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비등가 어휘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 염상섭 ｢만세전｣과 황정은 ｢백의 그림자｣의
한·노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

모졸 따지아나*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현상들을 자신이 구축한 고유한 세
계관과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라는 특수한 창을 통해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문화를
통해 실세계를 개념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명한 독일의 언어철학자 훔
볼트(Гумбольдт 2000)의 말을 인용하자면, 언어는 세계관을 나타내는 내면
형식의 외부적 표현이다1).
번역이 한 언어권 속에서의 의미체계를 다른 언어권 안의 의미체계로 바
꾸는 작업임을 상기할 때, 출발 언어권 속에서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 갖는
의미의 총합이 도착 언어권 속에서 상응하는 사물이나 개념이 갖는 의미의
총합과 같을 수 없다.
만약 사회문화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번역을 한다면 원문의 형식
은 그대로 전달되더라도 본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2).
* 민스크국립언어대학교 동양어학과 부교수
1) 훔볼트(Гумбольдт 2000:319-321)는 언어의 상이성을 소리와 기호의 상의성이 아니
라 세계관 자체의 상이성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언어의 상이성’이라는 말은 사물
을 표기하는 기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개개 민족 고
유의 관점, 즉 언어의 세계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훔볼트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의 상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정신적 성향이라고 하는 특이
성과 언어의 원초적 구조가 지니는 특이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이 두 개의
개념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사고방식은 언어의
세계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넓은 의미로 번역 현장에서 번역자가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번역 과정은 역시 언어의 기저에 내재된 심층적 의미의 전이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단순히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기호 변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출발어 텍스트의 언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역시
고려해야만 한다(이근희 2003:5). 또한 레더러(Lederer)가 지적한 것처럼, 일
반적으로 번역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해
당 어휘가 지시하는 대상이나 관습이 도착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아서 목표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포투나토 2004:13에서 재인
용).
이와 같이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가 자주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출발어(SL)인 한국어에는 있으나 도착어(TL)
인3) 러시아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등가 어휘들에 대한 번역 문제이다. 따라
서 본 논문은 문학작품의 의미와 정서를 전달하는, 번역작업의 성패를 가름
하는 비등가 어휘의 번역상 문제와 번역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번역학 이론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등가성 문제와 비등가 어휘 개념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다. 둘째, 한·노 번역 시 발생하는 비등가 어휘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징
을 알아본다. 셋째, 번역가들이 겪는 비등가 어휘의 번역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번역전략을 정리하고, 번역전략을 한국 문학작
품의 러시아어 번역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데, (1) 출발어-도착어, 양국어의 문화적, 언어적 간극의 인식 차원, (2) 원문 텍스
트의 이해와 의미 도출 차원, (3) 도착어로의 재생산과 표현 차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전미연 2000:141). 이중 (2)와 (3)차원의 어려움은 번역자의 번역 경험 및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면, (1) 양국어 간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의 인식 차
원은 기본적으로 번역자의 역량과는 독립된 부분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간극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세우는 것 역시 번역자의 몫이다.
3) SL: Source Language; TL: Target Language

