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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발제집

2020 MEDIA TRANSLATION SYMPOSIUM

영화 부문 

QR코드를 찍으시면 
관련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MEDIA
TRANSLATION
SYMPOSIUM

·한국영화 외국어 번역 현황과 제언 

-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주익 

   ·번역, 우리 영화가 세계와 만나는 첫걸음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장 김경만

   

·독립영화 번역의 현재와 미래 : 상업영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들꽃영화상 집행위원장 달시 파켓(Darcy Paquet)

   

·한국독립영화의 해외 진출 사례와 과제 

-인디그라운드 센터장 조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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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외국어 번역의 
현황과 제언
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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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익

- 영화 제작자

- 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

- <만추>, <워리어스 웨이>, <묵공>, <칠검>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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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번역과자막번역

대본번역과자막번역

• 마케팅 영화제 출품 수출을 위한 번역

Miracle in Cell No.7 
2013

TaeGukGi :
Brotherhood Of War 
2003

목차
• 대본 번역과 자막 번역
• 언어별 번역의 사례
• 제언
- 변화하는 세계 관객
- 한국내 수출을 위한 자막 작업

• 구체적 실행방안 및 의견수렴

대본번역과자막번역

• 마케팅 영화제 출품 수출을 위한 번역

Masquerade 
2012

The Concubine 
2012

슬라이드 2 슬라이드 4

슬라이드 3 슬라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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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캐스팅 합작제작 등을 위한 대본 번역

대본번역과자막번역

The Last Stand
2013

The Warrior’s 
Way
2010

언어별번역의사례

• 투자유치 캐스팅 합작제작 등을 위한 대본 번역

대본번역과자막번역

Snowpiercer
2013

• 투자유치 캐스팅 합작제작 등을 위한 대본 번역

대본번역과자막번역

Late Autumn
2010

Stoker
2013

슬라이드 6 슬라이드 8

슬라이드 7 슬라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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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번역의사례(일본어-중국어)

Kurosawa Akira
Seven Samurai
1954

Yojimbo
1961

King Hu Chang Cheh

제언: 변화하는세계관객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2000

Life Is Beautiful
1997

언어별번역의사례(영어-중국어)

A Better 
Tomorrow
1986

EAT, DRINK,
MAN, WOMAN
1994

Once Upon A
Time In China
1991

제언: 변화하는세계관객과
한국내수출을위한자막작업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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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실행방안및의견수렴

Parasite 
2019

제언: 한국내수출을위한자막작업

GangNam Style
PSY BTS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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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 이주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

를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영화가 잘되

니까 이웃 나라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 발전의 비결에 대하여 연구도 많이 하고 각종 의견이 나오

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결같이 들리는 이야기가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그렇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 정부의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이 일심동체가 되어 한국영화의 세계적 

진출을 돕기 위해 잘 짜여진 장기플랜을 실행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영

화가 잘되니까 질시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상상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 반드시 음모론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과문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영화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어떻게 번역의 수준을 높일 

지 전문가들이 모여 세미나를 열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주최해주신 관계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화가 번역되어 외국의 관객들과 만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역은 크게 나누어 인바운드 번역과 아웃바운드 번역이 있지요. 인바운드 번역

이란 각종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를 우리나라 관객을 위하여 한글 자막을 달거나 한국어 더빙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웃바운드 번역은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영화를 외국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막이나 더빙을 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아웃바운드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쪽으로의 번역만 발전하는 법은 없으므로 인바운드 번역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아웃바운드 번역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는 완성된 영화의 자막을 만들어 상영하기 위한 자막 번역이 있습니다. 이 자막 

번역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룰이 따릅니다. 전문적인 것은 뒤에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화를 더빙하

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자막 번역 말고 더빙 번역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유럽이나 중남

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더빙으로 영화를 감상합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참고로 그렇

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웃바운드 번역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생산되어나가는 언어의  

구사력이 뛰어난 분들이 더 적합합니다. 완벽한 바이링구얼이라면 이상적이겠지만 어느 나라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영어가 모국어이고 제2

언어로 한국어의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경우보다 더 적

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실력만이 아니라 생산되는 언어권의 문화에도 정통하여

야 그들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표현과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의 번역 에피소드는 여기 와 계신 분들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달시 파켓이라는 훌륭

한 번역가가 있어 외국 관객들의 이해도를 염두에 두고 번역하지 않았다면 그런 훌륭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 과정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합작영화

를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번역 작업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원하는 배우나 스태프를 설득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읽고 감동할 수 있도록 대본 번역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본 번역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대화

뿐만 아니라 지문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 세계 영화계에서 지문은 완성된 화면에서 어떤 장면

을 그리려고 하는지 설명하는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를 잘 지켜야 외국인들

이 오해 없이 잘 읽고 이해하지요. 물론 진짜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대사입니다. 

그다음에 영화가 완성되면 각종 영화제나 마켓에 판매하기 위한 자막 번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러 언어가 필요한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언어 말고도 앞으로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언어들에서도 자막 번역 전문가가 나오

고 또 그러한 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나름대로 훌륭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한국영화의 수출에

도 도움이 될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닌 한국영화를 한국에서 개봉할 때 각종  

외국어 자막을 달아 상영하는 상설관을 만들거나 자막을 달아 상영하는 것을 상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외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는, 앞으

로 전보다도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한국영화

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개봉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 방법은 없습니다. 자막이 없기 때

문에 해득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한국영화가 규모가 큰 경우에는 500개 스크린 이상 확보하여  

상영을 하고, 많은 영화들이 200개 스크린 이상 확보하여 개봉을 합니다. 이 가운데 열 군데 영화관  

이상이 자막을 달아서 개봉한다면, 그리고 그걸 관광공사, 여행사, 각종 정보 사이트에서 홍보한다

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관광코스도 될 것이고 또 이를 위해 일부러 한국을 찾는 중국

이나 일본의 관광객도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CGV, 메가박스, 롯데 등의 대형 체인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 버전을 맡아서 한다든가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막 번역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 산하기관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배급사로서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한국영화 한 편을 개봉할 때 편당 수십 억의 홍보비를 씁니다. 그에 비하면 자막을 다는 작업 

비용은 아주 미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화제 출품을 하거나 마케팅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 

이중의 낭비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역내 수출 즉 한국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한국영화의 수출 

이라고 봅니다. 이는 이런 경제적 효과 말고도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영화 자막 번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많은 숨은 인재들을 이런 작업을 계기로 발굴하고 훈련하며 

또 실습도 하는 과정으로 사용한다면 일석이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훌륭한 자막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그 해당 국가의 문화와 영화에 애정을 가지고 또 훌륭하게 언어도 구사하

는 이중언어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좋은 외국어 번역을 위해서는 언어별로 숨어 있는 

제2, 제3의 달시 파켓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200만, 러시아 및 중앙아시

아에 30만, 미국에 150만, 일본에 60만 등 많은 해외 동포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 동포와 세계 곳

곳에서 수학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도 우리에게는 마음 든든한 인적 자산입니다. 이들 가운데 실력

을 구비하고 영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많은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하고 한국영화 자막 번역 전문

가로 양성한다면 한국영화의 자막 수준은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가하여 한국

영화 자막 번역이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그 수준이 높아지겠다고 확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영화 외국어 번역 현황과 제언

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 이 주 익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번역, 우리영화가 세계와 
만나는 첫걸음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 팀장 김경만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김 경 만

-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장

- 2018, 2019 「한류백서」 영화부문 집필

MEDIA
TRANSLALL TIOAA N
SYMPYY 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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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해외진출과정

한국영화의해외진출과정

• 프랑스 칸영화제

• 독일 베를린영화제

• 캐나다 토론토국제영화제

영화제

필름마켓

• 칸, 베를린, 토론토, 홍콩, 도쿄, 부산

목차
•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과정

• 영화 자막 제작 방식과 구조

• 번역가 양성과 번역 관리의 중요성

한국영화의해외진출과정

해외관객과 만나는 첫 관문: 국제영화제 마켓

한국영화

영화제

필름마켓

세상에 최초로 공개되는 장

슬라이드 2 슬라이드 4

슬라이드 3 슬라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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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자막제작방식과구조

영화자막제작방식과구조

해외 관객과 만나는 다양한 경로

극장 온라인
스트리밍

DVD 
블루레이 TV 방영

재외공관 동호회
상영

불법
유포물

한국영화
해외세일즈사

영화제작사
(+감독)

누가 자막을 제작하는가?

번역가

한국영화의해외진출과정

• 영화 번역의 과정 제조 과정

- Translation보다 Production에 가까운 과정

• 영화제 공개, 국내 시사회, 국내개봉까지
계속 바뀌는 영화의 편집 과정

• 번역가와 세일즈 인력의 기술적인 호흡이 중요

슬라이드 6 슬라이드 8

슬라이드 7 슬라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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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양성과번역관리의중요성

번역가양성과번역관리의중요성

번역가 양성 인력풀 구축

한국영화 번역 관리

불법복제 컨트롤

연상호 <반도> (2020)

• 한국영화 번역의 95%는 한-영 번역
• 나머지 5% 미만

1) 해외영화제 초청작(칸영화제 프랑스어 등)
2) 재외공관 상영본(영화진흥위원회 제작)

영어 자막 or 
영어 자막 기반의 중역

해외에서 상영되는 한국영화의 번역

정확한 번역의 어려움

번역가양성과번역관리의중요성

• 한국영화, 이제 번역에 투자를 해야 할 때

• 번역에 대한 투자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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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소개

안녕하세요.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의 김경만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주익 대표님의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잘 말씀

해주셔서 부담이 됩니다만 이런 자리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에 힘을 

얻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개요 

오늘 제가 말씀 드릴 내용을 준비해주신 주최 측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셨는데요, 제목이 ‘번역, 

우리 영화가 세계와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영화의 번역을 이해하려면 영화가 어떻게 관객과 

만나는지, 아니 영화 번역이 어떻게 관객과 만나게 되는지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소 거칠지만 그 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번역과 영화 번역은 다릅니다. 이 말은 모든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

가 말씀드리는 차이는 문장의 결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제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

습니다. 제가 지켜본 영화 번역의 과정은 제조에 가까웠습니다. 이 화두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영화제와 마켓

한국영화가 해외에 선을 보이는 첫 자리는 일반 개봉 극장이 아니라 영화제와 마켓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듯 프랑스의 칸영화제, 독일의 베를린영화제, 캐나다의 토론토국제영화제가 대표적으로 한국

영화가 제일 먼저 선보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문은 상업영화와 예술, 독립영화 모두 

최근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상업적 목적만을 가진 영화가 아닌 이상, 크고 작은 국제영화 

제에 선보이는 것은 해외 진출의 필수조건입니다.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상영될 때, 영어 자막이 

기본적으로 붙게 됩니다(물론 칸영화제에서는 프랑스어, 베를린영화제에서는 독일어 자막이 붙습

니다).

2. 작품을 넘어선 비즈니스로서의 영화

그러나 영화제에서 영화만 보여주고 끝난다면 산업이 성립하지 않겠지요. 이런 국제영화제 바깥에

서는 치열한 비즈니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필름마켓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칸, 베를린, 토론

토 외에도 홍콩, 도쿄, 부산까지 영화제와 더불어 영화를 사고파는 필름마켓이 열립니다. 영화제에

서 상영된 영화뿐 아니라 각국의 세일즈사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판매하기 위해 총출동하는 자립

니다. 여기에서 선보이는 영화들에도 자막이 붙습니다. 바이어들이 직접 영화를 보고 이해를 해야 

하겠지요. 물론 영어 자막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영화제에 출품하고 마켓에 선보일 때에는 영화에 자막이 붙습니다. 이 때 최초의 외

국어 자막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전담하는 것이 한국영화 해외 세일즈사, 큰 배급사들의 

경우에는 해외 영업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 세 주체(제작사, 해외 세일즈사, 번역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며 자막을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제조 과정으로서의 영화 번역

제가 조금 전에 한국영화의 번역이 ‘제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번역은 상당히 기술적인 업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화는 계속 편집이 바뀝니다.

