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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인문학의 위기’를 운운했던 몇 해 전, 어떤 인문학자는 “지적 인프라 구축이란
점에서 우리 인문학은 해방 이후 한 번도 잘 나가본 적이 없었다”고 자조적인 발
언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번역을 통한 양질의 한글 텍스트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이 매우 비관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하여 동
서양의 고전에 대한 번역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실을 비판하며, 번역을 통한 지적 자원 확충이 21세기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1)1)

진작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의식만은 아니었다. 교수신문에서 기획한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는 고전 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교육현장에서 ‘어떤 고전 번역서
를 읽혀야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인 동시에, 우리 학계에 번역
2)

비판의 풍토를 뿌리 내리기 위한 자성적인 실험이었다. 2)고전 번역의 중요성에 대
한 자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고전 번역을 위한 기획이 부쩍 많아진 데서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박상익, 2006 번역은 반역인가 , 푸른역사, 104면.
2) 교수신문 엮음, 2006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1, 생각의 나무 ; 교수신문 엮음, 2007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2, 생각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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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해마다 실시하는 명저번역지원사업을 비롯하
여,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돌베개 우리고전100선,3)3)문학동네 한국고전문학전집,4)4)규
5)

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한국고전총서 5)등등 고전 번역을 위한 크고 작은 기획이 집
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 안팎에서 고전 번역의 이른바 업그레이드를 요청
하고 시도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그런데 구비문학 분야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인다. 굿
의 현장 연구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조사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만, 정작 본격적인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무가 연구자들이 굿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굿과 무가는 현대 한국사회의 일반인들
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무가와 굿이 본격적으로 번
역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무가의 구연장인 굿판이 실질적으로 거의 소멸되어
6)

가는 현 상황에서, 6)무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뿐 아니라 번역을 통
한 대중화 방식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가 자료의 정리와 역주 현황에 대해서는 장차 본론에서 다루겠지만, 요컨대
채록된 자료는 많지만 그것에 대한 주석본은 매우 적고, 기념비적인 주석본은 있
7)

지만 본격적인 번역서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다. 자료학으로서 무가 연구가 7)한
단계 진전되려면 현장조사뿐 아니라, 자료정리 방법으로서의 채록과 번역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한문학이나 고전소설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
우를 가져다 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는 번역의 대상으로서
3) 2011년 11월 현재 말똥구슬-유금 시집 (박희병 편역, 2006)을 필두로 15권이 출간되었다. 유금, 김시습,
이규보, 홍대용, 장유, 신흠, 최치원, 이황, 이덕무, 정약용, 이언진, 홍만종, 이익, 신유한 등의 시 또는
산문이 번역되었다. 기존의 고전 번역서가 갖는 구태를 탈피하고 우리 고전의 ‘국민독본’을 만든다는 기
획이다.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되 매끄러운 현대 우리말 번역을 지향하고 있다.
4) 2011년 11월 현재 서포만필 상·하(심경호 옮김, 2010) 외에 10권이 출간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작품은
<서포만필><한중록><숙향전><숙영낭자전><홍길동전><전우치전><흥보전><흥보가><옹고집전><조선후
기성소화선집><창선감의록>이다. 모든 작품을 대중 독자를 위한 현대어역과 전문 연구자를 위한 원본의
두 가지 버전으로 출간하는 이중화 전략이 특징이다.
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대우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학술사를 대표할 만한 고전 50종을 선정하
여 새로운 학술번역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본문 번역 외에, 학계의 성과를 두루 반영한
충실한 해설을 통해 학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기획의 특징이다.
6) ‘굿판의 소멸’이라는 진단에 대해, 21세기에도 굿이 행해지고 있음을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
전히 굿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해도, 그 굿판과 무가의 위상이 과거와 동일한 것
은 전혀 아니다. 굿의 주술적 기능은 신앙의 차원에서 오히려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컨대 60년대
이전 시골의 할머니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었을 법한 굿의 예술성이나 서사무가의 문학성이 오늘날 굿의
의뢰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것일까 의문이다.
7) 김헌선은 ‘자료학으로서의 무가 연구’를 주장하면서 충실한 무가 자료집을 갖추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고,
이를 위해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헌선, 2006 서울지역 안안팎굿 무가자료집 , 보고사, 머리
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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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격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기존의 서사무가 채록 및 역주 방식에 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고 본격적인 번역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바리
공주>를 예로 드는 이유는 이것이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채록된 편수가 많고 연구
도 활발할 뿐 아니라 중등교과서에 실려 확실하게 古典의 반열에 든 작품이기 때
8)

문이다. 8)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무가가 과연 ‘번역’의 대상이 되는지
를 먼저 따져보고, 둘째, 선행 자료집이 무가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 형태인
가를 검토한 후, 셋째, 번역학의 대표적인 논쟁을 참고하면서 서사무가 번역의 보
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서사무가 번역의 필요성
무가가 번역의 대상인가? 이 질문은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가가 번
역이 필요한 텍스트인가? 즉 무가가 번역이라는 장치가 없이는 일반 대중이 이해
할 수 없는 텍스트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무가가 번역할 만한 가
치가 있는 텍스트인가? 즉 무가가 번역의 가치가 있는 고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 하는 질문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먼저 ‘그렇다’는 답을 마련한 후에, 무
가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첫째, 무가가 번역이 필요한 텍스트인가?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번역’한다고 말
할 때 무엇보다 먼저 떠올리게 되는 조건은 언어의 이질성이다. 대상 텍스트가 현
대물이건 고전물이건, 일단 原語와 譯語가 상이한 언어일 때 번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 한문학 작품이 번역이 필요한 텍스트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도 무엇
보다 한문이 현대 한국인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문자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
면 번역의 첫째 조건인 언어의 이질성은 ‘문자’의 이질성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번
역은 말이 아니라 글로 된 텍스트를 원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가리키
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서사무가는 글이 아니라 말로 전승되는 것을
8) <바리공주>는 서사무가 가운데 채록된 각편 수가 가장 많고, 학위논문 50여 편, 학술지논문 100여 편 등
관련 연구도 월등히 많다. 또한 소설, 희곡, 판소리, 발레 등 현대 예술로 거듭 재창조되고 있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중2)에 수록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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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채록한 텍스트를 가리킨다. 엄연히 20세기에 한국어로 구술되고 한글로 채
록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번역의 필요성을 논한다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
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무가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70년대에 채록된 <바리공주>의 일부분을 예로 든다.
[자료 1]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실 때 모두 세상과 세상 소작제를 따사게야
사람이 운명하면 왕생극락을 바로 가는데
금목수토화 오행 만물은 인간에 따른 근본인데
모든 소강 세상이 에데가 생겨난고 하면은
인간에 따른 근본은 오행(五行) 만물에 남을까.
다른 깊은 남글지은 지은 나무를 안 나르면
독으로 지은 집에 돌인들 안 나르면 쇠끝이 드는 집인데
쇠끝이는 안 다르까요
흙은 지은 그를 만지게 되니
거기다가 사람의 허욕과 감심이 없으며
다 부처되고 성인군자 되지마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는
오행 만물을 다처지고 만치니 근터란이 되아닐까.9)9)

