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번역에서 피동법의 직역과 의역

송라연(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전공 박사2학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번역은 출발언어권이 담고 있는 문화까지 포함하여 옮기는 것을 말한다. 번역은 문화교류의 수단으로서 피동법

의 번역은 번역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동법은 세계 언어체계에서 보편적인 표현방식이지
만 한중 양국 언어의 피동법의 용법과 출현 빈도는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어의 피동문은 뉴스, 학술적 논문, 과학 문
헌 등 다양한 텍스트 유형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출현하며 텍스트의 객관성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어의 피동문은 종
종 부정적 뜻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중국어는 고립어이고 한국어는 교착어
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다양한 구절형식으로 의미를 표출하는 반면에 중국어는 ‘의합’을 통해 문장의 선후 논리관
계에서 중국인의 사고 방식을 보여준다. 중국어의 피동법은 형식적 피동과 의미적 피동으로 나눌 수 있
는 데 한국어 피동법은 접미사 피동, 어휘적 피동, 통사적 피동으로 나눌 수 있다. 중한

번역에서

의미적 피동은 문법상 피동적 표지가 없기 때문에 번역시 통번역 학습자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번역과정 중에 꼭 부딪히는 한 문제는 직역과 의역 번역전략 중에서 어느 쪽을 채택하느냐이다. 번역은 의미적 등
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전략을 택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문맥과 어울리게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원문 텍스트
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자연스러운 목표 텍스트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한중과 중한 번역으로 나누어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원문의 피동문을 직역과 의역의 번역전략으
로 분류하여 각각의 도착어로 번역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원문에서 부적절한 번역 양상이 발생했
을 경우의 오류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어와 중국어 피동법
허용(2020:226)에 따르면 피동(被动passive)에서는 행위의 객체(客体object)또는 대상이 문법적 주어로 나타나고

서술어에 나타나는 행동의 주체는 행위자(行为者doer)라고 부르고 행위의 영향을 받는 존재는 피동주(被动主
undergoer, receiver, patient)이라고 하였다. 피동법의 유형을 보면 어휘적 피동, 접미사 피동, 통사적 피동 등 3가
지의 피동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휘적 피동은 ‘맞다’,‘되다, 받다, 당하다’등이 대표적이고 접미사 피동의 피동
사는 타동사의 어근에 피동의 기능을 가진 접미사‘-이-, -히-, -리-, -기-’중 하나를 더하여 이루어진다. 통사적
피동은 ‘-어/아지다’라는 표현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피동 접미사를 이용하지 않고 타동사의 어간에 어미‘어/
아’와 ‘지다’가 결합된 ‘어/아지다’의 통사적 구성을 통하여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행동주 표지에 있어서 행동주의 [유정성] 여부에 따라 행동주 표지를 선택하되, 주로 ‘-에게, -에, -（으）로, -에

의해’등 표지가 예를 들 수 있다.
黎锦熙（1924）에 따르면 중국어 피동문은 대체로 타동사를 사용하여 주어가 사람의 동작을 받는 상황을 설명하
는 한 문장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王力，吕叔湘 등의 학자들은 중국어 피동법에 관련된 분석에서 중국어 피동문의
유형은 크게 형식적 피동, 의미적 피동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 피동은 피동의 대표적 표지인
‘被’를 동반하며 이와 동일하게 문장속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전치사가 ‘叫，让，由，给’
등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피동의미를 가진 동사 ‘受，遭，由……’가 나타나는 문장도 피동문이다. 이에 반해 ‘椅
子修了.의자가 고쳐지다. ’와 같은 예문에서 ‘椅子’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행위 동작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능동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의미상의 피동은 피동 표지가 없어서 피동문의 주제가 무정 또는 추상인
경우가 많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능동문과 구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3.