영화제에 선보이기 전까지 계속 편집이 되고, 영화제 공개 이후에도 편집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심

지어 국내 시사회 이후 공식 개봉일 전날까지 편집이 바뀌기도 합니다. 대사 한두 문장이 바뀌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면의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작업한 장면이 아예 날라가는 경

우도 있습니다. 번역은 여기서 부차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 스파팅이라고 하는데, 

1~2초의 미세한 편집 변화에 따라서 자막의 타이밍도 맞춰줘야 합니다.

한국영화 해외 세일즈사, 해외 영업팀의 주문을 받은 한국영화 번역가는 묵묵히 번역을 고쳐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편에 많게는 서너 차례의 수정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세일즈사는 이 

과정을 맞춰줄 수 있는 현업 번역가에게 작업을 맡깁니다. 새로운 번역가를 쓰는 시도도 없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모두 감내하며 결과물을 만들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4-1. 해외 관객을 만나는 접점

이렇게 해외 마켓을 통해 수출된 한국영화는 극장, 온라인 VOD, DVD 블루레이, TV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상영됩니다. 그리고 현지의 재외공관에서도 한국영화 상영회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기존에 제작된 한국영화의 자막이 붙습니다.

한편 일부 불법유통되는 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된 영상이 유출되면서 피해을 입는 

한국영화도 많습니다. 불법복제로 영화가 유통될 때에는 자막도 재야의 실력자(?), 다른 이름으로는 

불법 자막 제작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더더욱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결코 판권자가 원한 방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각 국가의 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4-2. 한국영화 자막의 언어별 비중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막은 타임라인이 붙은 텍스트 형태로 남겨지는데요, 물론 대부분이 영

어 자막입니다.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해외 영화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초청된 작품에 한해 칸영화제의 경우는 프랑스어 자막, 베를린영화제는 독일어 자막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의 번역가가 직접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극히 일부 영화는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나 러시아어, 

스페인어 자막도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외공관 상영이나 제한된 국가에 

포함된 소수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진출한 CGV나 롯데시네마 등 

한국 극장들이 현지에서 한국영화를 직접 배급하면서 현지어 자막도 붙입니다. 그래도 한국영화의 

번역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영어 중심입니다.

그러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 영어 자막 텍스트를 전달받

아서 다시 자국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중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현지 

배급사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된 현지어 번역이 있더라도 일일이 체크할 

여력이나 수정할 권한은 한국의 판권자에게 없다고 합니다.

영어로 제작되는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 

파견된 배급사의 지사가 이 자막을 모두 작업하고 체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화 

번역이 종종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 반대의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좀 전에 이주익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기생충>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던 만큼 한국영화의 외

번역, 우리 영화가 세계와 만나는 첫걸음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장 김 경 만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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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번역에 관심을 이끌어낸 거의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왜냐면 한국영화를 그렇게 많은 외

국인들이 본 경우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막을 부차적인 요소로만 생각했던 것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5-1. 한국영화 번역 투자에 대한 필요성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섭외받고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한국영화의 발전을 담당하는 직업

인으로서 한국영화의 수출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번역에 대해서는 고민

이 그리 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번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되었다고 도드라지는 번역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번역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가의 풀을 양성하고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5-2. 한국영화 번역을 위한 제언

먼저 번역가의 풀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은 분들이 메이저 

영화의 번역을 맡고 계십니다. 독립영화 쪽을 보면 더 빈약하고, 단편영화의 경우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 언어가 유창하다는 이유로 비전문 번역인이 품앗이하듯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하고 계시는 번역 콘테스트와 인력 풀 구축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룹

을 만들어서 단편영화부터 번역과 감수를 하며 훈련하는 과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상당

한 경력과 기술이 쌓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는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 영화진흥

위원회로도 간간이 번역가를 소개해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소개해드릴 방법이 막연해

서 아쉽고 부끄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번역가 풀이 탄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만 

이것 또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영화의 번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역본은 일종의 창작물

이고 저작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현지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번역

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외로 영화가 수출되었을 때, 한국어 번역이 컨트롤되지 않는

다면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영화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번역 풀이  

탄탄해지고, 영어 번역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인력들이 가세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감수부터 관리

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도 중요합니다. 최근 개봉했던 〈반도〉라는 영화는 아시아에서 거의 동시기

에 개봉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한국 관객들의 반응을 먼저 보고 개봉

규모를 정하는데, 〈반도〉의 경우 〈부산행〉이라는 큰 해외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각국  

배급사들과 조율을 통해서 개봉 일자를 맞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법유포를  

피해 우리가 정확하게 만든 자막을 붙여 한국영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길게 드린 말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영화의 해외 판매 활로는 고민을 했으

면서도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준비

하면서 한국영화 번역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

니다. 현업에서 한국영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도 번역에 대해서 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좋겠다, 

다양한 분들과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현업에 신경 쓰시느라 이 부분에 많은 진전이 없

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역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해외 많은 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영화를 제공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언어로 한국영화의 길을 확장할 수 있으며 결국 언어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춤으로써  

상품으로서의 한국영화가 세계시장에서 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번역과 한국영화가 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도 고민하고 현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독립영화 번역의 현재와 미래:
상업영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Translation of Korean Films: 
Mainstream vs. Independent Films
달시 파켓(Darcy Paquet)
들꽃영화상 집행위원장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달시 파켓

- 영문 웹사이트 ‘Koreanfilm.org’ 창립자

- 『New Korean Cinema : Breaking the Waves』 (2009) 저자

- 들꽃영화상 집행위원장

MEDIA
TRANSLALL TIOAA N
SYMPYY OSIUM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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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양질의 번역을 위해서 필요한 2가지

- 양질의 번역가

- 양질의 시스템

• 한국: 지난 20여 년간 체계 구축 및 성장

• 해외 배급사(International sales companies)가 주도적
역할

목차
• 개요
• 독립영화 감독들이 직면한 특수한 문제들
• 독립영화 자막 번역: 번역가의 관점에서
• 영화 자막 번역가 양성의 필요성
• 미래를 위한 제언

• 통상적 자막 번역 의뢰 절차
- 비공식적 채널/인맥을 통한 섭외

• 대다수의 번역가는 전문적 교육 수료자 X,
“현장에서” 번역 전반을 배워가는 시스템

개요

슬라이드 2 슬라이드 4

슬라이드 3 슬라이드 5



38 39

• 독립영화 감독들은 숙련된 번역가와 인맥이 없는 경우가
다수 외국어에 능통하지만 비전문 번역가에게
번역을 부탁하게 됨

• 자막 번역: 아주 특수하고 어려운 규칙이 적용
- 자막 전문 번역가가 아닐 경우 양질의 자막 제작이
불가능한 구조

독립영화감독들이직면한문제들 독립영화자막번역: 번역가의관점에서

• 독립영화 자막 번역의 낮은 요율
전문 자막 번역가가 선뜻 일하기 쉽지 않은 환경

• 그러나 번역가에겐 독립영화 자막 번역만의 장점도 존재
- 대사의 다른 스타일, 작업 환경의 차이 등

새로운 도전이자 영감일 수도

독립영화감독들이직면한문제들

• 해외 배급사 에이전트와 제작 초기에 매칭된 경우,
자막 번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첫 영화제 스크리닝 전
에이전트를 찾지 못한 감독들의 경우,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상황

슬라이드 6 슬라이드 8

슬라이드 7 슬라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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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자막번역가양성의필요성

• 지금까지 자막 번역가 교육과정이 전무하다시피 했음

• 번역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

• 한국문학번역원과 들꽃영화상의
영화 자막 번역 교육을 위한 노력 사례 소개

• 주최: 한국문학번역원, 공동주관: 들꽃영화상
• 2020 the 1st Media Translation Contest

영화자막번역가양성의필요성

영화 부문(총 480건, 36개국): 영어권 255건, 일어권 159건, 불어권 66건

영화자막번역가양성의필요성
The need to train more translators 
in the art of film subtitling

•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콘텐츠 번역아카데미

• 2020년~ 
• 영화와 웹툰 2개 부문
• 3개 언어권
-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 1기 종강, 2기 진행 중

영화자막번역가양성의필요성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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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위한제언
Directions for the future

• 영화 자막 번역의 중요성 인식 확산이 필요

• 독립영화 자막 번역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 신진 감독들의 작품이 국제 영화제에
소개될 가능성이 높아짐

미래를위한제언

• 영화 자막 번역 관련 무료 교육 영상(40분)
- 들꽃영화상 유튜브 채널

영화자막번역가양성의필요성

“번역가와 감독을 위한 영화 자막 번역 길잡이”
(https://www.youtube.com/watch?v=r4qQi5HAdsc)

미래를위한제언

• 들꽃영화상은 독립영화 감독들과 자막 번역가 매칭 서비스를
계획 중

• 감독들과 번역가 사이의 ‘연결 브릿지’ 역할 기대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5 슬라이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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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제에서는 한국영화 번역에 대해 논의하며, 특히 상업영화와 독립영화가 처한 현실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매우 운이 좋게도, 한국영화 번역의 질이 향상되고  

번역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을 번역가의 입장에서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상업영화나 해외 

판매사를 확보한 독립영화들의 경우, 번역가를 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는 많은 독립영화인들은 직접 번역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립영화

인들이 더 나은 영어 자막 번역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품질의 영화 번역 자막을 확보하려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5년 전 

즈음에 일본 영화의 영어 자막을 만드는 일본인 번역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일본에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950년대부터 서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영화 수출을 해왔기에 영화 자막 번역 경험 및 지식이 더 많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대사 전달 타이밍을 위해서 문장을 나누는 작업인 스파팅을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번역가가  

스파팅 역시 맡는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별도의 전문가가 스파팅을 담당합니다. 또한 일본

에서는 번역가, 감독, 그리고 영화 제작사 간에 고도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문성이 번역가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성장을 주도해

나간 주체는 해외 판매사였습니다. 각 판매사는 필요 시 번역 자막 제작을 의뢰할 비공식적인 번역

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제작사마다 약간씩 과정의 차이가 있으며, CJ ENM이

나 롯데엔터테인먼트 혹은 독립영화 제작사와 일하는 자막 번역가는 제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번역가들은 주로 경험이 많은 인력과 함께 일하게 되므로 자막 번역 과정은 매끄러운  

편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영화의 영어 자막은 현저한 질적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인들의 경우 상업영화사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시스템에 접근하기 힘들기에 영어 자막  

작업 시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독립영화 감독들은 보통 영화 제작을 마치는 시점  

까지도 해외 판매사 및 배급사와의 접점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영화를 전공하는 감독 지망생

들의 경우 소속 교육기관의 지원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독립영화인들은 영화 자막  

번역 지식을 갖춘 제작사나 배급사와 협업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영화가 영화제

에서 최초 상영회를 통해 해외 판매사에 발탁되기 마련인데, 사실 자막 번역은 이미 그 전에 완성

해놓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독립영화 감독들은 대부분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번

역가 또한 보통 개인 인맥에 의지해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할 수

는 있지만 자막 번역 경험은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일도 허다합니다. 문제는 자막 번역이 단

순한 언어적 능력을 넘어서는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매우 구체적인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을 갖춘 영화 자막 번역가를 확보하지 못한 한국독립영화의 자막은 품질이 좋은 경우

가 매우 드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및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해외 평론가들과 프로그래머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는

데, 마음에 드는 한국영화가 있어도 자막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진 독립영화 감독들에게 국제영화제 첫 상영회란 경력

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객으로 참석한 해외 프로그

래머와 평론가로부터 호평을 받으면 다른 국제영화제에서도 관객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아집니다. 

