하도록 수정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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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표 노출

ST: 당근마켓
TT: K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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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누나, 다행이에요. 애가 핑크퐁 볼 때
나오셔서.
TT: Be glad your kid still watches
“Pinkfong” for now.
→ 당근마켓과 핑크퐁 모두 상표이므로

방송에 그대로 표기되면 광고가 될 수 있
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과 ‘아이가 아
직 어리다'는 표현으로 의역하도록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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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식 영문표기 확인

ST: <씨름의 희열> 박장인 작품 17벌
TT: (Ms. Park’s designs for “In the World
of Ssireum”)
→ KBS 프로그램 <씨름의 희열> 공식 영
제는 <Into the World of Ssireum>으로
공식 영제가 있는 모든 작품은 그 영제를
따라 표기를 준수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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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와 한계
KBS World의 번역과 감수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의 실행연구
자막 번역과 감수의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영상번역 과정에서
감수의 중요성 부각
Netflix 등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OTT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향
후 과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TVING이나 Wavve 등 국내 OTT의 한영
번역 활성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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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옥자>의 한국어와 영어
화면해설 비교
- 정보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박건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 주제 및 배경


연구 주제: 영화 <옥자>의 한국어/영어 화면해설을 정보성 이론 중심으로 비교 분석



연구 배경

1.

화면해설

-

정의: 영상물의 시각 정보를 이를 인지할 수 없는 시청자에게 음성으로 설명해 제공
(Fryer 2016)

-

현재 국내 화면해설은 공중파, 케이블 TV, OTT 서비스, 공연 등에서 제공되며 비시각

장애인의 화면해설 프로그램 이용도 증가
-

국내 현실과 해외 연구에 비해 국내 화면해설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 연구 위주로 제
도, 기술 등 텍스트 외적 요소를 주로 다룸

-

번역학 관점 화면해설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화면해설 텍스트 연구 중 동일 텍스
트의 한국어/영어 화면해설 비교에 초점을 둔 연구 부재

연구 주제 및 배경
2. 화면해설은 시각 기호->음성 기호 전환: 정보 취사선택 필요
- 화면해설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
-

접근성 관점에서 일반 시청자는 영화의 시각정보와 음성정보를 모두 제공받으
나 시각장애인은 대사와 음향 외의 시각정보를 음성정보로만 제공받으므로 화
면해설이 시각장애인에게 비시각장애인이 인지하는 만큼의 시각정보를 청각
정보로 제공해야 함

-

동일 텍스트의 한국어와 영어 화면해설을 비교해 동일한 양의 정보가 제공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텍스트 정보성(informativity)을 적용

-

정보성: 1차, 2차, 3차 정보성으로 나뉘며 수용자는 전향, 후향, 외향탐색

-

청자의 전향탐색, 후향탐색이 어려운 화면해설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화면해설의 정보성 연구 의의가 있음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

연구 목적: <옥자>의 한국어와 영어 화면해설에서 정보성 차이가 있는
지 고찰

•

연구 질문

- RQ 1: 영화 <옥자>의 한국어 화면해설과 영어 화면해설은 인물, 사물, 배
경, 사건, 화면상 텍스트의 측면에서 정보성의 차이가 있는가?
- RQ 2: 이러한 정보성의 차이가 화면해설 제작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정보성(informativity) 이론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

-

7가지 텍스트성: 응집성, 결속성, 의도성, 용인성, 상황성, 정보성, 상호텍스트성

-

정보성: 제시되는 내용이 수용자에게 새롭거나 예측불가능한 정도

-

1차 정보성: 직관적 이해 가능
2차 정보성: 1, 3차 정보성의 중간, 적절한 수준
3차 정보성: 낯설고 불연속, 불일치되는 정보
전향탐색(forward search): 앞으로 나오는 정보를 사용해 정보성을 낮추는 노력

-

후향탐색(backward search): 이미 나온 정보를 사용해 정보성을 낮추는 노력
외향탐색(outward search): 텍스트 밖의 정보를 사용해 정보성을 낮추는 노력


곽성희(2001)

-

원문과 번역문의 정보성 차이 보완을 위한 번역 전환 분석



김세정(2003)

-

한국 문학작품의 어휘 번역에서 정보성 조정 위한 번역방법 고찰



이지민(2018)

-

한강의 『소년이 온다』 영역본의 정보성 조정 전략 연구

=> 번역학 분야 정보성 관련 연구는 대부분 문학작품과 번역전략을 다룸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영화 <옥자> (2017)

- 감독 봉준호, 2017년 칸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작품
-

내용: 한국과 미국을 배경으로 글로벌 농화학회사의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슈퍼
돼지 옥자와 옥자를 키우는 한국 소녀 미자의 이야기. 미자가 동물보호단체 ALF의 도
움을 받아 옥자를 구출하며 전개

-

특징

-

배경: 한국과 미국

-

주요 등장인물: 한국인과 미국인

-

대사: 한국어와 영어 혼재

-

화면해설: 넷플릭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

=> 동일 영상물에 대한 두 가지 언어로 된 화면해설을 비교하여 정보성의 관점에서 분석

연구방법
2. 분석 방법: 텍스트 대조 분석
〮 분석 대상: 인물, 사물, 배경(시간, 장소), 사건(인물의 행위), 화면의 문자 텍스트
-

항목 분류 이유

(1) 인물, 배경, 사건은 소설 구성의 3요소로 영화 플롯의 서사구조 형성
소설의 화자와 같이 화면해설을 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화자로 간주
(인물: 영화의 주요 주체인 옥자 포함)
(2) 사물: 시공간적 배경 이외의 사물
(3) 문자 텍스트: 시각장애인에게 오직 화면해설로만 전달될 수 있는 요소
〮 사용 이론: 정보성 이론
-

한국어 화면해설과 영어 화면해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

〮 분석 방법
(1) 영어 화면해설(AD(E))와 한국어 화면해설(AD(K)) 각각 전사
(2) 전사 파일 문장 별로 대조해 차이가 있는 부분 확인
(3) 해당 항목 범주화
(4) 범주 내 각 사례의 정보성 분석

분석결과- 인물

<예시 1> (0:09:57)

AD (K)
어스름해진 저녁 무렵, 굽이진 산등성이
가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으로 누군가가
지게를 메고 힘겹게 올라온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나무 지팡이를
짚고서 담이 없는 마당으로 들어선다.


AD(E)
Elsewhere in the mountains, an old man
tracks along the hillside path, using a
walking stick. He's hunched over from a
bundle of wood strapped to an A-frame
carrier on his back.

AD(K)>AD(E)

AD(K): ‘누군가’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이후 청자는 전향적 탐색을 하게 되고 ‘머리가 희

끗희끗한 할아버지’에서 정보성이 낮아짐


정보성

AD(E): ‘old man’으로 시작해 AD(K)에 비해 구체적 정보를 바로 제공

분석결과- 인물

AD (K)
김군이 시큰둥한 얼굴로 시동을 건다.

<예시 2> (0:38:55)

AD(E)
The youthful looking man in the driver’s
seat rolls his eyes.

정보성
AD(K)<AD(E)



AD(K): ‘김군’으로 바로 호명했으나 정보성을 낮춘 것인지 모호. 나왔던 인물인지 혼란의 여지 있음



AD(E): 외모와 트럭 기사임을 설명
(영국의 화면해설 지침: 등장인물 호명은 영화에서 직접 언급된 후 사용가능)



해당 인물의 이름은 영화 내내 등장인물에게 직접 불리지 않음



AD(E)에서는 맨 끝까지 ‘the Mirando driver’로만 언급

=> AD에서 호명을 하는 것은 AD의 편의이지 청자의 정보성 조정은 되지 않을 가능성

분석결과- 사물

<예시 3> (0:33:37)

AD(E)
할아버지는 크레파스로 벽에 붙어있는 He grabs a crayon on the desk and
draws lines on a picture of Okja to
옥자의 사진에 줄을 긋는다.
resemble a butcher chart.

정보성

AD (K)

목살, 등심, 삼겹살, 사태
알겄어?

Blade shoulder! Loin! Spare rib! Hock!
Got it?

AD(K)>AD(E)



AD(K): AD만으로는 정보성이 높고 청자는 이어진 대사로 전향탐색해 정보성 조정



AD(E): ‘to resemble a butcher chart’로 AD(K)보다 부가설명해 정보성 조정

분석결과- 사물

<예시 4> (1:24:24)

AD (K)
루시가 뭔가를 건넨다.

하나 먹어 봐요. 끝장나게 맛있으니까.

AD(E)

정보성

You have to try one of these.
They’re completely delicious.

She hands him an individually wrapped stick
프랭크는 루시가 준 식품을 받아 들고 포장지를 벗 of jerky. Frank sits and takes a bite.
긴다. 그런 뒤 의자에 앉아 한 입 베어먹어 본다.

맛있네요.
죽인다.

Delicious.
Beautiful.
Mmm!
Mmm.

AD(K)>AD(E)

Holding the bouquet of pink lilies in one arm
루시가 뭔가를 먹으며 연신 감탄하더니 프랭크를 with the other, she examines a jerky stick. She
shows it to Frank.
향해 노란색 포장지를 내보인다.


AD(K): 식품이라는 것 외에는 정보성 조정의 여지가 없고 다음 장면에서 육포라는 것이 밝혀짐



AD(E): ‘one of these’ 이후 ‘jerky’라고 2번 언급되어 정보성이 조정됨

분석결과- 배경

<예시 5> (1:39:41)

AD (K)

AD(E)

미자가 걸음을 옮기며 감전주의 표지판이 붙

Lining the road is a tall-wired fence behind
which is a herd of super pigs. Mija touches
the fence and zapped. Jay rushes to check
her hand, but she yanks it away and hurries
down the perimeter of the fence past the
yellow warning sign that reads, “High
Voltage”. Mija’s eyes dot around the fence.

어 있는 울타리를 짚는다. 제이가 얼른 다가와
본다. 미자가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어딘가로
걸어가자 제이와 케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미자의 뒤를 따른다. 울타리 안에 슈퍼돼지가

정보성

AD(K)>AD(E)

가득하다. 미자가 문득 걸음을 멈춰 선다.


AD(K): 구체적 장소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딘가로’ 때문에 더 모호해짐. 전향탐색으로
슈퍼돼지 사육장임을 알 수 있음



AD(E): 초반에 ‘a herd of super pigs’로 장소를 명시해 정보성을 낮춤

분석결과- 사건

<예시 6> (0:16:26)

AD (K)
미자가 옥자를 돌아보고 두 팔을 벌리자 옥자
도 앞발을 크게 벌린다. 옥자는 자신의 품에 와
락 안겨드는 미자를 꼭 안아준다. 미자가 옥자
의 큰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인다. 옥자는 미
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깜박거리고 있다.
미자는 계속해서 옥자에게 숙덕인다.

AD(E)
Mija looks back at Okja and opens her
arms wide. Okja rises up on her rear
haunches and Mija rushes to her. Okja
gently folds her front legs around the girl,
and they embrace. Mija pats Okja’s belly
and strokes her. Lifting Okja’s floppy ear,
Mija whispers something to her.

정보성

AD(K)=AD(E)

 AD(K): 옥자가 귀기울여 듣는 모습 전달
 AD(E): 해당 부분 생략. 서사와는 크게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생략한 듯
 옥자와 미자의 대화는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테마이며 인간과 동물을 넘어선 우정을 상징. 영화 끝

부분에서는 옥자가 미자에게 귓속말. 따라서 정보성 뿐만 아니라 텍스트 전체적 결속성의 차원에서 해

당 정보 보존할 필요가 있음

분석결과- 화면상의 텍스트
<예시 7> (0:37:32)

AD (K)

AD(E)

정보성

미자가 벽에 걸려있는 슈퍼돼지 포스터를 Along a wall, she spots posters for the Mirando s
uper pig with illustrations of Dr Johnny and Lucy
발견하고 그 앞에 멈춰 선다.
Mirando. They read, “Harvest for the world”, and AD(K)>AD(E)
“Yum”.