연구방법
한중 피동법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한중 피동법의 대조연구, 한중 피동법 번역에 관련된 연구, 학습자의 피동

법 학습에 관련된 오류 연구가 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중(중한) 양국언어로 상호 전환 시 번역전
략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하고, 특히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많지 않다. 한국어
피동은 중국어에 비해 형식적이고 유형화시킬 수 있지만 중국어 피동법 중 형식적 피동은 한국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피동표지가 없는 의미적 피동은 한국인이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방법에서는 한국 소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과 중국 소설 위화의 “인생” 두 문학작품에
서 추출된 원문 텍스트와 두 문학작품의 번역본에 대응하는 번역문을 병렬말뭉치로 연구대상을 선정하
였다. 이 두 현대 소설을 통해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의 전형적인 피동표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
며 작품성이 뛰어난 베스트셀러 소설이기 때문에 연구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어 피동문의 번
역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한국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나타난 한국어 피동문 총 143개를 뽑았는데, 이를
한국어 피동문의 유형에 따라 어휘적 피동문, 접미사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중 피동문의 번
역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직역과 의역의 번역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다음은 중국어 피동문의 번역양상을 살
펴보기 위해 중국어 소설 “人生（인생）”에서 중국어 피동문 총 118개를 뽑았는데 이를 중국어 피동문의 유형에
따라 형식적 피동과 의미적 피동으로 나눠 각각의 번역양상을 확인했다. 이를 다시 직역과 의역의 번역방법을 기준
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직역은 원천 텍스트의 피동문을 도착어 텍스트의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
역은 원천 텍스트의 피동문을 도착어 텍스트에서 피동문이 아닌 능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한국어 피동법 한중 번역양상 분석
먼저 한국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나타난 한국어 피동문 유형은 아래 [표1]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이 작품

에 대체로 나타난 피동문은 어휘적 피동과 접미사 피동이다. 그리고 번역방법에 있어서 직역보다 의역한 경우가 비
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설과 같은 표현중심 텍스트 번역시 대체로 의역의 방법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피동문의 종류에 따른 번역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1]소설 ‘92년생 김지영’ 한국어 피동문을 중국어의 번역양상 통계
한국어 피동문 유형

어휘적 피동

번역방법

중국어 번역양상

직역

형식적 피동문被, 遭

15개

의미적 피동문

21개

의역

생략
능동문

개수

2개

접미사 피동

의역

60개
20개
3개

형식적 피동문

5개

의미적 피동문

15개

생략

42개

능동문

10개

오역
통사적 피동

개수

18개

오역
직역

36개

21개
75개
52개
1개

직역

의미적 피동문

1개

1개

의역

능동문으로 번역

9개

9개

10개

4.1 한국어 어휘적 피동문의 번역양상
한국어의 어휘적 피동문을 직역하는 것은 한국어 피동문을 중국어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한국어의 어휘적 피동문을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과 의미적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의 형식적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주로 ST에서 [+유정성](생물, 인간 등)의미자질을 가진 피동주
가 출현하는 경우이다. 한국어 어휘적 피동문에서는 주로 행동주 표지 ‘-에게, -에 의해서’등을 사용함으로써 문
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이와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문에서도 주로 전치사‘被，遭’등을 사용함으로
써 행동주가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여 피동주 표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1]에서 ST의 피동주는 ‘막내’
이며 행동주는 ‘김지영씨’이다. 이 문장에서는 행동주가 피동주에게 ‘꿀밤을 맞다’라는 행동을 초래한다.
다음은 한국어 어휘적 피동문을 중국어 의미적 피동으로 직역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 피동문
은 대부분 [-유정성](물건, 추상적 명사 등)피동주가 출현하면서 행동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하
게 중국어 의미적 피동문에서도 행동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문2]를 보면 ST의 피동주인‘진로’
가 [-유정성]이고 추상적인 어휘이며 피동사는 ‘보장되다’이다. 중국어로 번역 시 피동표지 없는 의미적 피동문
‘出路(피동주)有保障(동사)’으로 번역했다. 피동표지는 따로 없지만 중국어에서는 ‘出路’가 ‘保障’이라는 동
작을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미적 피동에 속한다.
[예문1]
ST: 막내는 면발을 호로록 들이켜며 눈치 없이 투덜거리다 김지영씨 에게 꿀밤을 한 대 더 맞았
다.
TT: 老幺一副事不关己的样子，自顾自吸着面条，于是又被金智英敲了一下头顶。

