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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언어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번
역하기 등 5가지를 포함한다. 그중 번역은 앞의 4가지 능력의 종합적인
활용으로서 학습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움에 있어서도 번역능력은 기타 능력의 종합적인 구현으로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실
제 수업에서 수업시간이 부족하거나 교재 또는 교수방법이 미흡함으로
하여 학습자들이 번역능력이 부족한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학
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번역의 기법을 제시하여 그들의 번역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번역은 한
* 本文为辽宁省教育厅普通高等教育本科教学改革研究项目 “以自建小型语料库为依托的韩国
语专业翻译教学改革”(UPRP20140329)的阶段性成果. 本文为辽宁省教育厅人文社科一般项
目 “基于语料库的韩汉翻译‘隐化’和 ‘显化’研究”(W2014197)的阶段性成果.
**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하남대학교 외국어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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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번역과 중한번역 두 부분을 포함하는데 본 고는 특히 학습자들이 어려
움을 느끼는 중한번역의 기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번역기법에 대한 논의는 다각도로 진행될 수 있겠으나 본 고는 주로
대조분석을 통한 번역기법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번역이 두 가지
언어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두 가지 언어에 대한 대조분석을 통하여 도출
해 낸 번역기법은 학습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출발어와 도착
어에 대한 대조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그 차이점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
로 번역활동을 진행할 때만이 훌륭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석(2006)은 번역과정은 곧 출발어와 도착어에 대한
비교 과정이며, 번역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우선 해당 언어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 기초 위에서 두 언어의 대응 형식과 대응
규칙을 모색하게 된다고 하였다.
温建平(2006)도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대조분석은 교수와 번역에 유
리하며 의사소통에도 유리하다. 대조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은 외국어와
모국어의 특징을 더한층 파악하고, 의사소통 시 서로 다른 언어의 표현방
식에 유의함으로써 잘못된 표현을 막아 의사소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고 하였다.
이상 논의들은 번역에서 대조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충분
히 말해 주고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어휘, 통사, 화용 등 면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특히 통사적인 부분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습득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은 중국어
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유하고 중국어의 통사적인 특징에 따라 그대로 표
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번역수업에서 중한 양 언어의 통사
적인 특징에 대한 대조분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철저한 대조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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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진행되는 번역교육만이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번역의 기법을 전
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대조분석이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통사적인
차원에서 중한 양 언어의 특징에 대하여 대조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이상
의 논의들이 중한번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번역기
법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 논의들을 정리, 종합한다.

2. 대조분석 이론과 중한 언어의 통사적인 차이
대조분석 또는 대조언어학은 제반 언어학의 한 분야로서 개별언어 간의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그 기본과제로 하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태동한 구조주의 언어학과 연동해 이루어진 대조분석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개별언어들의 보편소를 추구하거나 오류를 예
측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정목 2009).
이러한 대조분석이론은 번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조분석에 있
어서 두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번역이라는 수단이
이용되며, 아울러 대조분석은 또한 번역에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번
역이론의 설정 등에 근거를 제공한다. 즉 대조분석은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고 번역활동은 의미가 가장 근사한 등가물을 찾는다
는 점에서 두 가지 활동은 그 방향과 목표가 다르지만 양자 사이에는 아
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조분석의 방법을 중한번역에 접목하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
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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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와 한국어의 통사적인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우선 중국
어와 서구어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서구어는 성, 수,
격, 인칭, 시태 등 통사범주가 있고 또한 이 통사범주들이 형태적으로 드
러나 있기에 법치성이 강한 형합(形合)의 특징을 가진 언어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중국어는 통사적으로 형태적인 일치관계가 없고 어순과 허사만
으로 통사관계를 나타내기에 의합(意合)의 특징을 지닌 언어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살펴볼 때 한국어는 서구어처럼 법치성이 강
하지는 않지만 중국어에 비해서는 형합의 특징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그
러면서도 서구어처럼 통사범주들의 형태론적인 일치관계가 없고 통사규
칙이 있으면서도 그 규칙이 엄격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한 홈볼트는 “어떠한 언어든지 통사적인 특징에 있어서 일부분은 명
시적(显性)이어서 표기와 통사규칙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일부분은 비명시적(隐性)이어서 표기와 통사규칙에 의해 가정할 수 있는
것인데, 중국어는 비명시적인 부분과 비해 볼 때 명시적인 부분이 차지하
는 비중은 극히 적은 것이다”라고 하였다.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현주(2006: 57)에서 지적하다시피 고립어인 중
국어는 비명시적 논리 연결방식이 자주 사용되며 교착어인 한국어는 이
에 비해 명시적인 논리 연결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교착어인 한국어는 조
사, 어미 등이 발달하여 문장 내 성분의 기능이 조사와 어미 등 형식적인
표지에 의해 드러나며, 고립어인 중국어는 어떤 형태 표지의 도움이 없이
도 의미적으로 직접 결합하는 무표적 방법에 의해 논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2)
1) 潘文国(2013: 218)를 참조.
2) 다음의 예문으로 설명하였다.
他胆子小, 力气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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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러한 통사적인 차이로 인하여 중한번역에서 우선 중국어 문장들
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에서 명시적으
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번역된 한국어 문장에서는 조사, 연결어미와 기
타 통사적인 수단을 모두 정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합과
의합의 특징으로 인한 다른 여러 가지 통사적인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들도 극복해야 한다.

