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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羊哀話》의 시대별 한국어 번역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Strategy of《Mu Yang Ai Hua, 
牧羊哀話》by Period

문대일*

Moon dae-il*

요 약 《牧羊哀話, 목양애화》는 중국현대문학사상 최초의 한인제재 소설로 알려져 있으며, 저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

하고 영감을 얻어 창작한 소설로 유명하다. 《牧羊哀話》의 번역본은 꾸준히 재번역(4종)되고 있다. 이러한 번역본은

시기별 특성도 반영하고 있으며, 활용한 번역 전략도 각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4종의 번역본을 비

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역은 일제시기 출판된 작품으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역자의 의도에 따라 일정

부분이 축소, 생략되었으며 이국화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B역, C역, D역은 많은 부분 자국화 번역 전략을 활용하

여 내용적 등가를 구현해 내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충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번역은 의사

소통의 과정이므로 단순히 원천 텍스트를 목표 텍스트로의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목표어 독자들의 반응

이 출발어 독자들의 반응과 같아야만 한다. 때문에 번역은 시대 환경과 독자층을 감안해야만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

을 동원하여 독자로 하여금 원문을 읽은 것과 같은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목표어와 도

착어 국가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이)국화 전략은 동시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주요어 : 목양애화, 번역 전략, 궈모뤄, 자국화 번역, 이국화 번역

Abstract 《Mu Yang Ai Hua, 牧羊哀話》 is known as the first Korean-sanctioned novel in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and is famous for a novel created by the author himself visiting Korea and being 
inspired. The translation of 《牧羊哀話》 is constantly being re-translated (4 types). These translations als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and the translation strategies used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ur types of transla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ole A 
was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some parts were reduced and omitted according to the 
intent of the translator, and a foreignization translation strategy was used. B, C, and D have implemented 
content equivalence by utilizing many of the localization translation strategies, and added supplementary 
explanations in part to help readers understand. Since translation is a process of communication, it should not 
just convert the source text to the target text, but the target reader's response to the work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the reader. Therefore, translation must be able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 of the times and the 
readership, and it must use all possible methods to elicit the same emotion and empathy as the reader has read 
the original text. Therefore, translators need to use their nationalization and foreignization strategie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target language and the politics, economy, history, culture, etc. of the 
destination country.

Key words : 
Mu Yang Ai Hua, Translation Strategy, Guo moro, Localization Translation, Foreignization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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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의 근대문인 郭末若(궈모뤄, 1892.11~1978.12)은

시, 소설, 희곡 등을 포함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한인(韓人)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牧羊

哀話, 목양애화》, 《鷄之歸去來, 닭의 귀거래》, 《朝鮮

義勇隊, 조선의용대》(《洪波曲, 홍파곡》 제13장 제5

절) 등이다. 특히 《牧羊哀話》는 중국현대문학사상 최

초의 한인제재 소설로 알려져 있으며, 저자가 직접 그

당시 한국을 방문하고 영감을 얻어 창작한 소설로 유명

하다.《牧羊哀話》가 최초의 한인제재 소설이기 때문에

한국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

지의 축척된 연구를 통해서 《牧羊哀話》는 중국작가

눈에 비친 시대별 ‘한국인 형상’을 연구할 수 있는 단초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 독자들에게 그 당시 한국

(인)이 처한 상황을 자국민에게 소개하는 저자의 정치

적인 의도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

과, 본고에서 본격으로 논할 《牧羊哀話》의 한국어 번

역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척이 없다. 상술한 바와 같

이, 《牧羊哀話》는 일찍이 한국문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다양한 역자의 버전으로 번역되었다. 예를 들

면 양백화(1932.07), 엄영욱(1999.05), 김승일(2007.04),

고재원(2017.08) 등이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1932년 최

초의 양백화 번역본이 출판된 이래, 지금도 끊임없이

‘재번역’되고 있다. 또한 각 번역본은 시기별 특성도 반

영하고 있으며, 활용한 번역 전략도 각기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때문에 본고는 지금까지 연구가 제대로지

