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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중-한 번
역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번역과정
을 관찰하고 번역과정에 나타난 학습자의 양상과 그들의 번역물을
대조·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번역과정에 흔히 겪은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번역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외국어교육에서 번역교
육의 위상을 논하고 학부 번역교육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전문 번역가의 번역과정과 번역능력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
고 인지적 번역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학부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는 총 9주에 걸쳐 6명의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학습자의 번역과정 양상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본고
에서는 사전설문지 조사, 사고구술실험, 회상보고, 사후인터뷰의 활
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를 진행하면서 귀납적으로 추출한 학습자
의 번역과정 양상 논의의 결과, 과정 중심 번역교육과 학습자 중심
번역교육의 필요함이 드러난다. 결과 중심 번역교육의 한계에 벗어
나고 번역을 수행하는 주체인 학습자에 집중하여 학습자의 번역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연구 참여자의 번역과정에 대한 관찰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의 사후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중-한 번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습자는 중-한 번역 수업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만, 기존의 번역교육은 그들의 학습 요구를 만족시키

i

지 못한 것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교사 중심 번역교육과 결과 중심
번역교육의 문제점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중심
과 결과 중심의 번역교육에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 및 과정 중심의
번역교육으로 교수·학습법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연구 참
여자들이 모두 중국어 모어 화자로 높은 중국어 이해능력과 고급 한
국어 학습자로 우수한 한국어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번역을 진
행할 때 학습자 머릿속에 있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문화 지식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
났다. 따라서 중-한 번역 교육을 진행할 때 한국어 언어문화 지식이
아닌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문화 대조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번역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이는
역시 부족하고 번역 실천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번
역 교육에서 번역 이론의 학습과 번역 실천을 병행할 수 있는 활동
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 Ⅲ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대학 한국어학과의 중-한 번역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마련하였다.

* 주요어 : 고급 한국어 번역 교육, 학부 번역 교육, 번역능력 기반, 인지
적 접근, 과정 중심 번역 교육
* 학 번 : 2016-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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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각 분야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화 간 의사소통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번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통)번역의 필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졌다. 특히 한국
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어교육에서 (통)번역 교육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외국어교육과 (통)번역 교육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외국어교육에서

(통)번역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E.Lavault(1985)에서는

첫째, 번역이 학생들의 미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둘째, (통)번역이
외국어 학습에서 학생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해주며, 셋째, (통)번역에
의해 외국어를 완성해주고, 넷째, 모국어 표현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번역은 외국어교육에서 지향하는 목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통)번역이 언어 학습의 효과적인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도 있다고 하였다.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통)번역 교육의 이러한 중요성과 실용성이 인식
됨에 따라 현재 한국에는 영어권뿐 아니라 기타 제2 외국어문학과의 학부
과정에 이미 상당수의 (통)번역 관련 과목과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다. 한
정은(2014)은 (통)번역 교육의 대상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통)번역 교육은 이전까지 (통)번역대학원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
되어 왔지만 이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
상 범주의 확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외국어교육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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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국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한국어 텍스트를 외국어로 옮기는 (통)번역
이 대학의 전공과목, 부전공과목, 교양과목 등에서 외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번역은 졸업 후 각종 입사 시험, 승
진 시험 등에 있어서 외국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은 아직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가기에는 어려운 점
이 있다. 일부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학부에서 엄밀한 의미의 (통)번역을
가르치는 것이 무리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다른 일부 전문가들 역시 번역
능력을 단순히 언어능력으로 보고 번역 교육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전공 졸업자들이 중
소형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전문 번역 부서를 따로 두지
않는 한 기존 업무 외 (통)번역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현실에서
(통)번역 업무에 대한 능력과 학습자 번역능력 간의 괴리가 매우 큰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한국어전공 학습자들은 번역능력 향상을 위한 학
습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어교
육에서 (통)번역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번역능력을 단순히 언어능력으로 보는 관점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번역 작업은 단순히 이중언어적 지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맥락적, 배
경적 지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즉, 하나의 문장을 문법적으로 파악한다고 해
서 그것에 담긴 의미가 완전하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며, 번역자가 내용에 대
한 지식이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옮겨 놓았을 경우, 그
번역물은 설득력이나 호소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지향하는 한국의 외
국어교육과 달리 중국의 외국어교육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통)
번역하기 등의 다섯 가지 능력을 갖춘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
적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도 이에 발을 맞추어 (통)번역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정(2009)의 조사에서는 통역이나 번역 관련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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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과목 이상 개설한 학교가 108개 학교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통역 관련 수업을 개설한 학교가 14개 학교이고 나머지 94개 학교가 번역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통)번역 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여 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통)번역 교육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 한국어학과의 (통)번역 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중-한 번역 수업의 교육 목표가 학습자의 실제 학습 요
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표준이 될 만한 번역 교재의 부재, 교사의 실
력 부족, 교사 중심 수업의 비효율성, 학생 실천 경험의 부족, 그리고 중-한 번
역 수업과 한-중 번역 수업 배치의 불균형 문제 등(金蓮花, 2011; 朴藝丹,
2013; 孙淑蘭, 2014)을 들 수 있다.
하우스(House, 210；남원준, 2013: 58에서 재인용)는 전통적인 번역 교
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서술한 바 있다.

교수자는 그 선정기준이 모호한 원천 텍스트(아마도 자신이 우연히 접한 텍스
트일 가능성이 높다.)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학생들이 번역하
게 한다. 텍스트 안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고, 교수자는 마치 학생들이
그 ‘함정’에 빠져 ‘오류’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듯하다. 학생들이 번역을 수행한 후
에 열리는 그 다음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구두로 또는 문서로 학생들의 번역에 나
타난 오류를 한 문장씩 열거하면서 수업한다.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읽
어 가고,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한다. 그리고 교수자
는 학생들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평가하고, 최종의 ‘정답’ 번역을 제시한다. 이러한
번역 교육의 과정을 겪는 학생들은 자연스레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번역결과를 중심으로 학습자를 평가하고 그들이 범한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만으로는 학습자의 실제 번역능력을 향상하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번역 과정에 주목하여 그들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겪
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번역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효율적인 번역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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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계하였다.

첫째, 전통 번역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정 중심 접근을 통하
여 번역 과정 및 번역능력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한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학부 학습자들이 실제 번역 시 직면하는 어려움
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하는 번역행위를 고찰한다.
셋째, 실제 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번역 과정과 번역결과를 대
조·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한 과정 중심 번역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그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먼저 크게 중국에서의 중-한 번역 교육과 한국에서
의 번역 교육 등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들을 체
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르타보(Hurtabo, 2002: 105)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로 강조한 '교육 내용(What to teach)'. '수업
방법 및 자료(how to teach)' 그리고 '번역평가(with what result)'를 중심
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2.1. 중국에서의 중-한 번역 교육 연구
그동안 중국에서 이루어진 중-한 번역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번역 수
업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에는 학습자의 번역 오류를 살피고 해당하는 번역
수업의 내용을 제안하는 연구들과 언어교수법과 번역 교육을 연계하여 논
의한 연구들이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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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 내 대학 번역 교육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다루는
연구들로 金蓮花(2011), 林琳(2011), 朴藝丹(2013), 張文麗(2013), 劉博杰
(2014), 孫淑蘭(2014)，王慶云(2014), 劉靜瑩(2016)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중국 내 번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번역 교육의 목
표, 번역 교재, 수업 활동, 교사 실력, 그리고 학습자 요인 등 측면으로 각
각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번역 교육과 관련 문제점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중-한 번역 수업의 교육 목표가 학습자의 실제 취직 문제와 부합하지 않다
는 점(朴藝丹, 2013; 金蓮花,2011), 표준이 될 만한 번역교재의 부재(朴藝丹,
2013; 孫淑蘭,2014), 교사의 실력 부족(朴藝丹, 2013; 孫淑蘭, 2014), 교사
중심 수업의 비효율성(金蓮花, 2011; 朴藝丹,2013;) 그리고 학생 실천 경험
의 부족(孫淑蘭, 2014) 등을 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金蓮花
(2011)에서는 중-한 번역 수업이 교육 시간과 수업 유형의 측면에서 한-중
번역 수업의 비중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들은 교육 목표의 재설정, 교육내용의 합리적
인 배치, 교재의 개발과 학습자 중심 수업의 중요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연구들은 번역 교수법과 수업 활동을 논의하는 연구들
이다. 林琳(2011)에서는 문법번역식교수법, 직접교수법, 청화식교수법, 의
사소통중심교수법, 내용중심교수법, 주제중심교수법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번역 교수법을 비교 및 분석하면서 각자의 장단점을 논의하였고, 蔡秀明
(2012)과 王慧君(2014)은 특히 토론식교수법을 번역수업에 적용하는 방법들
을 논의하였다. 토론식교수법은 전통적인 번역교수법과 달리 학생들이 교사
의 지도하에 자주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번역 과제를 수행한 후 자유롭게 자
신의 관점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수법이다. 이를 번역수업에 활용할 때 우
선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 번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
고, 수업 중에 학생이 스스로 실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이
과제를 완성한 후 팀으로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활동에 관련하여 張文麗(2013)에서는 중-한 번역 수업과 방과 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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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
록 그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교육내용으로 선정하고 수업 때 토론과 팀 활
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업 후 팀으로 과제를 완성하게 하거나 서로 과제를 평가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번역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작품, 인터넷, 그
리고 소셜 네트워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또한 번역 교육에
서 나타난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로 朴龍傑(2009)는 번역 교육에서
의 어휘교육, 朴藝丹(2011)은 번역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譚禮玥(2016)는
선어말어미의 번역 교육 방안 그리고 李恩華(2009)는 '-에', '-에서', '로/으
로', '-까지'등 문법 구조의 번역 전략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서의 번역 연구가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번역수업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점들만 다루고 있어, 연구
분야가 일부 내용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외에 언어 교수법
을 번역 수업과 연계하여 논의한 연구도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는 이론적인
면에 그치고 있을 뿐 언어 교수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2. 한국어교육에서의 번역 교육 연구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번역 연구는 학술지 논문 17편, 박사
논문 11편, 그리고 석사논문 총 28편에 불과하였다. 양적으로 볼 때, 한국
의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번역 연구의 수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연구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중-한 번역 교육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련된 연구를 정리해 보면 한국어교육과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은 학술 논문으로 홍영매(2005), 김종태(200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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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2012),

임형재·송은정(2015)과

학위

논문(박사)으로

高曉婷(2016)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주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김종태(2006)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번역 과정에서 언어 차원의
어려움에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와 사유 방식으로 인한 어
려움에도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어교육에서의 번역 교육의 위
상을 제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학습자 번역 실천의 양, 교사의 강
의 방법과 번역 교과서 등 3 가지의 차원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번역 교육의 문제점을 밝히고 중국 한국어교육의 번역 교육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였다.
해당 교육과정을 검토하거나 학습자 설문 조사를 실행하여 이를 바탕으
로 교육과정을 설계한 연구는 홍영매(2005), 이만우(2012), 임형재·송은
정(2015),

엥크체첵·김영란(2017),

高曉婷(2016)

등이

있다.

홍영매

(2005), 이만우(2012), 임형재·송은정(2015) 등의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번역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학습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高曉婷(2016)에서는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통·번역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번역 교육 과정과 통·번역 교재를 분석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통번역 학습자들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번역능력
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다음으로 바람직한 번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연구로는

吳春花(2001)，김기석(2006)，주옥파(2006)

등

을 꼽을 수 있다.
吳春花(2001)는 여러 번역 이론과 구체적인 번역 방법을 논의하고 이화
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의 교과목을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교수 방안에
대한 몇 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기석(2006)에서는 특히 이론
과 실천의 관계를 논하며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 방법 몇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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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주옥파(2006)에서는 번역의 다양한 어려움 중 특히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한 문화 차이를 언어
적 문화차이, 생태학적 문화차이, 물질문화의 차이, 사회문화의 차이, 종교
문화의 차이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바람직한 번역 수업을 개발하도록 교육 방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의 효과를 검증한 실행연구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원에 나온 일부 박사학위논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김보애
(2017)는 학부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한 번역 수업에서 토론식 번역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그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해 수업 노트와 발문을 활용하여 도출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근
거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함채원(2016)은 먼저 기능주의
번역이론, 번역능력, 교수설계 이론, 번역 교육 연구 등을 검토하고 수업
설계의 절차적 틀과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전문번역 교육 수업 모델을 제시
하였다. 또한 순환적 주기에 따라 2회에 걸쳐 실행수업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향(2016)은 번역물 감수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차원의
논의를 체계화하고 이를 번역 교육과 연결시켜서 번역물 감수교육 모델을
도출하였고 안미영(2014)은 번역가 교육을 위해 동영상 강연과 뉴스 번역
등 두 가지의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중심 번역 수업안을 설계하였고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김진숙(2011)은 실제 번역상황을 가정한 현장
형 번역 교육모델을 설계하고 통번역대학원 강의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 및
기술함으로써 번역학습자들의 번역능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현장형 번역
교육모델을 적용 이후 번역능력의 향상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번역 오류를 찾아내어 이를 유형화하여 해당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로는

최수진(2008),

김영수(2006),

노금송(2010)

등이 있다.
먼저, 최수진(2008)은 중국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한국어 관용어 유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국어의 영향과 목표어의 이해 부족 등 두 가지로 오류 이유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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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사전 이용, 문맥 이해, 그리고 형태와 의미의 대조 등 3가
지로 번역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수(2006)는 중국의 한국어학과
교육에서의 중-한 번역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어휘 및 문장 차원
에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류하고 분석한 후 나아가 어휘 차원과 문장
차원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금송(2010)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한자어의 번역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번역에서의 한자어 교육 방
안을 제시하였다.
앞선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양적으
로 볼 때 한국의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 번역 교육 관련 연구의 수가 매
우 미흡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주로 한국에서의 번역 교육을 위한 실
효성 있는 번역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 모형을 제안하
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의 연구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언어권에 비해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번역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고 실제 취업 환경에서 중-한
(통)번역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번역 교육이 달성할 목적이 단순히
학습자의 한국어능력 신장이 아닌 한국어 학습자들이 전문 번역사로서 갖
추어야 할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의 실무 번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자 중심 수업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 연구를 위한 시사점
이상 중국과 한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번역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

9

다. 또한 학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교육은 일반적인 언어 교육, 그
리고 전문 통번역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교육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단순한 언어 수업은 학습자들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학습자의 실제 번역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
통번역대학원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옮겨서 수업하는 것은 학습자의 번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오히려 막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부 단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이루
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번역 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설문 조사와 학습자의 번역
결과물 분석 등 제한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부 연구는 바람직한
번역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 방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
과를 검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나머
지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
의 실제 번역 과정을 관찰하고, 그들의 번역능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택하여 학습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어교육에서는 다양한 교수법 원리를 바탕으로 언어 수업을 설
계하는 시도들이 많았지만 번역 교육은 아직 언어 수업에 비해 많이 뒤떨
어진 상황이다. 번역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번역 교육 관련
연구는 아직도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언어 교수법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법에 초점을 두어
번역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시사점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대상과 연구의
방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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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번역은 번역 방향에 따라 크게 모국어로의 번역과 모국어로부터의 번역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즉 모국어로부터의 번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다음부터는 중-한 번
역으로 지칭함).
또한 본 연구는 중국어 실용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문학 텍스트
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학 번역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번역사로서의 번역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번역 주체에 있어서 본고에서는 일정 수준의 언어능력이 이미 갖
추어졌다고 판단되는 4년제 대학교의 3학년, 4학년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
으로 삼았다.

3.2 연구 방법

학부 학습자들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번역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절
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2.1 문헌 연구

본 연구는 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중-한 번역 교
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들의 번역 과정을 관찰하고 그들의 번역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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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번역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고자 논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문헌 연구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하였다. “문헌
연구란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이미 발표된 논문, 학술 잡지, 서적 등의 문
헌 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연구수행에 기반으로 삼는
것(김기석‧최대진, 2007: 140)”으로서, 본고에서는 번역 교육, 번역 과정
그리고 번역능력과 관련된 이론과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언어 교수
법 관련 이론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번역 교육에 관한 연구부터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에서 번
역 교육의 위상을 논하고 학부 번역과 전문 번역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였다.
그 후, 번역 과정과 번역능력에 관련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사례연구를 위
한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언어 교수법에 관한
이론도 함께 살펴본다.
이상의 이론 검토를 통해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3.2.2 사례연구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례연구(case study research)는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다(김석우‧
최대진, 2007: 141).
인(Yin, 1994)은 사례연구란 '현상과 맥락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다면적 증거 원천들(multiple source of evidence)'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의 현상을 실제생활 맥락 내에서(within real-life context) 연구하는 경험
적 탐구'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맥락 속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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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또 하나는 연구의 초점은 실제 생활에 두되, 다차원적이고 다면적
인 자료를 추적함으로써 연구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학부 한국어 학습자들의 번역 과정 양상을 살피고 그들이
겪은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번역능력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
해, 번역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고구술법(TAP, Think-Aloud
Protocol)1)을 활용하여 학습자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지적 과
정을 복원하고 그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사고구술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상보고

(retrospective report), 사후 인터뷰(follow-up interview) 등이 복합적으
로 활용되었다. 회상보고와 사후인터뷰는 단편적이고 구체적인 관점과 평
가, 그리고 제언 등에 관한 교육 전문가들의 개인적, 조직적 의견을 심층
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강진숙, 2007)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이다.
본고에서는 사례연구와 인터뷰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번
역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1.3 질적 내용분석

'내용 분석이란 관심 변인이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찰이나 면접
등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이미 산출해 놓은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양
적 혹은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양적과 질적 내용 분석
을 병행하였다.
실행연구 및 조사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 분석을 활용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질적 내용 분석은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첫 번째 자료는 사례연구를 통해 수집한 서면 자료인
1) 사고구술법은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책략에 관한 내성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고
안된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에게 빈칸 메우기 시험과 같은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
동시에 이러한 과업을 완성하는데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사고과정을 보고하게 한다' (응용
언어학 사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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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번역 결과물>과 <번역 과정 기록표>이고, 둘째는 학습자의
번역 인지 과정을 기록하는 <번역 과정 녹음 내용>, <회상보고>등의 녹
취 전사 자료, 셋째는 그들의 <사후인터뷰> 녹취 전사 자료이다. 앞서 이
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번역결과와 번역 과정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을 종합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3.3 연구 자료

위의 연구 방법을 통해 수집한 연구 자료는 아래 <표Ⅰ-1>과 같다. 크
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료 1은 사례연구 이전, 자료 2와
자료 3-가, 3-나는 사례연구 중, 자료 4와 자료 5는 사례연구 후에 수집
한 것들이다.

<표Ⅰ-1> 연구 자료 및 수집 방법
자료 분류

지료 내용

자료 수집 시기

자료 도출 방법

자료1

사전설문지

사례연구 전

설문지 조사

자료2

학습자 번역물

사례연구 중

번역 활동

자료3-가

번역 과정 녹음 내용

사례연구 중
사고구술법

자료3-나

번역 과정 기록표

사례연구 중

자료4

회상보고

사례연구 후

회상보고

자료5

사후인터뷰

사례연구 후

사후인터뷰

자료 분석 방법

질적 내용
분석

이상의 연구 방법과 연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
Ⅰ-2>와 같다. Ⅱ장 이론 연구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번역의 개념 및 정
의, 그리고 과정 중심 번역 교육을 위한 번역능력 및 번역 과정 이론을 고
찰한다. Ⅲ장 사례연구에서는 <사전 설문 조사>, <사고구술법>, <회상보
고>, <사후인터뷰>를 통해 <사전 설문지 조사>, <학습자 번역물>, <사
고구술법 녹취자료>, <번역 과정 기록표>, <회상보고 녹취자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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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인터뷰 녹취자료> 등 총 6개의 자료를 도출한다. Ⅳ장에서는 앞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본 연
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표Ⅰ-2>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순서
Ⅱ장
이론 연구

연구 방법

연구 자료
번역의 개념 및 정의

문헌 연구

번역능력 이론
번역 과정 이론
자료1(사전설문지)
자료2(학습자 번역물)

Ⅲ장
사례연구

자료3(사고구술법 녹취 자료, 번역
사례연구

과정 기록표)
자료4(회상보고)
자료5(사후인터뷰)

Ⅳ장
교육 방안
Ⅴ장
결론

교육 방안 제시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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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모형 설계 원리

Ⅱ. 중-한 번역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1. 번역 교육의 성격

1.1 번역의 개념과 정의

번역 용어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냉(G. Mounin, 2009: 89)에 의하면 번역에 관한 용어는 13세기 이래
로 translater, translateur, translation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16세기 중엽
까지 이어졌다가 오늘날 translate, translation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박용삼,

2003:

페이지에서

재인용).

《현대중국어사전(現代漢語詞典)》에서

한편,

번역은

《표준국어대사전》과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중국
있

다.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

《현대중국어사전(現代漢語詞典)》
1. 어떤 언어나 글의 의미를 다른 언어나 글로 전달하는 것
2. 언어나 글을 대표하는 기호나 숫자를 언어나 글로 옮기는 것
3.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
4. 번역 작품 등

또한 이은숙(2009)에서는 번역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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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번역의 정의(이은숙, 2009: 208)
Nida & Taber
Gloria Anzilotti

번역의 본질은 원천언어가 전하는 의미에 가장 가깝고 자연
스러운 등가의 목표언어로 재생산하는 행위이다.
번역과 작가의 의도를 헤아리는 작업으로서 의사소통적 요
소가 중요하다.
이상적인 번역은 시야에 어떤 것이 끼어있는 것을 모르는

Gogol

채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원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Niranjana
Catford
Delisle
Lawendowsky

번역은 문화를 맺어주는 다리이며 매개체이다.
어떤 언어로 쓰인 텍스트 요소를 등가의 다른 언어로 교체
하는 것이다.
기호의 재현이 아니라 개념이나 의미의 재현이다.
어떤 언어 기호의 조합이 다른 언어 기호의 조합으로 전이
되는 것이다.
번역은 목표텍스트에서 의도하거나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Nord

선정된 특정 원천 텍스트와 관련이 있는 기능적인 목표텍스
트의 생산이다.
외부의 요인으로 동기가 부여된 산업 활동으로서, 정보기술

Sager

의 지원을 받으며 의사소통을 위한 특정요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언어 내 번역: 언어기호들을 동일한 언어내의 다른 기호들
로 옮기는 번역

Roman Jakobson

언어 간 번역: 언어기호들을 다른 언어의 기호들로 옮기는 번역
기호 간 번역: 언어기호를 음악이나 그림, 영화 등의 비언어
적 기호들로 옮기는 번역

이 논의들을 살펴보면 먼저 번역에 있어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진 세
가지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출발어 텍스트, 번역자와 목표
어 텍스트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번역이론들도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중심으
로 전개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초기의 번역이론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의 권위적인 위치를 인정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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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어 텍스트에 대한 '충실(Originaltreue)'을 강조하였다. 무냉(G. Mounin,
2009: 89)은 번역은 '한 자연적인 언어의 진술을 다른 언어로 옮겨 놓은
행위'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그는 번역을 기호 또는 부호를 해석하는 행위
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번역자는 그저 출발어 텍스트의 내용이나 진술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출발어 텍스트의 기호를 1대1로 전달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번역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그 후 점점 번역
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번역이론들이 나왔다. 그중, 해석이론은 번역에
있어서 원천 텍스트에 대한 번역자의 '재생산'이란 과정에 주안점을 두었으
며 번역자는 해석자를 넘어서 목표 언어의 독자들에게 원저자가 된다는 의
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언어기호학과 비교언어학적 접근에 국한
되었던 번역 연구의 범주를 번역자의 정신활동, 인지적 과정, 커뮤니케이
션 행위로 확대시킴으로써 번역학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한정은
2014: 233).
최근 들어 번역 연구는 점점 응용언어학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을 포함
하는 학제 간의 연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번역은 의사소
통의 한 중요한 수단이며, 목표 번역 텍스트 산출의 중요한 기제이다. 또
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번역자는 중개자로서 원천 메시지의 의미를 있는 그
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미를 옮길 때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문화
간의 거리를 매워 줘야 한다. 특히 번역은 통역과 달리 '원문 저자'나 '독자
'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상황 공유 면
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번역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완벽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이은숙, 2009: 102).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자
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출발어 텍스트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표면적
인 단어와 구절의 옮김이 아닌 내용과 함축된 의미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표현을 택하되 등가된 목표어 텍스트를 산출해야 한다.
볼프람 빌스(Wolfram Wilss, 1976：101)에 따르면, 번역은 단순히 언어
기호의 전환이 아니라 문자라는 형식 안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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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세계관(이데올로기), 즉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역동적이고 고유한 내
용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및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 아래 성장하고 각기 별도의 세계관을 가지는 두 언어 사이
에서 등가를 추구하여 출발어 텍스트와 목표어 텍스트에 모두 충실한 번역
을 하는 것은 모든 번역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1.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 기호 간에 일어나는 전환 작업이다.
2.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의 기호 및 형식을 넘어 내용 및 의미의 전달이
다.
3. 등가적인 목표어 텍스트를 생산해 내기 위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번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번역은 목표어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고려하면서 출발어 텍스트의 등가적
인 기호 및 형식으로 내용과 의미를 옮기는 작업이다.

1.2. 한국어교육에서 번역능력의 위상
번역 교육의 목적은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습법을 통해 학습자의 번역능
력을 발전 및 향상시키는 것이다(Lee-Jahnke, 2011: 89). 따라서 번역능
력에 대한 규명은 번역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번역자 전문
능력의 입문 자격을 명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번역능력은 언어
능력(이중언어능력)과 동일시되어 왔다. 마치 이중언어만 잘하면 번역을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다. 그러나 뉴마크
(Newmark, 1969: 85)에서 지적했듯이 번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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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는 별개의 intelligence가 필요하다.
언어능력과

번역능력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마리사

프레사(Marisa

Presas, 2000: 110)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훈련을
받지 않은 언어능력은 번역능력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번
역능력의 향상은 단순히 언어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번역능력을 이중언어능력과 대등해서 볼 수 없는 것을 입증한
다.
이향(2006)은 번역능력 관련 논의를 개괄한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번역능력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번역능력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나 모델을 제시하는 추세이다. 다시 말
하자면, 번역능력을 규명할 때 번역능력을 갖추게 될 주체인 번역자의 학
습 배경 및 학습 상황 등 다양한 학습자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번역 대상
인 출발어 텍스트의 특성(문학적인 텍스트인지 실용적인 텍스트인지), 번
역 방향(모국어로부터의 번역인지 모국어로의 번역인지) 등 번역 상황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둘째는 번역능력을 정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번
역능력을 구성하는 구체적 하위 요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논의에서 출발하여 번역능력 관련 논의
들을 정리하고 중국 내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이 학부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번역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그의 구성 요소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에 접근하여 각 하위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하고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
즘을 파악함으로써 학부 한국어교육에의 적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1.2.1. 번역능력의 정의 및 구성

(1) 번역능력의 정의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ence)은 번역 수행(translation performance), 번역사 능력(translator competence) 등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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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능력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촘스키의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과 비교하여 논의되었다. 촘스키는 언어를 언어능력(言語能力:
linguistic competence)과 언어수행(言語遂行: linguistic performance)으로
나누었는데, 언어능력은 “언어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으로, 언어수행은 “구
체적인 상황에서의 언어의 실제 사용”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이
번역능력을 촘스키의 '언어능력'과 마찬가지로 두 개 언어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이며 이는 선천적이고 생득적인 것으로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때 번역 수행(translation performance)은
번역능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점점 연구자들이 다른
관점으로 번역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번역능력을 수행 중심으로 설
명하고 수행을 통해 번역능력이 실현되는 관점을 취하였다(Schäffner &
Adab, 2000).
한편, 번역능력과 번역사 능력을 다룬 키랄(Kiral, 2000: 120)에서는 번
역능력을 '전문 번역사가 번역 작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으
로 정의하고 '번역사 능력'은 번역 작업에 필요한 최신 기술 활용 능력, 새
로운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리서
치 능력, 동료 번역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관계 형성 능
력 등 포함된다고 하여 두 개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번역능력을 번역수행과 번역사 능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
으로 보고, 번역능력이 번역사 능력에 필요한 능력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
행을 통해 측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번역능력 관련 다양한 정의에 대한 최초의 정리는 독일 연구자 빌스
(Wilss, 1976: 111)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번역능력은 다음과 같
이 4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번역능력은 언어능력의 총합(Competence as a sum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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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istic competencies)이다.
둘째, 번역능력은 다양한 요소(Competence as multicomponential)로 구
성된다.
셋째, 번역능력은 단순히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Competence as just
one thing)이다.
넷째, 번역능력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Competence as no such
thing).

