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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번역의 특수성과 노랫말 번역의 기술

- 뮤지컬의 역사와 한국 라이센스 뮤지컬
2001 년 <오페라의 유령>이 백 억의 제작비를 회수 하고도 남는 큰 성공을 거둔 이후 한국의 뮤지컬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 했고, 일부 거품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뮤지컬은 더 이상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다. 한국은 비영어권 나라 중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며, 해외의 유명한 명작 들과 최신 유행작 들의 라이센스 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한국 뮤지컬 시장의 전문 인력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한국 뮤지컬의 성공 요인을
공부하러 오는 다른 나라의 스텝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창작 뮤지컬이 역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다.

뮤지컬의 시작은 미국 1900 년대 초 극장식 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저 가벼운 오락거리이자 쇼였던
뮤지컬에 다양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결합 하면서 뮤지컬은 1940-50 년대 황금기(The Golden Age)를
맞이한다. 뮤지컬은 재즈와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력한 문화 장르로 발전했는데, 뮤지컬
황금기 시절 대부분의 작품들이 뮤지컬 영화로 제작 되어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하지만, 이 때 까지도
뮤지컬은 미국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던 것이 60 년대 락음악의 등장, 티비의 안방 극장 장악, 영화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 등으로 뮤지컬은 어느새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 뮤지컬의 급격한
침체기는 장르의 죽음까지 거론 될만큼 깊은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980 년대 런던을
중심으로 빅 4(캣츠,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가 등장하며 그 불씨를 살렸고, 1990 년
디즈니 르네상스의 도래는 어린이들에게 뮤지컬 형식을 다시 친숙하게 만들어 주며 새로운 토양과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2000 년을 넘어서며 비약적인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한 뮤지컬은 이제
전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라이센스
뮤지컬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뮤지컬은 분명 영어권을 중심으로 발전한 낯선 외래의 문화 예술이고, 지금도 비 영어권의 뮤지컬이
영어로 번역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작가와
작곡가가 프랑스어로 만들었던 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서 개작/수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레미제라블>이 된 것처럼, 뮤지컬이 언어/국경을 넘어 성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뮤지컬 번역가이다.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다면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시장에서 뮤지컬의 붐을 이끈
것은 분명 라이센스 뮤지컬이며, 시장 전체 규모로 보면 아직도 라이센스 뮤지컬이 전체 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외국의 잘 만들어진 라이센스 뮤지컬이 한국에서 다양하게 공연 되면서, 뮤지컬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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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어린 세대 역시 생겨나고 있고, 젊은 신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어느새 좋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고 있다. 라이센스 뮤지컬과 창작 뮤지컬
두 시장이 함께 커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뮤지컬 번역가란 직업도 어느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데, 관객들, 특히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뮤지컬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도 일고 있으며, 제작사들도 점점 번역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뮤지컬 번역의 수준 역시 초기에 비한다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이 일을 지속해서 하는 기술을 갖춘 전문가는 아직도 크게 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번역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의 문제도 있지만, 뮤지컬을 번역하는 기술이 신비화
되어 있고, 교육을 통한 대중화, 보급화가 되기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일 것이다.

- 뮤지컬 번역자의 역할
대략 10 년 전만 해도 제작자 주변에 있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작품을 번역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실 필자도 그렇게 뮤지컬 번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번역을 계속하다 보니, 번역은 정확하게 뮤지컬
작가와 작사가의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문학 번역에서 번역가의 문학성이 중요하듯, 뮤지컬
번역에서는 번역가의 뮤지컬 장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기술이 중요하다. 뮤지컬 태동기
였던 1900 년대 초, 브로드웨이에서 비엔나 오페레타가 유행했는데, 이 때 지금의 한국과 비슷하게
뉴욕에서도 오페레타를 번역하는 전문가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곧 초기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작가와
작사가가 되었다. 또 한편 영어에 서툰 비엔나의 작곡가들이 다수 미국으로 건너와 뮤지컬 작곡가가
되기도 했는데, 이들이 선호했던 작업 방식은 멜로디를 먼저 쓰고 나중에 가사를 붙이는 것이다. 이를
뮤지컬에서 ‘뮤직 퍼스트 방식’(Music First)이라고 한다. 뮤지컬 번역에서 먼저 있는 기존의 영어
멜로디에 한글 가사를 붙이는 과정은 이 뮤직 퍼스트 가사 쓰기와 정학하게 동일한 과정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뮤지컬 작사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다. 이 말은 뮤지컬 번역을 통해 뮤지컬 작사가와
작가가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크게 성공한 <엘리자베스>, <모짜르트>, <레베카>의
작사가 겸 작가 미하엘 쿤체 역시 뮤지컬 작품 다수를 독일어로 번역하며 기술을 익혔다는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이다.

다시 레미제라블의 작곡가 끌로드 미쉘 쉔베르크와 알란 부브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들은
영어도 곧 잘 하지만 언제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인 프랑스어 만으로 고집스럽게 뮤지컬을
창작을 이어가고 있다. 레미제라블은 1980 년 3 개월간 프랑스에서 한 공연이 나름의 성공을 거뒀지만
아마 카메론 메킨토시가 없었다면 국제적인 작품으로 재탄생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작품의 데모
음악을 들은 영국의 제작자 카메론 메킨토시가 당시로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던 창작자들의 작품에
전폭적인 투자와 개작을 지원 하면서 지금의 명작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때 영어 가사를 맡은
사람이 허버트 크레츠머인데, 주목할 것은 그가 전문 번역가가 아닌 작사가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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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은 이 창작자 둘이 프랑스어로 시작한 작업이지만, 메킨토시가 시작부터 함께 기획 했던
<미스 사이공>에는 데이빗 샤이어의 콤비이자 브로드웨이 최고의 작가 겸 작사가였던 리처드 맬트비
쥬니어를 번역가로 투입했다. 그리고 번역가로 시작 했지만 그가 결국에 공동 창작자의 위치로 격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번역가의 위상 역시 작품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뮤지컬에서 저작권은 크게 작, 작사, 작곡 이렇게 3 분의 1 씩 삼등분 된다. 연출에 대한 저작권과
무대, 조명등 디자이너에 대한 저작권도 있지만, 라이센스 뮤지컬의 경우, 새롭게 연출을 하고,
디자인도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뮤지컬을 할 때 사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본,
가사, 음악인 셈이다. 제작사의 입장에서 창작뮤지컬이 아닌 라이센스 뮤지컬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음악의 퀄리티가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브로드웨이의 경우 최소 3-4 년 동안 수차례의
워크샵과 개발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이렇게 다듬어진 수많은 작품들 중 브로드웨이에 입성했다는
것만으로도 흥행성은 어느 정도 검증된 작품이라는 말이다.

이렇듯 사오는 저작권의 3 분의 2 는 결국 번역가와 개사가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3 분의 1 이 음악 감독의 임무가 되지만, 음악은 그래도 만국 공통어가 아닌가? 음악적 해석은 틀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표기된 음표들은 지켜질 것이며, 새롭게 재 편곡을 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 반면
번역은 필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 될 수밖에 없다. 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외국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에, 외국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 생활방식이 배어 있는 외국 작품을 한국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가능한 이야기일까?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원제목 'Lost in translation'처럼, 우린 외국 작품을 그렇게 사들여 오면서 작품의 온전한 의미와 함의를
번역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 개의 다른 언어가 정확하게 한 단어씩 일대일 대응이
된다면 직역이라도 가능하겠지만,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틀리고, 정서가 틀리고, 언어의 구조적인
순서가 틀리고, 한 단어가 품고 있는 수많은 의미와 뉴앙스가 다를 진데,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그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영어가사를 우리말 가사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영어는 워낙에 압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뉴앙스까지 살리다보면 어절수가 두 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어순까지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사작업에 있어서 온전한 직역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원작의 뜻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체화하고, 단 하나의 음절도 낭비하지 않고 압축적으로
우리말을 구사하는 것이 그나마 원작을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어떨 때는 이 소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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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전혀 다른 소절로 옮기기도 하면서, 마치 퍼즐조각을 맞춰나가듯이 계속해서 음표의 자리를
바꿔가며 주요한 단어의 자리를 찾아가는 작업은 굉장히 느리고 더딜 수밖에 없다. 아마 같은
영어가사를 주고 열 명의 작사가에게 한글가사를 붙이라고 해보면 몇 단어 공통적인 부분들은
생기겠지만 분명 서로 다른 10 개의 가사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것은 번역 개사 역시 그 만큼 작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는 다분히 창의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 뮤지컬 번역의 특수성
뮤지컬은 그 무엇보다도 노래의 예술이다. 뮤지컬의 모든 이야기는 노래를 향해 건축 되며,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오면 꼭 음악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노래로 이야기를 전개
시키는 것이 뮤지컬 장르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가 한 장면 한 장면 모든 컷을
어떻게 볼 지를 정해주는 카메라의 절대 권력이 감독에게 있는 감독의 예술이라면, 뮤지컬은 가장
중요한 순간 그 말을 어떤 억양과 고조, 어떤 빠르기, 음정에 실어 노래로 표현할 지를 악보에 전부 다
정해 버리는 절대 권력이 작사가 작곡가에게 있는 노래의 예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연출가
해롤드 프린스의 <오페라의 유령>이 아닌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으로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노래를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을 담아 내고, 시간과 사건을 압축 하며, 음악의 힘을 빌려
이야기를 다른 차원으로 격상 시키는 것이 뮤지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린 또한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 사실적인 것이며 어색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도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갔는데 그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도대체 왜 노래만 계속하는 거야? 언제 말해?’이었다.
뮤지컬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관객과의 약속인 것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관객에게는 뮤지컬이란 장르가 결코 접근하기 쉬운 장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뮤지컬을
관습의 장르라고 하는데, 이는 그 예술 장르 안에서 통용되는 내재적인 규칙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가
발레나 오페라를 처음 보자마자 쉽게 좋아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 있다. 관객들은 반복적인
관람과 학습을 통해 장르의 규칙들을 배우게 되고, 그 관습을 이해해야 더 깊이있게, 또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는 장르인 것이다.

- 노래를 시작하는 마법의 순간
뮤지컬에서 대사를 주고 받다가 어느 순간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음악이 시작한다. 이 때가 뮤지컬의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음악이 연주되면 이 음악을 언더스코어로 해서 좀 더 감정이 고조된
대사가 나오고, 조금 뒤에는 뒤에 살짝 깔려있던 음악에 맞춰 말에서 노래로 넘어가는 순간이 온다.
뮤지컬이 음악을 밟고 땅에서 발이 살짝 떨어지는 이 순간을 영어에서는 ‘Break into Song’이라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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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순간이 사실 뮤지컬 장르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는 순간이고, 이 순간을 통해 구어적인
대사에서 시적인 가사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영어 동사
Break 란 표현을 쓸까? 이것은 관객과 배우 사이에 있는 브레히트의 제 4 의 벽이 깨지는 순간이기도
하며, 노래로 들어가는 순간에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며, 그냥 단순
하게는 ‘깨는’ 순간이다. 뮤지컬에서 가장 어색한 순간이기에 가장 좋은 노래는 노래를 들키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노래이며, 가장 잘하는 배우는 말하는 톤과 노래하는 톤에
차이가 없이 자연스런 배우이다. 다시 말해 관객들에게 노래를 시작하는 걸 들키지 않고 노래를 하는
배우가 가장 잘하는 배우인 것이다. 뮤지컬 번역에서도 이 사이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번역자의 역할이다. 노래를 시작하기 직전의 대사를 리드 인이란 용어로 지칭하며 뮤지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오페라의 전통에서 온 레시타티브라는 말하듯이 노래하는 방식으로
뮤지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레시타티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정적인 멜로디로 연결하는
노래의 도입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사도 번역하면 어절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전체 어절수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인 어줄 수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공연의 러닝타임 또한 원작과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의미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은 사실 모든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뮤지컬에서는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특히 느린 노래라면 더더욱 시간 대비 어줄 수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노래에서 쓸 수
있는 어절 수는 훨씬 더 제약이 심하지만, 정작 노래가 중요한 순간을 가져가고 나면 나머지 대사 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 수 없다. 그러니 대사는 그 무엇보다 경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보면 절대 낭비되는 말이 없고, 이유 없는 말이 없다. 원작자의 의도와 절박함을 함께 느끼고
파악해서 번역된 언어에서 그런 의도를 살려주며 정확한 맥을 짚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뮤지컬 가사 작업의 테크닉

실질적인 개사의 첫 번째 과정은 멜로디의 강세와 프레이징 (프레이징은 멜로디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즉 끊어 읽기의 단위, 이 글에서 프레이징의 단위는 '/' 를 통해 표시했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건 약간의 음악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일로, 개사가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물론 우린 기본적으로 음악을 많이 들어왔고 본능적으로 습득한 것이 있을 것이다.
오리지널 캐스트 앨범을 수없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체화하는 방식도 나쁠 건 없겠지만, 간단한
악보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분명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가사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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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감독이 음악의 해석적인 측면에서 가사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악을 모른다면 더 많이 휘둘릴 수 밖에 없다.

어째든 번역 가사의 반 이상이 이런 끊어 읽기와 강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위니
토드>의 첫 가사 'Attend the Tale of Sweeney Todd'를 보자. 여기서 프레이징은 Attend / the Tale /
of Sweeney Todd'이다. 하지만 강세를 보면 At tend / the tale / of Swee ney Todd 로 밑줄 친 부분에
강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개사의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한다. 우리말은 대부분 강세가 단어의
맨 앞 음절에 있다. 반면 영어는 강세가 단어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오게 된다. 그렇다면 저
가사를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프레이징과 강세 중 어디에다 기준을 잡아야 할까?

우선 번역가가 해준 직역이 있을 것이다. '스위니 토드의 이야기를 들어봐' 정도가 될 터인데,
13 음절이다. 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음절의 수는 단 8 음절이다. 일단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개사는
'스위니 / 얘길 / 들어봐' 정도가 될 것이다. 일단 강세들은 맞고 프레이징은 약간 희생되었다. 하지만
토드도 빠져 버렸고, 뭔가 밋밋하다. 'Attend the Tale of Sweeney Todd'는 서사적으로 작품전체의
톤을 잡아주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가사이다.

그렇다면, 개사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원작의 스피릿(Spirit)은 무엇일까? 왜 '스위니 얘길 들어봐'가
그렇게 밋밋하게 들리는 걸까? 그 비밀은 바로 파찰음에 있었다. '어탠드 테일 오브 스위니 토드'를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강세마다 들어있는 ㅌ ㅌ ㅆ ㅌ 하는 강렬한 파찰음들이다. 이런
발음과 '들어봐'라고 명령하는 서사적인 어투가 이 작품의 톤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파악하고는 다시 장고에 들어가야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붙인 가사는 '등골이 오싹한 얘기'가
되었다. 물론 영어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등꼴이 / 오싸칸 / 얘기'로 발음되는 우리말 가사에 ㄲ, ㅆ,
ㅋ등의 파찰음을 넣어 원래 가사와 비슷한 효과를 주려고 했다. 그리고 '들어봐'라는 의미는 이 노래
거의 끝에 나오는 가사인 'Did Sweeney, Did Sweeney Todd'를 '들어봐, 그의 얘기'란 새로운 해석의
가사로 바꾸면서 개사의 퍼즐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등골'은 분명 강세가 앞에 있는 우리말이다. 하지만 강세를 두 번째 음절에 맞춘 것을 앞의 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말에도 파찰음이나 격음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음절에 있는 경우, 이 음절에 영어의
강박을 맞추게 되면 어색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말의 합성어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접두어를 약박에서 시작하게 함으로써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특히 영어에는 한 음절짜리 관사나 전치사 등이 (a, an, the, for, at, by, and, but) 못갖춘마디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데, 가사를 붙일 때 항상 곤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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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위의 예에서는 프레이징이 희생되었다. (영어가사의 프레이징은 2 / 2 / 4 이지만 우리말
가사의 프레이징은 3 / 3 / 2 로 바뀌었다.) 하지만 리듬감이 중요한 빠른 노래에서는 강세가 더 중요한
법이고, 반대로 서정적인 곡일수록 프레이징이 더 중요해 진다. 프레이징은 멜로디의 의미 단위이기도
하지만, 또 단어 즉 가사의 의미단위이기도 하다. 영어는 우리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의미 단위도 영어에서처럼 간결하게, 멜로디의 의미 단위가 끊어지는
곳에서 같이 끊어주는 것이 좋다.

다시 <스위니 토드>의 예이다. '런던만한 덴 없지'(There's No Place Like London)란 곡에서 'You are
young, / Life has been / kind to you. / You will learn.' (직역 : 넌 어리구나, 인생은 너에게 관대했어.
너도 배우게 되겠지.)의 경우 '어리군 / 쉽게만 살았어 / 넌 몰라'로 붙였지만 여러 가지 후보 중 '어리군!
인생의 쓴맛을 넌 몰라'도 있었다. 이럴 경우 관객의 입장에서 '인생의 쓴맛을'까지 듣고 나서 듣는 '넌
몰라'보다는 '쉽게만 살았어'에서 의미를 종결해 주고 '넌 몰라'에서 새로운 의미로 말해주는 것이 더
분명하고 좋다. (이것은 원작 가사의 의미단위와 일치하기도 한다.)

가사는 결과적으로 배우의 입에서 노래로 흘러나오게 되는 순간의 예술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면을
통해 보게 되는 시와는 정반대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의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전달이 직접적인 구어체여야 하며, 단 한번 밖에
들을 수 없는 관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오스카
헤머스타인은 '가사는 언제나 덜 쓰여져야 한다. (All lyrics have to be underwritten)'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좀 쉽게 풀자면 가사에는 약간의 빈 부분, 즉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면 너무
가사를 압축적으로 모든 음표에 중요한 의미를 다 붙이게 된다면, 가사뿐 아니라, 음악, 편곡, 무대,
조명, 배우의 연기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관객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사를 번역할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가사는 서정성만을
추구하는 시가 아니라 특정한 극적 상황에 놓인 등장인물의 말이라는 것이다. 대화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적의 경계를 넘나 들어야 하며, 가사를 통해서 대사와 마찬가지로 인물의 어투나 어휘
등을 설정해서 각각 인물의 특징을 살려줘야 한다.

뮤지컬 번역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물어보는 질문은 노래를 해 봤냐는 것이다. 앞에서
강세와 프레이징을 많이 강조했고, 그것이 노래하기 좋은 가사를 쓰는데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작사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석적으로 가사를 쓰지 않는다.
결국은 강세와 프레이징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체화되는 감각인 것이다. 이 감각의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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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노래를 많이 해보는 물리적인 경험이다. 입에서 뱉는 말의 맛을 직접 많이 느껴봐야 가사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고, 노래를 많이 불러 본 사람만이 어느 정도가 노래로 하기에 적당한 빠르기의
가사인지, 어떤 발음들이 노래하기에 곤란한지를 알 수 있다.

- 라임 번역의 실례
또 하나 개사가에게 큰 과제처럼 다가오는 것이 영어의 라이밍 (Rhyming) 즉 각운구조이다. 영어에서
각운의 전통은 비단 뮤지컬 뿐 아니라 시, 노래 등 모든 운문의 형식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전통인데,
요즘 유행하는 팝이나 랩에서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나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어미가
있어서 '어, 네, 지, 다, 요, 죠'등 어차피 유사한 음절로 끝을 맺기 때문에 말을 도치하여 명사나 부사
등으로 구조를 도치 시켜주지 않는 다면 특별히 각운을 맞춰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가요 특히
랩에서 보면 이런 각운의 맛을 살리려는 다양한, 때로는 유치한 랩퍼들의 실험들이 있는데, 참고해
보면 굉장히 참신한 예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운은 일종의 말장난이다. 영어에서 각운은 다음
가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거의 언제나 지켜지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맞았을 때의 통쾌감이 바로 그 기대감에 대한 보상 효과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스위니 토드>나
<씨왓아이워너씨> 같이 가사 하나 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빽빽하고 중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작품에서는 이런 각운까지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굿바이 걸> 같은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라면 또 말을 너무나도 잘 가지고 노는 닐 싸이먼의 원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굿바이걸에 보면 엘리엇이 폴라에게 즉석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낭만적인 노래가 나온다. 영어의
원제가 'An Improvised Love Song'인데, (작사 : 데이빗 지펠, 작곡 : 마빈 햄리쉬) 우리말로 하면 즉흥
사랑

노래정도가

Paula,
But

On
to

될

my
please

것이다.

