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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어 쓰는 것을 번역 이 라고 한다면， 바구어 쓰는 것 자 

체가 풋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번역의 목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 

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다. 또 원래 먼역을 하게된 동기 자체가 친숙하지 못한 언어로 

쓰인 글이나 말을 독자나 청자에재 친숙한 언어로 바꾸는 것이 니 완전히 친숙한 언어로 바 

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상이 의미론적 및 구문론적인 번역의 조건이라면， 우선 상기의 조건만 갖추면 본래의 

의미의 먼역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그러나 특히 문학에 있어서는 

원문의 표현의 아름다움이나 운(rhyme) 둥이 주는 것을 번역된 언어에서도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아닌가 한다. 우선 필자가하나의 섯귀를 우리 말로 옮겨 야만 하 

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한벤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강靈 훌훌 

天未歸雲千萬筆，

훨波좁l輝장陽紅. 

燒짧急向高훌上， 

一笑開標萬里風. (李混~， 1968: 474) 

여기서 退漢의 시를 우리 말로 옮기려고 한다면 우선 이 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 

다. 이 시의 완전한 이해는 곧 이 시 를 쓸 때 의 경험을 역자도 똑 같이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꽁감한다는 이야기이겠다. 여기서 공강한다는 것은 단지 사실적인 의미 (truth 

funct ional meaning)와 더 불어 이 가 가지 는 정 의 적 의 미 (emotive meaning)까지 도 포함하여 

야 하며 더 나아가서 어 떠 한 종류의 함의 (connotation, analogy‘ metaphor)도 이 해 해 야 한 

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번역을 하고자 하는 이는 退짧가 언먹 위에서 느꼈던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이글은 필자의 ‘변역과 의미’의 수갱이며 조금 더 형식화해 보려고 노력했다 서울대학교 어학연 
구소 연구부 및 이 청민 교수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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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해했다고 하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고 하자

(2) 저녁 비온 후 언덕 위에 오르다. 

하놀 끝에 돌아가는 구름은 

천만 봉우리인데， 

파란 물결 푸른 산에 

석양이 붉도다. 

서 울러 지팡이 짚고 

높은 언댁에 올략가서， 

한번 웃고 옷깃을 헤치니 

만리 바람이 분다. (李‘뾰， 1968: 43) 

여기에서 역문이 왼래의 의미를 다 전달하였느냐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원문이 주는 모 

든 것이 역문 속에도 살아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다. 그래서 역자가 얼마 만큼 충실하게 번 

역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역자의 우리 말 구사 능력과 우리 말의 완전성 여부에 의하 

여 결갱된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완전성이란 물론 표현의 완전성(functional completeness) 

을 말한다. 

이상의 예에서 븐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지 t가 언어 A에서 언어 B르 먼역하 

는 경우 그 번역의 완전성 T는 다음과 같다. 

(3) T=ddAc , A~， B; , Bc} 

Ac: 언어 A의 표현 완전성 청도 

A~: t의 언어 A의 이해 청도 

B~: t의 언어 B의 표현 능력 정도 

Bc: 언어 B의 표현 완전성 정 도 

이상의 네 개의 요소가 다 완전한 경우에는 그 번역도 완전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여기서 다루어질 문제는 우선 이러한 의미의 완전한 번역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저해 요소를 제거할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없으나， 이의 

제거가 논리적으로라도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번역과 인공 두뇌와의 관계도 살펴 

보겠다. 

2. 언어의 구분 

표현 능력의 불완전성은 특히 번역하려 할 해 잘 나타난다. 그리고 번역은 두 개 이 상의 

언어가 있을 때 이야기되는 것이다. 그러연 우선 언어의 구분부터 살펴보고 나서 표현의‘ 

완전성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언어의 구조를 먼저 살펴 본다연 다음과 같다. 

(4) 1) 기 본 기 호(primitive symbols) (Enderton , 1972: 17) 

2) 구문적 형 성 법 칙 (syntactic rules) (Enderton, 1972: 20) 

3) 의 미 법 칙 (semantic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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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용 법 칙 (pragmatic rules) 

A , B 두 언어가 서로 다르다고 할 때는 A, B가 (4) 에서 든 것들의 어느 하나 이 상이 다 

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언어의 구분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보통 딸하는 한글을 만들었다고 한다든기， 월남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종래 

한자 또는 그 변형으로 표기되었던 것을 새로운 기본 기호로 바꾼 것이라고 보고 이런 의 

미에서 기본 기호만이 다른 두 언어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번역을 곧 음역 

(transli teration) 이 라고 한다. 

