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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4, 537-55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lation patterns of affirmative English sentences into negative 

Korean sentences. In this way, negative words are inserted when translated into 

Korea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addition of 

negatives to English-Korean translation into four types of English-Korean parallel 

corpus. First, when stative verbs are translated, negatives can be found inserted in 

the sentence to reveal the opposite of the will of the subject. Second, negative 

words are inserted when translating gradable adjectives in English into Korean to 

reveal the speaker's intentions through the effect of semantic dilution. Third, not 

only verbs or prepositions that already imply negation but adverbs with limited 

meaning in the source language are translated with negatives. Lastly, characteristics 

of result-oriented Korean language, the more specific explanation of semantic 

implic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main meaning lead to the insertion of the 

negative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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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한 번역과정에서 영어의 긍정문이 한국의 긍정문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부정

어를 사용하여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staff only”, “keep off 

the grass”가 “직원만 출입가능”이나 “잔디밭에서 떨어져 있으시오”와 같이 원문 그대

로 직역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외 출입금지” 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등의 번

역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용적으로 혹은 굳어진 표현을 사용하여 의무적으로 변조

(modulation)가 일어난다. 혹은 아래의 예와 같이 도착어(target language)의 언중에게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
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
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

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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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도록 출발어(source language)의 텍스트는 긍정문이지만 긍정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부정어가 삽입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다.

(1) a. I kept my eyes on the boat. (PI: 196)

b. 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파이이야기: 198)

(2) a. I forgive him. Ali, didn’t you hear? (KR: 115)

b. 내가 저 애를 용서하지 않았는가. 못 들었는가? (연을 쫓는 아이: 158)

(3) a. But any regrets now? (PI: 312)

b.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파이이야기: 307)

(1)은 “유지하다”의 “keep”이 반의어 “떼다”와 부정어 “-않”을 사용하여 번역된 경우이고 (2)는 긍정문인 ‘용서했다’가 

아니라 ‘용서 하지 않았는가’로 부정어를 추가하여 표현함으로써 용서했다는 의중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음

으로 (3)에서 ‘후회돼?’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아?’로 번역되어 화자의 의심을 드러내는 데에 부정어가 사용되어 번역된 

사례를 볼 수 있다.

기존의 부정 표현의 의미 해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김정우, 1997; 이석규 외, 2002), 영한 번역의 경우 영어와 

한국어의 일대일 대응 관계의 어려움 혹은 한국어 수식 구조의 발달로 부정표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형태적, 통사

적 측면의 간단한 설명이 있을 뿐이다. 또한, 한국어 부정문의 선행 연구들(박종갑, 2001; 이창덕, 2014)에서는 국어 부정문

의 중의성, 화용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부정 표현이 사용되는 등 한국어 부정어의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

다. 이와 달리 번역 차원에서 부정문을 살펴본 연구는 한영 번역과정에서 부정어의 삽입현상을 살펴본 이현주(2012)와 부정

어의 용도와 변조되는 현상을 연구한 김세정(2007) 등이 있으나 각 언어 간 상이성에 기반을 둔 부정표현 번역 현상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기존의 부정어 관련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어와 한국어의 선호되는 특성에 기반을 둔 부정표현 

번역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이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이며, 이러한 영어와 한국어의 상이성의 영향으로 인해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양상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논의 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각 언어에서 표현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해 선호되는 표현의 

다양함과 한국어의 부정어 사용, 번역과정에서 부정어의 추가, 그리고 맥락 속 함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3장

에서는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구체적인 예를 4가지로 분류하여 첫째, 부정어의 삽입이 의미상 주

어의 반의지를 드러내는 경우, 둘째, 등급어의 모호하고 불확신함을 번역에 반영하는 경우, 셋째, 출발어에는 부정표현

이 없지만 문장 속에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어휘가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맥을 고려하여 원문에 없는 부

정어가 추가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표현방식의 상이성

번역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화 간 함축된 맥락을 고려하여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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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면의 뉘앙스까지 표현 그대로 번역하여 도착어의 독자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과정에서 언어의 통사적, 어휘적 차이를 문체상으로 도착어에 가장 가깝고 자연스럽게 번

역해 내는 등가성이 중요하다(Nida and Taber, 1974: 484). 이러한 등가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번역하는 과정에서 출발어

의 의미 및 관점이 바뀌는 변조(modulation)를 해야 하는 경우 번역자는 출발어의 텍스트가 가진 미적효과를 번역과정에

서 소실되지 않도록 원문 그대로 번역해 옮기는 직역이나 하나의 품사를 의미의 변화 없이 다른 품사로 대치하는 방식인 

치환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만 도착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도착어에서 선호하는 구조나 표현으로 변조하여 번역하는 것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Vinay and Darbelnet, 

1962(전성기 역, 2003: 30)). 이렇게 번역과정에서 각 언어의 표현 방식의 상이성으로 인한 차이를 변조를 통해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지속을 선호하는 속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한국어의 특성이 번역에 반영되어야 한다.