번역학의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는 등가4)라는 개념에 관한 것이다. 등가
성에 대한 해석은 번역 자체에 대한 이해, 번역의 존재론, 언어 및 언어외적
세계에 대한 번역의 관계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박두운 1988:24). 등가성
문제는 번역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등가라는 용어는 번역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명확히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5) 번역활동이 일반적으
로 출발어와 도착어 간의 상관관계로 이해되고, 원문의 의미를 손실 없이 도
착어의 텍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원문과 번역문이 어느 정도까
지 유사한가에 대한 정도의 등가·비등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자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등가성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체르노프
(Чернов 1958)는 등가성의 유형을 물질적 등가성, 어휘·의미론적 등가성과
문체론적 등가성으로 분류한다. 윌스(Wilss 1982)는 번역학에서의 등가개념을
기능적 등가, 내용적 등가, 효과적 동일성, 의도의 충족성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러(Koller 1979/1997)는 등가성의 유형을 외시적 등가(내
용적 불변성), 내포적 등가(언어표현의 방법), 텍스트 규범적 등가, 화용적 등
가, 형식적 등가(형식적, 미학적, 개인 문체적 특성)로 분류한다. 베이커
(Baker 1992/2005)에 따르면, 등가성 유형을 어휘(단어, 연어, 관용구) 차원의
등가, 문법 차원의 등가, 텍스트 차원의 등가, 화용론적 차원의 등가로 분류
할 수 있다6).
위에서 언급한 분류법들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형식, 효과, 기능,
화용적 의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번역의 가장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회문화적 요소가 누락되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번역문이 도착언어권의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도 원문과 내용적, 기능
4) 번역 등가성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톰(Thome 1990), 콜러
(Koller 1979/1997), 야콥슨(Jakobson 1959), 나이다(Nida 1964)등은 번역을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번역에 있어서의 등가개념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고 주장한다. 반면, 스넬 혼비(Snell-Hornby 1988) 등은 등가성이라는 개념이 아무
쓸모가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그 이유는 등가개념 자체가 번역, 원문 텍스트, 목표 독자의 특수성 등에 연관되어
있고, 등가 성립조건도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등가어 선정은 번역자의 재량과 능
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6) 모든 유형의 비등가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어휘적 비등가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 형식적 등가를 이루고 있다면 두 텍스트는 번역적 등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번역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중 비등가 어휘는 특정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사회문화적 맥락 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카데(Kade 1968)와 콜러(Koller 1979/1997)에 따르면, 출발어와 도착어의
어휘들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전체적 등가: 숫자나 전문용어와 같이 출발어와 도착어의 해당 어휘의
외연이 일치하는 경우.
2) 일 대 다수 등가: 출발어의 하나의 표현이 도착어에서는 상이한 사회문
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세분되어 있는 경우
3) 다수 대 일 등가: 도착어의 하나의 표현이 출발어에서는 상이한 사회문
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세분되어 있는 경우.
4) 일 대 부분 등가: 각 언어권마다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범주화해 온
결과로 인하여 나타난다.
5) 등가어 부재(비등가): 도착어에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화적 의미가 서로 다르고 복잡하여 한 단어로 옮길 수 있는 어휘가 없
거나 목표문화권에 알려지지 않은 단어 또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 형태가 적
합하지 않을 때 어휘적 비등가 문제가 발생한다. 번역의 어려움은 주로 (5)
의 경우에 나타난다.
베레샤긴과 코스토마로프(Верещагин и Костомаров 1990:42)는 ‘비등가 어
휘는 임의의 외래어 개념들과 비교적 대비가 가능하지 않는 의도를 지닌 어
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마크슈타인(Markstein 1999; 심재기 2004:35에서
재인용)은 비등가 어휘를 ‘민족/종족에 특유한 구성체, 민족/종족에 특유한 문
화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요소’라고 규정하면서 ‘도착어 텍스트의 독자가 비등
가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변형’, 즉 최소한의 문맥상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7). 한만춘(1998:102)의 논문에서는 ‘비등가 어휘를
번역 언어 체계에 있어서 번역할 수 있는 등가 속성들을 지니지 않은 어휘적
7) 이와 같은 변형이 필요한 이유는 작가가 소설을 읽는 한국인 독자가 자신과 유사
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많은 것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번역자는 러시아어권 독자에게 러시아어에 존재하지 않는 비등가 어휘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야 한다.

이며 성구적인 인자들’로 보고 있다. 차혜진(2009:13)은 ‘문화적으로 특별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다른 언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 기능하는 단어를 비등가 어휘’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비등가 어휘를 도착어에 존재하지 않는 출발어의 어휘로
이해하기로 한다. 즉 한 언어권의 고유한 개념이나 대상, 상황 등 다른 언어
권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나, 언어화되지 않은 특유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지리, 제도 등과 관련된 어휘들이다.
비등가 어휘는 번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그 어떤 언어의
어휘든지 간에 여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
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서 표현이 불가능한 어휘는 있을 수 없다. 결국 비
등가 문제는 타언어권 사용자들의 관습적이며 문화적인 삶을 특징짓는 대상
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출발어와 도착어의 대비 과정을 통해서만 비등가 어휘의 분류가 가능
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언어들의 각각은 자신들이 비등가 어휘의 범주로 들
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르노프(Чернов 1958), 나이다(Nida 1964),
콜러(Koller 1979/1997), 베이커(Baker 1992/2005) 등이 제안한 다양한 언어적
비등가 문제의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노 번역 시 생기는 한
국어 비등가 어휘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1) 문화상 특수한 개념
1.1) 생태학
지리적 여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잘 알려진 동식물이나 기후
현상이 러시아어 문화권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대상의
개념이 한국 문화권에서는 세분화되어 있음에 반해 러시아어 문화권에서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y