그의 일상언어들 즉 한국어， 영 어， 독어 같은 것들 사이에 차이는 명백하므로 더 이상 

언급할 펼요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여 관찰해야 할 것은 일상언어가 아닌 언어， 즉 형식언어가 개입한 

해에 있어서의 언어의 구분 문제이다. 형식언어 또는 인공얻어는 기븐 기호를 설정하고， 

이러한 기본 기호들을 일정한 볍칙 (syntactic formation rules) 에 의하여 나열하여 우리는 단 

어 (word) ， 문장(sentence) 또는 공식 (formula) 등을 얻는다. 여기서 형성법칙에 따라서 된 

표현은 문법 적 표현 (weJl formed formula) 또는 의 미 를 가진 표현 (meaningful expression) 

이 라고 불리워 진다(Copi ， 1967: 191-194).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언어와 일상언어와의 구분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인공언 

어들 사이에서 그들의 구문 법칙이나 의미 법칙 등이 달라서 생기는 언어의 구분도 고혀해 

야 할 것이다(Copi ， 1967 : 248-276). 그리고 일상언어와 형식언어에 있어서의 차이를 좀 살 

펴 보아야겠다. 

우선 그 형성벙칙에 있어서 형식언어는 우리가 그 언어를 만들 때 (recursion으로) 엄밀 

하게 정의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이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 (wff)인가 아닌가가 

수학적으록 식별 가능하다(Enderton ， 1972 : 14-78). 이에 반해 일상 언어에서는 이를 럴견 

해 내고， 사용자나 시대에 따라서 생기는 다른 것들을 표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옳겠다. 

의미론적으로 형식언어에서는 철저하게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기지는 것 

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특정으로 들고 있다. 복합 의미의 오류(fallacy of equivocation) 

를 가져오연 그 언어의 구성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李建源， 1978: 75). 그 

리고 형식언어에서는 진위에 대한 표현을 그 언어 속에 결코 접어 넣지 앓는다는 것도 주 

지의 사실이다. 의미론적인 역설 (semantic paradox)융 받아 들이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에 대한 표현과 대상이되는 표현도 엄밀히 구분한다(Copi ， 1971 : 10-13). 이러 

한 일상언어와 형식언어의 차이는 다음에 번역의 기계화를 이야기할 때 활용될 것이다. 

한 가지 여기서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일상언어에서는 형식언어에서와 같은 까다로 

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위를 목표 

하고 쓰여진 경우에는 상기의 구분이 일상언어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李建찮， 1978: 

76). 그래서 완전한 언어의 구분을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법칙이 지켜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5) 논리적 표현에서는 어떠한 표현도 그 펴지청자(referent)와 바뀌어 쓰일 수 없으며， 

그 반대 도 안 된 다(李建源， 1978: 76, 197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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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수를 제외한 어떼한 표현도 하나 이상의 피지칭자를 가져서는 안 된다(李建源， 
1976 : 171). 

(7) 어떠한 변수도 그 언어에 속하지 않는 명사로 교체되어서는 안 된다(李建源， 1976 

: 172). 

이상의 세 가지 법칙들은 하나의 언어가 아닌 복수의 언어들이 우리의 고찰의 대상이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혼선 내지는 모순(logical contradiction)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표현의 완전성 

이려한 여러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상이한 언어상의 표현 완전성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표라는 것을 정의한다. 여기서 대표의 관계는 Gödel이 형식언 
어에서 공식화한 킷을 일반화 시킨 것이다. 

(8) 언어 A의 표현 a와 언어 B의 표현 b가 대표(representation)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 

은 a와 b의 진위 치 가 같다는 것 이 다(Gödel ， 1931 : 186) . 

(9) (8) 에서 a , b가 명사인 경우에는 a, b의 피지칭자(denotation ， Nominatum) 및 풋 
(sense, Sinn) 이 같다는 것이 다(Copi ， 1967 : 75-76) . 

(10) (8) 에 서 a , b가 슐어 인 경 우에 는 a，b의 자리 수가 같으며 (李建源， 1978: 72) 그 변 수 
항에 (9)에서 청의띈 대표의 관계에 있는 어떠한 명사(aj ， b j )들을 넣어도 같은 진 
위 치 를 갖는다(ieN) . 

