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훨숨χ$를 위행 햄국애 번액 교육 방법론 

김기석* 

1 매라말 

지금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번역 과목은 보통 6-7학기에 개설되어 

있는데 총 72시간에 4학점이다 그런데 중국 학습지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서의 번역교육 방법론은 우선 번역 교육의 성격， 교육 목표 교육 방식， 

교과서 등 여러 방면의 영향과 제약을 받게 된다. 지금 중국의 한국어 교 

육계에는 번역 교육에 대하여 적지 않은 쟁의가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 

데서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은 번역 교육의 펼요성과 특수성 

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다. 인식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거론할수있는것이다 

첫째는 ‘번역 교육 무용론’이다. 일부 학자틀은 중국 학습자플 위한 한 

국어교육에서는 독립적인 변역 과목을 섣치할 펼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어교육의 모든 교과과정(한국어 강독， 문법， 어 

휘， 문학， 시샤 글짓기， 말하기 등)이 다 번역을 떠날 수 없는데， 하필 한 

* 中固 上海外떠냄大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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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번역을 하나의 독립적인 과목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다. 번역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 습득하는 것이지 몇 개의 원리나 기교(기 

술)를 배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리는 것이다 과거 중국에서의 한 

국어교육은 초기단계(1때 60년대)에 번역 과목을 섣치하지 않았지만 학 

생들의 질에 큰 문제가 없었교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각종 번역 임무를 

홀륭히 감당할 수 있었디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작가가 글짓기를 배워서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한마디로 기타 교과목에서 모두 번역 과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이나 마찬가지이니 번역 교육 시간을 다른 과목에 할당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자의 한국어 질력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일부 노일대 교사들 사이에 아직도 일정 부분 수용되고 있 

다. 

이는 번역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편협 

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번역 교육의 성격과 목표는 이중성을 띠 

고 있다. 한편으로는 학습지틀이 번역 교육 과정에서 중한 언어의 대조와 

상호 번역(互譯)을 통하여 한국어 어휘 문법 및 표현 형식의 특성을 보 

다 깅이 이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 이론과 기교의 습득을 통 

하여 번역의 성격과 특수성을 이론적 높이에서 인식하고 정확한 번역관 

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번역 파정은 가장 좋은 목표어 

학습 방법의 하나이며， 가장 좋은 종합적 사유 능력 훈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번역 이론과 기교의 습득을 통한 의식적인 번역 실천은 다른 교과 

과정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학습챔이 오직 체계적인 이론 교육 

을 받。1야만 낮은 차원의 표층 형식 전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맹목 

성을 줄이고 과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통용론(通用論)’이다. 번역 교육은 필요하지만，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한국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교육 그리고 조선족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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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에서 번역 교육의 성격은 별반 차이점이 없다는 

관념이다. 즉 교육 내용으로부터 기본 이론과 기교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구별이 없으므로 교육 원칙， 교육 방법이 대동소이하디쓴 것이다. 심지어 

교과서까지도 조금 변통하면 통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일부 교사들 

은 이론상으로는 그 차이점을 승인하고 있지만 실천 상에서는 항상 그들 

사이의 상이한 특성을 말살하거나 혼동하고 있다 

번역 교육은 교육 대상과 교육 목표에 따라 부동한 교육 원칙， 교육 내 

용， 평가 기준 등이 있게 된다. 교육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번역 교 

육에서 해결해야 하는 으뜸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 3-4학년에 

번역과목을 설치한다고 할 때 우리의 교육 대상과 교육 환경은 다음과 

같은특성이 있다 

(1) 모국어가 중국어이다 

(2) 목표어가 한국어이다 

(3) 2-3년의 한국어 학습 경력을 가지고 있다 

(4) 성언에 대한 교육이다 

(5) 대부분 중국어 언어환경이다 

특정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 이론과 기본 지식 외에 자신의 독특 

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적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육 대상의 특 

성에 근거하여 번역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이에 알맞은 방법론을 탐구해 

야 하며， 그들의 한국어 수준 및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교육 중점을 정하 

고 교과서를 편찬하며 교육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어교육 

에서는 중 한 번역이 중심이 되고， 중국어교육에서는 한 중 번역이 중심 

이 되는 것이다 모든 학과의 번역 교육에 동용되는 만능 교육 방법론이 

나 번역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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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한 언어대조의 가치에 대하여 

광의의 언어대조에는 번역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말 

하면， 번역과정은 곧 모국어와 목표어에 대한 비교 과정이다. 번역자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우선 해당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 