2.1.1 영어의 지속성 선호

영어와 한국어는 선호하는 표현의 상이성으로 인해 표현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Quirk, 1985: 22). 이런 차

이는 한국어에 비해 영어는 지속성을 명시화하기 위해 지속동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상태

지속동사란 일반적으로 상태와 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동사로 정의되고 이러한 동사들은 안정적이고 움직임이나 변

화가 부족하다(Bland, 1988: 53). 이런 점에서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일컫는다(Downing and 

Locke, 2006: 354). 영어는 이러한 상태에 초점을 두어서 상태성을 세분화하여 나타내는 특성이 있으며 지속을 과대 부

호화하며 결과 후 상태지속성(resultative continuousness)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영어의 상태 지속성을 강

조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영어의 긍정문이 한국어로는 부정어가 첨가되어 부정문으로 변조되어 

번역된다. 

(4) a. Stay awake.

b. 자지 마세요.

(5) a. Keep your hands off the furniture.

b. 가구를 만지지 마세요.

(4), (5)에서 보듯이 영어는 상태 동사의 발달로 지속성을 강조해 긍정문으로 나타내는데 반해 한국어로는 부정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김은일, 2018: 327). 다시 말하면 행위의 확장을 나타내는 지속상을 영어는 선호한다(Vinay and 

Darbelnet, 1962(전성기 역, 2003: 30)). 또한 정성열(2008: 42)이 지적했듯이 부정적인 심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어

에서 부정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구문이 영어에서는 긍정형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표현에 자주 쓰이는 것은 상태지속동사

인 ‘keep’과 ‘stay (hold, remain)’등이 있다. 상태가 유지됨을 명시하려는 영어의 특성이 이러한 표현의 선호로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영어에서 긍정(affirmative) 상태(유지)의 표현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부정(negative) 사건으로 나

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한국어와 달리 상태지속을 강조하려는 영어의 특성이 영한 번역과정에서 영어의 상태지속

동사가 한국어에서 동작을 부정하는 형태로 번역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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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한국어의 결과 중심성 선호

영어와 한국어의 개별특성으로 인해 선호하는 표현이 다른데 행위자나 원인 중심적인(agent/cause-oriented) 표현을 

선호하는 영어에 비해 한국어는 결과 중심적인(effect/result-oriented) 표현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Kim, 2008: 169). 

즉 영어는 행위자나 원인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어는 결과를 명시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오충연(2010: 600)에 따르면 

한국어 결과 구문(resultative)이란 ‘원인에 해당하는 술어와 결과를 설명하는 서술이 함께 공존하는 구문’이다. 이러한 

한국어 결과 구문의 조건은 첫째, 한 문장 내에 두 개의 술어가 존재하며 하나는 원인을, 다른 하나는 결과에 대한 서술 방

식을 취함으로써 결과를 나타내는 서술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희가 미끄러져 넘어졌다.’에서 ‘미끄러져’(원인)에, 

결과 서술(resultative predication)인 ‘넘어졌다’(결과)가 한 문장 안에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둘째, 두 술어가 나타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자동성(automatically)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간상 연속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원인을 서술하는 

데에 주체의 의도가 의지적 혹은 비의지적일 수 있으나, 결과 서술에는 분할된 의지성이 없고 시간적 연속성이 있어야 한

다. 셋째, 완료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만 결과 구문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완료성이란 완성점에 도달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정희자, 1994: 50). 예를 들어 ‘철호가 벽을 파랗게 칠했다.’에서 벽은 파랗게 칠한 후에 파랗게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결과성이 있는 결과구문으로 판정된다. 넷째, 결과 구문이 나타내는 결과가 취소될 수 있다

(심지영, 2016: 64). 가령 ‘He hammered the metal flat.’을 ‘그가 쇠를 평평하게 두드렸다.’1)로 번역한 문장은 결과 구문

이지만, ‘그가 쇠를 평평하게 두드렸으나 쇠는 평평하지 않다.’와 같은 문장도 한국어에서 허용되는 것에서 보듯이 영어 

결과구문은 결과성이 확정적인데 반해 한국어 결과구문은 결과가 취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2 한국어 부정문과 번역 시 부정어의 추가

긍정문에 대비되는 개념인 부정문은 어떤 사태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는 문장이며 긍정문에 부정 부사 ‘아니

(안), 못’을 첨가하거나 부정서술어인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를 써서 나타낸다(송창선, 2010: 259). 아래 (6)에서 

이러한 부정문을 살펴보자.

(6) a. 그는 밥을 먹었다. 

b. 그는 밥을 안/못 먹었다.

c. 그는 밥을 먹지 않았다/못했다.