ㄱ. 번역능력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번역사를 ‘Ideal perfect bilingual(완벽한 이중언어 사용
자)’로 바라보고 결국 번역능력을 그들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정의 불
가능한’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정의 회피'에 근접한 것으
로 보인다.

ㄴ. 번역능력은 단순히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관념은 벨(Bell; 1991: 79)이 제시한 번역능력의 두 번째 정의
방식과 같다.2) 벨(Bell, 1991)은 번역능력을 전문가 능력(Expertise)의 일
종으로 간주하고 번역수행에 필요한 다른 개념 및 자질들과 종종 관련된
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번역능력이란 번역에 관한 지식, 기술, 지각, 전
문적 기술 등 다양한 하위개념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이 관점은 역시
번역능력을 모호하고 막연하게 정의하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ㄷ. 번역능력은 언어능력의 총합이다.
번역능력은 두 가지 언어능력(즉, 이중언어능력)의 총합이라 보는 관점도
매우 보편적이다. 빌스(Wilss, 1982: 58)는 유능한 번역자가 '출발어 텍스
2) 벨(Bell, 1991)에서는 번역능력에 대한 세 가지 정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번역능력을 이상적 이중언어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번역능력을 전문가능력
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셋째는 번역능력의 의사소통적 차원을 부각시켜 번역사를 의사
소통 전달자의 일종으로 보고 정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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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대한 해석 능력과 목표어 텍스트에 대한 산출 능력' 등 두 가지의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콜러(Koller, 1979: 58)는 번역능력은 두
가지의 언어능력을 총합해서 사용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외국어교육에
서도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였는데, 번역 교육과 관련하여 종종 언어능력과
번역능력을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한 번역에서 언
어적 유사성에 의해 번역사의 언어능력만을 번역문 생산의 절대적인 전제
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번역능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출발어와 도착어 등 두
가지 언어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번역능력은 단순히 '출발어 능력
+도착어 능력'으로 쉽게 해석할 수 없으며, 이러한 '1+1=2'라는 것은 언
어 외의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ㄹ. 번역능력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점점 번역능력을 서로 관련된 하위 능력
의 집합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연구자들은 번역능력을 하위 능력의
총합으로 보고 각 하위 능력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번역 작
업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차원적인 번역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번역 교육은 번역 과정에 포함된 이 다양한 하위 능력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번역능력에 대한 연구가 모호한 정의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번
역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번역 교육에도
번역능력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번역능력이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으로 번
역능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번역능력의 하위 능력을 '이중언어능력과
문화 능력'에서부터 '언어능력, 문화능력, 텍스트능력, 주제지식, 전달능력,
전문 도구 사용능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번역능력의 각종 하위능력을 규명하고 학부 단계에 적용할 수 있
는 번역능력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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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능력의 하위 요소
앞에서 제시한 논의 외, 뉴버트(Neubert, 2000: 67)는 번역능력이 크게
언어적 능력, 텍스트구성 능력, 주제 지식, 문화적 능력, 그리고 다른 모든
능력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전환 능력 등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고, 스웨
인(Swain, 1985: 90)도 역시 번역능력을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면한 바가 있다. 또 오로
즈코Orozoco, 2000: 34)는 번역능력을 전달 능력과 전략적 능력으로 분류
하였고, 이상원(2002)에서는 번역사 능력을 '자료 검색 능력, 자유로운 도
구 활용 능력, 협력 작업 능력, 전문 직업의 능력'이 포함된다고 지적하였
다.
이 밖에 번역능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스페인의 PACTE(2000:
103)은 번역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으로 이중 언어 능력, 언어외적 능
력, 전문 도구 사용능력, 심리-생리적 능력, 전략적 능력을 강조하였다. 여
기서 논의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언어능력(The bilingual sub-competence)은 주로 두 언어로 의사
소통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지식을 뜻한다. 여기에는 두 언어를 번갈아 사
용할 때 간섭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특정 능력도 함께 포함되며, 두 언어
에 대한 사회-언어적, 텍스트적, 문법적, 어휘적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언어외적인 능력(Extra-linguistic sub-competence)은 일반적 및 특수
분야의 세계에 대한 암시적이고 명시적인 선언적 지식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첫째는 출발어 나라와 도착어 나라의 문화에 관한 지
식이고, 둘째는,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백과사전 지식이며, 셋째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주제 지식이다.
번역지식 능력(Knowledge about translation sub-competence)은 번역
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업의 측면으로 본 번역의 개념 등에 관한 것에 대
한 암시적이고 명시적인 선언적 지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번역 이론 및 번역 개념: 번역 단위 유

형, 필요한 프로세스, 번역 과정 및 문제 해결 방법. (2) 전문 번역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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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 시장에 대한 지식(다양한 유형의 번역 작업, 고객 등).
전문 도구 사용 능력(Instrumental sub-competence)은 번역에 적용되
는 문서 처리 능력 및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절차적 지식 등
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사전, 백과사전, 문법 지침서, 스타일
북, 병행텍스트, 전자 코퍼스와 검색 엔지의 사용을 말한다.
번역 전략적 능력(Strategic sub-competence)은 번역 과정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마주 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인 지식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적절한 방법을 번역 과정을 계획하고 번
역행위를 수행하는 능력; (2)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번역물 전부 및
부분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 (3) 다양한 하위 능력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는 능력; 그리고, (4) 번역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적용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심리생리학적 능력(Psycho-physiological components)은 다양한 인지
적 및 태도 등 정신적 구성 요소를 뜻한다. 우선, 기억, 지각, 주의력 및
감정과 같은 인지적 구성 요소가 포함되고, 지적 호기심, 엄격함, 비판적
정신,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능력, 동기 부여 등과 같은 태도적 측면도
포함된다. 또한 창의력, 논리적 추론, 분석 및 합성 등의 능력도 구성되어
있다.
PACTE(2003: 60)은 전문 번역가와 외국어 강사를 연구 대상으로 실험
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 연구자는 모든 이중언어 구사자가 초보의
번역능력을 구비한 것이고, 이 능력은 바로 해리스 & 셔우드(Harris ＆
Sherwood; 1978: 230)에서 언급한 '타고난 번역(natural translation)능력'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타고난 번역능력은 이중언어 구사자와 전문 번
역가에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문 번역가의 번역능력은 다른 모
든 하위 능력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독자의 요구와 번역의 목적에 따라, 출
발어 텍스트를 도착어 텍스트로 전환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번역 과
정에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전략능력이다.
[그림1]에서 제시한 것처럼 PACTE(2003: 60)이 초기에 제시한 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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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능력모델 중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바로 전략적 능
력이다. 그리고 이중에 번역자의 심리-생리학적 요소는 번역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 능력이다.

[그림 1] 번역의 하위 능력(PACTE 그룹, 2003: 60)

PACTE(2003)의 번역능력 연구는 번역 과정과 번역결과 모두 다루었
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모델화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번역능력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가장 전면적인 설명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번역의 하
위 능력들이 서로 분리된 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언어능력과 구별되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1.2.2. 번역능력의 동태적 습득 과정
본 연구는 앞서 밝히 바와 같이 번역능력은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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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히 PACTE 외(2003)이 제
시한 번역능력 습득 모델을 주목하였다.
번역능력 습득에 관하여 PACTE(2000: 104)에서는 번역능력 습득의 과
정은

입문지식(Pre-translation)에서부터

전문지식(Translation

competence)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동태적이고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과
정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번역능력의 습득은 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
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이는 또한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부합한다. 번역능
력의 습득은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이미 가진 기본적인 번역능력에서 출발
하여, 훈련을 받은 초보 번역자들이 가져야 할 번역능력, 그리고 점점 전
문 번역가들이 갖추어야 할 번역능력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번역
교육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배치해야 한다.

[그림 2] 번역의 동태적 습득 과정(PACTE, 2000: 104)

PACTE(2000: 104)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에 대한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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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고 강조했다. 초기의 학습자는 이미 어느 정도 일부의 하위 능력을
갖추어진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 하위 능력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분리
된 상태로 있는 것임으로 번역능력의 교육은 단순히 갖추지 못한 하위능력
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있는 하위 능력들을 재구성하는 것도 중
요하다. 이때, 전략능력이 중요하다고 연구자들이 강조하였다. 특히, 이중
언어 구사자들이 이미 갖추어진 번역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어떻게 구체
적인 전략을 통해 재구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단계 번역
교육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중언어능력
을 포함한 번역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및 능력이 끊임없이 학부 단계 학습
자의 기존 지식체계에 추가되면서 학습자의 번역능력이 점차 성숙해 가도
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각 하위능력의 습득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번역 방
향, 언어 유형, 전문화 그리고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
어, 언어 조합에 따라 번역능력의 습득 속도가 다를 수 있고, 번역 분야에
따라, 어느 하위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법률 번역과 문학 번역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한, 번역 교육 환경에 따라, 번역능력의 습득 양상
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 분야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같은
교육 시간, 같은 교육 내용, 그리고 같은 교육 방법으로 번역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중-한 번역과
한-중 번역에 대한 교육 시간이 다르게 배치되어야 하고, 양 분야에 학습
자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PACTE(2003, 70)가 제시한 번역능력의 습득 모델에 기반을 두어보면,
번역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번역에 대한 입문
지식을 갖추어졌지만 그들이 갖춘 이 하위 능력들 간의 상호연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이 갖추고 있는 입문지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이러한 하위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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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 단계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번역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갖춘 번역능력 외, 교육 목적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할지도 중요하다.
셋째, 학습자의 번역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하위 능력을 개발하고
재구성할 때, 현 상황에 맞는 학습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도 역시
중요하다. 이때, 특정한 하위 능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도 있고, 각 하위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교육에 편입시켜 모
델화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번역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비추어 한국어교육에서의 번역
교육의 실태와 그의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2. 한국어교육에서의 번역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2.1. 한국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의 개념과 정의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 단계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부 학생
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석사나 박사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분명히 다르
게 설계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번역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번역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는데, 그중 하나는 ‘학습 번역’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번역’
이다. 흔히 학습 번역이란 외국어 교실 안에 학습된 단어들과 구조들의 의
미가 학생들에 의해 이해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정된 것으로, 의사
소통적 기능이 아닌 학생들의 언어적 능력을 증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코드 전환의 연습으로 구성된다. 즉, 교육적 번역은 학습자들의 언어적 능
력에 초점을 두어 번역을 위한 다른 번역 능력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전문 번역은 번역을 외국어교육에 통합시켜 학생들이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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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번역을 실행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 요컨대, 학습 번역 교육은 외국어 향상을 위한 수단이고, 전문
번역 교육은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부 외국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을 학습번역 교육으로 여
기고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과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번역 교육이라 하지만 번역 교육의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실제 그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는 여전히 어휘와 문법을 강조
하고 있고 일반 언어수업과 별다름이 없다. 그러나 단지 언어와 문화 교육
의 차원에서 실시한 번역 교육은 학습자들이 겪은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에
는 어려움이 아주 많다.
델리즐 외(Delisle 외,

2002: 67)에서는 대학 번역 교육의 두 가지 목

적을 제시하면서 학부 번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대학 번역
교육의 목표는 첫 번째로 언어능력 심화 과정(제2외국어 학습에서뿐만 아
니라 모국어 학습에서도)이고, 두 번째로 번역 그 자체와 번역 교육의 최
종 목표인 전문 번역가 양성 교육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학부 교육에서는 첫 번째 번역 교육의 역할에만 매달려 있고, 교육
목표들이 느슨하게 짜여 있어 사람들은 종종 학습 version 연습과 작문
theme 연습의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교육 목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무시되어 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
러한 교육이 “단지 목표 언어의 형태·통사적 제약들을 준수하여 꿰어 맞춘
문장들 속에 낱말들을 옮겨 놓는 것이 번역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학생들에
게 심어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델리즐 외(Delisle 외, 2002: 67)는 학습 번역 교육에 머무르는 기존의
학부 번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부 번역 교육이 부합해야 하는 새
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델리즐 외(Delisle 외, 2002: 67)가 제시
한 두 번째 목표는 분명하지 않다. 델리즐 외(Delisle 외,

2002: 67)는 '

번역 그 자체와 번역 교육의 최종 목표인 전문 번역가 양성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지만 전문 번역가 양성은 학부 단계에서 과연 단번에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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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번역능력의 습득 과
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문지식에서부터 전문지식으로 끊임
없이 발전하는 동태적이고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번역능력의 습
득은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이미 가진 기본적인 번역능력(이중언어능력)에
서 출발하여, 훈련을 통해 초보 번역자들이 가져야 할 번역능력, 그리고
점점 전문 번역가들이 갖추어야 할 번역능력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따라
서 학부 단계에서의 번역 교육은 두 번째 번역능력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학부 단계의 번역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미 이중언어 구사자로서 가진 기본적인 이중언어능력에서 초보 번역가로서
갖추어야 할 번역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학부 단계에서 전문
번역가 양상을 최종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는 통번역대학원에서 실
시하는 전문 번역 교육과 달라야 한다. 즉, 학부 단계에서 실시한 전문 번
역 교육은 전문 번역 교육의 초급 단계이고, 학습자는 시회 진출을 위한
기초 번역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2.2. 한국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외국어교육과 번역 교육이 따로 떼어 논의할 수 없는 긴밀하고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다. 그동안 외국어교육에서
번역을 무시해 왔던 이유는 직접교수법과 청각구두교수법에 이어 등장한 시
청각교수법이 모국어와의 접촉을 거부하였고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라 불렀
던 전통적인 교수법을 맹렬히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는 의사소통
의 도구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이 요구된다.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서로
뒤얽혀 있는데, 이 요소들은 절차적인 발전 단계를 거친다. 언어능력의 하
위 능력은 다섯 가지의 기능(five arts)으로 표현되는데 그 다섯 가지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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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번역하기 등이다. 刘宓慶(2007)에서는 문법-번
역식교수법(GTM) 이후로 언어교육이 (통)번역하기 이외의 네 가지 능력만
강조해 온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언어능력의 다섯 가지 기능을 고르
게 발전시키고 총체적 언어관(holistic language3))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
한 바 있다.
우선, 총체적 언어관에 의하여 언어능력은 사고를 기초로 하여 다른 하
위 기능과 같이 발전된다.4) (통)번역은 학습자의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es)을 자극함으로써 외국어교육의 기본 목표에 도달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刘宓慶(2007)는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번역이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돕는 데 발휘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인지(Perception): (통)번역은 외국어 개념의 정리, 조직과 해석 등 과정에
도움이 된다. 외국어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통)번역을 통해 개념의 의
미가 즉시 명확해진다.
(2) 기억(Memory): 인지된 단어의 조정 및 검색. (통)번역을 거쳐 개념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기억하기 쉬워진다.
(3) 추리(Reasoning):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추론을 내는 과정이다.
(4) 반영(Reflection): 개념의 이해와 사용의 정확성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 외
국어교육에서 번역 수단을 통해 언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통찰력(Insights): 둘 이상의 지식 분야 간의 새로운 관계의 인식을 말한다.
3)

이

용어는

I.

M.

Tiedt,

et

al

(1989)에서

사용된

것이며,

다른

연구자들은

whole-language로 칭하기도 한다.

4) I. M. Tiedt, et al (1989)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刘宓慶, 2007: 71에서 재인
용).
1. 사고와 언어 습득은 동시에 발전되고 학습의 기초를 다진다.
2. 어린이 읽기와 쓰기 능력의 발전은 선언적 지식에 의해 발전된다.
3. 어린이의 사고 과정과 사고 능력은 인지적인 자극을 통해 발전시킨다.
4. 어린이의 듣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취득되고 듣기 이해와 읽기 이해는 관련이 있으
며, 둘 다 고급 단계의 사고 능력이다.
5. 말하기는 사고 과정의 표현 기능이고 글쓰기와 큰 관련이 있다
6. 모든 언어 기능은 따로 발전시킬 수 없고 모든 발전 단계에서 이 4가지의 기능이
다 같이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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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통)번역을 하나의 교육 수단으로 사용할 때, 학습자들로 하여금 (1)
맥락화 속의 표현을 정확하게 습득하게 하고, (2) 기본적인 어휘 개념과 어
휘 관계를 이해하게 하며, (3) 다양한 관용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언어능력의 모든 하위 기능은 따로 발전될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
고 제약적이다. (통)번역은 명확한 의사소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듣기와
말하기(통역), 그리고 읽기와 쓰기(번역) 등 네 가지의 기능을 통합하는 특징
이 있다. 따라서 (통)번역능력은 높은 수준의 언어 기능이고 "학습의 전화
(transfer of learning)"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Gary D. Borich, 1997:
347). 刘宓庆(2007)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어능력의 다섯 가지 하위 기능을
그림으로 제시했다.
현실 세계 지식
Real
World

쓰기/번역하기

(W&T)

Knowledge
말하기/쓰기
듣기/

(R&W)
(L&S)

말하기
쓰기와 (통)번역하기는 최고 수준의 언어 기능
[그림 3] 언어능력의 하위 능력 (刘宓慶, 2007: 71)

이상의 논의를 통해 외국어교육과 (통)번역 교육의 관계는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통)번역 교육은 외국어교육의 효율적인 교육적 수단 및
평가 방식으로 사용할 때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을 향상함으로 외국어교육에
도움이 된다. 둘째, (통)번역능력은 언어능력 하나의 하위능력이고 (통)번역
능력의 향상은 외국어교육의 목적과 부합한다.

33

한편, (통)번역 교육의 확대는 그 일차적 원인을 사회적 수요 증가에서 찾
아볼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각 분야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문화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첨단 통신기술 및 광범위한
인터넷 보급으로 기술, 거리로 인한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그
반면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정보 획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번역의 필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
지고 있다.
刘宓慶(2007)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였다. 첫째, (통)번역 인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특히, 경제발전, 문화교류, 교육의 보급과 인구의 증가 등 이유로 개발도
상국에서 (통)번역 인재에 대한 요구가 계속 많아지는 추세이다. 둘째, 번역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문학제품의 번역에 초점을 두었는데
최근에 들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번역 요구가 증가하며 번역 제품도 다양해
지고 있다. 셋째, 번역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번역 연구 성과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
면서 중-한 또한 한-중 (통)번역에 대한 요구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어전공 학습자들이 졸업 후 중소형 기업에서 취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이러한 중소형 기업에서는 따로 전문 번역 부서를 설치하지 않아 한국어
전공 졸업생들이 기존 업무 외, 번역과 통역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취직 후 통번역 업무에 대한 요구와 학습자의 번역능력 간의 괴리가
커 번역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내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의 학습 요구를 감안하면 한국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의 중요성
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는 번역 교육에 대해 여전히 많은 오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학부 학생들의 실력(특히 언어 실력)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실력과 주제 지식을 요하는 (통)번역을 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일부 학자들은 번역능력을 단순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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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어능력으로 보고 외국어교육에서 따로 번역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3. 한국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의 실태
2.3.1. 중국과 한국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번역 교육

중국에서는 (통)번역 교육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중-한 번역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반해 한국의 한국어교육
에서 아직 번역 교육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한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다양한 국가별의 학습자들이 함께 모여 수업
을 진행하므로 번역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근에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발맞추어 한국의 한국어교육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번역 교육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과정이란 특별 한국어 과정을 설치하
였다.

(1) 한국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번역 교육
먼저, 서울에 있는 9개의 주요 대학 한국어 어학당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Ⅱ-2> 주요 대학 한국어어학당 교육과정
학교 분류

교육 과정

교육 목적
본 과정은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정규과정: 1급-6급,
서울대학교

서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

연구반

고자 하거나 한국 관련 비즈니스나 취

선택과정: 발음반,

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TOPIK준비반, 한자반

개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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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설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배우
고려대학교

1급-6급

고자 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입니다.
한국어학당 정규과정은 한국어를 체계
적으로 3개월 이상 공부하여 추후 한국

연세대학교

1급-6급

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비

최고급한국어과정

즈니스,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유창하
게 하고 싶은 외국인 및 교포를 위해
개설된 과정입니다.
대학(원)의 정규 학위과정에 진학하거

성균관대학교

나,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어를

1급-6급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입니다.

서강대학교

정규과정: 1급-7급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중심 프로

특별과정: 외교관

그램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과정

한국어 집중과정은 말하기·듣기·읽기·쓰
기를 통합한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한 학급을 두 명의 교
사가 지도하는 팀티칭(Team Teaching)
이화여자대학교

1급-6급

으로 진행됩니다. 실생활 관련 과제 활
동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
고, 문화 수업을 병행하여 한국 문화에
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 정규과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

1급-6급 통번역을

국인과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하며 한

위한 한국어과정

반은 최소 12명~15명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어교육 정규과정은 TOPIK 수준에

중앙대학교

따른 6단계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1급-6급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목시킨 외국인
최적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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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한국어어학당은 외국인과 재외동
포를 대상으로 1급부터 6급까지 6단계의 한국어과정을 배치되어 있고, 한국
대학(원)에서 진학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취직하거나 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
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어학당에서 개설한 과목을 살펴본 결과, 종합한국어
라는 하나의 과목만 개설하는 학교도 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
어기능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과목들을 개설한 학교도 있다. 또한 어학당에
서 학습자의 문화능력을 향상하고자 특별 문화 활동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요구도 다양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6단계의 한국어과정은 학습자들의 더 높
은 학습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몇몇의 어학당에서 특별
과정을 개설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어학당에서는 6단계의 과정 외에 정규
과정에 연구반을 추가 개설하고 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최고급 한국어과정
을 따로 개설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에서는 7급(최고급특별과정)을 개설하
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연구반, 연세대학교의 최고급 한국어과정, 그리
고 서강대학교의 7급 과정은 주로 진학과 취업을 위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발표 능력 그리고 토론 능력 등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자료를 이용
하여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6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어지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당에서 통번역을 위한 한
국어과정을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게시되어 있
지 않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제시된 교
육목표를 통해 한국학 지식을 기반으로 통번역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을 추
구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외국어를 모르는 한국인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므로 (통)번
역 교육을 실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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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대학교 어학당의 (통)번역 과정을 비추어 볼 때,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어를 이용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능력을 토대로 모국어와 한
통번역을 위한

국어의 통번역 실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유형적 특성을 기반

한국어과정의

으로 하는 한국어 개별 과목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

교육목표

는 한국학 분야를 심도 있게 학습한다. 다양한 분야의 실제 통
번역 실습을 진행한다.

(2)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번역 교육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는 (통)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오래전부터 (통)번
역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전기정(2009)의 조사에 따르면 통역이나 번역
관련 수업을 한 과목 이상 개설한 학교가 108개 학교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통역 관련 수업을 개설한 학교가 14개 학교이고 나머지 94개 학
교가 번역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번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번역 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다음
은 중국의 주요 4개의 대학 한국어학과에서 개설한 번역 교육 과정을 살펴
본 결과이다.

<표 Ⅱ-3> 주요 대학 한국어학과 번역 과정
학교 분류

개설 시기

개설 과목

연변대학교

7학기

산동대학교

5학기-6학기

중산대학교

7학기

상해외국어대학교

7학기-8학기

(1)중-한/한-중 번역

2교시/주

남경대학교

7학기

(1)중-한/한-중 번역

2교시/주

(1)한중번역대조
(2)번역이론
(1)중-한/한중 번역
(2)중-한/한-중 통역(5학기만)
(1)중-한/한-중 번역
(2)중-한/한-중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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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2교시/주
2교시/주
2교시/주

위의 <표 2-3>을 통해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번역 관련 과목이 개설되
어 있지만 이는 보통 한 학기만 개설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교육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개설된 과목 또한 단일하다.
사실 외국인이 한국어로 전문적인 통번역을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현재 일반 한국어과정은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데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6급을 졸업했다고 해서, 또는 한국어
학과에서 졸업했다고 해서, 이들이 직장에서 통번역 업무를 하기 위해 요구
되는 한국어능력과 번역능력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 교육은 외국어교육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고, 외국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해야 한
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아직 그 필요성에 비해 번역 교
육에 대한 연구와 실제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번역 과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번역 과목이 실질적인 역할
을 하게 하려면 번역이나 번역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3.2. 번역 및 번역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조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
존의 중-한 번역 과목에 학습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이 원하는 중-한 번역 학습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
선적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TAP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각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
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들의 번역 경력과 번역 및 번역
교육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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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교육에 대한 학습 요구
우선, 중-한 번역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와 성취에 기반을 두
고 <사전설문지>를 진행하였다.

<표Ⅱ-4> 번역 학습 요구 조사 및 결과
구분
번역 관련 직업 종사 여부
통번역 대학원 진출 계획 여부

S1
보통
없다

S2
보통
있다

S3
매우
보통

S4
매우
있다

S5
보통
없다

S6
매우
있다

졸업 후 번역과 관련 일을 종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연구 참
여자가 종사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그중에 3명은 '매우'라고 선택했으며, 다
른 세 명은 '보통'이라고 선택하였다. 그다음, 통번역대학원 진출에 대한 물
음에 세 명은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고, 다른 두 명은 없다고 하였으
며, 나머지 한 명은 아직 확정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통번역 대학원 진출 계획이 있는 연구
참여자에게 왜 통번역 대학원을 진출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S2
학습자는 기존의 번역능력으로 번역 관련 직업을 종사하기 어렵다고 답하였
으며, 나머지 두 명은 번역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다고 답하였다.
<표Ⅱ-5> 번역 경험 조사 및 결과
구분
번역 경험 유무
중-한 번역 경험 유무

S1
유
유

S2
유
유

S3
유
유

S4
무
무

S5
유
무

S6
유
무

다음으로, 한국어를 전공한 후 한국어와 관련 아르바이트 또한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6명 중 5명이 번역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번역 유형에 있어서 고학년 학습자는 중-한
번역, 한-중 번역, 통역 등 다양한 번역 경험이 있지만 저학년 학습자는 주
로 한-중 영상 자막 번역과 관련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해 사후인터뷰에서 저
학년 학습자에게 질문하였는데 그들이 아직 중-한 번역을 담당할 자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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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평소에는 이러한 기회가 있더라고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중-한 번역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가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
려운 중국식 한국어를 생산할까 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중-한 번역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평소에는 중-한 번역 연습과 이에
중-한 번역 업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학습자의 번역결과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S4-사후인터뷰: 중-한 번역이 어려워서 평소에도 약간 거부한 느낌이 있었어. 그
런 알바가 있더라도 아직 할 자신이 없어.↘

학습자는 번역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통번역 대학원 진학을 원하지만
번역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한 번역의 어려움으
로 인해 학습자는 거부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한 번역교육에 도움이 되므로 번역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2) 기존 번역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학습자들은 학부 번역교육에 대한 조언 및 기대를 사후인터뷰를 통해 밝
혔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존 번역교육에 대한 검토 중에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번
역교육 시간의 부족이다. 사회생활에 번역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번
역교육의 시간이 이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한 번역은
한-중 번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중-한 번역에 대한 교육 시간이 늘
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S1-사후인터뷰: (학교에서 개설한 번역) 수업은 도움이 되긴 되었지만 학습 시간
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S2-사후인터뷰: 번역 수업이 정말 중요하고 유용한데 학교에서 개설한 수입이
너무 부족하다.
S3-사후인터뷰: 우리 학과에서 중-한 번역과 한-중 번역은 하나로 합쳐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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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거든. 두 권의 교재가 있는데 이 두 권의 교재가 각각 50%정도밖에 수업
못 했어. 번역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었다.

또한 교사의 강의 시간이 너무 길고 연습할 시간이 적어서 수업의 효율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이 번역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번역
경험이 부족한 교사로 번역 교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전수할 수밖에 없어
서 학습자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없다는 의견과 연습 시간의 부족으로 학습
자는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제대로 연결하기가 어렵고 번역능력을 향상하기
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S1-사후인터뷰: 선생님이 강의한 시간은 70%를 차지하고... 우리 스스로 연습한
시간이...으...30% 미만...
S4-사후인터뷰: S4: 번역을 잘하려면 대량의 연습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S2-사후인터뷰: (선생님이) 1교시에는 원문을 강의하고 2교시는 연습을 강의
하신다. 수업의 효율이 높지 않은 것 같다...그리고 선생님이 교재에 나온 내용
을 순서대로 강의하고 피피티 내용도 교재의 내용과 똑같다.

