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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게일( J. S. Gale, 1863-1937)은 1888년 처음 한국 땅

을 밟은 뒤 40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는 성서 번역과 목회 활동 등 선교 사역을 담당하면서도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1 한국어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한문에 대한 조예까지 갖추었던 게일은 이제 막 한문의 자장을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신조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19세기 말 20세

기 초 한국어의 역동성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어의 변화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전들을 남겼다.

1897년 요코하마 Kelly & Walsh에서 인쇄된 『한영ㅈᆞ뎐』(韓英字典, A 

Korean-English Dictionary)은 게일이 편찬한 한국어-영어 이중어 사전으

로 3만 5,000여 개의 표제항을 수록하였다.2 이 사전은 초판 간행 이후 

두 차례 증보되었는데, 1911년 조선예수교서회에서3 발행하고 요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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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he Fukuin Printing Co., L’t.에서4 인쇄한 제2판 『한영ㅈᆞ뎐』(韓英字典, 

A Korean-English Dictionary)과 1931년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하고 중

앙기독청년회(현 서울YMCA)에서 인쇄한 제3판 『한영대ㅈᆞ뎐』(韓英大字典, 

The Unabridged Korean-Dictionary)이 그것이다.

게일의 한영자전은 선교사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활용되어 

근대 한국어 어휘의 정리와 학습에 큰 역할을 했다. 최초의 국어사전인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이 1938년에 간행되었고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이 1947-57년에 걸쳐 출판된 것을 고려하면 개항 이후 급변했던 한국어 

어휘 체계에 대한 정리의 상당 부분은 이중어 사전에 빚을 지고 있는 셈

이다.(황호덕·이상현 2012 :5)

게일의 사전들이 발행된 시기는 서구의 신문물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

고 확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전의 표제항을 통해 새로운 문물에 대

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사전의 표제항과 그 뜻풀이

를 살펴보면 초판에서 제2판과 제3판으로 증보되는 동안 한국 사회에

서 일어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또 한 가

지 고려해야 할 점은 사전이 언어 현실 그대로의 반영이 아니라 편찬자

의 주관성이 일정 부분 개입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실생활에서 쓰

는 모든 단어와 표현들을 사전에 수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찬 과

정에서는 사전에 올릴 말을 선택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여느 

사전과 마찬가지로 게일의 한영자전도 이러한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쳤

는데, 이때 어떤 기준으로 ‘사전에 올릴 말’의 자격을 부여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언어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과 언어 현실의 재구성이라

는 양 측면에서 게일의 한영자전을 분석하고, 근대 한국어의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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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 이 사전들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사

전이 당시 성서 번역을 담당하던 선교사에 의해 편찬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사전에 실린 종교 관련 표제항과 성서 번역 용어의 관계에 대해

서도 논의할 것이다.

2. 『한영ㅈ ᆞ뎐』에 반영된 한국어의 외연

2.1. 한국의 세 가지 언어: 구어, 문어, 한문

게일이 사전 편찬에 착수한 19세기 말은 문어의 영역에서는 아직 한

문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편찬자는 무엇보다

도 구두로 발화되는 일상어와 문어로 사용되는 한문을 아우르는 ‘한국

어’의 개념부터 스스로 정립해야 했다. 1897년 초판의 서론(Introduction)

에서 게일은 ‘언어를 글로 적힌 단어들이나 조음된 소리들을 통해 생각

을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당시 한국에서는 세 가지의 언어가 쓰

인다.’고 하였다. 첫째는 음성으로 발화되는 ‘구어’(the colloquial)이고, 둘

째는 고유의 문자로 적힌 ‘문어’(the book-form in the native script; book 

language)이며, 셋째는 ‘한문’(the character in Chinese)이다.

게일은 한국의 구어는 기록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고대로부

터 오직 소리로만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 따른 발음의 차이가 큰데, 사실상 표준어로 

여겨지는 수도의 말과 비교해보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음의 차이도 커

진다고 하였다. 또한 일찍이 한국에 유입되어 ‘文理’라 불리는 고전 한문

은 유일한 공적 문어이지만 한국어 구어와 어순이 달라서 별도의 번역

이 필요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는 한문과 달리 구어의 어순

을 따르는 문어도 존재하는데, 한문의 형태가 상당 부분 뒤섞여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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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소리를 고르거나 표현상의 강조를 위해 한문의 어조사나 한문

식 수식어가 섞여 쓰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경서 언해나 

교화서와 같은 일부 언해문에만 쓰인다고 하여 그 사용 범위가 제한적

이었음을 밝혀 두었다.

게일은 이상과 같이 초판 발행 당시 한국에서 쓰이는 구어, 문어, 한

문을 모두 ‘한국어’(Korean)로 개념화하였다.5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동일

한 층위로 보지는 않았다. 『한영ㅈᆞ뎐』(1897) 편찬 시 제1부에는 구어와 

문어에 속하는 단어, 구, 절 등의 표제항을 수록하고, 그와 별도로 제2

부에 한문을 적기 위한 한자들을 낱자 단위로 수록한 것이다. 즉, 게일

은 한국어의 외연을 한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설정하면서도 그 

지위의 차이를 사전의 체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제1부와 제

2부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제1부의 경우 ‘Part Ⅰ. Korean-

English Dictionary’라고 하였고 제2부의 경우 ‘Part Ⅱ. Chinese-English 

Dictionary’라고 하였으며, 이를 아우른 사전의 전체 제목은 ‘A Korean-

English Dictionary’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는 순수한 한국어

와 더불어 한문(Chinese)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초판에 반영된 ‘한국어’의 외연은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달

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1911년 제2판에는 초판의 제1부만 수록되고 제

2부는 누락되었는데, 제2부의 내용은 1914년에 『韓英字典 : A Korean-

English Dictionary(The Chinese Character)』로 별도로 간행되었다. 이러

한 분리 발행은 단순히 출판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11

년판의 서문 어디에서도 사라진 초판의 제2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

이다. 사전의 편찬 체제를 볼 때 1897년판에서는 제1부의 표제항(韓)과 

제2부의 표제항(漢)이 함께 ‘Korean’을 구성한다고 보았던 반면, 1911년

판부터는 ‘Korean’을 ‘韓’에만 대응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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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판을 거듭하며 한문을 한국어의 외연에서 제외시키긴 했지만, 

초판에서 제3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에서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에 녹

아들어 있는 한문의 흔적을 충실히 기술하였다. 게일은 한국에서 한문

을 사용해온 전통을 매우 중시하였고 스스로도 꾸준한 학습을 통해 한

문 고전들을 섭렵해나가고 있었다. 이는 당시 한국에 왔던 대부분의 선

교사들이 한글 전용을 지향하고 있었고,6 한자나 한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부분이다. 

게일은 1892년 4월 20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 총무인 엘린우드(F. 

F. Ellinwood, 1826-1908)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자를 배운 지 1년이 되었는

데7 이제 한자로 된 복음서를 읽을 수 있으며, 요즘도 매일 아침 두 시간 

동안 한자 공부를 하고 있고 공자를 천천히 읽어 나가고 있다고 하였

다.(김인수 편역 2009 :38) 그러면서 선교사들 중에는 한자가 중요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한자를 모르고서는 한국어의 구

어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모두 한자를 공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93년 3월 18일에 엘린우드 총무에게 보낸 편지

에서도 한자 학습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미국에서 영어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자를 알아야 하고, 한국어를 철저하

게 배우고 중산층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문어와 구어를 아울러 이에 

쓰이는 한자를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베어드와 마펫에게도 한자 공

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인수 편역 2009 :59)

이처럼 한국의 문화에서 한문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한국어에서 한자

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게일은 사전 편찬 시 한자에 

대한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는 사전의 이용자가 한국어

의 어휘를 익힐 때 한자어에 대해서는 그 한자의 뜻까지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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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경찰셔 l. 警察署 (닐ᄭᆡ울) (ᄉᆞᆯ필) (마을) An office of the chief   

     of police.8

   ㄴ. *ᄆᆡᆨ쥬 s. 麥酒 (밀) (술) Beer; barley spirit.

    ㄷ. *후환 l. 後患 (뒤) (근심) Future calamity; disaster ahead. See 후탈.

    ㄹ. 국밥 s. 羹飯 (국―*갱) (밥―*반) Soup and rice.

  ㅁ. ᄭᅩᆼ문이 s. 肛門 (황문이―*황) (문―*문) The lower end of the   

  spine. See 황문이.

   ㅂ. 갑 s. 價 (*가) A price; the value. (치다) (ᄆᆡ다) (지다) (가다).

   ㅅ. 팟 s. 荳 (*두) Beans; pulse.

   ㅇ. 경칠놈 s. A rascal fit to be put to the torture―an abusive   

  expression. See 쥬릐틀놈.

  ㅈ. 삼남이 s. A small bamboo hat worn by servants etc.