긍정문인 (6a)에 부정부사 ‘아니, 못’이 들어간 (6b)와 부정 서술어 ‘않다, 못하다’가 들어간 (6c)는 문법적으로 부정소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부정문이다. 이러한 부정문은 출발어를 도착어로 번역할 때 다양한 이유로 사용하

게 되는데 화자의 내재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의미를 강조할 때 혹은 완곡한 의사 전달을 위해 부정어가 삽입된

다. 먼저, 백봉자(1975: 31)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부정어는 부정의 의미 외에 화자의 내면에 숨겨진 의도를 분명히 드러

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1) 오충연(2010: 599)의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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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바쁘면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

b. 왜 더 안 드세요? (더 드세요.)

(7a)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램을. (7b)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드시라’ 는 상대방과의 친밀함에서 나

온 표현이다. 위 문장에서 보듯이 부정어를 사용하면 화자의 발화 내면의 의미를 어조에 따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도로 번역과정에서 내재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부정어를 추가한다.

(8) a . Is the fish almost ready? (KR: 203)

b. 생선이 거의 다 익지 않았을까요? (연을 쫓는 아이: 278)

(8b)에서 ‘생선 준비가 거의 되었나요?’ 라고 긍정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다 익은 것 같으니 먹을 준비가 되었을 것’이라

는 화자의 의중을 부정어를 사용하여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정어의 특징에 대해 김정우(2002: 41)는 활자화된 책에서 문자를 통해 글

쓴이의 강조하는 바를 명백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원문에 내재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

역과정에서 부정어를 삽입하여 강조하는 바를 번역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원문의 “Are you all right?”, 

“Say the truth”를 직역하여 “괜찮으세요?”, “진실을 말하세요.”와 같이 긍정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어디 안 좋으세요?”, 

“거짓말 하지 마” 등으로 부정어를 넣어서 번역해 글쓴이의 강조하는 바를 나타내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세

정(2007: 98)도 의미를 강조하기위해 부정어를 추가하고 의문문으로 변조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래의 예를 보자.

(9) a. “Anyone can obey an instinct”

b.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 수 있다.”

c. “본능으로 사는 거야 누가 못해?”(�이솝1� 78: 87)2)

(9)는 도착어에 부정어를 추가하고 청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화자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사의문문을 사용하

여 번역되었다. (9b)와 같이 긍정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9c)와 같이 부정어를 추가함으로써 누구나 본능적으로는 살 수 있다

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출발어의 문장을 직역하면 한국어 문장이 어색하거나 저자의 원문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대표현으로 상호교차 번역을 사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답고 원문에 내포된 강

조의 의도를 더욱 잘 표현해 낼 수 있다면 이러한 전환이 번역과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즉, 강한 의사 표현을 위해 혹

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번역과정에서 부정어를 삽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발화자의 의도를 완곡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부정어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부정어를 사용하면 발화자의 

의도를 완곡하게 전달하려는 메시지 변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김미형, 2002: 27). 아래의 예(10)에서 상대방에게 도움

을 요청하거나 명령 혹은 곤란한 요청을 할 때 청자를 고려하면서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사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솝1�김정우. 2000. �이솝우화와 함께 떠나는 번역 여행� 1권. 서울: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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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바쁘지 않으면 좀 도와줄래? (도와줘!)

b. 좀 춥지 않니? (문 닫아) 

c. 시간 없으시면 안 해 주셔도 돼요. (싫으면 그만 두세요.)

(10a)는 상대방을 배려하여 ‘바쁘지 않으면’이라는 부정어를 사용하여 말을 시작하지만 도와달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

다. (10b)와 (10c)에서도 문을 닫아 달라거나 싫으면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부정어를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11) a.“But what about the river?” (RB: 74)

b. “하지만 강이 위험하지 않나요?” (리버보이: 78)

(11)에서 원문에 없는 부정어를 첨가하여 번역함으로써 강이 위험한지 아닌지 의심하는 화자의 의중을 드러내는 데 부

정어가 사용되었다. 이렇듯 한국어에서 부정어의 사용은 분명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메시지를 강조하여 전달

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상대방을 배려해 화자의 의중을 완곡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2.3 함축과 맥락의존도

맥락 개념에 의해서만 자연스럽게 기술될 수 있는 특정한 현상(이종철, 2004: 16) 중에 함축(implicature)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는 언어의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화자와 청자의 대화 맥락 속에는 의미적 함축이 있고 

그 함축을 청자가 이해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발화가 되면 화자의 발화에서 대화 함축을 인지한 청자는 그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화자의 발화와 관련된 지식을 탐색한다(Sperber and Wilson, 1982: 71). 이러한 지식은 일화적 지식

(episodic knowledge)과 개념적 지식(semantic knowledge)3)으로 분류하는데, 전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과 연관된 지식이고, 후자는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일반화 혹은 추상화되어 기억 속에 남은 지식을 말한다

(Tulving and Donaldson, 1972: 385). 