 AD(K): “슈퍼돼지 포스터”로만 전달하고 화면의 텍스트 내용은 누락함.

이 자체에는 부정적 정보가 없음

 AD(E): 온스크린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 “harvest”, “yum”은 옥자에게 닥

칠 일을 암시하고 할아버지의 그림과 맥락이 연결됨

분석결과
AD (K)

AD(E)

인물

등장인물이 호명하기 전에 화
면해설에서 이름 직접 호명

사물

‘뭔가’로 지칭하거나 정보 생략 제시하거나 대사를 통해 전향탐색
가능

배경

장면전환시 알리지 않거나 비
구체적으로 전달

장면전환시 바로 알리지만 비구체
적 경우도 있음

사건

주요 사건이 아닌 경우 생략되
기도 함

거의 전달되지만 생략된 부분도 있
음

화면상
텍스트

일부/전체 생략되는 경우가 많
음

전달됨

정보성
조정
전략

전후향 탐색 필요함
전체 내용에 영향 미치지 않는
개별 사건 생략
배경 설명 상세

전후향 탐색 필요 적음
화면상의 시각정보 상세히 전달
개별 사건 생략한 경우 있음

등장인물이 호명하기 전에 화면해
설에서 이름 직접 호명하지 않음
색을 구체적으로 빼놓지 않고 설명

논의


정보성 조정 전략

-

한국어: 전후향 탐색->청각으로 제공되는 음성해설의 특성 고려 필요

-

영어: 화면상 시각정보 대부분 제공->청자의 처리 정보량 많으나 텍스트 결속성 강화



한/영 화면해설 정보 취사선택의 차이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 가능

-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각정보 해독/묘사에도 차이 존재(이영희 2014)
-

한국어: 배경, 전체적 상황, 추상적 vs 영어: 직접적, 중심대상 집중, 상세



화면해설 중요원칙

1.

영상 이미지의 객관적 묘사와 중립적 서술 (김영성 2016)

2.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동등 정보 제공



비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고 내용과 관련 있는 화면상의 텍스트는 화면해설 필요



정보성과 함께 텍스트 전체의 결속성을 고려해 주제가 되는 장면, 상징적 장면, 감독의 의도 하에 반복되
는 장면은 화면해설 필요



제공되는 정보의 양으로만 정량적 평가는 어렵고 순서도 고려해야 할 것

연구 한계와 의의 및 향후 연구과제


한계

-

한 텍스트의 사례 만을 분석

-

국가/언어/문화적 차이, 가이드라인의 차이, 화면해설작가의 문체 차이인지 파악 위해
서는 다량의 텍스트 비교 필요



의의

(1) 학문적 의의
- 화면해설 텍스트 분석 연구
-

동일 텍스트의 한국어와 영어 화면해설을 비교

(2) 실무적 의의
-

화면해설에서 적절한 정보성 조정 전략 적용 필요성 제시



후속연구

-

한국어 화면해설과 영어 화면해설 직역본을 수용자 연구

-

분석 텍스트 수 확장하여 경향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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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맥락 문화권 언어와 저맥락 문화권 언어의 자막번역에
나타나는 번역전략 차이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역전략이 각각의 언어권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서는 영화 <기생충>의 한일 및 한영
자막번역을 선정하였다.

1) 한국과 같은 고맥락 문화권
언어인 일본어 자막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저맥락 문화권 언어인 영어
자막은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르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1)
문화 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형태
• 홀(Hall 1976)은 세계 문화가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분류된다고 주장.
• 분류에 따르면 영어나 독일어와 같은 서양 언어는 정보 전달의 주된 경로가 언어 그
자체이지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양 언어는 문맥을 파악하는 역할을 다할 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
• 스콜론과 스콜론(Scollon and Scollon 1995: 138)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1)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2)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관계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중요시 하느냐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 하야시(林 2014)도 위에서 논한 문화적 차이를 ‘조화의 문화’와 ‘차이의 문화’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쳐낸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조화의 문화’를 중요시해왔으며 ‘장(場)의
윤리’가 중요시되는 반면 서양권에서는 ‘개인의 윤리’가 중요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
<표 1>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특징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

전통적인 장의 윤리

개인의 윤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생략하는 문화)

언어로 전달한다
(명시하는 문화)

장의 공기, 표정이나
행간을 읽는다

토론으로 정한다

문맥 중시, 생략이 가능한 문화

발신형 커뮤니케이션

공주어, 주제중심언어

자기 주장, 주어중심언어

수신형 문화

발신형 문화

공화(함께 담론을 나눈다)

대화(화자와 청자)

2. 이론적 배경 (3)
자막번역
• 영상번역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Gambier 2003), 그 중에서도 자막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사용됨(Diaz-Cintas 2013).
• 고틀리브(Gottlieb 2004: 86): 영상매체에서 목표언어와 다른 언어로 제시되는 음성
메시지를 번역하여 1-2줄의 글이라는 형태로 오리지널 음성과 동기 시켜 화면상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디아즈-신다스와 르마엘(Diaz-Cintas and Remael 2007: 8-9): 자막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대화나 화면에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 배경음악에 포함되는 정보를 재현하여 화면 하단에
제시하는 텍스트라고 정의함

2. 이론적 배경 (4)
자막번역전략
• 이노･가와하라(稲⽣･河原 2010) 뉴스 자막번역전략
(1) 명제유지번역(命題保持訳): 원문과 자막번역을 단위마다 비교하여 명제가 그 대로
요지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한다
(2) 삭제(削除): 원문에는 있는데 자막에 없는 부분을 특정한다
(3) 바꾸어 말하기(⾔い換え): 원문이 도착언어에서 다른 형태로 표현 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한다
(4) 보충(補⾜): 원문에는 없고 번역문에서만 나타나는 보충적인 표현을 특정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 텍스트
• 영화 <기생충> 일본어 자막(TT_JPN) 및 영어 자막(TT_ENG)
분석 방법
• 이노와 가와하라(稲⽣･河原 2010)의 네 가지 전략을 적용하여 거시적으로 분석
• 그 중 삭제와 바꾸어 말하기, 보충 등의 전략이 사용된 자막번역을 미시적으로 분석
• 고맥락/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적용 된 사례 추출

3. 연구방법 (2)
• 총 1638장면
• TT_JPN
명제유지번역(617개, 38%)
삭제(559장면, 34%)
바꾸어 말하기(428장면, 26%),
보충(34장면, 2%)
• TT_ENG
바꾸어 말하기(428장면, 43%)
명제유지번역(653장면, 40%)
보충(163장면, 10%)
삭제(114장면, 6.9%)

4. 분석 결과 (1)

화자
동익

기택

1. 주어
• 주제중심언어와 주어중심언어

ST_KOR
TT_JPN
근데 김 기사님은 어떻게 ∅ なぜ ∅ この業者を？
알게 된 거지, 이 업체를? (왜 이 업체를?)
∅ 連絡が来たんです私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죠. もベテラン運転⼿なの
で
저도 베테랑급 기사다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저도
베테랑 운전수여서.)
기택뭐, 일종의 스카우트 ⼀種のスカウト？
제의?
(일종의 스카우트?)

TT_ENG
Then how did you find
out about this company?
They contacted me as a
veteran-grade driver.
You might say they
scouted me?

4. 분석 결과 (2)

화자

기택

ST_KOR

근데 검색해 보세요

1. 주어
• 수신형문화와 발신형문화

TT_JPN

∅ 検索してください
(검색해 보세요)

TT_ENG

But I saw it on the
internet.

4. 분석 결과 (3)

화자
문광
연교
문광

ST_KOR
사모님?
문광매실청 좀
드실래요?
예?
꿀까지 풀어 가지고
긴장 확 풀리게

2. 술어
• 중도종료형 발화와 종료형 발화

TT_JPN
奥様(사모님)
梅シロップを？
(매실청을?)
何？(뭐?)
緊張がほぐれるように
(긴장이 풀리게)
ハチミツも∅ (꿀도)

TT_ENG
Madame?
Want some plum
extract?
What?
It's mixed with honey.
To ease your tension.

4. 분석 결과 (4)

화자

ST_KOR

• 2. 술어
• 공화와 대화

TT_JPN

TT_ENG
Look at her.

기우

去年 ギジョンもバイトで結婚式の接
얘도 작년에 결혼식
待客の役を何件も∅
하객 알바 졸라 많이
She got so many jobs acting in
(작년 기정이도 바이트로 결혼식
뛰었잖아
weddings last year.
초대객 역할을 몇 건이나)

기정

나는 생판 모르는 년 知らない女のブーケも受け取った
부케까지 받았어
(모르는 여자의 부케도 받았어)

I even caught the bouquet from a
bitch I had never met

• 3. 독립어

4. 분석 결과 (5)

화자

• 대답하는 말, 맞장구

ST_KOR
근데 이게 뭐 경찰에 신고할
일도 아니고, 그렇지?

通報するまでもない
(신고할 정도는 아니야)

But no need to call the police.

어유, 그럼

もちろん (물론)

Not that!

동익

그렇다고 바쁜 내가 그놈
마주보고 자네 왜 내 차에서
떡을 치나? 그렇게 따지는
것도 좀 웃기고

かといって “ヤったのか？” と
(그렇다고 “했냐?”고)
동익그렇다고 바쁜 내가 그놈 마주보고 자네 왜 내
차에서 떡을 치나? 그렇게 따지는 것도 좀 웃기고忙
しい僕が聞くのも変だ
(바쁜 내가 묻는 것도 이상하다)

Still, for a busy man like me to ask,
Why are you fucking in my car？

연교

그럼 웃기지

それは変よ
(그건 이상해요)

그렇지?

∅

그래서 말인데

そこでだが
(그래서 말인데)

동익
연교

동익

TT_JPN

TT_ENG

-That'd be ridiculous.
-Yes, exactly.

So instead...

4. 분석 결과 (6)

화자
다혜

화자
연교

ST_KOR
와, 복숭아다

ST_KOR

• 3. 독립어
• 감탄사

TT_JPN
∅ 桃だ
(복숭아다)

TT_ENG
Wow,
peaches!

TT_JPN
∅ ビームプロジェクター∅
아 맞다. 그 빔 프로젝트 아시죠?
(빔 프로젝트 )

TT_ENG
Oh, right. You know the
beam projector?

결론 및 한계와 과제(1)
• 일본어 자막 – 생략 전략으로 인해 주어, 술어, 독립어 생략
à 고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양식 따름
à 시청자는 많이 추측해야 함
• 영어 자막 – 바꾸어 말하기, 추가
à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양식 따름
à정보 전달의 많은 부분이 언어가 커버함

결론 및 한계와 과제(2)

•
•
•
•

일반화 하기 어려움
많은 사례 확보 할 필요 있음, 장르별
분석틀, 방법 체계적일 필요 있음
언어적, 문화적 거리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영한/영일, 일한/일영 연구도
필요함

• 참고문헌
• Diaz-Cintas, Jorge and Aline Remael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St. Jerome.

감사합니다

• Gottlieb, Henrik (1992) ʻSubtitling - A New University
Disciplineʼ, in Cay Dollerup and Anne Lod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61-170.
• Hall, Edward 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Doubleday.
• Scollon, Ron and Susanne Wong Scollon (1995)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Discourse Approach,
Oxford (UK) and Cambridge (MA): Blackwell.