분명 우리말임에도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이 문장들 앞에서, 무가 전공자가
아닌 일반 독자라면 아마도 당혹감을 느낄 법하다. 무속의 세계에 익숙한 극히 소
수의 전공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구절이 서사무가에는 매우 흔하다. 일반인
의 눈에는 非文과 誤脫字 투성이 혹은 암호들의 나열로 보일 만한 이 텍스트는,
의미 해독을 위해서 그야말로 무가의 언어에 익숙한 전문가의 ‘번역’이 필요하다.
현전하는 서사무가 텍스트는 모두 20세기에 들어서 채록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가를 20세기 텍스트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바리공주>의 경우, 日人 학자들이
식민지 조선의 민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록한 배경재 구연본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채록된 것이다. 그러나 무가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전
부터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구술되다가 오늘에 이르렀는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어도, 현대까지 전승되는 무가 한 편에는 마치 오래된 지층처럼 몇 만 년 전부
터 비교적 가까운 과거까지 오랜 기억들이 비균질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다. 바로
9) 김태곤, 1980 한국무가집 4, 집문당. 인용 단락은 1976년 경북 영일 김석출 구연본 <베리데기굿>의 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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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 원시로부터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는 길
고 긴 시간의 적층성을 해독하는 것, 이것은 서사무가 번역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번역은 단순히 원어에서 역어로 텍스트를 옮기는 작업, 즉 언어기호의 전환이라
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언어기호라는 형식 속에는 그 언어 사용 집단의 문화가
농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번역은 단지 언어기호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문화의 듭
移, 즉 ‘상이한 문화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번역의 목적은 문화
간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다.10) 이러한 관점에서, 무가 번역은 단지 ‘무가 사설’
10)

11)

의 번역이 아니라 ‘巫俗’ 혹은 ‘巫敎’ 라고 칭하는 문화에 대한 번역이라 말할 수
11)

있다.
巫敎는 한반도 내에 불교나 유교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종교로서12)

12)

한국 민속의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무교의 기원을 외래종교의 유입 이전으로 잡
13)

으면, 무가 역시 그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에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3)

그러나

다양했던 무가의 세계는 21세기 한국 문화에서 주변부 중에서도 저 끝으로 밀려나
있다. 무교의 일부가 여전히 민속의 일부로 남아 있지만, 무가를 풍부하게 구연할
줄 아는 무당이나 큰굿이란 존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특별히 보호해야만 존
속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14) 굿의 전승과 무가의 이해를 위해서는 의식적
14)

인 노력이 필요한 처지인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한국인에게, 특히 도시민에게, 서
사무가가 구연되는 굿판은 번역이 필요한 낯선 외국어와 같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만 해도 한국인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던 무속 문화를, 현재와 미래의 한국인에게
우리 전통의 일부로 알리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앞서 제기했던 두 번째 질문은 무가가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 텍스트인가 하
는 것이었다. 서사무가 번역이 무속 문화, 즉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번역이기도 하
다는 점은 바로 이 질문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과거 굿판에서 불리던 무가가 과
연 상이한 문화간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번역해야 할 ‘古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10)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 푸른사상. 64-72면.
11) 巫俗은 민속의 측면을, 巫敎는 종교의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조흥윤은 ‘巫’가 본래 복합적
인 종교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라 하고 굳이 巫敎라고 칭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巫俗은 巫의
일부분일 뿐인데, 초기 민속학 연구에서 巫의 개념과 범주를 잘못 설정했다고 주장한다.(조흥윤, 2004
한국 무의 세계 , 한국학술정보, 26-35면)
12) 유동식, 1975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 연세대학교출판부, 25면.
13) 박경신, 2008 한국 무가의 역사와 작시 방법 , 울산대학교출판부, 246면.
14) 윤동환, 2010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 민속원, 97-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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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이란, 시간상 과거의 텍스트라는 의미와 함께,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닌다
고 평가되는 텍스트를 가리킨다.15) 다양한 서사무가가 구연되는 큰굿은 과거 무속
15)

문화의 꽃이었다. 21세기에 잔존한 무속은 몹시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굿판의 위상이 현격하게 추락해가던 20세기에 그나마 선학들이 열성으로 채록해
얻은 서사무가의 다양한 레퍼토리들은 과거의 무속 문화가 결코 초라하지 않았음
을 짐작하게 한다. 무속이나 무교를 미신과 바로 등치시키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한국전통문화의 근원으로서 무교 혹은 무속문화의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서사무가가 한국 신화의 寶庫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헌신화에 국한할 때 너무나 빈약한 한국 신화의 세계를 구비신화인 서사무가가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으며, 서사무가가 현대의 새로운 창작에 영감을 주고 거듭
16)

새롭게 재해석되는 위대한 고전일 수 있음은 <바리공주>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16)

<바리공주>를 비롯한 서사무가의 세계가 미래에 전수해야 할 가치를 지닌 한국의
고전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소수의 무속 전공자들만이 이해하는 영역에 방치할 것
이 아니라, 충실한 번역을 통한 무가의 재발견과 재해석에 힘써야 한다.

