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문학 교육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 

---번역 텍스트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한 고찰 

金 聖 坤

외국문학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아 

마도 〈외국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떤 외국문 

학의 연구나 강의는 문학 자체에 대한 적성이나 능력 이전에， 우신 외국어 

에 대한 숙달과 해독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문학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문학의 경우에는 교수나 학생 이 문학적 소양은 충분해도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반대로 

문학적 소양은 다소 부족해도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성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외국문학의 강의나 연구에 있어서 해당 외국어에 대한 지식은 

분명 문학적 소양이 나 학문적 능력 보다도 더 우선적 무로 요구되 는 기 본적 이 

고도 중요한 요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미솔이냐 음악 

과는 달리 언어를 매개체로 하는 예술형태이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해 

독이 서투를 경우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교류가 혼선을 빚거나 심한 경우에 

는 아예 단절될 위험마저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독자반응 

이 론 (Reader-Response Critici sm)을 주창한 미 국의 독서 이 론가 스탠 리 피 쉬 

(Stanley Fish)는 자신이 실정하는 이 상적인 〈독자〉의 조건으로 다음 씨가 

지를 든다. 

1.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 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 

2_ 그 언어를 사용해 씌아진 내용을 이 해할 수 있는 어의적 지식을 갖춘 

사람. 

3. 문학적 능력과 소양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피쉬의 위 이 론에 의하면， 외국문학도들은 국문학도들에 비해 거 

의 셰배에 가까운 부담을 안고서 문학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 되며， 만일 외 

1 Stanley Fish, “ Literature in the Reader: Affective Stylistics," in Reader
Response Criticism , ed., Jane P. Tompkins (Baltimore: Johns Hopkins UP) ,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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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설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심지어 독자의 자격에도 미달되는 셈이 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과거에는 정확하게 원전을 읽 어나가기 위해， 또 원어 

의 뉴앙스를 맛보기 위해 강의 실에 서 교수와 학생이 원서를 번역/강독하기 

도 했다. 그러 나 그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어에만 너무 매달리게 

되어 한학기에 겨우 상사십 !rl]이지의 진도가 나갔을 뿐， 결국에는 작품 하 

나도 제대로 읽어내지 옷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한 폐단을 지양하기 위 

해， 그리고 외국대학의 학업량 및 연구수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요즘에는 

중요한 부분만 강의실에서 강독을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읽어오도록 하 

여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한학기 에 독파헤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 역 

시 학생 들의 오독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 를 갖는다. 예컨디l 많 

은 교수들은 시 험이나 퀴즈나 발표나 과제물을 통해 학생들이 종종 심각한 

오역/오독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한학기에 여러권의 작품을 다 

루어야만 되는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련， 고작 강의실에서 그 잘못된 부분 

을 지적해주고 학생들과 같이 한바탕 웃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품을 원어 로 읽어야 되는 외국문학과에서 번역펀 

텍스트만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번역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원 

전의 왜곡과 오역을 수반하기 마련이어서， 번역 텍스트에만 의존할 경우 자 

칫 많은 시행착오를 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문학교수들이 만들어낸 외 

2 최근 휠자가 한 번역본 원고흘 강수하연서 찾아내어 교갱한 요역의 사폐 를 여 
기 소개하연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이 문맥상의 올바른 뜻임. 

1. 1 blew it: u}랑에 날려 보냈다 (망쳐 버 렸다) . 
2. windshield: 마람막이 (자동차 앙유리) 
3. nursing: 간호하다 (돌봐주다) 
4. slot machine: 자판기 (자동 도박기 ) 
5. lots 복권 (토지 , 땅) 
7. Burbon: 부르봉 솔(버 본 위 스키 ) 
8. a locked ra zor 자풍쇠가 채워져 있는 연도기 (안전 띤도기) 
9. grass: 풀잎 (잔디 ) 