기후현상: 꽃샘추위, 황사현상, 여우비, 삼한사온 등

y

식물: 무궁화, 개나리, 송이버섯, 팽이버섯, 미나리 등

y

한국의 행정구획 단위: 구, 동 도, 군, 읍, 면, 리 등

y

지명: 전라도, 경상도, 한라산, 지리산, 경주, 대구, 한강, 낙동강 등
1.2) 물질문화
대상의 부재, 개념의 세분화, 가치의 상이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말한

다. 의식주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y

의상: 한복, 저고리, 두루마기, 마고자, 버선, 갓, 갈모, 노리개 등

y

음식: 소주, 막걸리, 식혜, 불고기, 비빔밥, 갈비탕, 겉절이, 동치미, 깍
두기, 김치, 밥상, 고소한 맛 등

y

주택: 마루, 안방, 건넌방, 온돌, 사립짝, 장판방, 단청 등

y

측정단위: 근, 평, 섬지기, 단보, 정보, 되, 말, 리 등
1.3) 사회문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관습이나 제도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관계와 관련이 있는 어휘들은 이에 해당
된다.
y

의식과 명절: 제사, 차례, 폐백, 관례식, 상견례, 돌잔치, 환갑, 대보름, 추

y

민속놀이: 윷놀이, 투호, 쥐불놀이, 강강술래, 차전놀이 등

y

호칭: 선배, 후배, 언니, 오빠, 아주머니, 아저씨 등

y

인사말: 진지 잡수셨습니까? 등

석, 설, 단오, 개천절 등

1.4) 종교·사상 문화
종교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숭배와 금기의 대상, 세계와 인간적 현상을 해석하
는 차원으로, 그 상징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의 굴절을 야기할 수 있다.

y

유교: 부부유별, 부자유친, 삼강오륜 등

y

불교: 법당, 칠성각, 팔상전, 지전, 위패 등

y

샤머니즘: 굿(천신굿, 재수굿, 망자천도굿, 저승혼사굿), 장승, 솟대 등
1.5) 언어문화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번역의 어려움이 야기되는 경우로서 방언, 은어, 속

어, 관용적 어귀나 표현상의 상이성에서 비롯된다. 한국어 언어문화와 관련이
있는 비등가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y