3. 중한 언어의 통사적인 차이와 번역에의 적용
앞에서 지적하다시피 중국어의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의합, 즉 비명시
적인 연결에 의해 이루어지고 한국어의 문장들은 형합, 즉 명시적인 연결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로 하여 중한번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데 본 고는 특히 연결어미, 어순, 관형
절의 차이에 주목하여 중한번역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1) 연결어미 및 기타 통사적 요소에 주목한 번역

중한번역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한 텍스트를 접했을 때 우선 비명시적
인 중국어의 문장을 어떻게 한국어의 명시적인 문장으로 전환시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중국어 원문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a. 그는 나이가 어리지만 담력이 크다.
b. 그는 나이가 어리고 담력이 크다.
c. 그는 나이가 어리다. 그는 담력이 크다.
이 예문에서 중국어는 쉼표로 이 문장이 복합문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문맥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한국어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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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연결어미나 기타 통사적 요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문장이 완성되고 텍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한번역에서 연
결어미나 기타 통사적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렇게 하려면 선택, 첨가의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A. 선택

중국어의 비명시적인 특징은 거의 모든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어에도 연사3)(连词)가 있어 문장을 연결하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연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한 문장을 접했
을 때 기저에 있는 문장의 논리관계를 판단하고 그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 ①今年两国年贸易额将超过1000亿美元, ②中国已经成为韩国的最大贸易伙
伴国和投资对象国, ③韩国也已成为中国的第三大贸易伙伴国和第二大外资
来源国.4)
번역1: 양국의 교역규모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여⋯⋯
번역2: 양국의 교역규모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1)의 중국어 원문은 복문인데 연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복문의 기저에는 어떤 의미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우선 판단
해야 한다. 周刚(2002)은 중국어의 연사를 논의하면서 복문의 관계를 병
렬, 연관, 점층, 선택(대등관계), 원인목적, 전환, 가정조건, 양보, 취사(종
속관계)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예문 (1)의 ②와 ③은 ‘병렬’
을 나타내고 ①과 ②, ③은 ‘연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병렬’
3) 중국어에서 단어, 구, 문장을 연결해 주며, 일종의 논리관계를 나타내는 허사이다.
4) 본고의 예문은 모두 교재 韩国语口译教程(2009)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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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어에도 대응되는 관계가 존재하기에 번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
다. 그러나 ‘연관’은 중국어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만 한국어에는 그에 대응
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에 번역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중국어의
이러한 ‘연관’의 관계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어’로써 번역될 수 있겠지
만 한국어에서 ‘-어’는 ‘원인, 방법이나 수단’ 등 나타내는 의미가 여러
가지이므로, 학습자들은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즉 ‘연
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을 번역할 때 학습자들은 ‘선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번역2).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문장을 접했을 때 선후행절의 관계를 섣불리 판단하
지 말고 그들 사이에 어떠한 내재적인 논리관계가 존재하는지 잘 분석하
고 알맞는 연결어미를 선택해야 한다.
(2) ①2004年首季韩国对华投资增加了 120%, ②注册资本达到了3.1亿美元, ③
江苏省的比重从去年的 15.45%提高到 22.8%, ④首次成为第一投资地区.
2004년 1분기 한국의 대중투자는 120% 증가되었고 등록자본은 3.1억 달
러에 이르렀는데, 강소성의 비중은 작년의 15.45%에서 22.8%로 증가되어
제1위의 투자지역이 되었다.