10. odd job: 기이한 챙동 연출 (온갖 굿은 일) 
11. monkey bars: 원숭이 미 끄렴대 (매 달링 대) 
12. light brown: 연 갈색 옷 (연 갈색 눈) 
13. security guard: 안보의 수호자(정 비 원 ) 
14 . 20c VVash 10c Dry: 스무번의 세탁， 열번의 드라이 (세 탁기 사용은 20센트 
건조기는 10센 트) 

15. beer belly : 곰의 배 때 기 (술깨 , 맥 주1l11) 
16. San Jose: 생 조세 ( 샌 호세 ) 

17. pants: 펜 티 ( 마지 ) 

18. plastic bag 플라스틱 가방 (비 닐 용지 ) 
19. brand.ne￦. 새 상표 (새 울건) 

20. sta tion wagon: 운반용 회물차 (스헤이션 웨건형 자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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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학 직품의 주석서는 바로 그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해보고자 시도완 기획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석서가 나와있는 작품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때로는 내용이 부실한 주석서도 없지 않아서 그동안 주 

석본 만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옷했던 것처럼 보인다. 더 

욱이 시장성이 있는 소위 대표작의 주석본만을 발행하려는 출판사측의 태도 

로 인헤 같은 텍스트의 주석본이 여러군데에서 나와있는 반연， 많은 텍스트 

들은 앞으로도 주석본이 나올 가망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외국문학 텍스트 한권을 원어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으며， 그러면서도자신들이 읽은 내용에 대해 자 

신이 없기 때문에 교수의 주입식 강의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 

다. 외국문학강의실에서 특히 굳게 업을 다풀고 선뜻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 

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우선은 그것이 외국어를 통한 문학공부이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연 외국문학 교육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혹시 경우에 따라 번역본을 사용하 

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렇다연， 그 정도는 어떠 

해야 하며 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 글은 바로 그와 같 

은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시도해 보기 위해 씌어졌다. 

11 

외국문학 교육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찍 

21. wood boiler: 옥제 화덕 (냐우플 때 는 보일 러 ) 
22. ￦ood stove: 목재 난로 (나무를 예 는 난로) 
23. 1 have had it: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4. ice cream parlor: 아이스 크립 응전실 (아이스크럼 가게) 
25. South Sea ’ 냥부의 마다 (남태 평 양) 

26. odd size: 끼 기 묘 묘한 강 이 (특별 사이 즈) 
27. a copy of Life: <삶〉의 복사본 (라이프 장지 한켠) 

28. knock on wood: 나무플 부수다 (나무를 두드뇌 보다) 
29. Kool.Aid wino: 싸구려 포도주 애 호가 (룹 에 이 드 쥬스 중독자) 
30. You can’ t foo l others: 사랑을 우룡할 필요가 없잖아 (넌 냥을 속이지 옷해) 
31. birthmark: 출생 증명 (날 혜 부터 있는 정 이 나 기 타 표지 ) 
32. a pack of grape Kool.Aid: 포도 꾸러 미 (한 봉치 의 포도맛 쿨 에 이 드 분 

얄 주스) 
33. so his Kool.Aid was a mere shadow of its desi red potency 그의 포도주 

는 최대한의 장재력 이 순수하게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쿨 에이드 주스는 너무 붉어져 버렸다) 

34. John Dillinger: 존 멸 링 거 (존 딜 린 저 ) 
35. non-fat milk: 비 만 방지 우유 (탈지 우유) 
36. soya ßour: 간장 일 가루 (콩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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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론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의 향상에 있다. 그러나 문학교수가 학생들 

에게 영 어 강좌와 문학강의 를 동시 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이 전공에 진입히기 전에 해당 외국어에 대해 고도의 훈련을 받 