셋째, 학습자들이 교사와 수업을 통해 자신의 번역 습관을 고치고 싶어
하는데 번역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주로 언어 교육에 치중하여 일반적
인 언어 수업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S3-사후인터뷰: 우리의 번역 습관을 바로잡아야 하는데..,수업을 담당하시는 두
분의 선생님이 모두 번역 경험이 없으셔서... 언어적인 지식을 가르치긴 하지만...
번역 습관과 번역 전략 같은 거 거의 가르치지 못하셨어...

이에 바람직한 번역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수업 자료, 교육 내용, 그리고 수업 방식 등 세 가지로 학습자의 의견을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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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업 자료
수업 자료에 대해서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시효성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
는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실린 텍스트가 시효성
과 실효성이 떨어진 면이 있다고 하였다. 기존 교재에 실린 텍스트는 앞으로
학습자가 접하게 될 텍스트와 거리가 있어서 학습자의 실제 번역능력을 향
상하기에 무리가 있다.

S1-사후인터뷰: 교재에 나온 텍스트의 유형이 다양하긴 한데 조금 실용성이 떨
어진 느낌이 든다. 평소 번역할 때 잘 접하지 않는 텍스트인 것 같다.
S3-사후인터뷰: 교재의 텍스트가 너무 오래되었다. 시사와 같은 최근에 나온 글
을 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고 번역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S4-사후인터뷰: 뉴스 같은 자료를 접하고 싶다. 시효성이 떨어진 텍스트는 별로
다.

ㄴ.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는 주로 세 가지의 요구가 있었다.
첫째, 학습자는 주제지식과 전문 어휘에 대한 학습 요구를 보였다. 번역할
때 관련 분야에 대한 주제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번역 활동
을 수행할 때 전문 용어의 번역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전문 분야
에 대한 언어지식 및 배경 지식에 대한 학습의 목소리가 높았다.
S3-사후인터뷰: 저는 전문 용어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 특히 번역에 흔히 나타난
전문 용어들을 배우고 싶다.
S3-사후인터뷰: 우리의 어휘는 교재에 나온 어휘에 제한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어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나 번역할 때 많이 어려웠다.
S5-사후인터뷰: 수업에서 전문용어에 관한 소개가 많았으면 한다.

둘째, 번역 전략에 대한 학습 요구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번역 수업을 통해 번역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전략을 공부하
고 싶은데 기존의 번역 수업은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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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사후인터뷰: 선생님이 더 많은 번역 전략을 가르치면 좋겠다. 언어지식은 스
스로 공부하면 쌓아 가면 될 것 같다.
S3-사후인터뷰: (이번 학기의 수업을 통해서) 어휘량이 어느 정도 증대됐지만 번
역 습관...그러니까 이 수업은 담당하는 선생님이 우리의 번역 습관을 고치지 않
았고 번역 기교도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는 번역 기교에 있어서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

셋째, 텍스트 유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번 번역 활동에서
몇몇의 연구 참여자는 광고문을 번역하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광고
문의 특정 그리고 번역할 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S6-사후인터뷰: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가 번역할 텍스트의 유형별로 강의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오늘 번역한 이 텍스트는 광고문이고...광고문을
번역할 때 주의한 점.. 뭐 이런 거를 가르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ㄷ. 수업 방식
앞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했듯이 기존의 번역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강의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성을 유발할 수
없을뿐더러 실제 연습 시간이 부족함으로 학습자의 번역능력을 향상하기에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각각 번역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
데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학습자는 단조한 강의보다는 학습자와 학
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협력 번역과 토론 활동이 번역 수업에 도
입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2-사후인터뷰: 번역 결과에 대한 토론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이 번
역한 것도 알고 싶다.
S3-사후인터뷰: 지금의 번역 수업은 교재에 나온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는 능동적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수업하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번역한 후에 서로 토론하고... 이런 상호적인 활동이 있으면 한다.
S4-사후인터뷰: 선생님이 시효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우리는 스스로 한 번
번역한다. 그다음에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다시 번역한다. 두 번의 결과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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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 번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협력 번역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다른 친구
들이 번역한 내용도 알고 싶다.

이상과 같이 학습자의 번역 학습 요구 그리고 현장 번역교육의 문제점을
밝혔다.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현장 번역교육의 괴리를
고려하면 번역교육에 대한 연구 및 개선 방안은 시급히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번역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과정 중심의 번역 이론 고찰

3.1. 결과 중심 번역 교수법의 한계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육목표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만큼이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다. 아
무리 교육내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교수자의 교수방법이 적절하지 못하
면 수업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번역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습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 전
략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번역교육은 교사가
가장 완벽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수업하고 학습자들이 이 글을 '모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업은 능동적인 학습이
아니고 학습자들이 번역 과정에 직면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그들의
실제 번역능력을 향상하기에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교육은 적지
않는 문제점들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 교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번역교육은 교사 강의하는 시간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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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교육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습자 번역 실천의 양이 적
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학습자와의 사후인터뷰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S1-사후인터뷰: 선생님이 강의한 시간은 70%를 차지하고... 우리 스스로 연습한
시간이...으...30%도 안 되었다...

번역 실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자는 실제 번역 상황에서 교수자 중
심 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성을 유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
번역능력을 향상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교사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
사들의 강의 방법이 새롭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번역 강의에서 교사가 소개하는 이론이나 테
크닉은 학생들의 번역 실천에서 총괄해 낸 것이 아니고 교사가 다른 사람들
이나 자신의 번역 실천에서 요약해 낸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번역 강의를
듣고 학생들은 번역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지만 이런 이론이나
테크닉을 실제 번역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원래 생각이나 습관에 따
라 번역을 하고 있다. 번역 습관에 대한 학습 요구와 기존 교육은 번역 습관
을 고치기 어려운 것은 사후인터뷰에서도 발견하였다.
셋째, 결과 중심 번역 교육은 학습자의 번역능력을 평가하는 데 번역결과
에만 초점을 두었다. 학습자들이 생산해 내는 번역결과만으로 학습자를 평가
하면 학습자들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언어교육에서는 이미 결과 중심 교수법과 교사 중심 교수법의 한계
를 인식하여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자에게 충분한 주도권을
주는 과정 중심 교수법과 학습자 중심 교수법으로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있
는데 번역 교육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
는 결과 중심 번역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과정 중심 번역교육에 대한
이론을 살피고 이는 번역교육에 적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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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지적 과정 중심 번역 연구의 정의 및 필요성

3.2.1. 인지적 과정 중심 번역 연구의 정의

보통 번역학에서 번역(translation)은 번역 과정(translating)과 번역물(
translation)등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에 따라 번역 연구를 크게 결과 중심
번역 연구(product based approach, 또한 번역물 중심이라고 지칭하다)와
과정 중심 번역 연구(process based approach, 또한 번역능력 중심 연구)
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직까지 번역학의 주된 연구 방법은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비교 분석이
다. 이때 연구의 주된 목적은 원문과 번역문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되었고, 이런 접근 방법은 결과 중심적이며, 원문과 번역문의 객관적 존재를
바탕으로 한다(Shreve, Schaffner & Danks, 1993; 조상은, 2009: 123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물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가 번역가나 번역
교육 담당자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제한적인 요소가 많았다. 최종 번역 결과
에만 초점을 두고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 보는 것은 번역사의 언어능력만
평가할 수 있을 뿐, 그들이 번역 과정에 어떤 지식을 동원했는지, 어떤 사고
를 거쳐서 등가된 어휘 및 표현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번역의 어려움을 해결했는지 번역 결과물만을 통해 알기 어려울 것이다. 이
에 따라 연구자들은 번역 결과에 대한 연구를 벗어나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과정에 눈을 돌리게 된다. 우르타도(Hurtado, 2001/2011)에 의하면 번역
과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이해, 재구성, 수정 등 기본적 과정이 포함된다.
2) 이 과정에서 기억과 지식의 등 인지적인 요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3) 이 과정에서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 모두 작용된다.
4) 번역 과정의 비선형적인 특징은 기본 과정(이해와 재구성)과 텍스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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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과정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5) 이 과정에서 자동화 과정과 비자동화 과정이 모두 존재하다. 따라서
더 직관적이고 덜 의식적인 과정, 그리고 더 의식적이고 비자동화된
과정은 번역 과정에서 상호작용 된다.
6) 번역 과정은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 의사 결정하는 것, 그리고 전략을
결정하는 것 등 행위를 포함한다.
7) 번역은 종류별에 따라 특징이 존재하므로 번역의 목적에 의해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감안하면 번역 과정은 자동화 과정과 비자동화과정 등
이 모두 포함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하는 것,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전략을 결정하는 것 등과 같은 상호작
용적이고 비선형적인 요소들이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과정 중심 번역 연구
는 번역의 주체인 번역자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모두 연구하여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 연구자는 번역자 머릿속에 일어나
는 모든 인지적 과정을 알아야 한다. 번역학계에서 흔히 번역자의 머릿속을
블랙박스(black box)라고 지칭하고 그만큼 번역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정 중심 번역 연구는 번역자의 실제
번역 과정에 벌어진 현상을 전면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번역
학 연구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번역

과정의

연구는

번역능력의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PACTE(2013)에서는 번역 과정은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Translation
as a problem-solving process)이고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ence:
TC)은 바로 번역문제(Translation problem)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한 바 있다. 따라서 번역 과정의 연구를 통해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 번역
자의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번역능력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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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과정 중심 번역 연구의 전통적 모델

번역 과정이란 번역자가 번역 행위를 수행하는 동안 번역자의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식적·무의식적 사고 과정을 뜻한다. 번역 과정을 간단한 모
델이나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카데(Kade, O., 1968), 나이
다(Nida, E. A., 1969), 코쉬미더(Koschmieder, E., 1953), 콜러(Koller,
W., 1978), 르데레르(Lederer, M., 1994)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있다.
번역 과정을 연구하는 나이다(Nida, 1969, 484)는 번역을 분석(analysis),
전환(transfer), 재구성(restructuring) 등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서술한
바가 있으며, 번역 과정에 대한 언어학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
면 텍스트는 일련의 어휘로 구성되고 번역자는 어휘를 하나씩 번역할 수 있
다. 그리고 어휘 측면의 번역을 구 측면, 텍스트 측면의 번역으로 확장시킨
다.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단계: 이 단계는 출발어 텍스트의 문법과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번역자는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단어와 단어 조합
의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의미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문장
을 이루고 있는 단어의 의미에서 구절의 의미, 그리고 문장의
의미로 행해진다.
전환 단계: 출발어 텍스트를 도착어 텍스트로 전환하는 단계이며 번역 과
정의 핵심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번역자는 의미를 조정
하므로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도착 언어로 전환해
야 한다.
재구성 단계: 이 단계에서 번역자는 텍스트 유형을 고려하면서 도착어 텍
스트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나이다(Nida, 1969)에 의하면, 분석 단계는 번역자가 원문의 의미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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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계이며, 번역자는 이 단계에서 내용과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환 단계는 분석 단계를 거쳐 일어나며 전환이 이루어지자 번역자가 목표
로 삼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의 형태를 재구성한다.

[그림 4] 언어학 번역 과정의 세 단계(Nida, 1969: 484)

나이다(Nida, 1969: 484)가 제시하는 이 번역 과정 모델은 번역 과정 연
구의 기초 모델이 되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한 든든한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번역 과정 모델은 번역 과정의 비선형적인 특징
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번역 과정에 번역자의 심리·인지적 과정을
밝히지 못했고 번역자가 출발어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한 것인지, 또한 목표
어 텍스트로 어떤 사고를 거쳐 전환한 것인지를 이 모델을 통해 알기 어렵
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자인 케이드(Kade, 1968: 4)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번역 과
정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케이드(Kade, 1968: 4)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
탕으로 번역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그에 의하면 번역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출발어 텍스트의 소유자가 텍스트를 번역자에게 보내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번역자가 원문(출발어 텍스트)을 번역문(도착어 텍스트)으로 번
역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번역자가 번역문을 다시 원문 소유자이자
번역문 접수자에게 보내는 단계이다. 이때, 번역자는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고 각 역할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 또한 다르다. 이 모델
은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번역 과정을 더 포괄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지만 나이다(Nida, 1969: 484)에서 제시한 모델과 비슷하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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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고 동태적인 번역 과정을 완전히 복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림 5] 커뮤니케이션 번역 과정 모델 (Kade, 1968: 4)

이어서 호니그·쿠스마울(Honig·Kussmaul, 1980: 55)은 기능주의 번역이
론에 출발하여 기능주의 번역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그림 6] 참조), 번역 과정은 번역 목적에 따라 일련의 선택과 최적화 과정
을 거쳐 이루어진다. 원문의 저자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가지고 있
고 이를 목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자는 목표 독자가 처한 상황
을 고려하고 번역해야 한다. 즉, 번역자는 적당한 언어 코드를 선택하여 원
문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전달해야 한다.

[그림 6] 기능주의 번역 과정 모델(Honig·Kussmau, 198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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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 번역 과정 모델은 번역 과정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대한 자세
한 묘사를 제시했지만 이 모델은 이상적인 번역자가 이상적인 환경에서 번
역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인데, 실제 번역 과정에서 이상적인 번
역 환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 역시 실제 번역 과정에 발생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이 번역가와 번역 교육 담당자들이 번역자의 번역 과정을 위해
제시해 온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들은 번역자의 번역 과정을 분
석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번역자의 머릿속에 일어난 더 복잡한 인지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2.3. 인지-심리학적 번역 과정 모델의 적용

인지-심리학 번역연구는 번역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언어학 등 세 가지
의 측면을 포함한다. 인지 심리학적 번역 과정 연구는 번역자가 번역 행위를
수행할 때 번역자의 인지적 활동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번역자의 사고, 지
각, 기억, 문제 해결, 언어, 인지발달 등 여려 측면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
다. 인지-심리학 번역 과정 모델을 지지한 연구자들은 언어는 사고의 표현이
라고 주장하며, 번역의 주체인 번역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때,
번역에 대한 인지-심리 과정과 언어 코드 전환 시의 인지-심리 과정이 인지
-심리학적 번역 과정 연구의 주된 과제이다. 즉, 인지-심리학적 번역 과정
연구에서는 번역 과정이 두 가지 언어 코드의 전환과정라고 보고, 이 전환과
정이 원문 접수, 코드 해석, 기억, 코딩 , 그리고 표현 등 5가지의 단계를 포
함하는 것으로 본다(刘绍龙，2007: 1). 그리고 이 과정은 언어의 각 측면(발
음, 어휘, 문법, 텍스트, 담화 등)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번역 과정은 인지심리학적이며 언어학적이다.
번역 과정의 가장 중요한 두 단계는 출발어 이해 단계와 도착어 표현 단계
이다. 이는 언어 사용의 가장 중요한 두 단계와 비슷하다. 언어 사용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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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단계는 바로 언어의 이해와 언어의 표현이다.
우선, 언어의 이해 단계는 언어의 표면적인 구조에서 출발하여 심층적인
의미를 구축해 가는 적극적인 심리 추리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청취자
는 외부에서 온 발화자의 언어 자극을 받아 정보저장소에서 어휘의 의미를
검색하고 이해한 후 문법과 의미 분석을 통해 발화자의 의미를 이해한다. 번
역 과정도 마찬가지로 출발어 텍스트의 자극을 받아 내부에 있는 정보저장
소를 통해 출발어 텍스트의 어휘, 문법, 의미를 검색하고 출발어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를 구축해 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발화자와 번역자는 비
슷한 심리과정을 거쳐 언어를 이해한다.
이와 반대로 언어의 표현 단계는 표면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
니라 발화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이를 일정한 언어 산출 계획에
따라 구성해 나가는 단계이다. 따라서 표현 단계는 구축, 전환, 실행 등 세
가지의 단계를 포함한다. 구축은 발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개념, 그
리고 정보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말한다. 전환은 발화자가 이미 계획한
의미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를 뜻한다. 이 단계에 내면 언어를
도출하게 된다. 마지막 실행은 내면 언어를 외면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이
다. 번역 과정의 도착어 표현 단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축, 전환, 그리고
실행 등 심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번역 단계에서의 표현 단계
는 같은 언어 코드내의 전환이 아니라 다른 언어 코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 과정은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 등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
며, 커뮤니케이션의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 단계와 비슷한 심리과정을 거친다. 인지-심리학 번역 과정 연구는 바로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표현재이해-재표현'이란 반복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역자의 인지-심리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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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번역 과정의 이해와 표현 단계(劉紹龍, 2007: 3)

인지-심리학적 번역 과정을 처음으로 연구한 연구자들이 정보처리이론에
의해 번역 과정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다(劉紹龍，2007: 4). 정보처리이론
(information-processing theory)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처
리 과정에 비추어 인간이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저장하고, 산출하는 과정
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보처리이론자들은 번역자가 번역 행위를
수행할 때 번역자의 인지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어 번역자의 사고,
지각, 기억, 문제 해결, 언어, 인지 발달 등 여려 측면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
시켜 번역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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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지 심리학적 번역 과정 모델(劉紹龍, 2007: 7)

이 번역 과정 모델에 의하면, 1) 번역은 출발어 입력과 도착어 출력 등
두 단계를 연결하는 인지 행위이고, 또한 이 행위는 번역자의 인지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며, 번역자는 인지-심리 과정을 통해 번역결과를 도출한다. 2)
번역은 일반적인 언어 행위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언어 행위와 다르다. 이 과
정에서 일반적인 인지 행위(주의, 식별)도 발생하지만 다른 인지 행위(작업기
억 중의 '전환','구축' 등)도 일어난다. 3) '이해'와 '생산' 단계는 인지 시스
템과 상호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
정보를 계열적으로 처리하는 관점과 달리, 연결주의 연구자들이 연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심리학적 모델을 제시한 연구자도 있다. 연결주의
는 뇌 과정에 기초(brain-based)하여 심리적 과정을 모형화하려 하고 인
간의 마음을 여러 정보들이 동시에 함께 처리되는 병렬 처리 체계로 간주
한다(곽호완 외, 2008: 108). 연결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신경망은 유닛
(unit)들로 구성된다. 유닛들과 유닛들이 서로 연결된 다발들은 가중치
(weight)과 강도(strength)에 따라 다른 요소들의 활성화 수치에 영향을
준다. 다음 [그림 9]는 연결주의에 의한 신경망 모델이다.

55

[그림 9] 연결주의 신경망 모델(劉紹龍, 2007: 9)

이 신경망 모델에 의하면, 입력층으로부터 전달되는 변수 값들의 선형 결
합(linear combination)을 비선형 함수로 처리하여 출력층 또는 다른 은닉
층으로 전달한다. 다층 구조 신경망에서는 여러 층의 숨겨진 층을 둘 수 있
으며, 숨겨진 층에는 여러 개의 숨겨진 단위(hidden unit)를 둘 수 있다(곽
호완 외, 2008: 89).
한편, 연결주의를 신경망을 바탕으로 번역 과정의 신경망 모델을 제시한
연구자들도 있다([그림 10] 참조). 번역 과정 신경망 모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연결주의 신경망 모델과 같이 번역 과정 신경망
모델은 '출발어 입력/접수층'-'이중언어 가공/전환층', '도착어 가공/출력층'
등 3가지의 층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층의 유닛 간의 그럼처럼 각자의
연결 특징이 있다(굵은 선, 가는 선, 점선 등). 둘째, 각 층의 유닛은 정보
가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신경망에 처한 위치가 정해졌지만
동태적으로 활동한다. 이와 반면에 가공을 위해 작동한 지식이 있는데 이
러한 지식은 정태적인 상태로 신경망에 존재한다.
연결주의에 의한 번역 과정 모델은 번역 과정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
했고 번역 과정의 복잡하고 비선형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정보처리이론과 연
결주의를 바탕으로 제시된 인지-심리학 번역 과정 모델은 다른 전통적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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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 과정 모델은 보다
번역 과정에 발생한 번역자의 인지적인 심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0] 번역 과정 신경망 모델(劉紹龍, 2007: 16)

3.2.4. 인지-심리학적 번역 과정 모델과 번역능력
인지-심리학적 번역 과정 모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앞서 제시된 기본적인 인지-심리학적 번역 과정 모델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번역 과정 모델을 제시하거나(Bell, 1991), 더 구체적인 연구문제(예
를 들어 번역행위, 번역전략, 번역능력 등)를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본고에서는 앞서 논의된 인지-심리학적 번역 과정 모델을 바탕으로 번역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이해 단계'와 '생산 단계'를 중심으로 번역 과
정에 요구하는 번역능력을 논하고 이를 본 연구의 틀로 삼고자 한다.5)

(1) 번역 과정의 이해 단계와 번역능력
인지 심리학에 의하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접수한 시청각 자료의 의미
5) 관련 내용은 Ⅲ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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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해내는 심리과정이다. 예를 들어, 대화하는 상황에서 청취자는 발화
자의 말을 접수한 후, 자신이 갖고 있는 언어지식(어휘, 문법, 의미 등)과 언
어외적인 지식(분야 지식, 경험 등)을 통해 정보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구축
한다. 따라서 언어 이해의 과정은 '정보 접수-의미 해석-의미 구축'이다. 이
러한 과정에서 청취자는 피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으로 정보를 해석한다(劉紹龍, 2007: 2).
언어 이해의 최종 목적은 의미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는 언어 이해를 (1)언어 요소 식별, (2)구절의 이해, (3)텍스트의 이해 등 세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기도 한다. 언어 요소 식별은 어휘 등 보다 작은 요소
에 대한 인지 및 코딩을 뜻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절을 이해한다. 나
아가서 텍스트 층위의 의미를 이해한다(劉紹龍, 2007: 3).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모형화하는 연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가장 잘 알
려진 두 가지의 모형은 순서적 언어 이해 모형(Caims & Caims, 1976)과
상호작용적 언어 이해 모형(Lindsay & Norman,1977)이다.

[그림 11] 순서적 언어 이해 모형(劉紹龍, 2007: 230)

우선, 순서적 언어 이해 모형([그림 10])에 따르면, 언어 이해의 과정은 어
휘-통사-텍스트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단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이 언어를 이해
하는 데에는 이러한 순서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다. 이를 기초하여 다른 연
구자들이 상호작용적 언어 이해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12] 참조). 이 모형
에 따르면 각 요소 간에 상호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서로 관계를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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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상호작용적 언어 이해 모형(劉紹龍, 2007: 231)

포스터(K.Forster, 2004: 111)는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더 자세한
언어 이해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제시한 언어 이해 모형은 총 네 가지 단
계로 구성하는데 중심 위치에 처한 부분은 단어 처리 시스템, 문법 처리 시
스템, 그리고 텍스트 처리 시스템 등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심리
어휘와 문제 해결 시스템(GPS, General Problem Solver)과 관련이 있다.

[그림 13] Foster의 언어 이해 모형(K.Forster, 2004: 111)

인지 심리학 연구자들이 번역 과정에서의 이해 단계는 언어 이해 단계처
럼 출발어 텍스트의 의미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본고에서는 출발어 텍스트의 이해 과정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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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적 선형 과정이 아니라 각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적 과
정이라고 본다.

[그림 14] 상호작용적 번역 이해 모형(劉紹龍, 2007: 247)

이 모델에 의하면 번역 이해 과정의 3가지 평면(어휘, 통사, 텍스트)은 독
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상호작용적이다. 번역자는 어휘-통사텍스트의 순으로 상향적인 방식으로 출발어 텍스트를 이해할 수도 있고 반
대적으로 텍스트의 상황에 어휘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다.
중국 국내 대학 한국어 학과 학습자는 ‘불평형 이중언어 구사자‘6)이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를 모국어로 공부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
국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대학교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중국
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의 출발어 이해 단계는 그들에게 비교적으로
쉽고 어휘와 통사에 대한 의미 구성 속도는 비교적으로 빠르다. 이 단계에
서 번역자는 기억 속에 저장된 중국어의 어휘적, 문법적, 텍스트적 등 지
식을 동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그리고 전문
분야 및 특수한 분야의 번역을 하게 될 때 관련 주제 지식도 동원해야 한
6) 劉紹龍(2007)에서는 불평행 이중언어 구사자는 A언어와 B언어 모두 같은 나라에어
습득하고 B언어는 A언어보다 많이 늦은 것으로 B언어 구사수준이 A언어보다 많이 부
족한 언어구사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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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번역 과정의 생산 단계와 번역능력
언어 생산과 언어 이해는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나 각자의 특징을 지닌
다. 일상 대화 상황과 달리, 번역은 일상대화와 달리 이중언어 간에 일어나
는 인지 행위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생산보다 분명히 더 복잡한 인지적 행위
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언어의 생산은 보통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누
어 있으며, 하나는 계획(구축) 단계이고 하나는 실행(전환) 단계이다. 이 두
단계는 보통 계획-실형의 선후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실행 단계는 반드시 계
획 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허먼(Herrman, 1982: 288)은 언어 생산의 기본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언어의 생산 과정은 발화자가 먼저 머릿속에 발화의 명제를 구
축하고 그다음 이를 언어의 의미로 입력한다. 그 후, 어휘, 문법, 음성 등 세
단계를 거쳐 코드 전환 후 현실적인 말로 만들어낸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
면, 명제의 구축과 의미의 입력은 언어의 '구축'단계이고, 음성, 문법, 어휘
의 코드 전환은 '전환'단계이며, 마지막은 앞서 말한 '실행' 단계이다.

[그림 15] 언어 생산의 기본 모형
(Herman, 1982: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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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자 앤더슨(Anderson, 1980: 58)는 이를 기초로 하여 언어 생산의
3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6] 언어 생산의 세 단계 모형
(Anderson, 1980: 58)

번역 과정의 도착어 생산 괴정은 마찬가지로 '구축'-'전환'-실행' 등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번역 과정은 일상대화의 언어 생산 과정과
다른 부분도 있다. 일상대화에 발화자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 있지만
번역은 기존에 있는 의미를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번역 과정의 언어 생산 단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출발어에
대한 이해이다. 이때, 번역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생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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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번역의 의미 생산 과정

(劉紹龍, 2007: 270)

번역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의미는 코드 전환 단계를 통해 대응
된 도착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는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8] 번역 과정의 도착어 생산 단계 모형
(劉紹龍, 2007: 272)

이 모형에 의하면 '도착어 구조화 가공'은 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앞서 서술했듯이 이 단계는 일반적인 언어 생산 과정과 차별화되
는 부분이며, 번역의 특유한 단계이다. 번역자는 원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의미를 생산하지만 이는 출발어를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번
역자는 자신의 성장 배경에 따라 출발어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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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생산은 '재창조', '재구성' 등 적극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여
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음성, 어휘, 통사는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국 내 대학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부분은 불평행 이중언어 구사자이며
그들의 중국어 수준에 비해 한국어 수준이 비교적으로 부족하다. 그들의 머
릿속에 단일적 '이중언어 저장 시스템(王猒 & 汪安聖, 1992: 108)'이 있기
때문에 어휘와 구 측면의 코드 전환은 빠른 반면, 구조 전환은 모국어의 간
섭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이 단계에서
더 많은 번역능력이 요구된다. 한국어능력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한국 문화 능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출발어를 이해하고 대응된 한국어로 전환할 때 원문에 대한 충실과 번역자
로서의 '재창조'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관련된 번역지식능력,
또한 머릿속에 대응된 도착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참조도구 혹은
어떤 번역전력을 사용해서 도착어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전문도구 사
용

능력와

번역전력

능력

등

다양한

번역

하위

능력이

요구된다.

