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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2, 191-210.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iciency (past), quality (present), and potential (future) of online machine 

transl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ly review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achine translation and its specified limits from the perspective 

of pragmatics and sociolinguistics. It then conducts the error analysis of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three different online machine translators (Google, 

Papago, Kakao) in a text, specifically 54 expressions and sentences whose 

meanings are socially and culturally constructed. The result shows that online 

machine translators are rapidly and steadily developing to consider grammatical 

and syntactical features in the translation process; however, it still has limitations 

determined by sociocultural interpretation and use of a language. Specifically, 

the errors for homonym, polysemy, expressions using literate and poetic license, 

media sources, and jargon occur relatively high and lead to misinterpret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highlights the ways to overstep the limits of an 

online machine translation service for natural meaning-conversion and higher 

quality translation. (Jeon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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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CT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AI 기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특정한 알

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들은 단순 주문에서부터 복잡한 생산과 유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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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

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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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까지 빠르게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까지 갖춰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계의 발전이 단순히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고’ 인간으로부터 ‘학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계가 주는 편리함이 포기할 수 없는 삶

의 일부분이 될수록 한편으로는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감 또한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머

지않은 미래에 기계들이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는 분야가 바로 인간의 언어 영역이다. 기계가 사람보다 나은 번역과 통역을 제

공하고, 결국엔 관련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막연한 안도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시중에 나

와 있는 많은 통번역 프로그램들과 AI 기반의 번역기와 스피커들의 성능은 감탄을 자아내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모든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소리와 뜻이 결합되어 의미를 표현하고 단어를 배열하며 계층화된 문장을 만들어 

낸다. 번역과 통역을 위한 기계들은 이러한 규칙을 학습하여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결

과물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언어를 통한 의미 전달은 정해진 규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언

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는 사회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수 많은 변화

와 변이(variance)가 일어난다. 이는 많은 언어학자들이 체계(lang)와 사용(parole), 규범(precriptive)과 기술(decriptive), 

능력(competence)과 수행(performance)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연구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Bieswanger and Becker, 2015). 따라서 기계 번역기나 통역기가 인간 언어의 통시적인 발전이나 실질적인 언어 사용, 

즉 발화의 의미나 맥락의 의미, 더 나아가 상호작용의 의미까지 판단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보여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기계 번역기가 인간의 가장 뛰어난 언어적인 인지 능력까지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

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기계번역기들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모습을 그

려보고자 한다. 기계 번역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미 다양한 일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

고 있다. 이는 결국 사용자의 수요와 맞물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학습에 온라인 사전보다 번역기를 더 많이 사용

하고 있으며(Chon and Shin, 2020), 여행을 가거나 일생 생활 속에서도 온라인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방대한 양의 언어 규칙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기계번역기들은 빠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상의 결함이나 오번역이 빈번히 발생하고 지적되고 있

기 때문에 기계번역기의 오류에 대한 언어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기계번역기의 효율성, 사용자의 인식과 교육적 활용도에 관한 조사들이 진

행돼 왔다(김항율, 2012; 배재석, 2004; 여상화, 2009; 최동익, 2013; 최정혜, 2003; 황선유,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번역

기의 오류를 살펴보고, 그 오류의 주요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번역기의 소프트웨어적인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실질적인 언어 사용의 번역 결과나 오류의 예시들을 직접 보여주기보다

는 텍스트의 형태적인 오류 유형을 통계화하여 수치 위주의 데이터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하나

의 온라인 번역기의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한 사례연구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시중에서 주로 쓰이는 다양한 번역기들이 

종류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존 연구들의 뛰어

난 성과로 인해 이미 번역기의 오류에 대한 관련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었고, 이는 보다 정확한 번역을 위한 제안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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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의 개발로 이어져 번역기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살펴본 예시와는 달리 실

제 온라인 번역기의 사용자들이 선정한 ‘번역기가 어려워할 법한 표현과 문장’들을 수집하여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기반

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사용되는 의미들에 대한 새로운 번역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

해 나타난 현재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3사의 온라인 기계번역기의 한영 번역 결과물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 비교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계번역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기계번역기의 초기 도입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기계번역 기술의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입력된 단어

의 사전적 정보를 그대로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윤애선, 1994; 임순정 ‧ 한미선, 2014). 1950년대에 들어서 기계번역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1951년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기계번역기 개발을 위한 

펀드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에 미국의 여러 대학이 앞다퉈 관련 연구에 뛰어들었다(유성민, 2018). 그 이후 1980년대까

지 규칙기반 기계번역(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었다. 규칙기반 기계번역은 이전까지의 

단순한 정보나열의 번역에서 벗어나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번역대상 언어의 문법 규칙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이창인, 1995). 예를 들어 각 언어의 형태소와 통사범주 등의 언어학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단

어의 정보나 문장 내 단어 배열의 규칙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보다 효과적인 번역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

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언어의 모든 규칙을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았고, 이에 따라 번역언어의 확장

성이 떨어져 어순이 다른 언어들을 번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간언어 기계번역(Interlingu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는 다른 언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상의 중성 언어(Neutral Language)

를 매개체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은 규칙으로 더 많은 번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박종

건 ‧ 엄창용, 2020). 이러한 규칙기반 기계번역 기술들은 문법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

교적 정확한 번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계번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과정에

서 많은 언어학적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언어를 번역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과 특허나 논문 등 정형화된 번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1990년대부터는 실제로 사용되는 일상적인 언어들의 효과적인 번역을 위한 말뭉치 기반 기계번역(Corpus-Based 

Machine Translation)이 등장했다.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예시기반 번역(Example-Based 

Machine Translation)으로 입력된 원문과 번역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비슷한 요청이 있을 시 기존 정보

를 활용해 번역을 제공한다(박종건 ‧ 엄창용, 2020). 둘째는 현재에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통계기반 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이다. 규칙기반 기계번역에서 더 나아가 번역을 위한 입력값과 출력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해당 언어의 단어 조합 및 문장 내의 배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냈다. 번역 과정에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번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기반 번역

들은 입력값의 양과 출력값의 질이 정비례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입력값의 데이터에 따라 번역의 정확도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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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저장된 데이터에서 입력 언어의 조사나 어순이 달라지거나 특정 단어가 