3. 채록 및 역주 현황
서사무가 <바리공주>는 별도의 전집이 나올 만큼 채록된 각편의 수가 많다. 홍
태한이 김진영·이경엽과 함께 펴낸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전 4권에 수록된
각편은 88편에 달한다.17) 가장 이른 시기에 채록된 1937년 배경재 구연본을 비롯
17)

한 기발표 자료가 61편, 홍태한이 새로 수집한 자료가 27편이다. 여기에는 구술
18)

채록된 자료뿐 아니라, 1916년경 김세원 무당의 필사본과 같은 문헌자료도

18)

20편

15) ‘시대를 초월한 가치’라고 말한 이유는, 고전이라 불리는 텍스트가 과거의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생
성되지만, 끊임없는 재해석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눈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6) <바리공주> 신화는 소설과 연극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예술로 거듭 재창조되고 있으며, 그 성과와 의미
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최근 논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권유정, 2011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현대소설로의 수용 양상 및 의미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신동흔, 2010 창작 판소리의 길과
<바리데기 바리공주> 판소리연구 30 ; 김경희, 2010 환타지 발레 <바리>에 내재된 서사무가 <바리
공주>의 여성중심적 특징에 관한 연구 무용학회논문집 62.
17) 김진영·홍태한, 1997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2, 민속원 ; 홍태한·이경엽, 2001 서사무가 바리
공주 전집 3, 민속원 ; 홍태한, 2004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4,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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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록되어 있다. <바리공주> 무가 자료의 집대성이라 할 만한 이 전집은 旣發表
자료까지 한데 모아 연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연구자 자신이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한 성과를 보고하는 의의도 있어, 여러 지역 자료의 대체적인 경향을
한 눈에 파악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료 집대성의 욕망과 열정에 비하여 이 전집은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애당초 譯註書로 기획된 책이 아니니 어휘 주석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方言과 訛音 처리를 비롯하여 사설 표기 방식의 원칙을 찾기 어렵고,
제보자나 채록시기와 지역, 채록현장 등 각편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부정확하다.
또한 기발표 자료의 경우, 처음 소개된 채록본과 비교할 때 誤打를 포함하여 표기
상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의도된 교정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저런 측면에서 정확성의 결여는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서 이 자료집을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전반적으로 무가의 특성을
고려한 자료 수집·정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피하
기 어렵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김태곤은 서사무가를 문학으로 연구한 1세대라고 할
19)

수 있는데,

일련의 작업을 통해 서사무가의 수집·정리 및 소개 방법을 여러 가

19)

지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20) 황천무가연구 는 오구굿, 해원
20)

굿, 조상굿 계열의 무가에 대한 연구서로, 그 자신이 채록한 오구굿 계열 <바리공
주> 무가 4편의 사설을 부록으로 붙였다. 한국무가집 전4권에는 황천무가연구
에 수록된 4편 외에 5편의 <바리공주>가 추가되어 있으며, 무가 사설뿐 아니라 각
지역 여러 종류의 巫儀式과 무당에 관한 해설을 담고 있다.
그런데 본격적인 무가 자료집이라 할 수 있는 한국무가집 은 “무속의 전문용어
와 특수한 방언 및 기타 특수용어는 낱낱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주석했다”라고
<범례>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작 무가 사설의 이해를 돕는 장치는 황천무가연구
보다 오히려 후퇴한 경향이 보인다. 동일한 각편을 비교해 볼 때, 황천무가연구
에서는 간혹 난해한 어휘에 한자나 표준어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
기도 하는데, 한국무가집 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1권 외에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
18)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3, 337면.
19) 朝鮮巫俗の硏究 (1937) 저자 아키바와 아카마츠 같은 일본인 학자나, 1960년대 임석재와 장주근 같은
학자들의 무가 조사는 민속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국문학계에서 구비문학 연구가 활발해지면
서 무가도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 김태곤, 1966 황천무가연구 , 창우사 ; 1971 한국무가집 1, 집문당 ; 1976 한국무가집 2, 집문당
; 1978 한국무가집 3 ; 1980 한국무가집 4, 집문당 ; 1989 한국의 무속신화 ,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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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석달 열흘 배불공(百日佛功)”, “열달 순산에 시왕문을 갈라 놓니 원시
(怨讐)야 대시(大讐)야 또 딸잇다”, “슥달만에 이불구치(입덧)”, “하늘에 해기(鶴이)
한 쌍이” 등의 구절에서 괄호 안의 뜻풀이를 오히려 빼버렸다. 앞서 인용한 [자료
1]에서 보듯이, 주석이 전혀 없는 무가 사설은 이해하기가 종종 대단히 어렵다.
한편 한국의 무속신화 는 서사무가 사설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
역한 책이다. 서사무가가 우리의 신화임을 제목에서 뚜렷이 밝히고, 무속의 전문용
어와 고어 등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읽기 쉬운 현대어로 옮겨 비전공
자들도 무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범례>에서 “가능한 한 원문의 범위 안
에서 율문을 산문으로 옮기는 정도에서 그쳤”다고 했지만, 실상은 생략하거나 윤색
한 부분도 많다. 번역에 있어서 원문의 생략과 윤색은 몹시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바리공주>에 대한 상세한 주석본이 수록된 것은 서대석·박경신이 공역한 서
21)

사무가 1이 최초일 것이다.