3.3. 연구 방법으로서의 사고구술법(TAP)에 대한 고찰
과정 중심 번역 연구는 번역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는 복잡한 성격을
띤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 특성상 실험적인 연구 방법을 택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번역학에서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고구술법
(TAP: think aloud method)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TAP는 연구 참
여자의 심리·인지적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는 정한 시간 내
에 특정한 번역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머릿속에 나타난 모든 인지적 과정
을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상은, 2004: 60). TAP는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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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번역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있다.
TAP에 대해 지적한 연구자들이 대개 다음과 같은 실험의 한계를 논하였
다. 우선 TAP는 보통 독백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숙련된 번역가일수록 코드 전환 시 사고 과정을 적게
말하기 때문에 TAP는 실제로 번역가의 번역 과정을 관찰하는 연구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구어 데이터의 정신적 처리 과정으
로 객관성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비판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TAP 실험 결과는 완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TAP는 연구 참여자
의 인지적 과정을 전부 발화할 수 없는 것이다(Kiraly, 1995: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TAP를 대체할 만한 연구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TAP의 한계를 보완하여 번역자의 번역 과정을 최대한
완전하게 유추해 내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제안을 제시했다.
얘스켈래이넨(Jääskeläinen,

2000)는

‘예비

실험(Pre-experimental

Testing)’과 '사전 작업(warm-up task)'을 도입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즉, TAP 실험의 대상자가 실제 번역 과정과 다소 다른 이 실험에서 쉽게
익숙해지고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비비
(Beeby, 2000)는 번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번역자 개인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조사(Questionnaire)를 도입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실험의 변수를 확실하게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

쿠스마울(Kussmaul,

protocols)을 제시하였고,

1989:

103)은

대화

프로토콜(dialogue

매트(Matrat, 1992: 34)는 2인 공동(joint) 번

역을 제안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TAP 실험을 통해 번역 과정에 일어난 연구대상자의 인지적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하는데 TAP 실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
고구술법 훈련>, <사전설문조사>, <회상보고>와 <사후인터뷰> 등 연구 방법
도 함께 실시하여 보다 완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고자
한다. 그리고 번역자의 번역물은 번역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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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번역 과정을 반영하기도 한다. 과학적인 번역 과정 연구는 연구 대상자
의 번역 과정의 양상을 살펴봐야 할 뿐만 아니라 번역결과와 번역 과정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 대
상자의 번역물도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는 자세
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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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 번역 활동에 나타난 양상 분석

1. 연구의 설계 및 방법

본고의 목적은 중국 국내 한국어학과 전공 학습자들의 중-한 번역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번역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장의 초점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번역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들이 번역 과정에서 각종
번역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
고 분석하는 데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례연구(case study research)는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다(김석우·최대진,
2007: 102). 인(Yin, 1994: 25)은 사례연구란 '현상과 맥락 간의 경계가 불
분명한 경우 다면적 증거 원천들(multiple source of evidence)'을 사용함
으로써, 현재의 현상을 실제 생활 맥락 내에서(within real-life context) 연
구하는 경험적 탐구'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맥락 속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구의 초점은 실제 생활에 두며,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자료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
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고구술법과 사후인터뷰 등을 통해 실
제 번역 과정에서 학습자의 번역능력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관찰
하고 기술한다.
사고구술법(think aloud method)은 번역 연구에서 번역사가 번역 활동을
수행할 때 인지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고구
술법은 연구 참여자의 심리·인지적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는 정한 시간 내에 특정한 번역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머릿속에 나타난
모든 인지적 과정을 구도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번역학에서 사고구
술법은 주로 전문 번역가의 번역 전략, 번역 단위, 번역 방식 등 여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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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해 왔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 번역사들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번역능력이 무엇인지, 그 번역능력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그리고 사고구술법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인터뷰를 실시한다. 사
후인터뷰는 연구자와 조사대상자가 일대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습자가 사고구술법을 통해 밝히지
못한 문제점을 사후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를 찾아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1.1. 예비 조사 시사점

본고에서는 질적 사례연구를 위해 본 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 조사는 본 조사 설계를 위한 연구문제 확인, 조사 대상자 선정, 번
역텍스트 선정, 그리고 조사 방법 확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
다.
예비 조사 참여 대상은 총 6명이고 모두 중국 한족 학생이며, 중국어는 모
국어이다. 그리고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4학년
학습자이고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통과했으며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 해당한
다. 졸업 후, 한국 관련 회사를 취직하기를 원하고, 번역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지난 1학기 동안 학과에서 개
설한 통번역 수업을 받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번역사들에 해당
한다.
예비 조사는 일대일로 진행하였고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사고구술법 훈련을 여러 차례로 진행하였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사고구술법 훈련은 조사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국어로 된 텍스트 읽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비슷한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 관련 두 개의 질문에 답하는 읽기 활동을 하
였다. 그리고 읽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연구 참여자는 중국어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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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정을 구도로 서술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지도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삼성전자 특허 3년 내 톱 3진입
미래에 먹고살 길은 기술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특허가 있으며 3년 안에 세
계 3위권으로 도약해야 한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해 벽두부터 특허경
영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는 작년에 일본 등
외국 기업들이 전방위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공세를 편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
이된다.
【예비 조사 사고구술법 훈련_읽기 텍스트】

그 후, 연구 참여자는 '음악 알람'과 관련 중국어 제품 설명서 100자로 된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사고구술법으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서술하였다. 예비
실험에 사용하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자는 그 내용을 녹취
하고 전사·분석하였다.

告别吵闹早晨，更幸福地起床

即使再微小的改变，只要能让人类生活变好，就值得去做。这是音乐闹钟的设计
初心。由于日本工业健康国立研究所研究发现：被闹钟突然惊醒的试验者，血压更
高、心率更快。音乐闹钟告别传统闹钟的吵闹难受，达到晨间唤醒、夜间助眠，重
新塑造闹钟的价值，用音乐循序渐进地将你从深层睡眠中唤醒，每天起床都有新期
待。

예비 조사 결과와 본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사례의 선정이다. 예비 조사에서 중국 내 대학 4학년 재학 중의 학
습자 6명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텍스트를 번역하는 데 비슷한
양상들이 많이 보였다. 해당 대학교에서 같은 번역교육을 받아서 이러한 양
상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이러한 양상들이 이중언어 구사자에게 비슷하게 나
타났는지 깊이 조사하고자 본 조사에서 아직 번역교육을 받지 못한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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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을 연구의 대상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번역교육을 받
은 학습 집단과 번역교육을 아직 받지 못한 학습 집단 등 양 집단으로 나누
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점
과 다른 점을 비교하고 고찰하고자 하였다.
둘째, 텍스트의 선정과 관련된 것이다. 예비 조사에서 사용된 출발어 텍스
트는 약 100자이고 '음악알람'에 관련된 글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번역하는
데 약 20분 정도 걸렸다.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과정에 번역의
속도는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시간이 너무 짧으면
원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힘들고 시간이 너무 길면 학습자의 인지 부담이
커서 오히려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 40분-50
분 정도로 예상 실험 시간을 정하였다. 예비 실험에 반영한 학습자의 번역
속도에 따라 본 조사에는 약 250자-300자 정도 되는 텍스트를 출발어 텍스
트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셋째, 비록 예비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사고구술법 훈련을 여러 차례로 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완전하게 서술하
는데 어려움이 보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지 과정을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도
록 본 조사에서는 <번역 과정 기록표>와 <회상보고>를 추가하여 연구 과정
을 보완하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예비 조사에 얻은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본 조사의
절차를 설계하였다.

1.2. 연구 일정 및 조사 과정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연구는 예비 조사부터 본 조사의 마무리까지 총 9
주(12월-2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진행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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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날짜
2017.10.25
2017.11.4
2017.11.5-11.7
2017.11.20
2017.12.4
2017.12.5.
2017.12.6-12.8
2017.12.6-12.8
2017.12.10

인원
1명
6명
6명
6명
6명
3명
7명
7명
7명

사례연구 일정 및 활동 안내

활동 내용
번역 텍스트 선정을 위한 번역 교재 조사
사고구술법 훈련
번역 활동1
사후인터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사고구술법 훈련
번역 활동2
회상 보고
사후인터뷰

비고
예비 조사
예비 조사
예비 조사
예비 조사
본 조사
본 조사
본 조사
본 조사
본 조사

<표Ⅲ-2> 사례 조사 과정
조사과정

예비 조사

본 조사
(1) 연구 참여자 선정

(1) 연구 참여자 선정
전

(2) 번역 텍스트 선정

(2) 번역 텍스트 선정

(3) 사고구술법 훈련

(3) 사고구술법 훈련

중

후

(4) 연구 참여자 사전 설문조사
(1) 번역 활동 수행 및 녹취

(1) 번역활동 수행 및 녹취

(2) 회상보고

(2) 사후인터뷰

(3) 사후인터뷰
(1) 녹취 내용 전사 및 번역

(1) 녹취 내용 전사 및 분류

(2) 번역물 가독성 평가 실험

(2) 사례 분석

(3) 사례 분석

예비 조사와 본 조사는 비슷한 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조
사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와 번역 활동에 사용할 텍스트를 선정하였
다. 텍스트 선정을 위해 현재 번역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조사
하였다. 교재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유형 그리고 난이도를 중심으로 파악하
여 최종적으로 번역 활동에 사용될 원문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
된 텍스트는 현재 회사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인의 텍스트 난
이도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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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구술실험을 위해 사례연구를 실행하기 전, 사고구술법 실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6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사고구술법 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한국어 학습 배경, 번역 경험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다음 조사 과정은 <번역 활동> 및 <사고구술 실험>-<회상 보고>-<사후
인터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회상 보고 할 때 번
역 과정에 대한 회상에 돕기 위해 <번역 과정 기록표>도 함께 제시해 주었
다.
조사가 끝난 후에 연구자는 녹취한 내용을 전사하고 번역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4명의 평가자에 의뢰하여 번역물 가독성 평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한 위의 조사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1.2.2. 연구문제의 확인

사례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현상의 탐색, 설명, 기술
혹은 평가 등 어느 것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며 연구문제를 명료하게 설정하
고, 이에 따라 연구의 대상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상황,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으로 정하게 된다(김석우·최태진, 2007: 108).
본고에서는 중국 내 대학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
떤 번역능력이 필요한지, 그 번역능력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
피고, 나아가 번역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번역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전문번역사의 번역능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
문에 학부 학습자들이 실제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번역능
력이 필요한지, 그 번역능력이 번역결과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본고는 사례연구를 통해 학부 학습자들의 번
역 과정에 보이는 양상, 그리고 그들이 학부 단계에서 필요한 번역능력을 밝
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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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인 학부 학습자들이 번역과 번역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
지 고 있는가?
둘째, 번역 과정에서 학습자는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는지, 그리고 이러
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번역 행위를 수행했는가?
셋째, 효과적인 번역 교육을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가?

위와 같이 제시된 문제점들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수정하
였다. 질문1과 질문2는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질문이고 질문3은 사례연
구와 더불어 학습자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

1.2.3. 사례의 선택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사례선택의 기본 전략에 따라 “정보가 보
다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김석우·박상욱, 2007: 351)”를 선택하였다.
연구자가 학습자의 번역 과정 양상을 보다 용이하게 주목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번역에 대학 학습 요구가 높은 중국 내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조사를 위한 참여자 선
정을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가 설계한 연구 과제 활동 수행7)하는데 무리
가 없어야 하며, 중-한 번역 과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어와 한국
어의 구조적 지식, 즉 문법이나 어휘적 지식의 한계로 어려움이 크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보장되는 집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번역 학습
에 대한 학습 요구가 강하고 번역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예비 조사에서 중국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으

7) 이는 사례연구를 위해 설계한 방법 중에서도 특히 <사고구술>, <사후인터뷰>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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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부하고 있는 4학년 고급 학습자 3명과 더불어 TOPIK 6급을 통과한
3학년 학습자 3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6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본 조사
를 실시하였다.
둘째, 중-한 번역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겨온 한국어능력은 물
론, 모국어 능력과 제1 외국어 영어인 구사 능력, 그리고 번역에 대한 학
습 경험과 실제 번역 경험 등 다양한 요인도 번역 과정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본 사례연구에서는 되도록 다양한 특징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을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중국 내 Z대학교에서 번역교육을
받은 4학년 학습자 3명과 아직 번역교육을 받지 않는 3학년 학습자 3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참여한 학습자 정보는 다음과 같
이 <표 3>으로 제시하였다.
<표Ⅲ-3>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

한국어
국적

자

학습

한국어
유학경험

능력

기간

시험
한국외국어대학

S1

중국

3.5년

교

6급

(용인 캠퍼스)
S2

중국

3.5년

서울시립대학교

6급

S3

중국

3.5년

성균관대학교

6급

S4

중국

2.5년

S5

중국

2.5년

성균관대학교

6급

S6

중국

2.5년

성균관대학교

6급

한국외국어대학

6급

교

74

영어

국어

성적

성적

대학영어
535점

113

유

유

113

무

무

132

무

유

129

무

유

대학영어

120

512점

+

대학영어
505점

험

유

+

532점

경

유

110

대학영어

경험

역

유

7.08)

470점

학습

번

유

IELTS

대학영어

번역

본 조사에 참여한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위의 표에서 보듯, 모
두 현재 중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어 학과 학생들로서 번역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학습자들이다.
연구 참여자 S1는 같은 학년의 다른 두 명의 학습자에 비해 1년 늦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을 통과했으며9), 학과 성적은 또한 비교적으
로 낮았다.10) 그리고 S1과의 사후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 S1은 번역에
대한 학습 목표가 가장 낮았고(다른 학습자에 비해), 번역 학습에 대한 인
식이 또한 부족했다. 그는 졸업 후, 간단한 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춘 것을 번역의 학습 목표로 설정하여 번역 교육은 단순히 각 분
야의 전문 용어에 대한 소개라고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 S2는 전체 학습자 중에서 언어 능력이 가장 뛰어난 학습자
이다.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중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도 이 학습자군
내에 비교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한 학습자이다.
연구 참여자 S3은 자발적으로 가장 많은 번역 학습을 한 학습자이다. S3
은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배를 통해 번역에 대한 학습 방법을
알아보았고, 스스로 번역 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S3는 졸업 후, 번역과 관
련된 일에 종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점을 부여하였다. 번역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 참여자 S3은 번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번역행위를
수행하여 번역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S4는 언어 능력이 가장 약한 학습자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S4는 번역에 대
한 학습 경험이 없으며, 심리적인 부담으로 실제적으로 중-한 번역 경험
8) 연구 참여자 가장 최근의 영어 성적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영어 시험이 있으면 그 점수
를 기술하도록 하고 없으면 대학 영어 시험 점수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ELTS 7.0점은
대학 영어 시험 650-770점에 해당하다.
9) Z대학교에서는 보통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학습자들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게 한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이번 시험에서 4급과 5급을 통과하는데 한국어능력이 보다 뛰어난
학습자는 6급을 통과한다.
10) Z대학교는 대학교 3학년 때 모든 학습자들에게 한국으로 교환 학습하는 기회를 준다.
단, 학과 성적에 의해 교환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교환 학교를 통
해 그들의 학과 성적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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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적도 없다고 자백하였다.
연구 참여자 S5는 번역 경험이 가장 많은 학습자이다. 고학년 학습자 못
지않게 번역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한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 번역 팀에
서 6개월 동안 한-중 번역을 담당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 S6는 연구 참여자 중에 유일한 이과11) 학습자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습자는 고등학교 때 국어, 수학, 영어, 화학, 생물, 물리 등 과목
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보통 이과 학습자는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분석 능
력이 비교적으로 뛰어나다.

1.1.4. 원문 텍스트 선정

원문 텍스트는 번역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번역 텍스트
를 선정하는 데 특히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번역 텍스트를 선정했다.

(1) 번역 텍스트의 실제성: 기존 번역 수업에서 사용하는 번역텍스트
가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학습자가 실제 번역
할 때 보이는 양상들을 살피기 위해 실제성이 있는 텍스트를 선정
하여야 한다.
(2) 번역 텍스트의 난이도: 번역 텍스트의 난이도는 번역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번역 텍스트의 난이도가 적당하여야 한다. 텍스트
가 너무 쉬우면 연구 참여자의 번역능력 차이를 밝히기 어렵고, 텍
스트가 너무 어려우면 연구 참여자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할 수도
있다.
(3) 번역 텍스트의 길이: 번역 텍스트의 길이는 사고구술법 실험의 진
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실험 시간이 길다 보면 연구 참여자의 집

11) 중국에서 고둥학교 2학년부터 분과(分科)하고, 학습자는 이과(理科)와 문과(文科) 중
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공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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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길이의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은 텍스트 선정 기준에 의해 본고에서는 중국 샤오미(小米) 운
동 밴드의 소개 글을 원문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Ⅲ-4> 실험용 원문 텍스트
원문 텍스트
运动手环
看得见的时刻，和你的每一步
时间、步数、心率， 触手可及
全新的运动手环 2，加入了 OLED 显示屏，通过轻触圆形按键，即可显示当前时
间、步数、心率，甚至里程、热量等更多数据。当不方便触控操作时，抬起手腕，
手环便可自动显示当前时间，轻松便捷。
全新计步算法，步步精准
与运动手环1相比，运动手环 2 基于全新的硬件平台升级了运动计步算法，有效地
过滤了在无运动状态下的高频率活动，大大提高计步的精准度，让每日的步数测量
数据更为准确。
精准心率监测，科学运动自主掌控
通过内置的运动和心率传感器可以精准读取心率变化，时刻对运动中的心率进行监
测和提示，让你根据心率情况自由规划运动时间和运动量。

샤오미의 한국 공식 사이트에 등재된 이 텍스트는 완벽한 번역 텍스트는
아니지만 회사 내부 직원이 번역한 글로 제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한국
어 공식 사이트에 등재한 수준인 만큼 한국인의 언어 사용 습관에 맞는 글
로 판단하여 이를 모범 번역 텍스트로 삼았다.
원문 텍스트는 약 350자이고 새로 출시된 샤오미 운동 밴드에 대한 소
개 글로 호소적인 기능을 지닌다. 이 텍스트는 광고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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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독자 중심의 성격을 띤다. 이 샤오미 운동 밴드는 이미 한국에서 출시
한 제품이므로 샤오미의 한국 공식 사이트에 번역된 텍스트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번역된 텍스트를 모범 번역문 텍스트로 삼았다. 다음 <표
3-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Ⅲ-5> 모범 번역문 텍스트

모범 번역 텍스트
Mi 밴드2
모든 걸음을 당신과 함께
시간, 걸음 수, 심박수 등 더 많은 통계 제공
Mi 밴드 2는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한 눈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간단하게 손목을 올리시거나 버튼을 탭하여 걸음 수와 심박수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계산 방법으로, 더 정확해진 걸음 수 측정.
Mi 밴드 2의 향상된 보수계 알고리즘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필터링합니다. 이
측정 방법으로 정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정확한 심박수 측정으로,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운동량 조절.
Mi 밴드 2는 내장된 모션 센서와 심박수 센서로 당신이 언제 운동을 시작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따로 모드 전환을 하실 필요가 없
습니다. 운동 시 심박수를 측정하고 표시하여 운동 시간과 강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5. 번역문의 가독성 평가

번역문 가독성 평가는 총 네 명에게 의뢰하였고, 두 그룹의 전문가 집단
에 의뢰하였다. 1그룹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능통한 중국인이며, 2그
룹은 한국어 모어 화자이다. 각 그룹은 각각 두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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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는 모두 5년 이상의 교직 경험을 갖춘 현직 한국어 교사이다.
가독성을 평가하는 전문가 독자로서 중국인 한국어 교사와 한국인 모어
교사를 선정한 이유는, 학습자 번역물에 대한 평가자로서의 현직 강사인
점과 최종 독자로서 '한국어'로의 번역문에 대해 각자의 전문 분야의 능력
을 반영하여 보다 '의식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사고구술법 실험에서 생산된 6개의 번역물이 무작위 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평가자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평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진행하도록
평가 요청서와 번역 평가 기준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텍스트 전체 내용
(2) 한국어 문장 연결
(3) 자연스러운 표현
(4) 문맥상 적절한 어휘의 사용

평가자는 기준에 따라, 해당 텍스트의 가독성 수준을 1-5 척도로 평가하
고 평가표에 기입하였으며, 평가표에는 텍스트별로 총평을 기입하게 하였
다.

1.2.6 녹취 자료 전사

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서면 자료 <학습자 설문조사>, <번역
물>, <번역 과정 기록표>12), <가독성 평가 결과>, 녹취자료 <사고구
술>, <회상보고>, <사후인터뷰> 등 1인당 7개 총 42개이다. <사고구
술>, <회상보고> 및 <사후인터뷰>는 모두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녹취
시간은

평균적으로

<사고구술>

45분,

<회상보고>

5분,

<사후인터뷰>

10분 1인당 75분으로 총 450분이다.
12) <번역 과정 기록표>는 학습자들이 '회상보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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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转写)는 담화 사건(speech event)을 서면 자료의 형식으로 재 표현
하는 과정이다(Du Bois외, 1993). 전사내용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문자와 전사 표지를 통해 담화 사건을 복원하
여야 한다. 이때 전사 표지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본고에
서는

호치비·워피트(Hotchby·Wooffitt,

1998)와

두

버이스(Du

Bois,

1993), 오크스Ochs, 1979) 등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전사 체계를 근
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사 표지를 정리하였다.
<표Ⅲ-6> 전사 표지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호
ST
TT
Sn
R
...
^
@
< >
?
X
↗
↘

내용
원문 텍스트
번역문 텍스트
연구 참여자 번
연구자
휴지, 말을 끝맺지 못함
강조
웃음
코드 전환, 한국어 또는 영어
질문
확실히 들리지 않는 부분
상승어 억양
하강조 억양

<표Ⅲ-6>과 같은 전사 표지를 사용하여 각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
고구술>, <회상보고>, <사후인터뷰>의 발화를 전사하였다. 본고에서 전
사하는 발화 분량은 총 3000어절이다. 전사 분량은 연구 참여자의 발화
시간과 발화 밀도에 큰 관련이 있다. 우선, 발화 시간은 사고구술 실험의
녹취 연구 참여자가 처음 텍스트를 접한 시점에서 스스로 번역이 끝났다는
발화가 나온 부분까지로 실제 번역 기간과 동일하다. 발화 밀도는 동일한
시간 내 발화한 양의 차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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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 과정에 나타난 학습자의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중국 국내 한국어학과 학습자를 위한 중-한 번역교육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 <사전 설문지>, <학습자 번역
물>, <번역 과정 녹음 내용>, <번역 과정 기록표>, <회상보고>, <사후
인터뷰> 등을 통해 학습자의 번역 과정과 그들이 생산한 번역물을 관찰·
분석하고 앞서 제시한 번역 과정 연구의 모델을 바탕으로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번역능력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1차 분석: 사례별 분석

번역결과는 번역 과정의 반영이고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는 번역 결과
를 빼고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에 주
안점을 두고 있지만 번역 과정과 더불어 번역 결과도 함께 다루어 볼 것이
다. 이에 1차 분석에서는 먼저 번역 결과인 번역물에 대한 가독성 평가와
번역물에 나타난 전형적인 오류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그 다음에는
연구 참여자의 번역 과정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2.1.1. 사례별 번역결과 분석: 가독성 평가와 오류 사례

(1) 가독성 평가 분석
연구 참여자들이 번역한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 평가 결과는 다음 <표Ⅲ
-7>과 같이 정리하였다. 평가자는 1-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가독성
평가 후 평가자들은 학습자 번역 텍스트의 전체적인 가독성 수준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다. 실험 후 개인적인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학습
자의 번역 텍스트 가독성 수준이 비슷해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
다. 그중 평가자 T1는 중국 한족이며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10여 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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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담당한 교사이다. 그는 학습자의 번역물을 평가할 때 번역 텍스트는 원
문 텍스트의 기본적인 의미만 전달하면 비교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다고 이
야기하였다. 평가자 T4는 S2와 S1의 번역문 텍스트 외, 다른 연구 참여자
의 번역 텍스트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전하였다.

<표Ⅲ-7> 가독성 평가 결과
번역 학습
경험
유

무

한국어를 능통하신
학습자별
S1
S2
S3
S4
S5
S6

중국인 교사
T1
T2
4
2
5
4
3
3
2
1
3
4
2
5

한국인 교사
T3
3
5
4
4
3
2

T4
4
5
2
3
3
2

평균
3.25
4.75
3
2.5
3.25
2.75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독성이 가장 좋은 번역 텍스트의 순위는
S2 (4.75점)>S1 (3 .25 점)=S5 (3.25 점)> S3(3 점)>S 6(2 .75 점)>S4 (2 .5점)
로 나타났다. 번역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군과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
군의 평균 점수는 각각 3.66점과 2.83점이다. 이에 의하면 번역 학습 경험
이 있는 학습자군과 번역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군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군은 비교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그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표 Ⅲ-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인 5점과 4점은 연구 참여자 S2 외에,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평균적으로
분포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1점과 2점은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
자인 S1과 S3에도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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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8> 점수 분포표

각 연구 참여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 S2가 번역한 텍스트는 이번 가독성 평가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텍스트였다. 평가자들이 각각 5점, 4점, 5점, 5점의 점수를 부
여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5점과 아주 가까운 점수인 4.75점이었다. 그리고
평가자 T1은 연구 참여자 S2의 번역 텍스트 수준이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
다고 개인 인터뷰에서 덧붙였다. 연구 참여자 S1의 번역문이 높이 평가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언어 오류가 적었다.
연구 참여자 S2는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띄어쓰기 오류와 오타 같은
오류가 비교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전체 텍스트의 완성도가 높았다. 이는
연구 참여자 S1이 전체 텍스트를 번역한 후에 다시 번역문을 검토하는 번
역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둘째, S2는 맥락 상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
였다. 연구 참여자 S1은 대응된 한국어 어휘를 선택했을 때 직역한 한자어
보다 외래어를 먼저 선택한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한국어 홍보문에서 외래
어를 선호한 특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자백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 참
여자 S2는 번역했을 때 ‘步数’를 직역한 한자어 '보수'로 번역한 것이 아니
라 '걸음 수'로 번역한 것이었다. 그리고 '里程'는 '노정'이 아닌 '마일리지'
로 번역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 S2가 번역한 문장은 비교적 자연스러웠
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단어를 일대일로 번역하는 것에 집착한 반면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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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적으로 과감하게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매끄러운 한국어로 번
역한 특징이 있었다. 다음 S6와 S1가 번역한 한국어 문장을 보도록 한다.
S6는 '自动显示时间'를 '시간을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어색하기 번
역한 반면에 S1는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시간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표시
된다.'라고 번역하였다.
[원문 텍스트]: 当不方便触控操作时，抬起手腕，手环便可自动显示当前时间，轻
松便捷。
[S6 번역문]：터치하기 불편할 때 손목을 들면 스마트 밴드에서 시간을 자동
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
[S1 번역문]：터치하기 불편할 때 팔을 들면 현재 시간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표시되므로 사용하기 매우 편하다.

그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 S1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가자들이 각각 4점,
2점, 3점, 4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평균 점수는 3.25점으로 연구 참여자
중에 2위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 S1의 번역 텍스트에 대한 평가자의
총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어휘 선택에 문맥상 적절
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加入'은 운동밴드에 스크린을 추
가한 의미인데 연구 참여자 S1는 '넣다'를 사용하여 어색한 한국어 표현을
산출하였다. 또한 '步数'는 '보수'라고 번역하였고, '路程'를 '노정'으로 번역
하였으며, ‘心率'는 '심장박동'으로 번역하였다. ‘测量'’는 '걸음 수 계산'의
뜻인데 S2는 직역으로 '측량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显示数据(데이터 표시)'
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데 S2는 '데이터를 나타내다'라고 번역한 것도
어색하였다. 둘째, 비록 S1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다소 사용했지만
상대적으로 적절한 문법 표현을 사용하여 맞는 한국어 문장을 산출하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S1의 번역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가 번역한 문장
은 다소 어색함이 보였다. '过滤'를 '여과하며'로 번역해 문장에 어색함을 주
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S1는'让每日的步数测量数据更为准确'라는 중국어
표현을 '매일의 보수 측정 데이터를 더욱더 정확하게 만들다'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S1은 중국어의 간섭으로 '让(양, 하게하다)'를 직역하게 '하게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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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한 것이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한 번역을 할 때 항상 행
한 번역투 양상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더욱더 정확하게 만들다'
라고 번역하면 한국어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
[원문 텍스트]: 与运动手环1相比，运动手环 2 基于全新的硬件平台升级了运动
计步算法，有效地过滤了在无运动状态下的高频率活动，大大提高计步的精准度，
让每日的步数测量数据更为准确。
[S2 번역문]: 운동 밴드1보다 운동 밴드2는 새로운 하드웨어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고주파 활동을 여과하며, 보수 계
산의 정확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매일의 보수 측정 데이터를 더욱더 정확하게
만들다.