생략되면, 즉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정확한 의미 중심의 번역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기본적인 기계의 특성과 한계와도 맞물려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기계가 스스로 오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번역의 완성도를 높혀가는 인공신경망기반(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기술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뜨겁다(장애리, 2017). 이러한 기술은 개발자가 정해준 기본적인 신경망 구조가 세팅이 되면 인공지능

(AI)이 사용자의 번역 요청을 단어, 구문, 어순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여 번역을 제공한다(최창환, 

2017). 또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나 딥러닝(Deep Learning) 등을 통해 AI가 오번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다시 데이터화를 함에 따라, 단순한 통계기반 기계번역과는 달리 번역의 가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로 2006년도 부터 구글이 기계번역 서비스에 딥러닝을 적용하였으며 2010년대 초반부터는 마이크로 소프트, 네이버, 카

카오 등의 IT 기반 대기업들이 AI 기반의 온라인 번역 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계번역기

의 발전과 오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개선점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번역기’를 스스로 오류를 수집하고 

학습하여 완벽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번역가’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2 기계번역기의 화용론적 분석과 사회언어학적 한계

언어라는 것은 글자와 발화가 나타내는 표면 그대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표현도 문맥에 따라 상

황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의 사용이 맥락(context)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은 의사소통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과 해석

을 위해 여러 가지 담화 전략(discourse strategy)을 구사하기 마련이다(Cutting, 2008; Wooffitt, 2005). 하지만 기계번역

기가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담화 전략이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사용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기계번역기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의 기계번역기들은 주

로 단어와 문장의 구성 요소, 즉 형태소나 통사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단어나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를 제공하

는 것은 가능했지만, 인간의 발화수반 행위에 따른 화용론적인 의미까지 고려한 번역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기유미

(2018)는 한중 기계번역 오류를 문형별로 비교한 연구에서 기계번역기들이 기본적인 문장구조를 파악하여 번역을 제공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어휘(특히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선택의 경우 문맥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사전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사용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순정(2012)은 프랑스어의 10

만 단어에 대한 기계번역기의 오류분석을 통해 단어와 문장의 구성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의 해당 표현의 결과가 텍스트

의 응집성(cohesion)과 일관성(coherence)을 해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기계번역기의 개발에도 화용론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예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언어마다 공손

의 정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상적 대화의 상호작용에서 화자들 간의 공손함을 나타내는 개

념, 즉 화자와 청자의 체면(face) 유지가 대화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Brown and Levinson, 1987).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언어 감각은 ‘존대말’이라는 보다 표면적인 요소로 나타나지만 기타 언어에서는 화맥상 발화의 조건과 형태에 따

라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언어적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번역을 할 시에는 표면적인 해석의 기준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 전달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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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영어의 ‘please’를 번역기에 입력하였을 경우 한국어로는 ‘부디’ ‘제발’ 또는 ‘마음에 들다’와 같은 결과가 도출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온라인 번역기(구글과 네이버 파파고)의 please 번역 결과

영어의 표현 ‘please’는 ‘if you please’의 줄임말로 ‘당신이 기분이 내켜서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해달라’ 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절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 나중에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어쩌면 다소 냉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도 하다(조승연, 2010). 이 영어 표현을 한국어로 바꾼다면 ‘남에게 공손하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정중하게 하라고 할 때 

덧붙이는 말’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번역기의 결과 중 ‘제발’은 간절함이 부각된 의미이며, ‘부디’는 

바램이 내포된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의 ‘please’가 주는 사회문화적인 공손전략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W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라는 영어 문장을 ‘제발 부디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보다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

요?’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이유기도 하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번역기의 오류 예시로 다음의 문장이 화자된 적이 있다. ‘교수님 성적 정정 부탁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 번역기가 ‘Please correct professor’s sexuality.’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성적’이라는 

단어를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sexuality’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는 언어의 화용론적 범위, 즉 문맥상 사용자의 발화 의도

를 고려해 볼 때 부적절한 번역이다. 또한, 구두점의 사용 여부에 따라 ‘학생의 성적’이 아니라 ‘교수님의 성적’을 고치는 

것으로 잘못 번역이 되었다. 이처럼 실제 언어 사용에서 주어가 빈번하게 생략되는 한국어와 같은 언어들은 영어로 번역

이 될 경우 올바른 주어 복원을 위한 정보를 문장 단위 이상의 정보나 문맥, 즉 화용적인 범위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실제 사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언어의 사회학적인 특성도 기계번역기의 발전에는 큰 장

애물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신조어와 줄임말을 살펴보면, 온라인 번역기가 10년 전쯤에 등장

한 표현인 노잼을 ‘no fun’으로 ‘쩐다’를 ‘awesome’으로 번역하는 수준까지는 이르렀지만 ‘제곧내(제목이 곧 내용)’을 

‘soon’으로 ‘존맛탱’을 ‘John Matt’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실제 언어사용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줄임말의 영한 번역에서도 빈번히 발견된다. 

‘BRB’를 ‘곧 돌아 올 거야’ ‘ASAP’을 ‘최대한 빨리’와 같이, 비교적 많이 노출이 된 줄임말들은 쉽게 번역이 되지만, 

ATM은 ‘자동 현금 인출기’로 번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줄임말로 인식하고 ‘At the Moment(지금 이 순간)’로 번

역을 할지, 단순한 사전적 의미인 ‘현금 인출기’로 번역할지는 문맥에 따라서 번역기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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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개이득’이라는 신조어는 단순히 ‘dog again’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를 올바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실제 

언어사용에서는 ‘개’가 ‘very’의 의미인 ‘강의어(intensifier)’의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더 나아가 한국인들이 ‘개’

라는 동물을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표현이 문화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에 대

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3 온라인 기반 기계 번역기 관련 연구

이전까지의 기계번역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번역기의 오류를 문형별로 비교하는 언어학적인 접근과 번역

기 사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인지적 접근, 교육적 활용도를 조사하는 교육학적 접근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지

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제 사용자들의 기계번역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온라

인 번역기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임희주, 2017; 

조인회, 2018). 하지만 아직은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도에 관한 연구들은 기계번역기의 사

용에 있어서 오류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황선유, 2007). 