예문 (2)는 (1)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문장인데 우선은 전체 문장이 어
떤 관계로 연결되었는지 파악한다. ①과 ②는 ‘병렬’, ③과 ④는 ‘연관’을
나타내고, ①, ②와 ③, ④는 ‘배경’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문장에서도
동사 ‘提高’와 ‘成为’는 단순한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 ‘연관’의 관계를 나
타내기에 연결어미 ‘-어’로 연결해야 한다. 기타 부분은 대응되는 한국어
의 연결어미를 선택하여 연결하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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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첨가

중국어의 비명시적인 특징은 번역에 있어서 한국어 역문에 조사나 연
결어미를 첨가해야 할 뿐 아니라 기타 문법적 의미를 가진 통사적 요소도
첨가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어가 형합, 즉 명시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
서 보면, 한국어에서 상당한 문법 범주들이 덩이형태5)로 실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덩이형태는 의존적인 형태들의 결합으로 구성되
는데, 한국어에서는 대부분 통사적으로 의존성을 띠는 어휘인 의존명사
와 보조용언이 다른 통사 형태와 결합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우형식
2003). 따라서 중국어 원문에서 이러한 통사적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나
타나지 않아도 역문에서 이런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어의
교착어적인 특징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자연스럽고
유창한 번역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3) ㄱ. 韩国○○集团专务在接受采访时表示, 热烈欢迎中国在韩国举行 “感知中
国”大型活动.
한국 ○○그룹 전무는 인터뷰를 받는 자리에서 중국이 한국에서 ‘감지
중국’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ㄴ. 第三届经济合作与发展组织国税厅长会议在乐天大饭店开幕. 美国, 日
本, 加拿大等国家的100多名国税厅长及相关人士出席了开幕式.
제3회 OECD 회원국 국세청장 회의가 9월 14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국가의 100여 명 국세청장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개막되었다.

예문 (3)의 번역문에서 사용된 ‘-는 자리에서, -ㄴ/는 가운데’ 등은

5) 여기서 ‘덩이형태’란 백봉자(1999)에서 말하는 ‘통어적 구문’과 같은 것이며 본고에서는 논
술의 편의상 ‘관용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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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사형 어미 + 명사 + (조사)’로 이루어진 관용형이다. 이러한 관용
형들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나 중국어는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기에 원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중국어
원문은 이러한 한국어 관용형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국어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으며 이런 요소들이 가미된 번역
문은 더욱 한국어다운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4) ㄱ. GALEX的发射成功是我校太空望远镜研究团被选定为“富有创意的研究
振兴事业” 以来挥洒汗水, 不懈努力的结果.
GALEX의 발사성공은 우리 대학교 우주망원경 연구팀이 ‘창의적인 연
구진흥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땀 흘리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이다.
(노력한)
ㄴ. 旅游业正在成为中国国民经济新的增长点.
관광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되어 가고 있다. (되
고 있다)
ㄷ. 今天早上我有机会和各位新老朋友见面共叙友情, 感到十分高兴.
오늘 아침 여러분과 만나 우정을 나누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
다. (나누는 것)
ㄹ. 下面，我就新世纪中国信息通信发展问题谈一些看法.
다음으로 21세기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
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문 (4ㄱ, ㄴ)은 번역문에서 보조동사 ‘-어 오다, -어 가다’, (4ㄷ,
ㄹ)은 관용형 ‘-게 되다, -ㄹ까 하다’ 등을 첨가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록 중국어 원문의 표층에는 이러한 보조동사나 관용
형들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심층구조에는 이상 보조동사나 관용형들이

34 東亞文化 第53輯

나타내는 의미들을 담고 있기에 이러한 한국어의 명시적인 특성을 살려
번역하는 것이 중한번역의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어순의 차이에 주목한 번역

