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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석희(소설가 • 번역가) 

(10년 남짓 번역에 종사하다 보니 나름대로 번역에 대한 

이해와 요령을 터득한 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번 

역을 실행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번역은 이런 것이다， 이래야 한다는 따위의 생각을 정리해 본 

바는 없습니다. 또한 나는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쪽이 

아니라， 외국어--특히 영어와 일어--를 우리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명소에 번역과 

관련하여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번역이란 무엇인가? 

초보적인 언술이지만， 번역은 한 나라의 언어를 그 울타랴 

밖으로 옮겨 나르는 일입니다. 탈리 표현하자면， 서로 다른 언 

어간에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의 하나인 것입 

니다. 너무나 뻔한 말이어서 맥빠지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어 

쨌든 번역은 그 출발부터가 운명적으로 한계지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말을 옮기는 일은 통역이 따로 맡고 있으므로， 번 

역은 글을 옮기는 것이라는 또 하나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 

다. 글을 옮기려면 우선 텍스트가 있어야 하고， 그 택스트를 

읽어야 합니다. 이처럼 텍스트를 읽어서 뜻을 새기는 단계를 

독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독해를 한다고 해서 번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은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풀어서 우리글로 옮겨 써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번역은 일종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작적인 글쓰기와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 번역은 참 

으로 묘한 접점에 자리잡고 있는 셈입니다. 번역은 이처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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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한계를 숙명적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번역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조건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번역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 그것 

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하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그게 쉽지 

도 않올 뿐더러，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글을 옮긴다 

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작품， 즉 문화를 옮기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간에는 언어적 ·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 

는 이런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 

된 번역은 우선 그 차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좋은 번역을 얻기 위해서는 양쪽의 문화 

와 언어를 잘 얄아야 합니다(특히 외국어에 대한 조예는 기본 

적인 전제일 테니，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이 

런 능력은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데 문제 

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번역은 글로 된 성과물인 까 

닭에， 결국 좋은 번역은 좋은 글쓰기로 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 어느 쪽 글을 우선할 것인가 하 

는 점입니다. 외국어(출발어)인가 우리말(도착어)인가. 실제로 

번역 작업을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 

문올 따르자니 우리말이 우스워지고， 우리말을 따르자니 원문 

이 손상되는 경우를 혼히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 다 살릴 수 있으면 그보 

다 좋을 게 없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니， 어느 한쪽은 살리되 

다른 한쪽은 얼마간의 부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번역하는 경우라면 원서에 충실하는 쪽을 따 

르는 것이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우는 다릅니 

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외국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 

니라， 다만 우리글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 

은 무엇인가. 

대답은 뻔합니다.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책올 원히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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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입니다. 그것도 되도록 많은 독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번역 

한 책이 상업적므로도 성공하는 젓. 번역을 직업으로 삼고 었 

는 나로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한태 번역을 맡긴 

출판사가 돈올 벌어야， 나 또한 밥줄이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 

다. 냐는 그래서 감히 직업(또는 전문) 번역가라고 내세우고 

다닙니다.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얽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번역 잘된 번역의 길이 었 

습니다. 우리나라 독자들이 좀더 읽기 쉽게， 읽기 편하게 번역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원문의 틀에 갇히지 말고， 때로는 우 

리말에 맞추어 원문을 해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 

문에 충실하느라， 그야말로 충성하느라， 원문에 찍혀 있는 구 

두점까지도 그대로 옮겨다 찍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런 번역이 과연 좋은 번역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우 

리말에는 우리말 고유의 어법과 가락이 있고， 외국어에는 그 

나름의 어법과 가락이 있습니다. 이런 통사 구조의 차이를 무 

시하고， 원문에 쉽표가 찍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우리 

말 번역에 옮겨다 붙이는 짓은 우리말에 대한 무례요 모독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글 속에 녹아든 번역， 그러니까 우리글 속에서 원문이 

보이지 않는 번역， 이것이 가장 좋은 상태의 번역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반대로， 번역된 책을 읽울 때 그 번역된 글에 

서 원문이 날것으로 읽힌다면 그것은 잘된 번역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냐는 번역올 새로운 책읽기， 새로운 해석 l 더 나아가 문예 

학의 한 갈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하냐의 혜스트롤 

해체하고， 그것을 우리말에 맞게 재구성하여， 또 하나의 택스 

트를 얻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는 번역가의 의지(자의 

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 수밖에 없습 

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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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염불입니다. 번역은 행간을 읽어 내는 일이며， 거기에는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번역이 단순한 낱말 풀이나 의미 전딸이라변， 번역은 사람 

의 몫이 아니라 기계의 몫이 되이 5:" 좋올- 것엽니다. 그러나 

기계에 의한 번역은 한낱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계는 ‘의 

도적 오류’를 범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렇다는 것은 본질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번역가의 경우도， .:L가 사용하는 