대화 소통과정에서 발화 문장의 기본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발화되는 상황에 대한 일화적 지식이 먼저 필요하고(장경

희, 1990: 111), 기본적인 해석에 대화 함축의 추가를 위해서는 일화적 지식 혹은 개념적 지식이 맥락적 지식으로 요구된

다. 즉,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는 함께 공유한 맥락적 지식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정교화된 추리를 통해 해석된

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일상 발화에서 함축이 수반되는 이유는 화자와 청자 상호간

의 지식(mutual knowledge)을 기초로 한 이해 이론에 의해서 설명된다(Clark and Carlson, 1982: 1). 즉, 화자는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가능한 필요한 만큼만 적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청자는 화자와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기초로 하여 화자의 의도만큼 확대 해석하여 화자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것이다(Levinson, 1987: 68). 따라서 문맥으로부

터 보충되어야 할 생략된 표현인 대화속의 함축은 맥락에 의존하는 맥락의존도(dependency of contextual)가 높으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번역과정에서도 문장 속에 함축된 것을 번역에 반영해야 된다. 

3) Tulving and Donaldson(1972)에서는 지식(knowledge)이라는 말 대신에 기억(memory)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episodic memory, 

semantic memory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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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긍정문의 한국어 부정문으로의 번역유형분석

영한 텍스트에서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유형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분석에 사

용된 영한 병렬 자료는 Life of Pi4)(2002), River Boy(2002), The Kite Runner(2003)와 각각의 한국어 번역본으로 이를 

텍스트 대 텍스트로 상호 비교해 보았다. 발췌한 영어 긍정문이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된 총 201개의 문장 중에서 번역

과정에서 의역5)된 80(39%)개를 제외한 121(61%)개 중에 반의어6)나 유의어가 부정어와 함께 결합된 경우를 분석 대상

으로 삼았다. 이렇게 발췌한 121개 중에 반의어를 이용하여 번역한 경우가 33(27%)개, 유의어를 이용하여 번역한 경우

가 88(73%)개였다. 반의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33개 중에서 상태유지동사의 반의어와 부정어가 결합하여 번역된 경우가 

12개(36%), 등급성 형용사의 번역이 9개(27%), 기타 12개(36%)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88개 중에서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동사의 유의어와 부정어가 결합되어 번역한 경우

가 22개(25%),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전치사나 부사가 39개(44%)로 나타났고 조동사의 경우가 7개(8%)로 나타났다. 또

한 결과를 추가하기 위해 유의어로 번역한 후 부정어가 추가된 경우가 7개(8%), 기타 13개(15%)로 나타났다. 

번역과정에서 출발어의 의미를 도착어 사용자의 정서에 적합하도록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변조가 일어나기 마련

인데 이 가운데 긍정형과 부정형을 서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화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혹은 완곡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의 기법으로 부정어를 삽입하여 번역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어의 긍정문에 부정어를 삽입하여 번

역함으로써 긍정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이러한 긍정문이 부정문으로 번

역되는 사례를 4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상태유지동사가 사용되어 의미상 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반의지를 드러내는 경

우, 의미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등급성 형용사가 반의어와 부정어의 결합으로 번역된 경우, 출발어 문장에 부정어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어휘의 번역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정어가 드러나게 되어 부정문으로 번역

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문에 없는 부정소를 넣어 문장을 좀 더 도착어에 맞도록 분명하게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부

정어가 추가된 사례이다. 먼저 상태지속동사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의미상 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반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부정어가 삽입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3.1 의미상 주어의 반의지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상태 지속동사의 선호가 분명히 있음을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반의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33개 중에서 keep, stay, hold와 같은 상태유지동사의 번역에 반의어와 부정어가 결합된 경우는 12개(33%)로, 이 

중에서 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반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7개(58%)로 나타났다. 영어의 긍정문이 한국어

의 부정문으로 번역될 때 문맥상 의미상 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반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출발어에 없는 부정표현이 도

착어에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문맥 안에서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는 영어에 비해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 짓기를 선호하는 한국

4) 이하 Life of Pi는 (PI), River Boy는 (RB), The Kite Runner는 (KR)로 그 번역본은 파이이야기, 리버보이, 연을 쫓는 아이로 표기한다. 

5) a. The words had vaporized on my tongue. (KR: 143)

b.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 (연을 쫓는 아이: 196)

6) 이현주(2012)에서 반의어와 유의어를 기준으로 예문들을 제시했는데 이 구조를 참조하여 문장을 분류하였다. 



544 ∙ Lee, Hyun-Ju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5, No. 4, 2020

어의 특성으로 인해 문맥상 주어의 의지에 반대됨을 번역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정어가 사용된다. 즉 반의지가 드러나

는 문맥을 한국어 번역에 반영할 때 부정어를 사용한다. 행위자(agent)의 동작에 의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의도성

(volitionality)이다. 김은일(2010: 11)에 의하면 한국어는 의도성 여부에 따라 부호화를 다르게 하는 반면 영어에서는 같

은 문법장치로 부호화하여 의도성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베였다.’를 ‘I cut my finger’로 번역하

여 의도성의 유무는 영어에서 부호화 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행위자의 비의도성은 접미사 ‘이,히,리,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부호화된다. 이렇듯 한국어는 화자가 그 행위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 혹은 의도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

히는 것을 선호하는데 비해 영어는 의도성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의도성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는 영

어의 특성상 개체의 의도성과 비의도성의 구분 없이 표현된 문장을 한국어에서는 의지여부에 중점을 두어 주어의 의지

에 반대되는 경우를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과정에서 부정어의 등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영어에서 주체의 

의지에 반대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의 번역 예를 살펴보자. 