원어의

첫

가사를

knees

you're

so

much

talla

would

crawl

across

you

I

New

Jersey

잠깐

보자

(taller)
the
Turnpike

(직역 : 폴라, 넌 내 무릎에 있을 땐 키가 더 커, 하지만 당신을 즐겁게 해주긴 위해서라면 난 뉴저지
고속도로라도

다

기어

다닐

거야)

사실 영어도 문장이 그리 매끄럽지 못하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폴라'를 위해 그 이름으로 운율을
맞춘 가사로 사랑 고백을 한다' 정도가 이 노래의 컨셉인데, 각운을 맞춘 모양도 억지스럽고 전제적인
가사의 유치함과 조잡함은 가히 뮤지컬에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쯤 되면 오리지널 작사가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이 노래는 남자가 즉석에서 폴라 이름에 맞춰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부르는 그야말로 즉흥적인 노래인 것이다. 그러니 가사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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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가 각운을 맞추기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있는 이 각운의 형식미이다. 그렇다면 한글에서도
폴라로 각운을 맞춰야 할까? 물론 그렇다.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작자의 의도를 살려주는
것이다.

우선 각운을 맞출 수 있는 말들을 생각해 봤다. 폴라, 골라, 놀라, 올라, 몰라, 볼라, 쏠라, 앙골라, 콜라,
목폴라, 쇼콜라... 음 뭐, 이 정도면 각운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이 노래는 좀 더 한국화 되어 남자의 준비된 프로포즈처럼 연출되면서, 원작의 엉뚱하면서도 즉흥적인
느낌은 좀 약화되었다. 하지만, 영어가사의 말장난 구조를 살렸기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는
장면이 되었다. 각운은 박스로 표시했고, 이 부분의 멜로디는 항상 같은 프레이즈로 위치도 오리지널
가사와

거의

일치한다.

엘리엇 :
폴라

너는

내

내도

맘

내맘

알고

왕창

맘엔

영원한

폴라
괜히

너만을

위한

노래

흘러

웃지마

산에

이름을

생각나는

열라

대로

거란
폴라

멜로딘

좋아

니

어려울
난

유치해도

니가

그냥

콜라

사랑

가사가

즉흥

있음

멋지니까

올라
불렀지

노랠

두려움은
옆에만

몰라
놀라

마셨지

내

내

아직

살짝
심장이

불러
눌러
벌렁벌렁

폴라 :
낭만적인
이제

당신의
당신은

엘리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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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내

미래

담

가사

생각

안나

(기절하는

어떡해?

척

한다)

폴라 :
그

세레나데
맘

내

맘

속

정말

상처가

몰랐죠

멋진

풀려

애틋한

얼굴

울려

기분

누구죠

이

분

엘리엇 :
폴라
어쩜
저

잘
옷도

달을

봐

넌

어울려
그리

잘

우릴

비추는

내

폴라

그

맘을

골라
이

아름다운
훔쳐버린

우리

노래하며

목폴라

떠나

입는지
침묵
도둑

여행가

앙골라

솔라

라솔라

(중략....)

이렇듯 우리말도 작정하고 각운을 맞추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폴라로 각운을 맞춘 부분 외에도
전체적으로 각운을 맞추었지만, '흘러', '불러', '눌러'와 같이 어미로 맞춘 각운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대신 명사로 맞춘 '노래', '미래'가 더 효과적이다. 특히 '이 분', '기분'의 경우에는 퍼펙트
라임이기도 하고, '이 분'의 경우 두개의 단어를 맞추는 작사가의 재치가 있기에 각운이 가지는
통렬함이

증대된다.

물론 각운 말고 두운을 쓰는 경우도 있다. 'How Can I Win'이라고 역시 <굿바이걸> 중에 나오는
노래인데, 수많은 실연으로 다시 남자를 만나는 것이 두렵기만 한 폴라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아물지도

않은

상처들

잃어버린
뼈

믿음
아픈

10/12

댓가들

그래도
그래

잘
더

견뎌

왔잖아

아파도

괜찮아
(중략...)

개인적으로 굿바이걸 가사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운율과 극적인 상황,
캐릭터의 말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예들 처럼 뮤지컬 가사 번역이 직역만으로 성공하기는 힘들다. 직역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건 원작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렸기 때문에 직역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직역 가사는 불가능하다. 번역 작가는 원작자의 의도를 극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그것을
우리말에서 가장 효과적인 말로 재구성, 치환해야 한다. 번역가는 수동적인 기술자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해석가로 나설 때만 비로소 원작자의 의도를 역설적으로 살릴 수 있다. 원작자가 만약에
지금 우리 말을 완벽하게 구사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느냔 질문에 대답하는 대리자가 바로
번역가이며, 그러기에 더더욱 원작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존경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번역가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바로 원작에서 이탈한 번역자의 주관이란 함정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번역가가 영어나 자기가 번역해야 하는 언어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작자에
대한 존중과 가사의 기술, 또 극적 감각만 뛰어나다면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영어를 잘할수록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뉘앙스를 더 잘 살려서 번역할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다양한 번역기의 발달과 검색 엔진의 발전 덕에 성실한 노력만 따른다면
언어능력 또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보았던 오역의 예는 대부분 영어를
잘하는 번역자의 부주의와 불성실함에서 온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뮤지컬 번역은 창작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가장 세밀하게 뜯어 볼 수 있는 전지적 관점을 제공한다.
번역하려는 의도를 갖고 읽는 순간 텍스트는 살아나기 시작하며 자기에게 맞는 정당한 다른 말 옷을
요구해 온다. 번역은 뮤지컬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많은 테크닉과 구조 등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이다. 뮤지컬 작사가와 작가의 입장을 이보다 더 가깝게 서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창작처럼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일은 절대 아니다. 아니 이것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작자가 제공한 지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에, 정확하게 백 퍼센트 ‘기술’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예술의 99%는 기술(땀방울)이다, 나머지 1%는 가장 중요한 영감이자 자기 회의와의
뼈를 깎는 사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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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이는 방법은 말 그대로 무한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이란 것이다. 많이 해 봐야 늘 수 있으며, 잘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쌓인 시간만큼 계속해서 발전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힘들고, 마치 뇌로 하는
역기 훈련이란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모든 운동처럼 가사 쓰기 뇌훈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날이 올 것이다. 게다가 가장 좋은 것은 뮤지컬 번역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좋아하는 뮤지컬에 자기만의 번역본을
만들어 보라.

‘You don’t need rocket science to write a musical’이란 말이 있듯이, 뮤지컬 번역도 뭐 그리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분이 감각이고 상식이다. 다만 적당히 잘하는 것과 완벽하게 잘 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70 점 짜리 가사를 만드는데 100 의 힘이
필요하다면, 80 점 짜리를 만드는 데는 200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90 점 짜리를 만드는 데는
1000 의 힘이 필요하며 거기서 부터 1 프로씩은 오르는 것은 더 가파른 길이다. 그러니 언제나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집요하게 더 좋은 다른 가사의 조합을 찾아
나설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단어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이 음악적인 낱말 맞추기 퍼즐게임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무엇보다, 음 하나하나에 담긴 멜로디의 무게를 느끼고, 작은 어투하나,
단어 하나, 음절 하나에서 오는 노래의 차이를 느껴보라. 그런 많은 디테일들이 보이는 순간, 그런
노래의 세상이 열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뮤지컬 번역가, 작사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참고 :
더뮤지컬 [번역의 중요성, 뮤지컬 번역에 다가가기] 2019 년 - 박천휘
아트홀릭 [원작과 번역의 필연적인 간극] 2008 년 - 박천휘
아트홀릭 [뮤지컬 번역개사 - 최선의 차선책을 찾기 위한 몇 가지 기술] 2008 년 - 박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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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995b; ᩧ㏣ 2007; Ⓔ⎗ 2006).

‘▲
▲ᠿ ἢᯚ┦(a shopper of headlines)’ (English
1944: 217-229) ᔒဪ ᝦⓖ 1940႖ ኇ┻.

X

(▫⨶ 1995a: 204; ┊⚖, ⫲⎗╂ 2005: 6)

X

ଶғӿࢆࡿ ࠏବ˒ ࣵ࠾ۺ

㋲ଃ␎ଃ⍊႖㋯૦ ⽋᨞⎃႖㋯⑦ ㋲┒

ᦫᦎ▫

ଛ˯ࡿ “ݴҩࠢ૯ ࢲπնई”˒ ࠄ؞

㋲ଃ ㍺ቲᔒ┎⓮ খ┻ ⸆ く❫ ⚧⓮ ㋮ฮဪ ❗▧┎
ଂᜒ ᝤ┊ ṂÆ‘₣⏊ㇲ ▖ᝂ✮' (┊⚖
2007; ㏿⯮ệ 2008 ኇ ).
❗▧┎ଂဪ ெṂ ᣎ⍦Ẳᅚ ᅛ┦⓮ গ▗ ொ┻
দⓚ Ⓐᦲ㋮ဪ ফᗂ㋲ ἢ┊ᥖᗲ ⑦ᔮᬖ⻆ எ Ṃ
⍦ くᩚ㋲ ⚒⓮খ ଂᆾ (Brooks, Kennedy, Moer,
& Ranly 2002).

X

X

ଛ˯ ଶғӿࢆࡿ છक

▗㏫㋮੶ চ㋮ਢ ⌓ᆲ ெṂ(蓄粣
2002: 94)

X খ┻

ெṂ⓮ ㍺ቲᔒ┎ⓖ ெṂ⓮ ๊ⓚ ⌓
㋮੶, ༒▦ⓚ ▚ႂ㋮᠆, ெṂ⓮ ⚧ệⓚ ⋪
㋮ဪ ⎃㋶ⓚ ㋲ၺ(Van Dijk, 198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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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ۉ̘ הݣଶғӿࢆ

Indonesia Lion Air flight with 189 on
board crashes into sea
(2018.10.29)

⎆ଂ႖ṗ

X

X

ည› ㌃ᠿ: ଃ▲ည›

(2)┒চ❖ (⽋⁶Ṃ ᯚ૦) : USA Today, Nytimes,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ଢ), Asahi simbun, Yomiuri simbun, Mainichi
simbun(┒), ☆Ặ┒, ⚧⋯┒, ᅯ⋚┒, ㋲ਾᖞ⁶ᣎ(㋲ଃ)

(1)⽋⁶Ṃ: AP, Reuters, AFP (⎗⍊ଢ), Koydonews, Jijipress(┒), ⎆㋿
ည›(㋲ଃ)

<AP>

⎆ଂ ெচ: 2018.7.1~2019.3.1

ࠏߪ˽  ۉݣଶғӿࢆ(1)

ᠿ▗:㋲ଃ⓮ ㍺ቲᔒ┎ ▖ᝂ✮ ખ㌟
┊ ㋲┒᨞⎃, ㋲⎗᨞⎃⍦Ẳဪ ⍊ፑਢ 
⎗, Ꭶဪ ☆▫ᆮ੶ ┞ဪ❖ Ṋㅊဪ ਙ

X ⎆ଂ

ᧆ: ㋲ଃ ⁶ᣎ ㍺ቲᔒ┎⓮ 㕇₣
⏊ㇲ ▖ᝂ✮’, く㔞 ⽋⁶Ṃ┎ ⎆㋿ည›
⍦Ẳ⓮ ₣⏊ㇲ Ṃ⍦ ⚒ᠿ.

X ⎆ଂ

ࠆˮ ؎ʾ ࢳֹ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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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ቲᔒ┎⍦ Ṃᆲ ❗▧┎ଂဪ ᣎ ெṂ
⍦ဪ ⍜ဪ ๊.

ᅚẲખ ❖⍊ ᣦ㌊?" ぎᖒ㊚, ┎ᅚ ᠾ
ኪ ⪳ᝂ ☆ᘇ 2019-01-03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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ݴҩࠢ૯ ࢲπնईࡿ ࠓ

ࢇ ۉݣ ˽ߪؿଶғӿࢆ(2)
<Jiji Press Agency>

ࢇ ۉݣ ˽ߪؿଶғӿࢆ (1)

ٛKyodonews

قBT: Air plane crashed into the sea of Jakart
a)ق2018.10.29ك

४কढ़ঝॱబपਃऋဥ

(BT: An accident of an airplane crash in Indonesia,
search operation to restart Contract with a Dutch
company )㗽2018.10.29㗾

ड़ছথ

Indonesian Lion Air Plane crashes
into sea with 189 passengers, crew
(2018.10.29)

Indonesian plane with 189 aboard
crashes into sea soon after take-off
from Jakarta
(2018.10.29)

ॖথॻॿ३॔絣諂统艃篿㔻涃蝉睢峼宴龲ष
ॲ絉蔋ध篟蓈

<AFP>

<Reuters>

Agency>

ࠏߪ˽  ۉݣଶғӿࢆ(3)

ࠏߪ˽  ۉݣଶғӿࢆ(2)

<YONHAP NEWS >
ᦎ⚧▫ṗ ▚㏪ႊウ…. ぎᖒ㊚ "ᣊ
ᣊ⎃㎧ṗ
⸆ ❚▚ ┊ᚚ❖੶ ┞⍊"(2018.12.30)

<YONHAP NEWS AGENCY>

“My family are safe but my house has been
destroyed……everything’s gone,” said Sunaria.

……

(2018.12.24 )

‘Everthing’s gone’: Indonesian villagers
recount tsunami horror

Agency>

people)(2018.12.24)

(BT: Indonesia Tsunami Dead More than 280

ॖথॻॿ३॔ஸణଈ280যத

ٛKyodonews

ࢇ ۉݣ ˽ߪؿଶғӿࢆ(1)

ଶғӿࢆ ऍࢸࢆࡅ )˽ߪࠏ(ݢ

<AFP>

ȥᣎ ெṂ ⌓ Ȣ㍺ቲᔒ┎ ❗▧┎

(201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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ࠆଟЊ(ݘଛ˯  )ۉݣଶғӿࢆ ऍ
ࢸࢆࡅ

ଛ˯ ࠆ_ۉݣଟЊݘ

<YONHAP NEWS >
"ⱺ
ⱺၺᔖ アᅚখ ㌊ᩖ 20㙂❖"…⊆ฮᦎ ᄄ⯲ ┎ၞ ㌊
ᩖ ‘ゾၟ’(2018.12.23)

<Jiji Press Agency>

൜ऩऎஸణڮڮڮؚযଈಝٙ४কডਣृ५ঐॺছ
ਣٕॖথॻॿ३॔
(BT: Tsunami without earthquake, 222 deaths=Java
Island and Sumatra Island – Indonesia)
(2018.12.23)

ȥAFP ᦿ ⧚

ਫལऋધপଁ୩पછଛॊٙবপଁ
୩ਿ

N. Korean leader sends letter to
Moon: presidential office
(2018.12.30)

(BT: Kim Jong-un sends a letter to Presid
ent = South Korean presidential office)
(2018.12.30 )
ÆJiji agency ᦿ ⧚

ଛࢇࠄ؞:ࠆ(ۉݣଟЊ) ݘ

ଛࠏࠄ؞:ࠆ(ۉݣଟЊ) 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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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߅ԇ߭ ؏ ܞফࢠܹ Ի̐Ԓ

• ࠉ˱ оۘě۰ࡌ ળϠԂցĜ ߅ԇ߭ ؏ ܞ੩ݛઝ

ࠉ˱ ؏ئ

 :$ﻫﻝ ﺗﺻﻧﻌﻳﻥ ﺍﻟﻛﻳﻣﺗﺷﻲ ﺑﻧﻔﺳﻙ ﺃﻡ ﺗﺄﺧﺫﻳﻧﻪ ﻣﻥ ﺃﻣﻙ؟

"ࡁΟݤΟࡁ ߅Тִ ߭֞Тଞ੨ ߱߭۰ Җݤ̐$̡ձ ऐࢻ ж

ࡁ߭ˬԻ ࢊо߾۰ ʎফѸה ˕ࢠ˝ ࡌࢿЕ ࠠଥ Ҭӵଞ ΟЁ˕ ۰ࡌ ̡ࢠଜЕ Τࡶ ࣯ࢿԻ ۰ח ࡁ߅֍$

ࡁ߭ ˈ۰ ࢊࡁࢊ̧ए ʎফѸ

߾ࢊࡁ̖ धءࡳԻ ϗ ࡖ ݤ ࡶࢿԻ ҟԼѹ ʨࡶ ̛ϙଥ۰ ϗח ࡪݛ୕ɹ ࡪόה ࢿЕ ̞࢝ ࡵࠄ अ̞ծ г̍Вחࢠ̡ࡌ%۰

ࡁࢿɼ ʎফѸחࢠ̡ࡌ ࡖ ࢊٕਫ਼ ࢊɾ ࢿୣ ۰ءࢇ एЕіࡁࢇࠪ ˗ଥ۰ڃ ۘ$ࢽֆࡁ"ଞ˲߾۰ ࠆҚࡵ ̡ࢠঋ߾ ତ

ࡁ߭֟ Ьی ߭֞Т͉ ߱߭ ֟߹߹Еі ࡁऋࡵ ցઝ߾۰ݤ  ࢶࢇ ߷߭ࡁߵցΟق ˾Ѧ ऐࢻ ̡ձ жء%ଞ

 :$ﺑﺎﻟﺿﺑﻁ ،ﻭﻳﻘﺎﻡ ﺍﻟﻣﻬﺭﺟﺎﻥ ﻫﺫﺍ ﺍﻟﻌﺎﻡ ﺗﺣﺕ ﻋﻧﻭﺍﻥ "ﺍﻟﺗﻘﺎﺳﻡ ﺍﻟﺩﺍﻓﺊ ﻭﻳﻭﻡ ﺻﻧﻊ ﺍﻟﻛﻳﻣﺗﺷﻲ ﻓﻲ ﺳﻳﻭﻝ" ﻓﻲ ﺳﺎﺣﺔ ﺳﻳﻭﻝ ﻭﺍﻟﻣﻧﺎﻁﻖ ﺍﻟﻣﺟﺎﻭﺭﺓ ﻟﺷﺎﺭﻉ "ﻣﻭﻛﻳﻭ".

%DFNWUDQVODWLRQ

 :%ﺁﻩ ،ﻳﻘﺎﻡ ﻣﻬﺭﺟﺎﻥ ﺳﻳﻭﻝ ﺍﻟﺛﻘﺎﻓﻲ ﻟﺻﻧﻊ ﺍﻟﻛﻳﻣﺗﺷﻲ ﻛﻝ ﻋﺎﻡ ﻣﻥ ﻳﻭﻡ ﺍﻟﺟﻣﻌﺔ ﺇﻟﻰ ﺍﻷﺣﺩ ﻓﻲ ﺍﻷﺳﺑﻭﻉ ﺍﻷﻭﻝ ﻣﻥ ﺷﻬﺭ ﻧﻭﻓﻣﺑﺭ ﻣﻧﺫ ﺇﻁﻼﻗﻪ ﻓﻲ ﻋﺎﻡ  2014ﺑﻣﻧﺎﺳﺑﺔ ﺫﻛﺭﻯ ﺗﺳﺟﻳﻝ "ﻛﻳﻡ ﺟﺎﻧﻎ" ﺃﻱ ﺛﻘﺎﻓﺔ ﺻﻧﻊ ﺍﻟﻛﻳﻣﺗﺷﻲ ﺿﻣﻥ ﻗﺎﺋﻣﺔ ﺍﻟﺗﺭﺍﺙ ﺍﻟﺑﺷﺭﻱ ﻏﻳﺭ ﺍﻟﻣﺎﺩﻱ ﻟﻣﻧﻅﻣﺔ ﺍﻟﻳﻭﻧﺳﻛﻭ.