언어는 수단이지 본질을 아닐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언어 

이전에 있습니다. 독일의 뛰어난 번역가이자 랜예학자인 발터 

벤야민은 그것을 ‘원문의 메아리’라고 불렀는데， 번역은 그것 

올 찾아내는 일종의 ‘꿈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원분의 메 

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하려면， 한 언어와 다른 언어 사이 

에는 어떤 질료로써 정검다리를 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그 

러나 정답올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 

라 미학적 문제이기 때문업니다. 따라서 번역은 ‘장미밭에서 

춤추기’， 즉 고통 속의 쾌락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번역은 하 

나의 메커니즘에 불과할 것이고 그랬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 

른 길을 찾아 다른 직업올 택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번띄 작업을 통해서 상상력을 즐기는 펀입니다. 창작 

에 비할 수야 없겠지만， 원서라는 가시 울타리 안에서나마 달 

쓰기의 갈증을 달웰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적잖은 기쁨입니 

다.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 때로는 소설가의 입장이 되어 글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대목， 이런 이미지를 내가 소설 

로 쓴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를 궁리하면서. 이 자리에서 마 

저 고백하자면， 어떤 작품올 번역할 때였는데， 좀더 극적으로 

표현해도 좋을 장면이 하도 빗맛하길래 내가 몇 구절 지어서 

덧붙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짓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 

는 그러고 싶어질 때가 있고 그런 유혹에 슬쩍 넘어가 보는 

것도 번역의 한 즐거움이라는 얘기업니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의 한계를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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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뜻이지만， 나는 오히려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입니다. 더구나 번역도 글쓰기의 하나인 이상， 번역은 번역가 

의 문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번역에도 문체가 었다는 것 

을 인정하는 태도가 오히려 좋은 번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번역은 동산처럼 한 발짝 한 발짝 빠짐없이 옮겨야 하는 

고된 노동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번역에 그다지 호의적인 

풍토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번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을 보면 답답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컨대 외국어를 좀 안다고 번역도 (아르바이트 삼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뜻밖에 많고， 폐쇄적인 아카데미즘은 번역을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말고도 문제점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번역을 직 

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쉽게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번역에 정녕 몸담고자 하는 분이 었다면， 나는 

이런 말로 어깨를 두드려 주고 싶습니다. 번역‘자’가 아니라 

번역‘가’를 꿈꾸라고. 번역은 실적이 아니라 성취라고. 내가 번 

역을 글쓰기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이런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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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Fidélité à Quoi? 

KlM Sukhi 

Romancier , traducteur 

La traduction est une opération qui consiste à faire 
passer dans une langue un message qui H été produit 

dans une autre. I1 faut, pour cela , après avoir compris 

finement le texte, le réécrire dans la lan당'le d'arrivεe. 

C' est ce qui fait que la traduction rel옹ve de l' écr1ture, 

mais d'une ξcriture différente de celle qui est à 

l' æuvre lorsqu' il s' agit d' une création originale. 

Qu'est-ce qu'une bonne traduction? Certains 

soutiennent qu' il faut traduire au plus pr옹s du texte 

original, en respectant sa syntaxe, sa ponctuation, etc. 

En réalité, ce n' est ni possible, ni défenclable. I1 y a 

une dimension culturelle à prendre en compte. En 

traduisant, nous rencontrons la culture de 1 ’ autre , dont 

les obstac1es sont à surmonter au même titre que les 

obstac1es linguistiques. Mais connaître bien les deux 

때gues et les deux cultures n' est que la condition 

nécessaire, mais pas suffisante lorsqu' il s' agit d' une 

traduction littéraire, comme dans le cas qui nous 

préoccupe ici , il faut encore bien écrire. 
La fidélité , pour nous, c'est d'abord la fidélité à la 

langue d' arrivée et au lecteur. Si un lecteur recourt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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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traduction, c' est p않ce qu ’ il ne connrût pas la 
langue d ’ongme. Il ne faut pas porter atteinte au 

confort de sa lecture sous pretexte de rester au texte 

de départ ou au génie de langue dans laquelle celui-ci 
a été produit. 

Dans une bonne traduction, on ne doit pas sentir 1a 
langue de dépaπ. Le traducteur, en réécrivant le texte, 
se fait semb1able à l' écrivain. L’æuvre traduite a, elle 
aussi, un style. Pour ce qui me concerne, la traduction 
apaise, comme l' écriture, ma soif d' écrire. Parce 
qu'elle m ’octroie une certaine 1iberté de choix. 

L' intérêt porté à 1a traduction va croissant 
aujourd'hui en Corée. Mais il reste encore beaucoup à 

faire. Le travail du traducteur est diffici1e, surtout 

pour ce1ui qui a choisi d' en vivre. Dans ses travaux, 
il rencontre maintes embûches que de fois il manque 

de trébucher en che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