악한 기초 위에서 두 언어의 대응 형식과 대응 규칙을 모색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청조 말기의 계몽 사상가 염복(嚴復， 1짧 1921)의 ‘신 · 

달 · 애信 • 達 · 雅)’， 즉 ‘원문에 충실해야 하고， 역문이 순통해야 하며， 

표현이 우아해야한다’는 이 세 가지 번역 기준설을 금과옥조로 신봉하여 

왔다)) 물론 현대언어학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전통번역이론은 모 

국어와 목표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탐구가 부족하 

다. 하지만 역문 표현에 대한 요구와 논술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번역 표 

현 방법(의역법(意譯法)， 증역법(增譯法)， 감역법(減譯法)， 개괄역법(擺括 

譯法)， 분역법(分譯法)， 합역법(合譯法) 등)이 설용적인 것이 그 특징이다. 

비록 후에 중국학자 노선(團웹)의 ‘신(信) . 순(順)섣’(순통하면서도 충실 

해야 한다)2) ， 서양 학자 디테르(좌tley)의 ‘3대 번역원칙’(역문은 원문의 

사상을 철저히 옮겨 놓아야 하고 풍격과 어조는 원문의 것과 같아야 하며 

원문과 마찬가지로 유창해야 한다)， 나이대Nida)의 ‘대등 효과론(等效 

論)’(역문은 원문과 대등한 독자 반응이 있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번역 

기준설이 등장하였지만 염복의 기준설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1) 일부 학지들은 엄복의 기준설에서 ‘애雅)’는 문언문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 0]-(雅)’

하나의 기준으로 ‘신(信)’과 ‘탈(達)’을 말살해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이 기준은 

자체 모순에 빠졌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2) 노선은 ‘번역이란 반드시 두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한 측면은 당연히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은 원작의 표현 방식을 보존하는 것이다0(職譯， 必

須暴顧兩面， 一則當然力求易解， 則保存原fF!'t:J뿔쫓)’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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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확하고 효과적인 이론과 기교(기술)라 하더라도 특정된 교육 

대상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야 하며， 방법론적 근거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니 만큼 반드시 중 한 언어대조를 

그 바탕으로 교육의 기본틀을 찌야한다고 본다. 

대조언어학(con뼈rative linguistice)은 194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때년대에 라도(RLado)의 ~Li명UlS디ce Jlcrosss Culhn밍~(鷹文化語言學) 

의 출판을 표정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1빼 70년대부터 많은 비 

판을 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니섰다 

대조언어학에 대한 부정은 주로 ‘대조분석가설’에 대한 버판에 그 주요한 

근거를 두고 있었다03)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오류에 대한 대조분석가 

설이 정확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측 불가능이라는 것이다. 대조분석기절 

의 심리학 기초는 ‘전이이론’이다. 목표어를 배우는 데 오류는 주로 모국 

어와 목표어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것이며 차이점이 클수록 부정적 전이 

가 많으므로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제2언어 교육에서 긍 

정적 전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모국어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전이를 극복 

하여 가장 좋은 교육 효과를 시도한다는 것이다，4) 

대조분석가셜은 아래와 같은 단점 흑은 국한점이 있었다. 

첫째는 언어 형식을 중요시하고 언어 기능을 홀시한 것이다. 언어를 대 

조하는 것을 언어의 표면 구조를 대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언어를 너무 

단순화하논 것이다. 언어는 단순히 자극 반응으로 이루어진 습관이 아니 

3) 행동주의적， 구조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이 가설에서는 제2언어 습득의 핵심적 

인 방해요소를 제1언어 체계가 미치는 제2언어 체계에 대한 간섭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두 언어의 언어 대조표를 통해 학습자의 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제2언어 학습이란 기본적으로 두 언어 처l계， 즉 모국어와 목표어 체계 사이의 차이 

점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0(盛씻， 1~) 
4) 대조분석에서 주관성 개입을 줄이고 예측을 형식화하기 위해 Clifford Praetor(1!lì7)는 
‘난이도의 계층구조’(hierarchy of cliffic띠ty)를 내놓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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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의적인 것이다. 