 :$ﻭﷲ؟ ﻓﻲ ﺍﻟﻭﺍﻗﻊ ﺗﺻﺑﺢ ﺍﻟﺳﻳﺩﺍﺕ ﺍﻟﻛﻭﺭﻳﺎﺕ ﻣﺷﻐﻭﻻﺕ ﺩﺍﺋﻣﺎ ﻓﻲ ﻫﺫﻩ ﺍﻟﻔﺗﺭﺓ ﻟﺻﻧﻊ ﺍﻟﻛﻳﻣﺗﺷﻲ .ﻭﺑﻬﺫﻩ ﺍﻟﻣﻧﺎﺳﺑﺔ ،ﺃﻗﻳﻡ ﻣﻬﺭﺟﺎﻥ ﺳﻳﻭﻝ ﺍﻟﺛﻘﺎﻓﻲ ﻟﺻﻧﻊ ﺍﻟﻛﻳﻣﺗﺷﻲ ﻓﻲ ﻧﺳﺧﺗﻪ ﺍﻟﺧﺎﻣﺳﺔ ﻟﻣﺩﺓ ﺛﻼﺛﺔ ﺃﻳﺎﻡ ﺑﺩءﺍ ﻣﻥ ﻳﻭﻡ ﺍﻟﺛﺎﻧﻲ ﻣﻥ ﺷﻬﺭ ﻧﻭﻓﻣﺑﺭ ﺍﻟﺟﺎﺭﻱ.

 :%ﻟﻡ ﻳﺳﺑﻖ ﻟﻲ ﺃﻥ ﺻﻧﻌﺕ ﺍﻟﻛﻳﻣﺗﺷﻲ ﺑﻧﻔﺳﻲ ،ﺑﻝ ﻅﻠﻠﺕ ﺁﺧﺫﻩ ﻣﻥ ﺃﻣﻲ ﺃﻭ ﻣﻥ ﺣﻣﺎﺗﻲ ،ﻭﻟﻛﻥ ﻓﻲ ﻫﺫﻩ ﺍﻷﻳﺎﻡ ،ﺃﺷﺗﺭﻳﻪ ﻣﻥ ﺍﻟﺳﻭ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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ࢿĜɼ ʎফѹЬחࢠ̡ࡌˬԻ ࢊо߾۰ ěҬӵଞ ΟЁ۰ࡌࢇ ̡ࢠଜЕ ΤĜࢇԄ ࣯ࢿԻ ěࢿୣ ۰ה ˕ࢠ˝ࡌ67ࡖ ࢊٕਫ਼ ࢊ̧ए ࢊɾ۰

ࢿĜחࢠ̡ࡌ ࣯ֆࡵ ̡ࢠଜЕ Τࠇо ফо ě۰ءࢇּࢿ ی̛

!ݤࠖ

୕ծ ߇ն̘ ଢ ଛ˯ߪԸ ࡵࠄ ୬ ߂ԄߪԸ ۳ֵࡳ ɹଛЩה ˯ଛ˯ߪࠧ ଛ

ֵࡵࠄ ୬ ۳

ԇТЬ ̛ձݤؿ ߾۰ݥࡳִ ߯ࣁɼ Ѱ˲о ଝؿ ܈ࠆԜٗ ਔˈ̛ ߅ऐ ߇ Җ

ࢼԸВ ࡰԸ րҗߪऎ ʝࠓ࠾ߕଜЕ ঐীݥ %؆॰ ࣸ߾Е ਔˈ̛ɼ Еі ָߣࡲ ˅̘ ʈ˅ ֈѣ ˅̘ ʈ߂࠾̍ԛѓ

ࡁѸˈ ଞ Η ɼʸࡵ ߟ бԜ ࢽѦଥٸࣱ ࢇ$֍߅ࡁ˲˕ ८ ࠹߾ ɼए ؆॰

%DFNWUDQVODWLRQ

ࡁ߭к߾ Е ̛ٗࢇԂˈ ֆବݥ ցए ࢇࡕ߾ Е ଞ ߅ԇ

ˈս ଝۢҚࢇ߹߭ࡁ̐ ଝۢҚࡵ ଟԅҖɼ ։߾ Қݞהٸ ࢇࢿԻ ଟԅҖձ ֟ࡳԜ ̝ ࣲࡶ ̛Ьչˈ ы ଝۢҚࢂ ࢸ؆ݨ %ଜएփ

࣫߹ ࢇશٸ ٕࢊ ս ଝۢҚࡶ ࡢଞ ʨࢇԂЕݞה ࢂܹܕ̑ ࢇ एݥܕ $۰ࡌо߾۰ ଟԅҖձ ࢿ˓ଞЬЕ

ࡁ߭߹ଞए ٗփ߾ ऑѸݤࢉ Τࢉ एଥ ࡖ ࢊࢉٗࢇ ଟԅҖձ ʎؿ%۰ࡌо߾۰ ଟԅҖձ ۴

ࡁ߭߾ ଟԅҖձ Ѧବ

ݥࣗоࢇࠆоˁஜо۰ࡌоɼ ଝۿ ࢇ एִ۰ ଞߦо ЬࡸࡳԻݨی $ଟԅҖɼ ߵʸଞ ࣱ̛߾ ҬԂ આָଞ ࡪ˕ࢽࡶ ʠЬЕ

ࡁࠖࢇ ֩Ѝ߾ ଟԅҖձ ࢿ˓ଞ ফটࢂ ଞ˲ оଝݥ%ଞߦоЕ ଝ

ТЬݥࡶ ࢿ˓ଜЕ ଞߦо ଝݥࡸԻ ଟԅࡁࢇ Еіݥࡶ Е ଝݪ˗ ࢂ$ࢵࠪ ଞ˲߾ ʠ࣯ࣸࢉ ࡉչ ߅ԇ ˱Қ

 :%ﻭﻟﻜﻦ ﻓﻲ ﺍﻟﻮﺍﻗﻊ ،ﻧﺼﻒ ﻋﺪﺩ ﺍﻟﻄﻼﺏ ﺍﻟﻤﻨﺘﻈﺮﻳﻦ ﻓﻲ ﺻﻒ ﻁﻮﻳﻞ ﻟﻠﺤﺼﻮﻝ ﻋﻠﻰ ﻭﺟﺒﺔ ﻁﻌﺎﻡ ﺣﻼﻝ ﻛﺎﻧﻮﺍ ﻣﻦ ﻏﻴﺮ ﺍﻟﻤﺴﻠﻤﻴﻦ ،ﻭﻗﺎﻟﻮﺍ ﺇﻥ ﻭﺟﺒﺔ ﺍﻟﻄﻌﺎﻡ ﺍﻟﺤﻼﻝ ﺗﻌﺠﺒﻬﻢ ،ﻭﻳﺸﻌﺮﻭﻥ ﻛﺄﻧﻬﻢ ﻓﻲ ﻣﻄﻌﻢ ﻋﺮﺑﻲ ﻓﻲ ﺇﻱ ﺗﻴﻪ ﻭﺍﻥ.

 :$ﻭﻋﻨﺪ ﻧﺸﺮ ﺃﺧﺒﺎﺭ ﻋﻦ ﻋﺮﺽ ﻁﻌﺎﻡ ﺣﻼﻝ ﻓﻲ ﻣﻄﻌﻢ ﺟﺎﻣﻌﺔ ﺳﻴﻮﻝ ،ﻛﺎﻥ ﻫﻨﺎﻙ ﺑﻌﺾ ﺍﻻﻧﺘﻘﺎﺩﺍﺕ ﺍﻟﺘﻲ ﺗﻘﻮﻝ ﺇﻧﻪ ﺻﺎﻟﺢ ﻟﻌﺪﺩ ﻣﺤﺪﻭﺩ ﻣﻦ ﺍﻟﻄﻼﺏ ،ﻭﻫﻢ ﺍﻟﻤﺴﻠﻤﻮﻥ ،ﺑﻴﻨﻤﺎ ﺍﻷﻏﻠﺒﻴﺔ ﻏﻴﺮ ﻣﺴﻠﻤﻴﻦ.

 :%ﻭﻟﺬﻟﻚ ﻓﻲ ﺃﻭﻝ ﻳﻮﻡ ﻗﺪﻣﺖ ﻓﻴﻪ ﺟﺎﻣﻌﺔ ﺳﻴﻮﻝ ﻭﺟﺒﺔ ﻁﻌﺎﻡ ﺣﻼﻝ ،ﻭﻛﺎﻥ ﺫﻟﻚ ﻳﻮﻡ ﺍﻟﺜﺎﻧﻲ ﻣﻦ ﺷﻬﺮ ﺃﺑﺮﻳﻞ ﻓﻲ ﺍﻟﻌﺎﻡ ﺍﻟﻤﺎﺿﻲ ،ﺗﻢ ﺑﻴﻊ ﻣﺎﺋﺔ ﻭﺧﻤﺴﻴﻦ ﻭﺟﺒﺔ ﻓﻲ ﻏﻀﻮﻥ ﻧﺼﻒ ﺳﺎﻋﺔ ﻣﻦ ﺑﺪء ﺑﻴﻌﻬﺎ.

 :$ﻭﺑﻌﺪﻫﺎ ﺃﺩﺧﻠﺖ ﺟﺎﻣﻌﺔ "ﺳﻴﻪ ﺟﻮﻧﻎ" ،ﻭ"ﺇﻱ ﻫﻮﺍ" ﻟﻠﺒﻨﺎﺕ ﻭ"ﻛﻴﻮﻧﻎ ﻫﻲ" ﻭ"ﺳﻴﻮﻝ" ،ﻭﺟﺒﺎﺕ ﺍﻟﻄﻌﺎﻡ ﺍﻟﺤﻼﻝ ﻓﻲ ﻣﻄﺎﻋﻤﻬﺎ ﺑﺎﻟﺘﺰﺍﻣﻦ ﻣﻊ ﺍﻧﺘﺸﺎﺭ ﺣﻘﻴﻘﺔ ﺃﻥ ﺍﻟﻤﻨﺘﺠﺎﺕ ﺍﻟﺤﻼﻝ ﺍﻟﻤﻌﺘﻤﺪﺓ ﺗ ٌﻨﺘﺞ ﻭﻓﻘﺎ ﻟﻤﻌﺎﻳﻴﺮ ﺻﺎﺭﻣﺔ ،ﻭﻣﺮﺍﺣﻞ ﺗﻮﺯﻳﻌﻬﺎ ﺗﺘﻢ ﺑﺸﻔﺎﻓﻴﺔ.

 :%ﺗﻌﺘﺒﺮ ﺟﺎﻣﻌﺔ "ﻫﺎﻥ ﻳﺎﻧﻎ" ﺃﻭﻝ ﺟﺎﻣﻌﺔ ﻛﻮﺭﻳﺔ ﺗﻘﺪﻡ ﻭﺟﺒﺎﺕ ﺣﻼﻝ ﺿﻤﻦ ﻗﺎﺋﻤﺔ ﺍﻟﻮﺟﺒﺎﺕ ﻓﻲ ﻣﻄﻌﻤﻬﺎ.

 :$ﻣﻄﻌﻢ ﺍﻟﺠﺎﻣﻌﺔ ﺍﻟﺘﻲ ﺟﺬﺏ ﺍﻧﺘﺒﺎﻫﻲ ﻭﺍﻧﺘﺒﺎﻩ ﺃﺻﺪﻗﺎﺋﻲ ﺍﻟﻌﺮﺏ ﺍﻟﻤﻘﻴﻤﻴﻦ ﻓﻲ ﻛﻮﺭﻳﺎ ﻫﻮ ﻣﻄﻌﻢ ﺟﺎﻣﻌﺔ "ﻫﺎﻥ ﻳﺎﻧﻎ" ﺍﻟﺬﻱ ﻳﻌﺮﺽ ﺃﻁﺒﺎﻕ ﻣﻦ ﺍﻟﻄﻌﺎﻡ ﺍﻟﺤﻼ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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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ࠓࢄࢇ ה ܶ ࢎߪ࠾ࢄʟ ࢺփ ғـࡳ ֈݢࡵ९ۉ ۭ̘ ѭ˯лВ ٖ˩ лଚࢄӿۭ ʝݡࢇ ɼόࡁ ߇Щݪ˗ %ࢵѦ

ए ߉ЕЬ

%DFNWUDQVODWLRQ
ࡁࠖࢇח ٦ࢇ̛ Ҷݥࡸॲی кࡵ Ѱ˲о߾ Еݥ ̐ ִࡶ Еіࡁ࠳ιଜݪ˗ ਼ ࢇݥ$ࡢձ ८एଞ ଝ

 ɼݴ  ଞ ۘ ࢿоԻ ֟ࡶ ܹ Е ֩ЍЬଞݥ̧एଞܕॹ ݴ ߾̛ˈ  ࡕ ̛ΟЕݥࢽݴؿ оۿࠉ ࡢ67

 ԦࢷҖݥ ࢿּࢢଝۢѦ ϣԂЕ оଝˬ ଝی̛

!ݤࠖ

ࢿɼ ࢊ߭Ьۍ ࢂؿࢽ  ࣸࡁѦձ ࣏ࢽଜЕ ˕ࢽ߾۰ؿࢽ ࢂחࡕ ߭˲ձ ˈԮଜࠆ ଞࠪ சח ࢂঐী

ࢼۊ ؼࢺ הࡒ

˕ࠉ˱ ʼ

ϕࠪ ʋࢇ ֟Е ʢ ঊଜއ Χއ Խיח खࢉए ٗɾଜ̛ ҚЬЕ ୯ݴؿ кࢉएݥۢҗ ߾ ϋࡳִ ࠆ̛ɼ ଝ

ﻣﻄﻌﻢ ﺟﺎﻣﻌﺔ "ﺩﻭﻧﻎ ﻛﻮﻙ"

ﻓﻲ ﻳﻮﻡ ﻣﺎ!

 :%ﻭﻣﻦ ﺑﻴﻦ ﺍﻷﻁﺒﺎﻕ ﺍﻟﺠﺎﻧﺒﻴﺔ :ﻟﺤﻢ ﻣﺼﻨﻮﻉ ﻣﻦ ﺍﻟﻔﻮﻝ .ﺷﻜﻠﻪ ﻣﺜﻞ ﺍﻟﻠﺤﻢ ﻭﻣﺬﺍﻗﻪ ﺃﻳﻀﺎ ،ﻟﻜﻨﻪ ﺑﺎﻟﻔﻌﻞ ﻣﺼﻨﻮﻉ ﻣﻦ ﺍﻟﻔﻮﻝ ،ﻭﺑﺎﻟﺘﺎﻟﻲ ﺇﺫﺍ ﻟﻢ ﻳﺴﺒﻖ ﻟﻚ ﻭﻟﻠﻤﺴﺘﻤﻌﻴﻦ ﺍﻷﻋﺰﺍء ﺃﻥ ﺟﺮﺑﺘﻢ ﻟﺤﻤﺎ ﻣﺼﻨﻮﻋﺎ ﻣﻦ ﺍﻟﻔﻮﻝ ،ﺃﺩﻋﻮﻛﻢ ﻟﺘﺘﺬﻭﻗﻮﻩ ﻓﻲ

 :$ﺻﺤﻴﺢ ،ﻳﺘﻢ ﺗﺠﻬﻴﺰ ﺣﻮﺍﻟﻲ ﺗﺴﻌﺔ ﺃﻧﻮﺍﻉ ﻣﻦ ﺍﻷﻁﺒﺎﻕ ﺍﻟﺠﺎﻧﺒﻴﺔ ﺑﺎﻹﺿﺎﻓﺔ ﺇﻟﻰ ﺍﻟﺤﺴﺎء ﻭﺍﻟﺸﺎﻱ ،ﻭﺗﻜﻠﻔﺔ ﺍﻟﻮﺟﺒﺔ ﺳﺒﻌﺔ ﺩﻭﻻﺭﺍﺕ ﺗﻘﺮﻳﺒﺎ.

 :%ﻫﻮ ﻳﺜﻴﺮ ﺍﻫﺘﻤﺎﻣﻲ ﺃﻳﻀﺎ .ﻭﻛﻤﺎ ﺗﻌﺮﻓﻴﻦ ﻓﺈﻥ ﺟﺎﻣﻌﺔ "ﺩﻭﻧﻎ ﻛﻮﻙ" ﺟﺎﻣﻌﺔ ﺑﻮﺫﻳﺔ ﻭﺑﺎﻟﺘﺎﻟﻲ ﻳﻤﻜﻦ ﺃﻥ ﻧﺠﺮﺏ ﺃﻁﻌﻤﺔ ﺍﻟﻤﻌﺎﺑﺪ ﻫﻨﺎﻙ .ﻭﻫﺬﺍ ﺃﻣﺮ ﻧﺎﺩﺭ ﺟﺪﺍ.

 :$ﻣﻄﻌﻢ ﺍﻟﺠﺎﻣﻌﺔ ﺍﻟﺬﻱ ﺟﺎء ﻓﻲ ﺍﻟﻤﺮﻛﺰ ﺍﻟﺴﺎﺩﺱ ﺟﺬﺏ ﺍﻧﺘﺒﺎﻫﻲ ﺃﻛﺜﺮ ،ﻷﻧﻪ ﻣﻄﻌﻢ ﻣﻔﺘﻮﺡ ﻣﺘﺨﺼﺺ ﻓﻲ ﺃﻁﻌﻤﺔ ﺍﻟﻤﻌﺎﺑﺪ ﺍﻟﺒﻮﺫﻳﺔ ﻓﻲ ﺟﺎﻣﻌﺔ "ﺩﻭﻧﻎ ﻛﻮ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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Ĝࢇ ૦ଡѸֲ ࣰ˕ ˲८ ࣗզ̧एݥࡸ ॲی ࢂ ɼए ࢽѦ ցѸЕ ؆॰߾Е ěࠝЖؿ ࡕ  ٦ݥࡸॲی 67ࡢ Ѱ˲о

ݡࠓ

 ɹؼࢺ  ߴВהࡒ

.%6:25/'5$',2߅ԇ߭ ؏ܞKWWSZRUOGNEVFRNUVHUYLFHLQGH[KWP"ODQJ D

.%6 :25/' 5$',2 ଞ˲߭ ؏ܞKWWSZRUOGNEVFRNUVHUYLFHDERXWBNEVZRUOGKWP"ODQJ N

ୖࢽ  ଞࠒ Ѝ ࢂࠇءݛ੩ݛઝ ʎ ߦۘ߾ ˗ଞ ˈॲࠇءଝࠉ˱   

ࠇଝࠉ˱   

ফˁࢉ  Ԃҡࠝ ؏ ܞ੩ݛઝࢂ ٗ ۘߦ ࠇء۱.%6ࡖҖ Ԃҡࠝ ѧࢊ߭ ؏ࡳݪࣸ ࡶܞԻء

ࢽΟࠒ  79Ѝ߾ࠇءݛ۰ࢂ ٗ ۘߦ ࢿۍ۱ࠇءଝࠉ˱   

ࠉܞ۱  Ѝݛࠇࢂ إ̍ࠇء੩ݛઝ ̍ࡳݪࣸ ࡶإԻࠇءଝࠉ˱   

ஜऑ  Ԃҡࠝ ؏ ܞ੩ݛઝ ˗ ˕ࠇءࢇ ۽Խ ࠉ˱ࠇءଝࠉ˱   

  ࢽଞࢊ Ѝݛࠇ˕ ࠇءɼࢂ ʎߦۘ ٗ۱ࢊח߭قଝ 

ॳˈ חଲ

 ঐী߾ оଞ ܹࡈی࣏ ۽ɼ ࡁ˱ѻ

 ࢿଞࢶࢉ ٗ۱ оۘ ܹ

 ࠖ ˱ࠉ ٸ८ࡕ߾ ֞הղ

ࠉ˱ࢂ ଞ˃

̡୪ࣸ  ۚԻࡋ ࡢ ࡶࠇءଞ િԜࢎհۘی۰ࡌ

̡ࡒԎ  ؏ ܞɼࢂ ࠇԛ˕ ؏ ܞо˗ ߾قଞ ࠉ˱ࠉָחए 

ࠇءଝࠉ˱   

̡  ߕؿԂҡࠝ؏ ܞ੩ݛઝࢂ ࢽ˗ ߾۽ؿଞ ˈॲ.%6:RUOG5DGLRě˲߆ࢂ ˃ۿԻĜࢂ یԷ߾۰

یଝࡢঐ˱Ϣחଞ˲࠹˲߭оଝˬ

̟ࠒܺ  .%6:25/'5DGLRଞࢊ Ѝݛࠇ یԷࠉ˱ ė ଞࢊ ɾ ʀҟ ۘଢ଼߾ ˗ଞ ؿѦձ ࣸࡳݪԻ



BBBBBBB   ߾ࠇءоଞ ࢿѦࢶ ˗ࢺࢂ ࣸࡁॲˈ ۽ěࢿѦࠇءĜʎϙࡶ ࣸࡳݪԻࠇءଝࠉ˱   

ʈए  ࠇء੩ݛઝ ࢿࢂ یୣࢶ ࣏ʢ˕ ࢿѦࢶ ࠇ ࢂࠇءଟࠇءଝࠉ˱   

ࡳݪԻࠇءଝࠉ˱   

ʈܹࢽ  ࣸ˲ Ѝݛࢂ ଞ˲Ѝ ݛࠇؿѦ߾ ˗ଞ ࠉ˱ॳˈ ࢂ!ݥܕଞ˲ Ѝݛࠇ یԷձ ࣸ

ॳˈ חଲ

•  ࠇءМԯ
• ࡸ߆˕ ɼࢊ ࢂی ė ࡸ߆߾ оଞ ࢇଥ
 ࡸࢸ ܹ
 ֬Իҡ ߾оଞ ࢇଥ
• ए৶ ઞघ߾ оଞ ࢇଥ
 ЬֻࣸҖࢶ
 ˓ݤɾ ࢿߟ
 ΰԜફࢇ ٱଥ