언어학적 접근을 살펴보면 주로 기계번역기의 문법적 오류나 의미 오류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기유미

(2018)는 한-중 기계번역의 오류를 문형별(비교문, 연동문, 의문문, 명사 술어문, 동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로, 박순애

(2014)는 일-한 기계번역의 결과를 어휘, 문법, 표현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임순정(2012)은 프랑스어 10

만 단어의 번역 결과를 분석하여 주로 통사적(나열, 관계절, 제목)인 오류와 의미적(일반 어휘, 고유명사, 관용어, 다의어, 

인용문, 지시어, 연결어)인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자와 안동미(2011)는 기존의 어휘와 문법 위주의 오

류분석에서 더 나아가 드라마 ‘겨울연가’의 시나리오에 나오는 대사 중 담화 분석의 고려 유무가 일-한 번역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어휘나 표현보다 문화에 따른 의성어, 의태어, 특수 어휘, 신조어, 축약어에 

따른 오번역 비율이 높았다. 이는 기계번역기가 문법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제공 할지라도 그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즉 관용적인 표현들이 포함된 번역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품사별로 기계번역기의 오류 빈도수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김종희(2016)는 한-일 온라인 기계번

역기의 오류분석을 시행한 결과, 명사, 동사, 조사, 연어,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접두사, 접미사의 순으로 오역의 빈도수가 

높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하지만 다른 언어 간의 번역에 있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와 어순, 즉 선형성(Linearity)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송현영 ‧ 박은성, 2012; 이준용, 2009) 본 연구의 중점인 한-영 번역과 관련된 연구 결과

를 보고자 한다. 이정화(2018)는 한-영 기계번역기의 사용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오류는 동사이며, 그 다음으로는 명사, 

전치사, 한정사, 대명사 순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윤재와 이동주(2020)는 한-영 번역기를 사용한 고등학생들과 그렇

지 않은 학생들의 영작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기계번역기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관사(22.5%), 구두점 

사용(15%), 어휘선택(14.4%), 동사(10.9%), 문장구조(10.1%)의 순으로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이 밖에도 기계번역기의 문형별 오류분석을 점수화한 통계학적인 접근들도 눈에 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번역에 실패

한 경우, 번역에는 성공했지만 문장 성분이 이상한 경우, 의미가 이상한 경우, 성공한 경우의 4점 점수 척도를 활용하여 

한-영 번역 간(고창수, 2008), 한-중 번역 간(황은하, 2014; 기유미, 2018)의 문형별 오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들은 기계번역기의 오류들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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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직접 나열하여 보여주기보다는 품사별, 문법별, 어휘별 수치화에 치중되어 있고, 예시를 보여주더라고 항목별 

한 가지 정도만 제시가 되어 실제로 어떠한 문맥 속에서 번역기의 오류가 생기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기에

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번역기의 오류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이성

화 ‧ 김세현, 2018) 다양한 온라인 기계번역기의 오류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한 눈에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 선정기준과 자료수집

우선 온라인 번역기의 오류사례 비교 대상과 분석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실제로 번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 따라서 임희주(2017)의 영어 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의 설문조사지 문항

을 차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1) 사용 번역기의 종류, 2) 번역기의 사용빈도, 3) 번역기의 사용 이유, 4) 번역기 사용

에 관한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개발한 후, 100명의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번역기의 사용빈도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3%는 항상, 27%는 보통, 27%는 가끔으로 나타나, 총 67% 이상의 학생들이 온라인 번역

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역기의 종류에 대한 대답은 파파고(63%), 구글(46%), 

카카오(7%), 기타(2%), 무응답(1%)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계번역기 오류사례 연구들은 

하나의 번역기나 많으면 두 개 번역기의 비교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실

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 파파고, 카카오, 3개의 온라인 번역기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는 따로 번역기 어플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 번역기는 채팅 어플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

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번역기이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의 번역기가 문맥에 따른 언어사용의 의미를 어느 정도 수

준까지 파악하여 올바른 번역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실제 입력값이 될 예시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인 말뭉치(Corpus) 자료에서 임의의 예시문을 선정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실제로 문맥상 번역

기가 제대로 번역하지 못할법한 표현과 문장들을 대학생들이 수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번역기를 

사용한 경험을 기반으로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3.2 연구자료 분석 절차

온라인 번역기의 오류 조사를 위한 입력값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실제 대학생들이 수집한 54개의 예시문을 3명

의 연구자가 3개의 큰 범주와 12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온라인 기계번역기 오류 사례조사

범주 구분 세부 분야

일상생활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14), 문화에 따른 오류(11)

문학작품 소설(5), 시(3), 노래(4), 영화(4), 드라마(2)

전문용어 신문기사(5), 언어학적 용어(3), 법률용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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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유형별 분류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3개의 번역기(구글, 파파고, 카카오)에 

한글 원문을 입력하고 각각의 영어 번역 결과를 종합하여 한글 파일로 옮겨서 정리하였다. 결과물의 오류에 있어 세 가지 

번역기의 직접 비교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기계번역기 오류분석 점수화 척도(고창수, 2008; 기유미, 2018; 황은하, 

2014)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표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번역기의 결과물을 1) 번역에 실패한 경우(0점), 2) 

원문의 핵심 단어의 의미에 오류가 있는 경우(1점), 3) 직역에는 성공했지만 맥락적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경우(2점), 4) 의

미 번역에는 성공했지만 문장구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3점), 5) 번역에 성공한 경우(4점)로 나누어 결과를 수치화 시킴

으로써 통계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어휘와 문장의 의미보다 문장 구조의 오류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

유는 본 연구의 핵심인 온라인 기계번역기가 맥락 안에서 언어 사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번

역기의 결과물 채점에서는 한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과값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 3명은 독립된 

환경에서 각각의 번역물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평균값을 구해 번역기들의 점수를 종합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

(reflexiv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번역의 결과물, 오역의 예시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기 위해 54개의 원 

자료 중 비교분석을 위한 29개의 심도 자료(focus date)를 선정하여 번역기 별로 그 결과물과 점수를 함께 나열한다. 연구 

결과의 초반부에는 번역기 오류의 내용과 의미적인 측면에 집중하고자 각각의 번역 결과에 대한 의미 분석이 주를 이루

고 번역기들의 점수 비교는 후반부에 정리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4. 연구결과

4.1 일상생활 속에서의 오류

4.1.1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는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번역에도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다. 