[예문2]
ST: 혹시 진로가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이야?
TT: 是因为未来出路比较有保障？
다음은 한국어 어휘적 피동문을 중국어로 의역하는 경우이다. 이는 한국어 피동문을 중국어의 능동문으로 번역하
거나 피동사를 생략해서 번역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예문3]은 한국어 형식적 피동문을 중국어 능동문으로 번역하
는 예이다. 한국어 ST에서는 ‘법안이 제정됐다’라는 피동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식성과 객관성을 보여준다. 하지
만 중국어의 피동법은 주로 화자에게 불쾌를 유발할 때 쓰임으로 중국어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한, 중국어는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 주로 능동문을 쓴다. 소설내용에서 소설 주인공인 김지영은 남녀평등을
원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 김지영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TT처럼 피동문이 아닌 능동문으
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하지만 TT와 같이 능동문으로 번역할 때 주어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문에 생략된 주어 ‘정부’를 번역문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다.
[예문3]
ST: 김은영 씨가 스무 살이던 1999년에는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TT: 金恩英二十岁那年，也就是1999年，政府制定了禁止性别歧视的相关法律。
4.2 접미사 피동문의 번역양상
한국어 접미사 피동문을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 ‘피동주+전치사被+행동주+동사’로 번역하는 것은 [예문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미사 피동문은 대부분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예문4]
ST: 김지영 씨는 남자 친구에게 업혀 무사히 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무사하지 못
했다.
TT: 金智英最后是被男友背回家的，但两个人的关系也从此出现了裂痕。
접미사 피동을 의역하는 경우는 능동문으로 번역하는 것과 피동의미를 생략해서 번역하는 것으로 나눈다. 생략해
서 번역하는 경우는 [예문5]를 예로 들 수 있다. ST의 ‘그렇게 찍힌 사진’을 중국어에서는 생략해 피동주인 ‘사
진’만 번역했다. 이처럼 생략에 대한 번역양상은 대부분 접미사 피동사를 생략해서 번역했다. 한국어의 접미사 피
동구조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때 중국어에서는 명사 앞에 긴 관형어를 취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생략해
서 번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어에는 ‘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구조보다 간결한 ‘주어와 술어’의 문장
구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어 능동문으로 의역하는 양상은 한국어 피동문의 피동주가 인체의 일부인 경우이
다. [예문6]에서는 ‘손이 떨렸다.’를 중국어 능동문‘手发抖’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중국어의 신체와 관련된 어
휘는 사람의 신체일부로서 행동주라고 인식해 신체부위는 문장의 피동주가 될 수 없다. 다만 ‘我的手被石头砸了。

（내 손은 돌에 찍혔다）’처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는 피동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
[예문5]
ST: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남자 보안 요원과 그렇게 찍힌 사진을 돌려 보는 남자 동
료들. 강혜수 씨는 이제 세상 어떤 남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TT: 不论是在厕所里装设偷拍针孔的男性保安，还是传播那些照片的男同事，都令姜惠秀觉得世界上已
经没有可信的男人。
[예문6]
ST: 그때는 그저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다시 상황을 복기하고 있
으려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이 떨렸다.
TT: 当时她只觉得不知如何是好，也感到丢脸，所以一心只想着逃离现场，但事后回想，她不禁气到脸
颊涨红，甚至手都会发抖。
5.

중국어 피동법의 중한 번역양상 분석
다음은 중국 소설 <人生>에서 나타난 피동문을 유형에 따라 형식적 피동, 의미적 피동으로 나누었다. 통계결과에

따르면 번역방법에 있어서 직역보다 의역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중국어의 피동문을
한국어의 능동문으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음은 한국어 피동문의 종류에 따른 번역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5.1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 번역양상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은 ‘被，遭’등 전치사로 표지된 문장을 말하는데 다음은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을 한국어
피동문으로 직역하는 번역 양상이다. 이는 주로 한국어의 접미사 피동이나 어휘적 피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보통 행동주와 피동주는 모두 [+유정성]의미자질을 가진다. 아래 [예문7]을 보면 중국어 피동문 구조인 ‘家珍被拖
走’의‘拖끌다’는 한국어 접미사 피동사‘끌리다’로 번역했다. 피행동주가 의지대로 주인공인 ‘我’옆에서 떠
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문7]
ST: 家珍那天晚上被拖走后，我就开始倒霉了.
TT: 그날 저녁 자전이 끌려 나간 뒤로 나는 재수가 옴 붙었지.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을 한국어 능동문과 사동문으로 나타내는 번역양상은 의역의 번역방법에 속한다. 먼저, 중국
어 피동문 안의 피동사가 한국어에서 이 피동사와 대응하는 동사의 피동형이 없는 경우이다. 아래 [예문8]중국어 원
문의 피동 구조‘田里的棉花已被收起’에서 ‘棉花’는 피동주이고 행동주를 생략하며 ‘收거두다, 수확하다’라는
동사가 전치사 ‘被’를 통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한국어에는‘거두다’의 피동형이 존재하지 않아 한
국어 번역문에서는 능동문으로 나타난다. 원문에서의 피동문은 그 당시의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여자