예 를 들어 A가 한국어 B가 영어일 때 위의 정의플 검토하여 본다. ‘고양이 ’와 ‘cat’은 
그 피지칭자나 뜻이 같아서 대표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것이 명사의 경우다. 슐어의 경 
우 한국어의 ‘x는 y를 사랑한다’와 영어의 ‘x loves y'는 대표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두 술어가 다 두 자리이고， 모든 대표의 관계에 있는 영사(a ， 갑)， (b, 을)에 있어서도， 
‘a loves b’ 가 참일 해 만이 (if and only if) ‘감은 을을 사랑한다’ 도 참이 기 며1 운이 다. 

그래서 이를 도식화하면 (ll )과 같다. 

( ll ) 

언어 A 
대표의 관계 

a 

언어 ß 

티 L 

(李建源， 1976: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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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 가 유의할 점은 이 대표의 관계는 생략이나 동의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협 

의의 정의 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생략이나 동의어는 그 언어 자체 내의 것이다(李建源， 1976: 

149-153) . 정의자(defìniens)와 피정의자(defìniendum)가 같은 피지칭자를 갖는다는 것은 

동일하나， 이 정의의 관계에 있는 것은 같은 언어 속에서이기 때문에 같은 구문론적 형성 

법칙의 지배 를 받아서 상호 교체 (su bsti tu tion)가 가능하나 대표의 관계는 다른 언어들 속의 

표현의 문제이어서 그 상호 다른 언어의 구운적 형성 볍칙도 같다고 볼 수 없기 때운에 그 

들의 동일 언어 속의 교체는 진리 송계 (salva veritate)를 보증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 

리는 대표의 관계와 싱기 협의의 정의를 구분해야 하다. 그리고 대표의 관계르 이어진 표 

현 사이에는 등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구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진다(李建 

1976 : 149-153) .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대표의 관계와 지칭의 관계도 다르다는 것이다(李建源， 1976 : 149-

153). 그래서 서론에서 말한 먼역의 목표는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이 대표의 관계를 성럽시 

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즉 언어와 언어 사이의 진리 승계가 목표다. 그래서 논 

리의 목표가 진리 승계라면 종래의 하나의 언어 속에서만 논의되던 것을 언어들 사이에 까 

지 논리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번역의 의미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위의 대표의 관계를 이용하여 표현의 완전성을 정의 

하기 위 해 형 식 언 어 에 서 의 표현 완전 성 정 리 (functional completeness theorem)를 일 반화 

시 켜 본다(Copi ， 1967 : 201). 

(12) 언어 A의 므든 표현 aj에 대하여 언어 B 에 aj와 대표의 관계가 성립하는 b‘가 있을 

때 언어 B는 언어 A에 대하여 표현 완전성을 갖는다(iEN). 

(13) aj , aj는 언어 A의 표현들이고 bj, bj는 언어 B의 표현들이고， (aj , bj) , (aj , bj )가 

대표의 관계일 때， aj*aj이면 b;*bj이다. 즉 대표의 관계는 단사(injective function) 

이다. (정의 8, 9, 10, 1 2에서) 

(14) 언어 A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풋을 다 표현할 수 있을 때， 언어 A는 절대적인 

표현 완전성을 갖는다 (functional completeness theorem). 

여기서 (14)의 절대적 표현 완전성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해지기 이전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곧 알 수 있겠다. 만약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 

수를 다루는 모든 것 즉 거기에 필요한 모든 뜻이라고 하면， 또는 진위 2치의 명제 계산 

일 때라면 (14)의 절대적인 표현 완전성은 명백하게 되나， 한국어의 절대적 의미의 표현 

완전성은 우리 한국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뜻이 양화되기 이전에는 양화가 불가능하다 

는 이 야기 이 다(Copi ， 1967 : 204-208, 265-267). 

그러나 언어 간의 상대적인 표현 완전성 여부는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언어 A의 표현 ai、

가 언어 B에서 그 대표의 관계에 있는 표현을 찾을 수 없을 때 언어 B의 언어 A 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 불완전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언어 A에서 표현 ai가 들어 있 

는 것을 언어 B로 벤역하려고 할 때， 어려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진다. 이를 번 

역 곤난성 이 라고 부른다(李明賢， 1974: 81). 