번역기가 여러 가지 동음이의어들을 문맥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올바른 번역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시는 한국의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경기’이다. 

표 2. 동음이의어 비교 1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해서 기뻤다.

구글 We were glad to win the game. 4.0

파파고 We were glad to win the game. 4.0

카카오 We were glad to win the game. 4.0

무너지는 경기에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구글 Citizens have strength in the fallout. 0.0

파파고 The citizens are having a hard time in the collapsing game. 1.0

카카오 The citizens are struggling with the crumbling game. 0.7

일반적으로 ‘경기’는 어떠한 상대와 겨룬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의 재정적 여건에 사용되

기도 한다. 모든 온라인 번역기는 ‘경기’가 일반적인 ‘게임’과 연관되어 쓰일 때는 정확한 번역을 제공했지만, 경제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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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파파고와 카카오는 각각 ‘collapsing game’과 ‘crumbling game’으로 ‘무너지는 게임’이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핵심 단어를 오역하였다. 구글은 ‘Citizens have strength in the fallout’이라고 해석되어 오히려 ‘시민들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반대의 의미로 번역에 실패했다. 이는 기유미(2018)가 앞서 밝힌 온라인 번역기가 사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을 한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3. 동음이의어 비교 2

눈 내리는 날의 나의 

눈은 아름다웠다. 

구글 The eyes of the snowy day were beautiful. 1.0

파파고 My eyes were beautiful on a snowy day. 3.7

카카오 My eyes on the snowy day were beautiful. 3.7

남자 친구와 

눈길을 걷다. 

구글 Walk in the eye with a boyfriend. 0.3

파파고 Take one’s eye with one’s boyfriend. 0.0

카카오 Walk with one’s boyfriend. 0.0

다음으로는 ‘눈’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번역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한국어에서 ‘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

다. 첫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신체 부위의 ‘눈’이 있다. 그렇다면 한 문장에 다른 의미의 같

은 말을 넣으면 번역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까? 세 번역기 중 가장 미흡한 해석을 제공한 번역기는 구글이였다. 구글은 

‘the’를 사용하여 ‘나의 눈’이 아닌 신체 부위의 ‘눈’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나타내고 ‘the eyes of the snowy day’로 ‘특

정한 날씨의 눈’에 더 가까운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문장의 구조에 섬세한 의미를 담지 못하였다. 이외 번역기들은 일반

적인 문맥 안에서는 ‘눈’(snow or eyes)을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눈’이 다른 형태소와 접

합하여 쓰일 때는 모든 번역기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예시에서 쓰인 ‘눈길’은 신체 부위

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겨울에 내리는 ‘눈’이 쌓인 ‘길’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글은 신체 부인 ‘눈’위를 걷는다고 

번역되어 핵심 단어의 오역을 보였고, 파파고는 ‘누군가의 눈을 가지다’ 또는 ‘잡다’라고 오번역을 하였다. 카카오는 ‘눈

길’을 아예 생략하여 문장에 적용시키지 않은 채 번역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온라인 번역기는 아직까지는 두 개의 형태

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신체 부위의 ‘눈’이 ‘길’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수 있음) 번역에 어

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동음이의어 비교 3

배가 나와서 민망하다. 

구글 The ship is embarrassed. 0.0

파파고 I’m embarrassed because I’m on the boat. 0.7

카카오 Be embarrassed by the ship. 0.0

배에 배가 가득찬 

상자를 보았다. 

구글 I saw a box full of boats on the boat. 0.7

파파고 I saw a box full of ships. 0.7

카카오 I looked at the box full of boats. 0.3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구글 I was hungry and ate a boat. 1.0

파파고 I was hungry, so I ate a pear. 4.0

카카오 I was hungry and ate my stomach.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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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알아본 단어는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동음이의어로 사용되는 ‘배’이다. 문맥에 따라 사람의 신체 부위의 ‘배’

와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배,’ 그리고 과일 ‘배’라는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기가 문맥적인 단어의 의

미를 번역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좋은 예시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쓰인 ‘배가 나오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할 수 있다. 사람의 ‘배’가 나오거나, ‘배’가 나올 철이 되었다거나, ‘배’가 선착장을 나온다는 의미로 모두 이해

될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민망하다’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인해 신체 부의의 ‘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

만 세 번역기 모두 운송 수단의 ‘배’라는 뜻으로 해석하였고, 심지어 카카오는 ‘배에 의해 당황하게 되어졌다’ 구글은 ‘배

가 당황을 했다’ 파파고는 ‘내가 배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황했다’라는 등의 본래 문장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해

석을 제공했다. 두 번째 문장은 큰 것이 작은 것을 담을 수는 있지만 작은 것이 큰 것을 담는 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상

식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 ‘배(운송수단)’에 ‘배(과일)’가 가득 찬 상자를 보았다’라고 번역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구글은 ‘배(운송수단)에 배(운송수단)가 가득 찬 박스를 보았다’고 번역하였다. 큰 선박이 작은 돛단배 

등을 실어 나르는 중이라면 가능한 해석이지만 돛단배가 상자에 가득 차 있다거나 배를 배에 싣는 것이 맥락상 쉽게 이해

되지는 않는다. 파파고와 카카오 역시 ‘배(운송수단)가 가득 찬 상자를 보았다’라고 해석하였다. 이 또한 운송수단의 ‘배’

가 가득 찬 상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세 번째 문장은 ‘배(신체부위)’와 ‘배(과일)’라는 두 가지 의미로 

구성되었다. ‘배가 고프다’는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번역기가 올바르게 번역하였다. 하지만 뒤

에 이어지는 ‘배를 먹었다’를 보면 구글은 ‘배(운송수단),’ 카카오는 ‘배(신체부위)’로 바꾸어 먹을 수 없는 대상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나타냈다. 오롯이 파파고만이 ‘배’를 과일로 인지하여 올바른 번역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한국어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동음이의어인 ‘밤’과 ‘다리’를 한 문장 안에서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5>

와 같다. 