 

초판을 살펴보면 게일이 한자어 표제항에 ‘* ’ 표시를 부가한 것을 볼 

수 있다.9 (1ㄱ)~(1ㄷ)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셔’, ‘ 쥬’, ‘후환’은 모두 한

자어이기 때문에 표제항에 ‘* ’을 달았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한자

를 제시하고 각 한자의 뜻을 괄호 안에 삽입하였다. 고유어의 경우 한자

음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게일은 고유어에 대해서도 그 의미

에 대응하는 한자어가 존재할 경우 (1ㄹ)~(1ㅅ)과 같이 해당 한자어를 함

께 제시하였다. 고유어인 ‘국밥’에 대응하는 한자로 ‘羹飯’를 제시하고, 

각 한자의 음과 뜻을 괄호 안에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羹 : 국‐*갱’, 

‘飯 : 밥‐*반’에서 ‘국’과 ‘밥’은 한자의 뜻에 해당하고 ‘갱’과 ‘반’은 한자

의 음에 해당한다. 반면, (1ㅇ)의 ‘경칠놈’이나 (1ㅈ)의 ‘삼남이’처럼 의미적

으로 마땅히 대응되는 한자어가 없는 경우에는 한자 정보를 추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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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표제항에 대해 영어로 뜻풀이를 하는 한영자전임을 고려하

면, 고유어 표제항에 대해 같은 의미의 한자어를 제시하는 것은 사전 체

제상 필수적인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고유어와 한자

어를 대응시킨 의도는 게일이 저술한 『牖蒙千字』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

다.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던 『유몽천자』는 권1

에서 권3까지 각 권에서 약 1,000자의 한자를 학습하도록 짜여 있고, 뒤

로 갈수록 한자와 한문구가 많아지며 난이도가 높아지는 구성을 취하

였다.(이상현 외 2017 :56) 권1에 제시된 문장과 권2에 제시된 문장을 비교

해보면,10 권1에서는 고유어로 표현했던 의미를 권2에서는 한자어로 표

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ㄱ. 아머리간은 赤銅色 人種이니 合衆國의 土人이라. 얼골이 맛치 붉은  

  구리와 彷彿하고 ᄲᅣᆷᄲᅧ가 놉고 눈에 情神이 나타나고 코가 크고  

  頭髮이 곱슬곱슬하지 아니하니라. <권1-제2과>

 ㄱ'. 觸함은 皮肉이오 視함은 目이오 聽함은 耳오 臭함은 鼻오 味함은  

  舌이니라. <권2-제17과>

    ㄴ. 그러하나 달은 그 中에 生氣가 업다 하나니라. 우리의 處所도   

  行星 中에 하나히니 일홈은 地球星이라. <권1-제9과> 

 ㄴ'. 其次는 我의 栖息하는 地球ㅣ니 外他行星이 日을 繞行함과 갓치 

  地球도 日을 繞行하는대 한 地球를 繞行하는 者도 有하니 

  卽月이더라. <권2-제21과>

(2ㄱ)과 (2ㄴ)은 권1에 쓰인 문장으로,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고 고유

어는 한글로 표기하였다. 여기에 쓰인 고유어 ‘눈’, ‘코’, ‘우리’, ‘달’은 권2

로 가면 ‘目’, ‘鼻’, ‘月’, ‘我’와 같이 한자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고유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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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자로 의미 표현이 가능하면 최대한 한자로 바꾸어 쓴 결과이다. 게

일은 ‘눈’과 ‘目’처럼 의미상 대응되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를 난이도

에 따라 대치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자어의 사용을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재를 편찬하였다. 『한영ㅈᆞ

뎐』의 고유어 표제항에 대해 의미상 대응되는 한자어를 병기해 둔 것을 

볼 때, 게일은 『한영ㅈᆞ뎐』을 집필할 당시 이미 이러한 문체적 변이를 중

요한 언어 정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말

할 때는 ‘값’이라고 하면서도 글을 쓸 때는 ‘價’로 쓰는 일이 빈번했던 당

시 언문불일치(言文不一致) 상황을 고려해 사전의 정보를 통해 ‘言’과 ‘文’

의 연결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도 이해된다.11

한편, 『한영ㅈᆞ뎐』에는 한자어뿐 아니라 (3)과 같이 한문구도 다수 등

재되어 있었다. 앞서 발행된 파리외방전교회의 『한불ㅈᆞ뎐』(韓佛字典) 표

제항 중에도 한문구가 일부 있었지만, 『한영ㅈᆞ뎐』으로 오며 새롭게 등

재된 한문구가 훨씬 많았다.12 이는 한문의 통사구조를 따른 표현이라

도 게일이 이들을 한국어 어휘의 일부로 적극 수용한 결과였다.

(3) ㄱ. *애지원 l. 睚眥之怨 (눈가) (눈가) (갈) (원망) 

    A look of displeasure; an expression of resentment. See 앙앙지심.

 ㄴ. *해물지심 l. 害物之心 (해ᄒᆞᆯ) (물건) (갈) (ᄆᆞᄋᆞᆷ) 

  A desire to injure; an ugly disposition.

 ㄷ. *가외지 l. 可畏之事 (올흘) (두려울) (갈) (일) 

  A matter to be feared; things to be dreaded. See 가외.

 ㄹ. *반불여초 l. 反不如初 (도릴) (아닐) (ᄀᆞᆺ흘) (처음) 

  Worse and worse; not even up to the beginning.

 ㅁ. *ᄅᆡ쟈(ᄅᆞᆯ)불거 s. 來者不拒 (올) (놈) (아닐)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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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use not admittance to one coming. (A.) See 거쟈ᄅᆞᆯ막츄.

 ㅂ. *지ᄂᆡ형뎨 l. 四海之內皆兄弟 (넉) (바다) (갈) (안) (다) (맛)  

  (아오) All within the Four Seas are brothers. 

『한영ㅈᆞ뎐』에 수록된 한문구 중에는 (4)와 같이 한국어의 문법 형태와 

결합한 형태로 실린 것도 있었다. 

(4) ㄱ. *매문매필다 l. 賣文賣筆 (팔) (글) (팔) (붓) To make a   

  business of composing and writing for others in examinations.

 ㄴ. *남혼녀가다 s. 男婚女嫁 (사나희) (혼인) (계집) (싀집갈) 

  To marry off sons and daughters.

 ㄷ. *폐일언고 l. 蔽一言 (ᄀᆞ리울) (ᄒᆞᆫ) (말ᄉᆞᆷ) Without a word;  

  unquestionably. See 일언이폐지다.

 ㄹ. *션악(이)샹반다 l. 善惡相半 (착ᄒᆞᆯ) (모질) (서로) (반) To be  

  upright and evil at the same time; to be neither good nor bad.  

  See 공량편.

 ㅁ. *당량(이)거쳘 s. 螳螂拒轍 (ᄆᆞᆯᄯᅩᆼ구리) (ᄆᆞᆯᄯᅩᆼ구리) (막을) (슈레박회) 

  The praying-mantis attemps to stop the chariot―an impossibility.

    ㅂ. *텬하(에)막능당 s. 天下莫能當 (하ᄂᆞᆯ) (아래) (말) (능ᄒᆞᆯ) (당ᄒᆞᆯ) 

  One having no equal; without a match in the world.

(4ㄱ), (4ㄴ)과 같이 ‘‘- -’와 결합한 파생 용언의 기본형으로 실린 경우

뿐 아니라, (4ㄷ)처럼 활용형으로 실린 경우, (4ㄹ)~(4ㅂ)처럼 구나 문장 

단위로 실린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표제항은 한문 문법과 한국어 문법

의 혼효적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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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일은 문어에서만 쓰이고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휘들에 

‘(Comp.)’라는13 표지를 주어 그 쓰임의 편중성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했

다.14 그런데 『한영ㅈᆞ뎐』에서 해당 표지를 단 표제항들을 살펴보면, 한

문구나 한자어뿐 아니라 고유어도 있었다.

(5) ㄱ. *여불비복유 s. 餘不備伏惟 (ᄂᆞᆷ을) (아닐) (ᄀᆞᆺ촐) (업ᄃᆡᆯ) (오직)  

  Conventional phrases used at the end of letters. (Comp.)

 ㄴ. *여등 l. 汝等 (너) (무리) You; ye. (Comp.) See 너희. 

 ㄷ. *오즁 l. 午中 (낫) (가온) Mid-day; noon. See 오시. (Comp.)

 ㄹ. *안다 s. 安排(평안) (포ᄒᆞᆯ) 

  To arrange; to set in order. (Comp.)

 ㅁ. *열복다 s. 悅服 (깃글) (항복) To acquire; to agree to. (Comp.)

 ㅂ. 아ᄋᆞ s. 弟 (아오―*뎨) Younger brother; younger sister―used  

  only between or in reference to persons of the same sex.   

  (Comp.) Also 아오.

 ㅅ. ᄋᆞ s. 兒 (ᄋᆞ희―*아) A boy; a girl. (Comp.) See; ᄋᆞ희; ᄋᆞ동.

 ㅇ. 어버이 s. 親 (*친) Father. (Comp.) See 부친.

 ㅈ. 여희다 s. 희여; 흰 To lose parents―by death. (Comp.)     

(5ㄱ)은 문어로만 쓰는 한문구의 예로, 편지의 끝에 상투적으로 쓰

는 표현이었다. (5ㄴ)~(5ㅁ)은 문어로만 쓰이는 한자어의 예로, (5ㄴ)의 

‘(Comp.)’ 표시와 참고어(See) 정보를 조합해보면, 글로 쓸 때는 ‘汝等’이

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여등’이라 하지 않고 ‘너희’라고 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게일 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5ㅂ)~(5ㅈ)은 고유어이지만 문어에

서만 널리 쓰였고 구어에서는 쓰지 않던 단어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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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말과 방언

게일의 사전에서 ‘한국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여러 

언어적 변이들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어와 문어라는 사용역

의 관계로 유형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리 관념 속에서 중심과 주변의 관

계로도 유형화되었다. 『한영ㅈᆞ뎐』에 사용된 ‘(Prov.)’라는 약호,16 즉 방언 

표시가 이를 보여준다.

게일은 『한영ㅈᆞ뎐』 초판 편찬 시에 『한불ㅈᆞ뎐』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

였는데17 방언의 경우는 게일이 새롭게 추가한 것이 대다수였다.18 (6)은 

『한불ㅈᆞ뎐』에는 아무 표지 없이 수록되었지만 『한영ㅈᆞ뎐』에는 방언으

로 표시된 어휘의 예이고, (7)은 『한불ㅈᆞ뎐』에는 아예 실리지 않았지만 

『한영ㅈᆞ뎐』에는 방언으로 수록된 어휘의 예이다.

(6) ㄱ. 안스럽다 s. 러워; 은 To feel pity for. (Prov.)

     ㄴ. 황덕이 s. A brazier; a fire-pot. (Prov.) See 화로.

     ㄷ. 망셕 s. 網席 (그믈) (돗) A large mat made of straw. (Prov.)

     ㄹ. 넉지근다 s. To be worn out; to be tired. To be brazen-faced; 

 to be impudent. (Prov.)

     ㅁ. 셩냥다 l. 鍊鍛 (련단ᄒᆞᆯ―*련) (련단ᄒᆞᆯ―*단) To reface tools―at  

 a blacksmith-shop. (Prov.)

(7) ㄱ. 감동졋 l. Prawn pickle. (Prov.) See 곤쟝이졋.

 ㄴ. 반기 s. The sacrificial food offered to guests at a ceremony. (Prov.) 