• Inou, Kinuyo and Kiyoshi Kawahara (2010) ʻSubtitling
Strategies for English Newsʼ, Thought Currents in English
Literature 84: 31-55.
• Hayashi, Shinichi (2014) ʻCulture of Implicitness and
Culture of Explicitness: Another Look at Japanʼ, Journal of
the Literary Society of Yamaguchi University, 64: 123-136.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중국어 자막번역 오류 분석
남국상대학교 김홍매

1. 들어가며

｢옷소매 붉은 끝동｣은 방영이 시작됨과 동시에 韩剧网에 거의 동시(한 시간 정도의 시차)에
업로드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대다수의 한국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 역시 중
국의 韩剧网 등 홈페이지에 자막번역과 함께 업로드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
하는 중국인들도 별 무리 없이 시청할 수 있었다.
이 드라마의 자막번역을 진행한 번역팀은 韓迷字幕組이다.1) 자막번역에서 일부 호칭이 통
일되지 않은 점, 같은 회차 내에서도 번역의 질이 고르지 않은 점, 오류의 성격이 다른 점 등
으로 볼 때 이 드라마의 자막번역 역시 기타의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한팀으로 작업
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드라마는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픽션 드라마로, 자막번역을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
해서는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 풍속 등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히 많은 궁중 어휘와 고
전 용어, 심지어는 한국식 한문 읽는 방법에 대한 이해까지 요구되는 등 번역의 난이도가 결
코 낮지 않다. 하지만 이런 고난도의 어휘에 대한 번역은 오히려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고 생각된다. 현대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고대 전용 호칭, 이를테면 ‘자가’, ‘제조상궁’, ‘착호
감사’, ‘타위’, ‘저하’ 등의 번역은 상당히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번역자들이 성실하게 해
당 어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거나, 혹은 상당한 정도의 번역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자막번역에는 여전히 수많은 오류가 존재한다. 이런 오류들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데 일정한 부작용
을 미친다. 또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도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오류의 성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류의 지
속적이고 전파와 한중 문화의 바람직한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여 본고에서는 해당 드라
마의 대표적인 자막 오류들을 살펴보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수정방안 그리고 개
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제공되는 자막에 보면 韓迷字幕組가 번역되어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으며, 해당 번역팀의 QQ 번호가
제공되어 있다. 韓迷字幕組는 현재 QQ 단톡방에 대략 수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막번역팀으
로, 자막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외에 수시로 자막번역이 진행된 한국 드라마 공유 링크를 올리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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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사례의 부류와 원인 및 수정에 관한 제안

1) 어휘 번역이 통일되지 않은 오류사례
한국 드라마 자막번역의 경우,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나면 바로 번역을 시작해서 대략 1-2시
간 이내에 작업이 완료되어 중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된다. 드라마 자막번역은 대부분 대본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드라마를 재생하면서 동시에 번역을 진행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 숙련된 번역자가 번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10분 정도의 분량을 번역하는데
자막번역에만 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한 회차 재생 시간이 70
여 분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번역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회차의 자막
번역에만 대략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자막번역을 끝내려
면 팀작업은 필수적이다. 해당 드라마는 아마도 당회 분량이 방영된 후 1회차를 여러 몫으로
나눈 후 팀별로 번역작업을 해서 수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팀별 작업을 진행할 경우, 번역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회차가 달라지면서
번역자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차와 회차 사이, 심지어 동일한 회차 안에서도 번역의
질이 달라지거나 동일한 어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
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을 진행할 경우 어휘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해야
하는데 해당 드라마의 자막번역에서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제대로 진행되
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어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된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마님’이다. 조선
에서 사용되었던 ‘마마’의 한자 표기는 ‘媽媽’로, 이 드라마에서는 ‘존대의 뜻으로 임금과 그
가족들의 칭호 뒤에 쓰이던 말’, ‘조선 시대에, 아랫사람이 상궁을 높여 이르던 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의 ‘마마님’이 다 사용이 되어, 앞에서는
주로 상궁을 부를 때 사용되었고, 뒤에서는 여주인공 성덕임이 정1품 빈이 되었을 때 이 호칭
으로 불렸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의 ‘마마님’이 다르게 사용된다. 후궁을 호칭할 때는
보통 ‘娘娘’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며, 품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궁녀를 지칭할 때는 ‘嬷嬷’
혹은 ‘姑姑’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황제의 딸｣에 나오는 황후의 최측근 궁녀는
‘容嬷嬷’로 불렸고 ｢후궁견환전(甄嬛传)｣에서 황후의 측근 궁녀인 전추(剪秋)는

‘姑姑’라고 불

렸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마마님’은 제1회에서 처음 나올 때는 ‘娘娘’으로 번역이 되었다. 1
회의 중간 이후에는 상궁을 ‘嬷嬷’라고 지칭한 번역이 발견된다. ‘제조상궁 마마님’은 ‘提调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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嬷嬷’, ‘서상궁 마마님’은 ‘徐相公嬷嬷’로 번역하였다. 2회에 이르러 덕임이가 서상궁을 ‘마마
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에서는 또 ‘夫人’으로 바뀌었다. 궁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인만큼,
각별히 유의하여 번역해야 하는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번역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제1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娘娘’이라는 번역은 명백한 오역이다. 이때 나오는 ‘마마
님’은 상궁을 가리키는 말인데, ‘娘娘’은 중국어에서는 중전이나 후궁을 지칭하는 어휘로, 상
궁을 부를 때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에 사용된 ‘嬷嬷’라는 번역은 ‘황제의 딸’ 같
은 드라마의 호칭에 비추어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궁녀에 대해 사용되는 공식적인 호칭이 아
니라 ‘보모’, ‘나이 많은 여자’ 등에 대한 호칭이므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상궁’은 정5품 이
상의 궁녀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에서 정5품 이상의 궁녀에 대해 적용되는 호칭은 ‘姑姑’이다.
또한 중국에성 엄청난 인기를 끈 ｢후궁견환전｣에서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호칭이므로 중국
시청자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러므로 해당 드라마의 중국어 자막번역에서 5품 이상의 궁녀
를 가리키는 ‘마마님’은 ‘姑姑’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동일한 대사이고, 중간에 텀이 길지 않은데도 일부는 정확하게 번역되고 일부는 잘못 번역
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한성 제일가는 미남자”라는 말은 2회에서 성덕임과 세손의 대화,
그리고 세손의 혼잣말에서 총 세 번 등장하는데 성덕임의 입에서 처음 나올 때와 세손이 홍덕
로를 만나서 혼잣말하는 장면에서는 정확하게 번역되었지만 세손이 서재를 떠나면서 되뇌이는
장면에서는 “誊写写文书的娘子! (문서를 필사하는 낭자라!)”라고 엉뚱하게 번역되어 있다. 세
손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부분인 데다가, 급하게 번역을 진행하느라 잘못 알아들은 것
으로 보인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발음이 좀 더 느리고 정
확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중간에 번역자가 잠깐 바
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도 동일한 인명이 다르게 번역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1회에서 여주인공 성덕임의
친구인 복연이 처음 불릴 때 ‘복빈宝彬’이라고 번역이 되었다가 뒤에 가서는 수정되었다. 하지
만 이런 오류는 미리 대본을 받지 않는 이상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인
명 같은 경우 몇 회차 방영된 이후에 이름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나 한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
개 때문에 처음부터 한자를 정확하게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드라마의 경우 1회에는 아
역들의 대화가 많은데 어린이들의 발음은 알아듣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서 번역에 어려움
을 초래한다.

2) 동음이의어 어휘의 번역 오류 사례
｢옷소매 붉은 끝동｣의 자막번역 중에는 동일한 발음의 다른 어휘나 혹은 비슷한 발음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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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와 혼동해서 오류를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세손의 옆에 있던 배동(陪童)인 홍
덕로를 ‘동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陪同’으로 잘못 부른다거나, 대궐 안의 음식을 만들던
곳인 소주방(燒廚房)의 ‘소주’를 현대의 술로 이해해 ‘소주방(烧酒房)’으로 번역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문장 중에서도 동일한 음을 가진 어휘와 착각해 드라마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번역
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아래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대사는 중국어
자막의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 주상전하께서 곡을 금하셨는데 달리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主上殿下下了指令禁止奏乐的，又还能做些什么呢?
(주상 전하께서 이미 음악 연주를 금지하라는 영을 내리셨는데 달리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2) 지금 필사하고 있는 대학연의보다 무리이옵니다.
这比现在正在誊写的大学更为无理啊!
(지금 필사하고 있는 대학보다 더 무리한 요구입니다.)

(1)의 사례는 제1회에서 세손이 영빈을 조문하러 가겠다고 할 때 상궁이 말리면서 한 말이
다. 여기에서 ‘곡을 금하다’에서의 ‘곡(哭)’은 장례나 제사를 지낼 때 소리 내어 우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자막 번역에서는 ‘곡을 하다’를 ‘음악을 연주하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곡’
을 같은 발음인, 음악을 의미하는 ‘곡(曲)’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2)은 일견 정확한 번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역인 사례이다. 이 말은 제조상궁이 성덕
임더러 대학연의를 필사하라고 한 데 이어 더 어려운 책을 내놓자 때 성덕임이 놀라면서 완
곡하게 거절할 때 사용된 것인데 중국어 자막번역에서는 ‘무리이다’라는 말을 한국어의 의미
를 따져서 해당하는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무리(無理)’라는 한자를 그대로 옮겨
놓아 오역을 초래하였다. ‘무리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다”로, 여기에서는 본인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였다. 하지만 그대로 ‘无理’라고 옮겨 놓으면 제조상궁이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
나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의미상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아니나 생각시인 성덕임이 제조상궁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므로 정확한 번역이
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성덕임의 성격이 잘못 인식되기 쉬우므로 완
곡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3) 비슷한 발음을 가진 어휘와 혼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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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자막번역은 시간이 촉박할뿐더러, 배경음이나 배우들의 발음 특성 등 여러 가지 요
인에 따라 듣기의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대사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번역자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대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래 사례들은 대사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거나 일부만 알아듣고 비슷한 발
음을 가진 어휘로 착각한 경우에 생겨난 오역들이다.

(3) 저하, 호랑이의 흔적이 궐까지 이어집니다.
老虎的足迹一直延伸到谷。
(호랑이의 발자국이 골짜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궐로 돌아간다.
现在马上回到谷子。
(지금 당장 골짜기로 돌아간다.)

(4) 이제 옛날처럼 사사로이 영빈을 만날 수가 없어.
现在不能像以前一样，事事件件去见暎嫔了.
(지금은 예전처럼 사사건건 영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5) 살아 생전에 어떤 명예를 누렸든 궁녀의 마지막은 그처럼 덧없고 초라하지.
无论生前享受过多大的荣华宝贵，宫女的最后就是这样肮脏和寒酸。
(살아 생전에 얼마나 큰 영화와 부귀를 누렸든 궁녀의 최후는 늘 이렇게 더럽고 초라하다.)

(6) 나는 일부러 미복 차림을 한 것이 아니다. 평소에도 검소하게 생활했을 따름이지.
我并非故意穿徽服。只是日常也谦逊的生活罢了。
(나는 일부러 미복 차림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평소에도 겸손하게 생활했을 따름이지.)