21)

이미 다른 책에서 소개되었던 두 편의 채록 원문에

자세한 주석을 첨가한 형태이다. <바리공주>가 수록된 것은 아니지만, 서대석과
박경신은 이미 안성무가 에서 무가에 대한 상세한 주석의 모범을 보인 바 있
22)

다.

22)

연구자 개인으로서도, 고전문학연구 전 학계의 차원에서도, 한문학과 고전소

설 자료에 대한 역주 경험이 누적되면서 무가를 대상으로 한 자세한 주석도 가능
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자료 2]
나라로 나라로 공심은 졀이옵고
졀이 남서ㅣ가 본이로소이다.
텬님이 알으소사.
칩 집소와 삼십삼텬, 나리집소와 이십팔수
팔대쟝군 남옹무옹이 진이오 성이다.
국으로 진이여서도 강남은 대한국 해동은 조선국
리씨쥬 상금마마님 본으로 기우서는
함경도 영흥 단쳔이 본이로 성이다.23)23)

21) 서대석·박경신 역주, 1996 서사무가 1,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22) 서대석·박경신 공저, 1990 안성무가 , 집문당.
23) 서사무가 1, 213-214면. 인용 단락은 朝鮮巫俗の硏究 에 실린 1937년 경기도 오산의 배경재 구연본
<바리공주>의 첫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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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에는 비전공자가 주석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속의 용어와
표현들로 가득하다. 서사무가 1을 보면 이 8행에 주석이 18개 달려 있다. 여기서
각 어휘의 주석 내용을 일일이 보일 필요는 없겠기에 해당 부분에 밑줄만 그었다.
문제는 각 어휘의 뜻풀이가 있어도 비전공자가 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三十三天이나 八大將軍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중요
한 것은 왜 이 대목에서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는지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각 단
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주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굿과 무가 주석에 있어서 박경신의 한국의 오구굿 무가 전 10권은 기념비적
인 업적이다. 1997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에서 동해안 세습무집단에 의해
진행된 실제 오구굿의 전 과정을 채록·정리하고 주석한 자료집으로, <바리공주>
는 제 5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에는 20여 년간 굿판의 현장을 찾아가 무가
24)
를 수집하고 자료집으로 정리해온 편찬자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다. <일러두
기>의 자세함은 무가 자료의 정리와 소개 방법에 대해 편찬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치밀하게 고민하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박경신이 안성무가 자료집 편찬 이래 줄곧 견지해온 원칙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연상태에서 이루어진 굿의 전 과정을 일체의 가감 없이 순서대로 채록 정
25)
리하는 것, 둘째, 가능한 한 세밀하게 주석을 가하는 것이다. 소멸되어가는 굿판
의 현실에 대한 자각,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굿과 무가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자
료로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 방대한 작업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한국의 오구굿 무가 는 충실한 무가 자료집의 전형으로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
다. 무가의 사설뿐만 아니라 굿 전체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
26)
으며, 무가 사설의 거의 모든 단어에 주석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
가 구연의 현장과 사설을 있는 그대로 옮기고 주석하였다. 명백하게 제보자의 실
수였다 해도 일단 구연된 그대로를 적고 주석에서 내용을 바로잡았으며, 표기는
‘발음 되는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訛音이나 方言도 그대로 채록하
고 그 原音이나 표준말에 해당하는 말을 각주에서 설명하였다.
24)

25)

26)

24) 서대석·박경신 공저, 1990 안성무가 , 집문당 ; 박경신, 1993 동해안 별신굿 무가 1-5, 국학자료원
; 박경신, 1999 한국의 별신굿 무가 1-12, 국학자료원 ; 박경신, 2009 한국의 오구굿 무가 1-10, 국
학자료원.
25) 안성무가 , 23-26면 ; 동해안 별신굿 무가 1, 19-20면. 별신굿 무가 자료집에서 ‘자료의 성격과 정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련된 방법은 이후 오구굿 무가 자료집 편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26) 예를 들어, 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용택 무당이 “아, 아, 마이크 시험 중, 하나 둘, 아”(1권, 34면) 하
는 말이나, “에, 취재팀들은요 댈수 있시므느 그짜 이리 뒤 뒤에 우~서가 있시모 첫째 구경하로 오는 할
먼네들이 굉장히 왔다가 다부 가버립니다. 에, 댈수 있시며느 좀 이 한쪽으로 이래 어떻게 좀 몰아갖고
앉아서 고렇게 해주십시오”(1권, 35-36면) 하는 장내 정리를 위한 발언까지 그대로 옮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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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은 주석이 무려 20,000개에 달한다. 동일 주석의 반복이 많다는 점도
27)
하나의 요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언과 와음을 그대로 살리는 사설 표기방식으
로 인해 주석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방언과 와음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
로’ 사설을 옮긴다는 원칙이 텍스트의 可네性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4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무속 전반과 무가 사
설에 관한 이해를 돕는 긴요한 주석이 매우 많은 이 자료집의 미덕을 강조해 둔
28)
다. 예를 들어 ‘골매기’나 ‘골맥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무속 용어이고,
‘배판’은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지만 무속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대한 설명은
29)
30)
없는 경우이다. 또한 치국잡기 대목에 대한 각주는 무가 자료집의 주석이 개별
어휘의 사전적 정의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가 사설의 특정한 문맥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례이다.
<바리공주>는 소개된 각편만 90편이 넘는다. 현장 연구를 중시하는 열성적인 연
구자들에 의해, 21세기에 들어서도 실제 굿의 현장에서 무가 채록이 계속되고 있
다. 2005년 동해안 세습무 김석출 死後, 그의 오구굿에 대한 김헌선 교수의 조사
보고서는 <바리공주>가 구연되는 오구굿의 전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
31)
다. 그런데 계속되는 현장 연구로 인해 각편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우
리가 채록과 주석 면에서 충실한 자료집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회의적이다.
서사무가만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굿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물론 타당
하나, 그 말이 곧 무가 사설은 대충 문맥만 통하게 적으면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
다. 현장을 찾아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고된 자료를 제
대로 주석하고 번역하여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작업 또한 긴요하다. 21세기
한국의 도시인들에게 굿과 무가는 이질성이 큰 텍스트, 소통을 위한 번역이 절실
한 고전이기 때문이다.
27)