 ㄷ. 얄개 s. Fussing; grumbling. (Prov.)

 ㄹ. 엉머구리 s. Frogs. (Prov.) See 머구리.

 ㅁ. 오공이 l. A short thick-set fellow―of great strength. (Prov.)  

  See 쇠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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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어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표준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

지만 수도인 서울의 말이 사실상 공통어의 기능을 했다. 하지만 게일은 

서울말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지방을 다니며 현지 방언을 배우

기 위해 노력하였다.(유영식 2013a :218) 『한영ㅈᆞ뎐』을 저술하며 표제항의 

쓰임이 특정 지방에 편중되어 있음을 표시한 것은 이러한 경험의 소산

이었을 것이다.19 또한 (6)의 ‘황덕이:화로’, (7)의 ‘감동졋:곤쟝이졋’, ‘엉머

구리:머구리’, ‘오공이:쇠공이’ 등의 대응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지

역에 한정되어 쓰이는 방언 어휘와 널리 쓰이는 대응 어휘를 짝지어 놓

기도 하였다. 어느 지역 방언인지를 밝혀 놓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지

만, 한국어 사전의 역사에서 방언 정보를 반영한 초기적 사례라는 점에

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

3. 『한불ㅈᆞ뎐』과 『한영ㅈᆞ뎐』의 기독교 용어

게일의 한영자전에 실린 종교 관련 표제항은 초기 개신교의 용어 확립

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전의 편찬자인 게일 자신이 개신교 

성서의 초기 번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한영ㅈᆞ뎐』 편

찬은 게일의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 성서번역위원회의21 차원에서 진행

된 것이었다. 1893년 2월 25일 게일이 선교본부의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

지에 따르면, 게일은 성서번역위원회의 연례회의에서 자신이 영한사전 

준비 작업을 맡게 되었다고 하였고,22 이 사전 편찬 작업을 총괄하는 별

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자신도 협업의 성과가 아닌 결과물은 원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23

게일이 성서번역위원회로부터 사전 편찬 업무를 부여받게 된 1893년

은 성서번역위원회가 자체적인 재정비에 들어간 해였다. 일단 18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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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87년부터 약 6년간 지속된 로스역본 개정 여부에 대한 논쟁이 마

무리된 시점이었다. 위원회는 로스역본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만 소

통 가능한 방언으로 작성되어 있고 한문투가 많으며 번역상의 오류

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지 않고 새로운 번역에 착수하기로 결

정한 것이다.(박형신 2017 :87) 그리고 영국성서공회 만주지부 총무로 있

던 켄뮤어(A. Kenmure)가 내한하여 한국어 성서 번역에 참여하기로 하

며 종전의 ‘성서번역위원회’(Translating Committee)에서 ‘공인번역자위원

회’(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ion)로 개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유영식 

2013a :559-560; 이덕주 1987 :21-22) 바로 이런 시점에서 게일이 사전 업무

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전의 편찬이 장차 이루어질 성서 번역에 대

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띠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해당 편지에서 게일은 자신이 사전 편찬을 맡게 된 이유가 한

국어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기존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발행한 사전, 즉 『한불ㅈᆞ뎐』이 있는데 자

신이 몇 년간 프랑스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한영자전을 만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게일의 사전 편찬이 성서번역위원회 사업

의 일환이었고, 『한불ㅈᆞ뎐』이 기본 자료로서 활용되었다는 점은 『한영 

ㅈᆞ뎐』의 성격과 수록 어휘 및 뜻풀이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참

고 정보라 할 수 있다.

『한영ㅈᆞ뎐』의 서문에서도 게일은 이 사전이 『한불ㅈᆞ뎐』을 기초로 하

여 편찬되었다고 밝혔는데, 『한불ㅈᆞ뎐』은 파리외방전교회 한국선교단

에서 편찬한 사전으로 일반 어휘와 함께 천주교에서 번역한 초기 기독

교 용어들을 수록하고 있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 게일은 『한불ㅈᆞ뎐』에 

실린 기독교 용어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자신의 사전에 수록했을 것인

데, 이 과정은 두 사전 간의 영향 관계뿐 아니라 초기 성서 번역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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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몇 예시를 통해 두 사전에 

수록된 기독교 용어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한불ㅈᆞ뎐』에는 기독교 관련 표제항에 ‘Mot chrét’이라는 표지가 달려 

있는데, 일단 해당 표지가 부착된 표제항들이 『한영ㅈᆞ뎐』에 어떻게 수록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Mot chrét’은 ‘Mot chr.’ 또는 ‘M.ch.’과 같이 약

자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한불ㅈᆞ뎐』에서 해당 표지들을 달고 있는 표제

항은 총 62개이다.24 그중 『한불ㅈᆞ뎐』의 기독교 용어를 『한영ㅈᆞ뎐』에서도 

종교적 의미로 풀이하며25 수용한 예는 (8)에 제시된 3개에 불과했다.26

(8) ㄱ. 부활다 復活 Ressusciter. (Mot chrét) <1880한불>

 ㄱ'. 부활다 復活 To resurrect; to rise from the dead. <1897한영>

 ㄴ. 텬로 天路 Route du ciel, chemin du ciel. (Mot chrét) <1880한불>

 ㄴ'. 텬로 天路 The way to Heaven. <1897한영>

 ㄷ. 쥬교 主敎 Évêque, prélat, vicaire apostolique. (Mot chrét) 

  <1880한불>

 ㄷ'. 쥬교 主敎 A bishop. <1897한영> 

(8)에 나타난 것처럼 ‘부활ㅎᆞ다’, ‘텬로’, ‘쥬교’는 『한불ㅈᆞ뎐』의 기독교 

용어가 『한영ㅈᆞ뎐』으로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9

개의 ‘Mot chrét’ 해당 단어들은 『한영ㅈᆞ뎐』에 수용되지 않았는데 그중

에는 ‘ 부’(代父), ‘ 모’(代母), ‘셩호’(聖號), ‘쇼 ’(小齋),27 ‘판공ㅎᆞ다’(判功),28 

‘면쥬’(麵酒)29 등 천주교의 교리나 의식에만 해당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종교적 판단이 사전 표제항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불ㅈᆞ뎐』의 기독교 어휘에 대한 선택적 수용이 이루어지는 

한편, (9)와 같이 『한불ㅈᆞ뎐』의 기독교 용어를 게일이 다른 단어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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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등재한 경우도 있었다.

(9) ㄱ. 셰 洗 Baptême. (Mot chrét) [세례 (기독교 어휘)] <1880한불> 

 ㄱ'. 셰례 洗禮 Baptism. <1897한영>

 ㄴ. 파공다 罷工 Abstinence du travail un jour de fête d’obligation; 

  S’abstenir d’œuvres serviles. (Mot chrét) vacances; être en   

  vacances. [의무 축제일에 일을 삼감; 육체노동을 삼가다 

  (기독교 단어) 휴가; 휴가 중이다] <1880한불>

 ㄴ'. 안식다 安息 To rest; to repose; to do no labour. <1911한영>, 

  안식일 安息日 The Sabbath.; 파공다 罷工 To break off one’s  

  studies. <1897한영>

 ㄷ. 그리스당 基利斯當 Chrétien. (Mot chrét) [기독교인 (기독교 어휘)]  

  <1880한불>

 ㄷ'. 예수교인 耶穌敎人 Christian. <1911한영>

 ㄹ. 안지그리스도 Antechrist. (M. Ch.) [적그리스도 (기독교 어휘)]  

  <1880한불>

 ㄹ'. 반긔독교 反基督敎 Anti-Christian. <1931한영>

(9ㄱ)을 보면 입교 시 죄를 씻는 의식이 『한불ㅈᆞ뎐』에는 ‘셰’로 올라 있

지만, 『한영ㅈᆞ뎐』에는 ‘셰례’로 올라 있다. (9ㄴ)을 보면 성일(聖日)에 일

을 하지 않고 휴식하는 것을 『한불ㅈᆞ뎐』에서는 ‘파공ㅎᆞ다’라고 한 것

과 달리 『한영ㅈᆞ뎐』에서는 ‘안식ㅎᆞ다’라고 하였다. ‘파공ㅎᆞ다’ 역시 『한

영ㅈᆞ뎐』에 실려 있었는데 기독교적 의미가 아닌 일반적 의미로서 공

부를 쉰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한불ㅈᆞ뎐』에서 음역어로 수록

한 것을 『한영ㅈᆞ뎐』에서는 의역으로 바꾸어 실은 경우도 있었다. (9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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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9ㄹ)에 나타난 『한불ㅈᆞ뎐』의 ‘그리스당’과 ‘안지그리스도’는 각각 

‘Chrétien(Christian)’, 그리고 ‘Antechrist’(Anti-Christ)를 음역한 것인데 

『한영ㅈᆞ뎐』에는 해당 개념이 의역되어 ‘예수교인’, ‘반긔독교’로 수록되

어 있다.

이러한 사전 표제항의 차이는 성서 번역 시 용어 선택의 차이로도 이

어졌다. 천주교 성서인 『 셩경』(四史聖經, 1910)과 개신교 성경인 시험

역 『신약젼셔』(新約全書, 1900)를 토대로 성서의 동일 구절에서 (9ㄱ)과 (9

ㄴ)의 용어들의 쓰임을 비교해보면 (10)과 같다.

(10) ㄱ. 바리서이와 교법 학들은 요안의 셰를 밧지 아니야 텬쥬의 

  셩의를 스로 경만히 넉이더라. <1910사사-루가7:30>

 ㄱ'. 오직 바리인과 교법 그 셰례ᄅᆞᆯ 밧지 아니고 스로 

  하ᄂᆞ님의 을 져ᄇᆞ리더라. <1900신약-누가7:30>

 ㄴ. 마 파공날에 예수ㅣ 바리서이 읏듬의 집에 음식 잡수려 

  들어가실 뎌들이 예수를 ᄉᆞᆯ펴 엿보더라. <1910사사-루가14:1>

 ㄴ'. 안식일에 예수ㅣ 바리인 관원 즁에 읏듬 된 쟈의 집에 드러가샤  

  잡수실 무리가 엿보니 <1900신약-누가14:1>

같은 성서 구절에 대한 천주교와 개신교 성서의 번역을 비교해보면, 

전자에서 ‘셰’, ‘파공날’로 번역된 부분이 후자에는 ‘셰례’, ‘안식일’로 번역

되어 성서에 사용된 용어의 차이가 『한불ㅈᆞ뎐』과 『한영ㅈᆞ뎐』 표제항의 

차이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영ㅈᆞ뎐』의 편찬은 게일의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

라 성서번역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한영ㅈᆞ뎐』의 편찬은 

성서 번역을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띠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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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예들 중 ‘안식일’은 1897년 

『한영ㅈᆞ뎐』 초판이 발행된 이후부터 성서에서 정착된 쓰임을 보였다. 