되지 못했던, 한인제재 소설 《牧羊哀話》의 시대별 한

국어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미리 설명해 두

어야 할 것은, 본 연구의 중점사항은 각기 다른 번역본

사이의 우열을 가름하는 것이 아닌, 원천 텍스트(target

text)와 번역문 텍스트(source text)를 비교하여 어떠한

번역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편의상 상술한 4종의 번역본을 각각 A역(양백

화 역), B역(엄영욱 역), C역(김승일 역), D역(고재원

역)으로 호칭하기로 한다.

Ⅱ. 등가의 실현

저명한 언어학자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

1896.10~1982.07)은 번역에 있어서 ‘등가성 개념’을 제기

하였다. 비록 출발언어와 도착언어 사이의 언어구조는

다르지만 의미상 등가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단순히

언어의 전환이 아닌, 독자의 정신적 감흥과 감동을 전

제로 그 내용을 충분히 구현해내야만 한다. 즉, 문학 작

품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언어 형식적 등가성과 함께,

내용적 등가성을 충실히 지켜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에 대해, 번역학자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

1914.11~2011.08)도 등가효과(equivalent effect)에 있어

서 수용자의 반응이 원천 텍스트 독자의 반응과 동일할

때를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라고 주장하였

다. 나아가 번역자는 등가를 실현한다는 조건에서, 자주

적 판단에 따라 크게 자국화(domestication)와 이국화

(foreignization) 전략을 활용한다. 즉, 자국화는 목표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장

애’가 되는 언어적, 문화적 요소 등을 제거하여 적절히

풀어서 번역하는 것이고, 이국화는 독자들에게 외국어

의 ‘생경함’, 문화적 요소 등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

도록 원문의 느낌을 살려 번역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A역, B역, C역, D역은 각기 다른 시대상황에서 어떠한

번역 전략을 운영하였지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Ⅲ.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 전략

1. 제목의 번역

원문: 《牧羊哀話》

A역: 《金剛山 哀話, 금강산 애화》

B역: 《양치기 소년의 슬픈 이야기》

C역: 《금강산 애화기》

D역: 《양치기의 슬픈 이야기》

본격적인 번역 전략의 고찰에 앞서, 한국어 번역본

제목부터 살펴보자. A역은 원제목 《牧羊哀話》를

《金剛山 哀話》(《東方評論, 동방평론》 칠월호, 제삼

호, 1932.7.1.)로 바꾸어 발표하였는데, 이는 소설의 주

요 무대인 금강산 일대를 강조하여 보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C역도

《금강산 애화기》로 바꾸어 붙였는데, A역과 같은 연

유라고 생각된다. B역은 제목을 《양치기 소년의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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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D역은 《양치기의 슬

픈 이야기》로 번역하였는데, B역 보다 좀 더 간결한

느낌이 있다. 이 두 제목은 한자어 제목을 한국독자들

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A역과 C역은 역자가 한국 독자의

이목을 끌고 작품의 내용도 고려하여 제목을 바꾸어 번

역하였으며, B역과 D역은 원제목을 한자로 번역하지

않고, 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번역했다고 할 수 있

으니 제목 번역에 있어 자국화 전략을 활용한 셈이다.

2. 특수한 역사 사건의 번역

원문: 只因當時朝裏，出了壹派奸臣，勾引外人定下了

甚麽合幫條約. 閔子爵壹連奏了基本，請朝廷除佞安邦，

本本都不見批發。子爵見大勢已去，不可挽回，便棄了官

職，攜帶壹門上下，從京城裏遷徙而來 [1].

A역: 그때 조정에서는 간신이 발호하여 외국인과 부

동(符同)하여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민

대감은 이를 반대하여 여러 번 상소를 하셨다는데 도무

지 비답(批答)이 안내리고 급기에야 ××으로 결정이 되

매 대감은 이제는 대세가 글렀다고 벼슬을 버리고 이리

로 옮아 오셨답니다 [2].