• Ԃࢇ۴ ݛए৶ࡵ ࠇءଞ о ࠪیϠԔֆࡶ ࡈی
• ϠԔֆ  ࢂ૽ ࢇࠇءசଭ߾Ѧ ࠒଯ
 ϗ ˓ࠉѹ ݛր ٸ6SHOOLQJ%HH !Е ϠԔֆ߾ ૽ࢂ
ࡕ ֩ݤएձ ࢿоԻ жए ׃ଥ சଭ߾ ݨિ ফࠉݣ
 
 ࢚ѹ ࡳࠇءԻ ࢉࢽ؇Е ࣯ࡁ φ ؟ϠԎ Е ࠆԜ הо߾۰ Я
ѧࡳԻ ٙԮएֲ̐ ʼ˕ ଥк ए৶ࢂ एձ Ь ̖ݤϩࢇЕ
۴ܻࡶ ঠऑए ߗ ଜࢇҖ -HN\OODQG+\GH !ࢂ ěए̖ ࢇ
ܻɾĜ

Æ ए৶ ߶˃ ˗˃یɼˉɼɼ ܹ ࠇءଭ

ए৶ ɼ߭ ࢂࠇء یԮࡏ

• ˲ΰ ए৶ ࢠ۽ ࢂ߶ۏ
 ϗ Ԃࢇ۴ ݛए৶ ࠝԂࢂ ࡪԶ!ࢇ ˲ΰ߾۰ টࠉ
 ϗ ߮ Æ ϗ ঊ߮ ࡕ о߾ ऑ
 ϗ ୃࢢ ߮ ࡕ ࡪए шए৶ ࢿ  
 ٙ˕ ϗ փ߾ ؑ ࢠ۽
• ଞ˲ ए৶ ࢇ ࢂ߶ۏԜଞ  ࢶߟٸ؈ࢷ߾Е ઞ Ԃࢇ۴ ݛए৶
ࢂ ࠒ ਼ ࢇࢠ۽ଯࡶ  ࢎ ࣯ࠪୃо̒ରࡵࠒ
 
• Ԃࢇ۴ ݛए৶ࡵ ˲ΰ ए৶ ˗Ԇʏࢇ ɼࢠ ۴ଜЕ ए৶ ࡪ
 ࢎ࣯ୃо̒ 

ɼ۽ࡁࣸ ࢂࠇء ی

˃ָоଝˬ ࢇए

Ԃࢇ۴ ݛए৶
ɼࢺࢿח ࢂࠇء ی

ؑˁ

• .HOO\   չҜࢂ PHDQLQJ ܕࡋߏࢊݛչ VRXQG
ࡸ˕ ֻࡸ ּ ঐ LQWHQGHGOLVWHQHUV ࡕˉࡶ ࣑ࣸଟ ʨ
• /RZ /RZ ěݞԽ ࡕĜ SHQWDWKORQSULQFLSOH 
ɼॷࡈࢇݛࠉࢂ۽Ԝࡏ QDWXUDOQHVV չҜ UK\WKP ߏࡋ
UK\PH ߾ ݨଜˈ ࢇҚ ɾ ̎ࡶ б۽ଟ ʨ

• ɼئ؏ ࠇء ی
 ࠇءଜए ߉̛
 ࡸ߆ࡶ ˈԮଜए ߉ˈ ɼیփ ࠇءଜ̛
 ࡸ߆߾ ֍߭ ۚ ɼ̛ޱ ی
 ɼ ࠇء ی୯ ࡸ߆ࡶ ̛Ͱ
 ࡕˉ߾ ֍߭ ɼࠇء یଜ̛ )UDQ]RQ

3. ࢂ ࢶଢ

2.  ࢶݤଢ

1. ࡋࢶ ଢ

ୃ: ࡸ߆ࢇ ‘ֆଜˈଜЕ’ ࢂձ ࢚ ࢷбଟ ʨ

˱࣏: ঐࣸࢂ ˗ ࡶݪΏˈ ࢶݤ୪˕ձ ɼओ ʨ

֬Իҡ: ٙԣࡶ Ҷ ࢇଥɼ ࠉ ˈݒԜࡌ ʨ

ࢇߞ̛, ٗࡢ̛, ҟࢠࢉי, ی, ࡵࡪ ҟ

ଦ ݪЯ߭ ࡢ

ߏࡋ(rhyme), ˱ח, ଭ, ࠉ ػԱ  о࣏,

ܕչ

• ݤɼ߾۰ ࡈଜЕ ࡸࡋओࢂ ८ࢇ
 ࡸࢸ 䶅䑘㥤 ˈࢵ 乲㌀㥤 ʈߟ 㤾㤻㥤 ࢠЯ 䲖䋿
㥤
 ࠒ߭Е ʈߟթ˕ ࡸࢸࡶଞ˲߭Е ࡸࢸփࡶ ࡈ

•  ࢶی८ࢇ
 ࠒ߭Е ࢂ Я߭ ࡈ یٕیָیҟ ࠪ ̛М Я߭ ˗ࢷی
 یҟ ɼ ٗչѸ߭ Е ؆ִଞ˲߭Е ࣏߭ ࠪیɼ ࢂ Я
߭߾ ٠߭ࡸ
 ࠒ߭Е ଞ˲߭ࠪ бչ Я߭ցЬ ʈ ۿVWUHVV ɼ ࡸ

• ࢂࢂ ࢂࠇءѹ ɼࢶ ࢶ۽ࡸ ࢂیଢ ۽ęSKRQHWLFVXLWDELOLW\
RIWKHWUDQVODWHGO\ULFVĚ ࡶ ˈԮଥ ઞࢽ ࡸ߾ ٕծ̛  ࡋݍЯ߭
ձ ؑଜЕ ʨ /RZ
• ˝ࢂࢂ ࢂɼ ߆ࡸ ࠪیɾࢂ ࢊձ ˱ୃଜࠆ ࠇءѹ ɼیɼ
ݤɽঐɽ˓ݤɾࢶ ࢿߟ ଜ߾۰ ěּࢶĜ߾ ٕଢଜࠆ ࢿоԻ ě̛
МĜଜѦԼ ଜЕ ʨ )UDQ]RQ
ɼॷࡈࢇ ࢇ۽Е ɼی
ࡸ߆ ্ִ
੩ݛઝ ্ִ
•
ࡸࢸ ܹ, չҜ, ߮ߦ, ʈۿ, ɼॷ߾ ࡈࢇଞ

ଞ˲߭ࠪ ࠒ߭ࢂ ८ࢇ

ɼॷࡈࢇ ۽VLQJDELOLW\

Æ Ԃࢇ۴ ݛए৶ ɼ  ࡵࠇء یӖЕ  փ ɼМ

ɼࡕ ࠇء ی

ɼࢇ ࢂࠇء یԽࢶ ؑˁ

ʈ ࢂ ࠪۿЯ߭ ٙଢϠઝծж Җ ળչ!

• оֻۘ̍ɼ ˈ ˲ΰ சଭ߾ ˓۽ଞ ए৶
 Ԩઝ 5HQW !ए ߗ ଜࢇҖ -HN\OODQG+\GH !৬ৌ
&DWV !ࠝԂࢂ ࡪԶ 7KH3KDQWRPRIWKH2SHUD !ݛ
 ˓ࢇی0LVV6DLJRQJ !Ϡઝծж Җ ળչ 1RWUH'DPHGH
3DULV !
• ؏ئ
 Ԅ࣑  Իࡉ  չ  ࢂ ɼࢇ ࠇء یԽ
ଞ˲߭ࠪ ࠒ߭ࢂ ࢶیŘࡸࡋࢶ ओ ८ࢇձ ˈԮଥ ࡕ߭ ɼࠪی
ଞ˲߭ ɼˬٸ یձ ଥ  ࢺࢿחળ߆
 ࢷחɼ ࢉ  ˓ࢷ ߆۽ܹˬ ˓ࢷ ߆۽ए৶ ؑࡉ ࠪ ࢉ

Ԃࢇ۴ ݛए৶ ɼॲˈ ࢺࢿח ࠇء ی

Ի

ҟ

߅

Ԏ

֩

ց հ 

ΰ ׁࢇ ֆࡶ ҙए ߉߅(8)
ࢇۑۘۿɼ (5)

ڔΟ ̛ڔΟ (5)
̒і ࠝЖࡵ ڔˀ߭ (8)
̐ʯ ࢉۢࢇߞ (6)
ʌए ߉ࡶ ʠߞ (6)
ʌए ߉ࡶ ʠߞ (6)
ʌए ߉ࡶ ʠߞ (6)
ϗ ʨ (3),
ࠠଥ ʨ (3)
ΰϗ खۿѦ (5)
ֻ ۘۿҘ ʯ Ь (6)
ٻԮޱЕ ʠТ̧ (7)
ΰ ࢉۢցࢵѦ Rent! (7)

How do you stay on your feet (7)
When on every street (5)
It's 'trick or treat'(4)
And tonight its 'trick' (5)

'Welcome back to town'(5)
We're not gonna pay (5)
We're not gonna pay (5)
We're not gonna pay (5)
Last year's rent (3)
This year's rent (3)
Next year's rent (3)
Rent rent rent rent rent (5)
We're not gonna pay rent (5)

'Cause everything is rent (6)

ST

ࡸ ीʎ̛  Ԩઝ!

77ɼ Ի ҟ ߅
Ԏ֩ ց հ
 ۚ  ࢇ یԻ
ʸ  

67,QWKH ODPSOLJKWWKHZLWKHUHGOHDYHVFROOHFWDWP\IHHW
ʸ

ɼ

ɼ یʸ ٙଢ  ৬ৌ!

TT

ۚ ࢇیԻ

࣏  ࠉݣୖࡵ۽ए৶ ָ۽ଢ଼୯!ࢂ ˓ࠉւ ࠉ˱ࠇءଝࠉ˱  

ফ  ࠉݣࠇءѹ חࠪ ଞ˲ࢶ ҡҪ   ࠇءए৶ࢂ ܹࡈ߾ оଞ ࢊˈॲଞ˲̑ࠖܽࠉ˱  

ରࡵࠒ  ˓ࠉ יଥ࠹ऑষ एࡕ ؏߇ ࠉ˱ए৶ࡶ ࣸࡳݪԻଞ˲ח˗˝ࠉ˱ࡕ

ୖࢽ  ࢢ˓ࠉࡶ ଥ  قए৶ ɼض ࢂࠇء یࠪ ࡕࢉ  ܘҖଜࢎࢂ ࡢݛТ ੵҖ!ձ ࣸࡳݪԻࠇ˕ࠇء ઞ ط

㢥㲨 䊂㗊  Ѱ߅ݤ ߅ݤଝ ˱ࡶ ࡢଥ ė ࡸܹࢇԂЕ ָܺଞ˲ݤɼࠉ˱  

•

•

•

•

•

/RZ3  7KHSHQWDWKORQDSSURDFKWRWUDQVODWLQJVRQJV,Q'/*RUOHH (G 6RQJDQG6LJQLILFDQFH9LUWXHVDQG9LFHVRI9RFDO7UDQVODWLRQ SS $PVWHUGDP 1HZ<RUN5RGRSL

ࢽ  ࡊػଞ˲ˈࢷݤɼԽ۰ࡌ㯪㊅㯙㒷䍟

•

/RZ3  6LQJDEOH WUDQVODWLRQRIVRQJV3HUVSHFWLYHV6WXGLHVLQ7UDQVODWRORJ\  

ࢇए  >ए৶̖ ࢿݨ ࢂࠇء@ࠇء؈ࢇ οהଥш ए৶ ࢿ 5HWULHYHGRQ)HEIURPKWWSZZZVWDJHWDONFRNU+RW1HZV0DJD]LQH'HWDLO

•

•

ࢇࢽࢽ̛ࡵ  ˲ΰ ए৶  ࢂ߶ۏ؈ࢷୃଢ଼˕ ضח˱ࠉ߶ۏ  

•

•

ࢇࡪԻ  ଞ˲ɼॷˉ߾ Ο ϠԔֆࢂ ˗ ߾ࢺࢿחଞ ࠉ˱ ࣸଝˬ ࡸ߆ˬ˕۰ձ ࣸࡳݪԻࠖܽࢷ یחଝࡢ Ϣחଞ˲ࠖܽࣗଢоଝˬ۰ࡌ

•

)UDQ]RQ-  &KRLFHVLQVRQJWUDQVODWLRQ6LQJDELOLW\ LQSULQWVXEWLWOHVDQGVXQJSHUIRUPDQFH 6SHFLDO,VVXHRI7KH7UDQVODWRU  

ࢇ  ࡵ۽ए৶  ࢂ!˓ࢇیݛϠԔֆ ٗ ࠇء۱۱یଝࡢϢָ˃חоଝˬо˱

•

.HOO\$  7UDQVODWLQJ)UHQFKVRQJDVDODQJXDJHOHDUQLQJDFWLYLW\(TXLYDOHQFHV      >6SHFLDOLVVXH7UDGXLUH HWLQWHUSUHWHU*HRUJHV%UDVVHQV@

ࡪऑࢊ  ସɼչ ࢽ ݤʸࢂ ˱࣏ࠪ ઞघѰࡪԡ ؈ৠଝ  

•

•

  ۽ػଞ˲ ए৶ ߭ࢠݤГ ֻ̧̍ए ࢠ۽ଟ ܹ ࡶ̧"ш ए৶ ࢿ 5HWULHYHGRQ)HEIURPKWWSZZZWKHPXVLFDOFRNU0DJD]LQH'HWDLO"QXP 

•

ۿࣱչ̡एࡵ̀ۘࠒ   ۺࣗࢷଞ ϠԎ  ࢶࡋ ח˱ ࢂۘ ࠇءоঢ় ˱࣏ ࠉ˱ ࠇءଝࠉ˱  

࣯ୃŘࢎо̒  ˲ΰ Ԃࢇ۴ ݛए৶ ˓ࠉ ୃଢ଼˕ ઞघ ٗ۱ࢉחਏ੪ৌ

•

̡ࠒ  ݦϠԎ ࠇءए৶  ߾ࠇءоଞ ˈܕ˱ࠉˬࠇء  

ଡ͉ ࢇ՜ΰˈ

ଡ͉ ͵ࡶ Ͱˈ

•

ॳˈחଲ

•

TT

ࡉչҚࡵ ۘࢶࢉ યࢇ Ѻ ʠߞ - ̔ջЬ

ۘۘଥ وUnlimited

Unlimited

•

•

ॳˈחଲ

If we work in tandem

Dreams the way we planned’em

been – Glinda

Together we’ll be the greatest team there’s ever

Together we are unlimited.

Unlimited

ST

˕Ѧଞ ࠹˲߭ࢂ ੁࡢ  ࡈیҖ!

ʃیଢТЬ

• ߯߭ࢶ ८ࢇԻ ࢉଞ ɼ ࡶࢺࢿח ࢂࠇء یɼॷࡈࢇ߾ࢺ˗ ۽
۰ ળ߆ଜˈ ɼॷձ ଥ ࢉବЬЕ і ࢂࢂɼ ࡸ
• ଥк  ࢿח؈ۢࡵ ɼˈ ݤ ࠇء یԮଞ ࠆԜ ࡁܕձ ࢸଜЕ
˕ࢽ߾۰ ؈ۢଞ ʨࢊ ܹ ࡸ ࢂ YV ݥҟ
• ࡢ  ࡶࢺࢿח૦ଡଜࠆଯ୯  הݨɼִ ࢂࠪ ࠇء חࢷ ی
жࡶ ଥ ࠆԜ ࡁʢࢇ ѪଜЕ ˁࡉ ˈԮଜЕ ࡉ۴ܻࡢ ҟࡶ
ળ߆ଥ  ࠇءएࡶ ܹվଞЬִ  ߾۽ߦ ࠇءѦࡏࢇ Ѻ ʨ

ࢂࢂࠪ ଞ˃

1. ؏ࠇܞ
- ˱߭, ܹ߭ ռԦࢇ Ѱݤ ࢂࠇݤɾࢶ ߦۘ: ଞୃஜ(2016)
- חࢷٸɼࢂ ۢ؏ ܞѰࠇݤ: ࢇ(2015)
- ؏ݛݤ ࠇء یܞ੬ ୃଢ଼, ࢺࢿח, ʎ۴؏߇: ̡ࡵࠒ
(2013∙2014)
- ܹࡈ ૡɼ: ̡(ߕؿ2013)
- ࢇ ˕۽ݨଥࡈࢇ۽: ̡ଞ(ݥ2012)
- Ѝݤ ݛ८ࠇ: ࣏ࠒ࣯(2008)

½Gࢷ˱ ࢂیࠇء ܞ؏ חࢶࢉ ߶הΰࡈࡵ
ࢉ߸הɼ fG

½Gࢷیࠇء ܞ؏ חЕ ߭ҿଞ ߶ࡶࢽ˕ ࢂࡻࢶ ה
ʠঙ ࢷࢠݦ ࡶ۽חଜЕɼf

۴ଭࠉ˱

YUGࠉ˱ࢂ ࢿݨ
½Gࠉ˱ ࢸ८
½ іࢇਫ਼ ٗ۱ ʼ˕

XUGࠉ˱ ʎࡁ
½Gࠉ˱ ࢿח
½GࢇԽࢶ ؑˁ
½Gࠉ˱ ؏ئ

ࠉ˱ ࢿח

ଛ˯ࠄࠄ؞ଚୠ  فଚܺлୠ
ଛ˯࠶л ۳ࠏ

،˒ࡸࢳב߳ ࡿۉࠄ؞ ܛ
ࢴࢺ˒ ࢝ݣ ۺה

ּ८

1. ࠶ݣЊ۟ ݘ، ܛѭࠄݡ
1.1 ؑˁ
· ଞ˲ ফট, ࡪࢊࢂ ࠹ ݦЍ ݛѰ ࠇݤ۰ی̗ؑ ݛٸ
· ۢ؏ ݦ࠹ ܞЍ ݛѰ یࠇݤ1ۿо ( ࠒ˧ଞ ߯߭؏ଯ)

· ࠉ˱ ࣯ࢿ: ؏ה߶ ࢂࠇء ܞΰࡈ, ࢶࡻ, ࢷࢠݦ ۽ח

· ॳࠆ: ୃऐ ؏‘ یࠇء ܞZ’
· ˗ॲоۘ ̛ɾ: ࠹ݦЍ ݛѰ(ࠇݤ3ϗ), ࡢ(ݨࠇ۽5ϗ)
· Վܹख ؏ئ: 6ݤɾ ݪ ࢉਫ਼٫(о)
· ܹखѹ Վ: ࢉਫ਼٫ ࢷیए, ߶הՎ
· іࢇਫ਼ ٗ۱: ˱̆ ࢂࢂ۽Ψࢶ ࣯إ Ҫ