연구 참여자 S1과 같은 점수인 S5의 번역물과 가독성 평가를 함께 보도
록 한다. 비록 한국어 학습 기간이 2.5년으로 S1, S2와 S3에 비해 짧았지
만 S5의 번역물에 대한 평가 결과는 3점, 4점, 3점, 3점으로 점수가 높았
다. S5가 번역한 텍스트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후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S5는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일단 넘어가고 전체 텍스트를 번역한 후
에 다시 보려고 했는데 결국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
도 S5가 번역한 텍스트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
구 참여자 S5는 사후인터뷰에서 전체 번역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였
으며, 번역문을 검토하고 수정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S5
의 번역문에서 오타와 같은 일반적인 오류가 많이 보였다. 예를 들어 '새로
운'을 '샤로운'으로 잘 못 썼거나 '컨트롤'을 '컨트로'로 잘 못 쓴 것과 같은
오타 오류, 그리고 '박동율을'을 '박동율를'로 부사를 잘 못 사용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어휘 측면에 있어서 S5의 번역문에서도 문맥상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다소 보였으나 S1에 비해서 그 양이 적었다. S5가 한국어
에는 조금 어색한 표현인 '过滤时间'를 '시간을 여과시키다'를 사용하는 것
은 다소 적절하지 못하였다. 그것보다 S5의 번역문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은 문법 표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S5의 한국어 공부 시간
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법 표현을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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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S5의 번역문을 살펴보면, 그는 주로 '-고', '아/어여', '-으로써', '
으로' 등 비교적으로 쉬운 문법 표현을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어 표현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번역에서는 문
제점으로만 볼 수 없다. 평가자 중에 '풀어서 쉬운 말로 번역하는 것은 오
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서 원문
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보다 쉬운 표현으로 원문의 뜻을 잘 표현
하는 것은 가독성 수준을 오히려 높여 좋게 평가될 수도 있다. 다음 예시
를 보도록 한다.
[원문 텍스트]: 时刻对运动中的心率进行监测和提示，让你根据心率情况自由规划
运动时间和运动量。
[S5 번역문]: 운동 중 심장 박동율를(을-오타) 실시적으로 측정해서 고객님은 심
장 박동율의 상황에 따라 운동 시간과 운동양을 자유적으로 계확(획-오타)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S3는 그 뒤를 이었는데 S3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가자들이
각각 3점, 3점, 4점, 2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 차이가 다소 있었다. 평균
점수는 3점이고 학습 경험이 있는 다른 연구 참여자 S1과 S2에 비해, S3
의 점수가 비교적으로 낮았다. S3의 번역문 가독성 수준이 비교적으로 낮
게 평가된 이유는 첫째, 연구 참여자의 번역문에 일반적인 언어 오류를 많
이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를 '말리지', '심장 박동률'을 '심장
박동율'로 잘 못 썼거나 '버튼에 닿다'를 '버튼을 닿다'로, '자유롭게'를 '자
유스럽게'로 부사 사용 오류와 품사 사용 오류 등이 나타났다. 둘째, 주제
어 번역이 부적절한 점이었다. '运动手环'는 '운동 팔찌'로 번역한 것은 평
가자에가 안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S3의 번역문을 살펴볼 때, S3는
어색한 한자어 어휘와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S3는 '画面显示
现在时间'는 '시간이 자동적으로 스크린에 떠오를 수 있다'라고 번역했는데
'시간이 떠오르다'라는 표현이 역시 어색한 점이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
S3은 문장을 길게 번역한 특징이 나타났다. 다음 예시에서 S3은 중국어의
한 문단을 한국어의 한 문장으로 번역했다. 이 문장이 너무 길어 가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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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트린 것이었다.
[원문 텍스트]: 与运动手环1相比，运动手环 2 基于全新的硬件平台升级了运动
计步算法，有效地过滤了在无运动状态下的高频率活动，大大提高计步的精准度，
让每日的步数测量数据更为准确。
[S3 번역문]: 스포츠 팔찌1에 비해 팔찌2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을 바탕으
로 운동 발걸음의 계산방법을 업데이트시켜서 비운동 상태 하의 빈도가 높은
활동을 효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계산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그리고 다음 예시는 문장이 너무 길어 주어가 변동되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예시이다. 여기서 누가 무엇을 사용자에게 제시해
주는지를 알기 어렵다.
[원문 텍스트]: 通过内置的运动和心率传感器可以精准读取心率变化，时刻对运动
中的心率进行监测和提示，让你根据心率情况自由规划运动时间和运动量。
[S3 번역문]: 팔찌 안에 있는 운동과 심장 박동율센서는 심장 박동율의 변화
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운동 중 심장 박동율을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제시를 준다.

그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 S6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가자들이 각각 2점,
5점, 2점, 2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평가자 T2 외에 다른 평가자는 아
주 낮은 점수를 주었다. S6의 평가 결과 중에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첫째,

단순 오류가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S3와 비슷하여 '박동률'을 '박동

율'로 번역한 현상, '계산법'을 '게산법', '플랫폼'을 '플랫품' 등 오타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둘째, S6은 의미상 어색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예를 들
어, '计步算法(걸음 수 계산 방법)를 '보수 세는 방법'으로 직역하였고,’时间
(시간)‘은 '시각'으로 번역한 것이다. '心率监测(심박수 측정)'을 '박동율을 감
시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한국인에게는 어색한 표현을 산출한 것이다. 그리
고 '有效地过滤了在无运动状态下的高频率活动(불필요한 움직임을 필터링합
니다)'를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고주파 활동을 간과하다'라고 번역한 것도
다소 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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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S4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가자는 각각 2점, 1점, 4점, 3점
을 부여하였는데 점수 차이가 매우 컸다. 중국인 교사 T1와 T2는 적절하
지 않은 어휘와 표현의 사용으로 인해 가독성 수준이 낮았다는 평가를 내
리는 반면, 평가자 T3과 T4는 비교적으로 높은 점수인 4점과 3점을 주었
다. 그러나 평가자 T3과 T4의 총평을 살펴보면 S4가 번역한 텍스트는 분
명히 S1, S2, S3의 번역 텍스트보다 문제점이 많다. S4의 번역문에서 '보
일 수 있는 시간', '더 많은 정보가 보일 수 있습니다'와 같은 불필요한 피
동을 사용한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번역문의 가
독성 수준을 저해시켰다. 그리고 둘째, S4는 다음 예시처럼 한 문장 안에
보조사 '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는 특징도 있었다. 이 역시 번역문의 품
질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원문 텍스트]: 通过内置的运动和心率传感器可以精准读取心率变化，时刻对运动
中的心率进行监测和提示，让你根据心率情况自由规划运动时间和运动量。
[S4 번역문]: 조작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손목을 들면 밴드는 현재 시간을 떠
올리게 할 수 있으니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셋째, S4의 번역문은 중국식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긴 문장을
만들어 번역문을 난독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에서
S4는 중국어의 한 문단을 한국어의 한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었다. 이 문장
에서 '응용하다', '보수 세는 방법', '고주파 활동', '간과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 문장이 너무 길어 번역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S4는 다른 예시에서 '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지장이 되었다.
[원문 텍스트]: 与运动手环1相比，运动手环 2 基于全新的硬件平台升级了运动
计步算法，有效地过滤了在无运动状态下的高频率活动，大大提高计步的精准度，
让每日的步数测量数据更为准确。
[S4 번역문]: 스마트 밴드 1보다 스마트 밴드2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품을
응용해서 운동 보수 세는 방법을 형상시켰으므로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고주
파 활동을 간과해서 보수계의 정확률을 높이고 하루의 보수 데이터가 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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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상 가독성 평가 결과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번역문에서 (1)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한자어 어휘의 사용; (2) 자연스럽지 못한 주어(목적어)+
서술어 결합; (3)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 등 번역으로 인한 문제점과 오타,
띄어쓰기, 문법 오류 등 일반적인 언어 문제점들이 종종 발견되었다. 다음
절에서 연구 참여자의 번역문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2) 학습자 번역물에 나타난 전형적인 오류 사례
오역(mistranslation)이란 원문에 대한 언어 내외적인 이해, 지식 부족으
로 원문의 정확한 의미 전달에 실패한 번역을 말한다. 번역투란 “원문 구
조에 치우친 직역의 결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상투적이고 어색한 외국어
표현(오경순, 2010: 27)”이다. 고급한국어 학습자의 번역 오류를 살펴보면
흔히 번역투로 인한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ㄱ. 오역으로 인한 오류
오역으로 인한 오류는 주로 어휘와 문법 형태 등 두 가지로 귀결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품사 전환로 인한 오류, 그리고 '-이/가'와 '을/를'의 조
사 혼용 오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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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학습자의 번역 오류-오역으로 인한 오류
오류 유형
어휘

부사
동사

문법 형태

조사

어말어미

오류 번역문 텍스트
과학 운동 방법
자유스럽게
시시로할 수 있다
제시를 주다
운동 뱅글1과 비해
스크린을 정착되다
버튼을 닿기가 불편할 때...
시간을 나올 수 있어서
정보가 보이다
만들다

정확한 표현
과학적인 운동 방법
자유롭게
수시로
제시해 주다
-에 비해
-이/가 정착되다
-이/가 닿다
이/가 나오다
을/를 보이다
-ㄴ/는다

먼저, 품사 전환으로 인한 오류를 먼저 살펴보면, ‘과학 운동 방법’과 같
은 명사 나열 사용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중국어 원문에서 그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과학 운동 방법’이 대응된 중국어 원문은 '科学运
动方法'이다. 학습자는 한국어 품사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중국어
한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오류를 범하였다.
둘째, ‘자유롭게’를 ‘자유스럽게’로 잘못 사용하는 것은 형용사와 부사 접
미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들이다. 이는 다른 한자어(예를 들어
'自然地'-자연스럽게)중에 ‘-스럽다’ 접미사를 사용하는 것과 혼동해서 오
류를 범한 것이다.
부사를 동사로 사용하는 오류로 학습자는 ‘시시로할 수 있다’라는 문장
을 생산하였다. 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인데 품
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습자는 이상과 같은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제시를 주다’는 다소 어색한 표현인 듯하다. 여기서 ‘제시하다’,
‘주다’ 둘 중 한 표현만 사용되어도 의미 전달에 충분하다. '제시해 준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다음, 문법적인 오류에 대해 학습자는 조사 사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을/를'와 '이/가'의 혼용 문제로 인한 오
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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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통과한 고급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를 생산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사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다.
[S4 사후인터뷰]： 일단 저는 번역한 후에 검토하는 습관이 없다. 확실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어디부터 검토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S1 사후인터뷰]： 실험 후 다시 보면 오타와 조사 오류 같은 것 보이는데...
평소에 번역 연습할 때 이러한 오류는 다 선생님이 고쳐 주시니까 번역할 때
관심을 덜 두더라고...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들의 자가 평가와 동료 피드백을 통해 교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학습자들에게 자가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스스로 교정하도록 하면 번역문 텍스트의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
니라 학습자의 번역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ㄴ. 번역투로 인한 오류
연구 참여자의 번역물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범한 대부분의 오류는 오
역으로 인한 오류가 아니라 직역으로 인한 번역투 오류이다. 이는 또한 번
역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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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학습자의 번역 오류-번역투로 인한 오류
오류 유형

한자어 직역

어 전문 용어
휘

원문 텍스트
步数
里程
高频率活动
操作
手环
运动计步算法

번역문

텍스

트
걸음수
운동 거리

밴드
보수계 알고리즘

让你根据心率

모든

걸음을

오류 번역문 텍스트
보수
노정/로정
고주파활동
조종하다
팔찌/뱅글
보수 계산법/운동 발걸
음의 계산 방법
감시하다

监测
和你的每一步

경어법-호칭

모범

당

신13)과 함께
심박수에 따라...

너와 함께 걷는 걸음
고객님은 심장 박동율

情况...
의 상황에 따라..
ST：有效地过滤了在无运动状态下的高频率活动,大大提高计步
的精准度。
구
문

문장의 직역

TT: 불필요한 움직임을 필터링하여 측정의 정확도가 더 높
아졌습니다.
TT(S2)：무운동상태에서의 고주파 활동을 효과적으로 거르
고 스텝 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켜...

번역투로 인한 오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자어의 직역으로 인한
오류들이다. ‘步数’는 ‘보수’, ‘里程’는 ‘노정’, ‘高频率活动’는 고주파활동,
操作는 ‘조종하다’로 직역하여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어색한 표현을 생산하거나 또한 한국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
해서 가독성을 저하하여 번역문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연구 참
여자는 사후인터뷰에서 한자어 직역에 대해 “이러한 농축한 의미를 가진
한자어를 번역하는데 특히나 어렵다.”라고 고백하였다. 한자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에도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의미가 같은지에 대한 의문으로
학습자는 한자어를 그대로 옮기는 데 조심스러워했다.
13)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해, '당신'은 문어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
사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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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运动手环’，‘记步算法’과 같은 전문 용어 번역에 있어서 많은 학
습자들이 어려움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평소 교재에 제시된 어
휘 학습만 할 뿐 다른 분야의 텍스트에 대한 학습이 적게 이루어진다는 사
실을 시사한다. 그리고 전문 용어를 번역할 때 어디서 검색해야 하는지 몰
라서 번역 수업 시간에 고빈도로 사용되는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소개하
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경어법의 사용에 있어서 일부 학습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
다. ‘你’를 ‘너’로 번역하면 공손함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你’를 ‘너’로 번
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학습자는 ‘고객님’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는 경어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예상 독자를 ‘고객님’으로 칭한 데 비해 문
장 표현은 낮춤 표현이 사용되어, 홍보물의 특성에 맞지 않게 된다는 문제
가 있다.
이외에, 문장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단어를 일대일로 번역한 문장은 가
독성 평가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 S2가 번역한 문장을
살펴보면 ‘무 운동 상태에서의 고주파 활동을 효과적으로 거르고 스텝 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켜...’에서 ‘무 운동 상태’, ‘고주파활동’ 등 단어는 한
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 ‘고주파활동을 거르다’라는 표현도 어
색하다. 반면에 모범 번역텍스트를 살펴보면, 이 문장을 직역이 아닌 의역
한 경우, 즉, ‘불필요한 움직임을 필터링하여 측정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습
니다.’라고 번역한 경우 무슨 의미를 표하고 싶은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
러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직역이 아닌 원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 맞는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따라서
교육 방안을 마련할 때 이를 감안하여 학습자에게 중-한 언어 구조의 차
이를 설명해 주고 해당하는 문장을 전환하는 연습을 시키면 학습자의 번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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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기타 오류
a. 올바르지 않은 제목 번역
일반적으로 제목은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중국어 원문에
서 동사형으로 표현되는 내용을 한국어로 옮길 때는 상당한 부분이 간결한
표현의 명사형으로 번역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
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ST：
全新计步算法，步步精准
TT：
새로워진 계산 방법으로, 더 정확해진 걸음 수 측정.
TT(S3): 새로운 발걸음 계산 방법, 걸음마다 정확하다.

그리고 사후인터뷰에서 일부 학습자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다.

S2-사후인터뷰: 수업에서 접한 텍스트는 이렇게 실용적인 텍스트가 아니다.
그리고 평소에 번역 연습할 때 이렇게 제목 많은 텍스트를 찾지도 않았다.
S5-사후인터뷰: 텍스트 면에서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어는 간략한데....특히 이 텍스트는 광고문이이니까...근데 아직 나의 한국어 실
력으로 간략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너무 길게 번역했다.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는 제목의 번역이 간략해
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b. 구어적인 표현의 사용
연구 참여자의 번역문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문어적인 표현과 구어적인
표현을 혼용한 양상이 종종 보인다. 본고에서 사용한 원문 텍스트는 홍보
글이고 문어적인 텍스트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번역물에서 구어적인 표현
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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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구 참여자 S4와 S1의 번역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S4 번역문: 운동 밴드2는 운동 밴드1에 비해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을 바탕
으로 걸음 계산법을 업그레이드하여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고주파 활동을
효율적으로 여과하며 걸음 계산의 정확도를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이래하여
매일 걸음계산정보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S4의 번역문을 살펴보면, ‘많이 높이다’와 ‘이래하여’ 같은
구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S1 번역문: 새로운 운동 밴드 2에는 OLED 스크린을 넣어 있고, 라운드 버튼
을 가볍게 누름으로써 현재 시간, 보수, 심장박동, 심지어 도정, 칼로리 등 더
자세한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다.

‘넣어 있다’는 ‘내장되어 있다’는 의미로 번역한 것일 텐데, ‘넣어 있다’는
다소 구어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S1 번역문의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내장
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학습자가 ‘내장’이라는 어휘를 전혀 모른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습자는 구어와 문어 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혼용한 것이다.

c. 홍보문 문체의 특징
홍보문은 소비자에게 ‘제품 홍보’를 공손한 이미지로 전달하기 위해 ‘습니다’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데, S1 외에, 다른 연구 참여자 모두 ‘다’어말어미를 사용하였다. 이는 주로 학습자의 교육과정에 텍스트 문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는 이 텍스트가 홍보문 텍스트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문의 문체 특징에 대해 잘 모르므로 이를 소홀하게
여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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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례별 번역 과정 분석: 번역 어려움과 번역 행위

(1) 학습자별 번역 과정에 대한 기술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의 번역 과정에 비슷한 양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우선, 연구 참여자는 출발어 이해 단계에 사용한 시간은 도착어
생산 단계에 비해 많이 적었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중국어인
출발어 텍스트를 이해할 때 비교적으로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와 반대로 연구 참여자들은 도착어 생산 단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
고 그중에 특히 앞서 말한 '도착어 구조화 가공' 단계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스스로 사후인터뷰에서도 이를 밝힌 바가 있
다.
S4-사후인터뷰: 나는 원문 이해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어떻게 한국인의 습관
에 맞게 번역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원문이 문제가 있더라도 발견
하지 못했을 것이다.

번역 과정의 모든 단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기술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범한 단계는 주로 전환 단계에 많이 발생
하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단계별로 연구 참여자의 번역 과정을 기술한 후,
연구 참여자가 범한 어려움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연구 참여자는 앞에 제시한 번역 과정 이해
단계처럼 '정보 접수-의미 해석-의미 구축' 등 세 가지를 거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출발어 텍스트의 제목을 확인하자 바로 번역
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어 원문 문장을 끊어 읽기를 하면서 이해
한 내용을 한국말로 중간 중간에 발화하였다. 이어서 출발어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도착어로 전환하는 단계와 어휘 코드와 통사 코드를 거쳐 도
착어로 생산하는 단계 등 이른바 계획 단계와 실행 단계의 두 가지를 거쳐
생산단계를 이루었다. 즉, 다시 말하면 연구 참여자는 '정보 접수-의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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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미 구축-의미 전환-의미 생산'등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쳐 번역 과
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반드시 위에 제시된 순서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상호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특히, 연구 참여
자의 머릿속에 이미 대응된 한국어 어휘 및 표현이 저장되었을 경우, 그들
의 머릿속에 자동화가 발생하게 되며 이해단계와 생산단계가 동시에 이루
어진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자동화는 특히 어휘적 처리에 활발하게 발생
하였다. 즉, 그들이 머릿속에 먼저 번역문 문장에 대한 계획을 선행하고
문장을 단위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된 한국어 표현을 하나하
나 한국어로 먼저 번역하고 그다음에는 한국어 문법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
을 기계적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어휘적-통사적-텍스트적의 측면으로 연구 참여자의 번역
과정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습자는 전체 문장
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계획하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절이나 어휘를 단위
로 번역을 시도한 양상을 다소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출발어 텍스트의
의미를 처리할 때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어휘 처리, 통사 처리 그리고 텍
스트 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었다. 즉, 연구 참여자는 중국어 출발어 텍스트를 절로 읽어나가면
서 동시에 번역을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가 단어와
절이 이해가 되면 직관적으로 즉각 번역을 시도했다. 다른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가 전체 문장의 의미 파악을 하고 나서 다시 문장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
의 처리방식에서는 텍스트 처리의 과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두 가지의 처리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어휘적
-통사적 처리 방식이고, 또 하나는 통사적-어휘적 처리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연구 참여자의 번역 과정에서 번갈아 일어났다. 다음 예시에
서 보이는 것처럼 연구 참여자가 '时间'，‘步数’，‘心率’ 등 어휘가 대응된
한국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으므로 전체 문장을 읽지 않고 즉시 번역을
시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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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时间、步数、心率，触手可及，触手可及

번역문

시간, 걸음 수, 심장 박동율을 쉽게 알 수 있다
→时间、步数、心率，触手可及，触手可及

[원문

전체

문장

읽기]
→운동 밴드를 통해 쉽게 시간, 보수, 심장박동율을 알 수 있
는 뜻이지'[중국어로 해석]
→'시간[한국어로 직접 발화했다] 步数는 걸음 수[중국어를

S3
사고구술

읽고 바로 한국어로 전환했다]? '步数'의 다른 번역 방법이
있나? 보수? 근데 보수는 보수적인 뜻인 것 같아... 사전을
검색해 보니 보수는 '步数'의 뜻도 있지만 '보수적' 그리고'수
리하다'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그럼 '걸음 수'를 쓰도록
하겠다. 心率는 '심장박동율', 그럼 한 문장으로 시간, 걸음
수, 심장작동율 등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S3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연구 참여자들의 번역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한다.

S2 사고구술 과정
그 다음에는 '全新的运动手环' -새로운 운동 밴드,

번역과정 기술

'加入了 OLED 显示屏'...'显示屏'는...으...검색해 보
자....'显示屏'，으....네이버에서'화면'그리고'스크린'이
나왔네...움...'스크린'의 뜻인 것 같다...
'加入(강조하는 말투)了显示屏'，'加入'는 추가? '가입

→원문

절로

나누어서

번역한다

'? '넣다'? 으...여기서 '이 스크린을 밴드에 넣었다'라
는 뜻인 것 같아서 '넣다'를 사용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S2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먼저 가독성 평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연구 참여자 S2의 번역 과
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 참여자 S2의 번역 과정을 살펴볼 때, 눈에 가
장 띄는 것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어휘적-통사적 처리를 더 많
이 활용한 반면에 S2는 통사적-어휘적 처리를 보다 많이 활용한 것이다.
즉, 연구 참여자 S2는 번역했을 때 전체 문장을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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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을 절로 나누어서 한마디 한마디를 번역한 것이다. 이는 S2의 번역
문에서 비교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산한 이유이기도 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 S2는 문장을 하나씩 읽어 나갈 때 대응된 한국어 단
어를 생각 못한 경우에는 바로 멈추고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맥
락을 통해 단어의 대응된 한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도 생각하지 못한
경우 그때야 사전의 도움을 청한 유형이다. 그리고 S2의 또 다른 특징은
번역 과정에서 어휘를 검색한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휘 검색에 할애한
시간은 적지 않았던 것이었다. S2는 사전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몇 차례의 확인 작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점은 연구 참여자 S1과 대비되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S2의 또 다른 장
점은 그는 전체 번역을 다 진행한 후 번역문 전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한 작
업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S2의 번역문은 일반적인 언어 오류가 적게 나타
났으며, 비교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S1 사고구술 과정
→与运动手环1相比，运动手环 2 基于全新的硬件平台

번역과정 기술

升级了运动计步算法，有效地过滤了在无运动状态下的

→원문 전 문단 읽기

高频率活动，大大提高计步的精准度，
→스포츠 밴드1에 비해, '基于全新的硬件平台'-바탕
으로, '硬件平台'-하드웨어 플랫폼... '升级了'-업그레
이드.... '运动计步算法'-스포츠....'计步算法'-걸음 수
를 세는 방법을 업그레이드를 하다...(부분)
→'测量数据'....영어로

검색해

보자...영어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
도 바로 검색하지 않고
먼저 번역을 시도한 것
이다)

사전은

measure....한자어로는 측정...수치 측정...
'精准心率检测，科学运动自主掌握'...'心率检测'.....감시
하고 검측하다, 검사하다, 모니터링? 측정? 예시를
보면 측정도 사용할 수 있다.

→1차 시도 번역

→검색하기
(원문의
검색한

맥락에
어휘를

의해
비교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 S1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연구 참여자 S1의 가장 큰 특징은 구두점을 단위로 원문을 이해하고 번
역한 것이었다. 즉, 연구 참여자S1은 문장에 대한 전체 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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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것이 아니라 절을 단위로 이해하고 바로 번역한 것이었다. 즉, S1
는 문장에 대한 전체 이해를 바탕으로 도착어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번역
한 것이 아니라 절로 번역한 한국어를 다시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S1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절을 하나씩 번역한 후에 한 문장으로
연결했을 때 처음 사용된 연결어미를 다시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문장 번
역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S1의 또 다른 특징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번역 과정에서 사전을 비교적으로 많이 이용한 편이었다.
여기서 S2와 대비된 점은 S1은 사전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향이
있었다. S1은 단어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나온 예시를 살펴보
긴 했었지만 이 확인 작업은 도착어 문맥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한국어에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한 것이었
다. 그래서 S1의 번역문에서는 문맥에 맞지 않은 중국식 어휘를 사용한 경
우도 있었던 것이었다.

S3 사고구술 과정
'全新的'...'全新的'라고 하면, 나는 '새로운'을 생각하

번역과정 기술

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은 그냥 '新的'의 뜻만 가
지고 있는데...'全新的(완전 새롭다)'의 뜻이 없다. 그
럼 '참신한', '원전 새로운'...'참신한'..'완전 새로운'...
'참신한'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이 단어는 '창신하다
'의 뜻도 있다. '참신한 스포츠 팔찌 2'
'加入了OLED显示屏'，그러니까 '装(정착하다)'의 뜻이
지. 그럼 여기서 '참신한 스포츠 팔찌2'... 으...'OLED

→원문 절 또는 어휘로
나누어서 번역한다

显示屏'...사전을 검색해 보자...'액정 화면'....'디스플
레이 장치'...'화면'...'스크린'는...'스크린'을 쓰는 게
좋다... OLED스크린, '加入' 즉 '装有'(쉬운 말로 바꾸
기)...그럼 '装了OLED显示屏'의 뜻이지...OLED스크린
을 장착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 S3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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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연구 참여자 S3는 통사적-어휘적 처리와 어휘적-통사적 처리를
번갈아 하면서 원문을 이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단어 또한 절의 대응
된 한국어를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경우, 머릿속에 자동화가 이루어지며 그때
그때 대응된 한국어를 바로 발화하였고, 만약 대응된 한국어를 바로 찾지 못
했을 경우, 전체 문장을 읽고 다시 처음부터 번역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리
고 S3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말로 중국어 원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해
석한 말을 한국어로 번역한 점이다. 그래서 S3의 번역문에서 어색한 어휘가
있더라도 문장 구조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을 풀어서 번역한 습관이 있기 때
문에 문장 번역이 비교적으로 자연스러웠다.

S5 사고구술 과정
'过内置的运动和心率传感器可以精准读取心率变化'... '

번역과정 기술

内置'，'内置'는 함축된 한자어이다. 풀어서 말하면 '
内部安置'이다... 내부....'传感器'...'심율의 변동을 정
확히 读取..' 와, 이 문장에서 '内置'는 모르겠고, '传
感器'는 모르겠고, '读取'는 모르겠다... 으...그럼 네이

→원문

버 번역기를 한 벌 돌려볼까? 으...'내장된', '내장된'?

번역한다

절로

나누어서

이런 단어도 있어? '내장'은 '内脏'아니야? '내장되다'
란 말이 있어? (검색)..아 진짜 있다...'내장된 운동 과
심장 받동 센서를 통해 박동률의 변화를 정밀하게, 정
확하게 읽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 S5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또한 연구 참여자 중 언어능력이 가장 약한 연구 참여자 S5의 번역과정
을 살펴보면, 그는 중국어 원문을 절로 나누어서 한 절 한 절로 읽어나가
면서 번역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대응된 한국어 어휘를 찾지 못했을 때,
바로 사전을 이용하였다. 그의 발화 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뛴 점은 그는 '
너무 어렵다', '와, 이것 아예 모르겠다'，'이렇게 번역해도 되나' 라고 스스
로 발화한 경우가 많았다. S5는 중-한 번역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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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S5
는 번역기를 돌려 번역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S5가 중국어 문장 하나를
번역기를 통해 번역한 후에 번역한 문장의 어색한 부분을 수정해서 그대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S5의 번역과정을 보면, 그는 번역기를 통해 어려움
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S5의 언어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번역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지만 S5가 가독
성 평가에 S4와 S6보다 비교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S5는 제
한된 언어능력으로 중국어 원문을 쉬운 말로 풀어서 번역한 습관이 있다.
이는 오히려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어 S5의 장점이
되었다.