그러나 일상 언어들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번역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것은 이니다. 이러한 언어의 불완전성이 그 언어의 이해에 의하여 많이 보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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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또한 사싣이다. 

다음에 언어 이해를 검토하면서 완전하지는 옷 하더라도 그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 보기 

로 한다. 

4. 형식언어와 번역 

형식언어의 특성은 우리가 만든 언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표현 완전성의 문 

제는 또 다른 것이 된다. 

먼저 일상언어에서 형식언어에흐의 번역의 운제 즉 기호화의 문제부터 갈펴 본다. 우선 

필 자가 (15) 를 제 일 슐어 언 어 (first order predicate language) 의 기 호르 번 역 해 이 할 경 우 

를 생각하여 보자. 

(15) 가장 외 로운 사란은 가징 많이 사랑한다. 

먼저 (1 6)과 같이 대표의 관계룰 만든다. 

(1 6) A'x : x는 가장 외 르운 사랑이 다. 

L'x: x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 
그 이연 .... .. 이다. 

(x) : 모든 x 

그리고 번역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x)(A'x그L'x) (Feys & Fitch, 1973: 52-65) 

다음은 대표의 관계룰 좀 자세히 한다. 

(18) Ax : X는 외르운 사람이 다. 

Lx : x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 

Axy: X는 y보다 더 외롭다. 

Lxy : X는 y보다 더 사랑한다. 
그 이연 .... .. 이 다. 

^ :그리고 

부청 

(x) : 모든 X 

Ixy : x는 y와 같다. 

(19) (x) {<(Ax/\(y) (Ay/\~Ixy) 그AxY)> 그 < Lx/\(y) (Ly^~IxY) 그 Lxy)>l 

(Feys & Fitch , 1973: 52-65) 

(1 5)에서 (17)로 번역하는 것은 간단한 펀이므로 그냥두고 (19)프 먼역하는 경우를 생각 

해 보자. 

(20) 묘든 다른 사암보다도 더 외르운 사람은 모든 다론 사담보다 더 시 랑하는 사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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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은 (15)룰 바꾸어 쓴 것이 다. 다시 (20)을 (19)에 가캅도록 바꾸어 쓴다. 

(21) 모든 자기 와 다른 의 로운 사람보다도 더 외 로운 모든 사람은， 모든 자치 와 다른 사 

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다. 

(22) 모든 자기와 같지 않은 외로운 사란보다도 더 외로운 모든 사람은， 모든 자기외 갈 

지 않은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다. 

(22) 에서 (19)르 옮기 는 것은 대표의 관계에 있는 표현을 대치시킴과 동시에 한국어 문법 

을 제일숲어 논리의 문법 즉 구운적 형성 법칙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 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은 (15)플 (17) 이나 (19)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7)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가 (19)료 바꾸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둔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17)이나 (19)가 진위에 관한 한 다 같다는 검을 받아 들여야겠다. 즉 둘 다 옳은 언 

역이다.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좋은 또는 펀리한 표현인가이다. 이는 완전히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Quine이 말하는 번역의 불확청성을 살펴 볼 수 있다 

(Quine, 1970: 178- 183). 번역의 불확정성은 다-시 반대르 생각할 수도 있다. 즉 (19)룰 

( 15) , (20) , (21) , (22)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옳은 번역인가 하는 

것은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 진다. 그러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언어 B 

의 번역 T는 원문 A와 대표의 관계 R=dc{ (aO' bo), (a j, b j ) , (a2, b2) .. . ... } 에 의하여 결정 

된다는 것이다. 

(23) T=df{A, R} 

( 24) Ex. (19)= {(22) , (l8)} 

따라서 형식언어에 있어서의 표현 완전성은 대표의 관계흘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에 번역 

의 완전성 여부는 그 새로 만든 언어률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원칙적으 

로는 일상언어률 얼마나 기흐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형식언어 

를 만들었느냐에 의존하는 것이 라고 보아야 하겠다. 

형식언어들 사이의 번역의 운제는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이흔의 예외는 아니다. 단지 더 

옥 간멍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적용된다. 제일술어 언어(first order predicate 

language)와 명제계산 언어 (sentential calculus language)와의 관계에서외 같아 명제계 산 

언어의 도든 것이 제일술어 언야에 번역 가능하나，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제일 

숨어 언어가 명제계산 언어보다 더 포괄적 (more inclusive)이라고 말한다(Copi ， 1967: 248 

-249) . 그러나 언어 A의 묘든 것이 언어 B 에료 번역 가능하며 그 반대 즉 언이 B 의 

모든 표현도 언어 A~ 번역 가능할 때 A , B 두 언어는 교체 가능(alternative)한 언어 라 

고 한다(Copi ， 1967 : 249) . 