몇몇, 그들’ 등의 인물묘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문의 의역은 문맥상 자연스럽다.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
을 한국어 사동문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예문9]를 예로 들 수 있다. ST에서 ‘才睡下就被我叫醒’는 한국어로 사동
형 구조인 ‘잠든 사람을 깨우다’로 표현했다. 행동주체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중국어 동사 ‘叫’는 한국어와 대응하는 피동형 ‘불리다’가 있지만, ‘불러 깨우다’라는 표현으로 구성
된 TT’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예문8]
ST:

那天午后，我走到了一棵有着茂盛树叶的树下，田里的棉花已被收起，几个包着头巾的女人正将棉秆拔出来，她们

不时抖动着屁股摔去根须上的泥巴。
TT: 그날 오후 나는 잎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 면화는 이미 다 거둔 뒤였고,
밭에서는 수건 쓴 여자 몇몇이 면화 줄기를 뽑고 있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엉덩이를 흔들
며 면화 뿌리에서 진흙을 털어내고 있었다.
[예문9]
ST: 那妓女嘟嘟囔囔背着我往城门走，说什么雷公不打睡觉人，才睡下就被我叫醒，快说我心肠黑。
TT: 그녀는 투덜거리며 나를 업고 성문 쪽으로 갔지. 천둥도 자는 사람은 깨우지는 않는 법인데, 이제 막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걸 보면 내 심장이 시커멀 거라더군.
TT’: 그녀는 투덜거리며 나를 업고 성문 쪽으로 갔지. 천둥도 자는 사람은 깨우지는 않는 법인데, 이제 막 잠든
사람을 불러 깨우는 걸 보면 내 심장이 시커멀 거라더군.
5.2 중국어 의미적 피동문의 번역양상
중국어 의미적 피동문을 한국어로 번역시 번역가가 대부분 의역의 방법으로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방법으로 번역
된 문장은 중국어 피동문의 행동주가 약한 동작성을 지닌 경우와, 행동주가 장소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행동
주가 동작성이 약할 때 중국어에서 행동주가 유정물인 경우도 있지만 무정물인 경우도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무
정물이 행동주체인 경우가 드물다. [예문10] 원문에서 ‘是风吹的’의 의미적 피동구조는 ‘是被风吹动的’라는 뜻
인데 중국어에서 행동주는 ‘风(바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의 인식속에서는 ‘바람’이 행동주가 될 수 없다.
元莲仙（2010재인용）木村英树（1997）에 따르면 동작성이 없는 사물은 동작이 발생한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피동문의 행동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어 피동문에서 ‘행위로 인한 동작을 강조하는 것보
다는 원인결과의 관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결과의 관계는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예
문10] TT처럼 앞 문장의 원인을 한국어 연결어미 ‘-어/아서’를 사용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야’라고 번역
할 수 있다. TT’처럼 번역문에서 피동사가 드러나도 TT와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문10]