중한 어순의 차이 역시 각자의 통사적 특징인 형합과 의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데, 어순도 중한번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강보유(2002)에서 지적하다시피 한국어는 전형적인 교착어로서 표현
구조상에서의 어순변환이 퍽 자유롭다.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SOV 어순
이지만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사가 다양하게 발달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격기능이
격조사와 같이 이동되기 때문에 어순변환에는 관계없이 주격은 주격대로,
목적격은 목적격대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중국어는 격 대신
어순의 통사적 기능이 한국어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순변환이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는 강조하려는 상황변화에 따라 조사의 힘을
빌려 자유롭게 어순을 바꿀 수 있다.
이상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에 대하여 잘 개괄한 대목이라고 생각
한다. 학습자들은 번역문에서 어떤 조사나 어미를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
한 다음 문장성분들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역시 중국어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에 자칫하면 오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5) ㄱ. 环境部长会议期间国家环保总局局长周生贤在京回见韩国环境部长李
致范.
환경장관회의 기간 국가환경보호총국 주성센 국장이 베이징에서 한국
환경부 이치범 장관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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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我代表中国驻韩国大使馆表示热烈的祝贺.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ㄱ)에서 보다시피 중국어는 인명과 직함을 나타낼 때에는 ‘직함+인명’의
구조로 되어 있으나 한국어는 ‘인명+직함’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
다. (5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중국어 어순대로 번역하면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될 것이다. 이런 차이는 모두 양 언어의 통사적 특징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실제 번역에 있어서 학습자는 원문 어순의 영향을 상당히 받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6) ㄱ. 为期两天的中日韩环境部长会议于12月2日起在北京举行.
중일한 환경장관회의는 12월 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
서 개최된다.
ㄴ. 世界水大会此前已经举办四届, 分别在法国巴黎, 德国柏林, 澳大利亚
墨尔本和摩洛哥的马拉喀什举行.
세계 수자원대회는 그 전에 이미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호주의
멜본과 모로코의 마라카스에서 4차례 개최되었었다.
ㄷ. 我非常高兴利用这次机会将大连这座年轻且充满活力的城市介绍给大家.
이번 기회를 빌려 젊고 활력이 넘치는 대련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6ㄱ)의 앞부분을 직역하여 ‘이틀간의 일정인 환경장관회의’로 번역하
면 ‘회의일정’에 초점이 맞춰진 번역이 된다. 그러나 이 문장의 중심은 어
디까지나 ‘회의’ 자체에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에서 관형어인 ‘为期两天’
을 한국어에서는 부사어 ‘이틀간의 일정으로’ 번역하여 뒤에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6ㄴ)에서는 중국어의 통사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정보가 문
장의 앞에 놓였다. 그러나 한국어는 통사적인 특성상 중요한 정보를 뒤에

36 東亞文化 第53輯

놓는 경향이 있기에 한국어 역문에서는 원문의 부차적인 정보들을 앞에
이동시킨다. 이렇게 번역하면 또한 중국어의 복문을 한국어에서 단문으
로 처리할 수 있기에 단위 문장의 정보량을 확대시키고 의미가 거의 비슷
한 동사 ‘举办’과 ‘举行’을 각각 처리하는 번거로움도 덜었다.
(6ㄷ)도 (6ㄴ)과 유사하게 중요한 정보가 앞에 놓였는데 역시 한국어에
서는 이런 어순이 일반적인 어순이 아니기에 한국어 역문에서는 서술어
를 뒤에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7) 第三届经济合作与发展组织国税厅长会议在乐天大饭店开幕. 美国, 日本, 加
拿大等40多个国家的国税厅长及相关人士出席了开幕式.
번역1: 미국, 일본,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의 국세청장 및 관계자들이 개막
식에 참가한 가운데 제3회 OECD 회원국 국세청장회의가 롯데호텔에서 개
막되었다.
번역2: 제3회 OECD 회원국 국세청장회의가 롯데호텔에서 개막되었다. 미
국, 일본,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의 국세청장 및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가
하였다.

(7)의 중국어 원문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지만 (6ㄴ, ㄷ)
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
고 뒤의 문장을 전체 문장의 부사어로 바꾸어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형을 하려면 일정한 번역 수준을 필요로 하므로 초급수준
의 번역자에게는 무리일 수도 있으나, 번역을 습득하는 시작 단계부터 중
한 양 언어의 통사적인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는 이
러한 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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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형절로의 번역6)

김민정(2009: 24)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절을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관형절을 안은 비교적 긴 문장
일 경우 문장을 나누어서 번역하는 것이 좋다. ② 한국어는 중요한 내용
을 문장의 뒤쪽에 두는 경우가 많고, 중국어의 경우는 문장의 앞쪽에 두
는 경우가 많다. ③ 한국어 문장에서 관형절이 쓰였다고 해서 이를 무조
건 중국어 관형절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상은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지만 중한번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①은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긴 관형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
미가 되겠고, ②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형절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
을 나타내며 ③은 중국어 문장에서 관형절이 아니더라도 한국어로 번역
할 때 관형절로 번역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관형절
번역의 예들이다.
(8) ㄱ. 海南岛是中国的第二大岛, 位于中国的最南端, 临近港澳地区和东南亚各
国.
번역1: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도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서 홍콩 ․ 마카오와 동남아 각국에 인접해 있다.
번역2: 해남도는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섬으로서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홍콩 ․ 마카오와 동남아 각국에 인접해 있다.
ㄴ. 大连是中国北方的重要港口, 工业, 贸易, 旅游城市. 位于东北亚经济圈
和环渤海经济圈的重要区域⋯⋯.
중국 북방의 중요한 항구, 공업, 무역, 관광도시인 대련은 동북아 경제