1.2 ˬࢷی
· ؏ࡳࡈܞԻ ࢶࢸ/ٕࢶࢸଞ ߭ࠪ ୃ̛ئ
· ߭આ, ּܕչ ˬ
· ࢷ ̛ࡉ֩ וԘ, in-ear ˗ ࡈی

іࢇਫ਼ ٗ۱ ʼ˕

· ࢝ـЬЯଞ ࢉɾࢂ ˁଵ߾ оଞ ۘܕଞ ଥ۱ࡶ ଜЕ ࠉ˱؏ئ
ࡳԻ, ࢊ؆ɼ ɼМଞ ऑݨѦষࢇ ߅Ф ଞ ʎࢉ߾ ଥкଜЕ
ऑ ࢂݨ˱ձ ּԻ (ࡸ۔Webster & Mertova 2007P

· ΰԜફ˱ࠉ ٱԄ یԆҚࢂ  ࢂۓˁଵࡶ ̐Қࢂ ࢇߞ̛ձ ଥ
ۛଜЕ ʨ(Connelly & Clandinin 1990, Eisner 1993, Van
Manen 1990)

ΰԜફ ٱ˱
· ০ΟЬࢂ Connelly & Clandinin(1990)ࢇ ʎࢉࢂ ˁଵ߾ оଞ
ੵݛչ੫ր ̛ࡳئԻ ˬࠉ˱߾ ঈࡸ ࢶࡈ ܕ ʎ

ࠉ˱ ؏ئ

ࠉ˱ ࢸ८

2. ؏ࠇء ܞ
- Ѝۘߦ ࠇء ݛ: ʈܹࢽ(2013)
-  ࠇء˃ ٗ۱: ̡ଞ(ݥ2013)
- Ԃҡࠝ ੩ݛઝ ۘߦ ࠇء: ফˁࢉ(2013)
- ؏ܞЍض ࣏˱ؿࢽ ࢂࠇء ݛ: ࢇॷܹ(2004)

- ؏ یࠇܞୱئ: ˖ࣸঋ(2008∙2003)
- ؏ ࢂࠇܞʎࡁࠪ ઞघ: ফܹΟ(2005)

۴ଭࠉ˱

2.1.1 Ѝ ݛԻ̐Ԓ ࢿ
· ࠹ ݦЍࢿ ݛ: ࢊۘࢂ ˈࢽࢶ ߶ה
· ۴ࢽࣱ̛: ࡸ߷ ۽ࢂݤ, ଞ˲ ݤঐҚࢂ ச, ̟ࢇ
· (Қࡳִ۰)  ࠇء୯ ؟ࠝݛࢇؿ
· Ѝֻ ݛТਫ਼ր, ৴੪ৌ ۴ࢽ, ख̛ܽ
· ߶ ࡢإ הࢠ, ࠇیԻ۰ࢂ ࢽ۽
· іݛձ ࣯وЕ ࢇ ߷ࢇ Ի ହঙɼ̛

· ࢇए ʯࢢࡈ ࡕ࣯  ࠇء ח۱߶
· ߾؟ࠝݛࢇؿ۰ ւࡳԻ ࢷ
· ࡕ חʦۛࢇ ߇ Ѻ ߶یࢷ ݤ

1.3 ߶ࡻࢶה
· ֩ࢉЍ(ݛΰࡈࢂ 50% ˈࢽࢶ)ࠪ Я(ݦΰࡈ ɼࢂ)ࢶض
৴੪ৌ ࢶࡻ
· Ѝ ࢂݛϩࡵ ࢽؿѦࠪ ੵକࢂ ؏оଡ
· 3ট ˈیܞ؏ ˋ ࡵו
· pause, fillers ̛̖ݤ
· mute buttonࢂ ٕࢢ
· ̛ չ૦ઝ, Я ݦvs.  ؿܖѰࠇݤ
· ܻ߭ঈչࠪ ্ࠖࢷԘ
· ւ, ̐Ԏକ ҟ ݤɽ ࢽ ̑ࢶ ࢂؿࡈ

2. ݥࠄۺ

ҥչ؟չ,ࡪॷ۽, ּܕչࢂ ࣸࡁ۽
৲؟չएࠪ ҥչ؟չ ɾࢂ ࣲЬչ̛
ࠇؿیЬЕ ؏ࢉܞঈԠ
Ѝ ࢂݛ૦֖˕ ࡈ߭ ࢈̛
ݛݛ ؒ˓ ࢂˬࢷیԻ ଥʼଜ̛

2.2  ؿܖѰࠇݤ
· ۢ؏ ܞѰࠇݤ
· ଞ˲ ˗ Ѝ˃ࣸۢ ݛ
·  ࢂؿܖઞ ۽ળ߆: ؆ـ, ࢽؿѦ άࡸ,
̛Қࢂ ֆࢂ ࠬ۽Ѧ άࡸ

2.1.2 Ьਸ਼֫ਫ਼չ Ի̐Ԓ ࢿ
· 2ࢉ 1࣏, યࡔ
· ࠆଭ, ח, ࠖܽ ˗ ৴੪ৌ
· ٕࢠЧ, ̛یҚࢇ ʦܹଥࣵ

2.1 ؏ ܞԻ̐Ԓ ࢿ
· ࢸ ࣸٸ ה߶ ؟ࠝݛࢇؿоࢶࡳԻ ϩࡸ
· Ѝ  ݛЬਸ਼֫ਫ਼չ Ի̐Ԓ ࢿ

·
·
·
·
·





ଛୀங  ˮߪࠧ ܶߪ չԣࢄ ѭݡ ࡿࠄݡɻࢳ ߣࠆ ەˮܒ ѭˀ ઼Ԝպ ،



%QPPGNN[(/%NCPFKPKP&,  5VQTKGUQHGZRGTKGPEGCPFPCTTCVKXGKPSWKT[
'FWECVKQPCN4GUGCTEJGT  
'KUPGT'9  (QTOUQHWPFGTUVCPFKPICPFVJGHWVWTGQHGFWECVKQPCNTGUGCTEJ
'FWECVKQPCN4GUGCTEJGT  

ۉ ࠄ ܛԴ ٔࡰ̘ ࡳۮԸࠄ؞ଚࠆˮ  

নܶΜ  ،ࠆࠄܛˮ лଛ ࠆࡨ˩ࠄ؞˅ܒˮ  

ࡰݧԸࠄ؞ଚࠆˮ  

নʾࢆ  ӿҞࠚ ، ܛ੦ݘચࡿ ۮٔ ەߣ ࠄ؞-$5ࡓғ ӿҞࠚ Ѥࢇߪ ،ࣵ ࡳܛ

הଚ

࣌ࠏ࣬  ،˔ ࠄ ܛଛ ˅९-$5Њݡ ߪؿࢇ ࡿݘ५ࠄࡳ ࣵࡰݧԸࢇߪؿ



-YCTM,%  6TCKPKPI68+PVGTRTGVGTUKP-QTGC+PVGTRTGVKPICPF6TCPUNCVKQP
5VWFKGU  
8CP/CPGP/  4GUGCTEJKPINKXGFGZRGTKGPEG*WOCPUEKGPEGHQTCPCEVKQP
UGPUKVKXGRGFCIQI[#NDCP[0;570;2TGUU#NVJQWUG2TGUU9GDUVGT./GTVQXC2
 7UKPIPCTTCVKXGKPSWKT[CUCTGUGCTEJOGVJQF#PKPVTQFWEVKQPVQWUKPIETKVKECN
GXGPVPCTTCVKXGCPCN[UKUKPTGUGCTEJQPNGCTPKPICPFVGCEJKPI.QPFQP7-4QWVNGFIG


ࢄ  ˯ࢼْ ̘ࡿ 68۟،ࠏ ܛଛ ѭ  ࠄ؞ ˒ࠄࠄݡ
ࢄॴܶ  ؼࢺ ࡿۭࠄ؞ˮ࣌ ୕س،ܛЊࡰݧࣵ ࡳࠄ؞ ݘԸࠄ˒   ࠄ؞












ࢇؿଚؼ

̞ଛ  ݢ، ࡿࠄܛসࢄ ˒ۺݥଢࡅࢄ ۺĚ68Њ ࡿݘଛࢇ ѭࡰݧࣵ ࡳࠄݡԸ



̞ࡲࠏ  ،ݘݡࠄ؞ ۉܛ੩ࡿ  ˒ࢷࢼהʋ۱،߄ ˔ଛ ࠆˮࢇߪࢇהଚ

ϟओ

̞ࡲࠏ  ࢇ ؿ،ݘݡ ࠄ؞ ࡿۉܛ੩ ୀ Ě ऐࢳ ࠆˮ،ࡰݧࣵ ࡳأԸ ଛࢇߪה

  

ʀ  ߒؼ، ࡿࠄܛসݘ֝ૣે ˒ۺݥɹ ܶࡅ ɹ ײВ ࠏବࢆߪ߬ה

ॳˈחଲ









̞ଛ  ݢ،୕ ࡿࠄ؞ ܛˀ ٔ ۮĚࢇؼ ؿѣଋԸࡿ Ğऍࢸ୕ğծ ࣵࡰݧԸࠄ؞



ଚࠆˮ  

˓ࣵঈ  ଢ࠶ؼۺѣଋԸ̍ԏ ѭ ࠄݡ୮ԭ،ࠆ أˮࠄ؞ଚࠆˮ

Դծ ࣵࡰݧԸࠄ؞ଚࠆˮ  

ʅܶࢺ  ،ܛЊ˔ ەߣ ࠄ؞ ݘଛ ࠆˮ%%68̓ࢇ߂࣬ ࡿ ଛ˯Њۉࠄ؞ ݘ





ॳˈחଲ

ॳˈחଲ

2.2 ࠉࢽ˲ ˲۶ Ѱࠇݤ
· ؏ ܞ5ٗ ࢷ ࡕˈ ࢷб؇Е ߕԻ
· ۘଢ଼ࣸ˃̧एɼ ࠇֽ ࢂی
· টঐ؇ࡵ ɾࢉ, ۘࢇࡈ ߾ָיࢉ یоଞ ٕж
· ۢܕଞ ΰࡈ, ˈࡪָ ߾یоଞ ࠇࢂ ࡉୣࢷԘ

,,ěϗ ٻչ̐Ԏଡ ଞ˲ࢷѦоୣ ࠇ
# ଛ˯ࢴѣлୠ ʋ࠾ ˒ʹ 
• ٕ ࢉࢶ˃ۿ ࢂ˲சٻ یչ ̐Ԏଡ ּیЕ  ࢊ
ɾ ࠆࢂѦ˝ࢠ߾۰ দ ୣࢂ खୣձ ࢉѦଡ
• ĜࢷѦоୣ ̛ɾࣸ দ փָ ࢷ˲ࢶ ࢇ ॳࠆବˈ۰ࡌоୣ
Ҷ ʼݦЕ Վ߾ ҬԂ ָ߾۰ ָࡳԻ ख˃ѻ
• ĜࢷѦоୣЕ ̐ ୯ ଞ˲ˬୣࢂ  ࢶߟٸ؈ࢷࢂ ੵоɼ Ѹ߹ˈ
ʎࢂ ˬЯ۴ˬЯ ҟ ̛ѧˬ ̛˗Қࢇ Яଢଥ۰ ěࢷѦ
оୣձ ࣱٸଡࡳԻˬ ނୣ ࢊ߾ ࡳࢶ˓۽Ի ̛ࠆଞ ʨࡳԻѦ
̛Լѻ

• ̡ࢠ ּ ࢂیϗ ٻչ̐Ԏଡ ଞ˲ࢷѦоୣ ࠇࢇ ࢶ˓۽
ࢉ ࠇࡳԻ ૡɼѸЕ ࢇࡪЕ ࢉ߸הɼ"
• ࣚࡵ ۶ˬࠇݨଞ ۶ˬࠇࢇԄ ࢉ߸הɼ"
• ۶ˬࠇࢇ ࠇଝ ࠉ˱߾ ̛ࠆଟ ܹ Е ٕٗࡵ ࢉ߸הɼ"
• ۶ˬࠇࢂ ઞघࡶ ˈԮଞ ˬࢶ ଡࢂЕ ࢉ߸הɼ"

,  ˱ࠉ̛ࢿࢿחଗࡁ۽
,, ϗ ٻչ̐Ԏଡ ଞ˲ࢷѦоୣ ࠇ  ૡɼ
,,, ۶ˬࠇࠇ یଟ߾ оଞ ঐࣸ ̛о  ۶ˬࠇ ৲Тৼࢇ
ֻ ܊љ
,9 ۶ˬࠇࢂ  ߾۽ݨоଞ ࢽࢂ
9 Οɼִ۰ଝ ࢶˬࢶחଡࢂ

,̛ࢿ ࢿח

KD\QHVKLQ#KRWPDLOFRP

.6&,
 ݦ ࢉ ଞѰо

ϗ ٻչ̐Ԏଡ ଞ˲ࢷѦоୣ ࠇ ࣸࡳݪԻ

۶ˬࠇࢂ ˗ ߾۽ݨଞ ˈॲ

८Է

 ࠇ 7/ ઞघ
• ̡ࢠ ּ ࢂࠇ ࢂیɼࢠ ѿҖԜऑ ઞघࡵ ܖѦʃࡳԻ ऑʃ 
ʯ ࠇଡ
• ଗࡁ߾ ҬԂ ۽˱ࢢ ࡶࢠחଜࠑˈ۶ˬࢂ ؈ɼ ߭Ԯࡌ ˁࡉ ଦ
࣯ࡢ ؿࢽݪԻ Яܻଜࠑࡳֲ۶ˬࢂ ֆࢇ ̟߭ओ Ҷ ߔ ࢂࢠח
ҋձ ծˈ ɾʼଜʯ ׁփ ࢷбଡ߭Ӂ ˁࡉ߾Е ܕԯࡶ ʈ
ଜ̛ ࡢଥ ࠇیɼ ؿЬ ࢶ̑ࢶࡳԻ ʎଜࠆ ࠇଡ
• ̡ࢠ ּیЕ ۶ˬࠪ ʋࡵ ଭѰ ࢿݛঈ ʋࡵ ߮ߦʋࡵ ּܕչ
ϩάࢇ ҟ ۶ˬࠪ ࢊʃ ʯ ࠇଡ
• ٻչ̐Ԏଡ ࢷѦୣ %*($  ࢷ̛ ɼ -RKQ3ROORFN ҟ ̛ ୣˈ
Լ߾ ࢂଜִ Ĝଞ˲ࢷѦоୣЕ ۶ˬࠪ ࠇیɾ ࠉࢊձ ɼ
ࢠ ࢚ ˈ߹࣯ࠆؿк ݤѰࠒۘࡶ ଥ۰Ѧ ࢇձ ࢉଟ ܹ ࡸ
• ̐ԜΟ ࢷ߾ࢠ یࠇ ח۰  ִؿΰࡈ  ࢇחࢂ ߾۽ݨҚ ܹ ࡸ
ૢୣ۶ˬ ࠒଞ о࣏ ॳˈ 

$ࠄܒ ۉʋ ̡ࢠ ּیa
• ୃ ̑Ѱ؏ߒࣸࡕܹࢠیࢇ ܞԷˬୣ ࡕԻ ּی
• ଞ˲ࢷࢪ Ҷ  ࢂیػ ˳ѦࡏࡳԻ Ѧଜࠆ  ݛ࣑؍ ˲%RE
-RQHV ࣸˈҟଝˬݛ࣑؍о ݦଝ˕ ݦ ଝоଝࡕࡶ ࣒߶ଡ
• ϗ ̆˲ ୯ ˈଯࢉ ܹࡕ߾۰ ˬୣձ ʎউଜࠑˈ ϗ ࡵ
ઁଟ Ҷ̧ए ܹࡕࣸߒԷˬୣ жࢎଡ
• ϗ ٻչ ̐Ԏଡ ଞ˲ࢷѦоୣ кࢠ̡ ݤ ּیЕ ۿԻ
ܹࡕࣸߒԷˬୣ߾ הݤଜˈ ߹ࡸ
• ϗ ̑Ѱ؏ ࢠی ܞীࢎ୯ ؏חܞ ؈ࢷ߾ ̛ࠆଞ ˓ԻԻ
ࢽٕԻٕਫ਼ ˲ୱࢠ Ѱؒࢠ ě ˼הࢠ Ĝ ࡶ ؇ࡸ
• ϗٕਫ਼ ϗ̧ए ࡪۛࢉࣗࡳԻЕ ঈࡸࡳԻ Էˬ˃ۿ
ࠉ֘ %:$ দୣࢠ ࠇࢎଡ

ࠒࡶ ࢍ߭؟չִ ࢈ࡪ ࢇ߸הଜչࠝ"

• ۽۰Е ࢍ߭؟ջ ࠒࢂ ࢠԎɼ ߭ӊЬ
Е ʨࡶ քࢇ ɼծঙ ࣯ˈ ݡТЬ
• ۽ˁࡵ ɼծ̛ձ ࡉչЕ ֵଞЬˈ
ବݡТЬ
• Ӗଞ ࢵ࣯ձ ؇ЕЬˈ ବݡТЬ
• Ӗଞ ࡉչ߾ʯ أࡶ ࣱЬˈ ବݡТЬ
• ࠒࡕଞ ٙ߾ Қ߭ɾЬˈ ବݡТЬ
• ۽ˁࡵ एࠞࡶ ֆଜˈ ݡТЬ
•  ࢇ߸הѸыए ߅࣯ Ο ۀʨТЬ
• یԆࢇ ̛ ֻҘ ʨࡶ Ь ߱ˈѦ ̛
• 7KHELEOHKDVPDQ\ZRUGVWRGHVFULEH
WKHIXWXUHOLIHIRUWKHORVWVRXO
• 7KHELEOHXVHVWKHZRUGěSHULVKĜ
• 7KHELEOHXVHVWKHZRUGěFRQGHPQHGĜ
• 7KHELEOHXVHVWKHZRUGěSXQLVKPHQWĜ
• 7KHELEOHXVHVWKHZRUGěHYHUODVWLQJ
ILUHĜ
• 7KHELEOHXVHVWKHZRUG ěKHOOĜ
• :KDWHYHULWLVLWĜVDWHUULEOHWKLQJ
• :KDWVKDOOLWSURILWDPDQLIKHJDLQWKH

ZKROHZRUOGDQGORVHKLVRZQVRXO"

6. ̞࢝ୗ ֹۉ

5. ٸն ̍ԋଞ ֹۉ

ૢୣ۶ˬ ࣸ ࠇࠖݤ
ࢢ˱۽

%۳˩ 5.  ࠄ 6. છक
 ۶ˬ 6/ ઞघ
• ٻչ ̐Ԏଡ ּیɼ ۶ˬ Ѧࣸ ݛݛԻ ؉ୈҞ ٕசیԻ۰ ݦ
ࢂ ۶ˬּࢶࡵ ٙ߾ݦʯ ܹࠖձ ܕʎଜЕ і ࡳװԻ ۶ˬ
ΰࡈࢇ ߭ԳʠΟ ̧ЬՀए ߉ࡸ
• ࠇیձ ଥ ܕଥߞ ଜЕ ۘଢ଼ࡶ ࢚ ߊˈ ̛ Ҷ ߾חडए
փ ʈԱଞ ࡳࢠחԻ ˱۽ѹ ۶ˬձ ବࡸࢿݨԻ ݤঐɽ ̛Լי
ࡶ ࡁࣸ ִؿଞ Я߭ձ ࠆԜ  ء؆ـଜࠆ ʈ࣏ଜˈ ࢠחҚࢇ ɾ
ʼଞ ʨࡶ ࢉଟ ܹ ࡸ
• ࠇִ یжࢠ̡ ݤ ּیЕ ٻչ ̐Ԏଡ ּ ࢂی۶ˬЕ ࠇ
 یࢶࢉ ۶ˬࠑЬˈ ଡ
• ěࢷѦоୣҶ ۶ˬࠇࡵ ࠒ߭߾۰ ଞ˲߭ ࢊ؏ଯࡳԻࢠח
о ࡳࢠחԻ ࢇՔ߭ऑ ܻ८ࠇࢇ߹ࡸ 