S6 사고구술 과정
→'时间、步数、心率，触手可及。'

번역과정 기술

→'步数'는 검색해야 한다. '보수'... '그의 보수를 세다
'... '心率'는 뭐지? 나도 몰라... '심장 박동률'인가？ '
심박수'인가? 검색 결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심장 '박동률', 하나는 '심박수'이다... '心率'는 '마음이
뛰는 횟수'를 말하는 거지.. 그럼 '삼장박동률'이 더
맞을 것 같아.. 근데 조금 이상하네...이러한 전문용어
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이버 검색에
나온 게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든다. '触手可及'는 어떻

→원문 읽기
→번역

시도하기(자신

의 말로 원문을 해석한
다)

게 번역하면 좋을까? 직역이 안 될 것 같아.. 의역을
해야 한다... '触手可及'는 '다 안다'의 뜻이잖아.. 그럼
'다 알 수 있다'라고 번역하면 되겠다. 감이 조금 다
르지만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 S6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연구 참여자 S6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 중에 번역 경험이 가장 많은 학습
자였다. 비록 한국어 학습 시간이 비교적으로 짧아 중-한 번역을 진행했을
때 중-한 전환에 능숙하지 못했지만 그의 번역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다. 연구 참여자 S6는 원문을 번역했을 때 상위적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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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의 번역과정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원문의 맛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번역해도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저자가 편하다는 뜻을 표하고 싶어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말
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S6가 번역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번역에 부여한 것
을 반영한다. 즉,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S6는 어휘 선택과 문장 구조 선
택에 과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반영한다.
S4 사고구술 과정
→‘全新的手环2’-새로운 운동밴드 2

번역과정 기술

→‘加入了OLED显示屏’...'显示屏'...显示屏...(검색）화
면, 스크린....그럼 여기서 '스크인'을 사용하면 된다.
'加入了'-추가하다...그럼...OLED스크린을

추가하고,

추가되어 있으며....
→通过轻触圆形按键-'원형 버튼을 살짝 누르면'...
→即可显示当前时间、步数、心率....'当前时间'는 현재
시간....'步数'는 '걸음'...'心率'는 심박수...'即可显示'..... →절로
원형

버튼을

살짝

누르면，현재

시간，걸음，심박

이해하고

번역

하기

수....
→'甚至里程、热量等更多数据'...'里程'...'里程'...사전을
검색해 보자...'마일리지'.... '热量'-'열량'....심지어 마
일리지, 열량 등 더....'数据'...'数据'는 '데이터'? '데이
터'?...'정보'가 더 적당한 것 같다... 심지어 마일리
지.... 열량 등 더 많은 정보가 '显示'... 더 많은 정보
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S4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S4는 이번 가독성 평가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
은 학습자였다. 연구 참여자 S4의 번역 과정을 분석해 보면, 그는 문장에
대한 고려가 거의 부재하고 절을 단위로 원문을 읽어나가면서 절로 번역을
시도하였다. 그 다음에는 절과 절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어 연결어미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S4는 S5처럼 번역 과정에서 '처음으
로 중-한 번역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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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상 연구 참여자의 번역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 S2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
는 어휘적-통사적 처리 방식을 선호하였다. 둘째, 번역 텍스트 유형과 특
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였다.

(2) 번역 과정에 학습자의 전형적인 어려움
이상과 같이 번역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연
구 참여자들이 번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그들이 수행한 번역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번역 과정에 대한 관찰과 사후인터뷰를 통
해 다음과 같이 어휘적 측면, 통사적 측면 그리고 텍스트적 측면 등 세 가
지로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정리하였다.

➀ 어휘적 측면의 어려움
a. 한자어 어휘 번역의 어려움
b. 전문 용어 어휘 번역의 어려움
c. 추상 어휘 번역의 어려움
➁ 통사적 측면의 어려움
a. 주어 없는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주어를 추가하는
어려움
b. 문법이 아닌, 구두점으로 나눈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옮길 때
연결 어미를 첨가하는 어려움
➂ 텍스트적 측면의 어려움
a. 텍스트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문을 번역하는 어려움

비록 본고에서는 언어적인 어려움을 다루었지만 실제적으로 학습자들이
번역할 때 언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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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학습자는 전문 용어 어휘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보조수단을
통해 어휘를 검색하는 번역행위를 선택한다. 하지만 보조수단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지 못하면 학습자들은 보조수단을 사용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이 겪은 이 어려움은 번역행위 수행에 대한 어려움으로
따로 기술하지 않고 번역행위와 같이 기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번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는 보다 많은 인지
적인 행위를 수행했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가 대응 표현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경우 대응된 한국어 표현을 그때그때 발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양한 번역행위를 수행하면서 등가 할 표현을 찾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자의 번역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어휘 처리에 대해 보도록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어휘 의미를 처
리할 때 자동화 처리가 바로 발생하지 못했을 경우 '문장 다시 읽기'를 통
해

전체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문장의 맥락을 통해서 어휘의 의미를 처리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장의 맥락을 통해서라도 어휘 번역의 어
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는 '사전 검색'을 통해 대응된 어휘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사전에 나온 어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했을 경우, 학습자는 다른 중국어 어휘로 먼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 전문 용어 어휘를 번역했을 경우, 연구 참여자가 일
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이해하기도 하였다. 다음
예시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加入'에 대응된 한국어 어휘를 바로 찾지 못하
고 '放入'라는 일반적인 말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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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加入

번역문

넣다
→ 그 다음에는 '全新的运动手环'는 '새로운 운동 밴드', '加入
了...加入了 OLED 显示屏', 显示屏는 으, 검색해 보니까 '스

S1
사고구술

크린'의 뜻이다. '加入(강조하는 말투로)了显示屏', '加入'는 '
추가' 아니면 '가입'... 여거서'이 스크린을 밴드 내에 넣다[중
국어로 발화, 다른 표현으로 말바꾸기]'라는 뜻인 것 같다.
그럼 '넣다'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연구 참여자 S1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어휘 처리에 나타난 학습자 각자의 특징을 보도록 한다. 먼저, 연구 참
여자 S2가 어휘 번역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 S2는 대응된 한국어가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나지 못했
을 경우, 먼저 문장의 맥락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해석하는 번역행위를 수
행한다. 둘째, 사전을 통해 대응된 한국어를 검색할 때 영어를 많이 활용
하였다. 즉, S2는 중국어 어휘를 시도 번역했을 때 바로 한국어 어휘를 찾
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영어-한국어의 순을 거쳐 번역을 시도하였다. 그
래서 발화 중간에 중국어-영어-한국어 간의 언어 코드 전환이 활발하게
발생했다. 셋째, 연구 참여자 S2는 대응된 한국어 단어를 선정할 때, 사전
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을 통해 사진과 블로그 등으로 대응된
한국어 단어의 적절성을 확인한 행위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 S2
가 어휘 번역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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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의 어휘 선택 결과:
运动手环- becket-밴드
触手可及-touchble-터치볼-손쉽게 알아내다
全新的-bran-new-신품인
显示屏-display-디스플레이
里程-mileage-마일리지
升级-upgrade-업그레이드
高频率活动-frecuncy activity
测量-measure
科学运动-scientific/scientificly

그리고 연구 참여자 S3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전환했을 때 앞에 서술한
듯 비슷한 과정을 거쳐 어휘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의 번역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양상은 전환할 때 원문에 대한 해석을 많이 시도하는 것이었다.
즉, S2는 농축된 중국어나 번역하기 어려운 중국어를 풀어서 해석한 후,
해석한 뜻으로 번역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번역학에서 표현 바꾸기
(paraphrasing)라고 지칭한다. 표현 바꾸기란 원문과 번역문을 번갈아 가
면서 교차 읽기를 통해 의미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어
를 찾아내는 번역행위를 뜻한다. 다음 예시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步数'에
대응된 한국어 표현 '보수'와 '걸음 수'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보수...
步数...발걸음...步数...발걸음 수...'처럼 원문과 번역문을 번갈아 하면서 표
현을 찾는 것을 보여준다.

원문
번역문

步数
걸음 수
→'步数'는 '보수', '걸음 수', '보수'는 검색을 통해 '보수적'의

사고구술

의미가 있다...'보수', '步数'，'발걸음 ', '步数', '발걸음 수', '

S3

발걸음 수'도 잘 안 쓰는 것 같다.
【연구 참여자 S3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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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 참여자 S5는 번역 과정에서 회피(avoidance)와 포기 등과 같
은 전략도 사용하였다. 다음 예시에서는 연구 참여자 S5는 '轻松便捷'에 대
응된 한국어 표현을 찾지 못해 '轻松'의 뜻만으로 번역하기로 했다. S6의 사
고구술을 보면, 그는 '아주 편하다'로 '轻松便捷'를 번역했지만 이에 대해 의
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원문
번역문
S5
사고구술

轻松便捷
아주 편하다
'轻松'는 어떻게 번역해야지? '轻松'로 검색해 보니 검색결과
가 엄청 많네. 근데 이상하더라..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합
쳐서 '편하다'로 번역해도 될까? 여기서 저자가 표하고 싶은
뜻은 바로 '편하다'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번역해도 되나?
【연구 참여자 S5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그리고 연구 참여자 S6는 번역 경험이 가장 많은 학습자로 번역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지적인 활동을 많이 동원하였으며, 직역이 어려웠을
때 과감히 의역을 선택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전문 용어를 번역했을 때
사전을 이용하지 않았고 한국의 지식백과사전을 이용한 것도 눈에 띈다.
다음 예시에서는 연구 참여자 S6는 '每一步'를 한국어로 전환하려고 할 때
대응된 한국어 표현을 찾지 못해 원문을 여러 번 읽고 장기기억 속에 대응
된 표현을 찾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사전 검색을 통해 대응된 번역문을
찾은 후 번역문 언어 내 읽기를 통해 표현어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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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문

和你的每一步
너와 함께 모든 걸음
→너와 함께...[직접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화한다]
→'和你的每一步'...어떻게 번역할 까? '和你的每一步'，'每一
步'，어떻게 번역하지，'每一步'는 '걸음'? [대응된 표현을 찾
기 위해 원문 여러 번을 읽는다]

S6
사고구술

→사전에 검색하보자...[보조 수단 사용]
→.'너와 함께 모든 걸음'? '모든 걸음'(↑)...'걸음'... '너와 함
께'..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든다...'보이는 순간, 너와 함께 모
든 걸음'... 일단 이렇게 번역하겠다. [한국어 표현을 발화하
면서 적절성을 고려한다]
【연구 참여자 S6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마지막 연구 참여자 S4는 회상보고에 전문 어휘를 번역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전문 어휘를 번역했을 때 사전을 많이 이용
하였으며, 어휘의 적절성을 판단했을 때, 사전에 나온 예시를 많이 참고하
였다고 했다.

S4의 회상보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다. 특히 전문 어휘의 번역이 제일 어려웠다. '硬件平台
'...'运动计步算法'...“高频率活动'...이런 어휘들 다 따로 검색해야 되..그리고 검
색한 후 사전에 나온 예시를 살펴보고...예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어휘를 선택
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 S4의 사후인터뷰】

어휘적 처리에 비해 통사적 처리는 더욱 복잡하였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통사적인 특징을 비교했을 때 두 가지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다. 하나는
중국어에서는 구두점을 사용해서 장문을 여러 단문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장문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실험에 사용된 원문 텍스트는 광고 홍보 글이라 함축된 어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중국어 원문에서 함축된 통사적 의미를 찾고 대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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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결어미로 번역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보다 많은 인지적 행
위를 수행하였다. 또 하나는 중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 생략된 주어를 찾아내야 해서 이는 또한 중한 번역의 통사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자동화 처리 현상이 비교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연구 참여자는 '원문 다
시 읽기' 그리고 '다른 말로 해석하기' 등 행위를 수행하며 원문의 통사적
인 의미를 처리하려고 하였다.
먼저, 가독성 평가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연구 참여자 S4의 번역 과
정을 관찰하면, 통사적 번역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문장의 연결이라고 하였
다. 즉, S4는 연결어미의 선택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다. 그에 의하면
연결어미를 선택할 때 어떻게 검색할지 모르고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쉬
운 연결어미로 문장을 번역한 것이었다. S4의 번역문을 살펴보면,'-아/어
여'와 '-고', 그리고 '-며'와 같은 연결어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S4 사후 인터뷰
그리고....문장의 연결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지 잘 모르겠다.. 연결어미
를 말한 것이다... 나는 그저 몇 개의 문법만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특히'하여
'...'-(으)며'를 많이 사용하였다. 다 간단한 구어 문법이고.. 좀 수준이 낮은 문
법 표현인 것 같다..
【연구 참여자 S4의 사후인터뷰】

연결어미의 선택 외, 연구 참여자 S5는 중국어 원문을 한국어로 전환했
을 때 한국어 구조를 구성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주
어는 문장의 어느 부분에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많았다. 그래서
그의 발화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 밴드는 어디에 둘까? 뒤에 두자'와 같은
발화가 많았다. S5의 사고구술을 살펴볼 때, 그는 번역기를 돌려서 문장
번역을 시도했다. 그리고 번역기에 나온 문장을 기초로 하여 조금만 수정
한 후 번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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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 사고구술 과정
→...(생략)운동하지 않는 상태 발생하는 높은 빈도

번역과정 기술

활동을 여과시켜...운동하지 않는 상태 발생하는 높은

→첫

빈도 활동을 여과시켰다...여과시켰습니다.

에 대해 고려 중이었다

문장의

종결어미

→여기서 높인말을 쓸까? 이 텍스트는 설명서라 높
인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럼'시켰다'를 쓸

→문체

것이다.

면서

→...(생략)보수 계산의 정확도, 크게 올렸다...(생략)

하였다

특징을
종결어미를

고려하
사용

그럼 앞에서 '여과시키고'를 사용해야 할 것 같다. 뒤
에서 동의구(병렬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그럼 '여
과시키고，보수 계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연결 어미 다시 선정

라고 번역하겠다.
【연구 참여자 S5의 사고구술】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중국어 원문에 없는 주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추가해야 될 상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연구 참
여자는 앞 문장 또는 전체 텍스트의 맥락을 통해 주어를 찾는 행위를 수행
하였다. 다음 예시에서 반영한 것처럼 연구 참여자 S5는 중국어 원문에 없
는 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사고구술 과정이다.

원문
번역문

让你根据心率情况自由规划运动时间和运动量
고객님은 심장 박동율의 상황에 따라 운동 시간과 운동양을
자유적으로 계확할 수 있다.
심장 박동율의 상황에 따라 시간과 운동양을 자유적으로 规
划，자유적으로 계확한다. 근데 여기서 주어가 불일치하네.

S5
사고구술

그럼 '해서'를 사용해도 돼나? '측정해서 운동 중 심장 박동
율를 실시적으로 측정해서', '고객님은', 여기서 '너'는 '고객
님'을 의미하잖아.. 고객님을 써도 되지? 좀 이상하지만, 일
단 써보자.
【연구 참여자 S5의 번역문 및 사고구술】

이상의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는 이해 단계에 비해 생산 단계에 더 많
은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 참여자가 중국어 모어 화자이고 한국어를 제2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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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중국어 원문 이해보다 한국어 생산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비록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번역행위를 수행하면서 번역 과정에
발생한 문제해결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의 번역행위는 비교적
단순했다. 그들이 주로 사전 찾기, 언어 내 반복 읽기 등 아주 단순한 번
역 행위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절한 한국어 등가
어를 찾기 위해 바꿔 쓰기를 하는 절차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어 표
현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수준이었다.

2.2. 2차 분석: 통합적 분석

1차 분석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번역 과정과 번역결과에 대해 자세히 기
술하였고 2차 분석에서는 통합적 분석으로 번역 과정에 나타난 전형적인
양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2.2.1. 중-한 번역에 대한 학습자의 두려움 양상

번역의 하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생리학적 요소로 정의적 요인
(affective

factor),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

상위적

요인

(metacognitive factor)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번역 과정에 관
한 정서적인 요소로 태도와 동기, 그리고 불안 등이 있다. 인지적인 요소
로는 번역 과정에서 기억, 지각, 주의력, 감정 등이 있고, 상위적인 요소로
는 번역 학습에 대한 신념과 학습 전략 등과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주
로 연구 참여자의 정서적인 요소와 상위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번역과 번역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알아보았고 학습자는 번
역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학교의 번역 수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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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도달할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졸
업 후 번역과 관련 일을 종사하고 싶어하고 6명 중 4명이 통번역 대학원
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습자의 이러한 높은 학습 요
구는 그들의 번역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학 번역 교육을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학교의 번역 학습을 통해 특정 분야
에 대한 전문적인 번역능력을 갖추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중, 연구 참
여자 S1은 간단한 번역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번역능력을 갖추면 된다고
답하였고, S4는 나중에 취직할 때 번역 업무를 할 수 있는 번역능력을 갖
추었으면 한다고 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각각 다른 학습 목표는 그들
의 번역 과정과 번역학습에도 재미있게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
자 S1은 번역 활동을 수행할 때 보다 좋은 번역을 산출하기 위해 애를 쓴
다고 하기보다는 그저 원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S1과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 그는 번역 학습은 단지 특
정 문야 어휘에 대한 학습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한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불안 요소는 그들의
번역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학습자는 중-한 번역 과정
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중에
몇몇이 번역한 과정에 어렵다고 발화하며, 번역 실험이 끝난 후에도 ‘중한 번역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특히 언어능력이 가장 약한
연구 참여자S4의 번역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른 연구 참여자는
번역 과정에서 어렵다고 발화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사후인터뷰에서 중한
번역이 어려워서 한국어답지 않은 한국어를 번역할까 봐 염려하였다.

S5-사고구술실험:

아,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 중-한 번역이 너무 어렵

다.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는 번역할 때 주의력이 떨어지고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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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번역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안은 평소의 번역
학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S4-사후인터뷰: 선입견 때문에 중-한 번역이 한-중 번역보다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거부하는 느낌도 있다. 평소에는 중-한 번역 업무와 연
습을 조금만 피하는 경우도 있다.

번역 과정과 번역학습에 있어서 상위적인 요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상위인지(metacognition)란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과 방법을 지칭한다(Elaine Kolker Horwitz, 2010: 19). 번
역 학습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의 번역 학습 내용이 주
로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측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부 연
구 대상자는 번역 학습 내용에 텍스트적 지식과 번역 전략적 지식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는 번역 학습 내용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번역 학습
전략에 대한 조사에서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
였고, 연구 참여자 S3은 신화망에서 기재된 중국어와 한국어 병렬텍스트를
활용해야 번역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S3외, 다른 연구
참여자는 번역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했으며, 수업 외, 번
역 학습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따라서 번역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하며, 그들의 불안
요소를 최대한 해소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번역 학습을 도울 수 있
도록 번역 학습의 내용과 학습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2.2.2. 번역 선 이해 지식의 부족 양상

번역 선 이해 지식은 번역자가 번역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갖고 있는 번

114

역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번역능력이론에서 번역지식 능력, 전문도구 사
용 능력, 그리고 번역 전략적 능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번역에 대
한 선 이해 지식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갖출 수 있고,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서도 갖출 수 있다.
먼저 번역지식 능력은 번역에 대한 지식과 번역사로 취직할 때 업무에
대한 지식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1) 번역에 관한 개념(번
역, 번역 과정, 번역능력 등) 및 번역이론, 번역 단위 유형, 번역 문제해결
방법; 그리고 (2) 번역시장에 대한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 전문 도구
사용 능력은 말 그대로 번역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사용능력
을 뜻한다. 그중에서 특히 번역 과정에 많이 사용되는 사전, 문법 지침서,
병행텍스트, 코퍼스와 검색 엔진 등과 관련이 있다. 이외에, 번역 전략적
능력은 번역 과정에 발생하는 번역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수준 높은
번역물을 생산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PACTE(2003)
에 따르면, 번역의 전략적 능력은 번역능력의 핵심적인 능력이며 이는 번
역 과정을 계획하는 상위적인 능력,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번
역 텍스트를 평가하는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번역 과정에서 학습자의 번역지식 능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번역지식 능력에 대해 간단한 조
사를 진행하였다. 번역 개념과 번역이론에 대한 학습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습자 경험이 있는 학습자군은 번역 개념과 번역이론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교재에 대한 조사로 교재에서는
번역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다음, 번역능력에 대
한 물음에 연구 참여자 S1은 번역능력이 바로 이중언어능력이라고 답하였
고 S2는 이중언어능력 외, 번역 전략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S3는
번역능력은 출발어 이해 능력과 도착어 전환능력이라고 답하였다. 다른 번
역에 관한 개념(번역 단위, 번역 과정)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
다. 번역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구 참여자들이 번역
할 때 어휘와 문법 표현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었던 것에 있다. 번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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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원문에 대해 어느 정도 충실해야 할지 그리고 도착문에 대한 재창조
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어려움
을 겪는다.
전문 도구 사용 능력에 있어서 모든 연구 참여자는 전문 도구 사용의 횟
수나 전문 도구 사용의 종류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수업에서 전문 도구 사용에 관한 지식을 전혀 배운 적이 없
다고 하였다.

<표 Ⅲ-11> 학습자 보조수단 이용 횟수
구분
중-한 사전
한-중 사전
네이버 검색
기타
합계

S1
17
0
5
0
22

S2
9
1
0
2
12

S3
11
3
0
0
14

S4
13
0
0
0
13

S5
11
0
1
2
14

S6
24
3
0
2
29

번역 전략적 능력은 번역능력의 핵심적인 능력이며 연구 참여자들의 학
습 요구가 가장 높은 능력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기존의 번역 수업은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연구 참여
자들의 회상보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번역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번
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 군과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 군들이 사용한 번역 전략을 비교한 것이다.

문제분류

해결 결과

번역행위

해결 결과

→의문이

→중-한 사전 찾기
运动手环

S2-스포츠
드

밴

→영-한 사전 찾기

S 5 - 운 동

→검색엔진

뱅글

이미지

기능 이용하기

번역행위
→사전 찾기
어도

그대로

사용하기
('이상하지만
일단

이거로

번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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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한-중 사전 찾기
步数

S2-걸음 수

→검색엔진

사용하

S6-보수

→사전 찾기

기
→표현 바꾸기
('检测'감시하고
检测

S2-측정

측

정하다? 검사하다?
모니터링하다,

'检

测，’心率检测‘심박
수 측정하다)
→번역 포기

(触控)操

S6: 터치

作

('操作'를

생

략했다.)
언어외적

코

멘: '이런 의
高频率活

S5: 높은 빈

미가

농축된

动

도의 활

한자어를

번

역하기에

너

무 어렵다'

이상의 표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번역 상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일부
연구 참여자는 보다 많은 번역 전략을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사용한 번역전략 역시 제한적이었다. 다른 일부 연구
참여자는 비교적으로 적은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먼저, 기
존의 번역교육은 학습자의 번역자 능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교육
시간의 제한과 수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그의 효과가 뚜렷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번역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번역지식 능력, 전문 도구 사용 능력 그
리고 번역 전략적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교육 내용을 배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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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중-한 이중 언어·문화 지식의 분리된 양상

PACTE(2003)에 의하면 이중언어 구사자들은 이미 기본적인 번역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바로 이중언어능력과 언어외적능력이다. 중-한 번역 과
정에서 요구되는 이중언어능력은 출발어(즉 중국어)와 도착어(즉 한국어)
의 이해·표현 능력을 뜻할 뿐만 아니라 두 언어를 번갈아 사용할 때 간섭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 능력도 포함되며, 두 언어에 관한 어휘적 능
력, 통사적 능력 그리고 텍스트적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언어외적 능력은
출발어 나라(즉 중국)와 도착어 나라(즉 한국)의 문화에 관한 지식, 세계
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그리고 특수 분야에 관한 주제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6급을 통과했
으며, 고급한국어 학습자에 해당한다. 이에 그들이 이미 두 언어에 대한
어휘적 능력, 통사적 능력 그리고 텍스트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교육 배경 하에 한국어를 습득했지만 개인
차이 등으로 인해 그들의 한국어 실력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의 언어능력과 그들이 번역한 텍스트의 가독성 평가를 비교
해 보도록 한다. 한 번의 시험 점수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들의 언어능력은 번역능력과 큰 관련이 있을 것
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이 대조표(표Ⅲ-12)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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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언어 성적과 가독성 평가 대조표
국어 성적
사례별

(총

영어 성적

150점)
S1

113

S2

110+

S3

120+

S4

113

S5

132

S6

129

대학영어
535점
IELTS 7.0
대학영어
512점
대학영어
470점
대학영어
532점
대학영어
505점

한국어
학습 시간
3.5년
3.5년
3.5년
2.5년
2.5년
2.5년

한국어 시험

(총 300점)
2017.01
268점
2016.04
252점
2016.04
248점
2017.04
255점
2017.04
255점
2017.04
257점

가독성 평가

3.25점
4.75점
3점
2.5점
3.25점
2.75점

먼저, 이 실험을 참석한 연구 참여자들의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
능력은 중국 대학생의 평균 수준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들의 국
어 성적을 보면 모두 1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그중 연구 참여자
S3, S5, S6의 중국어 능력(국어 성적)은 특히 뛰어나다. 그들의 중국어 능
력은 이번 중-한 번역 과정에서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실험 전에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학습자의 영어 능력은 오히려
번역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는 대학교 때 영어를 복수전
공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비슷하였으나, 그중에 S2의 영어 능
력이 특히 높은 것으로 실험 점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
고구술을 통해 그들이 ‘한국어다운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한자어보다 외
래어를 선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는 이
텍스트는 전자제품에 관한 광고 홍보 글이라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번역 과정을 보면 중-한 사전 이
용 외에, 중-영 사전과 영-한 사전도 많이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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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사용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 S2는 다른 학습자에 비해 익숙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S2는 번역 과정에서 중국어-영어-한국어 외
래어의 전환 능력이 다른 학습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2 사고구술:
运动手环- becket-밴드
触手可及-touchble-터치볼-손쉽게 알아내다
全新的-bran-new-신품인
显示屏-display-디스플레이
里程-mileage-마일리지
升级-upgrade-업그레이드
高频率活动-frecuncy activity
测量-measure
科学运动-scientific/scientificly

S2의 번역 과정을 살펴보면, 升级(업그레이드)와 显示屏(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미 학습된 외래어는 바로 한국어로 직접 발화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외래어는 중국어-영어-한국어 세 단계를 거친 것이었다. 이는 영어를 제1
외국어로 배운 중국인 학습자가 영어로 다양한 분야에 관한 텍스트를 접했
고 장기기억 속에 더 많은 특정 분야에 관한 영어 어휘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공부하는 기간은 비교적
짧았고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특정 분
야에 관한 한국어 어휘를 많이 습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중국어와 영어 외에, 중-한 번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는 한국어능력이다.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학습 기간이 비교적으로 긴 S2
와 S3의 한국어능력이 S1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번역
학습 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 S4, S5, S6은 모두 대학교 2학년 때(2017
4월) 이미 한국어능력 시험 6급을 통과했으며, 점수(255점, 255점, 257
점)도 아주 비슷하였다. 그러나 번역문의 가독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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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4.75점) ＞ S1(3.25점)=S5(3.25점) ＞ S3(3점) ＞ S6(2.75점) ＞ S4(2.5점)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능력은 번역능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1차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어휘적 측면에서의 전환이 빠른 반면,
통사적 측면에서의 전환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들이 번역한
번역물을 보면, 어휘적인 오류가 있었고 한자어의 직역으로 인한 어색한
표현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와 번역투는 평가자들이 가독성
평가에서 감점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오류가 발생한 어휘는 주로 학습자들
이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없는 특정 분야 어휘와 전문 어휘들이었다. 그리
고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어휘 번역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전
이용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사후인터뷰에서 특
수 분야 어휘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였다.
어휘보다 연구 참여자들이 통사적 전환에 있어서 더 많은 인지적인 부
담을 겪었다고 사후인터뷰에서 밝혔다. 연구 참여자와의 사후인터뷰를 통
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비록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이
미 고급 문법까지 배웠지만 번역을 할 때 쉬운 문법 표현만 반복적으로 사
용하고 있었다. 둘째, 번역 과정에서 상황별로 문법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
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한국어 학습 과정과 번역 학습 과정에 모두 반
영되지 못하였다.