ST: "爷爷，你为什么动呀？"
我爹说：“是风吹的。”
TT: “할아버지, 왜 움직이세요?"
그러면 아저비는 이렇게 대답하셨다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야"
TT’: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거야"
[예문11]처럼 중국어에서 피동주는 장소와 관련된 단어가 될 수 있지만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부사어 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문11]에서는 ‘그 주사위’가 피동주가 될 수 없고 ‘구멍’을 추가해 피동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주사위에는 구멍을 뚫어서 수은을 넣어두었는데’로 번역했는데 ‘에’는 동작이 발생하는 장
소뒤에 쓰여 부사어의 역할하고 있다. [예문11]원문과 번역문에서 행동주는 나타나지 않는다. 朱德熙（1982：95）
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주어는 만약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생략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이와 같
은 특징은 한국어의 행동주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언어의 특징과 비숫하다.
[예문11]
ST: 那副骰子里面挖空了灌了水银。
TT: 그 주사위에는 구멍을 뚫어서 수은을 넣어두었는데, 그렇게 내리치니까 수은이 아래로 가라앉더라구.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소설 <82년생 김지영>과 이의 번역본 및 중국어 소설 <人生>과 이의 번역본을 연구대상으로

한국어 피동문의 번역양상과 중국어 피동문의 번역양상을 확인하였다. 먼저 한중 번역시 한국어 피동문의 번역양상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어 어휘적 피동문은 중국어로 직역하는 경우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과 의미적 피동문으로 번
역하는 두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주로 ST에서 [+유정성](생물, 인간
등)의미자질을 가진 피동주가 출현할 때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에 해당 피동의미를 가진 어휘를 중국어
전치사 ‘被，遭’ 등과 동사의 구조로 번역했다. 한국어 어휘적 피동문에서는 주로 행동주 표지 ‘-에게, -에 의해
서’등을 사용함으로써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이와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문에서도 주로 전
치사 ‘被，遭’등을 사용함으로써 행동주가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동주 표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한국어의 어휘적 피동문을 중국어의 의미적 피동으로 직역하는 양상은 보통 한국어 피동문에는 대부
분 [-유정성](물건, 추상적 명사 등)피동주가 출현하고 행동주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중국어 의미
적 피동에서도 행동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어 어휘적 피동문을 중국어로의 의역하는 번역전략을
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어의 능동문과 피동사를 생략해서 번역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능동문으로 번역하
는 경우 중국어의 피동표현은 공식성과 객관성을 보여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피동표현을 통해 공식성과

객관성이 나타날 때 중국어의 능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한국어 접미사 피동을 중국어로 직역할 때 중국어의 형식적 피동문 구조인 ‘피동주+전치사被+행동주+동사’
의 번역양상이 나타났는데 접미사 피동문은 대부분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으로 직역할 수 있었다. 한국어 접미사 피
동을 중국어의 의미적 피동으로 직역하는 경우는 피동주가 [-유정성]의미자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국
어 접미사 피동문을 중국어 의미적 피동문으로 직역 시 원문과 번역문에서 모두 행동주가 드러나지 않았다. 접미사
피동문을 의역하는 경우는 능동문으로 번역하는 것과 생략해서 번역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생략해서 번역하는 경우
는 한국어의 접미사 피동구조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중국어에서 명사 앞에 긴 관형어를 취하지 않
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접미사 피동 수식 구조를 생략해서 번역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어 능동문으
로 의역하는 양상이 한국어 피동문의 피동주가 인체의 일부인 경우 중국어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다음은 중한 번역시 중국어 피동문의 종류에 따른 번역양상을 확인한 결과다. 중국어 형식적 피동문은 대체적으
로 피동주나 행동주가 [+유정성]의미 자질을 가진다. 이는 직역방법으로 한국어의 접미사 피동이나 어휘적 피동으
로 나타난다. 그 외의 경우는 한국어 능동문으로 의역했다. 이는 중국어 원문 안의 피동의미가 한국어에서 이와 대
응하는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어 의미적 피동문을 한국어로 번역시 대부분 의역의 방법으로
번역했다. 중국어 피동문에는 행동주가 약한 동작성을 지닌 경우와, 행동주가 장소인 경우를 들 수 있다. 먼저 행동
주가 동작성이 약할 때 중국어에서 행동주가 유정물인 경우도 있지만 무정물인 경우도 있고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무정물이 행동주체인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는 중국어에서 동작성이 없는 사물도 동작이 발생한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피동문의 행동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결과의 관계는 한국어 연결어미 ‘-어
/아서’를 사용하여 중국어 원문의 피동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피동주는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중국
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조사‘에’를 통해 부사어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동문의 한중 중한 번역양상을 확인했는데 중한(한중)통번역학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길 바란다. 향후 많은 텍스트를 분석하하는 연구가 절실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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