『예수셩교셩셔 말코복음』(1884), 『예수셩교전서』(1887) 등 로스본 성서

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공역한 『마가의 젼  복음셔 언해』(1887), 그

리고 아펜젤러의 『마가복음』(1895)까지는 안식일의 의미로 ‘사밧일’ 또

는 ‘사밧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 이는 영어의 ‘Sabbath’를 ‘사밧’으

로 음역하고 여기에 ‘일’ 또는 ‘날’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1900년 『신약

젼셔』 시험역에서부터는 줄곧 ‘안식일’로 쓰였다. 유경민(2019 :96)에 제

시된 마가복음 2장 23절의 19세기 말-20세기 초 번역 양상을 비교해보

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1) ㄱ. 먀츰 사밧일에 예수 곡셕밧츨 지ᄂᆡ 뎨자 할 ᄯᆡ에 

  곡셕 이삭ᄋᆞᆯ ᄯᅡ니 <1884예수성교성서>

 ㄴ. 마참 사밧일에 예수 곡셕밧츨 지ᄂᆡ 뎨자 할 ᄯᆡ에 

  곡식 이삭ᄋᆞᆯ ᄯᅡ니 <1887예수성교전서>

 ㄷ. 맛 사밧날 예수ㅣ 밧 가온대ᄅᆞᆯ 지날 그 뎨ㅣ ᄃᆞᆫ닐 에 

  이삭을 ᄯᆞᆺ더니 <1887마가의전한복음서언해>

 ㄹ. 사밧날에 예수ㅣ 곡식밧흐로 지나실 그 뎨들이 ᄃᆞᆫ닐 에 

  곡식 이삭을 잘으니 <1895마가복음>

 ㅁ. 안식일에 예수ㅣ 밀밧흐로 가실 그 뎨들이 길흘 열며 

  이삭 잘으기ᄅᆞᆯ 시작니 <1900신약전서>

 ㅂ. 안식일에 예수ㅣ 밀밧흐로 가실 그 뎨들이 길흘 열며 

  이삭 잘르기ᄅᆞᆯ 시작니 <1904신약전서>

 ㅅ. 안식일에 예수가 밀밧흐로 가실 그 뎨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으니 <1906신약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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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安息日에 예수 ㅣ 밀밧흐로 지나실서 弟子들이 行며 

  이삭을 잘으니 <1925신역신구약전서>

 ㅈ. 안식일에 예수셔 밀밧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뎨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으니 <1939신약개역>

한편, 『한불ㅈᆞ뎐』에서 ‘Mot chrét’ 표지가 붙지 않고 일반 어휘로 등재

된 단어들 중에도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 적지 않았는데, (12)와 같이 해

당 단어의 등재 양상을 비교해보면 상당수가 『한영ㅈᆞ뎐』에 그대로 수

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독교 용어와 관련해 『한불ㅈᆞ뎐』과 『한영ㅈᆞ

뎐』의 영향 관계는 ‘Mot chrét’ 표지가 없는 단어들에서 더 밀접하게 나

타났다.

(12) ㄱ. 십가 十字架 Instrument du caractère dix. La croix. 

  [글자 십 모양의 도구; 십자가] <1880한불>

 ㄱ'. 십가 十字架 A cross; a crucifix. <1897한영>

 ㄴ. 삼위일톄 三位一體 Trois personnes, une substance; Ste trinité. 

  [세 위격, 하나의 실체; 성 삼위일체] <1880한불>

 ㄴ'. 삼위일톄 三位一體 Three persons in one; the Trinity. 

  <1897한영>

 ㄷ. 구셰쥬 救世主 Sauvenr du monde, Messie. 

  [구원자, 신, 세상의 구원자] <1880한불>

 ㄷ'. 구셰쥬 救世主 The Saviour of the world―Jesus Christ. 

  <1897한영>

 ㄹ. 텬국 天國 Royaume du ciel. [하늘의 왕국] <1880한불>

 ㄹ'. 텬국 天國 The kingdom of Heaven. <1897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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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텬당 天堂 Paradis, ciel(une des quatre fins dernières). 

  [천국, 하늘 (네 가지 종말 중 하나)]<1880한불>

 ㅁ'. 텬당 天堂 Paradise; Heaven. <1897한영>

 ㅂ. 디옥 地獄 Prison dans la terre. Enfer. 

  (une des quatre fins dernières). 

  [땅 속의 감옥; 지옥(마지막 네 가지 종말의 하나)]<1880한불> 

 ㅂ'. 디옥 地獄 The earth prison―hell. <1897한영>

 ㅅ. 복음 福音 Heureuse parole; parole de bonheur; 

  bonne nouvelle. [행복한 말; 행복의 말; 좋은 소식] <1880한불>

 ㅅ'. 복음 福音 The gospel. <1897한영>

 ㅇ. 긔도다 祈禱 Sapplication, prière, intercession. 

  Faire des prières, prier. [기원, 기도, 중재; 기도를 하다, 

  기도하다] <1880한불>

 ㅇ', 긔도다 祈禱 To pray; to offer prayer. <1897한영>

 ㅈ. 션지쟈 先知者 Prophète; voyant; devin; qui sai d’avance. 

  [예언자; 선지자; 점쟁이; 미리 아는 사람] <1880한불>

 ㅈ'. 션지 先知 A prophet; one who knows the future. <1897한영>; 

  션지쟈 先知者 A prophet; one who knows the future. <1911한영> 

‘십 가’, ‘삼위일톄’, ‘구셰쥬’, ‘텬국’, ‘텬당’, ‘디옥’, ‘복음’, ‘긔도 다’, ‘션

지쟈’ 등은 모두 성서에 자주 등장하며 기독교적 의미를 갖는 용어이지

만 『한불ㅈᆞ뎐』이나 『한영ㅈᆞ뎐』에는 종교와 관련된 표지 없이 일반 표제

항으로 등재되어 있다. 두 사전의 참조 관계를 통해 볼 때 이들 용어는 

게일이 프랑스 선교사들의 번역어를 그대로 수용하여 쓴 것으로 보아

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용어들은 개신교 성서에서도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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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착된 모습을 보였다. (13)은 (12)의 표제항 중 유경민(2019)에서 정리

한 『신약젼셔』(1900) 마가복음에 용례가 있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13) ㄱ. 뎌들이 다시 소ᄅᆡᄅᆞᆯ 질너 ᄀᆞᆯᄋᆞ 그 십가에 못박에 쇼셔  

  <1900신약-마가15:13>

 ㄴ. ᄀᆞᆯᄋᆞ샤 긔약이 임의 니ᄅᆞ럿고 텬국이 갓가왓시니 뉘웃쳐 

  곳치고 복음을 밋으로 <1900신약-마가1:15>

 ㄷ. 샹고 영ᄉᆡᆼ  드러가 거시 두 손 잇서 디옥 ᄭᅥ지지 

  안 불에 드러가 것 보다 됴흐니라 <1900신약-마가9:44>

 ㄹ. 하ᄂᆞ님의 아ᄃᆞᆯ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 

  <1900신약-마가1:1>

 ㅁ. 새벽 심히 어둘 에 예수ㅣ 니러나 한젹ᄒᆞᆫ 곳에 가샤 거긔셔 

  긔도시더니 <1900신약-마가1:35>

 ㅂ. 사으로셔 왓다면 사이 다 요한을 진실노 션지쟈로 

  넉임이니 셩을 무셔워 ᄒᆞᆫ다 고 <1900신약-마가11:32>

‘텬국’, ‘디옥’, ‘복음’의 경우는 성서번역위원회의 활동 이전에 발행된 

로스본에도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십 가’는 ‘십 틀’, ‘긔도 다’

는 ‘빌다’, ‘션지쟈’는 ‘션지’로 로스본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한영 

ㅈᆞ뎐』 초판의 발행과 성서 번역의 연관성을 짐작케 한다.

반면, 사전 표제항과 무관하게 개신교 성서에서 용어상의 혼란을 보

인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14)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에 대한 사전 

수록 양상이다.30

(14) ㄱ. 셩신 聖神 Le saint-esprit, la stoisième personne de la 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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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nitè. [성령, 성 삼위일체 중 세 번째 위격] <1880한불>

 ㄱ'. 셩신 聖神 The Holy Spirit; the 3rd Person of the Trinity.   