역으로 미흡한 자막 번역으로 인해 타 영화제에 초청되어 걸맞은 인정을 받는 길이 막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막 번역이 영화감독의 앞길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이 전혀 과언이 

아님에도, 자막 번역 과정에서 어떠한 지원 및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막론하고, 고품질의 번역 자막은 한국 영화계에 더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절실히 지원이 필요하고 성패가 크게 달려 있는 건 독립영화인들입니다. 한국

독립영화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 자막 번역 관련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 도입을 위해 노력할 필요

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 번역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고 독립영화인들이 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막 번역가를 위한 전문교육의 기회를 확충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에는 몇 년 동안 현업에서 활동하며 고품질의 번역 자막이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서서히 배

워나갔습니다. 영한 자막 번역가 양성 과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영 자막 번역가 지망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과정이 개설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례로 한국문학번

역원이 제공하는 문화콘텐츠 번역아카데미를 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들꽃영화상 유튜브 채널에 

무료 자막 번역 튜토리얼 영상을 올린 바 있으며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4qQi5HAdsc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신진 번역가들이 영화 번역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앞서 말한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020년 제1회 문화콘텐츠 번역콘테

스트 영화 부문은 아마추어 번역가들이 전문적인 영화 자막 번역에 도전해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첫해였음에도 예상을 웃도는 480명의 번역가 지망생들이 영화 부문에 지원해주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번역가분들의 관심을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영화인들과 유능한 영화 자막 번역가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신진 번역가들을 성공적으로 양성하는 것과 별개로 독립영화인들이 이들을 찾아서 연락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들꽃영화상은 번역가와 독립영화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한국영화가 해외 평단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영화 자막 번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인과 번역

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일단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고 생각하며, 미래에는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독립영화 번역의 현재와 미래
: 상업영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들꽃영화상 집행위원장

달시 파켓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독립영화 해외 진출 사례와 
번역의 과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센터장 조영각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조 영 각

- 독립영화 프로듀서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센터장 

MEDIA
TRANSLALL TIOAA N
SYMPYY OSIUM

46



48 49

인디그라운드소개

• 설립: 영화진흥위원회
• 운영: 한국독립영화협회
• 목적: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배급과

상영 유통의 활성화

• 문제점: 한국영화의 인지도 상승으로 해외 상영은 증가
추세, 호감도 상승, BUT 여전히 수출이 어려움

• 상영 방식 1) 영화제 2) 한국문화원 주최 상영회 3) 온라인 상영회
• 관 객 층 1) 해외 관객 2) 재외 한국 관객

긍정적
피드백 판매상영

한국독립영화의해외진출사례

슬라이드 2 슬라이드 4

슬라이드 3 슬라이드 5



50 51

•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의 중요성
-> 글로벌 수요 예측
-> 해외 관객을 위한 포지셔닝
-> 사전제작지원 및 해외 진출

• 단계별 번역 지원 전략 필요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 프로덕션(Production) 
->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 

• 영화 제목의 번역 사례1

<돼지의 왕>
<King of swine>

<The King of pigs>

한국독립영화의해외진출사례

연상호, <돼지의 왕> 2011

•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 해외 사전 소개와 지원을 위해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촬영 계획서 등 번역이 필수

• 저예산 독립영화는 번역 비용을 감당 X

• 국내 제작 지원에 머물고 있는 현실

한국독립영화의해외진출사례

• 시나리오 단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번역 지원을 받지
못할 때의 문제점

-> 적절치 못한 영화 제목 번역
-> 부정적 인식, 선입견 형성
-> 국내 제작 지원프로그램과 국내시장에만 의존하게 됨

한국독립영화의해외진출사례

슬라이드 6 슬라이드 8

슬라이드 7 슬라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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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치의장벽을넘어’
- 번역의전문성확보와감수
- 자막기술적가이드라인표준화와교육

• 영어 자막의 기술적 표준화 미비

• 자막 크기와 글꼴의 표준화 과정 부재

• 창작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번역하고
자막 작업을 하는 경우 가독성 저하

• 자막 표준화,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이 필요

자막기술적가이드라인표준화

• 영화 제목의 번역 사례2

<사이비>
<The fake>

<Pseudo> ?
<Heresy> ?

한국독립영화의해외진출사례

연상호, <사이비> 2013

번역의전문성확보와감수

• 번역가의 실력 편차가 큼

• 감수 시 번역 비용 2배의 지출도 발생

• 번역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양질의 번역가가 절실

• 번역가 양성 및 매칭 시스템 지원이 필요

• 영미권번역에 집중 X,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 필요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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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지원활성화와번역가매칭

• 영화 번역: 한국 문화와 영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문화 소통’의 영역

• 현재: 개별 창작자, 배급사가 스스로 번역가를 찾아
하나의 번역 과제를 해결

• 미래: 체계적, 전문적인 매칭 시스템이 필요

• 창작자와 번역가의 소통 번역의 질 향상

번역지원활성화와
번역가매칭서비스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에서
번역가와 창작자 매칭 서비스

• 영어자막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실시

•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방향 모색

• 창작자와 배급사들의 해외진출과 배급 활동 지원 계획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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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독립영화의 해외 진출 사례: 상영은 되지만 수출은 어려움

한국영화들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독립영화의 해외 진출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해외 

관객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국영화 상영회의 경우 재외 한국 관객들도 주요

한 관객이 된다. 문제는 이렇게 영화제와 상영회 등에서 상영이 되고 많은 피드백을 받지만, 해외

의 예술극장에서 개봉하거나 판매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데 그 한계가 있다. 해외 진출이

라는 것은 단순히 상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판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래야만 

해외 관객들이 지속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상영 이외의 수출에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 해외의 지원 기관과 영화제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영화화 이전

에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촬영 계획서 등에 대한 번역이 필수적인데, 많은 창작자들이 번역에 드는  

수고로움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내 제작 지원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독립영화들도 서서히 글로벌 수요를 예측하고 해외 관객을 위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프리 프로덕션 단계의 작업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와 프로덕션 단계 그리고 완성 이후에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지원 프로그램이 설정되면 좋을 듯하다.

2. 영화 번역 이전에 영어 제목 짓기의 문제 

시나리오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번역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창작자와 번역가의 감에 의존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제목을 짓는 경우가 많고, 해외 영화제에 보낼 때도 적절치 못한 제목으로 가

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영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좋은 선입견을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영화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제목이 해외 관객의 정서에 동떨어져 있거나 영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진출과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3.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 - 번역의 전문성 확보와 감수 과정

번역을 하고 나서 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번역자마다 편차가 커서 전체를 수정해서 갈아

엎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럴 경우 감수만 받으려다가 추가 비용이 곱절로 드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적절한 번역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번역의 타깃은 누구인가? 첫 번째 관객은 유럽의 영화제 프로그래머이거나, 마켓의 구매 

담당자일 텐데, 그들은 한국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관람 대상작인 관객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번역 가이드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영미권과 유럽 관객들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아시아 관객을 대상으로 한 번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영어가 가능한 관객들은 어느 정도 한국영화 관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관객은 멀티플렉스에서 개봉하는 일부 한국영화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영화를 알리고 

소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동아시아 관객들을 위한 번역 툴을 갖추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쉬운 접근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알고 있는 동아시아의 젊은 번역가들을 양성하는 것

이 한국의 영화와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본다.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사량이 많고, 다양한 소수자 문제부터 한국의 다채로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영어 자막의 기술적 문제 해결(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교육)

해외 관객들을 위해서는 자막의 크기와 폰트도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없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창작자들이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비전문가들이 번역을 하고, 스크리너에  

직접 자막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영화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자막 크기와 폰트 글자 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5. 번역 지원의 활성화와 창작자와 번역가의 매칭 서비스

영화 번역은 단순히 한글을 외국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영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

로 한 문화 소통이라는 전제로 접근해야 하며, 그것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시스템과 창작자는 물론 번역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개별 창작자와 배급사  

그리고 번역자가 알음알음 매칭돼서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 접근이었다면, 좀 더 체계적인 과

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창작자와 번역가가 효과적으로 만나서 좋은 결과물을 얻는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좋겠다.

때문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최하는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문화 전달자

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길 바라며, 인디그라운드도 독립예술영화의 유통을 지원하는 단체로

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한국독립영화의 해외 진출 사례와 과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센터장 조 영 각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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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발제집

2020 MEDIA TRANSLATION SYMPOSIUM

웹툰 부문 

QR코드를 찍으시면 
관련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MEDIA
TRANSLATION
SYMPOSIUM

·웹툰 번역의 난제와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조성은

   

·웹툰의 언어적 곁텍스트와 그림 텍스트 번역 전략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이지민, 김수명

   

·싸랑과 용기를 담아 웹툰 번역하기 

     –레진엔터테인먼트 미국 사업팀 제작파트장 문호영  

   

·소셜 번역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웹툰 번역 

-(주)토리웍스 공동대표 최종환



MEDIA
TRANSLATION
SYMPOSIUM

6160



웹툰번역의 난제와 전망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조 성 은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 교수

- 한국번역학회 부회장 

- 논문: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웹툰 팬번역 양상 연구

   <신의 탑> 팬덤의 정서적 특징을 중심으로」, 「유튜브 K-뷰티 

   콘텐츠 자막 번역 연구」 외 다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 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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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번역의난제

• 웹툰 텍스트의 특성

• 웹툰의 복합양식성
(Webtoon and the multimodal text)

목차
• 웹툰 텍스트의 특성 – 번역의 난제
• 웹툰의 세계화, 웹툰의 현지화
• 웹툰 번역가의 양성 과제 웹툰의복합양식성

Webtoon and Multimodality

복합 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란 하나의 텍스트 안에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가 복합적으
로 결합되어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텍스트를 뜻하는 용어로, 
어느 한 가지 형태의 기호로만 구성된 텍스트를 뜻하는
‘단일 양식 텍스트(monomodal text)’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김지연. (2015).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 등. 새국어생활, 26(3)

슬라이드 2 슬라이드 4

슬라이드 3 슬라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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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텍스트의특성

• 웹툰 연출의 몇몇 기법들

• 웹툰에서는 글씨를 연출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음. 작가가 직접

적은 손글씨를 통해 캐릭터의 특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미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글자에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함

• 배경이나 말풍선 등을 활용한 연출도 나타남

• 웹툰 텍스트의 특성 = 웹툰 번역의 난제

• 번역시 활자 정보 뿐만 아니라 이미지 정보도 전달해야 함

• 번역시 글씨체(타이포그래피), 말풍선, 여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독자의 참여와 개입, 독자와 작품, 작가와의 상호작용 -
번역은 소통

웹툰텍스트의특성

• 이미지 정보와 활자 정보의 혼합을 통해 구성되는 만화

• 만화에서는 그림과 글이 혼합되어 균형을 이룸. 장르, 작가의

의도, 연출 방법의 선택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글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림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함

• 독자의 참여와 개입 가능성이 증가함

• 출판 만화에 비해 웹툰에서는 독자가 이야기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됨. 스토리의 흐름을 제시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작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 반면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개입은
출판 만화에서보다 더 활발해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KOCCA포커스 2012-09호] 
웹툰의 현황 및 특성과 웹툰 기반 OSMU 활성화 방안.

슬라이드 6 슬라이드 8

슬라이드 7 슬라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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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화 = 다른 시장 내 존재하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수정하는 과정

1) 언어적 현지화

2) 물리적 현지화

3) 기술적 현지화

웹툰의현지화

• 웹툰은 그 특징상, 짧은 시간 내에 흡인력 있게 독자에게 전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의 힘과 캐릭터의 매력 외에도, 

‘현지화’된 번역을 통해 전달되는 텍스트 그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텍스트로서 해당 문화권과 언어권 독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공감을 끌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현주. (2020). 웹툰 번역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중국 대륙과 대만의 중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3), 137-163.

웹툰의세계화, 웹툰의현지화

웹툰의현지화

• 아무리 성공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라 할지라도 언어적 현지화

를 거치지 않고는 언어 장벽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문화 할인

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언어적 현지화’가 중요하다.

박소영. (2015). 한서 애니메이션 현지화에 관한 소고. 