B역: 그때 조정에 간신들이 외국인과 결탁하여 무슨

합방 조약이란 것을 만들었지요. 민 자작은 연속 몇 번

이나 상소문을 올려 조정의 간신들을 숙청하여 나라를

안정케 하고자 하였지만 매번 허락을 받지 못했답니다.

대세가 기울어져 이미 만회할 수 없음을 알고 자작은

곧 관직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서울서 여기로 옮겼답

니다 [3].

C역: 당시 조정에는 간신들이 많아 왜놈들과 손잡고

합방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민 자작님은 여러 번 상

주해 이 일을 반대했었지요. 그러나 조정에서는 한 번

도 그의 상주에 대해 일언반구 대답이 없었지요. 자작

님은 당시의 이런 형세를 살피시면서 ‘이미 일이 다 글

러버렸구나’하고 판단하시고는 관직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서울에서 이곳으로 와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4].

D역: 당시 조정에 간신배 무리가 나타나 외국인들을

끌어들여 무슨 합방조약이라는 것을 맺었지요. 민 자작

께서는 이에 대해 조정에 간신배를 제거하고 나라를 안

정시킬 것을 청하는 상고문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하나

도 왕에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돌이킬 수 없다고 본 나리는 관직을 버리고 식솔을 전

부 데리고 경성에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5].

주지하듯,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식

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자. A역은 ‘××조

약’이라고 번역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A역본은 일제

강점기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특정 어휘를 회피한 것은

일제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것이

다. 또한 그 당시 한국 독자들은 ‘××조약’이라고 번역해

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수한 자국화 번역 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B역, C역, D역은 ‘합방조약’으로 번역하

였다. 차후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일병합조

약(혹은 한일병합늑약)’이라는 각주를 추가할 수도 있

다. 그밖에 A역, B역, D역은 모두 원천 텍스트의 ‘外人’

을 ‘외국인’으로 번역하였으며, C역은 ‘왜놈들’로 번역하

였다. 이 부분은 맥락상 간신배가 일제와 내통하여 불

평등조약을 맺은 것으로 C역이 민족 정서의 느낌을 반

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A역

은 많은 한자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그러나 跋

扈(발호), 符同(부동), 批答(비답) 등의 어휘는 한자를

전혀 모르는 독자에게 결속성의 등가를 유지하기 힘들

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B역은 직역 위주로 번역하였으

며, C역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로 번역하

였으나 결론적으로 역자는 언어 형식상의 등가를 이루

어 내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이미 일이 다 글러버렸구

나’하고 판단하시고”라는 부분의 원천 텍스트는 독백식

문체가 아니다. D역은 자국화 번역 전략을 활용하여

원문의 뜻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10년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된다. 이러한 특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반

영한 어휘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자.

원문: 兒想生為亡國之民，倒不如早死為快 [1].

A역: 살아서 ××××이 되느니보다 차라리 얼른 죽는

편이…… [2].

B역: 살아서 망국의 백성이 될 바에 차라리 일찍 죽

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3].

C역: 이 아들은 망국노(亡國奴)가 되어 개처럼 살기

보다는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D역: 저는 망국의 백성으로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고 생각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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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역의 경우, ‘亡國之民, 망국지민’을 ‘××××’로 표현하

면서 당시의 일제의 검열을 피하려는 노력이 엿 보인

다. B역의 경우, 원천 텍스트의 ‘亡國之民’이라는 통사

적 구조를 따라 ‘망국의 백성’으로 번역하여 언어 형식

상, 의미상의 등가를 이뤘다. C역의 경우, ‘망국노’라고

번역하고 괄호 안에 한자도 넣었으며, ‘개처럼 살기보다

는’라는 의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추가하여 자

국화 번역 전략을 택하고 있다. D역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배려하여 ‘망국노’를 ‘망국의 백성’으로 풀

어서 번역한 노력이 엿 보인다.