28)

29)

30)

31)

27) 이 자료집은 책을 펼친 양면에서 모든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동일한 주석을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서 제시하였는데, 색인을 활용하면 동일 어휘에 대한 주석의 반복 제시는 사실상 불필요
하다. 특히 ‘세습무집단’, ‘시왕’, ‘장고잽이’, ‘푸너리장단’, ‘제갈태오’, ‘김석출’ 등 무속 관련 명사는 주석
에서 반복 제시하기보다 해제나 부록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유용할 것이다.
28) “골매기: 골매기신. 마을의 수호신. 경상도 지방에서는 마을수호신을 ‘골맥이’ 혹은 ‘골매기’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임. 어원적으로는 ‘골[谷, 곧 마을]’과 ‘액운을 막다. 마을을 수호하다’라는 뜻을 갖는 ‘막다’에
서 전성된 명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로 이해됨.”(1권, 56면, 각주163)
29) “새 배판하던: 새로 배판하던. ‘배판’은 무가에서 흔히 ‘처음으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임.”(1권
91면, 각주307)
30) “앞의 주 299) ‘첫번 치국(治國)을 잡으시니’부터 여기까지는 ‘단연주’ 혹은 ‘치국(治國)잡기’라고 하는 것
으로, 시대순을 따라 우리나라의 왕조(王朝)의 흥망사(興亡史)를 서술하는 내용인데, 다른 지역의 무가
(巫歌)에도 대개 다 있는 것임.”(1권 92면, 각주311)
31) 김헌선, 2006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 오구굿 무가 사설집 , 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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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역 논쟁을 통해 본 무가 번역의 문제
‘직역 대 의역’ 또는 ‘충실성 대 가독성’으로 표현되는 번역학의 쟁점은 이론적으
로나 실제 번역에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까지 번역 논쟁은 대개 문자 텍
스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무가와 같은 구술 텍스트도 번역의 필요성을 부
정하지 않는 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번역에 있어서 어떤 점을 중
시할 것인지 그 원칙의 이론과 실제가 오히려 구술 자료이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측면이 있다. 무가 번역의 보편성과 특수성, 즉 서사무가의 채록과 역주 작업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직역과 의역, 충실성과 가독성이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
구술 텍스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번역’에 앞서 ‘채록’의 단계를 거친다. 번역
을 이질적인 문화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의로 볼 때, 무가 자료와 같은 구술
텍스트의 번역 작업은 채록의 과정을 포괄한다. 말을 글로 옮기는 채록이 1차 번
역이라면,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협의의 번역은 2차 번역인
셈이다. 무가 자료집은 대개 1차 번역인 채록의 결과물이고 2차 번역까지 시도하
32)32)

는 경우는 드물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오구굿 무가 는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채록의 원칙이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번역의 원칙은 아
니었다. 충실성에 입각하여 채록하고, 번역문은 따로 싣지 않았으며, 뜻풀이는 자
세한 주석이 담당했다. 협의로 보면 분명히 번역서는 아니다. 그러나 무속의 세계
가 낯선 독자들에게 한 판의 오구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옮기고 자세
하게 풀이하였으니 광의의 번역이라 할 만하다.
이 자료집을 번역이란 관점에서 보면, 편찬자가 굿과 무가를 문자 텍스트로 옮
길 때 중시한 대원칙은 ‘충실성’이었다. 녹음된 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일체의 가감 없이 그대로 활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일러
두기>에서 밝혔다. 모든 표기는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方言과
訛音, 명확한 제보자의 실수도 그대로 채록한다고 했다.

32) 김헌선은 서울 진오기굿 : 바리공주 연구 (2011, 민속원)에 1937년 배경재 구연본과 그 현대역을 함께
실었는데, 사실상 표기법의 차이 외에 번역 이전과 이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텬天님이 알으소사 / 칩 집소와 삼십삼텬三十三天, 나리집소와 이십팔수二十八宿 / 팔대쟝군八
大將軍 남옹 무옹이진오성이다”라는 대목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 “천天이 알으소사 / 치떠 집소사 33
천 내리 집소와 28수 팔대장군 나옹무옹이로소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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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그라이까네 이래 사람들 모도 계시는데
앉아 가지고
돌아
내 혼자 돌아 앉아가 하며느 굿이 재미가 없고
이래가
가서 하이까네
33)
이 부산(란山) 할매들은 그래 아세이” 33)

이것은 <바리공주> 무가 구연 중간에 김동언 무녀가 청중을 향해 한 말인데, 밑
34)

줄 그은 ‘돌아’가 제보자의 실수이지만

34)

그대로 적었다. 이 대목에서 실수라고 생

각되는 부분을 빼고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두 계시
는데 / 앉아서 / 나 혼자 돌아앉아서 하면 굿이 재미가 없고 / 이래서 / 서서 하
니까 / 이 부산 할머니들은 그렇게 아십시오” 정도가 될 것이다.
구연자의 실수라고 판단되는 대목은 구술 자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문맥상 ‘하늘에’라고 해야 하는데 ‘머리에’라고 잘못 구술하고 바로 이어 ‘하늘
35)

에’로 바로잡은 사례도

35)

앞서 ‘돌아’의 경우와 같다. 이처럼 제보자가 실수를 바로

알아채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보자가 실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자료집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바리공주 어머니의 임신 출산 과정에서 다섯
째 공주의 탄생을 두 차례 반복 구연한 것도 분명한 실수였는데 그대로 기록하였
36)

다.