  <1897한영>; 셩령 聖靈 The Holy Spirit. <1897한영> 

‘셩신’은 천주교에서 번역한 용어로, (14ㄱ')을 보면 게일도 이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전에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일은 ‘셩신’과 함

께 ‘셩령’을 추가로 수록하였는데, ‘셩령’의 경우 ‘셩신’의 첫 번째 뜻인 성

스러운 영혼이라는 뜻으로 풀이하였지만 ‘셩신’의 두 번째 뜻인 삼위일

체의 세 번째 위격의 뜻으로는 풀이하지 않았다. 즉, 게일은 ‘셩신’은 기

독교 용어로 보았지만 ‘셩령’은 일반적 의미의 단어로 본 것이다. (15)와 

같이 유경민(2019 :131)에 제시된 마가복음 3장 29절의 19세기 말-20세기 

초 번역 양상을 비교해보면 개신교 성서에서 ‘성령’에서 ‘셩신’으로, 그리

고 다시 ‘셩령’으로 용어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 ㄱ. 오직 성령을 참남하 쟈 길리면치 못하고 영원 죄 잇나니라  

  하문 <1884예수성교성서>

 ㄴ. 오직 셩령ᄋᆞᆯ 참남 쟈 길 면지 못고 영원 죄 잇ᄂᆞ니라 

  문 <1887예수성교전서>

 ㄷ. 오직 셩신의게 더리어  쟈 기리 샤ᄅᆞᆯ 엇지 못고 반ᄃᆞ시  

  영형에 두리라 시니 <1887마가의전한복음서언해>

 ㄹ. 오직 누구던지 셩신을 훼방 쟈 샤야 줌을 엇지 못고  

  반ᄃᆞ시 영영ᄒᆞᆫ 죄를 범ᄂᆞ니라 심은 <1895마가복음>

 ㅁ. 오직 누구던지 셩신을 훼방 쟈 샤야 줌을 엇지 못고  

  반다시 영영ᄒᆞᆫ 죄에 ᄲᅡ지ᄂᆞ니라 심은 <1900신약전서>

 ㅂ. 오직 누구던지 셩신을 훼방 쟈는 샤여 줌을 엇지 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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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ᄃᆞ시 영영ᄒᆞᆫ 죄에 ᄲᅡ지ᄂᆞ니라 심은 <1904신약전서>

 ㅅ. 오직 누구던지 셩신을 훼방 쟈는 샤야 줌을 엇지 못고  

  반ᄃᆞ시 영영ᄒᆞᆫ 죄에 ᄲᅡ지ᄂᆞ니라 심은 <1906신약전서>

  ㅇ. 누구던지 聖神을 毁謗면 赦심을 엇지 못고 永永히 罪에 

  섀지리라 시니 <1925신역신구약전서>

      ㅈ. 누구던지 셩령을 훼방하는 쟈는 샤하심을 영원히 엇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쳐하나니라 하시니 <1939신약개역>

‘셩령’은 로스본에서 쓰인 용어였고 성서번역위원회에서는 줄곧 ‘셩신’

을 사용했다. 게일이 단독으로 번역한 (15ㅇ)의 『신역 신구약전서』에서

도 ‘聖神’으로 쓴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1939년 성서공회의 『신약 

개역』에서부터 ‘성령’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졌다.

한편, (16)과 같이 『한불ㅈᆞ뎐』에서 『한영ㅈᆞ뎐』으로 오며 용어가 변경

되고 이후 변경된 용어로 개신교 성서에 정착된 단어들도 있었다.31

(16) ㄱ. 텬신 天神 Esprit céleste, ange. [천국의 영, 천사] <1880한불>

 ㄱ'. 텬신 天神 An evil spirit; a demon. An angel―a term used by  

  the Roman Catholics. <1897한영>; 텬 天使 An angel.

  <1897한영>

 ㄴ. 텬쥬 天主 Le maître du ciel, dieu. [하늘의 주인, 신] <1880한불>

 ㄴ'.텬쥬 天主 The Lord of Heaven; God―a term used by the   

  Roman Catholics. <1897한영>; 하ᄂᆞ님 上帝 The King of 

  Heaven―God. <1897한영> 

(16ㄱ)을 보면 ‘텬신’은 『한불ㅈᆞ뎐』에 ‘천국의 영, 천사’의 뜻으로 실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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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영ㅈᆞ뎐』에는 그 뜻이 두 가지로 풀이되어 있다. 첫째는 ‘사악한 

영혼, 악마’이고, 둘째는 ‘천사’로 두 가지 의미가 상반된다. 그리고 ‘천

사’라는 뜻은 천주교 용어로 쓰일 때의 의미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뜻풀

이를 통해 게일이 『한불ㅈᆞ뎐』에는 없는 ‘텬 ’를 천사의 의미로 별도로 

등재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천주교에서 천사를 ‘텬신’으로 번역

하였지만 한국어에서 ‘텬신’은 오히려 악마에 가까운 뜻으로 쓰이고 있

기 때문에32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텬 ’라는 별도의 표제항을 설

정했던 것이다.

(16ㄴ)의 ‘텬쥬’는 천주교에서 신의 뜻으로 사용하던 용어였는데, 개신

교 내부에서는 기독교의 유일신의 개념을 무엇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

해 논란이 있었다. 일찍이 로스는 ‘God’을 ‘하나님’에 대응시켰는데 게일

은 이를 받아들여 ‘하 님’의 사용을 주장한 반면,33 언더우드는 이를 이교

도적 용어로 여겼고 ‘텬쥬’ 혹은 ‘텬쥬’와 ‘샹뎨’의 중간 형태인 ‘샹쥬’(上主)

의 사용을 주장했다.(이만열·옥성득 편역 1995 :38) 성서번역위원회는 1900

년 『신약젼셔』를 내며 ‘God’을 ‘‘하 님’으로 번역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17)은 천주교와 개신교 성서에 나타난 ‘텬신’과 ‘텬 ’, ‘텬쥬’와 ‘‘하

님’의 대응을 보여준다.

(17) ㄱ. 대개 이 간음고 범죄 셰샹에셔 나와 내 도리를 붓그러워 

   쟈는 인ㅣ 그 셩부의 영광과 거륵ᄒᆞᆫ 텬신 즁에 옹위야  

  올 에 ᄒᆞᆫ 그 사을 붓그러워리라 시고 

  <1910사사-마가8:38>

 ㄱ'. 대개 이 음란고 죄 만흔 셰에 잇서 나와 내 도ᄅᆞᆯ 붓그러워 

  하 쟈 인도 아바니의 영광으로 거륵ᄒᆞᆫ 텬와 함 ᄂᆞ려  

  올 에 그 사을 그리워 리라 <1900신약-마가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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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향야 섯던 부쟝이 예수ㅣ 이ᄀᆞᆺ히 큰 소ᄅᆡ를 발시며 

  운명심을 보고 ᄀᆞᆯᄋᆞ 이 사이 으로 텬쥬의 아ᄃᆞᆯ이라 더라  

  <1910사사-마가15:39>

 ㄴ'. 예수 압헤 갓가히 섯던 부쟝이 그러케 긔졀심을 보고 ᄀᆞᆯᄋᆞ  

  이 사이 진실노 하ᄂᆞ님의 아ᄃᆞᆯ이로다 더라 

  <1900신약-마가15:39> 

(17)과 같이 20세기 초 천주교 성서에서는 ‘텬신’과 ‘텬쥬’가, 개신교 성

서에서는 ‘텬 ’와 ‘하 님’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다.

한편, 『한불ㅈᆞ뎐』의 기독교 용어 중 게일이 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수록한 경우 중에는 그 즉시 성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한참 뒤에야 정착

하게 된 것도 있었다. 포교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전도 다’가 그것이다. 

먼저 (18)을 통해 사전 수록 양상을 살펴보겠다.

 (18)  ㄱ. 젼교다 傳敎 Evangéliser, faire mission, faire l’administration 

  des chétiens, propager la religion (missionnaire). 

  [복음을 전파하다, 포교하다, 기독교인의 성사를 집행하다, 

  종교를 퍼뜨리다(선교사)] <1880한불>

 ㄱ'. 젼교다 傳敎 To command―as does the king.; 젼도다  

  傳道 To preach―the Gospel.; 젼파다 傳播 To proclaim; to  

  spread abroad; to announce―what should be kept quiet.  

  <1897한영>

『한불ㅈᆞ뎐』에는 해당 의미의 단어로 ‘젼교 다’가 수록되어 있었다. 

『한영ㅈᆞ뎐』에도 ‘젼교 다’가 실려 있었지만 게일은 이를 종교적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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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지 않고 정치적 의미로 풀이하였다. 즉, 종교를 전파한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명령을 내린다는 뜻으로 기술한 것인데 게일의 풀이는 한

국어에서의 실제적 용법을 우선시한 것이었다.34 천주교의 번역어에 문

제가 있다고 본 게일은 포교의 의미로 ‘젼도 다’라는 표제항을 수록하

였는데, 20세기 초 성서에서는 주로 ‘도를 젼 다’로 쓰였다. (19)는 유경

민(2019 :117)에 제시된 마가복음 3장 14절의 19세기 말-20세기 초 번역 

양상이다.

(19) ㄱ. 이여 열두를 자긔과 함긔 하게 고 보ᄂᆡ여 도를 젼하며 

  <1884예수성교성서>

 ㄴ. 이여 열두ᄅᆞᆯ 자긔과 함 게 고 보ᄂᆡ여 도를 뎐며 

  <1887예수성교전서>

 ㄷ. ᄆᆡ수 십이인을 셰워 여금 긔와 ᄀᆞᆺ치 야 보내여 교ᄅᆞᆯ 

  베플게 시고 <1887마가의전한복음서언해>

 ㄹ. 열두사을 세우시고 긔와 ᄒᆞᆷ 잇게도 시고 보내여 젼도도  

  게 시며 <1895마가복음>

 ㅁ. 열두사람을 셰우샤 ᄒᆞᆷ 잇게도 시고 보내여 젼파도 게 

  시며 <1900신약전서>

 ㅂ. 열두사은 셰우샤 긔와 ᄒᆞᆷ 잇게도 시고 보내여 젼파도  

  게 시며 <1904신약전서>

 ㅅ. 열두사람을 세우샤 긔와 ᄒᆞᆷ 잇게도 시고 보내여 젼파도  

  게 시며 <1906신약전서>

 ㅇ. 열두사을 세우샤 自己와 ᄒᆞᆷ 잇게 시고 보내여 傳播도 게  

  며 <1925신역신구약전서>

 ㅈ. 이에 열둘을 세우셧스니 이는 자긔와 함 잇게 하시고  보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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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젼도도 하며 <1939신약개역>

(19ㄱ, ㄴ)의 로스본에서 ‘도를 젼 다’로 쓴 것을 (19ㄷ)에서는 ‘교  베

플다’로 썼고 (19ㄹ)에서는 ‘젼도’로 썼다. 하지만 (19ㅁ)~(19ㅇ)에서는 이

를 ‘젼파’로 바꾸었고, (19ㅈ)에서 ‘젼도’로 쓰며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

다. 게일이 단독으로 번역한 (19ㅇ)에서도 ‘傳播’라고 한 것을 볼 때 사전 

표제항과 달리 기존 성서들의 용어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불ㅈᆞ뎐』과 『한영ㅈᆞ뎐』의 두 사전은 각각 

천주교와 개신교 성서 번역의 기초적 작업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

전 표제항의 선택과 성서 번역 시 용어 선택의 문제가 갖는 관련성에 대

한 보다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사전의 증보와 한국어 어휘 체계의 확장

게일은 1897년 『한영ㅈᆞ뎐』 초판을 발행한 이후 1911년과 1931년 두 차

례 증보판을 냈다. 제3판의 서문에 따르면, 초판에는 3만 5,000여 개의 

표제항이 수록되어 있었고, 제2판에는 1만 5,000여 개가 추가되어 총 표

제항이 5만여 개에 달했다. 제2판으로 오며 추가된 표제항 중에는 인

명과 지명이 1만여 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부차적인 표제항이라

고 판단하여 제3판에서는 삭제하였다고 하였다. 제3판을 낼 때는 3만 

5,000여 개의 새로운 표제항을 추가하여 『한영대ㅈᆞ뎐』의 표제항은 약 7

만 5,000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증보 과정은 1890년대부터 1920년대

까지35 이루어진 한국어 어휘 체계의 급격한 확장과 그 배경이 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생생하게 증언해준다. 여기서는 근대의 사상과 문물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電’ 관련 표제항과 ‘學’ 관련 표제항의 수록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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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영자전의 증보 과정과 한국어 어휘 체계의 확장 양상을 살

펴보겠다.