(7) 백 냥만 모으면 제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가르쳐 준 건 마마님이셔요.
是您曾经教过我只要攒一百年就如愿了.
(당신이 저한테 100년만 모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3)의 사례는 대궐을 나타내는 ‘궐(闕)’을 비슷한 발음의 ‘골[谷]’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발음이 비슷한 데다가 호랑이가 골짜기에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므로 잘못된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중에 궐로 돌아가서 호랑이를 잡는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정확히 이 부분을 수정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 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번역자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시간에 쫓겨서 미처 수정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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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는 ‘사사로이’라는 어휘를 ‘사사건건’으로 잘못 알아듣고 번역한 경우이다. 영빈의 빈소로
찾아가려는 세손에게 이젠 영빈이 세상을 떴으니 왕실의 법도 상 예전처럼 사적으로 찾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사사건건’으로 번역이 됨으로써 전후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어색
한 대사가 되어 버렸다.
(5)는 ‘덧없다’를 발음이 비슷한 ‘더럽다’로 착각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발음만 비슷할 뿐 전
혀 다른 의미와 성격을 가진 어휘로 바뀌어 그 어휘에 해당하는 중국어 어휘로 번역됨으로써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대사에 끼어들어가게 되었다. (6)은 ‘검소하다’라는 어휘를
‘겸손하다’로 착각해서 생긴 오류이다. 세손이 성덕임에게 자신이 일부러 그녀를 속이려고 미
복 차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인데, 자막번역에서 어휘가 바뀜으
로써 다른 의미로 전달되어 버렸다.
(7)은 ‘백 냥’이 ‘백 년’으로 잘못 번역이 되었다. 발음이 비슷해서 발생 가능한 오류이기는
하지만 서상궁이 성덕임한테 100년 동안 돈을 모으라고 이야기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번역이다. 게다가 앞에서 성덕임이 백 냥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용
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오류는 더욱 문제가 된다. 이는 번역자가 대사를 잘못 알아
들은 데다가 앞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생긴 오류라고 보인다.

4) 드라마의 맥락과 한국어 사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오류 사례
이런 부류의 사례들 중에서 우선 눈에 뜨이는 것으로는 시제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한
오류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의 두 사례이다.

(8) 오늘 하루도 수고를 하게.
今天大家也辛苦了。
(오늘도 여러분 수고했어요.)

(9) 저하, 무사하시옵니까?
邸下会平安无事的.
(저하께서는 무사하실 것입니다.)

위의 두 사례의 번역은 어휘의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8)은 미래형을 과거형으로,
(9)은 현재형을 미래형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문제가 있다. (8)의 대사가 나온 시점은 아침이
다. 상황상 하루의 일과를 배정하거나 당부할 일을 이야기한 뒤에 한 말이므로 과거 시제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9)는 세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내용인데 미래형으로 번역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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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역시 어색한 번역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10) 번거롭게 부르시는군요.
就是有点麻烦。
(좀 번거로울 따름입니다.)

(11) 말도 안 돼.
不像话.
(어이가 없다.)

(10)은 홍덕로가 좌상에게 불려가서 한 말이다. 좌상이 사람을 동원해 납치당하듯이 자신을
데려가 놓고는 불렀다고 표현하자 그에 대해 비꼰 것인데, 정말 번거롭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
니라 자신을 협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중국어 자막에서는 ‘번거롭다’라는 어휘
를 그대로 번역함으로써 홍덕로가 정말 이런 식으로 좌상의 집에 오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
하는 것처럼 전달이 되었다. 이 부분은 원래 대사를 그대로 살리기보다 차라리 “정말 부르는
방식이 독특하십니다(您叫人的方式还真特别啊!)” 같은 식으로 의역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1) 역시 상하 대화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겨난 오류이다. 본래 ‘말이 안 되
다’는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세손이 반성문을
바치러 온 궁녀가 바로 자신에게 소금을 뿌린 궁녀인 것을 알고 어이없어하면서 한 말이다.
‘不像话’는 “언어나 행동이 말이 아니다” 혹은 “꼴불견이다”라는 의미인데, 보통 어떤 대상이
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사용된다.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는 원래의 대사와는
맞지 않으므로 오역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의미를 살리려면 “어찌 그녀일 수가?(怎么可
能是她?)” 또는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怎么会有这种事?)”라고 의역하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5) 한문에 대한 이해 때문에 생긴 오류

사극이니만큼 ｢옷소매 붉은 끝동｣에는 한문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런 경
우 한문으로 된 서적이나 서적의 내용, 혹은 한문을 읽는 방식 등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오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이 한문을 읽는 방식이나 한문으로 된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
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12) 너 이, 에미 모, 계집종 비. 너의 어미는 계집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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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的母亲, 仆人婢女, 您的母亲.
(당신의 어머니는 노복노비. 당신의 어머니.)

위의 대사는 서상궁이 생각시들에게 사기(史記) ｢노중련전(魯仲連傳)｣에 나오는 ‘너의 어
미는 계집종이다[而母婢也]’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이다. 앞의 ‘너 이, 에미 모, 계집
종 비’는 먼저 해당하는 한문의 의미와 한자를 읽은 다음, 전체 뜻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읽
는 과정에서 나온 대사이다. 중국에서도 한자의 의미를 말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각 한자의 의미, 원문,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적절하다. 현대
중국어의

습관대로

한다면

“而是你的意思，母是母亲，婢是女仆。而母婢也，你的母亲是婢

女。”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 정확하게 들리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뭉뚱그리거나 줄여서 번역한 사례도
보인다.

(13) 세손이 사기 ｢노중련전｣을 읽었습니다.
世孙看了史记。
(세손이 사기를 보았습니다.)

(14) 전하께오서는 잠시 후 마마님의 처소에 초조반을 드시러 잠시 납실 것입니다.
殿下稍后会去您的住处，他会去的.
(전하께서는 조금 뒤에 당신의 거처로 갈 것입니다. 그이께서는 가실 것입니다.)

(15) 보통 낮것상을 받고 낭관들과 담소를 나누실 때
一般是得了赏赐，和地方官们谈笑风声的时候
(보통은 상을 받고 지방관들과 단소를 나눌 때)

(13)은 ｢노중련전(魯仲連傳)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생략해 버린 사례이다. 하지만 사
기가 정확히 번역되었고 문장 자체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의미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
(14)는 ‘초조반(初朝飯)’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미를 몰라서 발생한 번역 오류이다.
‘초조반’은 왕이 일곱 시 이전에 이른 아침으로 들던 죽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번역자가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해서 못해서 아예 생략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15)도 (14)와 비슷한 경우이다.
(15)는 오후 한 시에 드는 음식을 말하는 ‘낮것’의 의미를 몰라 ‘상’이라는 의미의 ‘赏赐’로 번
역한 것이다. 어휘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뒤의 ‘받다’와 연결시켜 대응되는 어휘가 ‘상’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번역한 것이다. 뒤의 ‘낭관’은 육조의 5-6품관인 정랑, 좌랑의 통칭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방관’으로 잘못 번역되었다. 결과 임금이 식사를 한 뒤에 낭관들과 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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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는 대사가 임금이 상을 받고 지방관들과 담소를 나눈다는 내용으로 번역되고 말았다.
‘낭관’과 ‘지방관’의 구별이 맥락 상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이 상을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이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가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는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
6) 완전한 번역 오류
이 외에 이 드라마의 자막번역에는 원래 대사와 전혀 맞지 않는 번역도 존재한다. 이는 대
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잘못 알아들어서 엉뚱하게 번역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6) 난 겁쟁이야.
我突然.
(나는 갑자기)

(17) 됐네. 웃전께서 허하신 일이니.
行了，既然一直都是如此。
(됐네. 지금까지 계속 이래왔으니.)

(18) 참담하옵니다. 마땅히 엄벌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臣同意，殿下应该严惩。
(신은 찬성합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엄벌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19) 고뿔이 심해집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风大了，现在该回宫了.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 말짱 도루묵이잖아.
就不如我了.
(나보다 못하게 된다.)

위의 사례는 대부분 원래 대사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오역이 발생한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16)은 ‘갑자기’를 ‘깜짝이야’로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이며, (17)은 ‘웃전께서 허하신 일이니’에서 ‘께서’를 ‘까지’로, ‘허하신’을 ‘해오신’으로 잘못
알아들은 데서 기인한 오류로 보인다. (18)과 (19)와 (20)의 “참담합니다”와 “고뿔이 심해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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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짱 도루묵이잖아”는 한국어 대사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드라마의 맥락에
따라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들 중에서 (17)-(19)의 사례는 드라마의 전개상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도 큰 흐름
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16)과 (20)은 드라마의 전개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
는 번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라마의 감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나오며
드라마 자막번역은 문자 번역과 언어 통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번역 방식이다. 정확하게
대사를 알아듣고 드라마 전개의 맥락에 맞추어 대사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통역과 유사하
며, 긴 문장이나 단락을 단위로 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호흡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끔은 뒤의 구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앞의 대사만을 번역해야 하는 상황은 동시통
역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대사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뒤의 대사를 듣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앞의 대사를 번역
할 수 있다는 점, 실시간으로 사전을 찾거나 자료를 조사해서 번역에 반영할 수 있는 점, 번
역팀이 실시간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중간에 멈
추고 다른 번역자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일반적인 순차통역이나 동시통역보다
유리한 점이다.
실제로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번역을 보면 번역 과정에서 용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포착된다. 임금의 사냥을 뜻하는 ‘타위(打圍)’가 처음에는
한자 그대로 ‘打围’로 번역되다가 뒤의 회차에 가서는

‘打围’와 ‘围猎’ 두 가지 어휘로 혼용

되어 번역이 된 점, ‘청성군주’와 ‘청연군주’의 한자가 처음부터 시종일관 정확하게 사용된 점
등은 리스트 공유로 오류를 줄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사
용되지 않는 용어가 한국식 한자로 정확하게 표기된 점 등 등도 번역하는 과정에 자료 조사
적업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하게 한다.
하지만 어쨌든 드라마 대사를 실시간 들으면서 대사를 번역하여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드
라마 자막번역은 동일한 수준의 문자 번역보다는 난도가 높은 편이다. 사실 위의 오류사례 중
많은 문제는 정확한 대본을 입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대본 입수가 어렵다면 번역팀 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진행하는 방
식으로 효율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테면 듣기 실력이 좋은 원어민 혹은 준
원어민이 대사를 듣고 문자로 정리한 뒤 기타 팀원들이 문자번역을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드라마를 짧은 분량으로 끊어서 동시에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팀 내
에서 대사 정리자와 문자 번역자로 나누어 협력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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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자막번역의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지는 계산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의 방식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번역자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오류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옷소매 붉은 끝동｣의 자막번역을 보면
번역자들 중 고수준의 실력자와 중등 수준의 아마추어 번역자가 모두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약 번역자들 사이에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특정 어휘나 문장의 번역 방법이나 노하우가
공유된다면 오류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고는 ｢옷소매 붉은 끝동｣의 자막번역 오류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오류를 찾아내고 오
류 발생 원인과 수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도착어, 즉 중국어 자막의 언어
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류의 사례로 볼 때 드라마의 한국어 대
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번역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대사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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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설은 서사 장르로서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이야기를 언어화하는 화자(narrator, 서술자)라는 중개자가 존재하며, 이야기 내용이 서사적 거리
를 두고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서사적 특징



토도로프, 채트먼의 2원론: ‘이야기(histore, story)’와 ‘담화(discourse)’



주네트와 리몬 케넌의 3원론:
‘이야기(story)’, ‘서술(narration)’, ‘텍스트(text)’

⇨ ‘서술’이라는 용어는 전달 내용으로서의 이야기가 송신자에 의하여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소통>
과정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매체의 <언어적> 성질을 암시
⇨ 서술(narration)의 차원을 따로 조명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서사화 행위의 역동적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게 함
⇨ 소설의 이러한 장르적 특성은 이야기 내용 자체가 아니라 담화의 층위, 그리고 서술의 미적 효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서론
문학 작품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는 작품의 문학적, 즉 원작의 미적 효과를 드러내는 서술 방식에 주
목해야 하는 것