둘째는 언어간 간섭(語際千擾)을 중요시하고 언어내 간섭(語內千擾) 

을 홀시하였으며， 또 모국어의 간섭 요소를 과장한 것이다 이후 학자들 

의 조사와 연구에서는， 이미 배운 규칙을 그릇되게 확장하는 데서 비롯되 

는 언어내 간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중고급 단계의 대부분 

의 오류는 모국어의 간섭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 설증되었다.，5) 

셋째는 예측을 중요시하고 진단(該斷)을 홀시한 것이다. 대조분석가셜 

은 오류에 대한 진단t원인 분석)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예측이 빗나 

갔다. 예를 들면， 차이점이 클수록 더 많은 오류가 생산된다는 예측은 정 

확하지 않았다. 켈만(Kellenrnncl， 1979)의 연구에 의하면， 차이점이 크면 

배우는 것이 늦지만 정확하고 차이점이 적으면 배우는 것이 빠르지만 정 

확성이 떨어진대盛씻， 19m)， 

이를 계기로 오류분석 이론.6)과 중간언어 이론7)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 

나 오류분석이나 중간언어 이론은 결코 대조언어학 이론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발전이고 보충이라 할 수 있다. 단지 대조분석가설에서 

오류가 모국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므로 오류와 모국어를 비교하는 것 

을 중요시 하는 것과 달리 오류분석이나 중간언어 이론에서는 오류와 목 

표어를 비교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비록 1ffi)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대조연구가 점차 쇠락했지만， 

5) 뻐s(l985)가 모국어에서 비롯되는 오류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3%에서 51%의 범위 

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약 30%의 오류만이 모국어에 그 원인을 두고 있음 

이 밝혀졌다. 
6) 오류분석이란 모국어 또는 목표어보다 학습자가 배우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어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오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7) S머inker(1972)는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를 단순히 목표어와 닮아가려는 불규칙한 형 
태가 아닌 나름대로의 문법을 가진 언어로 보고 이것을 중간언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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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열조에 힘입어 대조연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인지 

언어학 등 선흥 언어학 이론의 흥기 및 세계적인 ‘문화열(文化熱)’과 더불 

어 대조언어학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의 대조언어학은 

이미 구조언어학의 옛틀에서 벗어나 언어의 표면적 구조뿐만 아니라 섬 

층 구조의 생성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단순한 언어학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문화 배경， 사회 기능， 심리 기제(心理機制)의 연구와 

도 연계되어 연구되고 있다{播文國， 1997). 

비교 흑은 대조는 모든 과학 연구의 기본 방법의 하나이다 비교가 없 

으면 감별이 있을 수 없다 한 언어의 특정은 오직 타 언어와의 비교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번역 과정은 광의의 언어대조 작엽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 대한 이해 단계와 목표어 표현 단계는 모두 대조적 사유에 의한 

판단과 추리를 거치게 된다. 이 때 모국어의 간섭도 있을 수 있고 목적어 

의 간섭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아래에 초급 단계에 나타난 중국 학습자 

들의 오류를 예로 들어보자， 

(1) 千댄 -깨끗하다 

千千댄생(아주 깨끗하다) →k깨깨끗끗하다 

중국어에는 형용사 어근의 AABB 중첩식으로 의미의 정도의 가중을 

나타내는 조어법이 이주 발달되어 있다. (高치→高高치치， 熱|페→熱熱 

1페{힘 , 平安→平平安安， 숨f服)커움f숨lð/î服 등) 이 부류는 모국어의 전이 

로생긴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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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父꽁和母꽁 ...... →아버짐과 어머님께서는 ... . 

어머니 →어머님 

아버지 →*아버짐 

한국어에서는 어근에 접미사 ‘ 님’을 붙여 존경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러나 학생은 ‘어머님’을 ‘어머니’에 ‘→口’를 붙인 형태로 착각하고 이를 전 

이하여 ‘아버짐’이라는 단어를 만틀어 낸 것이다 이 부류는 목표어의 부 

정적 전이로 생긴 오류이다. 

일부 오역은 소위 어휘 · 구조의 ‘가짜친구(f;떠se freinds) ’ 미흑으로 ‘번 

역함정’(離譯階井)에 빠진 결과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전에는 (3)과 (4) 

를 디읍과 같이 대역(對譯)하고 있다. 