형 식 언 어 의 번 역 에서 하나의 특수한 예 르 구문의 수화(arithmetization of syntax, 

Gödelization)블 들 수 있겠다. 여기에서 진위가 증명성￡로 벤역띈다는 것이 특성i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언어 현상도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 들인디면 (Wittgenstein ， 1961:21) 언 

어 현상에 대한 표현도 사싣에 대한 표현이요， 따라서 똑 같은 진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 

아지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전개해 온 이론의 예외는 아니 라는 것도 언급해 둔다. 



18 語學liFf究 第14卷 第 1 廳

5. 언어의 이해 

지금까지 지적한 것이 번역의 어려움 또는 불확정성 이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실제에 있어서 그 언어의 이해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먼저 표현 불완전성의i 

경우부터 살펴 본다. 

극단적 인 예로는 言表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크러스티스(Procrustes)의 침대에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 인 의미에서의 표현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 

은 일종의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라는 것이 

무용한 것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언어의 제약속에서 삶이 형성되는 것도 사 

실이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따라서 번역에 직접 관계되는 표현 완

전성은 상대적인 표현 완전성이고， 따라서 문제는 어 떻 게 이 상대적인 표현 완전성을 이루 

느냐 하는 것이다. 

언어 A와 B에서 두 언어의 표현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25) A=ddao, al' az, ... } 
(26) B=dt{bo, bh bz, ... } 

여기서 대표의 관계를 R 이 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7) R= dd(ao, bo), (ab b1) , (az, bz), ... } 

그래서 A중에 B의 표현과 대표의 관계에 있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28) U UR=df A'(cA) 

그리고 B중에 A에 대표의 관계 에 있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29) CCU UR)\( n nR)) u (n nR)=df B' (CB) 

(A'과 B'은 각각 A와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연 A， B에서 대표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표현들의 칩합은 물론 다음과 같다. 

(30) A"=df A\A' 

(31) B"=df B\B' 

여기서 B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이 A의 어떤 운장을 B로 번역하려 하는 경우에 그 운

장 속의 모든 표현이 A'에 속하는 표현인 경우는 그 대표의 관계에 있는 표현을 B'에서 

찾아서 교체하고 B의 문법에 맞도록 나열하면 번역이 다 된 것이다. 

그러나 A의 문장 속에 A"에 속하는 표현이 있을 혜이다 A"과 B" 즉 대표의 관계가 

성럽하지 않는 A와 B의 표현을 다음과 강다고 하자. 

(32) A" =dt\aO'" a/', az", ... } 
(33) B"=이 {{bo끼 b/', bz" , ... } 

여 기 서 a;"(a;" f.A" for all i f.N)는 다음 두 가지 경 우 중의 하나이 다. 

(34) a‘”의 펴 지 칭 자가 b;" , bi +1", b i +2",…, bi +n " 1 <nf.N들의 피 지 칭 자와 같은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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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의 피지칭자를 나타내는 것이 언어 B에의 어떠한 표현들의 집합으로도 나타 낼 
까-δ~ '--켜。 
T ì\λτ- /8T 

영어의 ‘Dr’라는 표현이 ‘의사’ ‘박사’ ‘길(路) ' 등의 피지칭자와 같다는 의미에서， ‘Dr’ 

는 표현이 A가 영어이고 B가 한국어이면 (34)의 예가 되겠다.A기- 영어， B 가 한국어이 

연 ‘California’ 나 ‘George Washington’ 등이 (35)의 예 가 된 다. 

여 기서 (3) T = {Ac, Au', B.', Bc} 로 돌아 가서 이야기해 븐다 Ac， Bc 즉 A， B의 표현 

완전성은 결국 다음과 같이 수회된다. 