4.1. ‘電’ 관련 표제항의 수록 양상

한국에서 최초로 전기가 사용된 것은 1887년 경복궁 안 건청궁의 전

기 점등이었다.36 궁내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해 전기등을 밝

힌 것이다. 이후 1894년 창덕궁에도 전기등이 설치되었는데 경복궁보다 

그 규모가 컸다.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 문물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전

기 설비는 먼저 국왕의 근무지에 도입되었고 차츰 민간에 확산되었다. 

1898년 1월 18일 한성전기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서울 시내에 전차와 

전등의 보급이 본격화되었다. 1899년 4월 10일 종로 거리에 민간인들을 

위한 첫 조명이 설치되었고, 같은 해 5월 4일에는 동대문과 경희궁 흥화

문 사이에 한국 최초의 전차가 개통되었다. 이후 전국 각지에 전기회사

가 설립되었고, 전차를 타고 전화를 걸고 전보를 치는 것이 일상이 되면

서 근대인의 삶에서 전기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전기가 도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를 표현하는 새로운 어

휘들이 생겨났다. 게일의 한영자전 초판과 제2판, 제3판을 비교해보면 

‘電’을 포함한 표제항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전

기와 관련된 시설, 기술, 도구,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변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에 제시된 것처럼 1897년판에 실린 

전기 관련 표제항은37 모두 18개였는데(20ㄱ) 1911년판에는 67개가 추가

되었고(20ㄴ) 1931년판에는 88개가 추가되었다(20ㄷ).38

(20) ㄱ. 『한영뎐』(1897) 수록

뎐간목(電竿木), 뎐긔(電氣), 뎐긔등(電氣燈), 뎐긔션(電氣線), 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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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대(電氣線桿), 뎐긔통(電氣筒), 뎐병(電甁), 뎐보(電報), 뎐보국

(電報局), 뎐보긔계(電報器械), 뎐보틀(電報機), 뎐보다(電報), 뎐

션(電線), 뎐션대(電線桿), 뎐션목(電線木), 뎐션줄(電線), 뎐학(電

學), 마뎐(摩電)

     ㄴ. 『한영뎐』(1911) 추가

감응뎐류(感應電流), 건조뎐주(乾燥電柱), 경보뎐긔(警報電氣), 답

뎐(答電), 뎐거(電車), 뎐긔(電機), 뎐긔공학(電氣工學), 뎐긔광학

(電氣光學), 뎐긔란(電氣卵), 뎐긔력(電氣力), 뎐긔력학(電氣力學), 

뎐긔쥬(電氣濤), 뎐긔발동톄(電氣發動體), 뎐긔분(電氣分解), 뎐

긔셕(電氣石), 뎐긔운동학(電氣運動學), 뎐긔셕(電氣磁石), 뎐긔

텰도(電氣鐵道), 뎐긔학(電氣學), 뎐긔험(電氣驗), 뎐긔회샤(電氣會

社), 뎐류(電流), 뎐류계(電流計), 뎐보(電報司), 뎐신긔(電信機), 

뎐신(電信), 뎐어(電語), 뎐어다(電語), 뎐원(電源), 뎐지(電池), 뎐

챠(電車), 뎐챠표(電車票), 뎐쳥(電請), 뎐쳥다(電請), 뎐칙(電飭), 

뎐칙다(電飭), 뎐훈(電訓), 뎐(電解), 뎐물(電解物), 뎐화(電

話), 뎐화긔(電話機), 뎐화과(電話課), 뎐화통(電話筒), 뎐화다(電

話), 뎨이뎐류(第二電流), 뎨일뎐류(第一電流), 됴뎐(弔電), 됴뎐

다(弔電), ᄅᆡ뎐(來電), 무션뎐(無線電), 발뎐긔(發電機), 본뎐류(本

電流), 부뎐류(副電流), 즁뎐계(倍重電計), 수즁뎐신법(數重電信

法), 양뎐긔(陽電氣), 열뎐긔(熱電氣), 열뎐원(熱電源), 열즁뎐계

(熱倍重電計), 우편뎐신국(郵便電信局), 우편뎐신학교(郵便電信學

校), 음뎐긔(陰電氣), 쟝문뎐보(長文電報), 졍뎐긔(靜電氣), 회뎐(回

電), 훈뎐(訓電), 뎌뎐션(海底電線)

     ㄷ. 『한영대뎐』(1931) 추가

검뎐긔(檢電機), 고압뎐긔(高壓電氣), 공즁뎐보(公衆電報), 급뎐(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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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 뎐긔계(電氣計), 뎐긔긔계(電氣機械), 뎐긔도금(電氣鍍金), 뎐

긔됴각(電氣彫刻), 뎐긔(電氣帶), 뎐긔료법(電氣療法), 뎐긔발동

긔(電氣發動機), 뎐긔분셕(電氣分析), 뎐긔상(電氣瀧), 뎐긔샤진(電

氣寫眞), 뎐긔션(電氣扇), 뎐긔슈뢰(電氣水雷), 뎐긔시계(電氣時計), 

뎐긔형(電氣死刑), 뎐긔야금슐(電氣冶金術), 뎐긔치료학(電氣治

療學), 뎐긔판(電氣版), 뎐긔학쟈(電氣學者), 뎐긔화학(電氣化學), 

뎐등(電燈), 뎐등료(電燈料), 뎐등장식(電燈裝飾), 뎐등회샤(電燈會

社), 뎐령(電鈴), 뎐마(電碼), 뎐문(電文), 뎐보략호(電報略號), 뎐보

뢰신지(電報賴信紙), 뎐보료(電報料), 뎐보송달지(電報送達紙), 뎐

보용지(電報用紙), 뎐보위톄(電報爲替), 뎐샤긔(電寫機), 뎐샹다

(電傷), 뎐송샤진(電送寫眞), 뎐송다(電送), 뎐신국(電信局), 뎐신

(電信隊), 뎐신슐(電信術), 뎐압(電壓), 뎐위계(電位計), 뎐조(電

槽), 뎐쥬(電柱), 뎐텰(電磁鐵), 뎐챠뎡류소(電車停留所), 뎐챠텰

도(電車鐵道), 뎐훈다(電訓), 뎐화가입쟈(電話加入者), 뎐화교환

국(電話交換局), 뎐화교환슈(電話交換手), 뎐화번호(電話番號), 뎐

화실(電話室), 뎐화쟝(電話帳), 뎐화편(電話便), 도뎐톄(導電體), 동

물뎐긔(動物電氣), 루뎐(漏電), 류뎐(流電), 류뎐긔(流電氣), 류뎐지

(流電池), 무션뎐보(無線電報), 무션뎐신(無線電信), 무션뎐화(無

線電話), 무션통신(無線通信), 발뎐(發電), 발뎐쇼(發電所), 발뎐

다(發電), 송뎐다(送電), 슈력뎐긔(水力電氣), 외뎐(外電), 우나뎐

(--電), 쟝거리뎐화(長距離電話), 주문뎐화(註文電話), 동뎐화

(自動電話), 츅뎐(祝電), 츅뎐긔(蓄電器), 츅뎐지(蓄電池), 측뎐긔(測

電機), 타뎐다(打電), 탁샹뎐화(卓上電話), 특뎐(特電), 험뎐긔(驗

電氣), 뎌뎐보(海底電報), 뎌뎐신(海底電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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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에는 전기를 사용한 기계의 명칭으로 전등(뎐긔등)과 전보(뎐보, 

뎐보국, 뎐보긔계, 뎐보틀, 뎐보 다) 관련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후 

1911년판으로 오며 전차(뎐거, 뎐챠, 뎐긔텰도, 뎐챠표)와 전화기(뎐어, 뎐어

다, 뎐화긔, 뎐화과, 뎐화통, 뎐화 다)에 대한 어휘들이 추가되었고, 1931

년판으로 오며 선풍기(뎐긔션), 잠수함(뎐긔슈뢰), 전기시계(뎐긔시계), 전

기의자(뎐긔 형), 검전기(검뎐긔, 험뎐긔), 전위계(뎐위게), 초인종(뎐령) 등 

전기를 사용한 새로운 기계의 명칭이 추가되었다.