방언: 고맙습니데이, 안녕하시우꽈, 마이 묵어잉 등

y

관용 표현: 국수 먹다, 바가지 긁다, 비행기 태우다, 눈칫밥 먹다 등

y

연어: 소문 돌다, 결정 내리다, 모자 쓰다, 옷 입다, 반지 끼다, 양말 신다 등

y

은어: 범죄인어(담배 → 뿌시기; 학생 → 학삐리 등), 학생어(대리출석

y

속어: 빡세다, 뚜껑이 열리다, 삽질하다 등

y

신조어: 기러기 아빠, 철밥통, 사오정 세대, 엄친아, 엄친딸, 얼짱, 얼꽝 등

y

유행어: 잘 자 내 꿈 꿔, 아빠 힘내세요, 따봉, OOO 보고 있나? 등

y

감탄사: 아이고, 아이코, 에구구, 아뿔싸, 아차, 아서라, 에비 등

→ 대출; 늙은 사람 → 꼰대·꼬대; 자기소개서 → 자소서) 등

2) 목표문화에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휘화되어 있지 않은 출발어 개념
출발어 단어가 목표문화에 알려져 있지만 어휘화되어 있지는 않은, 말하자면
출발어 단어를 표현할 도착어 단어가 ‘할당되어 있지’ 않은 어떤 개념을 나타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경유착 – близкая связь между миром политики и
экономики; 갯벌 – широкое место на берегу реки (моря); 터울 – разница в
возрасте между старшим и младшим ребенком в семье 등과 같은 단어는 쉽
게 이해되는 개념이지만, 러시아어에는 이와 등가를 이룰 만한 단어가 없다.
3) 의미적 차이가 있는 출발어와 도착어
도착어는 출발어보다 의미상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구분을 할 수 있다. 보
통 이러한 의미적 구분의 차이는 문화권마다 상이한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서 기인한다. 한 언어에서 의미적으로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다른
언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러
시아어와 달리 보통 ‘밥’, ‘쌀’, ‘벼’로 세분화해서 рис를 표현한다.
(1) a. 왼쪽 벽에는 쌀가마니가 그득 쌓였고⋯⋯ (염상섭 2004:333)
Левая стена была вся заставлена мешками с рисом... (강조는 필자)
b. 논의 벼 포기는 산들바람에 나부끼는데⋯⋯ (황석영 2006:25)
Стебельки риса на поле колышутся от легкого ветерка... (강조는 필자)
c. 세수를 하고 그들이 내준 옷으로 갈아입고 데친 뽕잎으로 싼 밥
도 얻어먹었다. (황정은 2011:22)
Мы умылись, переоделись в предложенную нам одежду и даже
получили угощение из риса, завернутого в обваренные листья
тутовника. (강조는 필자)

반대로, 러시아어에서는 ‘голубой’과 ‘зеленый’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한
국에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명확한 구분 없이 이 두 색상을 ‘푸르
다’라는 표현으로 아우르고 있다.
(2) a. 푸른 나무 – зеленое дерево, 푸른 숲 – зеленый лес,
푸른 신호등 – зеленый сигнал светофора
b. 푸른 하늘 – синее небо, 푸른 사파이어 – синий сапфир,
푸른 바다 – синее море

4) 상위어가 없는 도착어
도착어에는 의미장을 표기할 수 있는 상위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면, 러시아어에는 '어떤 활동이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도구, 기계, 장치, 등
과 같은 설비'를 의미하는 ‘시설’에 즉각 대응되는 등가어가 없다(교육시설 –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오락시설 –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е заведение; 통신
시설 – оборудование/средства связи; 숙박시설 – гостиница).
5) 구체적 용어(하위어)가 없는 도착어

각 언어마다 개별적인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있는 의미만 구분을 하
기 때문에 도착어에는 하위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집’
은 그 아래에 많은 하위어(‘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가옥’, ‘농가’,
‘초가집’, ‘상가주택’, ‘월세집’, ‘전셋집’, ‘하숙집’, ‘사랑집’ 등)가 있지만, 그
것 중에 러시아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등가어가 없다(예를 들면, ‘연립주택’,
‘전셋집’, ‘하숙집’, ‘사랑집’ 등과 같은 단어에 대응되는 러시아어 등가어가
없다).
6) 대인적 관점의 차이
대인적 관점은 담화(형식) 상의 참여자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한국어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 중에서, 한국 사람의 언어 예절과 관련된
문법적 특징은 대우법이 발달해 있는 점이다. 한국어의 모든 문장에는 반드
시 대우법이 실현된다8).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화자가 타인에 대해 높여
서 표현하고 자신에 대해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 한국어의 보편적인 언어
예절이라고 한다면, 한국어의 문법에 이러한 언어 예절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한국어의 대우법은 화자가 타인에 대해 대
우하는 대우법의 실현 요소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대우하는 대우법의 실현
요소가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김태엽 2007:15).
한국어의 대우법은 어휘적 방법(존비어: 있다 – 계시다, 아프다 – 편찮으시
다, 자다 – 주무시다, 밥 – 진지, 집 – 댁, 술 – 약주, 묻다 – 여쭈다, 데려가
다 – 모셔가다, 주다 – 드리다, 보다 – 뵈다, 나 – 저, 우리 – 저희, 회사/폐사
– 귀사, 어미 – 어머니/어머님, 아비 – 아버지/아버님 등)과 문법적 방법(종결
어미: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조사: 이/가 – 께서, 에게
– 께; 어미: -시/으시 등)으로 다양하게 실현되는데 러시아어에는 대우법이 덜
발달되었으므로, 한·노 번역 시 그 뉘앙스를 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8)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대우법이 실현된다. 이런 현상은 한
개의 문장에 화자가 대우할 대상이 두 가지 이상 관여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문
장에서 대우법을 실현하는 대상이 여러 가지(문장의 주체, 문장의 객체, 문장의
청자 그리고 화자 자신 등) 있기 때문에 한국어 대우법을 러시아어로 표현하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3) a. 동생이 집에 있다.
b. 할아버지께서는 댁에 계십니다.