• ݫɼԂˈ ଜЕ ʨࡵ ࠛΤ߾ Ի
ցیԆҚࢇ ࣰࢇЕ  ئТЬ
• یԆࢂ ࠧࡶ Ь ˈ̛ا
• Ψࢇ Қ߭Е ɼࣰ ॹ०ࡶ ɼए
ˈ ҟࡶ  ˈ̛اҶչ̛ ݤଢТ
Ь
• ɼִ ݤզ˗ࡶ ࢇց߾ ΰԮ ϼծ
ˈ ଔɼ கԜ ΟࠦТЬ
• ̐ ߾ܘЬɼЕ  ˈ ࡶ׃Ҵ˕ ଜ
Ж ݫ ࢂࢇیɼ߾ ݡߑ׃ТЬ

6. ̞࢝ୗ ֹۉ

• ܹࠖձ Е ߲ցΟ ࣚࡵ ܻɾТ̧
• ܹࠖɼ ࠆԜٗ ցࡸ߾ Қ߭ࠪ۰ ض ݤ
ߞ ѸʵݡТЬ
• фɼɼ
• ࠆԜٗࢇ ࣤձ ɼएˈ ʀ ܹ ߷ݡТЬ
• ࠆԜٗࢇ ɼएˈ Е ࡉۘࡶ Ь ؟Ԯߞ Ѽ
ТЬ
• ܹࠖ ̐չݛѦ߾ʯԻ Ѫ߅۰ߞ ѼТЬ
• ࠆԜٗࢇ ̐ԥʯ ଜִݤ
• ࠆԜٗ ցࡸ߾ ܹࠖЧ͉۰  ݨیʨТЬ
• Ьհ یԆҚࡶ یԊଟ ܹ Е یԊࡶ ࣯ݨ
ʨТЬ

:KDWDPRPHQWWRUHFHLYH&KULVW
/HWKLPFRPHDQGFKDQJH\RXUOLIH
1RZLWĜOOFRVW\RXVRPHWKLQJ
<RXFDQĜWWDNH\RXUVLQVZLWK\RX
<RXKDYHWRJLYHXSDOORWKHUJRGV
$QGWXUQWR-HVXV&KULVWRQO\DV\RXU
6DYLRU
• $QGLI\RXZLOOGRWKDW
• +HZLOOFRPHWROLYHLQ\RXUKHDUW
• +HZLOOJLYH\RXDQHZORYHIRU
HYHU\RQH

•
•
•
•
•
•

6. ̞࢝ୗ ֹۉ

5. ٸն ̍ԋଞ ֹۉ

ૢୣ۶ˬ ࣸ ࠇࠖݤ
ࠇ ̑ࢶ یʎ

• $FURVVZDVD5RPDQPHWKRGRI
FUXFLIL[LRQLQWKHROGGD\V
• 7KH\WRRNDPDQDQGWRRNKLV
FORWKHVRIIKLP
• 7KH\WRRNORQJOHDWKHUZKLSVZLWK
VWHHOSHOOHWVRQWKHHQGDQGEHDW
KLPXQWLOKLVEDFNZDVEOHHGLQJ
• 7KH\SXWDFURZQRIWKRUQVRQKLV
EURZXQWLOKLVIDFHZDVEOHHGLQJ
• 7KH\SXWVSLNHVLQKLVKDQGVDQG
KXQJKLPEHWZHHQKHDYHQDQG
HDUWK

5. ٸն ̍ԋଞ ֹۉ

ૢୣ۶ˬ ࣸ ࠇࠖݤ
Яܻ
6. ̞࢝ୗ ֹۉ

•
•
•
•
•
•
•

ТЬ
• ࠆԜٗࡵ ܹࠖЧࢂ ˱ɼ ѸݡТЬ
• ࠆԜٗࡶ ࡢଥ۰ ̐ɼ ̛ ָۢࡶ 
ছݡТЬ
• ̐ Ьࡸ߾ Ӗ ଞɼए یʢࢇ ࢊ߭Ϊݡ
ТЬ
• Ҵ߾ܖЬ ળݡ߹טТЬ
• ęࡉչЕ ܹࠖЧࡵ Ь ցছЬĚ
• یகध Ѹы Τ
• ̐Е ࣰࡸ߾۰ ߅ۑΟݡТЬ

• ࠝࠇࡳԻ  ܹ كЕ ٕٗࢇ ߷࢘߅ ߹ࡳΟ ̐Ԡ߾Ѧ ٙ˱ଜˈ ۽
˓ࢶࢉ ࠇࡳԻ ૡɼଟ ܹ Е ࢇࡪЕ Ьࡸ˕ ʋࡸ
95HLVVࢂ ੩ݛઝ ࡪ ˱ٗ߾۰ ۶ˬձ ܕ ੩ݛઝԻ ٗզବҞ ̡
ࢠ ּیЕ ঐࣸ 77 ࣸࢷ ࠇ ࢂݪԘࡶ ࡈیଡ
9ࠇیЕ ࡕঊ ੩ݛઝ ۽ˁ ؑࡢ ߾۽ݨଜए ߉ߑˈ ۽ˁࢂ ଦݪ
ΰࡈࡶ ࠝԮ  ˈݒ୪˕ࢶࡳԻ ࢷбଡΰࡈࢇ ࢚ ܕѸ߹ࡸࡶ ք
ࡵ ʼ߾ܹ ݦ۰ ࡸ ܹ ك
9ए̖Ѧ ̡ࢠ ּ˃ˬ ࡵࠇ ࢂیΰ ࢷ۶Ի ୣѸˈ ࡸୃࢢ 
Ѱଜˈ Е ୯ؑ ۶ˬࠇیҚࡵ ̡ࢠ ּ ࡶࠇ ࢂی۶ˬࠇࢂ
ࢷࡳإԻ  ˈ ˈؿঐ࣏ࣸ߾ی۰Ѧ ̡ࢠ ּࢂࠇ ࡶࠇ ࢂی
ֻیإԷԻ ̗߯ଞ ʨࡶ ݦ ࡸ ܹ كࢉ  
9ɽࣗ ؿѦ ՎѦ ࠇࢇ ࠬصବЬˈ ૡɼବˈк ݤ۶ˬࠪ ࠇ
یɾ ઞطଞ ৼ ߾оଥ ָ࣏ଞ  ˲ଜ؟Җ ࢉզଝ ˬܹࢂ ࠉ˱Ѧ
ࢇձ ҏ؇ଞ ̛Լࡶ Ьܹ ܕʎଡ 1LFRODV+DUNQHVV 

̡ࢠ ּ ߾ࠇ یоଞ ૡɼ

<RXĜUH WKHIULHQGRI-HVXV
+HODLGGRZQ+LVOLIHIRU\RX
%XWWKHQVRPHWKLQJHOVHKDSSHQHG
7KH\ EXULHG+LP
7KH\VDLGę:HĜUHILQLVKHGZLWKKLPĚ
%XWRQWKLUGGD\
+HURVHDJDLQ

• *UHDWHUORYHKDWKQRPDQWKDQWKDW • ̛ ˱ձ ࡢଜࠆ ̛ ּܾࡶ 
Е ʨؿЬ ш ਼ یԊࡵ ߷Ьˈ ଜݡ
KHOD\GRZQKLVOLIHIRUKLVIULHQGV

5. ٸն ̍ԋଞ ֹۉ

ૢୣ۶ˬ ࣸ ࠇࠖݤ
ض ࢿݤˁɼ࣯߭ۢԘ

• ࢊ؆ࢶࡳԻ ࠇଝ߾۰ࢂ  ࢂیࠉ ࡵ۽ݨ؈߾ оଞ ۽ݨ
ࡶ ࢂଡ Е ̐оԻࣸվࢶࡳԻ ࢽࢷؿбଜ̛ 
• ̐ԜΟ ۶ˬࠇ߾۰ࢂ  ࡵ۽ݨ۶ˬࢂ ؈߯߾ оଞ ۽ݨ
ࡶ φ߭ ۶ˬࢂ ̒ʠɼ ѸЕ ۽ˁ ଜΟЧࢂ ֆ ߾ оଞ ݨ
 ࡶ۽ଡ͉  ߞ߅ؿଜЕ ʨࡳԻ ΟΧ
• ۶ˬࠇࢂ ࣯ࡁ ઞघ 7LSWRQ )XUPDQHN 
 ܹऐࢶ ্ִଜΟЧࢂ ٕծ* ݪRGĜVFDOO
 ܹૡࢶ ্ִଢѰ˓ࠉ &RSHUIRUPDQFH
ȥSUHDFKLQJZLWK LQWHUSUHWHUV QRWWKURXJK LQWHUSUHWHUV

,9۶ˬࠇࢂ  ߾۽ݨоଞ ࢽࢂ

• ˲ΰ࠹ ۶ˬࠇ ࠉ˱߾۰ ۶ˬࠇیЕ ѰՎ۶ˬ FR
SUHDFKHU Ի Ьܹ ۶ָѹ ࡸ ঐࣸࡵ ࠇیɼ ۶ˬࠪ ʋ
ࡵ ցࡸɼक˕ ۿԻ ࢶ̑ࢶࡳԻ ۽ˁࡶ ଥ۱ଥ ࣲ ʨࡶ ̛о
ଜЕ ʨࡳԻ ΟΧ
• ۶ˬࠇ ˁ߾۰ ৲Тৼࢇ ܊ফট LQLWLDWRUЕ ଜΟЧ ۽ˁ
ࢎҬԂ۰ ۶ˬࠇ۽ ࢂیѦձ ࠉ߾یʯփ Е ʨࡳԻ ̍
ࢽଜ̛߾Е ٙٗଡ
• ۶ˬࠇ߾یʰ ࢇࣸࢂ ۽Ѧɼ ࡁ˱ѻ£۽ˁ ¤۶ˬ
• ۶ˬࠇ ৲Тৼࢇֻ ܊љ
۽ˁ ଜΟЧ ֆ ȥ ࠉ یࠇیȥ ঐࣸ

,,,۶ˬࠇࠇ یଟ߾ оଞ ঐࣸ ̛о

• ۽ˁ ଜΟЧࢂ ֆ ė ࠉ یࠇیė ঐࣸ
• ࠉیЕ ۽ˁ ଜΟЧࢂ ֆ ߾ ̛؆ଞ ΰࡈ
ࡶ ঐࣸ߾ʯ ܕ
• ঐࣸࡵ ࠉیձ ଥ ࢷଥएЕ ଜΟЧࢂ ֆ
ࡶ ҙˈ ଡ
• ࠇیЕ ࠉیձ ଥ ࢷଥएЕ ଜΟЧࢂ
ֆࡶ ࢷб
• ,QLWLDWRU۽˓ࢉ࣯ ˁ ଜΟЧ

۳˩ࠄ ৯רП৹ࢄָ ܇і

>@ ָ̛ݦ

Ȫࠉࢊࢂ ࠇ )۽ݨOXHQF\

ʨࢇࡁ οЕ ̐߾ʯ ଜΟЧ ʋࢇ ѸչԂ

>ষߕ˺̛ @

• ̐ɼ οձ оݦଜࠆ ؒ߾۽ʯ ֆଟ ʨࢇТ ̐Е ό ࡶ оݦଟ

• ΰɼ οஜ߾ʯ ָԶଜЕ ֆࡶ οஜЕ ɼʃଜए ֆˈđ
ȪଜΟЧࢂ ֆ ۽ˁ ߾ оଞ )۽ݨLGHOLW\

۶ˬࠇ  ߾۽ݨоଞ ۽ˁࢶ ࢽࢂ

• ࠉیࠇیঐࣸ
• ࠉیЕ ۢ ࢂݦɽ
ࡶ ঐࣸ߾ʯ ܕ
• ঐࣸࡵ ࠉۢ ࢂیɽ
ࡶ ҙˈ ଡ
• ࠇیЕ ࠉ ࢂیֆ
ࡶ ঐࣸ߾ʯ ࢷб
• ,QLWLDWRU˓ࢉ࣯ 
ࠉی

ࢇ ৯רП৹ࢄָ ܇і

۶ˬࠇ ৲Тৼࢇֻ ܊љ

# ଚ ࢳהଞࡿ
• ࠇ ࢂࢽ ࢶࢷ ࢂ۽ݨձ оଜࠆ ۢɽଟ ܹ Е ࠆएɼ ߭
ࢎؿई ࠇ ּࢶ߾ ҬԂ ࠇࡶ Я߭ୃࢽ ࢠחੵ ࡶ۽оԻ
ૡɼଟ ܹ ߷ࡸ۶ˬࠇࢂ ˁࡉ ࠇ ۽ ࡵ۽ݨˁ߾ ̛؆ଞ ΰࡈ
 ࢇ۽ݨ۶ˬ ؈ؿЬ ࡉ۴ଜֲ ш Ο߅ɼ ࢊʃ Е ࢷбԯ 
ݤࣸ ࢇ۽ݨѻ
• ۶ˬࠇࡶ ٸՁଞ ࢊٕ ࠇˁ ࠖࢂՎ ࠇ ߾۰ ࠇࠇ ࢂیଟࢇ
ěʏ˗ࢶ ʎĜ߾۰ ěࢶ̑ࢶ ʎĜԻ ࢢૡɼѸˈ ࡸࡶ ࡸ ܹ ك
%˩ࡨࢳ ଞࡿ
• ۶ˬ ؈ձ ୪˕ࢶࡳԻ ࠇଜ̛ ࡢଥ ۽ˁ߾ оଞ ࢇଥ ˬ ɼ
ࡉ ̝ࡁଜֲ FRSUHDFKHUԻ۰ࢂ ࠇࠇ یଟ ࢉ  ˈࢿ ݥୱࢇ
ଗࡁଡ

9Οɼִ۰

• ϗ ٻչ̐ԎଡࢷѦоୣ Ѱࠒۘ KWWSVZZZ\RXWXEHFRPZDWFK"Y 828]EE+HB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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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ݦࢉ  ଞ˲ˬୣΰ ۶ˬࠇ߾ оଞ ࣏ی˱ࠉیଝࡢϢࢇחࠆоଝˬ

• ٻչ ̐Ԏଡ ࢷѦоୣ   ̟ࢇࡁ ऑչࡁ ָۢࢇТϗ ٻչ̐Ԏଡ ଞ˲ࢷѦоୣ ؈Я߾۰ ʼ˕̧एଞ˲
؏ܞ۴ˬ܁ਫ਼

• оଞ̛ѧˬ۰ୣ खٕ   ࢂࡸـоଯࠉٻչ ̐Ԏଡ ଞ˲ ࢷѦоୣ ࢷֆоଞ̛ѧˬ۰ୣ

• ̡̛ࣸ ࠹  ęଞ˲ˬୣߦߒݦ ˕ࢠ۽߾ ˗ଞ ࣏یĚୃоیୣࠉ˱ܕ

ॳˈחଲ

– ଝی ࡶݡୣࢶ, חࢶ, ˁࢶ ࡁࢉ˕ ˗˃ɼ ߷Е ѧվ ܹضԻ ɼࢽଜˈ, ࢉɾࢂ ٕଜˈ
ࠇѰࢶࢉ ࢉए, ଝݡ, ଭࡢձ ࣕˈ ࡵ ٴԏ‘ ࢉݛʎࢉࢂ ֞չ ߾’ܖɼѿ߭ ؟ս (Ѱۺ, 2008)
– “ଝ ࡵݡૡۢѰ߇ एࡳࢶܖԻ ضଜЕ ࢉɾࡶ փҚ߭ΰЕ ˕ࢽࡳԻ, ࢉɾ ΰٕࢂ ݪչࢶ, ࢉएࢶ
˕ࢽࢊ ߅ ڸТԂ ࠹ٕ  ࡶࡈۘ ࢂࠪ˃ۿଥ ࢇՔ߭ऑЬ. ̐ԜΟ ଭѰ࣯ࢂࠪ ࢉए࣯ࢂԻ
оضѸЕ ࢷࢶ ݪչଝ ̛؆ ଝࢇ ݡԽҚࡵ ࠝऐ ࢷ߾փ টࢺࡶ ֍ˈ ࢉɾࢂ ࢷ ࢉʸࢶࢉ
ض ˕ࢽࡶ ʎࢉࢂ ࠹ୃࢶࢉ ଭѰࢇΟ ΰࢶࢉ ࢽࡳࢽ˕ݦԻփ ۶ָଞЬ” (̡оୱ, 2015, p. 116)

• ٸશ

(1) ˱ࢶࢉ ۘଢ଼ࡶ ؑˁࡳԻ ए˓ࢿ ݥ
(2) ୃ࢝ـ ࢂݨଡࡶ ࠆ˕ ߷ࢇ ࢿݤଜࠆ ࢉएࢶ Ѧࢷࡶ ࡪѦ
(3) ֻҘ एࢿ˕ ˕ݥЕ ତۘ ۘ ࢶࢿݨଢ଼ࡶ ࢷࢿԻ ࢷʎѸˈ, ЬՔЕ ˕ࢿѦ ࢿݨԻ یୣ߾۰
оִଜʯ Ѻ ۽ʸ˕ ઞघࡶ एТЕ ʨࡳԻ ࢿݤ
(4) ˬࠇ ࢂیଟ: ଝۢࢂ ଝ ࡶݡѦ࣯ࠪЕ ࣏߯, ঠ / ଝۢࢂ ࠇଟ: ࢶࢇˈ ࢶ̑ࢶࢇֲ
ॺࢎʃ Е ଝ࣯ ࢂݡ
(5) Ьߦଞ ࢉʺ ˕ݥଥձ ݡҗଟ ܹ Е Ѱଝ ݡˁ ࢿ˓

• ˗ࢺ:“ ߾ۘۿоଞ ए ࡵݥଝݡɼ  ࢂ˕ۘۿˁଵࡶ ଥ۰ ݛݛԻ ٕࠆଞ ࢂ ӖЕ ଥ۱”
(ࢽࡕ & ࢇоࡒ, 2008, p. 151) - ଝݡɼ Ьߦଞ ֑ԃ߾۰ࢂ ۘࡈࡶ ଥ  ߾ۘۿоଞ
ࢂձ МѰࢶࡳԻ ˱۽ଡ (meaning-making)
• ଦܹˬ ݪଝࡕ ݡ (ʈࢉߕ, 1997)

• ଭѰ࣯ࢂ (Behaviorism)
• ࢉए࣯ࢂ (Cognitive approach to learning)

– ࢉएЕ ʎࢉࢂ ֞տؿࢽ ܖঈչ ˕ࢽࢇֲ,‘ଝ‘ ˕’ݡ؈б’ࡵ ʎࢉࢂ ֞չ߾ܖ۰ ۚԻࡋ ए࣏ࠪ˱ݥ
ડࢇ ̡ۢ: ࢉएࢶ Իض ̐ ࠪݛۿЕ ʎࢉࢂ ֞չ ߾ܖ۰ ؈ۢ
– ଝݡ: ʎࢉ ট(ݪbeginner)߾۰ ܺб(expert)Ի ࢇծЕ ܻࢷ ʎࢉփࢂ ض

˱ ࢂ࣯۽ଝࢇݡԽ

• ࠇˬࠉ˱ ٗ۱ ؏ ߾ئоଞ ˈॲ

• Ьߦଞ ˬଝ ࢇԽ ˈॲࡶ ଞ ࠇˬ ଡࢂ Ѧষ

– ࢉחଝࢶ ࡁܕ: ଝۢҚࡶ ‘ࢷ˓ ࢂהݨ חѰ’Ի ૦ଡੁݤЕ ˕ࢽ (Sawyer, 2001)

– ݪչ߯߭ଝ, ࢉएݪչଝ, ˬࢇԽ ҟ Ѧ (Arjona, 1978, 1984)

– ࢉएࢶ Ի ࢂݪࣸ ݛۿિԜЬࢎ Ѧ (ࠖ: ࠇ ˱̛ܽ ۽, ࢷԘ, ঈչ ࡈԛ ˗չ, ࢷ חМԯ
ʎ؈ ҟ)

• ࠇˬ ؏ݥ: ˕ଝࢶ ࢻ̒؏ ݥѦ ݤ

• ˬࠇء: ଝی, ۱ࢽ˕ی

• 20ࣸ ̛ۿ؆ ࢷࢶ ࠇˬ: Ѧࢿ( ݥPochhacker, 2004)

ࢷࢶ ଝࢇݡԽ

ࢼ25५ ଛ˯ࠄࠄ؞ଚୠ ̘ࢺ فଚܺлୠ

ࢄ࣬ࠆ

ଛ˯࠶˯ߪлଚ˩ ࠄ؞лଚࡒ

ࢽ к ଞ ࣯  ( ࠆ ॳ ࢶ ضL E G I T I M AT E
P E R I P H E R A L PA R T I C I PAT I O N ,
LPP)ࠪ ࠇˬ

ؑˁ

• ࢉएࢶ Ѧࢿ ࢿѦ

• ࢽкଞ(legitimate) ࣯(ࢶضperipheral) ॳࠆ(participation): ଝ˓ ࢂݡѰ ΰ ॳࠆɼ
ࢺऑࢶࡳԻ ضଥ ɼЕ ˕ࢽࡶ ̛ܽଜ̛ ࡢଞ ʎϙ (Lave & Wenger, 1991)

• ଝ˓ ࡵݡѰ߾ ॳࠆଜЕ Ьߦଞ ࣱܹࢂ ॳࠆࠪ ۘ ˬۺଜЕ ˕ࢽ߾۰ ؈ۢ

• ࢽкଞ ࣯ࠆॳ ࢶضɼ ࣗ˲ࢶࡳԻ ѦбଜЕ ࡢ: ࢷࢎ ॳࠆ (full participation)

• Peripheral: ࣯˓ – ۽ضѰ߾۰ Яࢊଞ ֲࣸࡳ߷ ࡵݪ, ࣯ࢸ ࢂࠆॳ ࢶضоࢶ ࡢѦ
߷ࡸ / ࣯ࠆॳ ࢶضЕ ˓Ѱ߾ ࢂଥ ̍ࢽѹ Ьߦଜˈ Ьࢶࢉ ॳࠆ ؏ ࡶݥ૦˘ଡ

–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Æ full participation

– Communities of practice

• ࠇ ଝ߾˱ࠉ ࢽ˕ ݡ۰ ٗ۱ ડԻ۰ LPP ࡈ

– ߶ܹ ݡݨ

– ֻࢂୣࢂ ܹ߶

• ۘଢ଼ଝݡ: ফ̒ ࠆԜ ࠉ˱ ऑଭ (Chouc & Conde, 2016; Li, 2015; Pan, 2016. etc.)