또한 전기의 종류나 전기 현상을 나타내는 표제항이 점차 증가하였

고, 전기를 사용하며 나타난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표제항도 다양

화되었다. 1911년판에는 답신으로 보내는 전보의 뜻인 ‘답뎐’과 ‘회뎐’, 

전보로 보내는 요청의 뜻인 ‘뎐쳥’을 비롯해, 전화나 전보로 내리는 칙령

을 뜻하는 ‘뎐칙’, 역시 전화나 전보로 내리를 정부의 명령을 뜻하는 ‘뎐

훈’, 전보로 알리는 부고인 ‘됴뎐’ 등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31년판에

는 급한 소식을 전하는 ‘급뎐’, 축하의 뜻을 전하는 ‘츅뎐’, 전화로 주문

한다는 뜻의 ‘주문뎐화’ 등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어휘를 통해 당시 전보

나 전화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20)의 목록 중에는 같은 뜻을 나타내는 유의어가 적지 않다. 이

들 유의어는 같은 시기에 출현하여 공존 양상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 등

장 시점에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영ㅈᆞ뎐』 초판에는 전깃

줄을 뜻하는 ‘뎐긔션’, ‘뎐션’, ‘뎐션줄’, 1911년판에는 전화를 뜻하는 ‘뎐

어’와 ‘뎐화’ 등의 유의어 쌍이 실려 있다. 한편, 초판에는 전봇대를 뜻하

는 유의어 ‘뎐간목’, ‘뎐긔션대’, ‘뎐션대’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1931년판

으로 가면서 같은 의미를 갖는 ‘뎐쥬’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1897년판에 

전등의 뜻인 ‘뎐긔등’과 정전기의 뜻인 ‘마뎐’이 실려 있었는데 후대 판으

로 오며 각각의 유의어인 ‘뎐등’(1931년판)과 ‘졍뎐긔’(1911년판)가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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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 어휘는 19세기 말에 등장해 20세기 후반으로 오며 사라졌는

데 추후 연구를 통해 유의어 쌍의 경쟁 양상 및 현대적 정착 과정을 살

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學’ 관련 표제항의 수록 양상

개항 이후 서구의 학문이 도입되며 유학에 기반한 한국의 전통적 지

식체계는 점차 서구식의 과학적 분과학문으로 재편되어 갔다. 게일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학문이 유입되고 정착되어 간 양상을 꾸준히 관찰

하며 한영자전의 표제항을 증보해나갔다. 『한영ㅈᆞ뎐』 초판이 발행될 당

시에는 개화 성향 관료들에 의해 서양의 기술 문명을 도입하려는 움직

임이 활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 분야는 수학,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이었다.(구장률 2012 :15) 이후 민간 차원에서도 서구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1900년대 후반에는 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사회

과학에 대한 폭넓은 수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게일의 사전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21)은 한영자전의 각 판본에 수록된 근대적 학문

의 명칭을 정리한 것으로,39 1897년판에서는 11개에 불과했지만(21ㄱ) 

1911년판에서는 120개 분야가 추가되었고(21ㄴ) 1931년판에서는 113개 

분야가 추가되었다(21ㄷ).

 (21) ㄱ. 『한영뎐』(1897) 수록

광학(鑛學), 뎐학(電學), 동물학(動物學), 디리학(地理學), 법률학

(法律學), 수학(數學), 졍치학(政治學), 텬문학(天文學), 텬쥬학(天

主學), 화초학(花草學), 화학(化學)

      ㄴ. 『한영뎐』(1911) 추가

가뎡학(家庭學), 간호학(看護學), 건츅학(建築學), 경졔광물학(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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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鑛物學), 경졔학(經濟學), 고물학(古物學), 골샹학(骨相學), 굴졀

학(屈折學), 긔계공학(機械工學), 긔계학(機械學), 긔샹학(氣象學), 

긔하광학(幾何光學), 긔하학(幾何學), 긔호수학(記號數學), 긔후

학(氣候學), 광물학(鑛物學), 광산학(鑛山學), 광학(光學), 농업식

물학(農業植物學), 농학(農學), 뎐긔공학(電氣工學), 뎐긔광학(電

氣光學), 뎐긔력학(電氣力學), 뎐긔운동학(電氣運動學), 뎐긔학(電

氣學), 디질학(地質學), 수긔하학(代數幾何學), 수학(代數學), 

론리학(論理學), 륜리학(倫理學), 리ᄌᆡ학(理財學), 리화학(理化學), 

립톄긔하학(立體幾何學), 만유학(萬有學), 무긔화학(無機化學), 문

예식물학(文藝植物學), 문학(文學), 물리광학(物理光學), 물리학

(物理學), 박물학(博物學), 반샤학(反射學), 법학(法學), 부긔학(簿

記學), 산림식물학(山林植物學), 산림학(山林學), 삼각학(三角學), 

샤회학(社會學), 샹학(相學), 션ᄐᆡ학(蘚苔學), 셰ᄐᆡ학(世態學), 쇼

물리학(小物理學), 슈학(修辭學), 슈의학(獸醫學), 슌졍수학(純

正數學), 슌졍식물학(純正植物學), 식물긔관학(植物器官學), 식물

디리학(植物地理學), 식물병리학(植物病理學), 식물분류학(植物分

類學), 식물ᄉᆡᆼ리학(植物生理學), 식물학(植物學), 식물형ᄐᆡ학(植物

形態學), 식물부학(植物解剖學), 식물화셕학(植物化石學), 식ᄌᆡ

학(殖財學), 신경학(神經學), 신리학(神理學), 신학(神學), 심리학

(心理學), 학(史學), ᄉᆡᆼ리학(生理學), ᄉᆡᆼ물학(生物學), 야금학(冶

金學), 약물학(藥物學), 약용식물학(藥用植物學), 어학(語學), 외국

어학(外國語學), 운동학(運動學), 위ᄉᆡᆼ공학(衛生工學), 위ᄉᆡᆼ학(衛

生學), 유형학(有形學), 음향학(音響學), 의학(醫學), 응용긔계학

(應用機械學), 응용수학(應用數學), 응용식물학(應用植物學), 응용

화학(應用化學), 인류학(人類學), 인샹학(人相學), 인셩학(人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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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죵학(人種學), 원예식물학(園藝植物學), 월력광학(越歷光學), 월

력학(越歷學), 젹분학(積分學), 젼문학(專門學), 졔약학(製藥學), 

졍슈학(靜水學), 조류학(藻類學), 조영학(造營學), ᄌᆡ졍학(財政學), 

ᄌᆡ판의학(裁判醫學), 쳘학(哲學), 초등긔하학(初等幾何學), 초등

수학(初等代數學)40, 측량학(測量學), 치슈공학(治水工學), ᄎᆡ광공

학(採鑛工學), ᄎᆡ광학(採鑛學), 텬문긔하학(天文幾何學), 텬문뎍디

리학(天文的地理學), 평면긔하학(平面幾何學), 평면삼각학(平面三

角學), 평면셕긔하학(平面解析幾何學), 항학(航海學), 현미화

학(顯微化學), 부학(解剖學), 셕립톄긔하학(解析立體幾何學), 

화법긔하학(畫法幾何學), 화학공예학(化學工藝學)

      ㄷ. 『한영대뎐』(1931) 추가

가경졔학(家事經濟學), 감각뎍쳘학(感覺的哲學), 건젼학(健全

學), 결졍학(結晶學), 고고학(考古學), 고ᄉᆡᆼ물학(古生物學), 고젼

학(古錢學), 골학(骨學), 공예학(工藝學), 공학(工學), 교육학(敎育

學), 구리학(究理學), 국가학(國家學), 국문학(國文學), 긔독학(基

督學), 과학(科學), 관념학(觀念學), 광츅학(光軸學), 농예화학(農

藝化學), 뎐긔치료학(電氣治療學), 뎐긔화학(電氣化學), 도덕학(道

德學), 독약학(毒藥學), 동력학(動力學), 동슈학(動水學), 디문학

(地文學), 디진학(地震學), 디형학(地形學), 력학(力學), 리샹학(理

想學), 림학(林學), 목회신학(牧會神學), 미균학(黴菌學), 미물학

(微物學), 미분학(微分學), 미슐학(美術學), 미학(美學), 박언학(博

言學), 발음학(發音學), 방언학(方言學), 번솨쳘학(繁瑣哲學), 범죄

학(犯罪學), 법리학(法理學), 법의학(法醫學), 병리학(病理學), 본

초학(本草學), 분류학(分類學), 분셕학(分析學), 비교신학(比較神

學), 비교종교학(比較宗敎學), 산과학(産科學), 셜교학(說敎學), 셰



근대 한국어와 게일의 한영자전   97 

균학(細菌學), 슈력학(水力學), 슈로학(水路學), 슌졍과학(純正科

學), 슌졍철학(純正哲學), 신문학(新聞學), 신신학(新神學), 실졔뎍

신학(實際的神學), 실험심리학(實驗心理學), 실험쳘학(實驗哲學), 

심뎍과학(心的科學), 심미학(審美學), ᄉᆡᆼ물화학(生物化學), ᄉᆡᆼᄐᆡ

학(生態學), 약졔학(藥劑學), 약학(藥學), 어학(魚學), 언어학(言語

學), 열학(熱學), 열화학(熱化學), 영문학(英文學), 영학(英學), 용

병학(用兵學), 우ᄉᆡᆼ학(優生學), 우쥬학(宇宙學), 유긔화학(有機化

學), 월력화학(越歷化學), 졍신과학(精神科學), 졍학(政學), 조림

학(造林學), 조션학(造船學), 조직신학(組織神學), 조직학(組織學), 

종교심리학(宗敎心理學), 종교쳘학(宗敎哲學), 연과학(自然科

學), 연신학(自然神學), 연쳘학(自然哲學), 쳐방학(處方學), 쳘

리학(哲理學), 쳘학(哲學), 쳠셩학(瞻星學), 초졀쳘학(超絶哲學), 

츅셩학(築城學), 측디학(測地學), 치료학(治療學), ᄎᆡ광야금학(採

鑛冶金學), 텬긔학(天氣學), 텬문년학(天文年代學), 토목학(土木

學), 통계학(統計學), 합리신학(合理神學), 항공학(航空學), 형식론

리학(形式論理學), 형이샹학(形而上學), 형이하학(形而下學), 군

학(海軍學), 셕긔하학(解析幾何學), 양학(海洋學), 화학(畵學), 

화학션학(化學線學) 

초판에는 전기에 관한 학문인 ‘뎐학’을 비롯해 ‘수학’, ‘텬문학’, ‘동물학’, 

‘화초학’, ‘화학’, ‘광학’ 등 자연과학의 기초 학문 명칭이 수록되어 있었

고, ‘법률학’, ‘디리학’, ‘졍치학’, ‘텬쥬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명칭도 실려 