6) 중국어의 관형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기에 이 부분에서는 주로 중
국어 원문에서는 관형절이 아니지만 한국어에서 관형절로 번역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8 東亞文化 第53輯

권과 환발해 경제권의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8ㄱ)의 ‘번역1’에서는 서술어의 일부분을 관형어로 번역하여 한국어의
긴 관형절을 사용하는 언어적 관습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번역1’과 ‘번역
2’를 비교해 보면 학습자들은 어느 것이 더욱 훌륭한 번역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8ㄴ)도 첫 번째 문장의 서술어 부분을 관형어로 변
형하였고 이러한 변형을 통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문장의
결속력을 높였다. 중국어에서 전통적인 통사구조상 중심어 앞의 관형어
는 그다지 길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표현법을 잘 쓰지도 않는다. 중국인
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관용어의 길이는 15자 이내이다(백수진 2003).7)
그러므로 중국어에서 긴 관형어가 쓰이지 않았다고 해도 중국어의 영향
을 받지 말고 관형절을 될수록 확대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어다
운 번역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目前, 朝鲜有38个工程正寻求来自中国的投资者, 包括采矿业, 汽车制造业,
海产品加工业等.
번역1: 현재 조선에는 채굴업, 자동차 제조업, 해산물 가공업 등을 포함한
38개의 프로젝트가 중국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번역2: 현재 조선에는 38개의 프로젝트가 중국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채굴업, 자동차 제조업, 수산물 가공업 등을 포함한다.

예문 (9)는 선후행절로 이루어진 복문이다. ‘번역2’처럼 중국어 원문대
로 번역해도 의미 전달에는 영향이 없지만 표현이 느슨하고 평범하여 짧
7) 그러나 번역 문학작품의 영향으로 또 여러 문체의 영향으로 관형어가 점점 길어지고 그런
표현법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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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에 독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러므로 ‘번역1’과 같이 번역하여 한국어의 관형절의 특성을 살려야 하며
이렇게 하면 정보전달과 가독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
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4. 결론
이상에서 대조분석의 방법을 통한 중한번역의 기법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주로 중한 양 언어의 통사적인 차이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우선 대조언어학의 이론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중한 양 언어의 통
사적인 차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한 양 언어의 통사적
인 차이를 번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한국
어가 중국어와는 달리 연결어미 등 통사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는 점에 주목하여 번역시 선택, 첨가의 기법을 사용하여 번역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중한 양 언어의 어순의 차이, 관형절의 차이에 주목
한 번역 기법도 제시하였다.
중한번역은 한국어를 3년 동안 배운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8)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통사구조에 대한 대조를 통해 학습
자들은 한국어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며 이러
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중한번역의 기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수를 진행
한다면 학습자들의 중한번역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본 고는 중한 양 언어의 통사적인 차이에 주목한 중한번역의 기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통사적인 차이는 중한 양 언어의 차이의 일부분이다.
8)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각 대학교의 중한번역 수업은 대체로 4학년 1학기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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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훌륭한 번역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중한 양 언어에 대한 대조분
석은 통사적인 범위에서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어휘, 텍스트 등 여러 차
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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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rastive Analysis and Translation Strategies
of Chinese-Korean Research
Piao, Shanji & Gao, Jing

Translating is important for foreign language learners. In other
words, it is direct object for learning foreign languages including
Korean. However, the students’ ability for translating is less than
satisfactory due to various constraints in the actual teaching conditions. It is essential to come up with efficient translation strategies to
improve students’ translation ability. In this paper, Chinese-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in line with students’ fact are proposed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Korean. Firstly, the use
of Korean connectives is elaborated in the translation based on the
hypotaxis characteristics that Korean has. Secondly, a translation
strategy is proposed on account of the differences of Chinese and
Korean in word order and attributive phrase. Although this paper
does not cover all Chinese-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it enables
students to master scientific and effective translation methods and
improve their translation skills.
Keywords: contrastive analysis, Chinese-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Korean connectives, word order, attributive phr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