한국언어문화, 58, 103-122.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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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화는 번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번역(translation), 통역
(interpretation), 감수(proofreading)와 같은 전통적인 언어
변환 활동뿐만 아니라 언어/문화적 사전 조사, 기술적 측면에서
의 고려, 매체 선택 등의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박태정. (2013). 게임 현지화 작업에서의 언어유희 표현 번역 사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571-578.

• 문화용어(cultural words) 

(1) 생태학

(2) 물질문화

(3) 사회문화

(4) 조직, 관습, 활동, 절차와 개념

(5) 몸짓과 습관

현지화의어려움

웹툰의현지화

• 현지화 전략은 웹툰을 수출하려는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번역시스템과 현지 전문 인력과의 협업에 주력해야 한다. 

한창완. (2015). 웹툰 플랫폼의 산업적 진화와 세계화 전략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1(3), 137-150.

• 문화적 차이 극복

• 뉴마크(1995)는 번역상의 난제를 제공하는 어휘를

“문화용어(cultural word)”라고 가정

• 문화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원천어와 목표어 사이의 문화적

‘간격’ 또는 ‘거리감’으로 인해 번역상의 문제들이 생긴다

현지화의어려움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5 슬라이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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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 유머 - 철자나 문법의 의도적 오류, 말장난 또는 언어
유희, 비속어, 등장인물 이름이나 가공의 명칭

• 비언어적 유머 - 부조화 유머(패러디, 상황적 유머, 고정관념
충돌 유머), 적대감(우월성)유머

•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는 수적·질적으로 풍부하며

사용 빈도가 높음

•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수적으로 빈약하며 특정 연령과

장르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의성어의태어의번역

• 어떤 나라에서는 특징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낯선 생활양식, 
문화, 사회-역사적 발전의 특징을 나타내는 물건과 개념을 표현하
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며, 지역적이거나 역사적 색채를 표현하
기에 다른 언어에는 정확한 등가적 표현이 없는 경우 번역의
어려움이 생긴다

현지화의어려움

• 웃음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그만화(gag cartoons)나

아이러니, 풍자, 패러디 등을 주로 다루는 정치풍자만화

(editorial cartoons), 애니메이션 등 모두 그림과 문자가

호응을 하며 상보작용을 통해 유머효과를 증폭시킨다

슬라이드 18 슬라이드 20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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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번역가의양성

1) 번역 인력 확보

2) 퀄리티 확보

3) 번역 비용

<웹툰 플랫폼 글로벌화 전략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웹툰번역가의양성

• 웹툰 전문 플랫폼 - 만화 번역 인력의 부족과 풀 확보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크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가장 고심하는 부분임.

<디지털만화 해외진출 전략> KOTRA 자료 18-085 

웹툰번역가의양성과제

• 첫째,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번역비 지원이다.

• 둘째, 만화 전문 번역 인력 확보를 위한 풀(POOL DB) 관리가
필요하다. 만화 번역 인력은 특수한 영역의 인력이며 퀄리티가
보장되는 해당 영역의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플랫폼 입장에서
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 셋째, 번역 및 식자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웹툰 플랫폼 글로벌화 전략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슬라이드 22 슬라이드 24

슬라이드 23 슬라이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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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팬들의참여번역 / 팬번역

웹툰번역의전망

• 라인웹툰의 팬 번역

• 라인웹툰은 영어권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서비스 중

• 유럽에서는 세계 각국의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번역에 참여하는

‘참여번역’ 서비스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품들이 소개되도록 하고 있다.

웹툰팬들의참여번역 / 팬번역

• <신의 탑> 팬 번역 사례

• 팬들로 하여금 웹툰에 대해 더 깊은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팬덤과 팬

커뮤니티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든다. 

• 감정을 자극하는(emotive) 웹툰의 팬 번역은 문화적 경계와 거리감을

초월하는 친밀한 팬덤(affinity space)을 온라인 공간에 형성시켰다. 팬

번역팀과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연대해 있는 팬덤은 자연히 팬 번역팀에

대해 높은 충성도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웹툰 팬덤의 성향으로 인해 정식

발매 번역보다 팬 번역의 위상이 더 높은 독특한 팬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웹툰팬들의참여번역 / 팬번역

슬라이드 26 슬라이드 28

슬라이드 27 슬라이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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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전문 번역 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만화 번역가 양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은

만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만화 해외시장 조사 및 교류지원사업 연구보고서> (2017)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진출을위한번역가네트워크구축

•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참여번역가 DB구축 및 보상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참여번역가 양성화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제시한

다면 국내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만화 해외시장 조사 및 교류지원사업 연구보고서> (2017)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진출을위한번역가네트워크구축

• 아마추어 참여번역가 풀에서 발굴하여 전문 번역가로 양성

웹툰참여번역가의전문화

• 네이버가 참여번역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로 각 국가별로 번역가를

고용해 웹툰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음.

<만화 해외시장 조사 및 교류지원사업 연구보고서> (2017) -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진출을위한번역가네트워크구축

슬라이드 30 슬라이드 32

슬라이드 31 슬라이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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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번역가의자격

• 현지 문화에 능통

• 웹툰 고유의 언어에 능통

• 웹툰의 서사와 세계관에 대한 조예

슬라이드 34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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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툰 텍스트의 특성 

웹툰 번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웹툰이라는 텍스트의 기본적인 특징을 생각해보자. 

웹툰은 대표적인 복합 양식 텍스트이다. 

복합 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란 하나의 텍스트 안에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

태의 기호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텍스트를 뜻하는 용어로, 어느 한 가지 

형태의 기호로만 구성된 텍스트를 뜻하는 ‘단일 양식 텍스트(monomodal text)’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_〈인터넷 시대의 글쓰기―블로그 글쓰기 등〉, 김지연(2015)

번역 대상이 되는 텍스트라면 보통 글로 된 책이나 문서 등 한 가지 형태의 기호로만 구성된 ‘단일 

양식 텍스트(monomodal text)’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웹툰은 문자인 글 하나로만 의미를 전달

하지 않는 복합적인 텍스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2년 보고서 〈웹툰의 현황 및 특성과 웹툰 기반 OSMU 활성화 방안〉에는 

웹툰의 특성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미지 정보와 활자 정보의 혼합을 통해 구성되는 만화.

-만화에서는 그림과 글이 혼합되어 균형을 이룸. 장르, 작가의 의도, 연출 방법의 선택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글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그림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웹툰 연출의 몇몇 기법들: 웹툰에서는 글씨를 연출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음. 작가가 직접 적은 손

글씨를 통해 캐릭터의 특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미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글자에 다양한 효과

들을 적용함.

-배경이나 말풍선 등을 활용한 연출도 나타남. 독자의 참여와 개입 가능성이 증가함.

-출판 만화에 비해 웹툰에서는 독자가 이야기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됨. 스토리의 

흐름을 제시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작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 반면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개입은 출판 만화에서보다 더 활발해짐.

                   〈웹툰의 현황 및 특성과 웹툰 기반 OSMU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최근에 와서는 웹툰만이 아니라 많은 복합 양식 텍스트들이 문자를 대신해 정보를 제공하며 인기

를 끌고 있다. 유튜브 채널 등 독자의 참여와 개입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독자 또는 유저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출판 만화에 비해 웹툰에서는 독자가 이야기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고 있고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개입 또한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웹툰의 장르적 특징들이 바로 웹툰 번역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동시통역이

나 전문 서적이나 기술문서의 번역 등과는 아주 다르게 웹툰 번역에서는 활자 정보뿐 아니라 이미지 

정보도 전달해야 한다. 번역 시 글씨체(타이포그래피), 말풍선, 여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독자의 

참여와 개입, 독자와 작품, 작가와의 상호작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웹툰도 번역을 통한 독자들과의 

소통이 중시되고 피드백을 상호소통 해야 한다. 

즉, 웹툰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복합 양식 텍스트인 웹툰의 특성, 웹툰 플

랫폼의 특성, 웹툰 독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웹툰의 세계화, 웹툰의 현지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웹툰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화, 그중에서도 웹툰 산업 규모

의 경우 2018년 기준 전년도 대비 864억 정도 증가하여 전체 산업 매출액은 약 4663억 원으로 집계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네이버 웹툰은 구글 플레이 만화 카테고리에 등록된 103개 국가에서 만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익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지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성과

를 내고 있고 매출액은 지난해 약 2571억 원, 영업이익은 약 306억 원을 남겼다고 기사화되었다. 1)

2020년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극 등 한류가 

대단한 성과를 이룩한 한 해이다. 지금까지 한국 웹툰은 양적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웹툰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웹툰의 세계화가 한류 트렌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웹툰

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웹툰이 현지화되어야 한다. 현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지화는 텍스트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날짜와 주소 형식, 화폐와 거리 

단위 등을 현지화하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며 나아가 그 

시장의 문화적, 법적, 사회적 요구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광범위한 작업을 말한다. 현지화는 

번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번역(translation), 통역(interpretation), 감수(proofreading)와 같은 전통적

인 언어 변환 활동뿐 아니라 언어/문화적 사전 조사, 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 매체 선택 등의 단계

로 구분해볼 수 있다(박태정 2013).  

아무리 성공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라 할지라도 언어적 현지화를 거치지 않고는 언어 장벽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문화 할인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

에 ‘언어적 현지화’가 중요하다(박소영 2015). 호스킨스와 마이러스가 제시한 문화 할인이란 특정 

문화권에서 제작한 문화 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건너가면 가치, 신념,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한국영화 〈명량〉을 우리만큼 이해하

고 좋아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 무적핑크의 〈조선왕조실톡〉이라는 웹툰은 영어

로 번역하더라도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굉장히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다. 웹툰은 

그 특징상, 짧은 시간 내에 흡인력 있게 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의 힘

과 캐릭터의 매력 외에도, ‘현지화’된 번역을 통해 전달되는 텍스트 그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텍스트로서 해당 문화권과 언어권 독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공감을 끌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이현주 2020). 현지화 전략은 웹툰을 수출하려는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

는 번역 시스템과 현지 전문 인력과의 협업에 주력해야 한다(한창완 2015). 

1) 조선비즈 2020.08.11. “네이버·카카오, 콘텐츠·금융 등 新사업분야서 파죽지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0/2020081003403.html

웹툰 번역의 난제와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

교수 조 성 은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84 85

3. 웹툰 현지화의 난제, 번역의 난제

그러나 나라마다 존재하는 문화적인 차이로 현지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어떤 나라에서

는 특징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낯선 생활양식, 문화, 사회-역사적 발전의 특징을 나타내는  

물건과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며, 지역적이거나 역사적 색채를 표현하는 정확

한 등가적 표현이 없는 경우 번역의 어려움이 생긴다. 네이버 최장수 웹툰 〈마음의 소리〉 한 

화에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Cheer Up〉이라는 노래가 인용되었다. 노래 가사 중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라는 후렴구가 너무 중독성이 강해 자꾸만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노래로 흔

히 꼽힌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케이팝의 가사를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이 점을 반영해서 외

국곡으로 바꿨다. 바꾼 노래는 칼리 레이 젭슨(Carley Rae Jepsen)의 〈Call me Maybe〉이다. 

여러 예능이나 광고에 사용되어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노래이고 특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는 아주 유명한 곡이다. 머릿속에서 맴돌게 하는 발랄한 가사로 ‘샤샤샤’와 비슷한 효과를 준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대형 온라인 장터 ‘중고나라’

가 언급되는데 영어 번역본에서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을 거쳐 이를 외국의 중고나라 역할

을 하는 ‘ebay’로 바꿨다. 또 한 장면에서는 한국영화 〈신세계〉의 유명한 대사 “드르와! 드르

와!”를 오마주했다. 특히 영화 속 장면의 대사도 똑같이 인용해 영화를 알고 있는 한국 독자

들은 위 장면에 크게 공감하고 재미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를 모르는 독자, 특히 대다

수의 해외 독자들은 위 장면의 “Come at me”라는 대사가 영화 속 한 장면을 오마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한국어 웹툰 번역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은 한국어 웹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의성어와 의태어

이다. 웹툰에는 언어사용자의 감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생동감과 리듬을 불어넣는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쓰인다. 영어의 경우, 의성어를 가리키는 용어 ‘onomatopoeia’는 존재

하지만 개별 의태어들을 총칭하는 용어는 없다.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 의태어 사용의 큰  

차이점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는 수적·질적으로 풍부하며 사용 빈도

가 높은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수적으로 빈약하며 특정 연령과 장르에 한정되어 사용

되는 경향이 있다(김도훈 2014).