(12) a. I made her stay. (KR: 227)

b. 나는 그녀를 가지 못하게 했다. (연을 쫓는 아이: 310)

c. 나는 그녀를 머물게 했다.

(12)에서 앞 문맥의 상황 상 여자의 의지는 떠나려 할 것이다. 아들이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아픈 상태로 돌아왔

고 그를 보고 아들 하산이 도망갔으므로 그녀의 입장에서는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그녀의 의지에 반대

되는 경우를 번역에 반영하여 (12b)와 같이 반의어와 부정어의 결합으로 번역하였다. (12c)와 같이 긍정으로 번역하는 

것 보다 (12b)와 같이 부정어를 추가하여 번역하는 것이 좀 더 강제적이고 의미상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그녀의 의지에 거스르는 일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c)와 같이 

원문 그대로 긍정으로 번역하면 의미상 주어의 의지에 거스르는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 매끄럽지 않은 문장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부정어를 첨가해 번역하여 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 긍정문

의 상태지속동사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경우의 특성은 문맥상 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내용이고 

상반되는 것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13) a. [...] keeping his eyes on the road, he stooped forward, picked up the screwdriver lying between his feet, and 

handed it to me. (KR: 247)

b. 그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발 사이에 있는 드라이버를 집어 내게 건넸다. (연

을 쫓는 아이: 355) 

(14) a. [...] always held back by something. (KR: 276)

b. 늘 뭔가가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연을 쫓는 아이: 376)

(15) a. I willed my eyes to stay on him. (KR:347)

b.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써야했다. (연을 쫓는 아이: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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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서 ‘도로를 주시하면서/보면서’라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도로를 주시한 채’라고 번역하는 

것은 방해 받는 것 없이 운전중이라면 도로에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발아래 물건을 집으려면 도로에서 

눈을 떼서 드라이버를 줍는 게 상황에 맞는 동작이다.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에 부

합되지 않는 경우이다. 신경이 발 사이에 있는 드라이버를 집어 올리는데 있으므로 도로에서 눈을 떼는 게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에 반하여 눈을 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감정을 거스리는 일에 반의

어와 부정어를 함께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또한 (14)에서도 ‘뭔가에 붙들린’느낌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 붙

들린 느낌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의지에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번역

에 부정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의지에 반대됨을 좀 더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15)의 앞 문맥에서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이 형제간이라는 사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밝혀지는 장면이다. 불편한 진실을 듣는 사람 쪽에서는 자연스레 시선

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 반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상대방을 보고 있는 것을 강하

게 묘사하기 위해 반의어와 함께 부정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듯 문맥상 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내용일 때 반의어와 부

정어를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메시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3.2 등급어

등급어(gradable words)란 의미상 반대의 의미를 지닌 두 단어 사이의 의미정도를 여러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

를 말하는 것으로 양극점의 두 단어 사이에는 scale관점으로 등급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good/bad, old/young, 

large/small, tall/short, dark/light와 같은 단어들이다(Leech, 2002: 116). 이런 관점에서 happy의 반대 극점은 not-happy

가 아니며 등급성 형용사에 부정어를 사용하면 중간적 의미를 가진다(Jespersen, 1964: 300)7).영어의 긍정문이 한국어

의 부정문으로 번역될 때 부정적인 심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이유로 사용된다는 선행연구가 있음을 이론적 배

경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등급성 형용사에 부정어가 결합되어 나타난 의미희석의 효과를 통해 화자의 불확실

한 생각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음을 살펴보자. 

(16) a. Yet such moments were rare and usually of short duration. (RB: 80)

b. 그러나 그런 생각은 흔치 않았고, 대개는 오래가지도 않았다. (리버보이: 84)

(17) a. Miles from anywhere and difficult to get to,.. (RB: 11)

b.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수 킬로미터는 족히 가야할 거야.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리버보이: 17)

(18) a. What was the old saying about the bad penny? (KR: 304)

b.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속담이 뭐였더라? (연을 쫓는 아이: 143)

(16)에서 ‘오래가다>오래가지 않다>....>짧다’의 등급을 가지는 등급어인 형용사 ‘short’를 ‘짧았다’ 라고 번역하지 않고 

‘오래 가지 않았다’라고 반의어와 부정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런 생각’이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짧은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함을 부정어를 사용하여 등급어의 양극단이 아닌 중간적인 의미를 전