3. 문화소 번역

원문: 女郎頭上頂著一件湖色帔衫，下面露出的是絳灰

裙子，船鞋天足，隨步隨歌. 歌聲漸遠，漸漸要不能辨悉

了 [1].

A역: 생략.

B역: 처녀는 머리에 연두색 보자기(고대 여인들의

일종의 예복)를 썼는데 그 아래로 붉은 치마가 드러나

보였다. 코신을 신고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

다. 노래 소리는 점점 멀어져 잘 들리지 않았다 [3].

C역: 그 아가씨의 머리 꼭대기에는 호수 빛깔의 수

건이 둘러쳐져 있었다. 아래는 붉은 색 치마를 입고 있

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귀가하는 중이었다.

노랫소리가 멀어지면서 그녀의 그림자도 점점 희미해

져 갔다 [4].

D역: 아가씨는 담록색 장옷을 머리에 쓰고 있었고

아래에는 진회색 치마가 드러나 있었으며 전족을 하지

않은 발에 신을 신고 있었다. 그 아가씨가 걸어가며 부

르는 노랫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녀의 모습도 점점 희

미해져 갔다 [5].

특정한 문화 배경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나 개

념을 문화소라고 말 할 수 있다. 원천 텍스트에서 ‘湖色

帔衫’, ‘船鞋天足’ 등은 중국 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

는 문화소 관련 어휘들이다. 저자는 양치는 조선 소녀

의 모습을 중국식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역자는 이를 다시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야

만 한다. A역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역자 양백화의 번역 목적은 일제강점기 애국지사의 활

동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에서 비

롯된 것이다.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다소 거리가 있

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B역에서 ‘湖色帔衫’은

‘연두색 보자기’라고 번역하고 괄호 안에 역주로 ‘帔衫’

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는 이국화 전략을 활용하였

다. C역은 가독성을 중시하여 ‘호수 빛깔의 수건’이라고

번역하여 자국화 번역 전략을 활용하였다. D역은 ‘담록

색 장옷’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최대한 근접한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다. 환언하면 ‘湖色’에 대한 번역

은 B역보다 C역이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C역에

서 ‘帔衫’을 ‘수건’으로 번역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

므로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船鞋天足’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자. ‘船鞋天足’은 전형적인 중국의

문화소 관련 어휘로 큰 신발을 신은(전족을 하지 않은)

여성의 발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C역은 번역을 생략했

으며, B역은 자국화 번역 전력을 활용하여 ‘코신을 신

고 걸어가면서’라고 번역하였다. 주지하듯, ‘코신’은 ‘앞

쪽이 코처럼 뾰족하게 나온 여자용 고무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용)으로 ‘船鞋’와 최대한 비슷한 도착

어 어휘를 사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6]. D역

은 이국화 번역 전략을 채택하여 원뜻 그대로 ‘전족’이

라고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관혼상제와 관련된 내용의 번역을 살펴보

자.

원문: 尹媽門首，貼付白色門聯，——朝鮮風俗尚白，

門上春聯，也用白紙，儼然如同國內喪事人家一般 [1].

A역: 문에는 백색의 문련(門聯)을 붙였고 – 조선에

서는 백색을 숭상하기 까닭에 춘련(春聯)도 백지를 쓴

다. 중국인으로서 보면 대단히 불길스럽지마는 [2].

B역: 윤씨 아주머니 문 앞에는 흰 종이에 쓴 대련이

붙어 있었다. 조선 풍속에 흰 것을 숭상하기에 문에 붙

인 대련도 백지를 쓰다 보니 마치 중국의 상가집과 같

았다 [3].

C역: 윤씨 어멈의 집 문에는 하얀 종이에 대련(對聯)

으로 쓴 글씨가 붙어 있었다. 조선 사람들은 백색을 선

호해 대련의 재료도 백색을 사용했다. 사실 백색은 중

국에서는 상사(喪事)가 있을 때에만 쓰는 것이기에 나

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다 [4].