4. 웹툰 번역가 양성 과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7년 〈웹툰 플랫폼 글로벌화 전략 연구〉 보고서에서는 번역 관련 주요 

쟁점으로 1) 번역 인력 확보, 2) 퀄리티 확보, 3) 번역 비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1) 번역 인력 확보: 웹툰은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소설처럼 글의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다. 하지만, 스토리의 전개 자체는 언어적인 요소로 진행되기 때문에 번역이 필수

적이다. 즉, 번역의 퀄리티가 생명이며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작품의 성패를 가름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웹툰 번역은 동시통역사나 전문 번역가를 섭외하는 것이 큰 의미

가 없다. 그 나라 언어로 만화를 많이 본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력에서

는 만화에 대한 이해도와 만화 관련 배경이 더 중요하다. 

2) 퀄리티 확보: 웹툰 번역 과정에서 능력 있는 번역가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번역 프로세스  

과정이 제대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번역 인력만큼이나 최종 감수를 위한 인력 확보

도 중요하다. 웹툰 대사에 어색함이 없는지 식자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

해야지만 퀄리티 있는 번역이 완성되는 것이다. 대개 이런 감수 인력은 현지인이 맡아서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번역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접근 방법

은 번역비 지원이다. 둘째, 만화 전문 번역 인력 확보를 위한 풀(POOL DB) 관리가 필요하다.  

만화 번역 인력은 특수한 영역의 인력이며 퀄리티가 보장되는 해당 영역의 인력을 구하기 위

해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과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화 전문 번역가 풀(POOL)을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웹툰 플랫폼과 관련 업계에서 공유해서 

활용한다면 인력 확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번역 및 식자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단기적 진행이 아닌 웹툰 현지화 및 번역 프로세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번역 인력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팬들의 참여번역인 팬 번역이다. 

현재 라인웹툰은 팬 번역을 매우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라인웹툰은 영어권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세계 각국의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작품 번역

에 참여하는 ‘참여번역’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품들이 소개되도록 하고 있다. 번역학과 관련한 많은 연구 중 웹툰 〈신의 탑〉 팬 번

역 사례에 대한 논문을 보면 공식 번역보다 팬 번역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성은, 조원석 2015). 작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팬들이 정성껏 팬 번역을 하면 웹툰에 

대해 더 깊은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팬덤과 팬 커뮤니티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든다. 감정

을 자극하는(emotive) 웹툰의 팬 번역은 문화적 경계와 거리감을 초월하는 친밀한 팬덤(affinity 

space)을 온라인 공간에 형성시켰다. 팬 번역팀과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연대해 있는 팬덤은 

자연히 팬 번역팀에 대해 높은 충성도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웹툰 팬덤의 성향으로 인해 정

식 발매 번역보다 팬 번역의 위상이 더 높은 독특한 팬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팬 번

역은 사실 조심스럽게 탐색되어야 한다. 팬 번역은 사실상 팬들이 제공하는 공짜 노동력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팬 번역이 기업 고유의 콘텐츠로 유입되고 기업이 그것을 통해 새

로운 수익을 창출해낸다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팬 번역을 포함한 팬들의 노동이 

잉여가치를 생산해내고 있고 기업이 이를 궁극적으로 악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팬들이 팬을 위해 생성해내는 가치의  

확산에 대해 집중하며 그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에 더 주목해야 한다. 

네이버가 참여번역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로 국가별로 번역가를 고용해 웹툰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참여번역가 DB 구축 및 보상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참여번역가 양성화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제시한다면 국내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웹툰 번역가의 자질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다. 웹툰 번역가는 현지 문화에 능통하고, 

웹툰 고유의 특징을 잘 이해하며 웹툰 언어에 능통하고, 웹툰의 서사와 세계관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웹툰을 사랑하고 웹툰 확산에 기여하려는 사명감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

는 것이 웹툰의 세계화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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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언어적 곁텍스트와
그림 텍스트 번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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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민

-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교수

- 논문: 「팬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_다중기호성을   

  반영한 영상번역 정의와 자막 형태, 자수 제한, 이국화 전략 탐구」,    

  「웹툰 『신의 탑』 그림 텍스트 번역 연구」 (교신저자) 외 다수 

MEDIA
TRANSLALL TIOAA N
SYMPYY 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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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정의와특징

출판만화와웹툰특징비교

출판만화 웹툰

매체 오프라인 온라인

제작방식 수작업
(일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컴퓨터 프로그램

장르 명랑, 극화, SF, 순정 만화 일상·에세이툰, 스릴러, 공포, 
코미디, 로맨스 등

보기 방식 좌우(페이지 넘김) 상하(스크롤)

독자 참여 우편물, 게시판 댓글, 게시판, 방명록,
e-mail, 블로그

목차
• 웹툰 정의와 특징
• 웹툰 텍스트 구조
• 웹툰 번역 전략 탐구
• 결론

웹툰이란

• 웹(web) + 카툰(cartoon)
•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의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
• 네이버: 라인웹툰
• 다음: 타파스틱(북미 시장) 
• 레진코믹스

슬라이드 2 슬라이드 4

슬라이드 3 슬라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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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텍스트구조

언어

텍스트

그림

텍스트

음악

텍스트
웹툰

웹툰의텍스트구조

위상 유형 기능

그림
텍스트

중심요소 배경, 인물 그림 상황 설명과 전개

보조요소

효과 기호

상황 및 정서의 세밀한 표현말풍선 모양

글자체, 크기, 색상

특수효과 3D 이미지, 애니메이션, 가상 현실

음악
텍스트 음악, 효과음 분위기 조성, 상황 및 정서 전달, 

극적 효과 강조

웹툰의텍스트구조

웹툰의텍스트구조

위상 유형 기능

언어
텍스트

중심요소
내레이션 서술자를 통한 이야기 진행, 상황과 배경 설명

대사 등장인물을 통한 이야기 진행, 정서 표현

보조요소

효과어
(의성어, 의태어) 이미지와 결합해 상황 및 정서 생동감 강화

설명어 부차적 정보 제공, 추가적 웃음 유발, 말장난 등

언어적
곁텍스트

그림의 일부로 이야기 배경 및
상황과 관련된 정보 제공

슬라이드 6 슬라이드 8

슬라이드 7 슬라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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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텍스트예 - 효과어

<출처: 이태원 클라쓰> <출처: 전지적 독자 시점> <출처: 취향저격 그녀>

언어텍스트예 – 내레이션과대사

• 내용을 적어주세요
• 내용을 적어주세요

<출처: 전지적 독자 시점><출처: 이태원 클라쓰>

언어텍스트예 – 설명어, 언어적곁텍스트

<출처: 전지적 독자 시점>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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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번역시고려할것

• 언어적 요소 – 제목, 대사, 내레이션

• 그림과 언어 텍스트 관계

• 비언어적 요소 – 배경, 서체, 말풍선, 공간 제약 등

•내용을 적어주세요
•내용을 적어주세요

웹툰번역전략탐구

분석대상

• 네이버 만화 ‘신의 탑’ vs. 
Line Webtoon Tower of God

• By SIU
• 시즌 1, 2 
• 기타 웹툰(출처 별도 표기)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5 슬라이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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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텍스트와대사번역 - 생략 그림텍스트와대사번역 – 각색

그림텍스트와대사번역 – 각색(일반화)

슬라이드 18 슬라이드 20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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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태원 클라쓰>

• 언어텍스트의 보조 요소이자 동시에 그림의 일부

• 중요성과 내용과의 연관성에 따라 전략을 달리 해야

- 목표어로 번역하기(직역)

- 홈통에 각주 번역

- 각색하기

- 원천어 그대로 남겨두기

- 삭제하기

언어적곁텍스트

슬라이드 22 슬라이드 24

슬라이드 23 슬라이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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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곁텍스트 - 생략

언어적곁텍스트 – 목표어로번역

슬라이드 26 슬라이드 28

슬라이드 27 슬라이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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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출처: 이태원 클라쓰>

<출처: 유미의 세포들>

슬라이드 30 슬라이드 32

슬라이드 31 슬라이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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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텍스트번역 – 서체디자인

결론

그림텍스트 – 서체방향

슬라이드 34 슬라이드 36

슬라이드 35 슬라이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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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의 경우 번역 대상은 언어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언어 텍스트 번역 시 그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다양한 번역 전략 구사

• 언어적 곁텍스트 번역 시 문화적 이질감을 고려해 각색, 생략, 삭제 등의 다양한 전략

활용-그림에도 영향

• 홈통을 활용한 번역은 드물었음

• 유지된 그림 텍스트는 번역 시 최대한 원문과 유사하게 전달하려 노력(서체 디자인, 

글자 크기 등) 

• 대사 세로쓰기는 영어권 문화를 고려해 가독성을 위해 가로쓰기 활용

결론

슬라이드 38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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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웹툰의 언어적 곁텍스트 번역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웹툰 번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웹툰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제약이 있으며 어떤 전략이 활용되

고 있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현장 발표 시에는 언어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의 상호 관계, 언어 

텍스트 번역이 그림 텍스트에 영향을 주는 양상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나(PPT 슬라이드 17-23, 

32-36 참조), 본고에서는 지면상 논의 대상을 언어적 곁텍스트로 한정하기로 한다. 

1. 웹툰의 정의와 특징

웹툰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의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

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를 지칭한다. 국내 웹툰 플랫폼은 네이버 웹툰, 레진코믹스, 다음 웹툰, 카카

오페이지, 케이툰, 투믹스, 탑툰, 코미카 등이 있으며 국내 웹툰은 해외에 활발히 진출해 해외 팬들

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출판 만화와 웹툰의 가장 큰 차이는 보기 방식에 있다(슬라이드 5 참조). 출판 만화는 좌우로 Z자

로 읽어가고 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호기심이 생기게 하는 전략을 쓰는 

반면, 웹툰은 스크롤을 활용해 세로로 진행하고 무한 확대가 가능하다. 칸 사이 이동 시간 조정

을 통해 시간의 연속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공간 극복의 효과가 있다(정규하, 윤기현, 2009: 9). 

웹툰은 언어 텍스트, 그림 텍스트, 음악 텍스트(음악, 청각 효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언어 텍스

트는 내레이션과 대사의 중심 요소와 효과어(의성어, 의태어), 설명어, 언어적 곁텍스트의 보조  

요소로 구성된다(슬라이드 8 참조). 이 중 설명어는 박인하에 의하면 ‘작가의 애드리브’라고 불리는

데, 주된 스토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부차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말장난을 통해 추가적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슬라이드 12 오른쪽 그림 하단 “의자 밟고 올라감” 참조), 언어적 곁

텍스트는 언어 텍스트이기는 하나 그림과 결합된 부분으로서 간판, 플래카드, 낙서, 비문(epigraph), 

신문 기사 등 만화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시간,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다(Celotti, 2008: 39, 

슬라이드 12 왼쪽 그림 참조). 그림 텍스트는 배경과 인물이라는 그림의 중심 요소에 더해 효과 기호, 

말풍선 모양, 글자체, 크기, 색상, 특수효과 등의 보조 요소를 포함한다(슬라이드 9 참조). 

웹툰은 이러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결합해 있다. 따라서 번역 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번역을 해야 하므로 번역이 

쉽지 않다. 

