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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교수님의 발표는 번역이 우리 일상 생활과 제도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잘 보여줍니
다. 현재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서 인문학 분야 인기 키워드 1위가 ‘번역’이라는 것 역시 번역이 각
학문에 깊이 관여함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통
시적 기술을 볼 수 있었고 학제 간 연구를 제시하셨는데,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검색어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볼 때, 본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흥미롭습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과 어휘는 상당 부분 번역을 통해 수용되었습니다. 동성애나 성소수자의 개
념도 종래 우리 문화권에 이미 있었으나 번역을 통해 어휘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어휘 중에도 faggot,
dyke와 같이 아직 ‘맞춤한 단어’가 없는 경우 정착 과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PC) 운동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나 차별어로 기능하는 단어들이 시간 차를
두고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볼 때 번역어는 한 사회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흥미롭습니
다.
이러한 어휘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번역학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개별 작품 위주의 연구
보다는 사전 편찬이나 어휘 연구 등 국어학이나 언어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더욱 유의미한 연
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관련 표현이나 지칭어 중 아직
맞춤화된 용어가 없는 경우 이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특정 표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휘가 확립되
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개화기에는 중국과 일본을 거쳐 번역이 되거나 번역어가 그대
로 수용되면서 기표가 한자인 경우가 빈번했지만, 현대에는 서구의 어휘가 직접 수용되면서 영어 어
휘가 차용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음차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도 합
니다. 이러한 분야는 국립국어원의 주요 분야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편 번역학에서는 어휘장 측면의 연구 이외에도 성소수자 문학이나 희곡, 영화 등의 전반적인 수
용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재번역 사례를 통해 시대적 어휘 변화 부분까지는 보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인 맥락화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기존 연구처럼 번
역자의 가치관에 따라 어휘가 서로 다르게 번역되는 양상,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번역 실천, 곁텍스트

를 통해 드러나는 번역서의 수용 등의 다양한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찰 결과가 어떠어떠하다고 하는 기존의 기술적인(descriptive) 접근 이외에, 왜 그렇게 번역되었
는지와 같은 사회적 맥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인접 학문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요컨대, 어휘 체계와 관련된 맥락화와 전반적인 수용과 관련된 맥락화를
위해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