(36) Ac= df A' / A 

(37) Bc=df B' /B 

여기서 Ac=Bc=l이면 언어 A와 B는 교체 가능(alternative)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여기서의 언어의 이해는 대표의 관계 R의 이해와 두 언어의 구문 법칙만 아는 것으료 충 

분하다고 보아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물론 일상언어의 모두가 그런 경우이지만- 생각해 보지 (35)의 

경우 거의기- 음역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외래어라고 불리워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곧 그 언어 속에서 외래어같이 느껴지지 않고 사용되어 Ac가 

점점 l에 가까워 진다. 즉 대표의 관계 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마치 규정걱 정의 (stipulative 

dennition)에 의하여 그 언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것과 같은 작용이라고 보이→야 겠다. 

이련 의미에서 번역은 그 문화의 도입이라고 보아진다. 

다음에 (34)의 경우는 대개 그 문맥에 의하여 al//가 특정한 bi+m"으르 쓰였는기-를 결정 

하여 번역해야 하겠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언어의 이해가 필요하다. a/' 
가 특정 한 bi+m"으로 쓰였는가를， 첫째 주어진 글 속에서 결정 가능한 경우와， 둘째 주애 

진 글 속에서는 결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문액 (context)에 

의하여 결정띈다고 하고 둘째의 경우는 원문 자체의 애애성이나， 이를 엄밀히 분석하면 그 

렇게 써도 원문의 필자에게 또 그 원문의 필자가 대상으로 하고 썼던 이들에게도 이해 가 

능했을 경우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역자가 언어 자체 뿐만이니라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 

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것이 사신이다. 그러나 우랴 

가 목표하는 번역의 완정성은 원문이 나타내는 만큼만 나타내면 완전하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 즉 원문이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 자체로는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부분 즉 애매 

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대로 그 애매성까지 가진 체르 번역해 놓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완 

전한 번역이라고 본다. 원래 원운이 애매하게 쓰여 있는 것을 다시 어떠한 플에 접어 넣어 

속단하여 번역하는 것은 번역의 한계를 넘어 선 해석이라고 보아야 옳고， 또 한 벤 프로 

커스티스의 횡포가 저길러 지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한 마마로 애매한 것은 애매한 데로 

낭겨두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번역이다. 그것을 더 이상 해석해 주지 않는다고 해 

서 그 것을 이해하지 옷 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 아난가 한다. 따라서 상대적 표현 불완 

전성은 음역과 문맥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불확정성의 문제는 엄밀한 형식언어에서도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겠 

다. 그러나 화용적 (pragmatíc) 측면에서 고찰을 하면 어느 것이 더 정당한 것인가를 식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불확정성의 존재 자체는 어떠한 불펀도 우리에게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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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한다. 

6. 인공 두뇌 

인공 두뇌 란(artifici a l intelligence) 다음과 같이 정 의 된 다. 

(38) 보통 인간 두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사고， 추리， 또는 배우는 전자 계산기의 특 

성 (Dorf, 1972 : 555). 

이 러 한 특성은 기계의 자동 제어 능력의 발전에서 부터 유래한다. 원래 인깐이 지신의 

육체적인 능럭을 보완하는 수단으르의 도구가 기계의 시초있다면， 그 기계의 동역이 단지 
인간의 힘에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기계룰 수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기계릎- 움직 

이는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니고 기계 지-체쉐셔 나을 해 이 룹 자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기계의 힘이 인간의 힘을 넘어선 막돼한 위력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서 그 조정의 문 

제기- 심각하게 대두된다. 여기서 기계의 즈정까지 기계 속해 장치하는 것을 자동 제어 

(cybernetics) 략고 한다. 

(39) 자동 채어란 기계나 등블에 적용될 수 있는 초정 、릿 통신에 관한 。1 론이다(Dorf， 

1972 : 555). 

필지는 자동 제어와 인공 두늬를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고지 한다. 그러나 인공 두뇌와 

자동 제어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다 

간단히 냉장고등의 온도 조설을- 인간이 하는 번거로움을 기계에 받기는 것에서 부터 시 

작해서 무인 장동차(automation vehicle) (Copi , 1971 : 570) 에 이르기까지 자동 제어 장치는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인 자동차 같은 욕감한 제어 장치에는 별써 인공 두늬의 원척이 

즉 통상 말하는 전자 계산기끼지 들어 있다. 