특히 언어적 곁텍스트는 언어 텍스트의 보조 요소이자 동시에 그림의 일부이므로 번역의 난제로 

작용한다. 셀로티(Celotti, 2008: 39)는 만화를 대상으로 언어적 곁텍스트의 번역 전략을 1) 목표어

로 번역하기, 2) 홈통(gutter)에 각주로 번역하기, 3) 목표어 문화에 맞게 각색하기, 4) 번역하지 않고  

원천어 그대로 남겨두기, 5) 삭제하기, 6) 위 전략들을 통합하여 사용하기의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2. 분석 대상

본고에서는 네이버 웹툰 〈신의 탑〉 1, 2부와 라인웹툰에 게재되고 있는 영문 번역본 〈Tower of 

God〉을 비교해 언어적 곁텍스트의 번역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신의 탑〉은 SIU 작가가 네이버에

서 2010년 7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연재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현재 시즌 3이 진행 중이다(현재는 

휴재 중이나 곧 연재 재개 예정). 

3. 분석 결과 

1) 직역 

직역 중 ‘의미상 직역’은 작품 전반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슬라이드 26 참조). 한편, 

 ‘음차를 통한 직역’도 있는데, 〈신의 탑〉 2부에 나온 ‘러커&캐시’의 번역인 ‘Lurker&Cash’가 대표

적이라 할 수 있다(슬라이드 27 참조). 그런데, ‘러커&캐시’가 한국어의 경우 ‘러시&캐시’라는 사채

업체 패러디를 통한 유머 효과를 노린 반면, 번역문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주지는 못하고 스타크래

프트 저그 ‘Lurker’ 또는 눈팅족을 의미하는 인터넷 용어(lurker)를 연상시켜 영어권 독자에게는 다

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2) 홈통에 각주로 번역 

〈신의 탑〉 영문 번역본에서는 원문에 없는 각주를 추가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 〈신과 함께〉 

등 영어권과 비교해 문화적 간극이 크고,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웹툰의 경우 홈통

에 각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번역 전략이 일부 발견되었다(예: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곡소리를 내는 이유 설명). 

3) 의역

의역은 목표어 문화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 번역하는 것이다. 슬라이드 28에서 볼 

수 있는 ‘와삭바’가 그 예인데, 번역 시 의미 중심으로 ‘Crunchy’라고 의역함으로써 해당 과자가 바삭

바삭한 것이며 씹을 때 ‘와삭’ 하는 소리가 남는다는 것을 영어권 독자들도 바로 이름을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슬라이드 28 참조). 

4) 원천어 그대로 남겨두기 

해당 전략은 분석 대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 웹툰 번역 플랫폼에서는 언어적 텍스트를  

번역 없이 남겨두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천어 그대로 남겨두기  

전략은 팬 번역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다(슬라이드 31 참조). 팬 번역의 경우 디지털 작화 원본을  

활용할 수 없어 수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심 스토리에 영향이 없는 경우 원문  

그대로 남기기도 하고, 팬 번역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해 남기는 것일 수 있다. 

5) 삭제하기 

언어유희, 철자 파괴 등을 활용한 유머 효과를 노리는 곁텍스트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번역하

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중심 스토리 진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그림만 남겨두고 한국어

만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슬라이드 29 참조). 언어뿐 아니라 그림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

슬라이드 30 참조). 번역 시 글자 수가 늘어나게 되어 그림을 가리게 될 확률이 있고,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된 부분이라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반복을 통한 독자의 쉬운 이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웹툰 1부에서 언어적 곁텍스트는 17건이 발견되었는데, 삭제 전략은 총 3건에 불과했다. 

웹툰의 언어적 곁텍스트와 그림 텍스트 번역 전략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이지민, 김수명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112 113

4. 결론

웹툰의 경우 번역 대상은 언어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언어 텍스트 번역 시 그림과의 상호작용

을 고려해 다양한 번역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 중 특히 언어적 곁텍스트 번역 시 문화적 이질감을 

고려해 직역, 의역, 생략, 삭제 등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에도 영향을 미친다.

웹툰 번역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중재하는 언어 간 번역, 문화 간 격차를 중재하는 문화간 번역 외

에도 그림 텍스트가 전달하는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기호 간 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웹툰 번역 전략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

되어 역량 있는 번역자가 많이 양성되기를 기원한다.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싸랑과 용기를 담아 
웹툰 번역하기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문 호 영

- 레진엔터테인먼트 미국사업팀 제작파트장

- 한영/영한 번역가 겸 편집자

- 웹툰 <야화첩>, <하지점>, <천사의 용도> 등 한영 번역 검수

- 역서 : 『남은 인생은요?』 (2020)

MEDIA
TRANSLALL TIOAA N
SYMPYY 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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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엔터테인먼트 미국사업팀 제작파트장 문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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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랑과용기를담아?!

<사랑하는죽음> 22화 – 기존번역 “haa”

애정 +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가장 재미있고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태도

“싸랑과용기”

옆자리동료가주먹울음을...?

싸랑과용기를담아?!

<사랑하는죽음> 22화 – 기존번역 “haa”

슬라이드 2 슬라이드 4

슬라이드 3 슬라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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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특성

• 동시대의 이야기
• ‘스낵 컬쳐’의 리듬

• 에피소드 구성: Hooking point
• 스마트폰, 스크롤뷰로 읽음

• 작화와 어우러지는 간결한 텍스트
• 엔터테인먼트

웹툰번역의묘미:

독창적인제목

목차
• 웹툰의 특성

• 웹툰 번역의 묘미
• 독창성 Creativity
• 가독성/문체 Readability & Voice
• 작화 고려한 간결성, 효과음 Working with the art

• 완성도 높은 웹툰 번역을 위하여

웹툰의특성을고려한번역

웹툰의 특성

• 동시대의 이야기
• ‘스낵 컬쳐’의 리듬
• 작화 고려
• 엔터테인먼트

번역물의 완성도

• 가독성 Readability
- 직역/의역 균형잡기
- 간결성

• 적절한 문체: 구어, 유행어
• 독창성 Creativity
- 의성어/의태어
- 언어유희



슬라이드 6 슬라이드 8

슬라이드 7 슬라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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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번역 – 의역편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모인다

 Fate Makes No Mistakes
직역: Goblins Will Gather

Where There’s Grass

제목번역 – 언어유희편

아만자 Big See

제목번역 – 의역편

야화첩  Painter of the Night
직역: Nighttime Annals, The Bawdy Sketchbooks…

제목번역 – 언어유희편

오해가 계속되면 오예입니다  Blunder Turned Wonder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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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제목

웹툰번역의묘미: 직역/의역균형잡기 단어가아니라의도를번역
Intended meaning > word-for-word

<절필하세요, 작가님!> 16화

제목번역 – 고양이편

팀장님이 괭장해!  My Purrfect Boss!

원문에충실하다?

보통 ‘원문에 충실’하면…

• 모든 내용을 토씨 하나
빠트리지 않고 번역

• 단어나 문장구조를
최대한 보존

웹툰 번역에서는
• 가독성 Readability 중요

- 원문 표현,
문장구조와 다를 수 있음

-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 간결성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가 빠지기도 함

• 재미있어서 독자의 몰입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좋음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5 슬라이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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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최고의 늑대> 71화

한국식표현과말투번역

웹툰번역의묘미:

작화와어울리는
의성어, 의태어

<Teach Me!> 16화

한국식표현, 언어유희적번역

<내가 원하는 건> 4화

한국식표현, 동시대언어로번역 Using slang

슬라이드 18 슬라이드 20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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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의유혹
슥, 스윽번역

슥, 스윽

<천사의 용도> 11, 12화

‘슥’을 무조건
ssk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아쉬움

fwip, swish, whoosh, slip 등등
맥락에 맞게 번역

의성어/의태어 Onomatopoeia

슬라이드 22 슬라이드 24

슬라이드 23 슬라이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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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어/의태어 - 20% 부족한경우

<옥탑방 XXX> 20화

웹툰번역의묘미:

작화와독자를고려한번역

“다정후광”
직역 vs 의역

<불완전 변태> 19화

의성어/의태어 – 작화에알맞게번역하기

<정숙한 남자> 외전 13화

슬라이드 26 슬라이드 28

슬라이드 27 슬라이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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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식 생된장”

• 다수의 번역:
Traditional doenjang

• 대안:
Doenjang Traditional Style

제1회 웹툰 번역 콘테스트 예선작 <안녕, 엄마> 1화

<Teach Me!> 16화

작화고려

Working
with the art

작화고려
간결함
동시대언어

<정숙한 남자> 외전 12화

작화 & 독자고려: 아쉬운경우

슬라이드 30 슬라이드 32

슬라이드 31 슬라이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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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랑
• 작품에 대한 애정을 담아 작가의 의도를 섬세하게 파악
• 구어체, 유행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동시대 언어 습득

• 용기
• 원문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말고,
가독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 독자의 몰입을 돕는 독창성 발휘하기

싸랑과용기를담아

완성도높은
웹툰번역을위하여

슬라이드 34

슬라이드 35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134 135

안녕하세요, 저는 레진코믹스 미국 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문호영입니다. 웹툰 전문 플랫폼인 레진

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는 웹툰의 한영 번역문을 다듬는 사람

으로서, 어떻게 하면 웹툰 번역을 맛깔나게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용적인 정보와 방향을 제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 드라마는 조인성 배우의 ‘주먹 울음’ 

장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사무실 옆자리에 계신 에디터분이 바로 이 주먹 울음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우는 것 같지는 않고,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그분의 모니터를 봤더니… 

바로 이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죽음〉이라는 웹툰에서 한 캐릭터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도망치는 장면이에요. 이때 호흡, 신음 소리를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는 중이셨죠. 보시다시

피 한국어로는 ‘흐으’, ‘흡’으로 나와 있고, 번역은 ‘하아haa’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갈을 문 사람이, 

숨을 가쁘게 쉬는데 ‘하아’라는 소리가 나오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번역하시겠

어요? 그 에디터는 이렇게 번역을 고쳤습니다. ‘ngh, mmph.’ 소리가 좀 더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무척 감명받았습니다.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이 정도의 디테일을 챙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웹툰 번역 에디터로서 언어에 대한 전문성과 독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용

기를 발휘해 사무실에서 주먹 울음을 실행해 보이셨고요. 이렇게 독자에게 가장 재미있고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태도를 “싸랑과 용기”라고 표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싸랑과 용기를 담아’ 웹툰을 번역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다룰 겁니다. 먼저 웹툰 번역이 어떤 특성

을 가지는지 짚어보고, 완성도 높은 웹툰 번역에서 돋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웹툰이라는 콘텐츠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웹툰은 동시대의 이야기와 목소리

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영화나 문학에서도 물론 등장하지만, 웹툰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건 구어체,  

그리고 상당히 날것의 ‘요즘 언어’가 담겨 있다는 것일 거예요. 작품에 따라 좀 더 문어체를 쓰는 경우

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웹툰은 아무래도 온라인 문화의 일부이다 보니, 짤방이나 밈이 들어가지

요. 이런 동시대 언어를 어떻게 번역할지가 어렵기도 한데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웹툰은 소위 ‘스낵 컬처’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백 페이지짜리 책이나 한 시간 

넘는 분량의 영화에 비해 웹툰은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호흡이 빠릅니다. 그리고 계속 

다음 에피소드를 읽고 싶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 에피소드 말미에 보통 후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웹툰은 보통 스마트폰으로, 스크롤을 하면서 읽기에 이동을 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 문학 번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작화와 텍스트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이죠. 또, 작화

와 어울리기 위해 어느 정도 간결하게 번역을 해야 해요. 스마트폰 스크린이라는 화면 크기의 제약

도 있고 텍스트가 주어진 칸에 잘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웹툰은 엔터테인먼트라는 점이에요. 회사의 모토가 

‘재미로 세상을 구하자!’인데요. 작품에 따라 그 ‘재미’의 종류란 정말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미’

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웹툰의 완성도는 주로 세 가지 부문에서 결정됩니다. 첫 번

째는 가독성이 높은가. 독자에게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매끄럽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화와 

어긋나지 않게 번역되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문체를 구사했는지가 있겠죠. 구어체나 유

행어가 적재적소에 활용되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웹툰 번역의 특징인 의성어와 의태어, 언어

유희를 번역가가 독창적으로 해결했는가입니다.