S4 사고구술: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 어떻게 연결해야 자연스러운
지...나는 연결어미 여러 개를 써서 그들을 다 연결시켰는데.. 내가 쓰는 연결
어미는 '아/어여, -(으)면, -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 거의 다 쉬운 표현이고
서면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좀 고급스럽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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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 사고구술:
문법이 사실 어렵지 않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어려웠다. 그러
니까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 하에 어떤 문법 표현을 더 많
이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다. 선생님은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문법이 많이 사용되는지 알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번역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문법 표현을 선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적인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는 텍스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고백하였다. 평소 교재 외에 다른 유형의 텍스트를 많이 접하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 전략에 관한 지식도
배운 적이 없다고 하였다. 사실 연구 참여자의 번역 과정에서 그들은 텍스
트 특성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사후인터뷰에서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은 그들이 번역한 글이 광고 홍보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번역 과정에서 텍스트의 특징과 번역 과정
의 주의 점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S5 사고구술:
'步步精准'란 어휘를 번역했을 때 많이 고민하였다. 이 글은 광고들이잖아. 중
국어의 광고글은 간단하는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길어졌다. 그래서
좀 더 쉬운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어서 고민 많이 했다.

이 외에, 언어외적능력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 입학 전 모두
중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으며,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갖춘 학습자들이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의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교에서 받은 한국어 교
육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국어를 배운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지식
도 교육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두 한국 유학 생활 경험이 있는
학습자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춘 학습자임을 확인하였
다. 이번 실험에 사용한 텍스트는 문화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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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에서도 서술했
듯이 연구 참여자는 특수 분야와 전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과 언어 지식
(어휘, 통사, 텍스트)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로서의 이중언어능력과 언어
외적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이는 번역자로서 충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한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 특
히 번역교육에서 학습자의 통사적 처리 능력과 텍스트처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능력의 훈련은 언어 대조지식과 텍스트 지식의 소개
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그리고 주제와 연결하여 지식을 소개
하고 연습을 통해 훈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2.3. 번역교육을 위한 시사점

이장에서는 <학습자 설문조사>, <번역물>, <번역 과정 기록표>, <가
독성 평가 결과>, 녹취자료 <사고구술>, <회상보고>, <사후인터뷰> 등
자료에 대해 세밀히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번역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비록 일부 연구 참여자는 번역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지만 그들이
다른 연구 참여자보다 번역능력이 눈에 띄는 정도로 뛰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 번역교육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와의 사후인터
뷰에서도 밝혔듯이 그들이 번역 수업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만, 기존의 번
역교육은 그들의 학습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교사
중심 번역교육과 결과 중심 번역교육의 문제점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
다. 따라서 교사 중심과 결과 중심의 번역교육에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 및
과정 중심의 번역교육으로 교수·학습법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수
준에 맞는 주제 그리고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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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번역결과가 아닌 번역 과정에 집중하여, 학습자가 번역 지식 능력,
전문 도구 사용 능력 그리고 번역 전략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토론 활동과 협력 번역 등 다양한 상호작용 활
동이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재에 있는 텍스트가 아닌, 실제 번역 상황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텍스
트를 연습 텍스트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중-한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학부 단계의 학습자들이 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히 높은 수
준의 번역 능력을 요구받게 되는데 학습자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해 번역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따라서 어휘와 문법을 가르치고 기
계적인 번역 연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제지식이 있는 전문 분야의 텍
스트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연
구 참여자의 번역 과정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번역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의 하나는 관련 분야의 주제 및 전문 용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후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는 주제지식에 대한
학습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번역 수업을 진행하기 전
에 학습자의 사전 주제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사가 주제지식을 소개
하거나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련 분야의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주제
지식을 확보하는 활동 등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번역이론과 번역 실천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사후인터뷰에
서도 밝혔듯이 학습자의 번역 실천 경험이 아주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번역이론에 대한 학습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번역이론은 학습자들이 번
역할 때 표현을 선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번역이론에 대한 학습은 학
습자의 번역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단순히 번역이
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연습과 융합하여 가르쳐야 한다. 특히,
사후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학습자는 문장의 전환이 매우 어렵다고 고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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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들의 번역물에서 직역으로 인한 어색한 문장이 발견되었다. 따라
서 번역 수업에서 교사는 번역이론을 소개한 후, 바로 문장 번역 연습을
시켜 이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번역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의 번역물을 살펴보면, 표기법과 띄어쓰기와 같은
기초적인 면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 참여
자들이 번역 과정에서 번역문에 대한 검토 과정이 없었던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오류는 가독성 평가 수준을 저하시키는 이
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번역 수업에서 자가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
등의 활동을 부여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함으
로써 그들의 상위적인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실험에서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 과정 중심
번역 수업의 실제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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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정 중심 중-한 번역교육의 실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과정 중심 접근을 바탕으로 학
습자의 번역물과 번역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학습자의 번역물과 번역
결과에 나타난 양상 및 특징들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번역교육을 위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통적인 번역교육은 교사가 수업에서 일방적으로 번
역이론과 번역 전략을 가르치고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한다. 그
다음학습자는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교사가 제시한 원문 텍스트
를 번역하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수업에서 교사는 모범 번역 텍스트를 보
여주면서 학습자들이 번역한 텍스트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러한 번역 수
업은 단조롭고 학습자의 능동성을 유발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자
의 번역물만으로 학습자의 번역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번역 문제가 발생하
는 진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모범 번역문을 모방해서 번역하는 것은
앞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번역교육은 전통적인 결과 중심 번역교육에 탈피하여 과정 중심
번역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정 중심 번역교육은 학습자의 번역능
력과 번역능력이 번역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번역자가 번역 과정
에서 일어나는 사고활동, 번역 행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번역 지식, 전
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써, 번
역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정 중심 번역교육은 번역결과
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과정을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학습자의 번역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과정 중심 번역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 첫
째, 학습자에게 번역 과정의 지도 방법에 대한 인식을 갖추도록 한다. 번
역 연습을 시키기 전에 번역 방법, 번역이론 그리고 번역 전략에 대한 지
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번역문의 어휘 및 표현 사용의 정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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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하는 것보다는 번역문을 생산하는 과정을 논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오류를 생산하는 원인, 그리고 올바른 어휘 및 표현을
산출하는 원인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하나의 모범 번역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과정 중심 번역 수업에서 교사나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는
협력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수업에서 토론 그리고 협
력 번역(translation workshop)과 같은 활동을 도입하면 학습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번역문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그들의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과정 중심 번역 수업은 학습자의 자아의식을 키워 줄 수 있다. 이 수업
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번역 과정에서의 번역행위와 사고를 인식하여 적
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등을 동원하여 번역을 수행
한다.
이 장에서는 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실제 번역 과정을 질적으
로 분석한 사례를 바탕으로, 번역 행위의 주체인 학습자의 번역 과정에 도
움이 되는 활동들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
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과정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여 실제로 학습자
의 번역 과정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실제 번역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 토론 및 주제 선정
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높이고, 병행텍스트 분석을 통해 학습자는
사전 주제지식을 확보하며, 또한 대량적인 긴 문장의 전환 연습을 통해 학
습자의 실제 문장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과정 중심 중-한 번역교육의 목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과정 중심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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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이론 및 교육이 갖는 특징을 소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제 중국
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번역 능력의 양상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번역교육은 과정 중심과 학습자 중심의 번역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번역능력 향상과 그들의 학습 요구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목표는 과정 중심 교육과 학습자 중심 번역교육에 있
다. 즉, 언어학 측면에서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모범문을 비교하여 모범문
을 모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번역 과정
의 각 요인에 주목함으로써 번역 과정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함께 향상하
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는 더욱 능동적으로 번역행위를 수행하
고 더 나은 수준의 번역문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졸업 후 회사에서 일반적인 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번
역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학습자의 번역능력은 단순히
이중언어능력이 아니라 언어외적 능력, 전략적 능력, 도구 사용 능력, 번역
지식능력, 그리고 심리-생리학적 능력 등 다양한 하위 능력을 포함된다.
이러한 능력 중에서 이중언어 구사자로서 이미 갖춘 중-한 이중언어능력
과 언어외적 능력도 있고 번역교육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번역 지식 능
력, 도구 사용 능력과 번역 전략적 능력도 있으며, 번역의 모든 하위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생리학적 요소도 있다. 이러한 하위 능력은 학습
자의 중-한 번역 과정과 번역결과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 과정 중심 번역
교육은 바로 이러한 번역의 하위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각 하위능력의 신
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번역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설정
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한 번역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적인 부담을 해소해 주고 번역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능등적으로 번역 행위를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번역능력의 하위 능력으로 이중언어능력과 언어외적능력을 향상하
도록 한다. 번역 수업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일반적인 한국어교육과 구별되
어야 한다. 즉, 수업에서 한국어의 어휘적 지식, 통사적 지식, 텍스트적 지

128

식 등을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번역에 관한 다양한 주제 또한
분야와 연결시켜 주제 어휘, 특수 분야 어휘, 텍스트 유형 및 통사적 특징
등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기본적인 번역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로서 갖
추어야 하는 번역지식능력, 전문 도구 사용 능력, 그리고 번역 전략적 능
력등을 신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번역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 수행을 통해 그들의 실제 번역 능
력을 향상해야 한다.
넷째, 학부의 번역교육은 교육 시간의 제한으로 학습자의 번역능력을 전
문가 번역능력으로 향상하기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번역능력은 끊임없는
상승의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번역능력을 평가하고
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의 번역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
요하다.
이상의 논의한 바에 따라 중국 국내 한국어교육에서의 번역교육의 목적
과 목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졸업 후, 중-한 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
의 번역능력을 신장한다. 즉, 번역과 번역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목적

태도를 바꾸고 그들이 능동적인 번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goals)

준다. 그다음, 그들의 중-한 번역능력, 언어외적 능력, 번역지
식 능력, 전문 도구 사용 능력, 번역 전략적 능력 등을 향상시
키도록 한다.
1. 번역이론 번역능력과 번역 과정 등 번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2. 이중언어 구사자로서 가진 언어능력과 언어외적능력을 활성

목표
(objectives)

화시켜 번역 과정에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번역하도록 한다.
3. 번역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번역 지식, 전문 도구
그리고 번역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4. 자신의 번역능력을 인지하고 번역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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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중심 중-한 번역교육의 내용 및 방법

2.1. 번역 선 이해 지식 구성

앞선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번역교육은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
며, 그들이 번역과정에서의 불안감을 최대한 줄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우선, 사전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는 번역에 대한 학습 요구가 높지만 전
통적인 번역교육은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학습자는 번역 수업
수강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효과적인 번역 수업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해야만 가능하다. 앞선 조사를 통해
학습자는 효과적인 번역 수업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
하는 수업 방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습
자의 번역 학습 요구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을 통해 학습
자들이 어떤 수준의 번역능력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분야에 대한
번역 학습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번역 수업을 원하는지 등 다양한 측
면으로 학습자의 번역 학습 요구를 자세히 조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수
업 전 토론 활동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번역에 대한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그들이 관심 있는 번역의 주제와 분야를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중-한 번역과정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
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연스럽지 못한 한국어로 번
역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다시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다운 한국어'는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다운 한국
어'에 대해 알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산해 내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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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번역교육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머물고 있다. 모
범 텍스트를 보여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범 텍스트를 모방하여 번역하
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모범답안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생산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 왔다. 하지만 짧은 학습 시간을 통해 모방 텍스트
의 수준으로 번역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의 두려움을 유발할 가능
성이 크다. 번역교육은 학습자의 이러한 두려움부터 해결해야만 효과적인
번역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에게 번역에 대한 선 이해 지식
을 소개하는 것이 학습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번역 선 이해 지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번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번역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면, 그들이
번역을 수행할 때와 번역 학습을 진행할 때에는 보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
이다.
앞선 논의를 통해 번역교육은 학습자 중심 수업이어야 하고 과정 중심
수업이어야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학습자의 중-한 번
역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중-한 번역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 수업의 첫 강의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2.1.1. 질문법을 통한 번역 선 이해 지식 형성

질문하기는 교실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육 방법이다. 교사가 토론 활
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에 토론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토론의 방향
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질문하기는 상호 의사소통의 성격을 띠고 교수-학
습 활동에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다.
질문하기의 대표적인 예시로 실제적 질문(authentic questions)이 있는
데 이는 실제적 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전 경험을 활성화하여 그들의 지식 구성을 돕도록 한다. 따라서 학습자
의 실제 번역경험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학습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번역에 대한 인식을 신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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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질문과 대답하기
학습자의 번역 학습 요구를 조사하고 그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
목표

도록 한다. 그리고 번역에 대한 선 이해 지식 형성을 통해 번역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번역 수업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절차

교사 질문하기 -학습자 대답하기
1. 번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좋은 번역물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무엇인
가요?
3. 좋은 번역물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4. 번역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5. 번역 학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업을 통해 어떤 수준의 번

교실
언어

역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까?
6. 번역 업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대한 번역 업무
를 수행했습니까?
7.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8. 평소에는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9. 원하는 수업 활동이 있습니까?
10. 원하는 번역 주제가 있습니까?
11. 원하는 수업 자료가 있습니까?
F 학습자들로 하여금 첫 강의를 통해 번역과 번역 학습에 대한

정리

인식 변화를 기술한다. 그리고 자세한 학습 목표를 기술한 후,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난 후, 번역 수업과 수업에서 자신의 표현
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이 번역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번역수업을 통해
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
해 번역에 대한 학습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번역 학습에 대한 동기를 생
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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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토론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 지식 활성화

토론은 질문하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교육 기법 중의 하나이다.
학습자는 교실 내 토론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번역에 대
한 선 이해 지식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구성한 지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토론 활동은 학습자의 능동성과 사고
력을 높일 수 있는 교실 활동으로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사학습자 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번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번역물에 대한 인식 능력이다. 이
때, 학습자들의 인식 능력을 높이도록 번역물 품질에 대한 토론 활동을 부
여할 수 있다. 즉, 교사가 학습자에게 품질이 서로 다른 번역물을 보여주
면서 학습자들과 함께 좋은 번역물의 기준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다. 그리고 번역에 대한 인식 능력과 못지않게 번역과정에 대한 인식도 아
주 중요하다. 학습자는 번역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인식을 갖
춘다면 중-한 번역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과정
에서 어떤 번역능력이 필요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토
론 3 활동은 학습자의 번역 경험과 연결하여 사회적인 측면에서 번역 학
습의 중요성을 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번역 시장과 번역사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갖추고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도록 한다. 마지막 활동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수
업 방식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수업 요구를
듣고 수업의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활동 2> 토론 활동
목표

학습자들이 번역 선 이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절차

조별 토론 - 전체 토론 -정리

토론

F 첫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이상의 설문지 조사를 배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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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들이 응답한 후 다시 수렴하고 수업 토론 활동을 진
행한다.
토론 ➀: 교사는 사전에 준비한 두 세트의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
스트를 학습자에게 보여주면서 어느 텍스트가 잘 번역했는지를 질
문한다. 이유를 같이 탐구한다.
« 중요한 것은 이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번역이론을 간단하게 설
명하면서 번역의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
자에게 알려준다.
토론 ➁: 교사는 학습자들과 번역과정의 단계를 함께 탐구해 나가
도록 한다. 그리고 각 단계에 필요한 번역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낸다.
활동

« 학습자들과 함께 번역과정 모형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각
단계에 필요한 번역능력을 소개하면서 번역능력은 한 번에 높
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 아니고 학습 전략을 통해 상승하는 점
을 알려 준다.
토론 ➂: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번역 경험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번역 학습의 가치 및 어려움을 논하도록 한다.
« 현재의 번역 시장과 번역사 진로에 대한 토론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토론 ➃: 수업의 목적과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
다.
«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 원하는 번역 주제, 원하는 수업 자료, 원
하는 수업 활동 등을 조사하고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
사는 앞으로의 수업에 선택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F 학습자들로 하여금 첫 강의를 통해 번역과 번역 학습에 대한

정리

인식 변화를 기술한다. 그리고 자세한 학습 목표를 기술한 후,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난 후, 번역 수업과 수업에서 자신의 표현
을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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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한 이중 언어·문화 지식 활성화

앞서 지적했듯이, 비록 학습자는 모국어 학습과 한국어 학습을 통해 많
은 이중언어·문화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이 번역활동을 수행할 때 이러
한 지식을 동원하지 못하였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중국 국내 대학 한국어 학과 학습자들은 번역교육
을 받기 전에 이미 이중언어 구사자로서 어느 수준의 번역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번역능력은 번역의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이중언어능력과 언
어외적능력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가진 이중언어능력과 언어외
적능력은 번역에 활용하기에 아직 부족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교육
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이를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연결
하여 활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번역을 위한 기본 번역능
력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휘지식, 통사적 지식, 텍스트적 지식, 사회 언어
적 지식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를 번갈아 사용할 때 간섭 요
인을 제어하는 능력도 포함되고, 두 나라의 다양한 분야(정치, 역사, 문화,
무역, 과학기술, 의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 포함)에 사용한 특정 언어를
비교하여 사용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학습자는 이러한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번역자로서 학습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위계화하여 제시한
다.

기본 번역능력 교수·학습 내용
1. 중국어 이해 능력(어휘적 지식, 통사적 지식, 텍스트적 지
식)
이중언어능력

2. 한국어 표현 능력(어휘적 지식, 통사적 지식, 텍스트적 지
식)
3. 중국어와 한국어 언어 대조 지식

언어외적능력

1. 중국과 한국 문화 대조 분석 능력
3. 특수 분야에 대한 주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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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를 대조·통
합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둘째, 이중언어지식은 언어외적지식과 통합해서
교육해야 함을 강조한다. 번역 수업은 시간이 짧고 실용성이 강하다는 특
징이 있어서 특정 분야를 바탕으로 언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때 병렬텍스트에 대한 분석 활동은 학습자들이 이미 갖추어진 언어·문
화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한 중-한 문장 전환 연습을 통해서 실
제적인 언어 대조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2.2.1. 병렬텍스트를 통한 언어·문화 대조 지식의 구성

병렬텍스트(Parallel text, 병행텍스트)는 전문가 번역교육에서 많이 활
용하고 있다. 병렬텍스트에는 다양한 종류14)가 있지만, 본고에서 말하는
병렬텍스트는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등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서로
독립적인 원천 텍스트와 대응되는 도착어 텍스트를 뜻한다. 예를 들어 레
노버(联想) 모 핸드폰의 중문 제품소개서와 삼성 모 핸드폰의 한글 제품소
개서, 중국 자금성 관광지의 홍보문과 한국 경복궁 관광지의 한글 홍보문
등이 그것이다. 이때 병렬텍스트는 번역할 글에 대한 주제지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어휘, 문장 표현, 그리고 형식의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뿐
만 아니라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를 같이 보여주는 것은 두 언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전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병렬텍스트는 교사가 제시해 주는 것도 좋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는 것도 좋다. 특히 최근에는 신화사(新华社)와 인민망(人民网)과 같은
사이트에서 중국어 뉴스와 한국어 뉴스를 함께 제시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14) Hartmann(1980)는 평행텍스트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A는 형식과 내용이 완전
일치된 역문과 원문; B는 형식이 만장일치하지 않지만 기능이 같은 역문과 원문; C는
원천언어는 다르지만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사용되는 독립적인 텍스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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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병렬텍스트를 확보한 후에 학습자들로 하
여금 병렬텍스트를 분석하도록 한다. 우선, 수업하기 전에 중국어 텍스트
와 한국어 텍스트를 비교해서 대응된 어휘 및 문장 표현을 찾게 한다. 그
다음에는 수업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찾은 어휘와 표현을 공유하
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자료집으로 만들도록 한다. 더 나아가서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먼저 원문 텍스트로 번역 연습을 한 후,
한국어 병렬텍스트를 보여주고 그 차이를 인식하도독 하는 것도 좋다. 수
업 활동은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다.

<활동 3> 병렬텍스트를 분석 활동
목표
절차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와 언어 습관을 인식하여 자연스러
운 한국어 텍스트를 번역하도록 한다.
주제 밝히기-병렬텍스트 찾기-문장 중한 대조 정리하기-발표
F 앞서 학습자와의 토론 활동을 통해 정한 주제를 강의 일정에
배분하여 학습자에게 보내준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습
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병렬텍스트를 찾도록 한다. 그리고
병렬텍스트를 비교해 보면서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를 정리하
도록 한다.
F 병렬텍스트의 분석을 돕기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이 병렬텍
스트 분석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병렬텍스트

주제: 中美贸易战争 미·중 무역 전쟁
1. 주제 어휘 대조 정리:

분석
2. 문법 표현 대조:

3. 기타:

정리

F 교사는 학습자가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에세이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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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표현을 대조·정리한 후, 소형 병렬코퍼스를 만
들고 학습자에게 공유하도록 한다.

2.2.2. 문장 양방향 전환 연습을 통한 지식의 극대화

앞서 학습자는 병렬텍스트를 통해 중-한 언어 구조의 차이에 대한 인식
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다음에는 학습자는 실제 문장 번역 연습을 통하여
이중언어 지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의 번역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대부분 문장보다 더 작은 단위인 어휘와 절을 단
위로 번역을 시도한 양상이 있었다. 그러나 어휘나 절을 단위로 번역할 때
전체 문장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고 번역한 문장이 비교적으로 어색하다.
그래서 번역 수업에서 문장 전환 연습을 부여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문장을
단위로 번역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번역
실천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활동 4> 문장 양방향 전환 연습 활동
목표
절차

학습자의 문장 전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한-중 문장 번역하기- 중-한 문장 역 번역하기-대조
하기
F 먼저 학습자들로 하여금 여러 개의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도록 시킨다.

번역 연습

F 학습자는 자신이 번역한 여러 개의 중국어 문장을
다시 한국어로 역 번역하도록 한다.
F 학습자는 새로 번역한 한국어 문장은 주어진 한국어
문장과 비교하여 그들의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F 번역 후 소감 공유하기

정리하기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번역의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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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번역 하위 능력 통합하기

앞서 논의한 이중언어능력과 언어외적능력은 학습자의 번역과정에 중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번역과정에서 학습자의 번역능
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번역자 능력으로 분류된 번역지식능력,
전문 도구 사용 능력 그리고 번역 전략적 능력은 번역과정에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학부 한국어 학습자들의 부족한 언어능력으로
인해 그들은 번역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습자의
번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이 번역교육에 반드
시 필요하다.

번역자 능력 교수·학습 내용
1. 주요한 번역이론
2. 번역과정, 번역능력, 번역 평가
번역 지식 능력

3. 번역 단위
4. 번역 어려움 및 해결 방법
5. 번역시장 및 번역사 진로
6. 주요한 번역학회
1. 중-한 번역 사전(오프라인 및 온라인)
2. 검색엔진

전문 도구 사용 능력

3. 문법 지침서
4. 중-한 병렬코퍼스
5. 전문 용어 검색 엔진
1. 자국화 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 및 이국화
번역(foreignizing translation)
2. 번역 방법:

번역 전략적 능력

0번역(zero translation), 단어 대 단어 번역(word for
word transla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의역(free
translation),

모방

번역(Imitation

(Variation translation), (recreation)
3. 번역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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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첨가(addition),

생략(Omission),

분할

및

병합

(division and combination), 전환(shift)

2.3.1. 사고구술을 통한 번역의 상위 인지적 지식 구축

앞선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과정 중심 번역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스스로 번역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그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번역능력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번역 지식, 전문 도구, 번역 전략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어려움을 인지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
는 것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번역과정에 어떤 어려움
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번역능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인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번역자 능력 탐구 활동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최종적으로 그들의 번역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활동 5> 번역자 능력 탐구 활동
목표
절차

학습자는 번역과정에 겪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번역자 능력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번역 연습 - 회상 보고 - 피드백하기

1, 번역 연습
학습자에게 중국어 원문 텍스트를 제시해 주고 번역 연습을 하도록
한다. 연습을 진행하기 전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번역과정에
활동

서 발생하는 인지적인 부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내용

« 여기서 원문 표기와 번역과정기록표 등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은 문장에 표기하도록
하고 번역과정기록표에 간단한 노트를 기입하도록 한다.
« 번역과정기록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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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과정 기록표>
n 여러분이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 의견, 질문,
느낌 등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번역을 완성 후 회상보고와 사후인터뷰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1.
2.
3.

2. 회상보고
먼저 조별로 나눈 후, 학습자는 번역과정기록표를 보고 팀원에게
번역과정에 어려움과 자신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조별
로 전형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정리한 후, 대표 한 명씩 발표하도
록 한다.
3. 번역능력 리스트 정리하기
교사는 학습자를 지도하여 번역의 어려움과 그에 대응하는 해결
방법을 정리하도록 한다.
4. 피드백하기
교사는 학습자들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정리하고 칠판에 판서한
후, 학습자들과 함께 토론하다. 이때, 교사는 번역 지식, 전문 도구,
그리고 번역 전략 등 지식과 융합하여 피드백 하도록 해야 한다.

2.3.2. 협력 번역 프로젝트를 통한 번역능력 향상

앞에서 번역능력의 동태적 습득 과정을 논한 바가 있다. 번역능력의 습득
은 동태적이고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과정이며, 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리된 하위 능력을 활성화하여
재구성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의 각 하위능력을 종합적으로 훈

141

련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때 실제 번역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번역
연습은 번역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실제적인 번역상황에서
번역자는 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기(상황 분석)-수행하기-수정하
기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음과 같이 <활동 6> 는 학습자가 배운 번역에
관한 지식을 활성화하여 실제적인 번역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협력 번역 프로젝트는 실제 번역 상황에 반영하여 학습자의 번역능력을 향
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인지적
은 능력도 신장할 수 있다.
<활동 6> 협력 번역 프로젝트
목표
절차

실제적인 번역 상황을 통해 학습자의 번역능력을 향상하도록 한
다.
번역 의뢰 상황 파악하기-번역 업무 수행하기-결과물 통합하
기-피드백하기
1, 준비하기: 번역 프로젝트 상황 제시
교사가 수업 전에 준비해 온 번역 프로젝트를 학습자에게 제시
한다. 조별로 번역 의뢰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주의 점을 서로
공유한다.
2. 수행하기: 번역 업무 수행하기

활동 내용

조별로 번역 업무를 나눈 후, 학습자는 각자 맡은 번역 업무를
완수한다. 조별로 번역물을 통합하고 팀 안에 1차 수정을 진행
한다.
3. 피드백하기(동료 피드백-교사 피드백)
조별로 번역물을 발표하고 학습자들 간에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그 다음에는 교사가 번역물에 나타난 특별한 문제를 다
루거나 유의해야 할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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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 중심 중-한 번역 수업의 실제

앞선 서술한 바와 같이 중-한 번역교육의 목적은 중-한 번역에 대한
언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번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번역자 능력을 활용함
으로써 중국 텍스트를 한국어 텍스트로 번역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중국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번역 과정을 분석하였을 때,

학습자들이 이중언어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 지식을 실제 번역 상황에서 효
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은 한국어 학습자
들이 한국어 언어 지식을 습득하기만 하고 중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대조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 번역 과정에서 적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 번역에 대한 선행 지식
을 바탕으로 번역 실천을 통해 학습자의 실제 중-한 번역능력을 신장하도
록 효과적인 교육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과정 중심 중-한 번역 수업 계획 설계

수업 계획은 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 동안,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등에 대해 미리 구성하는 것이다(김민애, 2014: 984). 수업 계획은
전체 과정 계획, 급별 계획, 단위별 계획, 과별 계획,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여기서 중-한 번역 교육의 교수요목을 설계하기 위해 단위별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김민애(2014)에 의하면 위계별 계획은 수업을 어떻게 묶
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단위별로 수업과 복습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Brown(2007)에 의하면 수업 계획의 원리로 다양성, 논리성, 적절성을
강조하였는데, 즉, 수업을 계획할 때 수업 기법이 다양한가, 조직이 논리적
인가, 시간 속도와 배분이 적절한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김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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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85페이지에서 재인용).
구성주의는 학습자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상정하여 실제 문제
의 해결에 필요한 유의미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신종호, 2014: 946).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학습 전략을 통해 스스로 전문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
자의 학습 양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며, 다수의 학습자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학습자 간 이해 수
준이 상이한 집단의 경우 오히려 효율적인 교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신종호, 2014: 946)'. 따라서 학습자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
을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점차 참여의 범위를 넓혀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성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주제 선정을 위한 토론-번역의 문제 발견 및 해결-실제 번역 상황 처리
등 점차 학습자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 능동적인 학습을 인도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업의 계획을 설계하였다.
교수·학습 단계
참여 유도하기
참여시키기
주도적 학습하기

단원
단원1
단원2
단원3
단원4

교수·학습 활동
<활동1> 학습자 요구 조사 및 토론 활동
<활동2> 병렬텍스트를 활용한 중-한 번역 연습
<활동3> 번역자 능력 탐구 활동
<활동4> 협력 번역 프로젝트

과목: 중-한 번역 교육
학습 목표
학습 자료

졸업 후, 중-한 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
의 번역 능력을 신장한다.
(1) 교사 준비 자료
(2) 학습자 과제
(1) 과제1(20%): 용어 정리 과제
(2) 과제2(20%): 번역 연습 과제

과제 및 고사

(3) 중간 고사(25%): 텍스트 번역
(4) 기말 고사(25%): 텍스트 번역

교시 및 구성

(5) 기타(10%)
2교시*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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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번역이란 무엇인가?
1주

1교시: 학습자 요구 조사
2교시: 이론 소개하기 및 토론 활동
o 번역을 위한 언어능력 강화 강좌1

2주

1교시: 미·중 무역 전쟁
2교시: 북한 미사일 발사

3주
4주
5주
6주

o 번역을 위한 언어능력 강화 강좌2/3/4/5
학습 요구 조사 및 토론을 통해 8개의 주제를 선정한다
« 주제 추후 공지
o 번역을 위한 번역자 능력이 습득 강좌1

7주

1교시: 번역자 능력 소개하기1
2교시: 번역 과정 관찰하기 & 토론
o 번역을 위한 번역자 능력이 습득 강좌2

8주

1교시: 번역자 능력 소개하기2
2교시: 번역 과정 관찰하기 및 토론

9주
10주
11주
12주

o 협력 번역 프로젝트1/2/3
기말 고사

3.2. 과정 중심 중-한 번역 수업 적용의 예시: 단원2

교안은 교수 학습의 계획을 기술한 것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순사로 가르칠 것인가, 어떤 말로 가르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등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는 것이다(김민애, 2014: 515).
과정 중심 번역 수업에는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제
하기 어려운 요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안은 수업 진행의 순서를 제시
하므로 원활한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
정 중심 번역 수업 교안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 교안은 단원2 1과에 해당
한 교안이며 45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짠 교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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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학습 목표
단계

단원2-1 미·중 무역 전쟁 어휘&문법 학습하기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 및 언어 습관을
인식할 수 있다.
학습 활동
과제 제시:
o 교사-학습자:
다음 주에 우리는 먼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난 후, 여러분은
중국과 한국의 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고 이 주제에 관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휘 및
표현을 정리해 보세요,
(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파일은
선생님은 공유할게요. 다음 주 수업하기 전에 복사해
오고 우리는 수업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업 전

주제: 中美贸易战争 미·중 무역 전쟁
1. 주제 어휘 대조 정리:

2. 문법 표현 대조:

3. 기타:

1. 과제 피드백하기
o 교사-학습자:
지난주에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은 뭐예요?
o 학습자 1 대답

수업 중

학습자 2 대답
o 교사-학습자: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팀별로 자기가 찾아온 어휘 및 문법 표현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 각 팀 한 명의
대표를 선정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어 표현'
5개씩을 뽑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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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24

시간

45분

유의점

시간

o 학습자
선생님,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어 표현'은 뭐예요?
o 교사-학습자: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한 중국어 텍스트도
봤잖아요. 이 텍스트에서 나온 표현들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o 학습자: 네.
o 교사-학습자:
좋아요. '내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은데
한국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라고 생각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5개씩 뽑아 주세요.

