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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서 번역전략 고찰 및 제안:

Michael Swan의『실용어법사전을 중심으로

신 미 영(강원대)

I. 서론

영어어법사전은 영어 사용례나 문법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EFL1) 영어학습자들

의 영어학습에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영어사전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영한사전

과 관련된 사항으로, 영한사전의 오류가 학생들의 번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간혹 찾아볼 수 있으나, 번역본 영어어법사전에 나타난 번역전략이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서 형식적 측면이란 본

문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제목, 저자 이름, 서문, 삽화와 같은 켵텍스트를 의미한

다. 이에 본 논문은 원천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인 Practical English
Usage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텍스트(Translated Text, 이하 TT)『실용어법사전
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다음 두 가지를 연구 목적으로 하겠다. 첫째,『실용어법사

전에서 과연 어떤 번역전략이 사용자의 사전 활용 면에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하는지를 본문 텍스트와 곁텍스트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실용어법사전의 본
문 텍스트와 곁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가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번역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Ⅱ. 선행연구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실용어법사전을 대상으로 이에 나타난 번역 전략

을 살펴보고 가독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는 ST 본텍스트와 곁텍스트,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부분의 TT 본문텍스트

와 곁텍스트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번역전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

대중(2016)은『채식주의자에서 관찰되는 과도한 의역과 오역이 작품의 구조와

의도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연구했다. 오미형(2012)은 영어로 번역된 한국영화

제목에서 사용된 번역 방법을 분석하였다. 정영옥(2010)은 ST와 TT의 저변문화

차이와 언어구조 차이를 근거로 번역투를 고찰하였다.

  
1)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외국어로서의 영어), 영어를 학습하는 

환경에서 영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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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어어법사전』번역전략 고찰 및 제안

서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영어어법사전을 검토하여 ST를 TT로
옮기는 데 있어 적용된 성공적인 번역전략을 확인해 볼 것이며, 또한 일부 TT에

대해서는 새로운 번역전략을 제안하기로 하겠다.

첫째, 다음의 번역 전략들은 TT 1장 동사(Section 1 Verbs)편을 살펴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1장 동사편의 개요(Introduction)에 기술되어 있는 다음 [ST1]

와 [TT1]를 통해 번역 전략들을 확인해 본다. 다음 문장들의 밑줄은 연구자가 표

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ST1] Verbs are the central element in sentences. Most of the things we 
say are built around them. English verbs have up to five one-word forms 
(except be, which has eight). These are:  (grammar ∙ Section 1  Verbs)  
[TT1]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 되는 요소이다. 우리가 쓰는 말은 대부분 동사를 중심으
로 구성된다. 영어 동사는 1단어가 최대 5개 형태를 가지고 있다(be동사는 예외로, 8가
지 형태). 5개 형태는 다음과 같다. (p.32)
[제안]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 되는 요소이다. 우리가 쓰는 말은 대부분 동사를 중심으
로 구성된다. 영어동사 한 단어는 최대 다섯 개 형태로 나타난다. (be동사는 예외로, 여
덟 가지 형태). 다섯 개 형태는 다음과 같다. 
두 번째 번역전략은 표현에 대한 전략이며 위의 [ST1]와 [TT1]을 통해 살펴보

기로 한다. 즉 사전적인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통하는 한 최

대한 가독성이 높은 표현을 찾아 번역한다는 전략이다. [ST1]의 ‘English verbs

have up to five one-word forms.’는 TT에서 ‘영어 동사는 1단어가 최대 5개 형

태를 가지고 있다’로 번역되어 있다. ‘up to’라는 표현은 사전에 ‘up to somethin

g’2)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뜻은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1. (특정한 수·정도 등)까지 2. (특정한 위치·시점)까지 3. (특정한 기준·수준)만

큼

위와 같은 설명을 근거로 ‘up to’를 ‘~까지’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은 독일의 언

어학자 빌헬름 폰 훔볼트가 일찍이 원천언어의 낱말이란 목표 언어의 낱말과 일

대일의 상응관계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한(김욱동, 2011:81) 것과 일맥상통하는

번역 결과라 할 수 있다. ‘5개까지’와 ‘최대 5개’라는 두 가지 표현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나 전자는 우리말 표현의 조사 ‘까지’를 사용하여 구어체의 느낌을 주

며 후자는 한자어 명사 ‘최대’를 사용하여 좀 더 형식적인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있다. ST가 영어어법을 설명하는 전문서적이므로, TT의 표현처럼 좀 더 형식적

2) up to something. 2021년 7월 28일 검색. 네이버 영어사전.
 

https://en.dict.naver.com/#/search?query=up%20to%20something&range=wo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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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상을 주는 단어인 ‘최대’를 사용하는 전략 구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ST에서 발견된 두 번째 번역 전략은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ST의 사전에 등재된 표현의 이면적 의미를 담은 표현을 TT에 옮김으로써 최대