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물론 그와같은 훈련은 단순히 교양 

외 국어 나 신문강독이나 단펀강독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공을 공 

부할 수 있는 준비 가 갖추어진 학생들을 원한다연 ， 우선 신입생 선 1괄 해 어 

학측정을 해 야만 할 것이며， 곧 이어 현행 교과과정을 수정해 일이 학년 때 

집중적으로 전공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외국어문 

학과의 경우 전공 진입 이전에 이학능력 측점고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이 러한 것들은 모두 해당 학과 및 대학의 교과과정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만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외국문학교수들은 우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1989년 2학기 

에 맡았던 서울대학교 인운대 영운과의 한 강좌에서 ， 전에는 한먼도 해본 적 

이 없는 새로운 실험을 해보았다. 그것은 교과목 변호 103.410의 학부 4학 

년 전공선택 (u1 운학 특강〉이었으며， 수장 학생은 인문대 영문과와 사대 영 

어교육과 학생 23영이었다. 

필자는 이 강좌에서 학부에서는 최 초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에 속하는 작 

품들을 읽고 논의하기로하고 강의 계획표를 작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번역 

본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띤 다소 난 

해하게 느껴질는지도 모를 원서와 씨름하띤샤 공부에 대한 흉미를 잃어버리 

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1갚로 부담없이 작품을 읽고 이해하마 로론하는 것 

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었다. 그러고 또 한가지 이유는， 변역할 때 참고하 

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치-펴 윈서교재의 벤역판을 몰래 구입할 것이었기 때 

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양성화 해보기로 했다. 

울본 학기 호의 한달 동안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영어논문들을 꼭사해 

나누어준 다음， 그것들을 읽고 포흔을 하도록 했다. 희생들은 두꺼운 장면 

소설과는 달리 분량이 그리 많지않은 그 영어논문들을 어련지 않게 읽어낼 

수 있었고， 포스트모더 니 즘의 이 흔적 배경에 대해 활반하게 토흔을 벌었다 . 

그런 다음， 실제 직품강독으로 들어가면서 부터는 한글 번역본을 정독하도 

록 했다. 그 강의애서 섣제로 읽고 논의했던 직-풍들은 다음과 같다. 

이 흔 : 1. John Barth, “The Litera ture of Exhaustion" 

2. ]ohn Brath, “The Literature of Replenish ment 

3. 한글논문 “모더 니 즘과 포스트모더 니 즘” 

4. 한글논문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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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풍 : 1. Thomas Pynchon, The Cryiηg 01 Lot 49 

2. Kurt Vonnegut, Slaughterhouse- 5 

3. Gabrial Marquez, One Hundred Years 01 Solitude 

4. Milan Kundera , The U，ηbearable Lightηess 01 Being 

5. Umberto Eco, The Name 01 the Rose 

6. Günter Grass, Tiπ Drum 

이 중에서 미국문학 텍스트에 해당되는 첫 두권의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영문 텍스트를 강의실에 가져와 일종 

의 영한대역식 강독을 하게 되 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부터 6번까지는 원 

본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태리어이어서 어차피 영어판 자체가 번역본이었 

으드로 모두들 자연스렵게 한글 번역본을 교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벤역본의 사용이 야기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중 하나는 우 

선 원서강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학생들의 심리적 열등의식이다. 

외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들은 일 반 독자들과는 달리 번 역 본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저항감과 수치심을 느끼기 마련이다. 더욱이 서울대학생 

들의 경우 그것은 곧 지적 자존심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자국의 언어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 

하는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성향까지 가마되면 벤역본에 대한 거부반응은 어 

쩌연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벤째 문제는 번역본의 요역이다. 특 

히 빠른 시일내에 번역이 완료되어 책으로 나오는 한국의 경우， 부실한 번 

역이냐 빠진 곳이 많기 때문에 역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 

실 지난 학기 중에도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여러군데의 오역을 발견하고 강 

의실에서 바로장았다. 그리고 세번째 문제는 번역만으로는 원래의 복합적인 

뭇을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학생은 토머스 펀천 

의 『제 49호 품목의 경 매 The Crying 01 Lot 49.JJ의 여 주인 공의 이 름인 에 디 

파(Oedipa)가 한글로만 표기될 경우， 그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에디퍼스 