번역은 번역본 독자에게 원본 텍스트의 독자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기회, 즉 ‘장치를 해체하고’,
그 효과가 창출되는 방식들을 이해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Umberto Eco,
2003)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황석영의 단편소설 「삼포 가는 길」과 네 가지 중국어 번역본을 분석
텍스트로 삼아, 원본과 각 번역본의 서술 방식을 살펴볼 것이며,
⇨ 번역 과정에서 서술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2.1 서술의 시점과 초점화


소설의 형식에 대하여 관심: Gustave Flaubert와 Henry James부터



제임스는 모든 정보를 여과 없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대신 인물의 시점(point of view)으로 제
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는 소설의 진실성과 극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고 주장



시점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시각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하면서
주네트는 ‘초점화(focalization)’라는 용어를 제시



리몬 케넌의 초점화 유형
기준
초점자의 위치
지각 방식

유형
내적 초점화
(인물 초점자)
외적 초점화
(서술자 초점자)
내부로부터 지각
외부로부터 지각

의미
초점자가 사건의 내부에 위치함, 제한적 지식
초점자가 이야기 세계 외부에 위치함, 무제한적 지식
초점화 대상이 내부에서 지각됨
초점화 대상이 외부에서 지각됨

2. 이론적 배경
2.2 서술 문체


서술 문체란 소설에서 쓰여진 문체의 형태와 그의 유형적이며 형식적인 특징과 효과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



플라톤의 ‘디에게시스적인 서술(diégésis, 순수 서사)’과 ‘미메시스적인 재현(mimésis, 모방)’



소설 이론에서의 ‘말하기(telling)’와 ‘보여주기(showing)’



그러나 현대의 서사학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을 지우고 미메시스(보여주기)의 환영을 창조하는
디에게시스(말하기)의 다양한 빙식을 탐구하며 언어의 재현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주네트의 등장인물 서술체 구분:
서술화된 발화(narratized or narrated speech)  간접 문체로 ‘전달된’ 언어(‘transposed’
speech)  극적인 형태로 ‘보고되는’ 언어(‘reported’ speech)



리치와 쇼트의 화법 구분:
‘담화행위 서술적 전달 방식’  ‘간접화법’  ‘자유간접화법’  ‘직접화법’  ‘자유직접화법’

2. 이론적 배경


리몬 케넌은 대화 재현의 모방적 성격을 7단계로 분류:
‘순수 요약(Diegetic summary)’  ‘통상 요약(Summary, less ‘purely’ diegetic)’  ‘간접 내용
석의(釋義) 또는 간접화법(Indirect content paraphrase)’  ‘모방성 간접 화법(Indirect
discourse, mimetic to some degree)’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  ‘직접화
법(Direct discourse)’  ‘자유직접화법((Free direct discourse)’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주목:
 자유간접화법에서는 인물의 말이 간접화법의 문법적 형태로 변형되면서도 본래의 발화(직접화
법)의 뉘앙스들이 고스란히 유지됨
 발화자의 복수성과 그로 인한 태도의 복수성을 암시하곤 하는데,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서술
자와 인물의 관계를 공감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들 사이에 정서적·도덕적 거리를 부각시켜
아이러니를 발생시킴
 서술자의 언어와 인물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문체에 따라 독자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2. 이론적 배경
2.3 서술 거리


소설에서 ‘거리’란 서술자와 독자, 서술자와 작중 인물, 작중 인물과 독자의 원근감을 뜻함



초점화와 서술 거리:
 내적 초점화의 경우, 독자가 주인공과 자신을 같은 존재로 느끼고, 사건의 현장에 있는 듯한 환상을
갖는 동일시(同一視) 효과 때문에 독자가 작품 속 세계와의 거리를 없애고 감정이입을 하게 됨
 반면에 독자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이고 차분한 자세로 소설을 읽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서술
자가 독자와 작중 인물 사이에 개입하는 경우 이화(異化), 또는 탈환상화가 발생



서술 문체와 서술 거리:
 담화행위 서술적 전달 방식 혹은 순수 요약은 서술자의 개입이 가장 높아 독자가 인물의 목소리를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인물과의 거리가 확대됨
 자유직접화법은 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화 장면 묘사의 극적 효과
를 최대화하여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최소화함

3. 텍스트 분석
3.1 분석 대상


황석영의 단편소설 「삼포 가는 길」: 1973년에 「신동아」 9월호에 발표된 작품



등장인물:
- 거처 없이 공사장을 떠돌아 다니는 노동자 “영달”
- 어린 나이에 가출해서 시골 술집에 팔렸다가 도망친 작부 “백화”
-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기차를 타기 전에 자기의 고향인 삼포가 산업화의 흐름 속
에 개발되어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 “정씨”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 1970년대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밑바닥 인생의 비애와 고향 상실
감을 그리고 있음



네 가지 중국어 번역본:
구분

출판년도

번역자

제목 번역

출처

출판사

TT1

1991

李森梓

去森浦的路上

《半拉姑娘:南朝鲜短篇小说集》

吉林人民出版社

TT2

2008

金京善

去往三浦的路

《感动韩国人的短篇小说》

民族出版社

TT3

2009

金鹤哲

去森浦的路

《韩国现代小说选》

人民文学出版社

TT4

2010

苑英奕

去森浦的路

《客地：黄皙暎中短篇小说选》

人民文学出版社

3. 텍스트 분석
3.2 사례 분석


ST에 대한 분석
영달
(주요 초점자)

백화
(내부로부터 지각되는 초점 대상자)

서술자

정씨
(초점 대상자)

3. 텍스트 분석
예1)
ST: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중략)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붙
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점씩 휼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
는 영달이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중략)…검게 물들인 야전잠바의 깃 속에 턱이 반남아 파묻혀서 누군지 ①쌍
통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몇 걸음 남겨놓고 서더니 털모자의 챙을 ②이마빡에 불도록 척 올리면서 말했
다.
ST

TT(1991)

TT(2008)

TT(2009)

TT(2010)

①쌍통

模样(모양, 모습)

谁(누구)

脸(얼굴)

脸(얼굴)

②이마빡

Ø (생략)

脑门(이마)

额头(이마)

脑门(이마)



ST: 구어성이 강한 어휘의 사용으로 서술자의 목소리에 인물 영달의 목소리가 섞여 다성적 특징을 갖게 됨



TT: 문어성이 강한 어휘로 원문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색채가 많이 사라짐

3. 텍스트 분석
예2)
ST: ①이건 누굴 엿먹이느라구 수작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 끈 했지만 영달이는 애써 참으며 담뱃불이 손
가락 끝에 닿도록 쭈욱 빨아넘겼다.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불 좀 빌립시다. ’’
"버리슈."
담배 꽁초를 건네주며. 영달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②하긴 창피한 노릇이었다. 밥값을 떼고 달아나서가
아니라, 역에 나갔던 천가 놈이 예상 외로 이른 시각인 다섯 시쯤 돌아왔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던 것이다.



영달 고유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섞어 서술함으로써 떠돌이 노동자 계층인 영달의 성격과 행동에 설득력을
부여함



②한국어에서는 주어생략이나 비교적 자유로운 시제 전개 등으로 자유직접화법과 자유간접화법의 구별이
모호할 때가 있음

3. 텍스트 분석
예2)
①이건 누굴 엿먹이느라구 수작질인가
TT1:永达一听这是装作关心实则嘲笑的话… (영달이 들어보니 이것은 배려하는 척하며 비웃는 말인 것 같아서…)
TT4:他难道是要让我吃苦头才这样说的吗？(그가 설마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냐? )
① TT1:  서술자의 개입 강화
TT4:  인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림
②하긴 창피한 노릇이었다. 밥값을 떼고 달아나서가 아니라, 역에 나갔던 천가 놈이 예상 외로 이른 시각인 다섯 시쯤
돌아왔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던 것이다.
TT1: 真可耻，倒不是因为没付饭钱就逃了出来，更重要的是没想到那个姓千的家伙没到5点就从站上赶回来，当
场被他按住后脖子了。
TT4:也是的，确实有些丢人。那可不是赖了饭钱开溜的小事。那姓千的本来是去火车站的，没想到大清早五六点
钟就跑了回来，英达是让人当场撞了个正着。


② TT1: 주어 생략  양가(兩可)형 자유화법
TT4: 주어 추가  자유간접화법

3. 텍스트 분석
예3)
ST: 영달이는 어디로 향하겠다는 별 뾰족한 생각도 나지 않았고. 동행도 없이 길을 갈 일이 아득했다. 가다가 도
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선은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TT1: Ø连个同路人也找不着，实在是太孤单了。即使是半路分手，有一个能搭话的人也好啊。
TT2: 永达也没想好将去向哪里，又没有同路人，觉得路很漫长，就是在半途分手也想有个说话的伴儿。

 ST: 삼인칭 주어 “영달”+ 구어체 표현 “말동무”  자유간접화법
 TT1: 주어를 생략하면서 자유직접화법으로 전환됨

3. 텍스트 분석
예4)
ST: 걸을수록 백화는 말이 많아졌고, 걸음은 자꾸 처졌다. ①백화는 여러 도시에서 한창 날리던 시절의 얘기를
늘어놓았다. ②여자가 결론지은 얘기는 결국 화류계의 사랑이란 돈 놓고 돈 먹기 외에는 모두 사기라는 것이
었다.
TT1: 百花的话越来越多，走的速度也就越慢了。①百花滔滔不绝地讲起在几个城市中的得意生活。②她的话
总括起来说，花柳界的爱情是花钱和挣钱，其它的都是骗人的。
TT2: 越走白花的话就越多，就越是落在后面。①她唠叨起自己在几个城市里红极一时的往事。②她下的结论
是：“所谓花柳界的爱情除了钱吃钱以外就没有别的。”

 ST: 서술자의 개입이 가장 강한 <요약적인 서술> 방식
 TT2: 콜론과 따옴표의 추가로 <직접화법>으로 전환
인물의 목소리가 중개 없이 직접 독자에게 들림

3. 텍스트 분석
예5)
ST: 백화는 주점 '갈매기집'에서의 나날을 생각했다. (중략)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못해 입었다.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삼 년 중에서 그때
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왔던 시절은 없었다.
TT1: 百花想起了在海鸥酒家时的往事。(中略)

서술자가 백화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정리

百花在海鸥酒店的时候，净做这些事情，所以连个衣服也没买上。但她以为那时是过去的三年中心情最安稳的
时候了。
TT2: 白花想起了在《海鸥之家》酒馆时的日子。(中略)
因为这些事，白花在《海鸥之家》的日子里就从来没穿过一件像样的衣服。在那寂寞的三年中再也没有过在《海鸥
之家》时的那种愉快、平和的心情。
TT3: 白桦想起酒馆“海鸥之家”的日子。(中略)
为了照顾这些当兵的，白桦在“海鸥之家”的时候，没添过一件新衣裳。白桦在过去荒废的三年里，从没有感觉
过像那时候的快乐和平静。
TT4: 白桦想起在“海鸥之家”酒馆的日子来了。(中略)
为了照顾这些当兵的，白桦在“海鸥之家”那些日子里都没添过一件衣服。在过去荒废的三年中，
她从来没有感觉像那时候那样快乐和平静。

3. 텍스트 분석
예6)
ST: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중략)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TT1:
TT2:
TT3:
TT4:

 TT1:
TT2:
TT3:
TT4:

没有处心积虑一定要去的故乡，但是对老郑来说，连耳闻都很新鲜。
虽然是心里一直怀念的故乡，可对于老郑来说，连传闻都很陌生。
那个地方虽然是郑氏魂牵梦绕的家乡，可如今连传闻都变得这样陌生了。
虽然一心一意要找的是家乡，可是对郑氏来说，这个老人所说的消息全都是陌生的。
火车向着飘着雪花的黑暗原野开去。
火车向着雪花飞舞的漆黑的原野驰骋而去。
火车朝大雪纷飞的黑暗原野疾驰而去。
火车朝着黑暗中雪花纷飞的原野奔驰而去。

 초점 대상인 정씨가 서술자에 의해 내부로부터 지각됨
외적 초점화
 TT: 서술 방식 유지

3. 텍스트 분석
예6)
ST: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TT1: 没有处心积虑一定要去的故乡
(별의별 궁리를 다해서 찾아가야 하는 고향이 아니지만)
TT2: 虽然是心里一直怀念的故乡
(줄곧 그리웠던)
TT3: 那个地方虽然是郑氏魂牵梦绕的家乡
(오매불망한)
TT4: 虽然一心一意要找的是家乡
(전심전력으로 찾고 있는)

 번역에서 서술 문체를 잘 유지했으나 인물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4. 결론
 논의
 사례분석을 통해 번역 과정에서 서술문체의 변화가 종종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서술자가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는 구어 표현, 자유간접화법 등으로 인물의 말, 생각, 지각 등이 직
접 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서술문체의 변화로 인물의 목소리와 서술자의 개입 정도가 번역문에
서 변화하는 현상 발견
 서술자가 인물의 말, 생각, 지각 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번역문은 원문의 서술 특징 유지
 소설번역에서 내적 초점화되는 경우, 특히 인물의 목소리가 서술자의 목소리와 중첩될 경우 번역
자가 원문을 더 섬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의의와 한계
 서술문체 재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술 이론을 소설번역 분석에 적용하는 시도
 한 작품의 사례만을 분석했다는 한계
 서술 문체 외에도 소설의 미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한 측면에 대한 분석만
으로는 하나의 번역 작품을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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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번역 관점에서 본 중역본『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여성 인물 재현 양상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생

이범

1

연구 배경

연구배경



페미니즘 운동의 확산

페미니즘 소설『82년생 김지영』의 흥행

여성/젠더 도서 시장의 급성장

한중일 3국 독자의 공감, 이례적인 인기



중국 페미니즘 번역의 현주소 확인

•

2016.10 『82년생 김지영』 출판된 지 2년 만에 소설 분야 밀리언셀러 등극

•

2018.05 중국어판(번체자) 대만에서 출판, 최대 전자책 사이트 ‘리드무(Readmoo)’ 1위

•

2019.09 중국어판(간체자) 중국에서 출판, 최대 규모 온라인 서점 ‘당당’에서 소설 부문 베스트 셀러 1위

연구배경
김진아(2012)
 중국의 경우, 페미니스트 번역이 서양에 비해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동서양의

사회문화 언어적 환경이 다르고, 중국어 자체에 성별적인 인칭 개념이 결핍되어 있고, 장기간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는
뿌리 깊은 영향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마승혜(2015)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번역가들이 다양한 번역전략을 통해 여성번역자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고 적극적으로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번역을 시도하였던 것에 반해 동양에서의 페미니스트 번역은 다소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수행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동양(중국)의 페미니즘 번역의 현주소?

•

『82년생 김지영』 중역본의 여성 인물 재현을 통해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의 현주소를 확인

연구목적
• 선행연구에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중국 페미니즘

연구질문

번역에 변화가 있었는지?
• 페미니즘 소설이라 불리는 『82년생 김지영』 의 중역본에서 주제
구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여성 인물들이 젠더번역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2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여성 인물 재현 위주)

1980년대 번역학 연구에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 일어나면서
‘젠더(gender)’와 같이 그 동안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이슈들이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작가들은 대중의 언어에 여성의 정체성을 삽입하려는 실험적
글쓰기를 감행하면서 ‘페미니스트 번역’에 시동을 건다. 페미니스트
작가와 번역자는 여성의 주체성 회복을 위해 합일의 글쓰기를 시도했다.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번역가들은 다양한 번역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승혜(2015)
단편소설 『The Awakening』의 번역에 대해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의
측면에서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번역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상빈(2016)
영화 ‘Sex and the City 2’의 자막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서 구축된

신여성의 가치와 사고가 대부분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경조, 임향옥(2021)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번역을 시도하였다.
『채식주의자』의 영역본에서 여성 등장인물의 구현에 대한 분석을
보충(supplementing)’, ‘서문 및 각주 쓰기(prefacing and footnoting)’,
‘납치(hijacking)’

진행하였고, 번역문에서 나타난 다양한 번역 변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저항하는 여성의 저항의지가 약화되거나, 인물 구현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Feral (2011)

이유아（2020）
『82년생 김지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의식과 관련한 여성

‘Sex and the City’의 프랑스어 자막번역과 더빙번역을 비교 분석한

인물들의 여성문말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원문의 여성주의 및 주장이 목표 독자의 젠더 관념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번안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자막번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보존된 반면, 더빙번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생략, 약화, 변형되는 경향을 보였다.

차현주, 한연추, 권상희 (2021)
영화<82년생 김지영>의 한중 소셜 리뷰 총 1500건을
의미연결망분석과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젠더 의제(프레임)을
도출하였고, 한중 간에 생활환경 및 문화적으로 사고와 인식 패턴 및
감정에는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 연구 현황
총 논문 수 1256편
1999년, 주홍(朱虹）첫 논문 발표

2000―2013 연구 열풍
2013―2021 감소 추세

연구 현황 (CNKI통계)
서양 페미니즘 번역 이론에 대한 소개 및 정리

페미니즘 번역이론을 이용한 번역전략에 관한 분석 및 평가
페미니즘 번역가를 주제로 한 인터뷰 내용의 논문이나 분석
페미니즘 소설 역서의 비교 연구

김진아(2012)의 연구와 비교할 때:
1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내 페미니즘 번역 연구에 있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함.

중국 페미니즘 번역의 연구 현황
2000-2021 논문 발표 추세

2018-2021 최근 4년의 연구 주제별 논문 수

TOP 10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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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

분석 대상
• 원

문: 2016년 10월 믿음사

• 중역본: 2019년

9월 贵州人民出版社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윤가현 (尹嘉玄) 《82年生的金智英》(간체자)

본 연구:

• 중심인물: 김지영

• 가부장제 사회 속 구시대 여성- 할머니

• 주변인물: 김은영, 오미숙, 김은실

• 가부장제 사회 속 마지막 여성상- 오미숙(지영모)

• 기타:(할머니, 친구, 시어머니, 시누이 등)

• 여성 저항과 자각의 아이콘인 신여성들- 김지영,
김은실

사례분석

가부장제 사회 속 구시대 여성―할머니

ST
TT

‘감히’ 귀한 내 손자 것에 욕심을 내? P.25
胆敢贪图我金孙的奶粉？

• 원문 “귀한 내 손자”를 중국어 “황금처럼 귀한 내 손자”로 번역
• 가부장제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구시대의 여성, 할머니가 손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번역문에서
“황금처럼”을 보충해서 가부장제의 시대 속에 살았던 할머니의 남아선호사상이 여실히 드러난 문장

사례분석

가부장제 사회 속 구시대 여성―할머니

남동생과 남동생의 몫은 소중하고 귀해서 아무나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
ST
TT

김지영씨는 그 ‘아무’보다도 못한 존재인 듯했다. P.25
因为弟弟的一切都无比珍贵，不是哪个阿猫阿狗可以触碰的。金智英
觉得自己好像连“阿猫阿狗”都不如.

• 원문 “아무나”를 중국어 “개나 고양이나(개나 소나)”로 번역하였다.
• 강도 높은 표현으로 대체함으로 할머니로부터 받은 김지영 자매와 남동생 간의 차별 대우가 더
강조되었다.

사례분석

가부장제 사회 속 구시대 여성―할머니

ST

괜찮다.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P.27

TT

没关系，第二胎再拼个男孩就好了。

• 원문의 동사 “낳다”를 중국어 동사 “拼” 로 번역함으로 전체 문장의 느낌이 “둘째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돼”로 되어 보다 강도가 높아짐
•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

사례분석

가부장제 사회 속 마지막 여성상―오미숙(지영모)

ST

말은 그렇게 차갑게 뱉어 놓고 어머니는 문풍지 부업을 바로 그만두셨다. P.32

TT

话虽如此，自此之后，母亲还是婉拒了卷门窗密封条的工作。

• 앞의 내용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다툼을 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한 말이었다.
• 원문의 “차갑게”가 중국어 번역문에서 삭제되었고 원문의 “바로 그만두었다”를 중국어로 “완곡하게
거절했다”로 번역하였다.
• 번역문에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원문보다 더 연약하게 부드러운 여성으로 구현하었다.

사례분석

가부장제 사회 속 마지막 여성상―오미숙(지영모)
두 사람은 뒤늦게 산업체 부설 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 중학교 졸업장을

ST

받았다. 어머니는 또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 막내 외삼촌이 고등학교 교사가 되던 해에 어머니는
고졸이 되었다. P.36

TT

母亲和阿姨在很久之后才开始在工厂附设学校学习，白天工作，晚上上课，好不容易才拿到
初中文凭。母亲后来又苦读高中课程，参加同等学力资格考试，最终才在小舅顺利当上高中

老师那年，拿到了高中文凭。

• 오미숙 씨의 학력 취득 과정을 묘사한 문장
• 중국어 번역문에 원문에서 없는 부사어 “간신히”, “겨우”를 보충했고 원문의 “공부를 했다”를
“어려움을 견디며 공부했다”로 번역. 이렇게 강도 높게 번역함으로써 그 시대 여성들의 학업
취득이 쉽지 않았음을 원문보다 더 강조

사례분석

가부장제 사회 속 마지막 여성상―엄마 오미숙

어머니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직접 언급을 피하며

ST

라면 국물만 떠주었다. P.61

TT

母亲似乎也认为这是一件不该说出口的事情，甚至避开直接谈论，只含蓄地舀一勺热腾腾的泡
面汤给金智英，表示关心。

•

원문에 없는 부사어 “심지어”, “은근슬쩍”을 번역문에서 보충했고 “관심을 보여줬다”의 내용도 추가

•

이러한 부사어를 추가함으로써 그 당시에 여성들이 월경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는 심정을 잘 드러냄

•

원문 소설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양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에 낳고 자란 오미숙(지영모)은 연약하고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큰 소리도 치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하였고,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이미지를 번역문에서
더 강조

사례분석

여성 저항과 자각의 아이콘, 신여성들―김지영, 김은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숨도 막혔는데 그냥 계속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어야 했다. 오히려 김지영

ST

씨가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 조마조마했다. 한참 후 선배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주위가 조용해져서야 한증막 같은 이불 속에서 나와 여자 방으로 옮길 수 있었다. P.93

TT

전체 생략

•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대학 선배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김지영이 남녀가 사귀다

헤어지면 구설에 오르는 건 여자이며, 죄인이 된 듯한 심정을 표현한 문장
• 번역문에서 전체 생략

사례분석

여성 저항과 자각의 아이콘, 신여성들―김지영, 김은실

선배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하고 차분히 물었다. 껌이 무슨 잠을 자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ST

싶었지만 김지영 씨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P.94

TT

学长和平时一样用温柔的口吻关心着金智英，虽然她心中冒出了“口香糖睡什么觉啊”这句
话，很想当面让学长难堪，但最后还是咽了回去。

ST
TT

혼자 거울을 보며 큰 소리로 하고 싶던 말들을 다 쏟아 냈지만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다.
P.103
金智英对着镜子破口大骂，把压抑已久的真实心声统统发泄出来，但还是难解心头之恨。