7) Jespersen(1964)은 부정어에 대한 예로 not lukewarm = ‘between lukewarm and cold’를 언급하면서 부정어가 모순적인 반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지점을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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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함으로써 의미희석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화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화자로부터 빨리 떨쳐내고 싶을 

것이다. 이를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으로 번역함으로써 극단의 양극점이 아닌 중간 어디쯤을 가리켜 의미가 모호해지

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의 길고 짧음의 객관적 정량화가 힘들 때 반의어와 부정어의 결합으로 번역하

면 화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어 단언하여 말하는 데서 오는 정확성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17)에서 원문 그대로를 반영하여 ‘어렵고’라고 번역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화자에게 불리한 ‘접근하기 어려운 

것’ 에 대한 안타까움을 해석에 반영할 수 있고 화자에게 유리한 것을 부정해서 불리함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쉽지 않고’라고 부정어를 첨가하여 번역하여 등급성 형용사의 특성상 부정어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인 불

명확성으로 인한 화자의 불확실함도 드러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에서 ‘나쁜’ 것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등급성 형용

사의 극단인 좁은 영역 즉, ‘나쁜’ 것만을 언급하게 된다. 하지만 ‘좋지 않은’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나쁜 것을 ‘나쁜’ 것에

서 ‘나쁘지 않은’ 것까지로 좀 더 넓은 범위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으로 단

정 짓는 데서 오는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등급성 형용사는 이득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극단적으로 단정 짓는 데서 오는 마음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반의어와 부정어로 번역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급어의 번역에서 부정어가 등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긍정문으로 번역했을 때의 문맥상 어

색함을 줄이기 위함이며 등급어의 번역에서 긍정문을 직역하는 대신 부정문으로 번역될 수 있음을 알았다.

3.3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어휘

부정은 명시적 부정과 암시적 부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명시적 부정은 명확하게 부정어를 사용해 분명하게 부정적

인 의미를 전달하는 반면, 암시적 부정은 문맥에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에 부정어 ‘not’, ‘no’외에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암시적인 부정도 부정의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해 부정의 범주로 

본다(정희자, 2002: 257). 따라서 영어 어휘가 표면상 긍정적 표현이지만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인 경우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 부정의 의미를 반영하여 번역한다. 이러한 경우는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동사나 전치사, 제한성의 

의미를 갖는 부사, 그리고 불확실함을 드러내는 조동사가 이에 해당된다. 먼저 아래에서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어휘중 동

사가 유의어에 부정어가 첨가되어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9) a. He’ll refuse to see anyone. (RB: 108)

b. 누구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지. (리버보이: 111)

(20) a. I doubted it ever would again. (KR: 286)

b. 석류가 다시는 열리지 못할 것 같았다. (연을 쫓는 아이: 388)

(19), (20)에서 refuse, doubt과 같은 동사는 ‘거절하다’, ‘의심하다’와 같은 암시적인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에서 

이러한 부정의 의미를 함축한 동사가 문장에 포함된 경우 표면상 긍정문이라도 부정어 ‘-않’, ‘-못’이 들어간 부정문으로 번역

하여 ‘누구도 보기를 거절했다’라는 직역보다 ‘않으시겠다는 거지’로 화자의 확고한 거절 의지를 부정어를 사용하여 번역함으로

써 도착어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번역할 수 있다. 또한, (20)에서도 ‘다시 열릴 것을 의심했다’보다는 ‘열리지 못할 것 같았다’

로 의심하고 있는 화자의 의중을 부정어를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함축된 부정의 의미를 번역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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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전치사나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부사를 번역할 때에도 부정어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

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나 부사는 그 단어에 한계를 짓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부정어의 삽입

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긍정을 강조하고 화자의 감정을 더 고조시켜 표출하려는 의도에서 부정어를 사용하여 번역

하는 것으로 부정의 의미가 있는 전치사와 제한의 의미를 가진 부사가 번역될 때 유의어와 부정어의 결합으로 번역된다. 

아래에서 전치사의 번역에 부정어가 삽입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21) a. But they should have known Grandpa would fight against going into the hospital; (RB: 108)

b. 하지만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실 것이다. (리버보이: 111)

(22) a. Without a backward glance she rushed out of the cottage.. (RB: 202)

b. 그녀는 뒤돌아 보지 않고 별장을 뛰쳐나가… (리버보이: 207)

(21), (22)에서 ‘against’는 ‘대항해서’, without은 ‘~없이’로 내포된 부정의 의미가 번역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치사

에 내재된 부정의 의미를 도착어 화자의 정서에 맞도록 번역되면서 부정으로 번역된 것이다. 아래에서 부사의 경우를 보자. 