(3) 亡추싸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중국어에서는 ‘亡캅陣， 未ß3ß也’라고 하여 ‘양 잃고 o}우리 고치는 

것도 늦은 것은 아니다’리슨 뜻으로 쓰이지만 한국어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미 다 틀린 뒤에 때늦게 손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 뜻으로 쓰인다. 외양간의 소는 한두 마리밖에 없겠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여러 마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성구， 속담 흑은 관용 

구 번역에서 많이 생기게 된다 또 예를 틀면: 

(4) 初生牛特不伯虎→?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중국어에서 ‘初生牛候不伯虎(갓 태어난 소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 

다)’란 말은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행동한다는 찬양의 

뜻으로 쓰이지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란 말은 ‘철 모르고 함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번역 교육 방법론 253 

부로 텀빈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중 e 한 두 언어의 대조연구는 거시적인 이론연구와 미시적인 응용연구 

로 나눌 수 있다 이론적 대조를 통해 우리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형학 

적 특성을 보다 갚이 있고 전면적으로 요해할 수 있고，이론과 실천면에서 

높이 서서 멀리 내다 볼 수 있으며， 언어의 특성에 맞는 중한 변역원리나 

번역기교를 개발해 낼 수 있다.그리고 많은 오역(誤譯) 현상에 대하어도 

이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예를 틀면， 중국어는 ‘주제가 명백한’ 언어이고 한국어는 ‘주제와 주어 

가 명백한’ 언어라는 특성에 근거하여 중국어의 ‘주어’가 어떤 때는 ‘-은/ 

는’으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이/개로 번역된디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중국어는‘주관적 시점이 돌출한’언어이고 한국어는 ‘객관적 시점이 톱 

출한’ 언어라는 기젤로 중국어의 ‘핏花了 ! ’라는 ‘叫술품’(팔아요 소리)가 

왜 한국어의 “꽃 사세요”와 같은 ‘사구려 소리’와 대응되는가를 해석할 수 

있다 

미시적 대조를 통해 우리는 중한 두 언어의 어휘와 문형의 구조 @ 의미 

론적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 문화적 요인들을 총화해서， 번역 

실천에 보다 실용적인 대응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 

대화에서는 제2인칭 대명사가 활발히 쓰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이 

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이주 낮다. 때문에 아래의 예문은 (5)같이 번역되 

어야한다. 

(5) 大쥐， 깜뀐坐 →할아버지，(*당신께서) 어서 앉으세요 

중국어의 술보구조(述補結構)에서 보어(補語)로 쓰인 형용사는 일부 

한국어부새多/훨씬， 多/많이， 光/몽땅때빨리， 早/일찍이， 浦/가득 ...... ) 

와 대응하고 부사어로 번역된대류영록 2002). 때문에 아래의 (6)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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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역이다. 

(6) 他됐比我少多了→그는 돈이 나보다 훨씬 적다0(그는 돈이 나보다 *적 

은 것이 많다) 

중한 언어 대조는 구조주의적 접근， 변형생성적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 

인지주의적 접근， 사회언어학적 접근， 문화언어학적 접근 등 다각도의 접 

근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각도나 시각에서의 접근이든지 그 연구 성과들 

은 모두 번역 교육의 새로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 

여야만 번역 교육의 난점과 중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다 올바른 교육 

대책을내놓을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중국 학습자를 위한 번역 교과서들은 대부분 경험 위주， 

어휘 선택 위주， 수사학 위주로 편찬되고 중한 두 언어 사이의 규칙적인 

대응관계←특히 특수 문형에 대한→를 밝히는 데 주력하지 않았기에 설용 

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 교육을 언어대조 

교육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번역교육은 학과 교차성(交又性)이 강한 종 

합성 학과에 속하지만 자신의 특정한 교육 목표 교육 원칙， 교육 방법， 

평가 기준 등이 있으므로 엄격히 그 성격에 맞추어 대조연구의 성과(어휘 

론， 형태론， 문장론， 회용론 등 부동한 차원의 대조)를 섭취 · 접목시켜야 

할것이다8) 

필자의 소견으로는 언어대조 교육(적지 않은 대학에서 이미 〈중한 문 

법 대조>， <중한 어휘 대조 >, <중한 문화 대조〉 등 과목을 설치하고 있 

음)과 번역 교육을 결합하여 〈중한 언어 대조와 번역〉이라 이름 짓고 

8) 류영록 교수의 〈한-중번역교본>(2002)은 유일하게 구조주의적 중한언어 대비의 접 

근 방식으로 한 중번역의 문형 대응 문제에 대하여 세밀한 기술을 시도한 번역 교 

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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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기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교과서와 수엽 방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중국의 일부 대학교 영어과에는 이미 이런 성격의 과목이 설치되어 있 

다.) 