표 5. 동음이의어 비교 4

오늘 밤에 밤을 

구워먹을 것이다.

구글 I will bake the night and eat it tonight. 0.7

파파고 I’m going to roast the night tonight. 0.7

카카오 I’ll have a night’s baking tonight. 0.7

내 다리는 바다 위에 

있는 다리만큼 길다.

구글 My legs are as long as the legs above the sea. 1.0

파파고 My legs are as long as those above the sea. 1.0

카카오 My legs are as long as the bridges above the sea. 3.3

첫 번째 예문에서 쓰인 ‘오늘 밤’의 ‘밤’은 시간적인 의미로 ‘낮과 밤’을 구분할 때 쓰이는 의미이다. 문맥상 뒤에 구워

지는 대상이 되는 밤은 식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밤’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글과 파파고, 카카오 모두 

‘오늘 밤’과 ‘구워먹을 밤’을 동일한 시간 개념으로써 인지하여 핵심 단어의 문맥상의 차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또

한 ‘다리’의 번역 결과를 살펴보면 ‘my’라는 소유격이 붙을 수 있는 ‘다리’는 누군가의 소유의 상황 안에서 가능한 표현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체 부위로 잘 인식되어 번역이 되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다리’는 바다 위에 있는 문맥을 따

져 볼때 신체 부위에 ‘다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건축 구조물로서의 ‘bridge’로 쓰여야 한다. 하지만 구글과 

파파고의 번역을 보면 이 두 단어의 문맥상 의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legs’로 표현하였으며 유일하게 카카오만

이 신체 부위 ‘다리’와 건축물 ‘다리’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알맞은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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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다의어

다음으로는 다의어의 번역 결과를 살펴보았다. 다의어는 하나의 낱말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기본적

이고 핵심적인 ‘중심의미’와 문맥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는 ‘주변 의미’를 가지고 있다(정유진, 2020). 따라서 번

역기가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해당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표 6. 다의어 비교

내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네가 손 좀 써줘. 

구글 You can use your hands to get me into the company. 1.0

파파고 Please put your hands on me so I can get into the company. 1.7

카카오 You need to help me get into the company. 4.0

오늘 내가 너 

손 좀 봐야 겠다. 

구글 I need to see your hands today. 1.0

파파고 I have to look at your hands today. 1.0

카카오 I need to see your hand today. 1.0

우리 엄마는 

손이 크시다. 

구글 My mother has a big hand. 1.0

파파고 My mother has a big hand. 1.0

카카오 My mom has big hands. 1.0

‘손’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화적 표현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인 ‘손’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

다. 첫 번째 문장에서 쓰인 ‘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 일부의 ‘손’이 아니다. 이 경우 한국어에서는 ‘손을 쓰다’라는 

표현이 ‘도움을 주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손 좀 써줘’를 번역할 경우 사전적 의미 의 ‘use one’s hands’ 가 아닌 맥

락상의 의미인 ‘help’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번역된 결과물을 보면 구글은 신체 부위의 ‘손’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였고 파

파고와 카카오는 ‘조취를 취하다’와 비슷한 ‘도움을 주다’로 비교적 올바른 번역을 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카카오

는 ‘need’의 동사를 사용하여 의무감을 강조한 표현으로 나타냈고 파파고는 ‘please’의 표현을 활용해 도움 요청의 뉘앙스

를 더 잘 살렸다. 두 번째 예시 문장에 쓰인 ‘손 좀 보다’의 관용구는 주로 ‘어떤 것을 고치다’ 혹은 ‘혼내다’라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해당 문장에서는 ‘혼내다’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세 번역기 모두 신체 부위의 ‘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표면적인 ‘중심의미’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문장의 예시에 쓰인 ‘손이 크다’라는 표

현은 ‘씀씀이가 크다’ 또는 ‘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번역기는 이를 직역함으로써 ‘엄마의 손이 신

체적으로 크다’ 라는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보아 번역기가 ‘손을 보다’를 ‘I will kick your 

ass’로 ‘손이 크다’를 ‘I just can’t help myself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 수 밖에 없었어)’ 등과 같은 문화적

인 표현, 즉 맥락상의 ‘주변의미’를 잘 살린 번역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1.3 문화적인 표현

앞서 살펴본 동음이의어나 다의어가 아닌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속성을 지닌 표현들은 번역기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다음의 예시문들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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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화적인 표현 비교

너 국수 언제 

먹여줄거야? 

구글 When will you feed noodles? 1.3

파파고 When are you going to feed the noodles? 1.3

카카오 When are you gonna feed me noodles? 1.3

진지 드세요

구글 Please be serious. 0.0

파파고 Be serious. 0.0

카카오 Be serious. 0.0

첫 번째 예문에서 쓰인 ‘국수’는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적인 표현이다. ‘오래 살고 싶으면 국수를 먹어라’

는 말처럼 생일, 회갑연, 결혼식 등 특별한 날 먹는 국수는 음식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까닭에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박갑수, 2014). 결혼식 날 국수를 대접하는 것도 한국의 결혼 문화에서 신랑 신부의 결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원하

는 바램에서다.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거냐’를 묻는 뜻으로 ‘국수 언제 먹여 줄 거냐?’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번역기의 

결과는 문화적 배경을 인지하지 못한 실제로 먹는 국수(noodles)로 그대로 번역이 되었다. 영어의 원어민이 이러한 표현

을 봤을 때 ‘결혼’을 떠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번역

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국어에서 ‘진지 드세요’라는 표현은 ‘식사하세요’와 유사한 것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께 존칭

하는 표현이다. 올바른 번역으로는 ‘Have a meal, please.’정도가 돼야 하지만 번역기는 이 문장을 전부 ‘진지(眞摯, 

seriousness)해져라’라고 번역을 했다. 영어는 한국어보다 상대적으로 존칭의 표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번역기가 화용

론의 공손이론(Politeness Theory)에 따른 문화적인 차이까지 고려하여 번역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4.2 문학작품 속에서의 오류

4.2.1 소설 속에서의 오류

소설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진다. 따라서 번역기의 오류 정도를 확인

하기에 좋은 장르가 되기도 한다. 