36)

구연상의 실수가 명백해도 채록자가 함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텍

스트인 구연물 그대로를 옮기는 이러한 방식은, 번역이란 측면에서 보면 의역보다
직역, 가독성보다 충실성을 더 중시하는 태도이다.
직역이 단어 대 단어의 번역, 즉 원문의 형태에 충실한 번역이라면, 의역은 원
문의 의미 전달에 더 충실한 번역이라 말할 수 있다.37) 직역과 의역 논쟁은 원텍
37)

스트를 대하는 번역자의 상이한 태도를 대변한다. 번역학의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번역의 현장에서, 번역자는 수시로 직역이냐 의역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닥뜨린다. 문장을 직역하면 어딘가 어설프고 어
색한 느낌을 받기 쉽고, 과감하게 어순과 표현을 바꾸어 의역을 하고 나면 왠지
33)
34)
35)
36)
37)

한국의 오구굿 무가 5, 104면.
한국의 오구굿 무가 5, 각주 553번에서 그렇게 설명했다.
한국의 오구굿 무가 5, 각주 643번.
한국무가집 2, 227면.
이은숙, 2009 번역의 이해 , 동인, 7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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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을 훼손한 것은 아닐까 불안해지기 십상이다. 번역자의 과감한 의역은 원작의
훼손이나 심지어 오역이라는 비난도 종종 감수해야 한다.38)38)
한국의 무속신화 에는 채록이 아닌 번역을 시도한 <바리공주> 세 편이 실려
있는데, 이 번역의 방침은 가독성을 중시한 의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편은
한국무가집 1·2·4권에 수록했던 각편들을 원본으로 삼아 각기 번역한 것인데,
채록본과 번역본을 비교해 볼 때 번역자의 판단에 따른 사설의 축약과 윤색이 많
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임신과 출산 대목에서 다소 지루하게 반복되는 공식구를
과감하게 생략하고,39) 바리공주를 낳고 버리는 대목에서는 채록본의 문장 일부를
39)

40)40)

대폭 윤색하였다.

신동흔이 청소년 독자를 위해 풀어쓴 야야 내 딸이야 버린 딸 바리데기야 는
저본이 되는 각편 하나를 선정하여 원전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41) 바리
41)

공주 신화를 소개하는 여타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 도서물과 차별화된다. 그런데
주요 독자를 청소년층으로 상정한 이상 ‘원전에 충실한다’는 목표 달성은 처음부터
일정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축약과 윤색이 많은 이 책의 신화 풀어쓰기
도 충실성보다는 가독성을 훨씬 중시한 의역에 속한다.
충실한 직역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가 사설의 축약과 윤색은 원텍스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바리공주의 탄생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는
동일한 사설은 지루하고 불필요한 반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구비공식구의
활용이 서사무가의 중요한 作詩 원리란 점을 상기하면, 그런 식의 사설 축약은 무

38) 프랑스 작가 안나 가발다의 소설 번역을 둘러싸고 백선희와 이세욱이 벌인 논쟁은 번역의 실제에서 직
역과 의역에 대한 시각차가 얼마나 첨예하게 맞서는가를 보여준다. 백선희는 이세욱의 의역을 ‘원작의
느낌을 훼손한 덧칠’이라고 비판했고, 이세욱은 그것이 한국과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 차이를 고려하여
원작의 느낌을 더 살린 번역이라고 맞섰다. 유명한 번역가 이윤기에게 영문학자 이재호는 번역을 각색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박상익, 앞의 책, 136-140면)
39) 채록본에는 “슥달만에 이불구치 다섯달 반색에 아홉달 굽을 걸어 / 열달 순산에 시왕문을 갈라 놓니 딸
애기올시다”( 한국무가집 2, 226-228면)라는 사설을 빠뜨리지 않고 중복해서 적었다. 그러나 번역본에
서는 이 공식구를 셋째 공주 이후로는 생략하고 “네째 딸 사예, 다섯째 딸 오예, 여섯째 딸 육예, 일곱
째 딸 칠예, 여덟째 딸 팔예를 차례로 낳았다”( 한국의 무속신화 , 252면)고 적었다.
40) “금탈에 비운짐이 서방님의 영을 거치 못해서 / 짓만 부튼 저구리에 말만 부튼 초매를 이페 가지고 / 디
딤명지도덕에 싸다가 밭으로 돌아간다 / 디딤 밭에 갖다 내베리 / 지폭지르는 소리가 난다”( 한국무가
집 2, 229면)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윤색했다. “검탈해 병오님은 서방님의 영을 차마 거역 못하고 아
기에게 헐거운 저고리와 치마를 입혀서 명주 포대기로 싼 다음 디딤밭에 갖다 내버리고는 비리데기라
이름짓고 탄식하며 돌아왔다. 이리하여 비리데기는 아무 돌보아 줄 사람도 없이 밭에 버려진 신세가 되
었다.”( 한국의 무속신화 , 26면)
41) 신동흔 풀어씀·조원희 그림, 2008 야야 내 딸이야 버린 딸 바리데기야 , 나라말. 신동흔은 머리말에
서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내용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고, 김태곤이 편찬한 한국무가
집 4에 실린 1976년 경북 영일의 김석출 구연본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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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한 번역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서사무가가 문학 텍스트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번역이 단지
필요한 정보 전달에만 그쳐서는 곤란하다. 번역이 단지 줄거리 요약은 아니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원본의 형식에 충실한, 단어 대 단어의 직역이 능사일까? 번역이 아니
라 채록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오구굿 무가 가 채택한 충실성의 원칙이 좋은
번역의 또 다른 조건인 가독성을 심하게 떨어뜨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구연상의 모든 방언과 와음도 발음되는 대로 채
록하였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방언과 와음은 결과적으로 가독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료 4]
발끝으로 떠~억 보이

발끝으로 떡 보니

밭 한쪽 끝으느

밭 한쪽 끝은

저~게 인천(仁川)에 가가 있고

저기 인천에 가 있고

한쪽 끝으느 여 삼성(三聖) 선우아파트
와가 있고

한쪽 끝은 여기 삼성 선우아파트 와
있고

이만큼 기는

이만큼 긴

한 고랑이 그래 기는데 그 커다큰 밭을
42)
언제 다 매겠노? 42)

한 고랑이 그렇게 긴데 그 크디큰
밭을 언제다 매겠나?

