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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 기술의 발달
- Web 2.0: 정보 소비자가 생산자
- 번역/커뮤니케이션 툴 발달
2) 적극적 사회 참여 의지
- 정치, 교육, 문화 전파

3) 전문적 번역 기술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 TED, Google Translate, Papago, Viki, Flitto 등

누리꾼과 누리꾼 번역
1) 누리꾼 번역 명칭 분류
분류 기준

주체 중심

참여자 간
상호작용 중심

공동체 중심

명칭

팬 번역
아마추어 번역/비
전문가 번역
사용자 생산 번역

협업 번역
크라우드소싱 번
역

공동체 번역
자원봉사 번역

2) 누리꾼 번역
웹이라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번역
전문가/비전문가로 한정(아마추어 번역/비전문가 번역)하거나 매체 한정(팬 번역)하지 않음

누리꾼 번역의 긍정적 측면
1) 전문가 번역 오류 지적: SNS,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
- 케이블, 영화 등 오류
- 뉴스 번역 오류
2) 언론사의 게이트키핑 극복
- 뉴스 페퍼민트, 뉴스 프로

3) 다양한 콘텐츠 경험
- 해외 방송: 뉴스, 스포츠 경기 자막
- 해외 영화: 드라마, 영화 자막
- 해외 누리꾼 반응: 뉴스나 소식에 대한 각국의 누리꾼 반응 번역
4) 번역 형식의 다양화
- 다양한 자막 색깔, 형태, 위치
5) 번역 자원 확대
- 전문가 번역 외에도 비전문가 번역: 종류별로 필요 능력 다양화

누리꾼 번역의 부정적 측면
1) 미흡한 번역 전파 및 공유
2) 번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오역=의역 : 의역은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3) 저작권 등 법률 위반
- 자막 포함에 따른 영상 저작권 위반
4) 노동 착취
- 봉사 번역(volunteer translations)이라는 미명으로 기업에서 무료 봉사 요구(Coursera)
- 터무니 없이 저렴한 요율
- 번역 플랫폼 회사에서 번역 데이터 2차 가공해 수익 창출

전문가의 역할
1) 번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
- 의역과 오역
- 올바른 번역에 대한 이해
2) 법률 위반에 대한 교육
- 구체적인 저작권 위반 사항
- 번역 공유 시 유의할 점
3) 번역자들의 권익에 대한 인식 고취
- 번역에 대한 권리
- 번역물의 가공에 관한 권리
4) 적절한 법안 마련
- 정부/법률 기관과 협력
-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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