Oedipus)의 의마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비록 그 학생 

이 영어에 능통한 외국유학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와같은 문제는 

분명 엄존하고 있다고 보아 크게 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소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연에서 위 실험은 

긍정적이었다. 우선 번역본에 대한 저항강이 예상외로 거의 없었으며， 학생 

들은 오히려 부담없이 더 많은 분량의 과제물을 읽어낼 수 있었다. 또한 영 

어벤역과 써름할시간을 구체적인 작품분석과 토론에 할애할 수있었떤 점은 

크나큰 수확이었다. 수업중 오역의 발견 또한 학습에 많은도움을 주었지 결 

코 땅해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외국문학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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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나 머릿 속에 서나 결국 필연적으로 번역을 통해서이기 애문이다. 그러므 

로 학생들은 오역의 딸견을 농해 벤역의 어려움과 중요성， 그리고 문화와 언 

어의 차이를 끼| 딛 게 되었고 도 동시이l 영어공부도 겹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실혐의 가장 큰 성과는 한학기에 많은 분량의 텍스트플 다둡 수 있었 

다는 점 이었다. 강좌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대학교 영문과의 

경우， 대학원의 소설강좌에서는 한학기에 대개 여젓권 남짓의 장펀소설이 

그리고 학부의 경우에는 대개 두권의 소설이 다루어진다. 그러나 위 학부 강 

좌의 경우 특이한 정은， 비록 뀐터 그라스의 『양철북』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끈기있는 정독과 깊이있는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펀소설을 여섯권이 

나 교재로 다룰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학생들은 여섯권의 교재를 

다 원어냈다는 만족감과， 토론에 참여해 학문적 논쟁융 해보았다는 자부심 

으로 인해 자신감은 물론， 또 다른 학습의욕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 실험의 또 한가지 장점은 학생들의 말표의 수준이 다1 학원 석사과정의 

수준을 상회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학부는 물흔 대학원에서 조차도 발표를 

시켜보면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미흉하거나 아예 수준 이하인 발표들이 많 

았있는데， 뭇밖에도 위 실험강좌에서의 발표는 정확하고도 깊이있는 내용들 

이 많았다. 그것은 분명 ， 그 강좌에 등록한 학생들의 수준이 특별히 높았다 

기 보다는 그들이 외국어가 아닌 자국어로 작품을 읽고 이해했으며， 남는 

시간을 연구와 분석을 위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 막으로， 우리는 그 강좌에서 읽은 텍스트들을 현재 우리의 삶과 현실 

에 최대한 접목시켜보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곧 문화와 문화의 차이， 그리 

고 언어와 언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간극을 초월해 인식을 공유해보 

려는 시도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에 펼요한 시간 역시 외국어 해독에 매 

달리지 않음으로써 확보가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필 

자의 느낌이 아니라， 학기가 끝나고 연구실로 찾아온 학생들의 견헤와 반응 

을 종합한 것들이다. 

111 

또 한가지의 경우는 필자가 지난 86년 부터 강의를 담당해온 이화여대 국 

제 하기 대 학의 한국문학 강좌이 다. 이 강좌는 L-210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 TURE로서 수강학생 수는 대개 열명에서 열다섯명 

이며， 그중 서너명은 순수한 미국인이고 나머지는 영어가 모국어인 한국인 

이민 2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간에 모두 한 

국문화와 한국문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름방한 동안 한국에 대해 

서 배우기 위해서 하기대학에 등록한 학생들로서 학슴동기는 이미 충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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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문학이 외국어로 씌어진 외국문학이 