왼편은 채록본의 한 대목을 인용한 것이고, 오른편은 이 대목을 현대 표준어로
번역해본 것이다. 채록본에는 밑줄 그은 각 단어마다 ‘~은 ~의 경상도 방언’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경상도 방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도 주석을 읽으면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낯선 방언이 나올 때마다 시선을 본문에서
각주로, 다시 각주에서 본문으로 옮겨가며 읽는 것은 몹시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독
해를 방해한다. 더구나 이 자료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상도 방언으로 채록된 것
이고, 자연히 방언에 관한 주석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방언을 충실하게 옮긴다는 원
칙이 결과적으로 독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충실성이 분명히 이 자료집의 장점인데 그것이 과도하면 도리어 단점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표기는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으로 인해 방
42) 한국의 오구굿 무가 5, 360-361면.

서사무가 채록의 문제점과 번역의 가능성·111

언과 와음으로 처리된 단어가 과도하게 많아서, 주석도 불필요하게 많아지고 가독
성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하늘에 서왕모(西王母)에 딸이더니”라는 구절에서 ‘서
43)

왕모에’는 ‘서왕모의’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이라고 설명했는데,

관형격 조사 ‘-의’

43)

가 ‘-에’로 발음되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방언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방
언의 문제라기보다 글이 아닌 말의 특성상 흔하게 나타나는 발음 현상일 뿐이다.
44)

‘일천간장’을 ‘일촌간장(一寸肝腸)’의 와음,
45)

와음,

44)

‘남강에일몽’을 ‘남가일몽(南柯一夢)’의
46)

‘줄명지’는 염색을 하지 않은 명주를 뜻하는 ‘물명주’의 와음으로

45)

설명하

46)

는 등, 와음으로 처리한 단어도 대단히 많은데, 방언과 와음의 경계가 모호한 것
역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죽절비네’에 대한 주석을 보면, 대나무로 만든 값싼 비
녀를 뜻하는 ‘죽절(竹節)비녀’의 와음이라 설명하고, 또한 ‘비네’가 ‘비녀’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이라고도 했다.47) 주석의 절대 다수가 방언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고
47)

48)48)

이 자료집이 방언학 연구의 1차 자료로 그대로 쓰일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무가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한 충실성의 전략이 텍스트의 이해라
는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말은 글보다 훨씬 정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단 뱉고 나면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말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옮기게 되면, 채록된 글에는 자연히 불필요한 동어반복이나 잘못된 어휘와 문장이
수두룩하게 된다. 또한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말 또는 唱을 글로 옮겼다 해도, 무
가를 귀로 듣는 것과 채록된 무가를 눈으로 읽는 것은 聽者와 네者의 이해라는 측
49)

면에서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구연자의 호흡과 休止와

49)

방언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한 채록본은 눈으로 읽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차라리 소리 내어 읽는
43)
44)
45)
46)
47)
48)

한국의 오구굿 무가 5, 121면, 각주 657번.
한국의 오구굿 무가 5, 149면, 각주 800번.
한국의 오구굿 무가 5, 123면, 각주 668번.
한국의 오구굿 무가 5, 110면, 각주 598번.
한국의 오구굿 무가 5, 110면, 각주 597번.
한국의 오구굿 무가 는 ‘발음 되는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어의 일반적 음운규칙에 따
라 발음된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일러두기>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채록은 다
분히 자의적이어서, 그 지역 방언의 어간말자음군을 충실히 살리지 못한다. 방언 자료 조사에서는 “음성
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은 표준어의 표기법대로 기록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소리대로 기록한다거나 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이다. 방언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모든 말을 소리대로’ 기록해
야 한다. 그래서 방언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사람은 “제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말한다.(최명옥, 2007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방언 이야기
(국립국어원 편), 태학사, 57-58면)
49) 한국의 오구굿 무가 는 행과 어절을 철저하게 제보자의 호흡 단위와 구연과정에서의 休止를 기준으로
분절한다고 <일러두기>에서 밝혔다. 어절 단위의 분절 방법은 동해안 별신굿 무가 에서 음보를 기준
으로 했었다. 그런데 무가가 음악적 사설이란 점을 더 살리기 위하여 한국의 별신굿 무가 에서부터
‘구연상의 휴지’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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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이해가 빠르다.
채록에서 충실성의 전략은 말 혹은 창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글로 옮기려 했
고,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판단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어
정쩡한 형태의 텍스트를 낳았다고 평할 수 있다. [자료 3]과 [자료 4]에서 보듯이,
구연상의 休止를 반영한 행 구분도 눈으로 읽어야 하는 ‘글’에서는 자연스럽지 않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율문을 살리되 ‘읽기’의 호흡을 고려하여 [자료 4]의 행 구분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 “ⓐ발끝으로 떡 보니 / ⓑ밭 한쪽 끝은 / ⓒ저기 인천에 가 있고 /
ⓓ한쪽 끝은 여기 / ⓔ삼성 선우아파트에 와 있고 / ⓕ한 고랑이 그렇게 긴 / ⓖ
그 크디큰 밭을 / ⓗ언제 다 매겠나?” 여기서 ⓕⓖ는 채록본의 해당 구절을 표준
어로 번역하되, 가능한 한 의미는 살리면서 비문을 바로잡은 형태이다. 이러한 번
역은 구술 자료의 특성을 훼손한 번역일까?
○ 번역에서는 원작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충실성’과 번역문의 ‘가독성’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 충실성을 희생하여 가독성을 높이느냐, 아니면 가독성을 희생하더
라도 충실성을 기해야 하느냐의 기로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문학작
품의 경우에는 이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50)50)