D역: 윤씨네 아주머니 집 문에는 하얀 종이에 쓰인

대련이 붙어있었다. - 조선에서는 흰색을 숭상하여 새

해에 대문에 붙이는 대련에도 하얀 종이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 때 쓰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5].

관례, 혼례, 상례, 제례는 한 국가의 특수한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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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 인용문은 ‘흰옷을 입고 흰색을 숭상’하는 한

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해야만 그 참뜻을 알 수 있다.

특히 원문의 ‘儼然如同國內喪事人家一般’ 이 부분을 B

역만 역자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원뜻 그대로 번역하

였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A역은 ‘중국인으로서 보면 대

단히 불길스럽지마는’이라고 번역하여 원뜻을 축소하고

중요한 내용을 의역해서 번역하였다. C역은 ‘사실 백색

은 중국에서는 상사(喪事)가 있을 때에만 쓰는 것이기

에 나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다’이라고 역자의 의견을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D역은 ‘春聯, 춘련’을 ‘새해에 대

문에 붙이는 대련’라고 풀어서 번역하여 한국독자의 이

해를 도왔다. A역, C역, D역과 같이 타국 문화와 관련

된 내용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자신

의 의견을 추가하고 의역한 부분 또한 자국화 번역 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과 관련된 문화소

관련 어휘에 대한 번역 전략을 살펴보자.

원문: 我同她進了我的居室，同坐在地板上面——朝鮮

人席地而坐，席地而寢，還存著我國古代的遺風 [1].

A역: 나는 윤씨 노파와 함께 내 거처방으로 정한 일

실(一室)에서 널판 위에 앉아서 – 조선 사람은 석지이

좌(石地而坐) 석지이침(石地而寢)하는 중국의 고풍이

이때까지 남아 있다 [2].

B역: 윤씨 아주머니는 나를 불러 방에 들어가 앉으

라고 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내 방에 들어가 앉았다. -

조선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고 방바닥에서 자는 중국 고

대의 유풍을 보존하고 있었다 [3].

C역: 우리는 내가 거처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구

들에 앉았다. 조선 사람들은 침대를 쓰지 않고 구들에

앉았고 구들에서 잤다. 이것은 우리 고대의 유풍과 비

슷했다 [4].

D역: 나는 그녀와 함께 내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앉았다. - 조선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고 방바닥에서 자

는데, 이는 고대 우리나라 풍습이 남아 있는 것이었다

[5].

상술한 원천 텍스트에서의 ‘地板, 지판’이 가리키는

것은 구들(온돌)이다. 이에 대해 A역과 B역은 각각 ‘널

판’과 ‘구들’로 번역하였으며, C역은 번역하지 않았다.

D역은 ‘방바닥’으로 번역하였다. ‘널판’은 엄밀한 의미에

서 ‘온돌’의 의미가 아니며, ‘구들’은 수순 우리말로 바

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식을 통칭한다. ‘방바닥’은

‘온돌’, ‘널판’ 등의 상위어다. 때문에 A역은 ‘地板’을 직

역하여 오히려 생경한 느낌이 주고 있으며, D역처럼

‘방바닥’으로 번역하는 것은 무난하나, 주인공이 ‘추위를

피해 따뜻한 방’을 들어간 구체적인 의미를 반영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C역은 불길이 지나는 고래가 있는

구들로 의미상 등가를 이루는 자국화 번역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다.

4. 문학적 표현

원문: 燈亮已息了，只可恨天尚未明，好拜辭了尹媽而

去。象這樣斷腸地方，傷心國土，誰還有鐵石心腸，再能

彀多住片時半刻呢？ [1].

A역: 말을 마치고 윤씨 노파는 또 울어내었다. 나도

온 밤을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금강산 만 이천 봉, 세

계의 낙원인 줄로 알았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단장

지(斷腸地) 상심국토(傷心國土), 일각을 더 머무를 수가

없다. 역시 나 있는 데가 좋다. 내일이라도 트렁크를 둘

러메고 돌아가야겠다. 나 있는 데로…… [2].