3 중-한 상호 번역(互짧) 교육에 대하얘 

대조언어학적 각도로 보면 중국어와 한국어의 대조는 이론상 세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즉 하나는 ‘중→한(中 韓)’ 방향이고 하나는 ‘한→중 

(韓 中)’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한g중’ 이중 방향이다. 중국 학습자의 입 

장에서 보면， 첫째 방호판 모국어에서 목표어로의 전환이고， 둘째 방fgt은 

목표어에서 모국어로의 전환이며， 셋째 방호t은 특정한 출발점이 없는 이 

중 방향 대조(雙向對比)이다. 이 방향은 어떤 문법이나 의미 범주로부터 

출발하여， “두 언어를 갚이 있고 세밀하게 대조함으로써 두 언어의 특질 

과 규칙을 보다 심도있게 요해할 수 있게 한다~" (許金龍， 1992 ; 14)이러한 

방향은 주로 언어의 이론적 대조연구와 번역 연구에 활용하게 된다J播文 

國， 1997 ; 16)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각 

도에서 보면 주로 ‘중→한’ 방향과 ‘한→중’ 방향이 있게 된다. 그런데 지 

금 중국의 한국어 교육계에는 ‘단방향론(單方向論)’이 일정한 시장을 가 

지고 있는 듯하다. 즉 중국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니만큼 ‘중 한 번 

역 방향만이 필수적이고 ‘한 중 번역 방향’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견 

해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한국어학과 흑은 조선족을 대상으로 편찬하여 

쓰고 있는 교과서들을 보아도 이러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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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 한(中 韓)방향 교과서: 

中→韓騙譯敎程 李龍海(때Xl) 

中←韓騙譯敎程 張義源 등(때)3) 

漢 朝觀譯理論與技巧 太平武(199.1)

중 한번역이론과 기교 이용해(2002) 

漢 朝離譯敎程 金永壽(1995)

(2) 한 중(韓 中)방향 교과서: 

朝 漢觀譯理論與技巧 韓東콤(1ffi4) 

韓 中觸譯基健 柳英綠(때Q) 

韓 漢離譯技巧(중국어 번역의 기술) 全香蘭(2005)

(3) 한 중 중 한 방향 교과서: 

漢 朝 朝→漢離譯基짧 金永壽 全華民(때3) 

中→韓騙譯敎程 張敏(2(XX3)

韓 中觸譯敎程 張敏(2m3)

한 중 방향의 교과서는 주로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 학습 

자나 중국 조선족 학생을 위해 편찬한 것이다. 한-중과 중 한 두 방향을 

다 망라한 한국어학과의 번역 교과서는 장민의 〈중 한 번역교정〉과 〈한 

중 번역교정> 및 교육 참고서 〈한-중 중←한 번역교정지남>뿐이다. 김영 

수， 전화민의 〈한 조 조 한 번역기초〉도 한국어학과의 교재로 쓰이고 있 

지만 맞춤법이나 예문 선택은 주로 중국 조선어를 따랐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게 된 원인은 여러 방변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은 교육 

목표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제2언어 교육과 습득에서， 중국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를 습득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고 한국 학습자틀에게는 중국어를 습 

득"Õ"r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된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 학습^l들은 조한 

이중언어교육(朝漢雙語敎育)을 받으므로 중←한 두 언어를 다 습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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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계통성 원칙(系統性原則)에서 보면， 이러한 관 

념이나 경향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완전한 지식구조의 구축은 정보 전환의 상호 보완 규칙을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단방향론’은 한국어 번역 교육 과정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로부 

터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중 한 번역은 중국 학습자의 한국어 표현능력(번역문)에 관심을 

툴라고， 한 중 번역은 한국어 원문에 대한 이해 능력에 중심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는 당연히 중 한 번역을 중 

요시하게 되고 한국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교육에서는 당연히 한 중 번역 

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체적인 주채主次)관계 

를 말할 따름이지 절대로 다른 한 방면의 지식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는것은아니다. 

학교에서의 번역 교육은 사회에서의 번역 활동과 달리 이중성을 띤 활 

동으로서， 그 최종 목적은 학습자의 이중 언어 시유 능력을 최대한 개발 

하여 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이성적인 인지관(認知觀)을 수립하게 

하는 데 있으며， 최종적으로 과학적인 번역관과 실용적인 번역 수단을 장 

악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중 번역은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두 언어의 상호 전환 법칙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 

의 요인으로작용한다. 

오직 두 가지 방향의 번역 실천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야만 두 언어의 

지식이 상호 작용하고 보완하면서 학습자의 시야를 넓혀 주고 완전한 번 

역 이론 구조와 번역 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9) 계통성 원칙은 학습자의 능력 양성 파정을 하나의 계통 공정(系統工程)으로 보면서 

정보 수입 능력파 정보 전환 능력 및 정보 수출 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 영향(互 
動)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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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방향에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방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것이다. 