2. 팀 내 발표하기
학습자는 각자 준비해 온 내용을 팀에서
발표한다.
3. 피드백하기
o 교사-학습자:
팀 대표를 선정했어요? 지금 각 팀의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세요. 어떤 표현을 찾았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o 발표자1-발표자2-발표자3-발표자4-발표자5
o 교사-학습자: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이 찾은 표현은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수업 끝난 후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는 게 어때요?
o 학습자
네, 좋아요!

4. 문단 연습하기
o 교사-학습자:
아까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휘 그리고 문법 표현을 다 배웠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간단한 번역 연습을 할게요. 20분 동안 다
완성하도록 하세요.

147

5. 평가하기
o 교사-학습자:
다 번역하셨죠? 지금은 우리가 한 문장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리리 씨가 얘기해 주세요.
o 학습자1
o 교사-학습자:
너무 잘했어요.

수업 후

주제 용어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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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는 사고구술법을 중심으로 중국인 고급 한국어학습자의 번역 과정
과 번역물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 번역물의 전형적인 오류와
번역 과정에 나타난 학습자의 양상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번역
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중-한 번역교육 관련
이론을 살피고 한국어교육에서 번역교육의 위상을 정립하여 과정중심 번역
교육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음으로, 사고구술과 사후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번역 과정 양상을 살피고 그들이 생산한 번역물을 통해 전형적인
번역오류를 도출하였다. 번역 과정과 번역물의 대조 분석 결과를 통해 기
존 번역교육의 문제점을 밝히고, 학습자의 번역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번역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학부 학습자들이 번역과 번역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
고 있는가? 중국인 학부 학습자들은 한-중 번역에 비해 중-한 번역에 대
한 심리적인 부담이 크며, 중-한 번역교육에 대한 학습 요구가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존 번역교육에 대해 교육 시간과 번역 연습 시간
이 부족하고, 수업 효율이 낮아 언어지식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번역교육이 번역 자료를 다양화하고, 주제지식 및 번역 전략
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국인 학부 학습자들에게서 어떤 오류가 나타나는가? 중국인 학
부 학습자들의 번역결과물에 나타난 오류는 주로 오역으로 인한 오류와 번
역투로 인한 오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오역으로 인한 오류 문
제는 주로 어휘와 문법 형태의 오류이고, 이 중에서도 특히 부사와 동사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법 형태 오류는 주로 조사
와 어말어미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조사 '을/를'와 '이/가'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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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문제가 가장 많았다. 번역투로 인한 오류는 주로 어휘와 구문으로 나누
어 봤는데, 어휘 오류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오류는 한자어의 직역
으로 인한 오류이고, 그다음으로는 전문 용어의 번역 그리고 경어법의 번
역 등 세 가지이다.
셋째, 중국인 학부 학습자들이 생산한 오류는 그들의 번역 과정 양상과
관련이 있는가? 학습자의 번역 과정을 분석, 전환, 재구성 등의 3가지 단
계로 나누어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해 단계에서 문장을 번역 단
위로 선정한 학습자는 절을 단위로 선정한 학습자보다 가독성 평가에서 높
은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번역 과정에 문
제를 겪었을 때 주로 사전과 검색엔진 등 보조수단에 의지한 경향이 있었
다.
넷째, 번역교육을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가? 언어교육만으로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언어교육 외에 학습자의 다른
하위 능력을 가르쳐야 하며, 학습자의 번역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 3명과 번역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 3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
다. 또한 중-한 번역문 다루었기 때문에 한-중 번역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번역교육에 대한 연구와 달
리 번역결과물에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
는 언어적인 교육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번역 과정에 주
목하여 깊이 있게 오류를 발생하는 이유를 찾아내어 더 효과적인 교육 방
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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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례 연구를 위한 사전 설문지>

기본 정보
이름

나이

한국어 학습 기간
TOPIK시험 점수
어느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파견했
어요?
대학입학시험 성적
번역에 대한 학습 및 실천 경험
번역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번역 경험이 있습니까?
졸업 후 번역 관련 일에을 종사하고

대학 영어 성적

싶습니까?
졸업 후 통번역 대학원 진학할 계획이
있습니까?
번역에 대한 인식조사

157

[부록 2] <번역 과정 기록표>

n 여러분이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 의견, 질문, 느
낌 등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번역을 완성한 후 회상보고와 사후인터뷰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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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평가 요청서 및 번역 평가 기준>

독성 평가 요청서 및 평가표
안녕하세요? 본 요청서는 석사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 언어 독자로서, 제공된 텍스트
를 읽고 가독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본 자료는 석사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
로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제공된 번역문을 읽고 텍스트의 가독성 수준에 대해 평
가합니다. 즉, 독자로서 이 텍스트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1-5점으로 평가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텍스트 전체 내용
(2) 한국어 문장 연결
(3) 자연스러운 표현
(4) 문맥상 적절한 어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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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례 연구 참여자 번역물>

[S1 참여자]
운동밴드
보일 수 있는 시각, 너와 함께 걷는 걸음
시간, 보수, 심장 박동 터쳐블
새로운 운동 밴드 2에는 OLED 스크린을 넣어 있고, 라운드 버튼을 가볍게 누름
으로써 현재 시간,보수,심장박동,심지어 도정, 칼로리 등 더 자세한 데이터를 나타
낼 수있 다. 터치 불편한 경우에는 손목을 들면 밴드는 자동적으로 현재 시간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쉽고 편하다.
새로운 보수 계산법, 정확한 걸음
운동 밴드1보다 운동 밴드2는 새로운 하드웨어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고주파 활동을 여과하며, 보수 계산의 정확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매일의 보수 측정 데이터를 더욱더 정확하게 만들다.
정확한 심장 박동 측정, 과학적 운동 자주적 으로 파악
내장된 운동 및 심장 박동 감지 센서로 정확하게 심장 박동의 변화를 내타내도
운동하는 중에 심장 박동에 대한 측정과 제시를 시시로할 수 있고,심장 박동에 따
라 운동 시간과 운동량을 자유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만든다.

[S2 참여자]
스포츠 밴드
보이는 시각, 너와 함께 하는 한 걸음씩
시간, 걸음 수, 심박수 손쉽게 알아낸다
신품인 스포츠 밴드 2.0은 OLED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장착된다. 둥근 버튼을 가
볍게 누르면 현재 시간과 걸음 수, 그리고 심박수, 노정, 칼로리 등 많은 데이터들
이 나타난다. 터치하기 불편할 때 팔을 들면 현재 시간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표시
되므로 사용하기 매우 편하다.
새로운 스텝 수 계산 방법, 걸음마다 정확하다
스포츠 밴드 1.0에 비해, 스포츠 2.0은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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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스텝 수 계산 방법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무운동(無運動) 상태에서의 고주파
활동을 효과적으로 거르고 스텝 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켜 매일 걷는 걸음 수의
측정 수치가 더욱 정확하게 만든다.
정확한 심박수 측정, 과학적 운동을 스스로 지배
밴드 2.0은 내장된 운동 및 심박수 센서를 통해 심박수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
하여 시시각각 운동 중의 심박수를 측정하며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
상태에 따라 운동 시간과 운동량을 자주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

[S3 참여자]
스포츠 팔찌
시간, 걸음 수, 심장 박동율을 쉽게 알 수 있다
참신한 스포츠 팔찌2는 OLED 스크린을 장착되어 있어 원형버튼을 가볍게 닿으
면 현재 시간, 걸음 수, 심장 박동율, 심지어 말리지와 칼로리등 데이터도 뜰 수
있다.버튼을 닿기가 불편할 때 손만 들어도 현재 시간이 자동적으로 스크린에 떠
오를 수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새로운 발걸음 계산 방법, 걸음마다 정확하다
스포츠 팔찌1에 비해 팔찌2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운동 발걸음의
계산방법을 업데이트시켜서 비운동 상태 하의 빈도가 높은 활동을 효율적으로 제
거함으로써 계산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매일 보다 정확한 발걸음 계
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심장 박동율을 정확하게 측정, 과학 운동 빙법을 스스로 파악하게 된다
팔찌 안에 있는 운동과 심장 박동율센서는 심장 박동율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운동 중 심장 박동율을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제시를
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심장 박동율의 상황에 따라 운동 시간과 운동량을 자유
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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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참여자]
운동 밴드
보일 수 있는 시간, 당신과 함께 한걸음
만질 수 있는 시간,걸음,심박수
새로운 운동 밴드2, OLED스크린을 추가하고, 원형버튼을 살짝 누르면 현재 시간,
걸음,심박수,심지어 마이리지,열량 등 더 많은 정보가 보일 수 있습니다.조작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손목을 들면 밴드는 현재 시간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니 빠르고
편리합니다.
새로운 걸음 계산법, 정확한 걸음
운동 밴드2는 운동 밴드1에 비해 새로운 하드 웨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걸음 계산
법을 업그레이드하여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고주파 활동을 효율적으로 여과
하며 걸음 계산의 정확도를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이래하여 매일 걸음계산정보
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심박수 측정, 과학운동을 자주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내부 저장한 운동과 심박수 센서를 통하여 심박수 변화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며
운동중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박수의 상황에 따라서
운동시간과 운동량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S5 참여자]
운동 뱅글
보이는 시각 너와 함께 걷는 걸음
시간 보수 심장 박동율
샤로운 운동 뱅글 2. OLED 스크린을 넣어 동그란 버튼을 살짝 누름으로써 당시
의 시간

보수 심장 박동율 심지어 마일리지 열량 등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새로운 보수 계산법 걸음마다 정확히
운동 뱅글 1과 비해 운동 뱅글 2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에 기반을 두워

새로

운 운동 보수 계산법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다. 운동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
생하는 높은 빈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여과시키고 보수 계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따라서 매일의 보수 계산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심장 박동율을 정확히 모니터링한다. 과학 운동을 자주적으로 컨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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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운동과 심장 박동 센서를 통해 심장 박동율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운동 중 심장 박동율를 실시적으로 측정해서 고객님은 심장 박동율의 상황에
따라 운동 시간과 운동양을 자유적으로 계확할 수 있다.

[S6 참여자]
운동 스마트 밴드
보이는 순간, 너와 함께 모든 걸음
시간 보수 심장박동율 , 다 알 수 있다
새로운 스마트 밴드2, OLED 스크린을 장착하고 원형 버튼을 살짝 누름으로써 현
재의 시간과 보수, 심장 박동율, 심지어 마일리지, 열량 등 데이터를 볼 수 있다.
터치가 불편할 때 손목을 들면 스마트 밴드에서 시간을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
서 아주 편리하다.

새로운 보수 게산법, 걸음마다 정확하게
스마트 밴드 1보다 스마트 밴드2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품을 응용해서 운동 보
수 세는 방법을 형상시켰으므로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고주파 활동을 간과해서
보수계의 정확률을 높이고 하루의 보수 데이터가 보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정확한 심장 박동율 모니터링, 과학적으로 운동을 파악하다
내장된 운동센서과 심장 박동율센서를 통해 정확하게 심장 박동율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시시각각으로 운동 중의 심장 박동율을 감시하고 제시함으로써 심장의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동 시간과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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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사례 연구 사고구술 전사본-예시>
✔ 참여자: S1 (S2 - S6 생략)
✔ 전사기호는 연구자가 정한 바에 따랐다.
'运动手环'，'运动'的话是운동,然后'手环'，查

那就是가볍게

一下'手环'，'手环'这里有'밴드'，那'밴드'可能

示，가볍게 누름으로써,当前时间，현재 시간,

누르다.

通过什么什么即可显

是那个band，就是带子什么的意思，那'运动手

步数, 心率，보수, 심장박동, 甚至里程、热量

环'应该可以翻译成'운동밴드'。

等更多数据，심지어,

然后'看得见的时刻'보일 수 있는 시각， 和你

额，感觉热量这里是说的卡路里的意思，那应该

的每一步'너와 함께 걷는 걸음', 然后'时间，步

是컬로리 还是칼로리吧，先查一下'里程‘, 额，

数，心率，触手可及'就是시간,步数，步数的话

里程这里有도정(잘

是보수吗，查一下보수是什么意思，보수有'保

了。然后热量它是열량, 感觉平时比较少听到，

守'还有'步数'的意思，那就可以翻成보수, 然后

然后它例句有个칼 로 리 ,我觉得应该用칼 로리

‘心率’，心率上次有查过是..额，是심장박동的

吧，额，심지어 도정, 칼로리 등 '更多数据'，

意思。触手可及，触手可及，额（...），触手可

더 많은 '数据'是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를 보

及，额，好像经常听到一个词，额，언터쳐블，

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所以这整句是새

那'触手可及'应该可以用那个touchble的外来词

로운 운동 밴드 2에는 OLED스크린을 넣어 있

터쳐블来翻吧。我查下有没터쳐블.在naver上没

고, 라운드 버튼을 가볍게 누름으로써 현재 시

有touchble，那就在naver的网页上，输入터쳐

간, 보수, 심장박동, 심지어 도정, 칼로리 등

블，这里还是有터쳐블这个词的，那我觉得还是

더 많은 데이터를, 那这里我觉得用 더 자세한

可以用터쳐블翻译这个词。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다. 我觉得可以翻译成更

里程还有热量，热量，

못)我觉得应该是도정就行

接下来'全新的运动手环' -새로운 운동 밴드,

详细的数据，比더 많은 好像更通顺一点点。然

加入了加入了 OLED 显示屏，显示屏是.. 额，

后接下来，'当不方便触控操作时‘

查一下显示屏，额，显示屏好像，哦这里，

触控'就是touch,那就是翻译成터치,

naver上是화면还有스크린,那我觉得应该是스크

方便，不方便是불편하다. 不方便触控操作, 那

린的意思，'加入（重读）了显示屏'，'加入'추

我觉得操作省略也可以，所以是터치 불편한 경

가,

우에는, 抬起手腕, 손목을 들고,

'가입'还是...额，这里应该是把这个显示屏

放进这个手环里面，那我觉得可以用'넣다',

触控操作，'
操作，不

'手环便可自

새

动显示当前时间' ，那应该是들면, 手环就是밴

로운 운동 밴드 2 哦，2에는 OLED스크린을

드, 밴드는 자동적으로 현재 시간을 나타낼 수

넣고,然后，噢，那应该是넣어 있다, 넣어 있

있다. 轻松便捷，那这两个之间用一个连词连接

고,

，‘圆形按键’，

起来，用음으로表示原因，因为这样，所以很容

‘圆形’，我记得有一个라운드是'圆形'的意思，

易轻松便捷，쉽고 편하다. 자동적으로 현재 시

按键的话，按键是botton, botton就是버튼，所

간을 나타낼 수 있음으로 쉽고 편하다. 接下

以是 라운드 버튼, '轻触'，轻触，가볍게， '触

来，'全新计步算法，步步精准' 额， 计算，计

'是，我觉得这里是버튼的话，可以用'누르다'.

步算法，

然后'通过轻触圆形按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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额，计步算法，就是步数计算法吧，

所以是새로운 보수 계산법, '步步精准'就是，

好一点，정확한 심장 측정, 科学运动自主掌控,

额，걸음마다, 정확하다吗? 但是这里是标题，

과학적 운동, 自主掌握，掌握是장악, 파악, 自

感觉不能这样翻，那就翻译成정확한

主자주적으로吗还是독자적으로,

매

걸음

查一下自主，

매 걸음, 查一下每一步怎么翻吧,这里没有'每一

自主就是자주적이다.

步'，那就查一下，那我觉得정확한 걸음 就可

운동 자주적으로 파악 然后通过内置的运动和

以了吧，与运动手环1相比，与运动手环1相比，

心率传感器可以精准读取心率变化，内置就是내

运动手环 2 基于全新的硬件平台升级了运动计

치吗？内置，那查一下内置，내장형, 내장되다.

步算法，운동밴드1에 비해, 운동밴드2는 基于

那就可以是내장의, 额，내장한, 내장된 운동,

就是을 바탕으로, 全新的硬件平台, 硬件是하드

심장 박동, 传感器，查一下传感器，这里是，

웨어,平台是，我查一下平台，升级압데이터，

감지 센서, 然后，精准读取心率变化，정확하게

看了例句，应该可以翻译成환경, 새로운 하드

심장 박동의 변화를, 读取，那应该可以나타내

웨어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有效地过滤了在

다. 所以是 내장된 운동 및 심장박동 감지 센

无运动状态下的高频率活动，额，有效-효율적

서로 심장 박동의 변화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으로, 无运动状态下的，无运动状态是直接翻译

있다.

成운동상태吗，我查一下有没这个说法，没有무

额，운동하는 중의 심장 박동의 对什么进行检

운동，也没有비운동,

那我直接查一下’无运动

测提示，刚监测是翻成측정, 然后提示，查一下'

‘是怎么说，这里네이버词典上也查不到，那，

提示'，提示是제시, 에 대한 측정와 제시를 时

额，那我觉得可以翻成 운동 안 한 상태에서,

刻시시각각,查一下是시시로 , 시시로하다, 所

高频率， 频率是빈도, 高频率，고빈도吗？我

以这句话就是운동하는 중의 심장 동에 대한

查一下，高频率，고추파, 这里有一个고추파是

측정와 제시를 시시로 하다. '让你根据心率情

高频率，高频率活动，那就是고추파

활동吗，

况自由规划运动时间和运动量', 심장 박동 상황

过滤，过滤好像是유과하다吗？ 我查一下'过滤

에 따라 자유적으로 운동시간과 운동량吗，我

'，过滤是여과하다, 那就是효율적으로 운동하

查一下有没这个说法，有운동량这个说法，운동

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추파 활동을 여과하며,

량을 规划，额，계획? 하다 查一下'规划' 기획

大大提高计步的精准度，精准度是정확률吗，我

하다.或者是계획하다. 那可以这样子，那整句可

查一下有没정확률这个词，额，好像没有정확률

以这样子合起来翻，운동하는 중의 심장 동에

这个词，只有一个정확도,那就是，噢，有一个

대한 측정와 제시를 시시로 할 수 있고, 심장

정확률是查准率，还有一个정확도, 那我觉得这

박동에 따라 운동 시간고 운동량을 자유적으로

里用정확도 就行，정확도를 크게 높이다. 然后

계획할 수 있게 만든다.

'让什么什么'，那应该是 음으로써来连接，让每
日的步数测量数据更为准确，测量是측량, 查一
下有没측량这个词，有，所以是매일의 보수 측
량 데이터를 더욱더 정확하게 만들다. 这是这
一句，然后最后一句，精准心率监测，监测是，
查一下监测，这里是감시하고, 검측하고, 검사,
모니터, 监测，那我觉得可以直接用측정, 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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那就可以翻译成과학적

时刻对运动中的心率进行监测和提示,

[부록 6] <사례연구를 위한 회상보고 및 사후인터뷰 전사본
-예시>
✔ R : 연구자
✔ 참여자: S1 (S2 - S6 생략)
✔ 전사기호는 연구자가 정한 바에 따랐다.

S1: 有一个'触手可及'，我刚想了很久，有个英

种。最后定下来很多就是看它的主语，主语是스

文单词是untouchble(언터펴블),那触手可及应

포츠 밴드 2, 然后我最后还是用함으로써, 뭐뭐

该是touchble吧，터치블, 这个就想了比较久，

하게 만든다. 就还是用了这种。

然后看到网页上有这个词。

R：在做翻译的时候遇上最大的困难是什么？

平时看到언터쳐블

这个词语比较多，就想用这个翻译, 感觉就用这

S1：最大的困难就是单词，好多都要查，就是

个词比较好一点。因为新闻要翻译地短一点比较

很多知道但又不确定的单词。所以都得查一下。
R： 在理解文章上有没什么问题阿？

好，所以就想到这个词语。感觉用中文会很长。

S 1： 我翻译的时候， 好像没怎么注意理解中

naver上都是'을 수 없다'，我觉得太长，用成

文。就算本文不通顺，我也没有注意到，主要注

标题不大好。还有一个我想的比较久的是，‘步

意要用什么词语去翻比较合适。

步精准’，就是那个‘步步’，然后我就不知道应该

R：那你在选择词语得时候主要是查naver的词

怎么翻，我要把它翻成'每一步'的意思，但是查

典吗？

不到，所以我就直接翻译成了那样。还有，比如

S1：对，我就是查那个naver. 或者在浏览器上

说心率这个，我查了一下naver的这个词典，上

看下有什么报道，看看上面有没出过一样的词

面是심장박동율,

语。

然后在naver搜索上又查了下

R：你觉得韩翻中更难，还是中翻韩更难阿？

这个表达法，好像又不怎么用。所以又改成了심
박수。

S1：我觉得中翻韩更难。

因为naver字典上的例子看到了这个表

R；你觉得更难的原因是什么？

达，然后搜了下naver发现这个比较多，还有查

S1：首先因为中文是母语，韩翻中再怎样，也

了下英语字典也是心率这个意思，所以就选了这

能用中文表达出一句话，那些韩语单词不会得

个。还有什么‘触手可及’， 首先想的是터쳐블，

话，查字典久查出来了，但是中翻韩的话，就算

然后想了손에 닿을 수 있다。然后最后还是意

查出来那个单词也不一定用地地道。第二个就是

译了，就是简单的알아낼 수 있어.因为它下面

语法上的，中翻韩有一些语法就比较难用对。

这个意思就是说，你能很容易的知道，'손쉽게'

R：你觉得以上的困难是否可以通过学校的课程
来提高吗？

也是简单，'触手可及'也是简单地，意译过来会

S1：我觉得可以。

比较好理解。 。

R： 你觉得学校开的韩语课程是否足够？

还有就是第三段，最后面那里，걸음 수의 측정

S1; 这些课虽然有用，但是不完全够，还需要自

수치가 더욱 정확하다, 还是정확하게 만든다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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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更多地学一些东西，才能够翻好。

见的。

R: 老师基本上是按照学校的教材上课吗？

R：老师上课会讲到翻译理论，或者篇章知识之

S1：是的，现在那个老师基本按照教材讲，完

类的吗？

全一样，她有两种上课模式，一种就是她先让同

S1：课上没有讲解过，老师就是按照课本上讲

学自己组个组，跟身边的同学一起，然后去翻译

的。课本有的就提一下，课本没有的就没讲。

一下，然后她自己在把她的答案放上去，还有一

R：那关于翻译策略的呢？

种是他把全班分成5个组，然后每个组负责一段

S1：她比较少讲策略方面的问题，主要讲课后

文章，然后做PRE.做翻译的pre.

有详细说明的那些句子。

R: 老师讲解和练习的时间各占多少呢?

R：通过学校翻译课的学习，你想达到一个什么

S1：老师讲解的时间比较多，我觉得的话那老

样的水平？

师自己讲的要占70%，我们自己练习占30%。

S1：我希望毕业之后能够简单从事翻译方面的

R：你平常还想要接触哪些资料或者课程？

工作。

S1：我觉得没有说特别想要接触的，我觉得要

R：你觉得胜任这份工作，除了中韩语水平，还

有一份项目给到自己，才会想要去积累那个领域

会涉及什么能力呢？

的资料。假如现在还是大三的话，我希望能够接

S1： 我觉得中文韩语水平好就可以，然后多了

触多一些比较常用的术语，就是口笔译中比较常

解一下那个领域的专业术语就可以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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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ink-Aloud Protocol (TAP)-Based Study of
Chinese-into-Korean Translation Process

Yang,Jiliu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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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ranslating

translators

process-oriented

via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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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ranslation.
Despite the need to account for the functions of translators, as
the main agent throughout the entire translating process, and the
actual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efforts

to

deal

with

the

translation process began only as recently as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This

relatively

belated

endeavor

reflects

the

difficulties related to implementing actual research.

practical

The TAP is

reputed to be virtually the sole method available for allowing
researchers to access to the "black box" of the translator.

Albeit

some inherent limitations and problems, its value as a research
tool has been widely accepted.

Sharing such consensus of

acceptance, this study employs TAP as the research vehicle to
account for the Chinese-into-Korean translating process.
This

dissertation

comprises

four

parts:

the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a review of the tradition of
process-oriented

translation

research,

169

a

look

at

translation

competence, the experiment, and the conclusion.
Chapter 1, or Introduction, briefly deals with the motivation and
anticipated contribution of the study, as well as a discussion of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scope, among other things.
Chapter 2, or Theoretical Background, is dedicated to sketching
the "Equivalence Theory" ,"translationese" and "translation units"
and other relevant theories in order to identify their respective
implications for this study and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ereof. A brief look at both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to
translation studies and translation competence is also provided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main discussions
that will ensue in chapters 3 and 4.
Chapter 3 starts with the recognition that a simple contrast
between the corresponding ST and TT segments is less than
sufficient for a satisfactory look into the translation process which
takes place in the mind of the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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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s. The validity and limitations of the TAP are also
duly introduced so as to justify the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Chapter 4, Based on the analysis in the third chapter, a

translation education program suitable for Korean majors in
domestic universitie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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