사례분석

여성 저항과 자각의 아이콘, 신여성들―김지영, 김은실

김은실 팀장은 여자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회식 자리에 끝까지 남았고, 야근과 출장도

ST

늘 지원했고, 아이를 낳고도 한 달 만에 출근했다. P.112

TT

金恩实组长为了让大家摆脱对女性职员的刻板印象，总是在员工聚餐时待到最晚，自愿加班、
出差，产后一个月便重返职场。

•

원문 “여자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를 중국어로 “여직원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로 번역

•

원작 소설에서 김은실은 신시대의 여성 직원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성이 직장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 반항하는
존재로 묘사. 번역문에서 이러한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김은실 이미지를 재현할 때 더 직설적으로 번역

사례분석

여성 저항과 자각의 아이콘, 신여성들―김지영, 김은실

입사부터 지금까지 남자 동기들의 연봉이 쭉 더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미 그날 용량의

ST

충격과 실망이 모두 소진됐는지 큰 감흥은 없었다. P.124
她还得知原来公司核发给新进人员的薪资也会因为男女性别而不同，男性的薪资一直都比女性

TT

高，但或许是那天承受的打击和失落感已经太大，这件事对她来说已经不足为奇。

•

원문에서 없는 내용을 추가한 사례. 번역문에서 “남녀 성별 차이로 임금이 달라진다”의 내용을 추가

•

김지영과 여성 동기 직원이 겪은 직장 차별의 원인, 즉 남녀 성별 차이임을 더욱 강조

4
결론&한계

결론
목적
『82년생 김지영』 중역본의 여성 인물 재현을 통해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의 현주소를 확인하고자 함

1

가부장제 사회 속의 구시대 여성―할머니
남아선호, 손녀보다는 손자 등의 이미지강화

2

3

가부장제 사회 속 마지막 여성상―오미숙(지영모)
연약함, 순종적인 이미지강화

두 이미지가 모두 강조되면서 반항의

자기 주장, 반항의 이미지강화

이미지가 더 드러나는 효과를 얻음

여성 저항과 자각의 아이콘, 신여성들―김지영, 김은실
연약한 이미지생략/ 약화
반항, 자각, 저항의 이미지강화

여성의 존재적 자각을 상징하는 신여성의 이미지가
보다 더 강조됨

결론&한계
결론
 선행연구에서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이 서양에 비해 소극적이고 보수적임이 드러났으나, 연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번역자가 원문과 작가의 의도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문에 개입해
번역하였다는 것을 확인함
 하지만 중국의 페미니즘 번역의 연구는 전체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한때 붐이었던 연구 열기가 다소
식었다는 것도 살펴봄

한계
 번역 분석에 있어 체계적인 틀을 적용하지 않고 의미 분석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지 못함
 하나의 연구 대상만으로는 중국의 페미니즘 소설 현황을 전부 대변할 수 없으며,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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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숙달도만 해결되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이나 전공과목 이수 등의 학업
문제가 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

• 그러나 언어능력과 별개로 기초 수학능력 부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으며 대
학 학업 부적응 문제도 여전함
• 전공기초 지식의 부족, 보고서 작성, 발표 및 토론 등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학
업 수행 능력 부족이 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최성호 외,
2018; 최은경 외, 2020)

•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하여 대학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학업 수
행 능력 및 다양한 학습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필요함

•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학업적응, 성취, 학업의 지속과 관련(Els C. M. van Rooji
외, 2017)이 있으므로 전공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1학년 시기에
유학생이 전공교과 수강에 필요한 학업능력이 배양된다면 학업적응력도 높이고
중도탈락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신입유학생의 학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

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함

Study skills
(techniques for
effective study)

note-taking

Study competence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uccessful student)

skimming/
scanning

using a
bibliography

self-awareness
logical thinking
critical questioning
independence of mind
self-confidence
etc.

[Study skills an study competence(Waters and Waters, 1992: 267)]

etc.

[국내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과·비교과 현황]

•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공학습을 이수하기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 학습능력 기초 부족

으로 학업성취도가 낮고 전공과목 이해도가 낮아 학업현장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
는 등의 학업과정 중 어려움을 겪게 됨(이동희, 2018; 오혜영, 이윤희, 2018)
• 국내 대학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교육은 학습자들의 배경이나 한국어 교
육 정도에 따른 변인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
지는 문제가 있음(조영미, 2018)
•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업의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과 더불어 학업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전정미, 2017)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학
업 수행을 위한 학문목적의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이고 최근 대학 수업 진행방법의 발
표와 토론, PBL, 플립드러닝 등 다양한 교수방법에 외국인 유학생이 수업의 참여자로
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야 함(조순정, 전정미, 2020)
• 전공수업의 토론이나 팀 활동이 학업에 도움이 되기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힘든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험, 과제, 발표 등을 이행 할 능력과 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남. 학년이 올라갈 수록 전공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 수행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학업 기술 교육이나 지원이 별도로 필요함(나윤주, 이선영, 2018)

분석

•
•
•
•

선행연구고찰
환경분석
학습자 분석
교육목적 설정

•
•
•

선행연구고찰
학생설문
심층인터뷰

설계

•
•
•
•
•
•

학습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학습내용 구조화
학습전략 수립
평가 전략 수립
전문가 검증

•
•

개발

•
•
•

학습자료 개발
평가도구 개발
수정 및 보완

적용

•
•

평가

•
•

•
•

요구사항 파악
개발방향 설정

전문가인터뷰
전문가협의회

•

교과목 세부계획(안)

•
•

심층인터뷰
전문가협의회

•
•

강의계획서
교안

현장 적용
관찰

•

간담회

•

개선사항 도출

교육과정 평가
수정 및 보완

•
•

교수자 평가
학습자 평가

•
•

강의평가
진단검사

대상

방법

비고

설문조사: 222명

수요조사

심층인터뷰: 4회, 29명

수요조사

수강생 간담회: 3회

개선사항 도출

심층인터뷰: 3회, 각 1명

내용 타당도 검증

유학생 담당직원

심층인터뷰: 1회, 2명

내용 타당도 검증

외국인 전용강좌 교원

전문가협의회

타당성 및 신뢰도 확보

글로벌 튜터

심층인터뷰

타당성 및 신뢰도 확보

요구분석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중점학과

담당교원

• 강의개요: 본 강좌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학업적응을 위하여 유학신
입생에게 필요한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유학의 가치를 반영한 목표 세우기, 시간 관리 및 학습 전략, 팀 활동 및 발표 노하
우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본 과목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생활,
대학문화 및 대학교육을 이해하고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필요한 학습
동기를 발견하여 이에 필요한 맞춤형 학습 목적, 방법, 전략을 탐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갖춘다.

• 강의목표
- 유학생활동안 가치를 반영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목표 실행을 위하여 스스로 학습태도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 본인에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 시험답안 작성, 보고서 쓰기 등 대학 강의에 필요한 학문적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 팀 활동을 통하여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할 수 있다.
• 강의방법: 강의, 팀 발표, 토론

• 평가방법: 출석(40%), 개인과제(20%), 팀발표과제(20%), 참여도평가(20%)

• 주차별 강의내용
주
1

2

내용
-

강의 오리엔테이션

-

과목 개설 배경 및 강의 내용 설명

-

학습자 수요도 조사

-

학습자 수요도 조사 결과 공유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단

-

Ice breaking & Team-building time

-

장기적 목표 탐색

-

SMART한 목표설정하기

-

장기적 목표와 현재 삶과의 연결고리 만들기

• 평가방법: 출석(40%),
개인과제(20%), 팀발표과제(20%), 참여도평가(20%)
[목표관리 전략] 유학생들의 학습 목표 및 가치 정립
3

[시간 관리 전략]
4

-

나의 시간관리 진단

-

하루 행동 리스트 작성

-

시간관리 매트릭스 그리기

-

Things to do list 작성

• 주차별 강의내용
주

내용
[성공하는 학습전략]

5

-

학습스타일 진단

-

나의 학습스타일 알아보기

-

학습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학습방법

[노트필기 전략]

- 노트 필기의 중요성
• 평가방법:
출석(40%),
개인과제(20%), 팀발표과제(20%), 참여도평가(20%)
6
-

효과적인 노트 필기법

-

노트 필기 활용법

[시험 관리 전략]
7

8

-

서술시험 답안 준비와 작성

-

시험 유형별 답안 작성법

-

성공하는 시험 준비 전략

중간고사 대체 과제

• 주차별 강의내용
주

내용
[보고서 글쓰기 전략]

9

-

자료검색 방법

-

요약의 기술

-

보고서 글쓰기

[팀 활동에서 효과적인 학습전략 Ⅰ]

•

- 팀 정하기
10
평가방법: 출석(40%),
팀발표과제(20%), 참여도평가(20%)
- 팀 빌딩개인과제(20%),
시간
-

도전기반학습 도전주제 선정을 위한 팀 활동

[팀 활동에서 효과적인 학습전략 Ⅱ]
11

-

팀 프로젝트 팀별 도전주제 공유

-

도전주제 확정

-

팀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 방법 논의(도전과제 해결방안 을 위한 자료수집방법)

[발표력 향상시키기 Ⅰ]
12

-

PPT 디자인 실습 (폰트, 도형, 이미지, 레이아웃, 색상)

-

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 주차별 강의내용
주

내용

[발표력 향상시키기 Ⅱ]
13

-

발표 준비: 3P 분석

-

발표 대본 작성법

-

대학 발표 성공을 위한 Tip Talk

[발표력 향상시키기
Ⅲ] 발표 실습(1)
14 출석(40%),
• 평가방법:
개인과제(20%),
팀발표과제(20%), 참여도평가(20%)
15

[발표력 향상시키기 Ⅲ] 발표 실습(2)

교재 내용 1

교재 내용 2

• 평가방법: 출석(40%), 개인과제(20%), 팀발표과제(20%), 참여도평가(20%)

• 자기주도학습으로 가는 유학생 학습전략(2학점) 교과목 운영
• 강의평가
수강인원

평가인원

응답률

평가점수(200점 만점)

22

19

86.36

197.529

• 강의평가
• 수강생 의견
- 시간관리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 수업내용을 공부한 뒤에 부족한 능력을 알고 키우게 되었어요.
- 이 강의에서 특별히 좋았던 것은 교수와 학생간 소통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 과목은 저에게 많은 학습 기술을 알려주었어요

교육의 참된 목적은
각자가 평생 자기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John Dewey

메타버스를 활용한 통번역교수방안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eaching method Using
Metaverse

26th March 2022
HUFS 이계연
 لي كاي يون التعليم المدمج.د

1. Background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media,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hanges
in digital technology related to this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particular, these days,
learners who are subject to teaching are familiar with video and multimedia, so instructors
must also consider these points.

■ The 2022 revised curriculum recommendation emphasizes digital-based education aimed
at redesigning future-oriented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linking the use of
education technology (Edu-Tech) expanded to COVID-19 and online and offline classes,
establishing a customized education foundation and restructuring life and learning based on
digital(Choi Young Sun 2021).

■Educational tools is easy to change in education, but the use of digital tools can lead to a
change in education.

■The place of education from classroom to video conference Room such as zoom or Web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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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and subject of the study.
■This study will examine 1) the concepts and main types of metaverses, and
examine 2) the possibility of educational linkage, specifically whether these
various metaverses platforms to see if these metaverse platforms are useful
for language educ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addition, among the types of metaverse, 3) the virtual reality (VR)
Cospaces Edu program, which can induce high learning satisfaction due to a
sense of immersion, was introduced into Arabic languag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raining to operate a pilo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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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of Metaverse

■Metaverse made up of a compound word for "universe” meaning the real
world and the Greek “meta” meaning virtual.