우선 중국 학습자들과 교육 목표에 적합한 한 중， 중 한 두 종류의 교 

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한 책에 두 개 방향이 다 포함될 수도 있고(예를 

들면， 김영수의 〈한-조 조}한 번역기초>)， 두 책으로 니누어 편찬할 수도 

있다{장민의 〈중 한 번역교정>， <한 중 번역교정>) 

4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하여 

번역 교육에서 항상 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바로 이론과 실천 관계 

의 처리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10) 

첫째 경향은 ‘이론 · 기교 중심론(理論 · 技巧中心論)’이다 즉 번역 교 

육은 이공계에서 공리와 공식을 학습하거나 외우는 것처럼 번역 이론과 

번역 기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배운 지식을 곧바로 번역 

실천에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번역 교육의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번역 교육은 학습자 

의 지식면， 이중언어 어감(雙語語感)， 사유 능력， 표현 능력， 번역관 등 다 

방면 요소에 관계되는 종합적인 능력 흑은 기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능력 혹은 기능을 %냉하려면 반드시 반복적인 번역 실천 활동을 

거쳐 점차 중한 두 언어에 대한 감성적 인식과 민감성을 키워야 하며 정 

확한 이론과 다양한 기교를 자유롭게 번역 설천에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야 한다. 즉 오직 실천 활동을 통해서만이 학습자틀의 이중언어 어감 

10) 기실 이 문제는 모든 언어의 번역 교육에서 줄곧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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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강시킬 수 있으며，그틀로 하여금 이미 배운 번역이론 지식을 자각적 

인 번역 의식으로 전환시켜 정확한 한중 번역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언어는 인간의 가장 복잡한 기호 체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두 언어의 상호 전환은 수많은 어내 요소(어휘， 문법， 의미 등)와 어외 요 

소(문화， 사회， 심리 등)의 영향과 제의L을 받는다. 그러므로 1대 1의 엄격 

한 대응 관계거나 유일 정확한 처리 기준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자연언어 

의 번역 원리와 번역 기교는 절대로 이공계의 공리나 공식 또는 인공언어 

(수학언어)의 전환 원칙처럼 1대 1의 수입 • 수출 과정으로 형식화할 수 

없으며， 기호의 전환을 수학 · 논리 공식처럼 정확하게 계산， 처리하도록 

도와 줄 수 없다. 기계번역이 직면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난제와 가장 초 

월하기 어려운 난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번역 이론 

과 번역 기교는 절대로 번역의 만능 열쇠나 영단묘약(靈판妙藥)이 아니 

며， 어디까지나 번역자의 주관적 판단과 융통성 있는 처리 방식을 떠날 

수 없다. 즉， 이는 번역자의 주관 능동성과 모호처리 능력(模湖處理能力) 

의 배ÖJ上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 설천에 다öJ한 기호 전환 

방식을 제공하고 다방면 선택의 여지를 제시하여 줄 따름이다. 

둘째 경향은 ‘이론담회론(理論淡化論)’이다. 이는 다른 한방면의 극단 

으로서 한국어 번역 교육에서 이론 교육을 최대한 간소화하자는 주장이 

다. 우리의 교육 대상은 한국어를 2-3년 밖에 배우지 못한 학생들로서 영 

어과 학생들과 비교도 되지 않으므로(영어과 학생틀은 보통 10여년의 영 

어학습 경력을 가지고 있음) 이론 교육은 시기상조리는 것이다. 또한 번 

역은 성격상 실기 위주의 실천성 학과목이고 번역 이론은 어느 언어나 물 

론하고 대동소이하므로 이론 교육은 될수록 간소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번역 실천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 하게 되면， 

번역 교육에서는 번역의 개념이나 기본지식을 대략 소개하고 나서 곧바 



260 국어교육연구 제18집 

로 대량적인 실천 활동에 틀어가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열핏 보면 합당한 점이 있는 것 같지만， 기실 대학교 교 

육의 기본 종지(宗답)에 어긋나며 교육 효과도 높을 수 없다. 확실히 우 

리의 번역 교육은 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변역학 교육이 아니다. 그 

렇다고 빼 이론 교육의 지도적 작용을 절대 홀시하여서는 안 된다. 왜 

냐하면， 정확한 이론의 지도를 떠난 교육 방법은 자칫하면 학습자의 번역 

활동을 맹목적인 실천으로 유도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오류(오 

역)를 통해서야만 이주 간단한 원리나 법칙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대학 

생들의 이론 사유 능력의 배양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번역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할 수도 있다. 