표 8. 소설 표현의 비교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황순원, 소나기 中) 

구글 But this very lucky girl is not in vain. 0.0

파파고 But I don’t think this girl’s too much to be desired. 0.0

카카오 But this girl is not so cruel. 0.0

알싸한, 그리고 향깃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왼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김유정, 동백꽃 中)

구글 I was amazed by the spirit of the left, as if the earth was out of control. 0.0

파파고 His left mind was faint as if the earth were going out of its crisp, fragrant interior 0.0

카카오
In the sloppy, and fragrant melodrama, I was stunned by the left mind as if the 

ground was going out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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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예시는 한국의 유명한 문학작품 ‘소나기’에 나오는 구절로써 ‘잔망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는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는 뜻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모습, 또는 성격이 당돌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자아이가 자

신이 죽으면 꼭 자신이 입은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말했다며, 참 맹랑한 아이라고 이웃 주민이 말하는 대사이

다. 이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서는 ‘잔망스럽다’는 단어 자체의 해석뿐만 아니라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라는 이중 

부정을 사용하여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구글은 ‘운이 좋은 소녀는 헛되지 않았다’

라는 전혀 다른 번역을 하였고 파파고는 ‘않아’라는 부정을 말 그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함과 동시

에 ‘잔망스럽다’는 말 또한 ‘desired’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이용하여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이 소녀는 

잔인하지 않다’는 말로 역시나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번역기들이 문학 작품 속의 정확한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두 번째 예시로 문학적 언어 허용이 많이 가미된 ‘동백꽃’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살펴보자. 먼저 ‘향긋한, 향이 좋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향깃한’을 사용하였고 ‘냄새를 ‘내음새’로, ‘온 정신, 모

든 정신’을 ‘왼 정신’으로 문학적으로 서술하였다. 다른 문장에 비해 문법적으로 올바른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한국문학

의 특징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과연 번역기는 이를 잘 살려서 번역할 수 있을까? 그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번역기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번역문을 제공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문장을 다시 영어에서 한국어로 설정하여 번역해보니 

구글은 ‘나는 마치 지구가 통제 불능인 것처럼 왼쪽의 정신에 놀랐다.’ 파파고는 ‘그의 왼쪽 마음은 마치 바삭바삭하고 

향기로운 실내에서 땅이 꺼지는 것처럼 희미했다.’ 카카오는 ‘허술하고 향기로운 멜로드라마 속에서 나는 마치 땅이 밖

으로 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좌파의 마음에 놀랐다’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어느 번역기도 ‘알싸한,’ ‘내음새,’ 

‘왼정신,’ ‘아찔하다’ 등의 문학적 표현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고 문법 또한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번역기들 사이에서

도 거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문장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번역가는 번역을 할 때 작품의 앞 

뒤 내용이나 맥락, 분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지만 번역기는 그 문장 하나만을 보고 번역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문장에 담긴 암시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2.2 시 속에서의 오류

시는 하나의 대상을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여 의미의 일탈

(Anomaly)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장르이다. 따라서 시에 쓰인 표현을 번역할 경우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단어의 배열이

나 배합에 따른 의미 변환에 그치지 않고, 문맥 안에서 내포된 뜻이나 함축적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9. 시 표현의 번역 비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中)

구글 Do not accept briquettes. Were you once hot to anyone? 0.3

파파고 Don’t rush into briquettes. Have you been a hot to anyone? 1.0

카카오 Don’t take the briquette. Have you ever been hot person to anyone? 1.0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 꽃 中)

구글 Cry inspite of one’s death 0.0

파파고 Even if I die, I will shed tears 0.0

카카오 Shed tears at one’s death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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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예시의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에서 ‘뜨거운 사람’은 온도적으로 뜨거운(hot) 사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 개의 번역기 모두 ‘hot’이라는 단어를 넣어 

마치 ‘온도 상 뜨거운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다. 또한 ‘연탄재(coal briquette ashes)’는 이미 다 타버린 연탄을 말하는 

것인데 번역기에서는 새 연탄을 표현하는 ‘briquettes’라고 표현이 되었다. 이는 마치 앞서 동음이의어의 예시에서 살펴

본 ‘눈’과 ‘눈길’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번역기의 공통된 한계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다음 문장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꽃’의 유명한 한 구절이다. ‘당신이 내가 싫어 나를 떠난다면 나는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

타내고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표현을 극대화한 것이다. 번역기가 ‘yes or no’ 또는 

‘not to do or to do’를 상황에 맞춰 잘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먼저 카카오는 ‘누군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

고 울었다’라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번역을 하였고 구글은 ‘내가 죽어도 나는 울 것이다’라는 자기중심적인 번역을 하

였다. 마지막으로 파파고는 ‘누군가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다’라고 번역하여 추모하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문장을 만

들었다.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재 온라인 기계번역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문학적 표현’을 번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같은 경우엔 시적 허용(poetic licence)으로 인한 특별한 언어 사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변환을 번역기가 인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4.2.3 노래 가사 속에서의 오류

요즘 전 세계에서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열풍이 뜨겁다. K-POP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음반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팬들이 노래 가사의 뜻이 궁금해 번역기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노래 가사

도 시와 마찬가지로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운율에 따라서 주어나 목적어 등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하므로 번역기가 올바른 번역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0. 노래 가사의 번역 비교

입에 가시가 돋았어 

(2PM, 10점 만점에 10점 中)

구글 Thorns on the mouth 1.7

파파고 I’ve got a splinter in my mouth 1.7

카카오 I’ve got a splinter in my mouth 1.7

산소 같은 너 

(샤이니, 산소 같은 너 中)

구글 You’re like oxygen 1.7

파파고 You’re like an oxygen 1.7

카카오 Oxygen type 0.0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아이유, 너의 의미 中)

구글 Sorrow sings in Cosmos in Kantai Station. You are a sweet-winded wind 0.0

파파고 Sorrow is served as a Cosmos at the station. You’re a sweet breeze. 0.0

카카오 Sadness is a cosmos in the middle of the night. You have a fragrant wind 0.0

위의 표의 번역 결과를 살펴보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표현은 ‘가시’라는 것이 ‘한 인간의 삶을 가로막게 되는 