• Interpreter Education vs. Interpreter Training (Pochhacker, 2010)

• ۘଢ଼ଝݡ: ˓Ѱ ॳࠆɼ ࢺऑࢶࡳԻ ऎɼଥ ɼЕ ˕ࢽࡶ ଥ ଝݡɼ ؈б ࢠ۽ 

• Legitimate: ࢽк ࡵ ۽ଢ˓ – ۽ئѰࢂ ( ݥ؏ܖܕways of belonging)

ˬࢇԽ˕ ࠇˬࢂ ࢻࢺ

• ଝݡ: یୣ(socialization)ࠪ ח(enculturation)ࢂ ˕ࢽ (̡оୱ, 2015)

• ҬԂ۰ ଝ ࡵݡʎࢉ ΰִ ˕ࢽࢇ ߅ТԂ ˓Ѱࢂ یୣࢶ ݨঊ߾ ॳࠆଜЕ Ѱࢇֲ,
ָࢿࢶ एݡ ࡶݥҗଜЕ ˕ࢽࢇԂ̛ؿЬЕ ۘ ॳࠆձ ଥ ܹଭѸЕ ઞࢽଞ ݨঊ
؏ݥ

• ଝݡଥߞ ଟ ʨࡵ ˓Ѱ  ߾ܖжʷࣇ ࡳֲ ۘॳࠆҚ ۏٗ ߾ࢇیѸ߭ ࡸ

• یୣࢶࡳԻ ˱ѹ ˃ۿЕ ଜΟࢂ یୣࢶ ˓Ѱࢇֲ ଝ˓ ࡵݡѰ ΰ߾۰
ࢇՔ߭एЕ یୣࢶ ݨঊ ˕ࢽ

ࢽкଞ ࣯ࠆॳ ࢶض

• ॳѹ ࢂ߾۰ ଝۢ ࣯Ѧࢶ/ࣸ ࢶݪଝֻ ݡљ

• ଝۢҚࢂ ऐ˗ࢶࢇˈ ˁଵࢶ ए ߾ࢺ˗ ˕ݥш քࡵ ɼձ ٕࠆଜֲ ଝۢҚࢇ ࢇٗ 
ѧվࢶࡳԻ ˈیଟ ܹ ˈ ۛଟ ܹ ˈ ʼࢽࡶ ΰռ ܹ Е ΰࢶ Мԯࡶ ࡪܕଜˈ ࡸ

– ۘଢ଼ଝࢇ ݡԽ (Situated Learning): ࢉएࢶ Ѧࢿ ֻљ˕ ࡪی

– ࢉएࢶ ѦࢿࢇԽ: ୃ ˕ݨˤչѸए ߉Е ۘ ݨଢ଼߾۰ ˕ࢿձ ܹଭଜЕ ˕ࢽࡶ ऐࢻ ୃݨଜˈ,
ଝݡɼ ࢇձ ܹଭଜЕ ˕ࢽࡶ ଥ ઞࢽ ए̛ ˕ݥМࡶ ࠉցଜֲ,  ࢂݦएۘ ݥࢂ
ضձ ˁଵଡ (Lave & Wenger, 1991)

– ̛ࢿח؆ଝ( ݡProblem-Based Learning, PBL): ࢿח ࢉࢶࢿݨձ ࣸࡳݪԻ ܹ߶ۘଢ଼ࡶ
˱࣏ଜЕ ˬࢶ ࢻ̒( ئʎطଝ ݡÆ ࣏طଝ ݡÆ ࢷଝ ݡѰ)

• ଝࢉ ࡵݡɾ ٕࢊ ࢂ۽قԻ ࢉɾࢇ Ѱࡶ ଥ ۢ ٕ ߾˃ۿЯ ॳࠆଜЕ ˕ࢽ

• یԆ, ˃ۿ, Ѱࢇ ۰Ի ΰࢶࡳԻ ˗ࡶ ֙ˈ ࡳֲ ̐ ˗˃ࢂ खଢ ߾ܖ۰ ࢉɾࡵ
एࡳࢶܖԻ ଝݡଜֲ ضଞЬ

• Ьߦଞ ˱ࢶ ଝݨࡵࢽ( ئ̒ࢻ ݡ, 2009)

– ̒ࢻ؈бࠒࠇ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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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버라 스미스의 『Human Acts』번역 독자 수용 분석
- Pym의 risk/effort 가설을 중심으로
윤미선, 박건영(한국외대)
I. 서론

Pym(2015)에 따르면 번역사는 번역이라는 소통 상황에서 Grice의 협력
의 원리(1975: 45)에 따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질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구분하여 수고를 들일 필요가 있으며, 그 수고에 따라 번역사가 지게 될
위험이 결정된다. 협력이 잘 되어 소통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괜
히 수고를 들일 필요는 없지만, 협력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위험을
회피할 경우, 번역사는 오히려 위험을 떠안게 된다. 때를 가려가며 수고를
들이되, 원문이 어렵거나 소통 상황이 특수하여 비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에서는 번역사가 위험을 부담하자는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주장을 Pym의 “risk/effort 가설”이라고 명명하고, 이
를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해외에 한국 문학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은 과감한 의역, 삭제와 추가(이강선,
2016; 조재룡, 2017)를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
실이지만, 한편 스미스의 번역이 주목받고 널리 읽히는 이유도 이 특징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배경이 낯선 외국의 독자들에게 그러한 요소가 많은
작품의 번역은 비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치·사회
적 배경이 중요하게 기능하는 작품의 번역에서 스미스의 번역 전략의 독자
수용 분석을 통해 Pym의 risk/effort 가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스미스는
번역에 어느 정도의 수고를 들였는가? 협력의 가능성이 높을 때, 즉 번역사
의 수고가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번역사가 품을 들인 경우, Pym의
risk/effort 가설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본고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한강의 소설『Human Acts』를
선정하여 번역사의 risk/effort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영미권 독자
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Pym의 risk/effort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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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Pym의 risk/effort 가설

1. Pym의 translation solution types

Pym(2016)은 기존의 번역 솔루션 유형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솔루션 유형을 제시하였다. 솔루션은 크게 Copying, Expression Change,
Material Change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각각 소분류를 통해
Copying Words, Copying Structure, Density Change, Resegmentation,
Compensation, Cultural Correspondence, Text Tailroing의 8가지 솔루션으
로 나뉜다. Copying Words 부터 Text Tailoring 으로 갈수록 번역사는 수고
(effort)가 커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 Pym은 이에 대해 번역사의 수고는 위
험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번역사가 감수해야 할 위험도가 낮은
경우 많은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쉬운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만, 위험이 크더라도 수고를 증대한 솔루션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솔루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번역사의 수고는 번역 결과의 수신자인 독자의 수고와 위험에 영향
을 미친다. 번역사와 독자 모두에게 위험도 적고 수고도 적은 번역 전략이
있을 수도 있으며, 번역사가 적은 수고를 들인 결과 독자의 이해가 어려워지
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2. Pym의 translation risk/effort 가설

Pym (2015)은 번역사가 선택하는 번역 전략을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Pym은 번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을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표 1> 번역의 위험 분석

종류
관련 요소
위험의 성격 및 해결 방법
신뢰성
위험
정보의
클라이언트/다른
번역사/최종
소비자와의
(Credibility risk) 불균형에
따른
관계에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
번역의 특이성

(specificity
translation) of
불확실성
위험risk) 번역사의
(Uncertainty
불확실성
(translator’s
uncertainty)
의사소통적
위험 맥락(contexts)
(Communicative
적고위험
측면에서
risk)
저위험 요소와
요소

→신뢰도
번역사의
가시성을 증대함으로써
증대 가능함
번역사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계에서의
선택을 해야함
→위험노트,
통해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전가주석
또는등을
추측을
위험 감수
텍스트
내
의사소통
위험이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존재함
→수고를
의사소통
큰 부분에서 번역사는
들인 위험이
전략 채택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번역사는 신뢰성, 불확실성, 의사소통의 면
에서 위험 요소를 직면한다. 번역사가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으로는 위험 회
피, 위험 전가, 위험 보유, 위험 감수가 있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번역사는
번역에 들이는 수고의 정도를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번역사의 수고와 위험
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위험 정도에 따른 번역사의 수고

적은
수고

의사소통
참여자
간 비협력
가능성이
낮은
경우
(Low chance of non-cooperation)
저위험(위험 회피, 위험 전가)
중간
노동) 수준 위험(과로, 비효율적

의사소통
참여자
간 비협력
가능성이
높은
경우
(High chance of non-cooperation)
중간
추측) 수준 위험(대강 쉽게 번역,
고위험(위험 전가, 위험 감수)

많은
수고
Pym은 번역의 일반적인 목표는 Grice(1975)가 협력의 원리(cooperatve
principle)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참여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며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상호 협력을 감안한다는 원리를 자신의 risk/effort 모형에
도 상정하였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란 모든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에 들인
노력에 비해 더 큰 소득을 얻는 것으로 규정된다. 여기에서 Pym이 고려하는
의사소통의 위험은 비협력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 위험은 텍스트와 상황에
따라 불균등하기 때문에 번역사가 텍스트의 특정 부분에 따라 수고를 더 들
일 수도 있고 덜 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 Pym의 주장이다.
즉, Pym의 기본 전제는 번역사가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확실성, 신뢰성, 그리고 특히 의사소통의 위험 요소 관리에
서 있어서 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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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번역사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수고의 정도를 선택하여 위험을 회피
하거나, 전가하거나, 감수하게 된다.
<표 2>에서 Pym의 관심의 초점은 고위험(high-risk) 부분이다. Pym은
위험이 큰 부분에서는 번역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수고를
들일 가치가 있으며, 그 수고는 정당화될 수 있고 결과로 보상받으리라고 주
장한다. 신뢰성 상실의 위험으로 인해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팽배한 번역
현실 및 저자에 비해 번역사는 아주 작은 실수로도 비난 받는 경향을 비판하
면서, 번역사가 위험 회피가 아닌 위험 감수를 선택할 수 있는 보상 구조를
탐색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Pym의 주장을 “번역의 risk/effort 가설”로 명명
하고, 번역의 의사소통 참여자 중 번역사와 독자의 risk/effort를 중심으로 해
당 가설이 유효한지 살펴볼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이 독자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텍스트 분석 및 인터뷰, 설문 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 텍스트
는『Human Acts』로, 선정 이유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한국 근현대사
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에 해외독자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요소의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잘 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번역사의 risk/effort를 파악한 후, 독자들은 이 번
역을 수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수고를 들이는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미권 네이티
브 독자가 참여하므로, ST를 배제하고 ST의 직역인 TT1,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인 TT2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배경지식이나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번역사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설문을 실시하기 이전에 영미권 네이티브 독자이자 통번역 대학원 전임
교수인 세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
문지 내용 중 불분명하거나 내용 이해가 어려운 점 등을 수정하여 2019년
O월 O일에서 O월 O일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일럿 조사 이후의 본 설문 대상은 총 30명으로, 참가자 집단은 영미권
네이티브 독자 약 30명으로 구성한다. 예상 소요 시간은 30분이며,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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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설문이 완료된 후에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한다.
IV.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 및 번역사/독자의 risk/effort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은 수용 독자의 문화와 가독성을 우선시한 번역이라
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에는
수용자인 외국 독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요소가 많이 나타나며, 이를 어떻
게 번역하였는지는 해당 작품의 번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절에서는 번
역사가 Pym의 번역 솔루션 중 어느 것을 채택하였으며 risk/effort의 측면에
서는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Human Acts』의 번역과 번역사의 risk/effort

한강의 2014년 작품인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
로, 죽음을 맞은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을 그린 소설이다. 한국 독자와
달리, 번역서 『Human Acts』를 읽는 외국 독자의 경우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이며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
다. 이에 따라 번역사는 소제목을 변경하고 ST에서 의도적으로 숨겨진 인물
의 이름을 TT에서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노력을 줄였다.(이지민 2018) 또한
자신의 번역 전략을 역자 서문에 밝힘으로써, 한국의 정치·문화적 상황이 생
소하게 느껴질 외국 독자들에게 독서의 나침반 역할을 자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 해당 사건에 관련된 요소 역시 이를 직역하
는 경우에는 해외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번역사는
이들 요소의 번역시 Pym의 번역 솔루션 중 번역사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Resegmentation과 Text Tailoring을 통해 문장의 길이를 조절하여 가독성
을 높이고 원문에는 없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본 절에서는 『Human Acts』
에 등장하는 번역 예시 세 가지를 소개하고, 번역에 따른 번역사의
risk/effort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ST

<표 3> 『소년이 온다 』의 번역 예시 1
TT

Solu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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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사의
risk/effort

High
‘The
world's changed
since
High risk
effort
they
assassinated
President
세상이
바뀌어서,
Park.
The
labour
Text
tailoring
인제부턴
s gathering
Resegmentation
잔업을 못함부로
시킨대. movement’
strength,
and
now
our
Risk-taking
bosses
can’ttime
forceanymore.
us to
work over

위의 예시는 1장의 동호와 정미 누나의 대화 중 발췌한 것이다. 정미 누
나는 중학교 2학년인 동호에게 1학년 교과서를 다 버렸는지 물으면서 “세
상이 바뀌어서” 이제 잔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며, 야학에 다니게
된 것을 고백한다. ST에서는 시대적 상황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TT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로 노동 운동의 세력이 커졌다”
(<표 3> TT의 밑줄)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ST에 없는 내용을 번
역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 것으로, 번역사의 수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번역사는 ‘바뀐 세상’의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모호
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ST
비녀
꽂기,
통닭구이,
물고문，전기
고문.

<표 4> 『소년이 온다 』의 번역 예시 2

번역사의
TT
Solution type risk/effort
'Hairpin
torture’，where
both
arms
were
tied piece
behindof
High
the
back
and
a
large
High risk
effort
wood
inserted
between
the
bound
wrists
and
the
small
ofelectric
the back;
water-boarding;
torture;
the method Text Tailoring
known
as
the
'roast
chicken'，which
involved
trussing
the
victim
withthem
ropes
and
suspending
Risk-taking
from
the
ceiling,
where
they
were
being then
spunbeaten
around.while

<표 4>의 예시는 4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도청에서 상황실 업
무를 담당하다 계엄군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했던 청년 김진수에 대해 그와
함께 투옥생활을 했던 화자가 당시 받았던 고문에 대해 회상하는 장면이다.
ST에서는 ‘비녀 꽂기,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고문의 명칭만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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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어 있으나, 번역사는 TT에서 ‘비녀 꽂기, 통닭구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과 함께 고문의 동작을 묘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Text Tailoring 전략은 번역사의 수고가 높은 전략이다. ‘비녀 꽂
기, 통닭구이’를 설명 추가 없이 직역만 하여 전달했을 경우에는 외국 독자
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이 낮은 경우
(High-chance of non-cooperation)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버라 스미스는
위험 감수를 함으로써 독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독자가 배경지식이 없을 것이라 추측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번역사는 각주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사는
이 부분의 번역에서 ST에 없는 부분을 TT의 본문 자체에 추가하였다.
ST

<표 5> 『소년이 온다 』의 번역 예시 3

사람의
손, 사람의
허리,
사람의
다리가
어떤 일을
할보았다.
수 있는지

TT

Solution type

번역사의
risk/effort
Mid
Highrisk
effort

Something
youit wouldn’
t of.
have
thought
capable
Too
muchhappen
to process
- what Resegmentation
you
saw
to
that
Text Tailoring
hand,
that
back,
that
leg.
A
Risk-taking
human being.