■The term of Metaverse comes from a novel “Snow Crash(1992)” by Neal
Stephe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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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and Main types of Metaverse

■Main types of metaverse
■1) Augumented reality(AR)
■2) Virtual reality(VR=virtual world)

■3) Mirror World
■4) Life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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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ypes of Metaverse
■1) Augumented reality(AR) 2) Virtual reality(VR=virtual world)

■3) Mirror World

4) Lifelogging

출처: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2006), “Metaverse Roadmap, Pathway to the 3D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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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ypes of Metaverse
■1) Augumented reality(AR) + Lifelogging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KEW_c6N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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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ypes of Metaverse
■2) Virtual reality(VR=virtual world) + Lifelogging

Video Conference(www.teooh.com; www.hop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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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ypes of Metaverse
■3) Mirror world: Roblex, Fortnite, Kakao services, zoom, webex

Google Earth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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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jmahal by Minecraft

Metaverse platforms

■1) Robleox.com

Lil Nas X’s Roblox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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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verse platforms

■2) Zepeto.me

Zepeto Avatars: 3D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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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River park in zepeto

Metaverse platforms

■3) Ifland

Ifland: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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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verse platforms

■3) gather.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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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pplied metaverse to education

■ Kim Sung Jo(2018): Spanish education using virtual reality
■ Jang Ji Young(2021): Applied to speaking Korean using gather.town, a
metaverse platform

■Lee Kye Youn(2021): A class model using the virtual reality app in KoreanArabic medical interpretation classes is presented.

HUFS 아랍어통번역학과 담당교수: 이계연

Teaching Arabic interpretation using Cospa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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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rabic interpretation using Cospaces

■Topic
Target

Training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At the intermediate level (more than the first semester course of the second
to third grades of university), you can understand vocabulary and related
expressions related to each level of school and university, speak Arabic for
subjects you are good at or poor at.

Contents 1. Interpreting after listening to the audio of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friends.
2. Activity to fill in the blanks of the practice questions.
3. Entering the class code.
4. Creating your own background and avatar in Cospaces.
5. Checking the assignment on the Cospaces and do the assignment.
6. Doing conversation with study partners and interpretation of Arabic using
speech ball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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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rabic interpretation using Cospa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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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rabic interpretation using Cospa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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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rabic interpretation using Cospaces

■ web searching in Cospaces: Information (ex: Cair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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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Arabic interpretation using Cospaces

■ Cospaces project(Byun moon Kyung et.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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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1. the concepts and main types of metaverse, a form of 3D virtual reality made up of a compound word for
"universe "meaning the real world and the Greek "meta" meaning virtual are, examined.

■2. The main types of metaverse can be divided into 1) augmented reality, 2) virtual reality, 3) mirror world, 4) and
lifelogging. Metaverse platforms include Roblox, Zepeto, Ifland, and Gather town. 3.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educational linkage was investigated specifically whether these metaverse platforms are useful for language
education.

■3. Among the types of metaverse, the virtual reality(VR) Cospaces Edu program, which can induce high learning
satisfaction due to a sense of immersion, was introduced into Arabic languag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raining to operate a pilot class. In the pilot class, the problems that arose were reviewed: In order to implement
the contents entered in the speech bubble as voice, an additional recording process is required. As a task or task,
you have to go through a different way to play a sound file so that your object speaks in voice. There is a method of
directly recording voice files and a method of creating voice files using Naver's clova dubbing
(https://clovadubbing.naver.com/)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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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번역학 박사과정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이지은(이화여대) & 송연석(한국외대)

Introduction
 연구 배경 및 목적
• 통번역학(TS)의 눈부신 성장 불구하고 TS 박사과정생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부재
• 국내 TS 박사 과정
- 2년 코스웍 동안 36학점 이수
- 박사 과정 입학 후 10년 이내 박사 학위 논문 청구
• TS 석사과정 연구 비중 빈약박사생 대부분 연구 경험 부족 또는 전무
• 통번역학 박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과 박사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박사
과정 진학 동기와 경험 등에 관한 설문조사 통해 공통적인 도전 과제와
연구 역량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함

Literature Review
 연구자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요인
• 박사 과정의 경험은 학문적 자아 또는 학문적 사회화의 복잡한 과정으로
간주되며,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 (Green and Lee 1995; Petersen 2007;
Sverdlik et al. 2018)
• Lovitts (2008)
- 개인적 자원 :
동기부여, 지능, 지식, 사고 방식, 성격
- 사회적 자원 :
지도교수, 동료학생, 교과과정, 학과 및 대학원

Literature Review
 연구역량
• (교육학) 박사과정 핵심 역량 요인:
연구능력(연구설계, 연구방법, 논문작성, 자료 분석능력 포함), 대인관계,
외국어(영어) 능력, 발표 능력, 전공 지식, 자기 관리능력(자기주도 학습,
학습동기 포함),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정보활용 능력, 학제 간 지식,
창의성, 윤리 (박현정과 신택수 2007, 31-32)
• 교육학 연구연량 구성요소:
교육현상에 대한 안목, 문제의식, 글쓰기 능력, 의사소통, 창의성, 팀웍,
가치관 및 태도, 간학제적 관점 (최윤미외 2010, 12).
→ TS 연구역량 관련 연구 부족 (Vandepitte 2013, 131).

Literature Review
• Doctorateness= 연구능력 (Trafford and Leshem 2009)
문헌 공백 식별 능력, 연구 질문 과 이론적 틀 수립, 적절한 연구 방법 설계,
데이터 수집, 발표 능력,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 설득 능력 필요
• GSIT & GSTI 박사과정은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 바탕으로 TS 연구
역량 배양하는 구조

• 교육 및 의식적인 노력 없이 T&I 역량 TS 연구역량으로 자동 전환 불가

Research Methods : Survey questionnaire
• 설문조사 기간 : 2021년 5월 28일 – 6월 12일
• 참가자 :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참가자 85명 중 73명 응답 완료
• 객관식 66문항 (인적사항, 전반적인 박사 경험, 연구역량에 대한 평가) + 주관식
3문항 (최애과목, 후회, 제안사항). 박사과정생의 연구 역량에 대한 견해 및
응답자의 연구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에 관한 33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사용
• R 통계 프로그램 활용- 응답자의 연령, 결혼 여부, 입학 시기, 통번역 실무 및
강의 경험에 따라 응답자 그룹 간 비교 및 분석

연구참가자 프로필
• 대부분 여성 (93.15% vs 6.85%)

• 석사학위와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시작 : 83.56%
• 박사과정 입학 시기 : 2003년 ~ 2019년
• 모국어=한국어 : 91.78%
• 전공 언어 : 영어 (43.84%) > 일본어 (16.44%) > 중국어 (9.59%) >
러시아어 & 프랑스어 (8.22%)

• 박사과정 입학 당시 연령대 : 30대 (78.08%) > 40대 (15.07%) > 20대 (6.85%)
•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 : 기혼+자녀o (54.79%) > 기혼+자녀x (15.07%) >
미혼+자녀x (30.14%)

73명의 응답자 중 11명(15.07%)만 박사 과정 입학 전 학위 논문 작성 경험
– 대다수 연구경험 없음.

Result 2 : 성공적인 박사과정 이수를 위한 필요 요소
13
32

Q26
박사과정 동안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최대 2개 선택 가능)

16
43

7
3

12
6
5

24 (그룹1)

19 (그룹2)

30 (그룹3)

18
68.42% /그룹2 + 66.67%/그룹3
15
•

•
7

박사과정 진학의 주요 동기로 ‘통번역학에 대한 관심’을 선택한
그룹2와 그룹3의 응답자 중 거의 절반(47.64%)이 수료 후 1년 이내
연구 제안서 통과. 그룹 3의 23.07%는 제안서 통과까지 1년 이내,
46.15%는 2년 이내 소요.
t-test 결과 교수경력개발 관심이 제안서 통과까지 소요된 실제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

수료 후 제안서 통과까지 ‘통번역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 2.20년, 반대의 경우 2.12년 소요.
미미한 차이지만, t-test에서 3~4년의 기간을 계획한 응답자가 4년 이상을 계획한 응답자보다
먼저 제안서 통과했다는 것 확인됨. (1년 이내 vs 1년 이상 ((p < .05))
제안서 통과와 논문 통과 간 소요 시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개인 연구 역량
Q18
통번역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의 중요성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해주십시오.

4.53

4.62

4.52

• 전공 언어(영어vs타언어), 동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박사과정 수료(그룹1,2,3),
박사과정 진학 전 연구 경험 여부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분류된 응답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 그룹1(코스웍만 수료)은 나머지 두 그룹에 비해 통번역 실무 경험을 더 중요히
여기는 경향 나타남 → 박사과정이 진행될수록 실무 역량의 중요성이 감소함을 시사.

• t-test에서 박사과정 전 연구 경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구 설계 능력의
중요성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침.

Q19
코스웍 동안
자신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주십시오.

• 기초 연구역량 항목은 모두 3점 미만으로, 박사과정생들은 연구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함.
• 박사과정 동안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함 시사.

• 학문적 글쓰기 능력
- 자녀가 있는 기혼 (1.95) < 자녀가 없는 독신 (2.55)
• T&I 실무 경험 및 이해
- 진학 전 연구 경험 있음 (4.18) > 연구 경험 없음 (3.76)

Q20
코스웍 수료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3점 미만

4.04점

45.21%
61.64%
28.77%

45.21%

38.36%
28.77%

32.88%

19.18%

27.40%

20.55%

제도적 요인
Q. 21 코스웍 과목 중 가장 유익했던 과목을 적어주십시오.

• 연구방법론 (n = 21)

• 통번역이론 (n = 15)
• 강독 수업 (n = 6)

• 언어학 관련 수업 (n = 5)

87.67%

64.38%

43.84%
71.23%

73.97%

49.32%
61.64%

73.97%
28.77%

90.41%

57.53%
30.14%

 응답자 73명 중 44명 - 박사과정에 대한 제안 제시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등 보다 다양한 강좌 개설 (n = 12)

• 박사과정생의 학술적 글쓰기 강화를 위한 작문 교육 및 워크샵 (n = 8)
• 학술대회 발표 및 연구과제 참여 기회 제공 등 연구지원 개선 (n = 4)

 응답자 73명 중 22명 - 박사과정 중 아쉬움 점
•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다 연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함.
• 코스웍 중 충분히 공부하지 못하거나 연구 방법을 배우지 못함.

• 전공 언어가 영어가 아닌 응답자들의 경우, 교육과정이 영어 중심인 것에
대한 아쉬움 언급.

Discussion and Conclusion
• 연령, 동 대학원 진학, 박사과정 진학 전 연구 경험, 실무 경력 등의 변수는
응답자들의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응답자들은 박사과정 중에도 실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와
‘연구역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 코스웍을 마치고 제안서 승인, 박사학위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실제 시간은 일,
가정, 진학동기, 실무, 연구 경험과 큰 상관관계 없음.

Discussion and Conclusion
• 응답자들이 박사과정 동안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다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자신을 통번역학 연구자보다 통번역 실무자로 정체성 강함.

→ 통번역 실무자에서 연구자로 전환하는 박사과정생의 딜레마

Discussion and Conclusion
• 통번역학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학문적 글쓰기 역량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에 필요한 연구역량을 쌓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통번역학 박사과정 교육에 관한 더 많은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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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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