‘Брат находится дома.’
‘Дедушка находится дома.’

위의 예시처럼, 러시아어에는 ‘집에 있다/댁에 계십니다’를 똑같이 ‘находиться дома’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7) 물리적 관점의 차이
물리적 관점은 사물이나 사람이 상호 연관되거나 혹은 어느 장소와 연관
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가다/오다, 가져가다/가져오다, 나가다/나오다, 들
어가다/들어오다 등).
(4) 내일 3시에 너희 집에 놀러 갈게.
‘Завтра в 3 часа я приду к тебе в гости.’

러시아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화자의 입장이 아니라 청자의 입장에서 동
작동사(가다/오다 등)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의 예시처럼, 러시아어
로 번역할 때 ‘я приду к тебе(네 집에 놀러 올게)’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
연스럽다.
8) 형태적 차이
출발어의 특정 형태가 도착어에서 등가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다양한 접미사(-스럽다, -대다, -거리다, -쩍다 등)는
명제적 의미나 다른 유형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러시아어
에는 이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등가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어의
접미사와 접두사의 뉘앙스를 정확히 살려내서 러시아어로 번역하기가 까다롭
다(예: 행복스럽다/행복하다 – счастливый; 캴캴대다/캴캴거리다 – хохотать;
겸연하다/겸연쩍다/겸연스럽다 – неловкий, стеснительный 등).
9) 출발어에서 사용된 차용어(유형이의어)

베이커(2005:35)가 지적한 것처럼, 단어나 표현이 한 언어에 차용되면, 그 해
당 단어나 표현이 어떤 부가적인 의미를 취할지 취하지 않을지, 또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번역가들은 한국어의 소위 콩글리
쉬 단어와 한국어에 들어와서 의미가 달라진 외래어(비닐하우스/vinyl house –
теплица; 올드미스/old miss – старая дева; 미팅/meeting – свидание в слепу
ю; 코팅/coating – ламинирование; 서비스/service – бесплатная услуга; 추리닝
/training – спортивный костюм; 바바리/Burberry – плащ; 마담/madame – хоз
яйка питейного заведения, кафе и т.п.; 파이팅/fighting – выражение,

испол

ьзуемое для подбадривания и пожелания успеха 등)를 번역할 때 원어 단어
와 한국어의 외래어의 뜻을 혼동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10) 표현적 의미의 차이
도착어에는 출발어의 어휘와 같은 명제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상이한
표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들이 있다. 표현적 의미의 차이는 상당히 크거
나 혹은 비록 미묘할지라도 주어진 맥락에서 번역 문제를 야기하기에 충분할
만큼 중요한 것일 수 있다(베이커 2005:32).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인형처럼 예쁘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
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예쁘기만 하고 생각 없는 여자를 인형에 비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번역할 때 인형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прекрасна, словно кукла ‘인형처럼 예쁘다’ → прекрасна, словно ангел
‘천사처럼 예쁘다’).
지금까지 한·노 번역 시 자주 생기는 가장 보편적인 비등가 문제의 예를
살펴보았다.
베이커(2005:35)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유형의 비등가를 다루더라도 우선
은 해당 맥락의 중요성과 내포된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출발어의 모든
단어의 의미적 측면을 재생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
다. 물론 텍스트의 이해와 전개에 있어서 초점이 되는 단어의 의미는 전달해
야 한다. 하지만 모든 단어에 대한 단편적 이해나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독
자의 올바른 독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Шатков 1952, Vinay et Darbelnet 1958/2003, Barnwell 1980,
Baker 1992/2005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등가 어휘의 번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 왔다. 일반적으로 도착어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번역하는 전략에는 기술 번역, 차용어나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유사한 단어나 문화대체어 사용, 중립적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덜한 단어
사용, 생략, 삽화 삽입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면서 얻어낸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한·노 번역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비등가 어휘 문제와 번역 전략에 대해
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기술 번역: 관련어/비관련어를 사용한 풀어쓰기
이 전략은 많은 유형의 비등가 어휘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명제적 의미 영역에서 유용하다. 이 전략이 가지는 장점은 명제적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어휘 항목이 지닌 상
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표현적 의미, 환기적 의미, 혹은 어떤 종류의 연
계적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것과 본문에서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원문의
문체를 살리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그리고 각주에서 설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도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각주를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경
우, 독자들에게 너무 무거운 느낌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5) a. ⋯⋯ 빙수를 사러 수리실을 나섰다. (황정은 2011:33)
… вышла из мастерской, чтобы купить для него холодный фруктовый десерт. (강조는 필자)
b. ⋯⋯ 힘을 주고 바라보니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여우비가 내리고
있었다. (황정은 2011:10)
… Присмотревшись, увидела тоненькие, словно паутинки, струйки
дождя, пробивающиеся сквозь лучики солнца. (강조는 필자)
c. 이 집은 냉면하고 갈비탕이 맛있어요. (황정은 2011:36)