기계 내의 어떠한 결괴-(feedback) 에 기 계 소스르 어떠한 일정한 반응을 하도콕 징-치하여 

놓는 것을 자동 제어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자동 제이 흔- 원래의 물리적인 반응(feedback) 에 

국한시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 활동이라고 간주되는 계산갇은 것을 해 낼 때 

는 인꽁- 두뇌 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니까 잭커드 1상적기의 헤이프(Jackard’ s 100m tape) 

같은 것은 지동 제어에 속한다(Dorf ， 1972 : 19) . 인간에게 번거르운 똑 같은 행 위의 반복을 

없애는(Lovelace principle) 즉 이 를 기계 자체에 맞기는 것윤 자동 제어리고 하고(Dorf， 

1972 : 78) , 번거로운 수학적 계산같은 것을 기계에 맞기 는 것은 인꽁 두뇌에 속한다고 보 

아진다. 

원초척인 인간의 신경 조직을 부정적인 반응(negative fcedback)과 그에 따른 조치 (re

sponce)로 분석한다연 모든 인간의 두뇌 작용도 왼칙적으르 기계르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더 나아가서 인간 두뇌 작용의 능력의 한계풀 크게 브완하고， 인간으르는 도저히 해 

낼 수도 없는 것을 기계가 해 낸다는 것도 주지의 사싣이다. 그래서 머지 않이 인간 두뇌 

보다 어떤 연에서나 더 나은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긴다. 

우선 이러한 기계룡 인간이 조정 가능한가 아니한가는 다른 문제도 두고라도 그러한 존재 

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샅만으로도 이 세상의 양상을 바꾸어 놓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리 

고 인간이 기계콜 만드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 기계 룰 일종의 노예처럽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해문일 것이다. 그퍼니 기계 자체의 고장으르 조정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그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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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이 확대되어 강에 따라서 그 만큼 조정 불가능의 가능성도 많아진다. 

Wiener의 말을 빌 리 연 

(40) 바로 우리 인 간의 행동이 느리다는 사싣 때운에 기계에 대한 우리의 효윤적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게까지 된다. 우리의 감각에 주어진 정보에 의하여 우리가 차룰 정지 

시킬 때 별써 그 치-가 벽에 부딪쳐 버 릴 수도 있는 것이다(Dorf ， 1972: 582) . 

이렇게 우리의 외경의 대상까지 되는 기계의 발전은 그 만큼 그 기계흘 만듣고 조작하는 

이들의 주의 내지는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와 영행해서 이러한 기계화 시대 

의 잇점은 이루 말 할 수 없겠다. 그 증의 한 예흐서 벤역의 기계화 문제률 이 야기해 보겠 

다. 

7. 기계화 가능성 

번역이 기계화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현싶적으르 치계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 

느냐 하는 것과 결부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필자는 기계의 현싣적인 능릭을 언급할 수 없 

는 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기계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 

력을 가져야겠느냐는 것으로 운제룰 바꾸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만약 언어 A에서 언어 B로 번역하고자 한다연 A와 B의 표현의 모든 폐표의 

관계 R = {(ao, bo) , (a1> b1) , ( a2' b2)- ..... ) 가 기 계 르 처 리 가능해 야 겠 다. 또 벤역 은 다 

흔 언어에르의 번역이기 때운에 언어 B르 모든 언어 A의 표현 이 돼표의 관계 R 에 의하 

여 교채되었다고 하더략도 언어 B의 운법에 맞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B의 

모든 구문적 변형 볍칙 (transformation grammar) 이 기계르 처리될 수 있어야 겠다. 그리고 

불합정성의 문제 및 표현의 적합성을 기하기 위해서 는 A, B 두 언어의 화용흔적인 볍척도 

기계 르 처리되어야 겠다. 

그러나 우리가 쉽 게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의 관계 R 자체가 문법에 영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40) a. 차룰 마시는 사람은 이플 좋아하기 때문이다. 

b. 진에 버머스룰 타는 것은 이가진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40)의 ‘이’라는 대명사의 의미가 문법적 구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표의 관계 R 자체가 어떠한 번역을 할 때나 다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구문적 법칙이나 문맥에 의존해서 변한다. 