그러면 보통 웹툰 독자들이 작품을 접하는 첫 통로이고, 번역 과정의 첫 단계인 제목에 대해서 이

야기해보겠습니다. 제목 번역은 모든 콘텐츠에서 중요하지만 웹툰의 경우 언어유희가 많이 들어가

다 보니 독창성, 그리고 마케팅을 고려한 가독성이 특히 돋보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서비스에서 독보적인 작품, 〈야화첩〉입니다. 연재 시작과 동시에 한국어, 영어, 일

본어 서비스 모두에서 1위를 하고 있고, 누적 조회 수가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시대의 춘화가를 주인공으로 하고, 제목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영 번역이 좀 까다로웠고, 번역

가분께서 보내주신 제목은 직역에 가까운 것들이었어요. Nighttime Annals, The Bawdy Sketch-

books와 같은 제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nnals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고, 

Bawdy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야화첩〉의 우아한 느낌이 살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제가 작성한 제목은 Painter of the Night이었습니다. 작품 내용을 은유적으

로 표현하면서도 시적인 느낌이 듭니다.

〈야화첩〉보다도 많이 나아간 의역 제목은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모인다〉인데요. 이 제목은 직역 

하자면 ‘Goblins Will Gather Where There’s Grass’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제목이 상당히 길고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점은 주인공의 운명이 도깨비와 엮이게 되었

다는 것,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Fate Makes No Mistakes라는, 라임이 들어가고 독자의 호기

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로컬라이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해가 계속되면 오예입니다〉입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실수로 인해 전혀 친분이 없었

던 아이들 사이에서 우정과 사랑이 싹트는 학원물인데요. 오해는 보통 사전에 검색하면 misunder-

standing이라고 나오죠. 하지만 원제의 매력 포인트인 ‘오해-오예’ 라임을 살리고, 꼭 같은 단어를 

쓰기보다는 의도를 전달하고자 ‘실수’라는 뜻을 가진 Blunder를 썼어요. 그래서 Blunder Turned 

Wonder가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만자〉는 현재 카카오TV에서 동명의 웹드라마로도 공개되었고, 많은 독자분들에게 사랑받은  

작품이죠. ‘암 환자’를 발음 그대로 적은 제목 ‘아만자’를 영어로는 Big See라고 옮겼습니다. 영어로 

‘암’은 Cancer이고, 암을 에둘러 말하는 표현이 Big C입니다. 이것을 같은 발음인 ‘see’로 썼습니다. 

주인공이 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된다는 점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

니다.

또 제가 특히 좋아하는 제목 번역 케이스는 〈팀장님이 괭장해!〉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고양이로 변신하는데, 괭장해의 ‘괭’이 이를 암시하죠. 영어로는 Purrfect를 pun으로 번역해서 원제

싸랑과 용기를 담아 웹툰 번역하기

레진코믹스 미국사업팀 

제작파트장

문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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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여운 느낌과 주인공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넣었습니다.

제목 번역을 통해 살펴봤다시피, 웹툰 번역에서는 적절하게 직역 또는 의역에 대한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Hedgie Choi라는 한국문학 번역가께서 만들어주신 밈이 있습니다. 자동

차가 갈림길에 있는데, 한쪽은 원문에 충실한 직역이고, 다른 쪽은 꿀잼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번역문은 ‘꿀잼’ 쪽으로 급커브를 틉니다.  이 밈이 웹툰 번역 에디터로서 정말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사실 ‘원문에 충실함’과 ‘재미’ 둘 중의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렇다면 

원문에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떠올릴 때 우리는 모든 내용을 토씨 하나 빠트리지 않고 번역한 문장

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웹툰 번역에서는 가독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농담 

몇 마디에 온갖 문화적 배경이 녹아들어 있는데, 웹툰 독자에게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

습니다. 그래서 웹툰 번역에서는 원문과 다른 표현을 써서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문장 

구조에서 변화를 줄 수도 있죠. 

또, 간결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수적인

가’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다수의 웹툰 번역은 원작

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번역가, 에디터, 작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로컬라이징함으로써 더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작가의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원문은 “혈중 과다 수치스러움으로 죽어버릴 겁

니다”라는 대사입니다. 중간에 나온 영어 번역에서는 혈중 과다를 overdose로 원문과 가까이 번

역했죠. 그런데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에 대한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은 combust, explode 이런 동

사들이거든요. 한국어에도 ‘열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보통 어떤 단어들이 같이 쓰이는지, 즉 

collocation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은 한국식 표현을 언어유희적으로 번역한 예시입니다. 한국어 원문은 “은성이는 힘든 내색

을 하지 않았다. 근성 대단하다”입니다. ‘근성’을 직역하면 enduranc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

기에서 캐릭터 이름을 활용해 eun-believab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그적 요소를 첨가한 것인데, 

이 작품과 캐릭터에 알맞은 톤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식 표현과 말투를 번역한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원문을 보시면, “아 진짜 서운하네… 두 

사람 다시 만나는데 일등공신한 사람한텐 국물도 없고… 너무하네, 너무해”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서운하네’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disappointed’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번역을 ‘man, that’s 

brutal’로 함으로써 톤을 살려냈죠. 아래쪽 대사를 보시면 ‘국물도 없고 너무하네’라는 표현이 있는

데 이게 관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번역을 상단에 나온 것처럼 했어요. “I’m pretty much the reason 

you two got back together, but what do I get? Nothing!”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의미는 빠진 것이 

없으나, 좀 더 톤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So the person who got you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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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gether gets nothing, huh? That’s cold, man… real cold.”

다음은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식 표현을 동시대 언어로 번역한 경우입니다.  

주인공이 피하고 싶은 사람과 같은 수업 조 과제를 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의 핵심은 ‘놀랍고 당황했다’는 감정이죠. 간단하게 Surprised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에  

맞고 더 재미있는 번역은 “I am shook. Seriously shooketh”입니다. ‘shook’이라는 표현은 미국식  

‘동공 지진’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고 밝은 성격인 대학생  

캐릭터에 잘 어울리는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은 웹툰 번역의 주요한 특징인 의성어, 의태어, 효과음입니다. 의성어 의태어는 감칠맛을 더하

는 요소이기 때문에 독자의 몰입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웹툰들을 보면 정말 독보적

으로 많이 쓰이는 의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슥’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장면 속에서는 ‘뒷걸음질 

치는 소리’, ‘물잔을 건네는 소리’, ‘몸을 기울이며 귀를 쫑긋하는 모습’ 등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번역가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는 한국어만큼 의성어, 의태어가 많지 

않은데, 이 기회에 음역을 통해 영어에 새로운 의성어를 선사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웹툰 번역에서 ‘ssk’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같다고 해서 ‘슥’을 무조건 

‘ssk’으로 번역하는 건 아쉽습니다. Fwip, swish, whoosh 등, 맥락에 맞게 가능하면 영어에서 쓰

이는 의성어, 의태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장면의 ‘슥’은 Slink, fwip, Lean으로 번역

을 했습니다. 

‘슥’ 같은 효과음 외에도 웹툰에서는 다소 구체적인 곁텍스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인물이 상대방에게 ‘힘들면 가서 좀 쉬어’라고 말하고 있고, “다정 후광”이라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죠. 

원래 번역은 ‘다정 후광’을 직역한 ‘tender sparkle’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내보내기에

는 너무나 설명 투인 것이죠. 이미 그림이 ‘몽글몽글하고 다정함’을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맥락에 알맞게, 분위기를 표현해주는 ‘Shalala’로 의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에디터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했던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반짝이

는 미남 캐릭터가 ‘아련 아련’하게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gaze gaze’로 표기를 

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형용사를 쓰는 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영어는 반복을 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번역이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Gaze’를 하나만 남기고 대신에 ‘badum’ 

또는 ‘Shalala’를 넣을 수도 있겠죠. 

또, 반복적인 단어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작화를 참고해서 맥락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한 커플이 걸어가고 있고, 오른쪽 인물이 왼쪽을 부축하고 있죠. 여기 나

온 텍스트는 ‘안절부절’이고요. 원래는 이 부분이 ‘panic panic’으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Panic’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대신 대사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저는 grasp(손으로 붙잡는 행위)와 ‘진우…’라고 상대방을 소심하게 부르는 대사로 

이 캐릭터의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면 작화뿐만 아니라 독자를 고려한 번역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숙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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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한 장면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의 눈동자 안에 ‘콩/깍지’라고 쓰여 있어

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번역을 어떻게 하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말풍선은 어떻게든 

크기를 늘릴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눈동자는 더 크게 그릴 수 없잖아요. 게다가 ‘콩깍지’라는 특

수한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번역을 보시면, 한쪽에는 JW, 즉 좋아하는 대상인  

진우의 이니셜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는 FTW(for the win의 약자)를 넣었습니다. 이 표현은 ‘최고’, 

‘짱’이라는 뜻입니다. 동시대 언어를 사용해 작화가 주는 제약을 뛰어넘었죠!

또 다른 예시는 웹툰 번역 콘테스트 예선작인 〈안녕, 엄마〉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 콘테

스트에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재래식 된장 표기를 많은 분들은 ‘Traditional Doenjang’

이라고 번역하셨어요. 사실 한국 독자들은 이 맥락에서 통만 봐도 된장이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영어권 독자라면,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는 ‘재래식’이 아니라 

‘된장’이 됩니다. 저라면 ‘Doenjang’을 앞에 오게 해서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작화를 고려했으나 독자에 대한 배려가 약간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현수막에 ‘경축 대학수

학능력시험’이라고 쓰여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수막의 양 끝과 중간 부분을 어떤 순

서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번역을 한다면 영어권 독자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또한 사자성어를 많이 쓰죠.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들이 ‘옥신각신’ 다툼을 하고 있는

데요. 한국어 독자들은 세로 읽기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간략하게 네 글자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네 개의 말 칸을 유지

하면서 가로 읽기 형식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도 높은 웹툰 번역에는 어떤 구성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번역 방식은 “싸랑과 용기를 담은” 번역입니다. 첫 번째로 싸랑을 담은 웹툰 번역이란,  

작품에 대한 애정을 담아 작가의 의도를 섬세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이 아니라 ‘싸랑’

인 이유는 웹툰의 성격에 알맞은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이나 캐릭터에 따라 구어체,  

유행어처럼 동시대 언어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번역가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해요. 목적 언어와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로서 원문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말고, 가독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번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의 몰입을 돕고, 재미를 더하

는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도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에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레진 웹툰을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

의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소셜번역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웹툰 번역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최 종 환

- 前 영화사 쇼박스 해외팀, 

- 前 일본광고대행사 하쿠호도 DYMP 엔터테인먼트사업국

- 웹툰제작사 (주)스토리컴퍼니 IP담당이사

- 글로벌웹툰(번역)플랫폼 (주)토리웍스 공동대표

MEDIA
TRANSLALL TIOAA N
SYMPYY 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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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웍스 공동대표 최종환



142 143

토리웍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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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누적 번역 추이> <언어별 번역 추이>

(2020년 6월 말일 기준)

목차

• 토리웍스 & 토리코믹스 소개

• 웹툰 소셜 번역 소개 및 현황

• 웹툰 번역 실효성과 시스템의 필요성

크라우드 소싱 번역 시스템 탑재
모바일 웹툰 앱

140 countries 
12 different languages

글로벌 동시 전개

콘텐츠 공급자

유저 번역

Tory Comics Platform Overview

토리웍스는 크라우드소싱 번역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글로벌 웹툰 서비스 / 번역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슬라이드 2 슬라이드 4

슬라이드 3 슬라이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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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Tory Dic.