<표 5>의 예시는 1장에서 주인공 동호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초반에
길을 가다 교회에 다녀오던 신혼부부 중 남편이 세 명의 무장군인에게 구타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부분이다. ST의 한 문장이 TT에서는 세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T에는 없었던 “가능할 거라 생각지 못했던 일. 받아들이
기 너무나 힘든 일”(<표 5> TT의 밑줄)이라는 문장이 TT에 추가되어 있
다. 번역사는 risk/effort가 큰 번역 솔루션인 Resegmentation와 Text
Tailoring을 채택함으로써 이 장면을 목격하는 주인공 동호의 충격을 독자
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는 “A human being”이라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동호가 목격한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차마 할 수 없
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영문판 제목인 『Human Acts』와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즉 “Human acts”, “A human being”이라는 어
휘는 번역사의 작품 해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T에 모호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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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협력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번역
사의 노력이 가미된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보상 받을 수 있을지를
독자 반응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독자 설문 조사 결과

4.1절에서 살펴 본 예시 세 가지가 설문 대상 텍스트로 사용되었다. 이 예
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협력의 가능성이 높고
번역사가 수고를 많이 들였으며, 위험이 높은 경우이다. <표 3>과 <표 4>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비협력의 가능성이 낮은데도 번역사가
수고를 많이 들였으며, 중간 정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표 5>이
두 번째에 속하는 예시이다. 본 절의 분석 결과는 물론, 기존 문헌을 검토했
을 때 데버라 스미스는 협력의 가능성의 고저를 차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번역사라고 보여 진다.
Pym의 ‘risk/effort’ 가설에 따르면, 첫 번째의 경우는 수고를 적게 들였을
때보다 위험이 높아야 한다. 두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고를 적게 들였
을 때보다 다소 높은 위험을 번역사가 지게 된다. (아래 <표 6> 참조)
<표 6> 데버라 스미스의 이데올로기 번역과 Pym의 risk/effort 가설
적은
수고

의사소통
참여자
간 비협력
가능성이
낮은
경우
(Low chance of non-cooperation)
저위험(위험
→ TT1 회피, 위험 전가)
중간
위험(과로, 비효율적
노동) 수준
→ TT2(스미스
번역)

의사소통
참여자
간 비협력
가능성이
높은
경우
(High chance of non-cooperation)
중간
위험(대강 쉽게 번역,
추측) 수준
→ TT1
고위험(위험
전가,번역)
위험 감수)
→ TT2(스미스

많은
수고
독자는 첫 번째의 경우, TT1과 비교하여 TT2의 번역을 어떻게 받아들일
까? TT2의 번역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번역사의 위험 감수
와 많은 수고는 독자의 인정이라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결과는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예시, 곧 의
사소통 참여자 간 비협력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번역사가 굳이 수고를 들
이는 경우로, Pym의 주장에 따르면 TT1과 비교했을 때 TT2 번역사는 불필
요하게 ‘과로’를 한 것이며 그 번역은 ‘비효율적인 노동’이라고 여겨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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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연 독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파일럿 설문 조사 및 인터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 외
국인 전임교수 한 명과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외국인 전임
교수 두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부록 1]는 총 네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였으
며, 나머지 세 부분에서는 각각 소설 플롯 설명과 원문의 직역(TT1),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TT2)가 주어진 후 세 개의 질문이 뒤따른다. 첫 번째 질문은
TT1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번역인지, 즉 비협력의 가능성의 정도를
묻는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TT2에서 번역사에 의해 추가된 부분을 독자
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질문은 TT1과 TT2 중 선호
하는 버전과 그 이유에 대해 묻는 서술형 질문이다.
(파일럿 설문 조사 내용 추후 보충 예정)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Pym의 8가지 번역 솔루션을 사용하여 한국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번역시 번역사가 어떤 번역 전략을 채택했는지를 분석
했다. 또한 번역사가 위험 요소가 큰 부분에서는 수고를 많이 들이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Pym의 risk/effort 가설을 실제 텍스트
에 적용해 보았다.
텍스트 분석 결과, 번역사는 Resegmentation, Text Tailoring과 같이 ST
의 문장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ST에는 없거나 생략된 요소를 TT에서 추가
하는 등 Pym의 솔루션 중 번역사의 수고가 높은 전략을 채택했음이 나타났
다. 또한 비협력 가능성이 높은 요소에 대해 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비협력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서도 번역사의 해석을 추가하는 위험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ym의 risk/effort 가설에 따르면 이는
굳이 번역사가 들이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들여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에 대한 독자 수용 결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한국 문학 번역본의 영미권 독자 수용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
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한
국 문학의 세계화를 논할 때 한국 문학 번역의 독자 수용 분석은 필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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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요소이므로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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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PART 2
[Questions 1-2] The following is a plot synopsis with two versions of
translation. Please read the plot and translations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that follow.
<Plot>
In 1980, Chun Doo-hwan used the excuse of a rumoured North
Korean infiltration to expand law to the entire country, closing
universities, banning political activities, and further curtailing the
freedom of press. In the southern city of Gwangju, the number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demonstrations swelled. Paratroopers were
sent in to take over from the police, but their brutality against
unarmed citizens resulted in a still greater turnout in support of the
civil militias. Dong-ho, who had started his third year at middle
school, went out alone to buy some exercise books on Sunday. He
was frightened by the sight of armed soldiers and took a side alley.
A couple were walking opposite him. Suddenly, three soldiers
carrying guns and clubs raced down, surrounding the young couple.

<TT1>
Before the man in the suit had finished speaking, you saw a person’s
arm. You saw what a human being can do to its hand, its waist and
its leg.

<TT2>
Before the man in the suit had finished speaking, you saw a person’s
arm - what? Something you wouldn’t have thought it capable of. Too
much to process - what you saw happen to that hand, that back, that
leg. A human being.

1.

Do you think TT1 is written well enough for your understanding?
□ Yes
□ No
□ Other (

2.

)

“A human being” part is not included in the source text (TT1) and
it is related to the title “Human Acts.” The English title is made by
the translator and different from the Korean title which is literally
translated as “The Boy comes.” Do you think the addition by the
translator is acceptable?
□ Yes
□ No
□ Other (

3.

)

Can you tell us which version you prefer between TT1 and TT2 and
the reason for your preferenc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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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ջ ର؟ઝ

іؿԂ
ݛݛ

ę$W WKH WLPH , ZDV DOUHDG\ SURILFLHQW LQ .RUHDQ DQG ZDV MXVW
VWDUWLQJ WR EHFRPH LQWHUHVWHG LQ .RUHDQ OLWHUDWXUH đ, ZDQWHG D
SUDFWLFDO DSSOLFDWLRQ IRU P\ VNLOOV DQG LQWHUHVWV , UHDOL]HG WKDW DV
VRPHRQH ZKR ERWK VSRNH .RUHDQ DQG KDG DQ LQWHUHVW LQ
OLWHUDWXUH EHFRPLQJ D WUDQVODWRU ZDV D SHUIHFW DYHQXH WR SXUVXH
P\ SDVVLRQVę  7KH .RUHD 7LPHV

ࢵЕ חଝ ࠇءɼɼ Ѹˈ  ߭ݮଞ˲߭ձ ؑࡉ̛ ݤବ߭ࡁ оଝ߾۰
ࠒחଝࡶ ࢷ˓ବЕі ࣔ ш Ьߦଞ חଝࡶ ࢻଜˈ  ࣫߹ݮӖ ۿɼ Ѻ
Ҷ̧ए ֻ˲߭ࢉ ࠒ߭փ ଟ ܹ ЬЕ ʯ ٕԡ̛Ѧ ବˈࡁ кݤ
ࠒ ˲ ߾ ۰ Е ଞ˲ ߭ ࢷ ࠇ ء חɼ ɼ ʠ ࢂ ߷ ߹߭ ࡁ  ߭ ӊ ʯ ִؿ
ણۚ ࡶࢠݤϠջ ʠ࣫ ̐ԎѦ ଞ˲߭ձ ଞ ʢ ݛਫ਼չࢇ̝ ଥ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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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Pym)의 유형분류체계(Typology)를 기반으로 한
「유령의 도시」 한-영 번역 텍스트 분석 (가제)
키워드: Pym’s typology, text analysis, Korean-English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training

안수경, 정서림, 노혜민
한국외대 영어번역학과

Ⅰ. 서론
1.1 연구 동기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핌(Pym)의 유형분류체계(Typology)(Pym, 2016, p. 220)를 기반으로 한영 번역
텍스트의 번역 전략을 분석하였다. 핌(Pym)은 자신의 저서에서 해당 유형분류체계를 텍스트
분석 목적보다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p, 233). 하지만 연구자는 본 유형분류
체계를 실제 번역 교육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먼저, 해당 유형분류체계를 적용하기에 저자의 예시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한-영 언어쌍의 예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작가 반디의 『고발』 중, 단편 소설 「유령의 도시」의 한글 원문
(source text)과 영어 번역문(target text)을 비교 분석하였고, 해당 텍스트에 사용된 번역 전
략을 핌(Pym)의 유형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을 유형화하여 핌
의 분류표를 한영 번역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교수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과 특
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궁극
적으로 번역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한-영 번역 유형분류체계 표’를 제안하고
자 한다.
1.2 연구 질문:
1) 다양한 언어에 적용 가능하다고 밝힌 핌(Pym)의 유형분류체계(Typology)를 한-영 번역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2) 「유령의 도시」에 나타난 한-영 번역 전략은 무엇인가?
3) 2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영 번역 유형분류체계(Typology)’를 제시할 수 있는가?
1.3 분석텍스트:
ST: ‘반디’ 작가의 『고발』 중 「유령의 도시」 (다산책방)
TT: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The Accusation, City of Specters (Serpent’s Tail)

Ⅱ.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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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핌(Pym)의 유형분류체계(Typology)
핌(Pym)은 비네와 다르벨네(Vinay & Darbelnet)의 번역 솔루션(translation solution)에서
출발하여 번역학 이론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번역 솔루션 표를 정리하였고, 이들의 장단
점을 통합하여 새로운 유형분류체계(Typology)를 제안하였다(Pym, 2016, p. 220).
Cruise

normal use of language skills, reference resources, parallel texts, intuition

mode

– anything prior to bump mode – so no special solutions are needed)

Copying words

Copying Sounds
Copying Morphology
Copying Script
...

Copying Structure

Copying Prosodic Features
Copying Fixed Phrases
Copying Text Structure
...

Perspective Change

Changing Sentence Focus(*)
Changing Semantic Focus
Changing Voice
...

Density Change

Generalization/Specification
Explicitation/Implicitation
Multiple Translation
Resegmentation
...

Compensation

New Level of Expression
New Place in Text
...

Cultural
Correspondence

Corresponding Idioms
Corresponding C.S.I
...

Text Tailoring

Correction/Censorship/Updating
Omission of Content
Addition of Content
...

Copying

Bump
mode
Expression
Change

Content
Change

표 1. 핌(Pym)의 유형분류체계(typology)
핌은 표1과 같이 번역사가 번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번역 문제(translation
problems)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번역 솔루션 중에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고 설명한
다. 이때 번역사가 큰 고민 없이 자신의 경험 또는 직관, 기타 자료 조사, 병렬 텍스트 등을
참고하여 어렵지 않게 번역문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번역 솔루션이 필요 없으며,
이를 크루즈 모드(cruise mode)라고 분류하였다. 반대의 경우 다양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
나 이상의 번역문 생성할 수 있으며 그 중 해당 원문에 가장 적절한 번역을 선택할 수 있어
야 하는데(Kelly, 2005, p. 29), 이러한 번역 상황에서 번역사의 선택을 ‘범프 모드(bump
mode)’로 정리하였다.
위 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양언어 비교에 집중되었던 번역 솔루션을 다양한 언어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다는 점이고, 각 언어의 특징에 따라 유형분류체계의 세 번
째 칼럼(column)은 조절 또는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
는 핌의 유형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영 번역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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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칼럼에서 한영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것이다.
2.2 텍스트 선정 및 번역사의 특징
한-영 번역을 살펴보고자 하니, 최근 가장 주목받는 한-영 번역사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작품이 먼저 떠올랐다. 지금까지 데보라 스미스 번역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한강’
작가의 작품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하
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원문과 번역문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연구자에게 비교적 원문의 문화적 배경지식이 낯선 북한 소설을 분석 텍스
트로 선택하였다.
데보라 스미스 번역은 원문의 통사구조에 집착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개입하여 리듬을 살
리고자 노력한다고 평가받고 있다(마승혜, 2017, p. 106), 생략과 압축, 첨가와 확장을 수시
로 실행하고, 리듬이나 효과도 어느 정도 근사하게 되살리는 경향이 있으며(이인규, 2017, p.
25), 종합해보면, 창의적이고, 유창한 영어 표현으로 가독성을 높였다는 논의가 많았다. 본
연구의 「유령의 도시」 텍스트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Ⅲ. 연구 방법
번역의 결과물을 관찰하면 번역 과정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여(Bell 1991), 결과물
중심(product-oriented)의 텍스트 분석 연구는 여전히 번역학 내에서 중요한 연구 방법이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번역가가 특정 번역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당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떠
한 ‘번역 전략’을 채택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고, 해당 전략이 사용되는 조건을 탐색해 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William & Chesterman, 2014, p. 6).
기존의 텍스트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한-영 번역에 나타나는 오역의 문제나 문법적 문제
를 지적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박진임, 2004). 단어 대 단어 또는 문장 단위의 등가 표
현을 비교한 후, 마치 전체 텍스트가 잘못된 번역인 듯 치부하는 논의도 있었다(Kim, 2018).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여, 본 연구는 한글 원문 기준, 각각의 문장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였
고, 번역사가 사용한 번역 전략에 집중하였다. 이미 출판시장에 출간되어 나온 번역문이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에는 문제가 될 만한 오역은 없다고 전제하였다.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은 3인의 공동연구자가 함께 진행하였다. 사전에 각자 텍스트를 분
석하고, 만나서 토론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원문과 번역문의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의견
을 조율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 분석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극
복하는 동시에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Ⅳ. 분석 및 논의
4.1 분석
핌의 유형분류체계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쳤고, 분석
단위 통일 외에도 ‘크루즈 모드(cruise mode)’와 ‘범프 모드(bump mode)’ 분류에 대한 합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4.1.1 크루즈 모드 분류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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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모드는 번역사가 유형분류체계의 도움 없이 번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번역 과정
에서 명백한 한 가지 번역 전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Pym, 2016, p. 220). 텍스트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크루즈 모드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루즈 모드를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1) 명백한 한 가지 번역 전략이 있거나, 직관적으로 번역이 가능한 경우: 원문 기준 총 335
문장 중에서 이러한 경우는 총 9회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핌의 저서 내용).
ST: “그런데요?”
TT: “so?”
ST: “아, 예-”
TT: “Ah, yes.”
2) 번역사가 선택한 번역 전략이 이후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번역사가 하나의 번역
문제를 ‘범프 모드’로 보고 번역 전략을 선택한 경우, 이후에 나타나는 동일한 번역 문제를
매번 ‘범프 모드’로 바라보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본 연구에서 추가한 내용).
ST: “육층 삼호!”
TT: “fifth floor, apartment no. 3!”
육층을 fifth floor로 처음 번역한 예시이다. 번역사는 출발문화와 목표문화를 고려하여 범프
모드 내에서 문화적 대응(cultural correspondence) 솔루션을 활용하여 번역어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다시 나타나는 ‘육층’은 큰 어려움 없이 동일하게 번역할 것이고, 본 연
구에서는 이를 크루즈 모드로 분류하였다. 다만, 통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범프 모드에서
크루즈 모드로 전환된 번역문제는 첫 번째 크루즈 모드만 통계에 포함하였다. 다시 말해, 육
층이 텍스트에서 총 5번 번역된 경우, 첫 번역은 범프 모드로, 두 번째 번역은 크루즈로, 기
타 3번은 통계 수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총 16회 관찰되었다.
4.1.2 범프 모드 분류 및 분석
원문 기준 총 335 문장을 분석한 결과, 범프 모드의 번역 솔루션을 다양한 형태로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된 횟수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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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

2열

3열

결과

Copying words

Copying Sounds (1회)
Copying Morphology (0회)
Copying Script (6회)
...

적게 나타남

C o p y i n g
Structure

Copying Prosodic Features (0회)
Copying Fixed Phrases (2회)
Copying Text Structure (0회)
...

적게 나타남

Perspective
Change

Changing Sentence Focus (132회)
Changing Semantic Focus (4회)
Changing Voice (0회)
...

주로 Sentence focus
변경

D e n s i t y
Change

Generalization (73회)/Specification(74회)
Explicitation(149회)/Implicitation(30회)
Multiple Translation (100회)
Resegmentation (132회)
...

1) 전반적으로 많이 나
타나고, 동시에 여러 가
지 솔루션이 함께 나타
남 ( m u l t i p l e
translation).
2)
텍스트의
내용
(content)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표현
(expression)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음.
3) Resegmentation은
2열로 이동 예정.

Compensation

New Level of Expression (7회)
New Place in Text (0회)
...

1) 일련의 내용이 텍스
트 내에서 이동된 경우
도 나타남.

Cultural
Corresponden
ce

Corresponding Idioms (1회)
Corresponding C.S.I (17회)
...

C.S.I. 수치에는 문장부
호 변화도 포함시켰음.

Text Tailoring

Correction/Censorship/Updating (0회)
Omission of Content (0회)
Addition of Content (0회)
...

본 텍스트 연구에서 관
찰되지 않았음.

Copying

Bump
mode
Expression
Change

Content
Change

4.2 논의
3인의 연구자는 핌의 유형분류체계를 한영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
은 어려움이 있었다.
4.2.1 핌의 분류 적용의 단계별 어려움
텍스트 분석 초반 단계에서 Perspective change와 Density change 관련하여, 서로의 의견
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ST: 국경절 행사를 하루 앞둔 평양은 벌겋게 달아 있었다.
TT: The day before the National Day celebrations, Pyongyang was
decked out in all its finery.
첫 문장을 두고도, 문장이 쉼표로 나누어 진 것을 Resegmentation으로 분석할 것인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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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Perspective change가 발생했다고 분류해야 하는지, Density change의 하위분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등등 텍스트 분석 초기 단계 논의는 분석 단위 및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적용 범위를 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분석이 진행되면서 Resegmentation과 Perspective change는 분류 범주에 관한 합의는 어
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Density change는 텍스트 분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항목이다.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파악한 이후에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동일한 ST-TT쌍을
generalization/specification의 관계로 분류해야 할지, explicitation/implicitation의 관계로 분
류해야 할지 등 연구자 3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장시간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
았다.
4.2.2 핌의 분류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
1) Relocation: Relocation 항목은 Density change 하위에 두는 것이 한영 번역의 경우 맞
지 않다고 판단하여, 컬럼 3에서 2열로 이동시켰다. 핌은 Resegmentation을 구(clause) 또는
문장(sentence) 단위의 변경이라고 설명하였으나(Pym, 2016, p. 228), 조금 더 큰 문단
(paragraph) 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Perspective change 또
는 Density change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어 본 연구는 Resegmentation 항
목을 Density change 하위분류 3열에서 2열로 이동하여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핌의 추
후 연구에서도 동일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영 번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
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 Perspective change: Perspective change 항목 중에서 semantic focus 대비 sentence
focus의 전환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총 132회). 하지만 핌의 분류
에서 semantic focus의 분석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문장 차원의 sentence focus가
과도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한영 번역의 경우, sentence focus > (?) > semantic
focus 단위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3) Density change: 분석 마지막 단계까지 가장 연구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이다. 먼저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묘사 방법이 변경된 경우, generalization/specification 관계로 분류하
였다.
ST: 행사에 박두한 거리는
TT: There, where the mass celebration would soon be taking place,
위 예시는 Perspective change가 함께 일어났지만, Density change 측면에서 ‘행사에 박두
한’이란 표현을 ‘the mass celebration’과 ‘would soon be taking place’라고 구체적으로 설
명하고 있기 때문에, Density change>specification이 일어났다가 분류하였다.
ST: '보모가 무슨 눈치라도 챈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어비
라는 말을 심통히 짚어낼 수가 있어? 까짓거 눈치챈들 어때? 속대 약한 사
람들의 괜한 근심이지.’
TT: Has the governess picked up on something? she wondered.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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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would she ask about the Eobi, of all things? How much does she
know? It was a futile train of thought, and she knew it. She berated
herself for such spineless fretting.
반면

텍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번역문에서

드러내서

표현해

준

경우

implicitation/explicitation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
었다. 최대한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내용이 있는지에 집
중하였고, 일관되게 분류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content)에 큰 변화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일부 번역문
의 표현은 원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문장 차원에서 Density change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모아져 Density change>addition or omission of expression 항목을 추가하였다.
4.3 한영 번역 맞춤형 유형분류체계 제안
유형분류체계(Typology) 적용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영
텍스트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Cruise mode (No special solutions are needed)
Copying words

Copying Sounds
Copying Morphology
Copying Script
...

Copying Structure

Copying Prosodic Features
Copying Fixed Phrases
Copying Text Structure
Literal Translation (추가)
...

Copying

Perspective
Change
Mixed
Translation

Changing Sentence Focus
Changing Semantic Focus
Changing Voice
...

Density Change

Generalization/Specification
Multiple
Explicitation/Implicitation
Translation
Addition/Omission of Expression(추가)
(이동)
...

Compensation

New Level of Expression
New Place in Text (notes, paratexts)
Relocation(추가)
...

(추가)

Expression
Change

Cultural
Correspondence

Corresponding Idioms
Corresponding C.S.I
...

R e s e gm e nt a t i on
(이동)
Content
Change

Text Tailoring

Correction/Censorship/Updating
Omission of Content
Addition of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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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핌이 다양한 언어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 유형분류체계를 한영 번역 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북한 작가 반디 소설 중, 「유령의 도시」에 나타난 번역 전략을 분석하였고,
분석 진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번역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핌의 유형분류체계를 실제 텍스트 분석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번역교육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에 앞서, 교수자와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앞서 알아보고, 텍스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영 번역에 맞춤형으로 제안할 수 있는 새로
운 유형분석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단편소설 하나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모든 한영번역 텍스트에 적용하기에 한계
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텍스트 장르 또는 길이 등을 확장하여 다양한 원문과 번역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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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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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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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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에 논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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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