B역: 등불은 이미 꺼졌는데 가증스럽게도 날이 밝지

않았다. 나는 어서 빨리 날이 밝아 윤씨 아주머니와 작

별하고 떠날 수 있기만 바랬다. 이같이 애간장을 태우

는 곳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라에 어느 누가 무쇠

같은 심이라고 잠깐이라도 더 있으려 하겠는가? [3]

C역: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날은 아직 다 밝지는

않았다. 나는 한시라도 날이 빨리 밝았으면 하고 고대

했다.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윤씨 어멈과 작별하고 이

곳을 떠나고 싶었다.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나라에서, 또 상심할대로 상심한 이 국토에서 마음이

철과 돌로 된 강심장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군들 잠

시나마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하겠는가? [4].

D역: 안타깝게도 날은 아직 밝지 않았다. 얼른 동이

터서 아주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으면 하는 마

음이 간절했다. 이토록 애끓는 고장, 가슴 아픈 땅에서

어느 누가 목석같은 마음으로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단

말인가? [5].

독자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학적

표현이 필수적이다. 인용문은 저자가 조선이 일제의 식

민지가 된 후, 처참한 민중의 삶을 보고 상심한 느낌을

서술한 부분이다. A역은 ‘단장지(斷腸地) 상심국토(傷心

國土), 일각을 더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번역하였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번역은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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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자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B역과 C역은 문학적 감

각을 살려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였다. 특히 그 당시

조선의 처지를 각각 ‘애간장을 태우는 곳’,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나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인내력

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무쇠 같은 심’(B역), ‘철과 돌로

된 강심장의 사람’(C역), ‘목석같은 마음’(D역)으로 번역

하였다. 종합해보면, A역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여 핵

심적인 내용만 전달하고 있으며, B역, C역은 가능한 원

문의 뜻을 살려 문학적 표현을 첨가하였다. D역은 한국

의 정서를 반영한 ‘목석’ 등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자

국화 번역 전략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Ⅳ. 결론

번역은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원

천 텍스트를 목표 텍스트로의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작품에 대한 목표어 독자들의 반응이 출발

어 독자들의 반응과 같아야만 한다. 특히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는 형식적, 내용적 등가뿐만 아니라 독자의

감정적 영역까지 고려하여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활용

해야 한다. 또한 번역자는 목표어 국가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본고에서

다룬 번역본의 역자들은 중문학자로서 모두 중국에 대

한 남다른 식견을 갖췄다. 때문에 설령 원작이 같더라

도 출판 당시의 독자층을 고려하여, 시대별로 ‘상이’한

번역본이 탄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4종의 번역본을 보면, 1932년에 출판

된 A역은 일제시기 출판된 작품으로 검열을 피하기 위

해서, 특정 단어를 생략하거나 번역하지 않고 ‘××’로 처

리하였다. 또한 한자어 번역이 많아 만약 목표어 독자

들이 한자를 모르면 내용적 등가를 구현해 내기 힘들

다. A역의 특이한 점은 원문에 충실했다기보다 애국,

독립 등과 관련된 부분만 강조하여 번역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의도적으로 생략하다. 이는 역자가 민중을 계몽

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B역(1999년), C역(2007년), D역(2017년)의 특징은 전체

적으로 한자어를 ‘풀어쓰기’하여 한자 세대가 아닌 독자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였다. 때문에 역자의

의도에 따라 상당 부분 자국화 번역 전략을 활용하여

내용적 등가를 구현해 내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충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특히 가

장 최근에 출판된 D역은 상위어 등을 가장 잘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번역은 시대 환경과 독자층을 감한해야만하며, 가능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독자로 하여금 원문을 읽은

것과 같은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다룬 4종의 번역본과 같이 원작이 같더라도

시대별로 상이한 번역 전략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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