번역 교육에서의 실천 원칙은 교사가 창의성 있는 설천 기회와 훈련 

방식을 설계하여 학습자들이 특정된 번역 원칙에 맞추어 특정 제목으로 

조직한 번역 설천 활동을 하게 지도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번역 

원칙이 바로 이론적 지도를 뜻하는 것이다. 번역 과정의 교육 내용과 방 

법은 반드시 엘정한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 이론 체계 

가 ‘무형의 손’처럼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막후조종(幕後操縮)하게 해야 한 

다 

그러나 번역 교육에서 이론과 살천을 병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번역 이론에 대해 아직도 통일된 인식이 없기에 교사틀이 

자기 니름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번역 이론 교육을 고 

금중외의 번역학 학설과 유파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번역 기교와 방법을 전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자는 번 

역의 개념과 원리， 언어대조 이론， 번역 기교와 방법 등을 모두 이론 범위 

에서 배제하고， 후자는 번역 기교와 방법으로 모든 이론을 대체하고 었다. 

여기에서 또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소위 ‘번역 기교’의 귀속 

이다. 즉 번역 기교는 이론에 속하느냐 아니면 실천에 속하느냐 하는 문 



중국 학습지를 위한 한국어 번역 교육 방법론 261 

제이다. 지금까지 편찬된 중←한 번역 교과서의 처리를 살펴보아도 어떤 

책은 이론 부분에 포함시키고(이용해의 〈중 한 번역 이론과 기교>)， 어떤 

책은 실천 부분에서 소개하였다.(장의원 등의 〈중 한 번역교정>) 그러나 

교과서와 교과 과정의 명칭을 ‘중-한 번역 이론과 기교’라고 할 때 기교는 

응당 실천의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번역 교 

육을 순 이론 교육으로 이해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해로는 번역 이론이란 번역의 개념 원리 체계를 포함하는 번 

역에 관계되는 모든 계통적인 지식을 가리킨다 즉， 번역에 관계되는 모 

든 개념과 원리 그리고 방법들이 다 광의의 번역 이론 범주에 속히는 것 

이다. 번역 기교는 이중성을 띤 범주로서 그 원리 부분은 이론에 속하고 

살기 부분은 실천에서 디루게 되는 것이다)1) 비록 외국어학패영어， 일 

본어， 러시아어 등)의 교과서들이나 교과목 명칭이 대부분 ‘번역 이론과 

기교’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어 번역 교육의 기본 성격과 목표로 보면 ‘번 

역 이론과 섣천’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지금 번역 이론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번역 

교육에서 존재하는 맹목성과 일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λ까 번역 

교육의 내용을 정할 때 과학성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것 외에도 교육 내 

용의 체계성에 특히 주목해야한다. 한국어학과 학부생에 대한 요구로 보 

면， 대학원생틀과 달리 번역 이론 교육의 주요한 역할은 번역 계몽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와 정확한 한 중 번역관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인지론적 시각에서 번역 

이론 교육의 내용을 조직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즉 번역 내용을 학습자의 

인지목표로 삼고 번역 이론과 지식을 전반 번역 과정에 유기적으로 융합 

시키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학습자로 하여금 번역 활동 

11) Newmark(199l)는 “번역 훈련 과정에는 반드시 번역의 원칙과 방법에 관계되는 핵 

심 교과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번역학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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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 과정에 대하여 보다 완전한 체계적인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 

5 교육방법에 대하여 

한국어 번역 교육은 학습자 위주의 실천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 대 

한 교사의 정확한 지도가 없으면 이론 교육은 물론 실천 교육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으며，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병행하지 않으면 높은 교육 

효과를기대할수 없다. 

지금 번역 교사들을 곤흑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학습자 

의 주관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긴밀히 결 

부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인식은 이상의 문제점을 번역 교육 시간의 비례 할당으 

로 간주히여 이론 교육 시간을 줄이고 번역 실천 시간이 보다 많은 비례 

를 점하면， 학습자 위주의 교육이 되고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었다고 인정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경박한 견해이다. 학습자 위주의 교육과 이론 

과 실천을 병행하는 교육이 되려면， 물론 교육 시간의 비례 할당이 전제 

조건이 되지만， 문제의 실질과 근본이 여기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 

드시 과학적인 교육 방법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서의 전반 내용과 수엽 방식이 학습자의 습득 입장에서 편찬 

되고설계되어야한다. 