В этом ресторане хорошо готовят лапшу в холодном бульоне
и суп с говяжими ребрышками. (강조는 필자)
d. ⋯⋯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고 밥상을 받으셨다. (염상섭 2004:145)
… мать, вздохнула и забрала у меня столик с едой
(Ём Санг Соп 2010:117, 강조는 필자)

2) 차용어(заимствование)/모방어(калька)나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모방어 사용
문화상 특수한 항목이나 현대적인 개념, 전문어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전략인데,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는 문제의 단어가 텍스트에 몇 번 반
복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하지만 한국 문화가 러시아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
기 때문에 차용어를 아무 보충 설명 없이 사용하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여지가 있다.
(6) a. ⋯⋯ 갓장수를 다니는 장돌뱅이입니다. (염상섭 2004:117)
… Я торгую шляпами кат(각주: Кат –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шляпа, которую, как правило, носили взрослые женатые мужчины.
Примечание переводчика.)
(Ём Санг Соп 2010:91, 강조는 필자)
b. 나도 팔구세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염상섭 2004:60)
До восьми-девяти лет я тоже рос в деревне в провинции Чхунгчон
родине моих родителей...
(Ём Санг Соп 2010:41, 강조는 필자)

3) 유사한 단어/문화대체어 사용
이 전략은 문화상 특수한 항목이나 표현을 명제적 의미로 보존하지 않지
만 목표독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착어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도착어 독자에게 친숙하면서도 호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킬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언어 공동체에 따라 텍스트의 명제적 의미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허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한국어에 고유한 어휘의 경우, 러시
아어에는 유사한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방법
을 사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때도 있다.

출발어의 느낌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착어에 익숙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대
체어로의 번역 전략을 사용한 사례를 몇 개만 간단히 소개하겠다.
(7) a. 그런 선반의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뿐이겠소. (염상섭 2004:56)
Если есть такая торговля, которая была бы проще пареной репы,
то конечно я бы занялся. (Ём Санг Соп 2010:37, 강조는 필자)
b. ⋯⋯ 그것도 미구에는 동냥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되리라.
(염상섭 2004:58).
… Но скоро и они пойдут, как нищие, с протянутой рукой.
(Ём Санг Соп 2010:39 – 강조는 필자)
c. 한번 따라나서기만 하면야, 전차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염상섭 2004:60)
А как только они соглашаются поехать, так тем самым попадают
в новые долги, и потом уже связаны этим по рукам и ногам
(Ём Санг Соп 2010:40 – 강조는 필자)
d. ⋯⋯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황정은 2011:24)
… в кромешной темноте… (강조는 필자)

4) 중립적이고 함축적 의미가 덜한 단어 사용
표현적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경우, 출발어 어휘보다 더 중립적이고 함축적
의미가 덜한 어휘를 사용하는 전략이 있다.
(8) “무슨 볼 일이 계시기에 시험을 보시다가 말고 가세요?”하며, 계집
은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염상섭 2004:27)
“Что же за дела у вас появились, что вы едите, даже не сдав до
конца экзамены?” – спросила она, подняв голову и прямо посмотрев
на меня. (Ём Санг Соп 2010:12, 강조는 필자)

여기에서는 중립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она’로 문맥에 맞게 번역하
였다.