라는 데에 있다. 비록 그들이 한국문학 강좌와 더불어 한국어 기초반 또는 

중급반에 동록해 한국어 를 배 우고는 있지 만， 그들의 어 학 실 력 은 문학작품 

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대개 초보적인 의사소통에도 어려움 

을 느끼는 정도일 뿐이다. 만일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어로 된 원서를 직접 

교재로 채택해 읽힌다면， 아마도 그들은 국어사전을 찾느라 여름학기를 다 

보내고 한국문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피터 리 (Peter H. Lee)가 번역한 한국문학선집인 Flowers 0/ 
Fire (하와이대학 출판부)와 한국문예진흥원이 펴낸 영문판 책자인 Making 

0/ Korean Literature 및 Koreaη Poetry를 교재로 사용했으며， 강의 역시 

그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외국문학과 학생들과는 

달리 그들은 한국문학을 영어번역본으로 배운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치도 저 

항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으며 ，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학생들은 간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The Buckwheat SeasonJ 같은 

작품의 문체가 한국어로는 어떻게 씌어져있을까 궁금해 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자기나라 말로 펀 한국문학 작품집을 금방 읽어낸 다음， 작품분석과 

더불아 한국인의 심 리， 문화， 역사， 그리고 정치와 연관시켜 심총적인 토론 

을 하곤 했다. 물론， 만일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도록 요구되었다연， 그 

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작품 자체도 이해 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준높은 문학수업을 결코 해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벤역 텍 

스트는 그들에게 tll 교적 짧은 시일내에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가 

능하게 해주었A며， 더 나아가 한국문학 전반에 걸친 이해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아쉬웠던 것은 오히려 영어로 씌어진 더 좋 

고 더 많은 한국문학 번역서와 역시 영어로 씌어진 한국문학 비평서였다. 

참고로 이화여대 국제하기대학의 한국문학 강좌에서 사용한 강의개요와 구 

체적인 텍스트들을 정리해보연 다음과 같다. 

3 물론 외국 대학의 비교문학과에서는 2개국어나 3개국어로 원전을 능숙하게 읽어 
내야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처럼 벤역 
을 경시하여 외연하지는 않는다. 60년대 이 후 벤역 또는 번역 학(translation studies) 
은 문학비 명 에 있 어 서 중요한 위 치 를 차지 하게 펀 semiotics, sty listics, linguistics, 
post-structuralism의 등장에 힘입어 하나의 독렵된 학문분야로 인정받게 되었다. 번역 

학의 구체적인 발전과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 
Susan Bassnett-McGuire, Translation Studies (London: Methuen, 1980) , 특히 

pp.13-73을 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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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DESCRIPTION 

L-301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 TURE 

TUE. 1 : 10-3 : 00 

WED. THU. 3 : 10-5 : 00 

This course will be a chronological survey of key text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from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o the 1980’ s. We shall focus 

on Korea ’ s image of itself, on not only the constellation of ideas we 

associate with its political turmoils and historical crises, but a1so Koreans' 

characteristic rnodes of perception and discourse, their lived experience as 

they have been expressed in their literature. Then we shall explore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Korean psyche in its cu1tura1 context ; how it has 

collided with and accomodated itself to a rapid social change, for instance. 

We will read a nurnber of representative Korean novelists whose tirne of 

flourishing is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1910"-'1945) , the post.libera

tion period (1946'"'-'1949) , the Korean War (1 950"-'1953) , the postwar 

period (1954"-'1960) ,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1961'"'-'1979) , the national 

literature and people’s literature period (1980"-'1989) or the postmodernist 

literature period (1990,,-, ); insofar as a time so recent produces a 

canon, the writers whom we will be regarding and analyzing will be 

canonica l. My bias is social, political, historical, and a1so cultura l. 

This course is clivicled into two sections. We reacl stories in Flowers 0/ 
Fire on Wesnesdays ancl Thursclays, ancl cliscuss essays in In This Earth 

a끼d In That 찌감nd: This is Korea on Tuesclays This strategy will enable 

us to unclerstancl Korean 1iterature in the larger context of Korean cu1ture. 