이 의존성이 형식언어적인 기계성의 영역을 벗어 나게 한다. 물론 이것을 곧 불가능하다는 

것으로까지 비약시 킬 수는 없으나 극복되야 할 난제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구문론적 형성 법칙도 마찬가지로 A의 원문의 의미룰 살리도록 형성시키는 

(formalize) 것이라는 것을 유의해야겠다. 그러나 의미룰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번 

역인데 의미률 먼저 알아야 기계적으료 처리할 수 있다는 어려융에 봉착한다. 이는 논리적 

으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는 도저히 만을 수 없다고 보아진다. 그러연 의미 

에 의존하지 않는 형성 법칙이 되어 있어야 번역 의 기계화가 가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겠 

다. 의미에 무관한 형성 법칙은 형식언어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상언 

어에서도 가능한가 또 어느 정도 연구되었는가 하는 것은 필자의 분야 밖의 운제인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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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을 바꾸연 일상 언어의 형성 법칙이 형식언어에서와 같은 엄밀성을 (rigor) 가지게 

되는 것이 선행되야겠다는 것이다. 이상이 해결되면 의미 전달이라는 필수조건은 가추어 

지지 않는가 보아진다. 그 이상의 것 즉 상기 (3)의 표현의 적합성은 어느 정도 미적인 

(elegancy) 문제 라고 본다. 이 의 기 계 화는 우선 기 계 화의 최 소 조건 인 어 떠 한 기 준(effective 

procedure)도 찾기 어 려워서， 기계화의 최소 조건 자체가 변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진다. 

8. 결 어 

번역의 기계화 기-능성 여부를 이이:기하기 전에 번역 자체에 대한 이야커를 하려는 것이 

이 글의 원래 의도였다. 

언어 를 단순한 의사 전달의 수단으료만 생각할 것인가 의문이다. 언어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고들 한다. 이 를 단지 그 언어 사용지들르 하여금 그 언 

어를 사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다. 앞에서 지적하였 

듯이 언어의 상대척 불완전성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삶의 차이에 버례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온돌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언어에는 ‘온돌’이라는 단어가 있고， 포 

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에는 ‘포크’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이 정신적인 면에 까지 이 

르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 물리적인 것의 차이는 쉽게 도입되어 우리가 곰 이 

해 하고 교류하여 쓰게 까지 된 다. 우리 기- 포크를 보고， 사용하여 보고 ‘포크? 략는 외 폐 어 를 

그렇게 외래어 갚지 않게 느끼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서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을 번역하는 데는 그들 

의 정서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선챙되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보면 번역은 곧 그 문화의 이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겠다. 그래서 완전한 번역은 어 

느 정도 그 문화가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아이러니를 들어 낸다. 그 문화의 도 

입을 위한 것이 번역이면서 그 도입을 전제하는 난제기- 곧 벤역이라는， 결국 시행 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벤역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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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antics in translation 

Gun-Won Lee 

This is a study of the conditions of complete trans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automata 

iranslation. 1) The complete translation is depending on the translater’ s understanding 

of language A, the functional completeness of language B, the functional completeness 

of language A and the translater’ s ability to express in terms of language B in case 

that the translater is translating from A into B. 2) Language A is different from 

language B if more than one of the followings are different between them; primitive 

.symbols, syntactic rules, semantic rules or pragmatic rules. 3) The language A is 

functionally complete in the absolute sense if and only if A can express completely 

what the users of A intend to express. Language A is relatively complete to language B 

if and only if B has the representing expression bi for every expression ai in language 

A. (a ;, b‘) is a representing relation if and only if the referents of ai and bi are the 

same. In case the relative completeness is failed to hold, there are the difficulties of 

translation, which is the case in most languages. 4) Especially in formal languages 

the representing relation in two different languages should not be regarded as equality 

within a language, hence the substitution rules cannot be used between repesenting 

expressions. The completeness of formalization is depending on the representing relation 

and the original language. In this sense there is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5) The 

difficulties of translation can be avoided in terms of the understanding of language A. In 

case an expression ai in A does not have any representing expression in B, this difficulty 

can be avoided either by the understanding of context or tranditeration. If not, the two 

languages in case are said to be alternative. Also the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can be 

‘ overcome in terms of pragmatic considerations. 6) The characteristic of computer system 

capable of thinking, reasoning and learning functions normally associated with human 

intelligence, is said to be artifìcial intelligence. 7) By using the development of artifìcial 

intelligence, in principle, automata translation is possible, providing that the complete 

study of transformation rules is done, which is independent of semantic interpretations. 

‘8) If we understand the thesis of logic as salva veritate, the intention of this pape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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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tend this thesis inbetween the languages, which has been discussed within a language: 

so far. As a byproduct, the cultural difference can be quantifìed in terms of the formula

tion of the relative completeness of language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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