5) 생략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큰 무리가 없거나 복잡한 설명으로 인해 문맥의 흐
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독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문제의 단어나 표현
을 간단히 생략하여 번역을 하기도 한다.
(9) 혼자서 도련님 도시락을 먹고⋯⋯ (황정은 2011:33)
Я съела одна свой обед… (강조는 필자)

비등가 어휘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상에서 열거한
번역 전략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출발어 텍스트에 담겨 있는 토속적인 색채
를 가능한 한 많이 도착어 텍스트에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재기(2004:40)의 논문에서 지적된 것처럼, 토속적인 색채가 풍부한 텍스
트를 적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자에게는 어휘의 명제적 의미뿐만 아니
라 표현적, 환기적, 연계적 의미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섬세하고 정확한 분석
력이 요구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도착어 텍스트에서 모든 차원
의 부차적 의미를 다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번역자는 출발어 텍
스트에 담겨 있는 개개의 부차적 의미들이 텍스트 내에서 지니고 있는 위상
을 상세하게 저울질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번역자는 자신이 구성하
는 도착어 텍스트가 어떠한 독자층을 위한 것인가, 도착어 텍스트를 읽게 될
독자들은 출발어 문화에 대한 사전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어권 독자들이 아직도 한국문학에 대해서 부족한 인지도를 갖고 있
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 작품의 러시아어 번역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꾸준한 노력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번역 연구에서 그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한국어 비등

가 어휘 번역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비등가 어휘는 문학작품에서 풍부하게 나타나면서 러시아와 상이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사고방식 차이로 인해 한·노 번역 시에 많은 어려움을 야
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한국어 비등
가 어휘의 분류 방법과 러시아어 번역 전략을 살펴보았다. 여러 학자들(베이
커 1992/2005, Nida 1964, Чернов 1958 등)이 제안한 비등가 어휘 분류 방법
을 정리하여 러시아어 번역 시 발생하는 한국어 비등가 어휘의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번역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비등가 어휘의 번
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번역 전략을 모색
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가 한국어 비등가 어휘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과정
에서 실용적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결국 모든 번역 방법(형식적 대응 번역과 역동적 등가 번역)과 번역 전략
(기술번역, 차용어와 모방어 사용, 유사한 단어나 문화대체어 사용, 중립적이
고 함축적 의미가 덜한 단어 사용, 생략 등)을 알맞게 혼용해서 원문에서의
비등가 어휘의 문화적인 색채와 풍경, 원문의 형식과 문체를 보존하면서도
러시아어 언어 습관을 고려하고 러시아어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도착어에 존재하지 않는, 출발어의 특수한 어휘의
번역을 위해서는 위의 전략들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내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번역상 비등가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비등가 문제의 해
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전략을 실제 번역 예문을 통해 다루고 있으
나 전체의 틀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만 다루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한·노 번역 시 비등가 어휘 문제 유형의 분석을 어휘 차원만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향후 한·노 번역 시 발생하는 비등가 문제의 유형과 원인을 보다 체
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어휘 차원을 넘어선 문법 차원의 비등가, 텍스트
차원의 비등가, 화용론적 차원의 비등가 문제, 문체적 차원의 비등가 문제
등에 관한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김태엽(2007) 한국어 대우법, 서울: 역락.
박두운(1988) ｢번역에 있어서 등가의 문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14집,
19-33.
베이커, M.(2005) 말 바꾸기: 번역학입문(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1992), 곽은주·최정아·진실로·김세정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비네 J. P., 다르벨네 J.(2003)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Stylistique comparee
du francais et de l’'anglais, 1958), 전성기 옮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심재기(2004) ｢문화적 전이로서의 번역. 문학번역에 있어서의 ‘토속적인 표
현’의 번역의 문제｣, 번역문학 제5권, 30-40.
염상섭(2004) 만세전, 서울: 문학사상사.
이근희(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의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4:2, 5-27.
전미연(2000) ｢불-한 번역시 발생하는 어려움｣,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2:1,
133-150.
차혜진(2009) ｢영한 번역 시 발생하는 비등가 현상 연구 – 단어 차원을 중심
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콜러 W.(1997) 번역학이란 무엇인가(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1979), 박용삼 옮김,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포투나토 I. 편(2004), 통번역과 등가(Identité, altérité, équivalence?: La
traduction comme relation, 2002) 이향 외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한만춘(1998) ｢비등가어휘(безэквивалентная лексика): 특성과 번역의 문제점
– 이국정서어(экзотизм)와의 상관관계를 중점으로｣, 노어노문학 10:1,
99-120.
황석영(2006) 무기의 그늘, 서울: 창비.
황정은(2011) 백의 그림자, 서울: 민음사.
Верещагин, Е. М. и В. Г. Костомаров(1990)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М.: Индрик.
Гумбольдт, В.(2000) "О сравнительном изучении языков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различным эпохам их развития" (Über das vergleichende Sprachstudium
in Beziehung auf die verschiedenen Epochen der Sprachentwicklung, 1820),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по языкознанию, Пер. с нем. Г. В. Рамишивили,