장애물’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번역기는 그대로 ‘가시’로 직역하였으며 ‘산소 같은 너’에서 나온 가사 또한 원소기호

인 산소(O2)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가 ‘산소’만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임을 강조한 뜻을 

살리지는 못했다. 또한 ‘간이역’이란 일반 역과는 달리 역무원이 없고 정차만 하는 역을 뜻하는 것으로 흔히 영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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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station’ 혹은 ‘way station’ 라고 표현 된다. 하지만 카카오는 ‘밤(night)’ 로 번역에 실패하였고 구글 번역기는 일

본어를 쓰는 느낌으로 ‘Kantai’로 , 파파고는 그냥 역(station)으로 온전한 의미를 살리지는 못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보아 번역기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직역을 제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담

고 있는 맥락상의 의역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쓰인 표현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4.2.4 영화 및 드라마 대사 속에서의 오류

표 11. 영화 및 드라마 대사의 번역 비교

“내 눈엔 빨갱이 

다섯놈만 보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中)

구글 I see only five white people in my eyes. 0.3

파파고 I see only five red guys in my eyes. 0.7

카카오 I see only five reds. 0.7

“그나마 얼굴밖에 없는 애를 

저따위로 조사놔?”

(영화 극한직업 中)

구글 Do not you think you’re a bastard? 0.0

파파고 You’re the only one who’s got a face like that? 0.0

카카오 You gonna look into a kid with a face? 0.0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드라마 도깨비 中)

구글
The day was good because the day was not good, and the time 

with you was all dazzling.
2.7

파파고
The days were fine, and the days were just right, and all the 

time with you was dazzling.
2.7

카카오
The day was good because the day was not good, so the day 

was appropriate, and all the time with you was brilliant.
0.0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종종 쓰이는 ‘빨갱이’라는 표현은 ‘빨간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communists)’

를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다. 하지만 구글, 파파고, 카카오 모두 ‘색(color)’을 나타내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시에 쓰인 ‘얼굴을 조사놨다’ 라는 표현은 ‘얼굴을 망쳤다,’ ‘다치게 했다’ 등의 사투리 표현이다. 위의 <표 11>

의 결과를 보면 번역기가 이러한 사회언어학적인 언어 범주나 변이까지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세 번째 예

시는 드라마 ‘도깨비’의 유명 대사이다. 상대방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소중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대사

이다. ‘날씨’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그 날에 상대방이 있었기에, 상대방과 함께한 모든 날은 좋았다’라는 뜻을 구글, 카

카오, 파파고 세 개의 번역기 모두 문장구조는 그럴 듯하지만 의미상 어색하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시들

은 아직은 번역기가 한 단어가 내포하는 실질적 의미를 표현해 주거나 사회문화적인 사항을 고려한 해석을 제공하기에

는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4.3 전문용어 속에서의 오류

전문용어를 번역기가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 기사의 표현, 언어학적 용어, 법률용어 3가지로 분

류 후 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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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신문 기사 속 용어

표 12. 신문기사의 번역 비교

미세먼지에 경유차주 속앓이

(YTN뉴스 中)

구글 Difficulty in driving light vehicles to fine dust 0.0

파파고 The fastness of diesel-powered cars in fine dust. 0.0

카카오 Fine dust, light oil car, 0.0

강남 일대 KT인터넷 먹통..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지연” 

(매일경제 中)

구글 Kangnam area KT Internet traffic .. “delayed in the upgrade process” 1.0

파파고 KT Internet service in Gangnam area. “Delay in upgrade process” 1.0

카카오 KT Internet in Gangnam area .. “Delay in Upgrade process” 1.0

신문기사 같은 경우 대부분 제목을 붙일 때, 경제적 동기에 의해 완벽한 서술형의 문장보다는 끝을 흐리거나 간결한 

명사 위주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첫 번째 예시에 나온 ‘미세먼지에 경유차 주 속앓이’라는 표현은 문법에 맞게 풀이를 

하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경유차주들이 속앓이를 하는 중이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번역기들은 이러

한 언어의 압축 과정으로 발생 된 표현들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핵심어휘에서도 오역을 보

였는데 구글은 ‘경유차’를 ‘가벼운 차량(light vehicles)’으로 카카오는 ‘가벼운 기름(light oil car)’으로 바꾸었으며 파파

고는 ‘경유차’는 올바르게 번역을 하였지만 ‘속앓이’를 ‘속력(fastness)’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두 번째 예시 또한 제대로 

된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어를 주로 사용해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만들었다. 문법에 맞는 표현이 되려면 ‘강남 일대

의 KT인터넷이 먹통이 됐다(멈췄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번역

기는 문맥 안에서 ‘먹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번역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사의 문형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2 언어학 및 법률적 용어

표 13. 언어학 용어의 번역 비교 1

두음법칙 

(Initial law)

구글 The rule of thumb 0.0

파파고 The rule of the head 0.0

카카오 Two-tone rule 0.0

자음동화 

(Consonant assimilation)

구글 Consonant assimilation 4.0

파파고 A consonant coin 0.0

카카오 Consonant fairy tale 0.0

무권대리

(Rightless agency)

구글 No power 0.0

파파고 An Agent of the Right 0.0

카카오 A non-authoritairian agent 0.0

첫 번째 예시에서 쓰인 ‘두음법칙’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

음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구글번역에서는 ‘엄지손가락(thumb)’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한국어로 ‘엄지손가

락의 규칙’이란 의미로 잘못 번역되었고, 파파고는 두음법칙 중 ‘두’자가 한자의 ‘머리 두(頭)’ 로 해석되어 ‘the ru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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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로 번역되었다. 카카오는 ‘two-tone rule’로 직역하면 ‘두 가지 어조의 규칙’으로 오번역되었다. 다른 두 가지 번역

기의 번역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표현은 아님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예시의 ‘자음동화’는 하나의 자

음이 다른 자음의 영향으로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올바르게 번역한 영어단어로는 각각의 자음과 동화를 