SYLLABUS 

TEXTS: Peter H. Lee, ed. Flowers 0/ Fire: T'ψentieth.Century Koreaη 

Stories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74) 

O. Young Lee, In This Earth aπd In That Wind: This is Korea (Seoul: 

Hollym, 1967) 

REFERENCES: 

Chong-un Kirn , Postwar Korean Short Stories (Seoul: Seoul Nat’1 Univ. 

Press, 1983) 

Seong-kon Kim et a l. ed. , Korean Poetry (Seou l: KAC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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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kon Kim et al. ed., Journey to Mujin: Anthology 01 Korean Short 

Fictioη (Seoul: KACF, 1988) 

Yong.jik Kim, ed., Makiπg 01 Korean Literature (Seoul: KACF, 1986) 

Peter H. Lee, Korean Literature: Topics aπd Themes (Tucson: Univ. of 

Arizona Press, 1965) 

Peter H. Lee, Poems from Korea (London: George Allen Ltd. , 1974) 

Silence of Love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82) 

David R. McCann, ed., Black Craηe : Aπthology of Korean Literature 

(Ithaca: Cornell Univ. Press, 1979) 

Myong.ho Shim, The Making 01 Korean Poetry (Seoul: SNU, 1982) 

June 

15 : Introductíon 

20 : Chapter 1- Chapter 10 (ln This Earth, 1η That Wind) 

21 : Fire, Potato 

22 : The Buckwheat Season , Wiη'gs 

27 : Chapter ll -Chapter 20 

28 : Portrait of a Shaman , the Last Moment 

29 : Field Trip: No Class 

July 

4 : Chapter 21-Chapter 30 

5 : Craπes， Shower 

6 ; The Rainy Season, Point 

11 : Chapter 31-Chapter 40 

12 : A Third Kind of Man , KaP!tan Lee 

13 : Flowers 01 Fire, The Duck aηd the 1πsignia 

18 : Chapter 41-Chapter 50 

19 : A Stray Bullet, Midηight 
20 : The Young Zelkoνa， the Heir 

25 : Illusions 01 Nothiπgness， the River 

26 : “Minjung" Literature, Postmodernist Li terature 

27 : Final Exam 

IV 

펼자가 1988년 부터 외래교수로 강의를 맡아온 외교안보연구원의 신규 외 

교관 연수과정의 수강생들은 약 25명의 외무고시 합격자들로 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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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영어과의 경우， 영문 강독과 작문은 필자가 맡았고 회화와 청취는 각각 

두 사람의 외국인 교수가 맡고 있다. 강독의 경우 펀자는 문학 텍스트를 교 

재로 쓰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문학작품의 분석이 주가 아니라 영문독해력 

이 주가 되기 때문에 원서강독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으로 

대학의 교과과정 중에서도 대개 2학년에 배정되는 〈영소설 강독〉같은 과목 

에서는 물론 원서만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문제는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그 

것을 여러 시각에서 조명해 보아야만 하는 3， 4학년의 전공과목의 경우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대로 외국문학과에서 번역 텍스트를 주 교재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혹 보충 텍스트로 또는 참고자료로서 번역본은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네 글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 무시와 번 

역본에 내한 본능적인 펀견에 있는지도 모른다. 외 교안보연구원 외국어 교육 

과가최근에 고려하고 있는 외국어교육 시책은 우리의 그러한 펀견을 깨우쳐 

주는한 예 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외무부 연수원은그동안영문과 소 

속 한국인 교수에게 영문강독과 영작운 강의플 의뢰해 왔다. 물론 얼핏 생각 

하연 회화나 청취 뿐만 아니라 영문강독이나 영작문도 영미인교수가 가르치 

야만 될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육에 그 누구 보다 

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전운적인 연구를 해온 외무부에서 금년부터 

는 회화와 청취까지도 한국인 교수에게 맡기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외무부 외국어교육과가 오랫동안의 띤말한 평가 끝에， 강옥과 작문 뿐만 아니 

바 심 지어는 회화와 청취까지도 외국인 교수 보다는 한국인 교수가 더 장 기 

르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흔 그와같은고라는 

최근 외교안보연구원의 새 청사 이전에 따른최첨단어학실습실의 설치와 무 

관하지 않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자옷 크다. 