Korean

English Chinese Turkish

ThaiIndonesian

* 웹툰체 사전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 제10-2041935호)

의성어, 의태어 등 웹툰만의 독특한 표현 언어를

다양한 언어로 DB화하여 추천/제공합니다.

❷ AI translation

Arial, Black,10, 
200,203,400,50

0, 

Arial, Black,10, 
200,203,400,500, 

English, 
Chinese, 

French,etc.

* 모바일웹툰 오픈 자동번역시스템 제공 방법
(특허: 제10-1986977호)

고작 핸드폰 어플 게임이
어떻게 이런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거지?

How does a mobile 
phone application 
game embody this 
virtual reality?

How does a 
mobile phone 
application game 
embody this 
virtual reality?

초벌번역 결과를 자동생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번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번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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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hmanov9709@gmail.com
asel.19920919@gmail.com
kimtatyana92@gmail.com
adorable.kr@gmail.com
moonface2709@naver.com
lirvess@gmail.com
xazratbek@gmail.com
life_tree@nate.com
hhquanta7@gmail.com
Alexmxc**@gmail.com
aida_tayo@mail.ru
olchik94@gmail.com
aizhanok777@mail.ru
aru-mariam@yandex.ru
choivictoria11@gmail.com
zarikim@gmail.com
ogainastya1994@gmail.com
iltipat@naver.com
Kozaim9852@gmail.com 
eugene2sokov@gmail.com
kangsuon@gmail.com
innuka18@gmail.com
mr.exoyehet@gmail.com
lubsanova_irina@mail.ru
gulshanna@gmail.com
daniyarfatima@gmail.com
rakhmanov9709@gmail.com

sv.ilyushina@gmail.com
gibiskus@hanmail.net
ziyodasagitova97@gmail.com
na05111992@gmail.com
yulia.edelshtain@gmail.com
gwen_lee@naver.com
yhj3598@naver.com
cerenakpinar@naver.com
teoki.saramg@gmail.com
feyza.lokmanoglu@gmail.com
berberferhan@gmail.com
oguzzzyildiz@gmail.com
esra_ciftci_96@hotmail.com
toki.yeoja@gmail.com
gamze474@gmail.com
Deryason14@gmail.com
ummu.jbrs@hotmail.com
kakaoicinemail@gmail.com
eceugur_96@hotmail.com
idbesimoglu@outlook.com
poipoi91@windowslive.com
jaeshawn3.5@hotmail.com
honglinfeng@naver.com
Yingl**@naver.com
starenoori2014@daum.net
chanmyaeyi@gmail.com
yamineizily@naver.com
Dina.dondon87@gmail.com
gogo4518@hanmail.net 
naulll@naver.com
phasin@daum.net
sompratana.phu@gmail.com
kamonratch11@hotmail.com
nicenims@naver.com
standingwgg@naver.com
0914mika@naver.com
xxxayn@naver.com
dragon_ky@naver.com
y.lee@krcn.net
sibrvo777@gmail.com
na05111992@gmail.com
yulia.edelshtain@gmail.com
gwen_lee@naver.com
yhj3598@naver.com
cerenakpinar@naver.com
teoki.saramg@gmail.com
feyza.lokmanoglu@gmail.com
berberferhan@gmail.com
oguzzzyildiz@gmail.com
esra_ciftci_96@hotmail.com
toki.yeoja@gmail.com
gamze474@gmail.com
Deryason14@gmail.com

tranninh2006@gmail.com
halleyjung96119@gmail.com
j.yen1107@gmail.com
nhatvy92@gmail.com
trista0998@icloud.com
lethom140995@gmail.com
dldksdbs1@naver.com
trinhlim@naver.com
tsweetlove@nate.com
anhtrangvang1210@gmail.com
mirandanhu@gmail.com
Elvjsk**@gmail.com 
tuyetngan2901@gmail.com
kimjuhee.kr@gmail.com
nghienbang.245@gmail.com
s3s3s3s@naver.com
moonsun106@naver.com
maitruc@hanmail.net
lahongvan@naver.com
quynhtrangk3@gmail.com 
dana1029@naver.com
tracykwu@naver.com
maihoai@naver.com
vttn1990@hanmail.net
phamthaoquyen1@gmail.com
annpham712@gmail.com
kheiuanhlemlem@gmail.com
myworld131210@gmail.com
firelight6104@gmail.com
dieplinh38@gmail.com
sahra08@naver.com
phiduong89@gmail.com
qhdbs362@gmail.com
m.palmen@hotmail.de
yehyuni@hotmail.com
svenja.hennecke@freenet.de
katja.quibeldey@yahoo.de 
newtront@naver.com
johannlee@naver.com
spa0ce@gmail.com
nghienbang.245@gmail.com
s3s3s3s@naver.com
moonsun106@naver.com
maitruc@hanmail.net
lahongvan@naver.com
quynhtrangk3@gmail.com 
dana1029@naver.com
tracykwu@naver.com
maihoai@naver.com
vttn1990@hanmail.net
phamthaoquyen1@gmail.com
annpham712@gmail.com
kheiuanhlemlem@gmail.com

약 1천 명의 웹툰 이용자가 번역에 참여하였으며,
검증된 200여 명의 번역작가를 선별하여 12개 언어 번역을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❶ Tory Dic.
* 웹툰체 사전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 제10-2041935호)

상단 입력창에 번역을
원하는 단어를 입력한다

❶ 웹툰체 사전 단어 입력 화면(번역 시작)

가장 유사한 번역 결과를
가중치순으로 보여준다

❷ 웹툰체 사전 번역 결과(번역 실행)

해당 단어 선택시
클립보드 복사 또는
해당 Edit box에 삽입

Buugh

❸ 번역 결과 반영(결과적용)

슬라이드 6 슬라이드 8

슬라이드 7 슬라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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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소셜번역

• 번역 참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 웹툰 소셜 번역 장단점은?

• 소셜 번역의 미래는?

리더 ㅣ Alina Potapova
인하대 국문학과 석사과정

Russia

리더 ㅣ Hannah Ko
한영 전문 번역가, Viki 영상 번역

USA

Turkey

Thailand

Taiwan

Vietnam

Indonesia
리더 ㅣ Yesim Atis
인천대 석사과정

리더 ㅣ Bella Whang
대만 한류 플랫폼 에디터

리더 ㅣ Maipan Supatta
치앙마이대학교 세종학당 졸업

리더 ㅣ Isma Wati
University of Indonesia 한국어 전공
넷마블 인도네시아 게임사업부 팀장

리더 ㅣ 예다은
베트남에서 귀화

Translation Members – 소셜번역참가자

한국어+한국문화+한국 콘텐츠
한국 콘텐츠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 역사를 자연스럽게 습득한 콘텐츠 헤비유저

리더 ㅣ Claudia
한영 전문 번역가, Viki 영상 번역

Peru

웹툰소셜번역

소셜번역참가자특성

• 소셜 번역 유저 특성

K-콘텐츠, 한국문화1

수익 vs. 재미2

낮은 연령대3

- 한국드라마, 아이돌 팬클럽, 유학생

- 좋아하는 일과 수익의 양립을 추구

- 유연한 사고 & 적은 사회 경험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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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번역장점및단점

장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비전문가, 비용이 낮은 국가 선택)

단점

1 퀄리티1

현지 유저들의 문화적 유행, 비속어 반영

(비교적 낮은 연령대)

2 스케줄 관리2

번역 물량 유연한 대처 가능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한 모집과 업무량
조절이 용이하다)

3 보안 및 운영3

장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외부 AI 번역 이용
-운영 시스템 내 다운로드 없이 번역/디자인
-커뮤니티 운영으로 번역 유저 풀 확대 유지

단점

1 퀄리티
-오탈자 시스템 감지/수정
-오역 수정 및 공유
-커뮤니티 감수 시스템

1

현지 유저들의 문화적 유행, 비속어 반영
-비속어, 유행어, 의성/의태어 AI 사전 개발

2 스케줄 관리
-번역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

2

번역 물량 유연한 대처 가능
-운영 시스템 내에서 번역 작품 선택/할당

3 보안 및 운영
-파일 다운로드 없는 번역
-시스템 내부에서 번역/디자인

3

전용 시스템 개발 및 AI 이용으로 소셜 번역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

소셜번역시스템

�� ���
����� ��������
�� ��������
��� ��������
�� �������
�� �������
078 �������
��� �������

���78 �������
�� �������
��� �������

����� �������
(2020년 6월 말일 기준)

<주요국가 이용자 성향>

남녀 비율 50:50 
남성향 콘텐츠 선호

콘텐츠 소비/제작 높은 잠재력
유료 콘텐츠에 대한 인식 부족

조용하지만 선호도가 확실한 나라
로맨스, BL, 수위가 높은 콘텐츠도 선호태국

러시아

전체 150만 가입자

안 보는 작품이 없다
댓글, 이벤트 참여도가 높다

터키

베트남

웹툰소셜번역미래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5 슬라이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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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웹툰 소셜 번역

1-1 Tory Comics(토리코믹스)

1) 토리코믹스 개요

토리코믹스는 다국어 웹툰 서비스와 웹툰 소셜 번역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App(서비스/번역)과 

Web(번역)을 통해서 동시(다국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2) 토리코믹스 누적 번역 에피소드 수(언어별)토리코믹스는 3년간 약 1000여 명의 소셜 번역 유저

를 통해 최대 12개 언어, 5만 에피소드가 넘는 웹툰을 번역/서비스하였습니다.

3) 주요 기능–토리딕

토리딕은 웹툰 번역의 최대 난점인 의성어/의태어/비속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번역가들에게  

추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전 서비스입니다. 현재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각 언어별로  

토리코믹스 앱/웹에서 번역 작업 시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 웹툰체 사전 서비스 제공 방법(특허: 제10-2041935호)

4) 주요 기능–자동 번역 기능

번역 시 외부 API를 이용한 초벌 번역 결과를 자동 생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

한 번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1-2 소셜 번역 유저 특성

웹툰 소셜 번역 유저들은 K-콘텐츠, 직업과 취미의 양립, 낮은 연령대(여성)라는 3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확산된 한국드라마, 케이팝 등 한국문화를 접하며 자라난 세대의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에서 유학하며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전공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취미나 부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문화가 확산된 일본, 미국에 비해 동남아나 중동(MENA), 유럽 지역의 번역 작가

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 유저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적인 감각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1-3 소셜 번역 장점 및 단점

소셜 번역은 전문 번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번역이 가능하며 동일한 언어 중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번역을 진행할 경우,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셜 번역 유저는 실제 웹툰을 소비하는 유저와 같은 콘텐츠 유저층에 속하여 현지 동세대 콘텐츠 

유저들의 문화적 유행, 사회적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문화소비와 번역을 동시에 진행하는 소셜 번역 유저들은 수급이 유연하여 번역 물량의 조절에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번역 유저들의 경력이 짧고 한국어 이해도가 균일하지 않아 번역 퀼리티 유지가 어렵

습니다. 또한 웹툰 번역이 부업이나 취미인 유저가 많아 업무 스케줄 관리가 원활하지 않고 번역

이 늦어지거나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넓은 번역 유저 풀로 인해 보안(해적판  

유출)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웹툰 소셜 번역의 미래

2-1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장점 극대화와 단점 보완

웹툰 소셜 번역은 작업공정의 효율성과 유저 편의성, 보안 등을 고려한 전용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을 통해 발전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언어AI를 웹툰 번역에 특화된 방향으로  

개발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웹툰 번역의 특성인 텍스

트와 이미지가 복합된 번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텍스트와 이미지로 나누어진 작업을 다운로드 없이 시스템상에서 번역가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식자/디자인 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 원작의 의미와 재미를 담은 번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파일 다운로드가 없는 시스템 번역은 파일 유출을 방지하고, 인터넷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작업 속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전용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소셜 번역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셜 번역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웹툰 번역

(주)토리웍스

공동대표 최종환

1회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MEDIA
TRANSLATION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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