번역한 ‘consonant assimilation’으로 다른 전문용어보다 비교적 쉬운 편 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이 올바른 번역을 제공

하였고, 파파고는 ‘동화’를 ‘동전(coin)’으로 카카오는 ‘이야기 동화(fairy tale)’로 오번역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법률용어

도 번역기가 ‘자음동화’라는 합성어를 ‘자음’과 ‘동화’로 나누어 각각 잘못 인식한 것처럼, 해당 용어의 뜻을 하나의 의미

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어 자체의 배열에 따라 번역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

행위를 뜻하는 부동산 전문용어 ‘무권대리’는 ‘무권’과 ‘대리’를 나누어 인식되어 오번역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4 3가지 번역기의 점수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번역기들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3명의 연구자의 4점 척도

(3.2 연구자료 분석 절차 참조)를 기반으로 각각의 번역 결과물에 점수를 매긴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예

시로 사용된 29가지의 결과를 세부 분야별 점수로 나누어 요약한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온라인 번역기의 점수 비교

구분

(만점)
번역기 종류 연구자 1 연구자 2 연구자 3 총점 평균 백분위(%)

일상

생활

동음이의어

(36점)

구글 10점 7점 9점 26점 8.67 24.1

파파고 16점 14점 15점 45점 15.00 41.7

카카오 16점 13점 11점 40점 13.33 37.0

다의어

(12점)

구글 3점 3점 3점 9점 3.00 25.0

파파고 4점 3점 4점 11점 3.67 30.6

카카오 6점 6점 6점 18점 6.00 50.0

문화표현

(8점)

구글 2점 1점 1점 4점 1.33 16.7

파파고 2점 1점 1점 4점 1.33 16.7

카카오 2점 1점 1점 4점 1.33 16.7

문학

작품

소설 및 시

(16점)

구글 0점 1점 0점 1점 0.33 2.1

파파고 1점 1점 1점 3점 1.00 6.3

카카오 1점 1점 0점 2점 0.67 4.2

노래 가사

(12점)

구글 4점 2점 4점 10점 3.33 27.8

파파고 4점 2점 4점 10점 3.33 27.8

카카오 2점 1점 2점 5점 1.67 13.9

영화 및 드라마

(12점)

구글 4점 3점 2점 9점 3.00 25.0

파파고 4점 4점 2점 10점 3.33 27.8

카카오 1점 1점 0점 2점 0.67 5.6

전문

용어

신문기사

(8점)

구글 1점 1점 1점 3점 1.00 12.5

파파고 1점 1점 1점 3점 1.00 12.5

카카오 1점 1점 1점 3점 1.00 12.5

언어학 및 법률 

용어

(12점)

구글 4점 4점 4점 12점 4.00 33.3

파파고 0점 0점 0점 0점 0.00 0.0

카카오 0점 0점 0점 0점 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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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번역기는 일상생활(28.7%), 문학작품(15.6%), 전문용어(11.8%)순으로 번역의 정

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의 동음이의어는 파파고(41.7%), 카카오(24.1%), 

구글(24.1%), 다의어는 카카오(50%), 파파고(30.6%), 구글(25%) 순으로 나은 번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온라인 번역기의 개발에 있어 해당 입력값의 모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있는 기업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문화와 관련된 표현들은 세 가지

의 번역기가 아직은 모두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문학작품의 번역은 모든 

분야에서 미흡함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파파고가 가장 뛰어난 번역 결과를 보여준 반면 전문용어의 번역에서는 다른 

번역기보다 구글이 성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성화와 김세현(2018)이 구글과 파

파고의 비교 연구를 통해 밝힌,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 변환에는 파파고가, 전문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어휘는 구글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결과와 일치 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계번역기의 미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계번역기술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진단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시중에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번역기들이 한국어의 표현과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주요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각 번역기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조사를 진행한 많은 표현과 문장들의 번역에 오류

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소리는 같으나 뜻이 두 개인 동음이의어, 한 개의 단어에 여

러 개의 뜻이 존재하는 다의어와 같은 기본적인 오류부터, 한국의 문화적 표현이나 문학 작품, 미디어의 사용 안에서의 

의미, 전문용어의 난이도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번역기가 사전적 의미 번역에는 상당 수준 

발전을 했지만 실질적인 언어사용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수용 가능한 표현으로 번역을 제공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의 언어 사용은 철자 그대로 나타내는 단순한 의미 전달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어가 사람과 사람의 관

계, 사회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이뤄지는 문화적 본질 능력으로 정의되는 이유기도 하다(Cook, 1997). 따라서 완벽한 기

계번역기의 개발을 위해서는 번역기가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언어변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본질

에 따른 언어 사용과 화용론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번역기의 사용에 있어 아직은 인간의 개입과 중

재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기계번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영역이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은 결국은 인간의 고유 능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번역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번역의 결과물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 문제에 대한 질문, “기계 번역기가 인간의 가장 뛰어난 언어적인 인지 능력

까지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럴 수

도 있겠다”는 가능성,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열린 시사점과 “그럴 경우 번역기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남겨진 과제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1940년대 기계번역 기술에 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조금 더 편리한 의사소통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도

구로서의 개발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계 번역기가 인간의 언어적인 능력을 대체하고 인류의 언어 장벽을 없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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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처음 온라인 번역기 사이트나 앱이 대중적으로 보편화 되기 시작할 즈음에는 문장

의 띄어쓰기나 단어의 위치만 바뀌어도 뜻이 변하고 올바른 번역이 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부족했다.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난 지금 번역기는 하루 사이에도 수 십, 수 백 가지의 정보가 업데이트되며 어제 번역되지 못한 문장이 오늘은 번

역이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심지어 텍스트 기반의 기계번역 뿐만 아니라 구글의 ‘워드 렌즈(Word Lens)’나 네

이버의 ‘즉석카메라 번역 기능’과 같은 카메라로 글자로 비추면 화면에 바로 번역된 형태의 이미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메라를 활용한 번역 서비스도 시작되고 있다. 이렇듯 기계번역기들은 궁극적으로는 ‘외국어 공부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기계번역기가 인간 번역가를 대체 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꿈 꾸

기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의 80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현과 문장

들의 번역 결과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조사하여 번역기의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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