이상적으로는 충실성과 가독성을 두루 갖춘 것이 최고의 번역이다. 하지만 충실
성과 가독성을 모두 추구하더라도, 번역의 현실은 둘 중 하나를 우선으로 삼지 않
을 수 없다. 그 기준은 번역의 목적과 예상독자층에 대한 고려이다. 무가를 채록
한 자료집은 무속이나 신화 전공자들이 1차 자료로 이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
다. 그렇다면 충실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비전공자들의 이해를 돕는
교양물로서의 번역서를 목적으로 한다면, 학술적 엄정함을 기반으로 하되 가독성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독성을 중시하는 것이 단지 독자를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은 아니다. 어
떤 종류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번역자의 의무
다. 현대 우리말로서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고 심지어 뜻이 통하지 않는 문장을 써
놓고 ‘충실한 직역’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변해서는 곤란하다. 흔히 의역의 치명적
결함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51) 사실상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닐 경우 직역에도 똑같
51)

50) 박상익, 앞의 책, 141면.
51) “직역을 중시하는 입장은 주관의 오류와 남용을 경계한다. 원작을 만신창이로 추락시킬 위험, 오해된 결
과의 대중적 傳導, 무지를 덮어 얼버무리는 위선, 번역자 자신의 번역능력 저하, 대상에 대한 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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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 해당되는 말이다. “가장 충실한 직역이 가장 나쁜 번역이 되기 쉽다” 는 말이
52)

있듯이, 충실한 직역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번역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번역에서 공통의 당위다. 무가 번역도 예외일 수 없다.

5. 맺음말
번역에 대해 흔히 ‘단순’이란 수식어를 붙여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김용옥이나 신영복이 一家를 이룬 고전 번역의 성과는 제대로 된 번역이
결코 단순 작업이 아니며 그 가치가 연구논문이나 연구서보다 못하지 않음을 증명
53)

한다.

스스로 번역가로 자처하는 김용옥은 자세한 주석을 포함한 번역이 논문보

53)

다 더 가치 있는 학문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논문은 설령 텍스트를 다 읽지 않
아도 쓸 수 있지만 번역은 텍스트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까지
54)

말했다.

잘 쓴 논문과 제대로 된 번역은 실상 우열을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번

54)

역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고 학문적 가치 또한 높다는 뜻을 강조해서 한 말이다.
구비문학 연구가 시작된 지 50~60년이 경과하는 동안 무가 연구도 상당한 성과
가 축적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서사무가는 채록된 각편과 관련 논문이 방대
하다. 대학 등록금이 6만원이고 휴대용 녹음기가 54만원 하던 시절, 비디오는커녕
녹음기 하나 없이도 무가를 채록하는 데 열심이었던55) 선학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55)

그나마 이른 시기의 무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21세기 오늘에도 여전히
굿의 현장에서 巫의 언어를 익히는 연구자들이 있기에, 여러 면으로 난해한 무가
학술적 토대의 붕괴 등 자칫 의역이 지닐 수 있는 치명적 함정과 결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김동
준, 2007 번역학 관점에서의 한국한문문학작품 번역 재론 : 한시의 번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6, 10면)
52) 김효중, 1989 문학작품번역의 이론과 분석 및 평가 한민족어문학 16, 3면.
53) 김혜경은 김용옥과 신영복을 예로 들어 좋은 번역가의 충분조건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김혜경, 2003 고
전번역의 조건 중국어문학지 13)
54) “‘관한 논문’을 쓰는 일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東抄西抄하여 적당히 일관된 논리의 구색만 갖추면 훌륭
한 논문이 될 수도 있다. 허나 번역의 경우는 전혀 이야기가 다르다. 그 작품의 문자 그대로 ‘완전한’ 이
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르는 부분을 슬쩍 넘어갈 수도 없고, 또 전체에 대한 지식 없이는 부분의
철저한 해석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인용 출전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강요당한다. 그야말로 에
누리없이 그 번역자의 스칼라십이 완전히 노출된다.”(김용옥, 1986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 통나무,
127면)
55) 한국무가집 4, 272-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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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도 소통 불가능한 영역만은 아니다.
번역은 상이한 문화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상아탑의 지식을 대중화하고
민주화하는 길이다. 서사무가의 세계가 미래에까지 전달해야 할 한국문화의 소중
한 자산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그 세계를 ‘번역’하는 데 고전 연구자들이 좀 더 적
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반 대중을 위해 무속신화를 쉽게 풀어쓰고
56)

재미나게 해석해주는 책들이 출판되고 있음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그에 더하

56)

여, 원텍스트에 보다 충실하게 서사무가의 풍부한 세계를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의
형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시험할 때이다.

주제어 : 서사무가. 바리공주. 채록. 번역. 직역. 의역.
투고일(2011. 10. 10), 심사시작일(2011. 11. 14), 심사완료일(2011. 11. 29)

56) 신동흔, 2004 살아 있는 우리 신화 , 한겨레 ; 조현설, 2006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 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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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 of Recording Shamanistic Epics and the Possibility
of Translation

- With Focus on the ‘Princess Bari' Epic -

Lee, Kyungha *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examine previous ways in which shamanistic
epics have been recorded and complied, and to consider the need to include the
act of translation in this process. In order to do so, I first discuss whether the
shamanistic epic - being, after all, a Korean text - may be regarded as requiring
translation. Then, using the example of the ‘Princess Bari’ epic, which is the most
widely recorded and studied of the shamanistic epics, I examine how useful
previous recording methods have actually been in furthering our understanding of
this shamanistic epic. Finally, I refer to the debate on literal vs liberal translation in
exploring possible difficulties which may be experienced in translating shamanistic
epics, given that they are orally transmitted texts.

Key Words : Shamanistic epic, ‘Princess Bari’, Recording, Translating, Literal
translation, Liberal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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