모든 외국문학 연구는 펄연적A로 번역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런 의미에 

서 궁극적 으로는 비 교문학과 통한다고 믿는 비 교문학에 서 는 〈번 역〉을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인정하고 교과과정에 〈벤역문학〉이 라는 정규과목을 넣고 있다. 

예컨대 펜실배니아 주링대학 ul 교문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학원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C. Lit. 510.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3 cr.). Theorie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mportance of translation in literary transmis. 

sion; application of theoretical concepts to individual translation projects. 

A good working knowledge of a foreign language (24 credits or equivalent) 

IS necessary. 

An understanding of translation is fundamental for comparat 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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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because translation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the evolution of 

literature internationally, and because all comparatists themselves use 

translations (none of us can read every language in the original).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role and importance of translation in 

literary studies, and offers practice in translating a section of a literary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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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내의 외국문학과에서도 번역문학이나 번역이콘을 정규 과목에 

포함시켜야함은 물론， 번역본 역시 외국문학연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인 

정하고 더 나아가 번역에 대한 불필요한 컴플랙스로 부터도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인정해주는 비율은 다르더라도， 벤역도 하루 

속히 논문이나 저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엽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요역이 사라지고 보다 더 흉륭하고 보다 더 

완벽한 번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외국문학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가정 이상적인 것은 

전공 외국어로 작품을 읽고 또 그 외국어로 토론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 

러나 외국문학 연구의 경우 텍스트의 언어와 강의실의 언어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서강독의 중요성은 십분 인정한 채， 다만 필요에 따 

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 번역 텍스트를 사용해보는 것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시도해 보았고 그 결과는 데 

단히 긍정적이었다. 예컨대 실험에 참여했던 23명의 학생들의 호의적인 반 

응， 학습성취도， 지적 만족강의 강도는 울론 대단히 높았으며， 그들로 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대학원 학생들이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도 그와같은 실 

험 강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오기도 했다. 번역 텍스트의 활용은 물폰 시 

나 회곡 강좌 보다는 소설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실험 에 서 얽었던 애코의 『장미의 이름』같은 책은 무려 600페 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었다. 만일 그러한 분량을 원어로 읽었더라연， 한학기에 두권 

이상 독파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문학 교육에 있어서 언 

어의 문제는 번역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벤역 텍 스트의 활용 가능성을 

통해서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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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 of Language in Teaching Foreign Literature 

Seong-Kon Kim 

Translation has always been perceived merely as a secondary activity, as 

a mechanica l process which is far inferior to “creative" original writing. 

Accordingly, the translated text, traditionally considered as subsidiary and 

derivative, has never been granted the dignity of an original tex t. Despite 

its low status in the academic world, however, translated texts are often 

useful, if not fundamental , for students of foreign literature whose foreign 

language skills are not good enough to read freely in the target language. 

The present essay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trans

lated texts in teaching, at a time when students suffcr from language 

barriers and when much time is needed for discussion and debate on the 

assigned texts. Since translation is a discipline in its own right which is 

fundamental for comparative studies, linguistics, sty !istics and semiotics, 

educational systems have come to rely increasingly on the use of translated 

texts in class. Using translated texts in teaching, indeed , is exploring new 

ground, bridging as it does the chasm between the two languages and 

cultures involved , and saving a lot of time that students would otherwise 

spend decoding the foreign language. The present essay attempts to point 

out some decisive advantages of using translated texts in teaching foreign 

literature through a few practical in-clas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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