한 가독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번역전략은 문장구조에 대한 전략이며 위의 [ST1]와 [TT1]을 통해 살

펴보기로 한다. [ST1]의 ‘English verbs have up to five one-word forms.’는 ‘영

어 동사는 1단어가 최대 5개 형태를 가지고 있다’로 번역되어 있다. 해당 ST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나열로 구성된 3형식 문장으로 단문인데, TT에서는 목적어

를 찾아볼 수 없으며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인 겹문장으로 번역되고 있다. 즉

‘The rabbit's front paws are short.’라는 영어문장은 한국어로 ‘토끼의 앞발이 짧

다.’라고 번역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앞발이 짧다’는 서술절 앞에

‘토끼가’라는 주어를 두어 겹문장으로 쓰는 것을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간주

하므로 ‘토끼는 앞발이 짧다’가 더 바람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ST를 TT에서 ‘영어 동사들은 다섯 개까지의 한 단어 형태를 가진다.’라고

직역하지 않은 것이다. 즉 ST에서 발견된 다섯 번째 번역 전략은 ST의 영어 어

순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나열로 직역하여 번역하지 않고 한국어 표현에서 더

자연스러운 문장구조를 취하여 번역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번역전략은 대명사 번역에 대한 것으로, 위의 [ST1]와 [TT1]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즉 ST의 대명사는 TT에서 대명사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선행

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단어로 풀어서 번역하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ST1]의

‘These are:’는 TT에서 ‘5개 형태는 다음과 같다.’로 번역되어 있다. 만약 ‘These’

를 TT로 ‘이들은’이라고 번역했다면 독자들은 그 지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

의 문맥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어는 수, 인칭, 격의 일치

가 정확한 언어이므로 앞에서 나온 단어를 대명사로 표현할 때, 대명사가 지칭하

는 단어, 즉 선행사가 어떤 말인지 어렵지 않게 찾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가령, 문맥에서 충분히 의미가 통하면 주어를 생략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한국어는 문맥 또는 상황 속에서 문장 의미를 파악하

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문맥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구어 의사소통상황이 아

닌 경우 즉 문자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라면 앞에서 나온 단어를 대명사

로 표현할 때 독자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한국어

는 문법요소간의 일치보다는 문맥 또는 상황이 중시되는 언어이므로 대명사 사용

이 의미 이해를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ST에서 발견된 여섯 번째 번역 전

략은 ST의 대명사는 TT에서 대명사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대명사의 내용에 해

당하는 선행사를 밝혀 쓴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번역전략은 콜론(colon)의 번역에 대한 것인데 역시 위의 [ST1]와

[TT1]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즉 ST의 콜론은 한국어의 쌍점 사용법에 맞추어

번역한다는 것이다. [ST2]의 ‘These are:’는 TT에서 ‘5개 형태는 다음과 같다.’로

번역되어 있다. ST의 콜론은 한국어에서는 ‘쌍점’이라고 불리며 문장 뒤에서 쓰

이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쌍점은 보통 문장이 아닌 표제어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 때 쓴다. 예를 들면 ‘가능한 결제 수단: 신용 카드, 현금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쌍점이 쓰이는 다른 경우들은, 내포되는

종류를 들 때, 저자 이름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 장(章)과 절(節), 시(時)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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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 등을 구별할 때, 둘 이상의 대상을 대비할 때 등이다.3) 이러한 TT의 콜론에

관련한 번역전략과 관계된 또 다른 전략은 ST의 콜론 뒤에 생략된 내용을 TT에

서는 명확히 제시하여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ST1]의 ‘These are:’는 주어, 동사

로만 구성된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지만, TT에서는 ‘5개 형태는 다음과 같다.’로

번역하여 콜론의 상징적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완전히 문법적인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ST에서 발견된 다섯 번째 번역 전략은

ST의 콜론을 한국어 문맥에 맞도록 적절하게 변용하여 표현하며, 더불어 ST의

콜론 다음 부분에 내재된 문맥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마이클 스완의 Practical English Usage의 번역본『실용어법사전을
중심으로 번역전략 열한 가지를 살펴보고, 좀 더 정확하고 가독성이 높은 번역문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번역자는 끊임없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번역은 언

어에 대한 끊임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하는 종합적인 의사소통 활동이다. 의

사소통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유된 지식에 대한 이해, 추론, 맥

락과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번역자들은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축적해온 직관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수립한

전략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번역자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번역 등

가를 실천함으로써 번역의 충실성과 가독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마이클 스완의 Practical English Usage의 번역본

『실용어법사전을 대상으로 영어사전 번역전략을 탐구하였다. 영어사전의 보다

일반적인 번역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콜론 또는 쌍점의 쓰임. 2021년 7월 1일 검색.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
_seq=6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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