(23) a. She stopped by the far bank and found that she could stand; and the water came only to her waist. (RB: 44)

b. 둔치 옆 바닥에 발을 디디고 일어섰더니 물은 겨우 허리까지 밖에 차지 않았다. (리버보이: 48)

(24) a. He was still just a child.(KR: 399)

b. 그가 아직도 어린애에 지나지 않다는 걸. (연을 쫓는 아이: 547)

(23), (24)은 ‘물이 겨우 그녀의 허리까지 찼다’, ‘단지 어린애일 뿐이다.’라고 긍정으로 번역되지 않았다. 부사에 내재된 

제한성이 반영되어 부정문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 부사는 그 단어에 한계를 짓는 의미가 내

포되어 있고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부정어의 삽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내포된 부정의 의미 혹은 제한의 의

미를 가진 전치사와 부사가 번역될 때 부정어가 문장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가능성을 나타나내는 may, might, could와 같은 조동사는 추측이나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어 

내면의 불확실한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러한 조동사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그 문맥에 따라 관점을 변조하여 표현

해야 하는데 이는 조동사의 의미가 ‘허가, 능력, 의무, 의지’등으로 화자나 청자의 내면의 감정적 표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동사의 불확실성에 대한 표현이 한국어에서 부정어의 등장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25) a. “Would you, by any chance, be Jessica?” (RB: 215)

b. “혹시, 제시카 아니니?” (리버보이: 220)

(26) a. I’m afraid he might get lost. (KR: 338)

b. 그 아이가 길을 잃지나 않았을까 걱정되네요. (연을 쫓는 아이: 461)

(25)에서 화자가 확신이 없어 불확실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조동사 ‘would’의 번역에 부정어를 추가한 것이다. 직역하

여 ‘제시카니?’라고 하지 않고 부정어 ‘-아니’를 넣음으로써 화자의 마음 한 편의 미심쩍은 부분을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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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부정어를 추가함으로 인해 화자의 확신이 부족함을 번역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6)은 부족한 확신과 의

심이 내재된 조심스러운 우려가 들어 있는 문장이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동사의 특성이 반영되어 문

장 속에 내재된 확신의 부족을 번역에 반영함으로써 한국어에서 부정어의 추가로 이어졌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긍정문을 긍정문으로 그대로 직역하지 않고 부정어가 해석에 등장하는 것은 불확실함에 기초

를 두고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동사나 전치사, 제한적 의미를 지니는 부사, 그리고 조동사의 특성인 확신의 부족을 완곡

하게 드러내게 위해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정어의 등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3.4 부정어 추가

영어와 한국어의 상이한 특성인 영어의 행위자 중심적인 (agent/cause-oriented) 표현의 선호와 한국어의 결과 중심적

인(effect/result-oriented) 표현의 선호가 있음을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다. 즉 영어는 행위자나 원인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어는 결과를 명시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어의 결과 중심적인 특성이 번역에 반영되어 원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부정어가 등장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부정어가 포함된 문장을 추가하는 것은 한국

어다운 문장으로 한국어 화자의 이해를 돕고 좀 더 생생한 묘사를 통해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번역에 반영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문에 없는 부정어가 추가되어 번역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한국어의 특성인 결과 구문의 

영향으로 결과를 추가하거나, 문맥상 함축된 의미전달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부정

어가 삽입되거나, 중복된 표현을 덧붙이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의 결과 구문의 특성이 반영되어 결과를 

첨가하여 번역하면서 부정어가 추가된 경우를 살펴보자. 

(27) a. The chain burrowed under the skin tags and folds of her neck. (KR: 160)

b. 목걸이의 줄은 목 주위의 늘어진 주름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연을 쫓는 아이: 219)

(28) a. He leaned back in his chair. (RB: 58)

b. 할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축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다. (리버보이: 63)

(27)은 ‘파묻혔다’로 번역하지 않고 파묻힌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까지 번역에 반영한 경우로 “알라 형상의 금목걸

이가 가슴에 걸려있었다.”라는 문장 다음에 등장한다. 금목걸이가 보이는 상황에서 목걸이의 줄은 주름에 묻혀 있는 원

인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해석에 추가해 넣은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한국어 결과 구문의 

원인-결과 조건과 자동성 조건을 만족한다. 즉 ‘파묻힌’ 원인과 그 결과인 ‘보이지 않았다’는 자동적인 관계가 성립하며 

또한, 완료된 결과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어 결과구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의 결과까지 

추가하여 설명하면서 부정어가 추가된 또 다른 사례인 (28)은 출발어의 ‘기댔다’는 것에 기댄 후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결

과까지 추가한 것으로 한국어의 결과중심적인 표현선호가 반영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8)의 뒤 문장에서는 할

아버지의 완전히 지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지친 모습까지 앞 문장 해석에 반영함으로써 맥락의 통일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또한 기대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원인 결과의 의미가 있고, 자동적이며 완료된 후 결과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에서 한국어의 결과구문에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구문의 특징이 번역에 반영되어, 문맥상 출발어에 등장하지 않은 부정

어가 포함된 결과까지 번역에 추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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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화에서 화자는 상호간 맥락적 이해를 기초로 함축된 부분만을 최소한의 