М.: Прогресс.
Ём Санг Cоп(2010) Могила(만세전, 2004), Пер. с кор. Ю Сын Ман и Т.
С. Мозоль, М.: Изд-во Моск. гос. ун-та.
Чернов, Г. В.(1958) "К вопросу о передаче безэквивалентной лексики при
переводе советской публицистики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Ученые записки
I, МГПИИЯ: Грамматика, лексикология, стилистика, Т. 16, C. 223-255.
Шатков, Г. В.(1952) "Перевод русской безэквивалентной лексики на норвежский язык", автореф. дис. канд. филол. наук, Военный институ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Barnwell,

K.(1980)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igh

Wycomb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Jakobson, R.(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On Translation,
ed. R. A. Brow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32-239.
Kade, O.(1968) Zufall und Gesetzmäßigkeit in der Übersetzung. Beihefe zur
Zeitschrift Fremdsprachen,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Markstein, E.(1999) "Realia," Handbuch Translation 2, S. Snell-Hornby et al.,
Tübingen: Stauffenburg Verlag, pp. 288-291.
Nida, E. A.(1964) "Linguistics and Ethnology in Translation Problems," in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ed. D. Hymes. NY: Harper & Row, pp. 90-100.
Snell-Hornby, M.(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Thome, G.(1990) "Tendenzen und Perspektiven der Übersetzungswissenchaft
zu Beginn der neunziger Jahre," Übersetzungswissenchaft. Ergebnisse und
Persperktiven. Festschrift für Wolfram Wills zum 65.Gerburtslag, eds. R.
Arntz, G. Thome,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pp. 1-18.
Wilss, W.(1982) The Science of Translation, Tubingen: Gunter Narr Verlag.

Резюме

Особенности перевода корейской безэквивалентной лексики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 на примере перевода романа Ём Санг Соп «Могила» и
романа Хванг Чонг Ын «Сто теней» –
Мозоль Татьян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се 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та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временной науки, как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я и лингвострановедение.
Возросшее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т, затрагивающих проблему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б актуальности изучения явлений языка в их соотнесенности с его кумулятивной культуроносной функцией. Это предполагает
выяв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специфики языковых единиц и прежде
всего слова как комплексной единицы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Среди на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х пластов лексики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безэквивалентная лексик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блема перевода корейской безэквивалентой лексики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освещена недостаточно широко, несмотря на значимость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рас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ые способы
классификации и перевода безэквивалентой лексики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русский, а также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круга ученых.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различные подходы к классификации безэквивалентой лексики, автором была предложена возможн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корейской безэквивалентой лексики и рассмотрены основные ее виды.
Кроме того, в работ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ы примеры перевода корейски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Ём Санг Соп «Могила» и Хванг Чонг Ын «Сто
теней»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 предложены возможные стратегии перевода

безэквивалентой лексики (описательный перевод, заимствование, замена
похожим по смыслу словом, сокращение и пр.).
Безусловно, что описанные в работе стратегии не являются единственно
возможными. Процесс перевод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в
котором переводчик должен сочет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азличных стратеги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пецифики и цели перев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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