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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
2.
3.
4.
5.
6.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의 중요성과 가치의 논의 피로감
개론적 접근보다는 장르별 각론적 접근의 필요성 절실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이타성에 대한 고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의 주제적, 장르적 다양성 중요 (뷔페)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서 희곡 번역 부재의 문제의식 공유
‘필요해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함으로써 필요해진다’
라는 번역의 실질적 역할과 가치 인식 제고
7. 연구목적:
1) 한국 희곡 영어번역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공유
2) 한국 희곡 영어번역의 교육적 활용방안 가능성 모색

2. 연구배경
1. 한국문학 영어번역의 주요 장르별 출판 현황 (2001-2021)
소설: 133권 / 시: 106권 / 희곡: 12권 (단행본 기준)

<출처: 한국문학번역원 『2021 사업연감』 통계자료 (2001-2021)>

2. 연구배경
2. 세계문학 시장에서의 장르별 불균형 현상 (노벨문학상 사례)

2. 연구배경
3. 장르별 특성을 극대화 하는 번역과 홍보 전략 필요
4. 20세기 일본 현대희곡 작품의 영어번역 현황 (2005년 기준)
단행본: 186권, 개별 작품: 300여 편 (J. Wetmore Jr., 185)
5. 희곡 장르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이해의 환경에서 희곡번역
의 문학적 접근 한계
6. 저조한 한국 희곡 영어번역 현황은 저조한 학술적 관심과 연
구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7. 2001~2021년 한국문학 영어번역 누적 출판 권수: 295권

<출처: 한국문학번역원 『2021 사업연감』 통계자료 (2001-2021)>

3. 문제제기 (영어번역서 출판현황)

3. 문제제기 (한국희곡 번역 연구현황)

3. 문제제기
1.
2.
3.
4.

문학번역에서 장르 간 균형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근거 미미
번역의 부재는 작품 존재의 부재와 관심의 부재로 이어짐
작품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번역 필요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낮은 시인 비율이나 시인의 현실적 위
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번역에 대한 높은 연구 관심 주목
5. 한국희곡 영어번역의 가치나 활용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희
곡 장르에 대한 관심과 이해, 경험 부족의 결과
6. 희곡 번역에 대한 다양한 기회와 도전 존재
7. American Society of Theatre Research (ASTR): “ASTR
will offer an award for an outstanding translation into
English of a work in the field of theater and
performance studies.”

3. 문제제기

4.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
1. 외국어 희곡/연극의 한국어 번역과 관련된 교육적 활용 가
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
2. 한국 희곡의 외국어 번역도 교육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 가능
성 모색 가능
3. 외국 희곡/연극의 한국어 번역 관련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과 번역 사이의 번역학자들의 학문적 접점 모색
필요
4.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칠 수 없는 분야는 학문으로서의 존재
가치나 지속가능성 상실

5. 교육적 활용 방안
1. 교실 연극의 소통적 학습 가능성 모색
1) 문학성과 연극성이 텍스트의 내적 자질에 있다면, 공연성
은 교실 상황에 존재 (강진우, 89)
2) 교실 연극은 사고와 표현에 관한 학습 활동이 되며, 극문
학 학습과정이 됨 (강진우, 90)
3) 교실 연극은 읽기와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언어사용 기
능을 극대화함 (강진우 98)
2. 교육 연극의 이중 언어 교육 가능성 모색
1) 교육 연극을 제2언어, 외국어 습득에 적용하는 방안 모색
2) 모방과 역할놀이 통한 언어 학습 확장 효과 (한규용 480)
3) 교육 연극의 언어장애치료적 효과 활용 (한규용 494)

5. 교육적 활용 방안
3. 원어 연극의 외국어 학습 효과 동기부여 유도
1) 희곡 번역을 경험한 학생들의 원어 희곡에 대한 관심증대
2) 연극 연습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학생들이 발음이나 억양
에 대한 지적을 연기 지도의 일부로 적극 수용 (김진나, 163)
3) 등장 인물이 학생을 보호해주는 겉옷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학생들의 자신감과 적극성 고취 효과 (Cammack, 168)
4) 등장인물과의 동일시와 몰입을 통해 연극 대본 연습과정
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음과 억양, 톤을 습득하는 언어습득
효과

5. 교육적 활용 방안
4. 인도 네루대 사례
<이강백의 『결혼』>

<이강백의 『파수꾼』>

5. 교육적 활용 방안
5. 한국 희곡의 영화/TV드라마 한류화 전략적 연계 모색
- 희곡 ‘칠수와 만수’ (오종우)  영화 ‘칠수와 만수’ (1988)
- 희곡 ‘돌아서서 떠나라’ (이만희)  영화 ‘약속’ (1998)
- 희곡 ‘날 보러와요’ (김광림)  영화 ‘살인의 추억’ (2003)
- 희곡 ‘이(爾)’ (김태웅)  영화 ‘왕의 남자’ (2005)
- 희곡 ‘박수칠 때 떠나라’ (장진)  영화 ‘박수칠 때 떠나라’
(2005)
- 희곡 ‘웰컴투동막골’ (장진)  영화 ‘웰컴투동막골’ (2005)

6. 나가는 말
1.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서 한국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접근하
는 방식과 해외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접근하는 방식 상이
2. 한국 희곡 영어번역의 부재에 대한 비판적 고민 필요
3.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 소설은 서사의 주제와 방식이, 한국 시
는 시어의 상징성과 확장성이, 한국 희곡은 대사의 압축성과
즉시적 맥락 구축성이 관심의 대상
4. 한국 희곡 영어번역의 공연성 극대화를 위한 대사의 압축성과
맥락 구축 전략 필요
5. 한국 희곡 영어번역의 다양화와 확장성 통해 해외 대학 한국
어 관련 학과에서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 방안 제시
6. 한류와 연관성 가지는 한국 희곡작품 영어번역 선집출판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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