내용으로 표현하려하고, 청자는 입력된 언어 표현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으

로 이해의 확장을 이룬다면 번역과정에서는 문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번역자가 관련정보를 풍부하게 추론하여 해석

에 넣는 과정에서 부정어가 추가되는 사례가 있다. 아래에서 문맥상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부연설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부정어가 첨가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29) a. But he just turned off the radio. (KR: 230)

b. 그러나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라디오를 껐다. (연을 쫓는 아이: 314)

(30) a. Grandpa would be gone and… (RB: 206)

b. 할아버지는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버렸을 거라는 생각.. (리버보이: 211)

(29)의 앞 문장에서 “하산, 로켓탄도 없을 거고 죽이는 이도 없을 거고 장례도 없을 거야!”라는 발화를 통해 남자(he)가 

고민하고 있을 내용을 짐작해 설명해주는 장면이다. 응답을 요구하는 문장은 아니지만 말을 들었다는 의사표현 없이 라

디오를 끄는 동작만 있는 상황에서 문맥을 고려해 부정어를 포함한 문장을 추가하여 번역되었다. (30)은 앞 문장에서 화

자와 할아버지와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었음을 고려해 봤을 때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고 할아버지도 

자신을 기다릴 것임이 분명하다는 전제를 반영하기 위해 이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함축이 주어진 맥락에

서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 가장 그럴듯한 의미를 추출해 내는 청자의 결론이라는 것으로 볼 때, 문장이 아닌 문맥으로 확장한 

담화분석적인 면에서 (29)와 (30)을 보면, 원문에는 없지만 관련 정보를 반영해 부연설명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부정어가 추

가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 상대 간에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생략된 이러한 함축은 맥락

에 의존하는 맥락의존도(dependency of contextual)가 높으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번역과정에서도 문장 속에 함

축된 것을 번역에 반영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부정이 들어간 문장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번역할 때, 중복표현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부정어가 첨가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31) a. Sometimes bad people stay bad. (KR: 344)

b. 그 사람들 중 몇몇은 착해지지 않고 나쁜 상태 그대로 있단다. (연을 쫓는 아이: 470) 

(32) a. His words hung in limbo between to us. (KR: 239)

b. 그가 한 말이 안착하지 못하고 우리 사이에서 맴을 돌고 있었다. (연을 쫓는 아이: 325)

(31)에서 ‘bad’는 ‘나쁜 상태’로 직역되었는데 이에 덧붙여 ‘착해지지 않고’라는 중복표현을 추가하면서 부정어가 삽입

되었는데 이러한 의미중첩은 삭제해도 무방한 의미상 불필요한 것으로 의미의 과잉 혹은 잉여라고 볼 수 있다(노대규, 

2002: 81). (32)는 ‘맴돌고 있었다’라고 번역하면서 같은 의미인 ‘안착하지 못하고’의 중복표현을 추가하면서 부정어가 

포함되었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할 때 중복된 의미를 추가

하면서 문맥상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부정어가 삽입된 경우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문에 없는 부정어가 추가되어 번역되는 경우는 한국어의 특성이 반영되어 결과를 추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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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된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혹은 의미의 강조를 위해 중복된 표현을 추

가하면서 부정어가 삽입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기초한 담화분석을 통해 부정어가 추가되는 양상을 살

펴봄으로써 번역과정에서 문장 단위의 직역이외에 문맥상 자연스럽게 한국어 화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부정어의 

삽입으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ife of Pi�, �River Boy� 그리고 �The Kite Runner�와 그 번역본 �파이이야기�, �리버보이�, �연을 쫓

는 아이�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영어 긍정문의 한국어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패턴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반

의어에 부정어가 추가되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는 상태유지동사를 중심으로 의미상 주어의 의지에 반대되는 경우에 주

어의 반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어가 삽입된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등급어 형용사의 번역에 부정어를 사용하면 화

자의 의도를 완곡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 의미희석의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어가 추가되는 것을 보았다. 다음으로, 

출발어에 이미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사나 전치사, 제한적인 의미의 부사는 유의어와 함께 부정어가 추가되어 번

역되는 사례와 조동사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번역과정에서 반영하고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정어가 삽입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출발어의 긍정문이 부정문의 추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한국어의 결과중심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번역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부정어가 추가된 경우와 함축된 원문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의미전달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표현을 추가하여 부정어가 삽입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번역과정에서 한국어 

화자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번역하려는 목적으로 부정어가 추가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

례를 바탕으로 영어의 긍정문이 긍정문으로만 번역되지 않고 문맥과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어의 추가로 자연스러

운 변조가 일어나는 것을 번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언어 간 차이를 인지하고 번역과정에서 긍정문과 

부정문으로의 상호 전환을 통해 번역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소설책 3권에 국한하여 영어 긍정문의 한국어 부정번역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방대한 코퍼스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의 영어부정문 번역 등의 좀 더 다양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부정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반의어와 유의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나 차후 

다른 구분방법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지고 하나의 영문에 여러 번역이 존재하는 경우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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