둘째， 교과서의 모든 장， 절과 연습 문제들이 체계적인 이론과 기교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실천 부분에서는 경험성 내용과 수의성(隨意 

性) 내용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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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번역 자료들에서는 번역 기교를 포함한 이론 부분의 내용을 최대 

한 정확하고 충분하게 체현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말하면，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이론 흑은 기교를 강의한 후 대량의 단편 문장 번역P로 이 

미 배운 지식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론 강의 후에 소 

량의 상대적으로 완벽한 언어 작품(냄篇)의 번역을 통하여 이미 배운 이 

론과 기교를 종합적으로 응용하고 소화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천편일률적P로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부동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부 

동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중 한 번역에서는 학습 

자의 한국어 수준에 알맞은 단편 문장 번역을 통한 이론과 기교의 활용을 

위주로 할 수 있고 한 중 번역에서는 텍스트 번역을 통한 이론과 기교의 

종합성 훈련을 위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아래의 몇 가지 방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번역 이론파 실천의 시간 배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학기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수준에 근거하여 그 비율을 정해야 한다 

둘째， 번역 실천은 수업 시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과외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 과제물 형식으로 완성하고 수엽 시간에는 주로 분 

석， 평개 토론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셋째 번역 실천 자료는 반드시 학습자가 이미 배운 이론 지식과 기교 

를 복사(輔射)할 수 있는 정선(精選)된 문장 또는 언어 작품이어야 한다. 

넷째 한 가지 이론을 배운 후에 꼭 학습지들이 ö1 uj 배운 이론 지식으 

로 그에 대응되는 번역 현상을 해석하거나 논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야한다. 

번역 실천에 대한 교사의 지도는 아래의 몇 개 방면에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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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변 한 가지 문체를 강의할 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풍격이 같거나 비 

슷한 한국어 모범 문징f({띤文)을 추천하거나， 학생들이 인터넷 흑은 기타 

경로를 통해 모범 문장을 열독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의 

언어표현 형식과 수단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한다‘ 

2. 교사가 학습자의 번역문을 분석， 평가할 때， 반드시 그들의 진보와 번역 

문의 장점을충분히 긍정하여야 한다， 

3. 번역문 감상 혹은 번역문 비교 수엽이 있어야 한다. 번역문 감상은 번역 

명작을 감상히는 것이고， 번역문 비교는 같은 문장에 대한 자신의 번역 

문과 명인의 번역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4. 연습 시간에 완성한 일부 번역문을 교사의 지도 밑에서 학습자들끼리 서 

로 수정하고 평가하게 한다. 

5. 사전의 사용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한다. 비록 초급 단계에는 중한 또는 

한 중 대역 사전을 주로 이용할 수 있지만，중급 단계부터는 한국어(한한 

사전) 원문 사전을 많이 이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기본 술어 변역 외에， 

대역 사전은 참고 흑은 보충 역할이나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마의 번역 

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문 사전의 이용은 또 학습자의 

한국어 열독양도 증가할 수 있다. 

매 단원의 교육 순서는 대체로 아래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이론 강의: 번역의 개념과 원리， 중 한 언어대조와 대응 규칙， 번역 방법 

과기교등， 

2. 번역 설천(1): 대응되는 한국어 모범 문장 혹은 모범 번역문 감상 단편 

문장 흑은 언어 작품 번역 등(수업 시간 연습과 과제물， 학습자 위주). 

3. 이론 총화 번역 명작과 학습자 번역문의 비교 분석과 평가 등(교사 지도). 

4 번역 실천(2) : 학습자 번역문의 수정(교사 지도). 

[주제어] 중한언어 대조， 중한 번역， 한-중 번역， 이론 교육， 실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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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中固좋괴者的韓E턱i펌觸i￥敎字方法i상 

金基石(中國 上海外國語大學)

ìt文網要:

韓固i펌觸i중是처中固켠죄者的輝E힘i펌敎字며的王千保程之一， 71r't::的定

位、 性庫及敎좋方法， 至今앉存在看各맴不同的)(~펴和主랬。 같흩者 ìA.처 , 휩쉰 

티깅 i펌觸 i￥敎형必~)í1遭備以下凡종基本原1Jl~ : 第一， 必쨌十分重째中韓i홈言71 

lt71觀i￥塊程的理i상指탤作用 ; 第二， 必껴땐持中 歸、 韓 中JX向觸i용敎 

字 ; 第三， 必껏宋用理ìt딛핏많相옮合的敎字模式。 

콧鍵河 : 中韓i콤言처比， 中韓JX向觸i￥， 理ìt敎햄， 꽃많敎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