있었다. 한영자전에 실린 학문명은 1911년판으로 오며 그 범위와 깊이가 

한층 확대되었는데 이는 1905년부터 이루어진 본격적인 신학문 수용 결

과라 할 수 있다. 1911년판에는 ‘가뎡학’, ‘간호학’, ‘건츅학’, ‘경뎨학’ 등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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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학문명이 다수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 수학’, ‘응용수학’, ‘무긔화

학’, ‘응용화학’, ‘텬문긔하학’ 등 초판에 수록된 학문명의 세부 분야명도 

수록되었다. 구장률(2012 :22)은 근대 초기의 잡지를 통해 분과학문 체계

가 형성된 과정을 분석하여 1905-10년 사이에 ‘지식 혁명’이라 부를 만큼 

지식체계의 구조적 변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게일 사전의 초판과 제2판을 비교해보면 1900년대에 이루어진 지식 패

러다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으며, 이후 제3판으로 오며 세부 분야명이 

대거 추가된 것을 통해 근대적 학문의 정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게일의 한영자전 제1판-제3판을 대상으로 사전의 표제항과 

뜻풀이에 나타난 격동기 한국어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사전 편찬자로

서 게일이 표상했던 한국어의 개념이 사전의 거시구조 및 미시구조에 

반영된 양상들을 확인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 용어의 수용 양상

과 관련하여 『한불ㅈᆞ뎐』 및 초기 개신교 성서들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

해 게일의 사전이 비단 언어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성서 번역의 기초 자

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게일의 한영사전은 국어사전이 아니라 한국어 표제항을 영어로 풀이

한 한영사전이었지만 국어사전이 존재하지 않던 당대의 언어 현실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뿐 아니라 한국인의 언어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일의 한영자전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활용되었지만, 거꾸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들에게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게일의 사전은 고전에서 비롯된 한

문구부터 새롭게 나타난 외래 신어까지 당대 한국인들의 언어생활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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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는 폭넓은 어휘들을 수록하였고, 각 표제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영어를 읽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참

고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게일의 사전에는 한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한

문구의 출전, 한자어를 이루는 한자의 음과 뜻, 구어형과 문어형의 대응 

쌍, 방언, 유의어, 반의어 등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이후에 

발행된 국어사전에 못지않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게일의 『한영대ㅈᆞ뎐』은 조선예수교서회의 교양 부문 출판물 중 가장 

대표적인 출판물로 꼽힌다. 게일의 사전은 출판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어 조선예수교서회의 스테디셀러에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사회적 파

급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의 연구 결과 이 사전은 비단 한국어 

및 영어 학습의 도구로서뿐 아니라 개신교 초기 성서 번역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일이 성서번역위원회로부터 사

전 편찬 업무를 부여받은 시점은 로스본에 대한 개신교 내부의 논쟁이 

마무리된 때였는데, 새로운 번역을 기획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사전 편

찬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볼 때 초기 성서 번역과 게일이 부여받은 사전 

편찬 업무가 밀접한 관련을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본

고에서 실제로 사전에 수록된 기독교 어휘들과 초기 개신교 성서에 사

용된 어휘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영ㅈᆞ뎐』 초판에 수록된 어휘들이 이후 

성서들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어휘

에 한정하여 사전 표제항과 성서에 쓰인 용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

지만, 기독교 용어의 확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일 사전에 수록

된 기독교 용어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초기 성서들과의 비교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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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몽』을 영역(英譯)하였으며, 한국의 역사, 문화, 종교, 문학에 대한 수십 편의 

글을 남겼다.(유영식 2013a :145-146) 또한 게일은 한국어에 대해서도 많은 저작

을 남겼다. 이 글에서 살펴볼 『한영ㅈᆞ뎐』(1897/1911), 『한영대ㅈᆞ뎐』(1931)의 발행 

외에도 최초의 한영사전인 언더우드의 『한영ㅈᆞ뎐』(1890)의 편찬에 참여한 바 있

고 한국어 문법서 『 과지남』(辭課指南)(1894)을 집필하기도 했다.
  2 ‘Kelly & Walsh’는 상하이에 본부를 둔 영문 서적 전문 출판사로, 상하이에 있던 

‘Kelly and Co.’와 ‘F. & C. Walsh’라는 두 출판사가 합병하여 1876년에 출범하였

고, 홍콩, 싱가포르, 도쿄, 요코하마에 지사를 두고 있었다.
  3 조선예수교서회의 전신은 1890년에 설립된 교단 연합 기관 ‘The Korean Reli-

gious Track Society’였다. 한국어 명칭은 ‘조선성교서회’(1891-1906)→‘조선예수

교서회’(1907-1936)→‘조선기독교서회’(1937-1947)→‘대한기독교서회’(1948-현

재)로 바뀌어 왔다.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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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he Fukuin Printing Co., L’t.’(福音印刷合資会社)는 상하이에서 인쇄술을 배워 

온 무라오카(村岡 平吉, 1852-1922)가 요코하마에 설립한 기독교 서적 전문 출판

사로,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전소되기 전까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필리핀 

등지의 성서 대부분이 이곳에서 인쇄되었다.
  5 이러한 관점은 비단 게일만이 아니라 근대의 한국 지식인들에게서도 확인된다. 

20세기 초에는 한문학이 한국 문학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안확의 경우 

국문문학과 한문학이 모두 조선의 문학에 속한다고 보며 조선의 한문학을 중국

문학과 구별하였다.(신주백 2014 :32)
  6 물론 게일도 한글이 갖는 가치 즉 “쓰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 쉬운, 말하

자면 교육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문자임을 인식하

고 있었고, 선교의 도구로서 한글이 갖는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었다.(유영식 

2013a :158) 하지만 식자층의 전도를 위해서는 한글 전용이 별로 좋은 전략이 아

니라고 보았고, 식자층에게 익숙한 한자와 한문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7 게일은 1891년 소래에서 만난 한학자 이창직에게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을 가

능성이 높다.(유영식 2013a :147)
  8 2장에서 제시한 『한영ㅈᆞ뎐』의 예는 모두 1897년 초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출전

을 표시하지 않았다. 2장에 제시한 『한영ㅈᆞ뎐』의 예는 모두 1897년 초판에 해당

하므로 별도로 출전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시된 예에서 이탤릭으로 표시된 ‘l’과 

‘s’는 표제항의 첫음절이 장음(l) 혹은 단음(s)으로 발음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9 한자어에 ‘*’을 붙이는 방식은 1931년 제3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편찬 

체제의 변화는 이 시기에 고유어와 한자어의 명시적 구별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한글 철자법의 경우도 1912년과 1921년 총독부 철자법에서는 한자

음과 고유어에 대한 이원적 규정을 제시하다가 1930년 언문철자법에서부터는 이

를 일원화한 바 있다. 
10 권3도 표기상으로는 국한문을 혼용하였지만, 한문구가 나열되며 의미 단위에 조

사나 어미가 삽입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11 영어로 출간한 한국 체류기 Korean Sketches에서도 게일은 조선에서 한문(문어)

과 조선어(구어)의 두 가지 언어가 쓰이고 있고 이 둘 사이에는 번역이 필요할 만

큼 소통이 어렵다고 하여(제임스 S. 게일 저, 최재형 역 2018 :327-328) 조선의 언

문불일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피력한 바 있다.
12 (3)에 제시된 표제항은 모두 『한불ㅈᆞ뎐』에는 실려 있지 않았다.
13 ‘Composition’의 약자로, 사전의 약호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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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 indicates that the word is used only in composition or as a book-form.
14 (3)과 (4)의 예들은 ‘(Comp.)’ 표지 없이 등재된 것으로 보아 (5)와는 달리 구어에

서도 쓰이던 표현이라 생각된다. 이들은 식자층의 구어에서 사용되던 표현일 가

능성이 있다.
15 그 밖에도 게일은 표제항의 한자어나 한문구가 특정한 경서에서 유래한 경우, 사

전 뜻풀이에서 약호를 통해 그 전거를 밝혔다. ‘(B.O.)’는 『詩傳』, ‘(B.H.)’는 『書

傳』, ‘(A.)’는 『論語』, ‘(M.)’은 『孟子』, ‘(C.C.)’는 『周易』, ‘(D.M.)’은 『中庸』에 해당

한다.
16 ‘Provincialism’의 약자로, 사전의 약호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Prov.) indicates that the word is a provincialism.
17 『한불ㅈᆞ뎐』과 게일 사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18 『한불ㅈᆞ뎐』의 약호 설명에도 방언을 나타내는 ‘Provinc.’가 포함되어 있었다.
19 게일은 여러 지방을 다니며 지방마다 방언의 차이가 매우 컸음을 깨달았고, 그러

한 경험을 토대로 방언 어휘의 지역적 편중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반영하게 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1891년 11월 25일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

지에서 게일은 남부지방의 방언이 매우 알아듣기 어려웠고, 선교사들이 남부지방

의 항구도시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 것(김인수 편역 

2009 :20-21)이 참고가 된다.
20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이나 심의린의 『보통학교용 조선어사전』(1925)에

는 방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1 성서번역위원회(Committee for Translating the Bible into the Korean Language)는 

1887년에 구성되었는데, 게일은 1891년 봄부터 합류하게 되었다. 이후 게일은 1923

년 구약개역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할 때까지 32년간 성서번역위원으로 활동하였

다.(유영식 2013a :559)
22 『한영ㅈᆞ뎐』 초판 서문에서 게일은 편찬 기간이 6년이었다고 밝혔는데, 이 서문이 

1897년 1월 21일 요코하마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역으로 추산해보면 1891년부터 초

부터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일이 편지에서 밝힌 성서번역위원회의 

지시가 내려진 시점, 즉 1893년 무렵을 사전 편찬의 시작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시기적 차이를 설명해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

재 상황에서는 게일이 초판 서문에서 밝힌 편찬 기간과 게일이 편지에서 언급한 성

서번역위원회의 연례회의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일이 개인적인 동기로 시

작했던 사전 편찬 작업이 중간에 성서번역위원회의 공동 작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 생각된다.
23 초판의 서문에서 게일이 자신과 함께 작업해온 한국인(the names of Korean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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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associated with me)으로 정동명(鄭東鳴), 염시영(染時英), 이창직(李昌

稙), 이득수(李得秀), 이겸래(李謙來), 양의종(梁宜鍾), 조종갑(趙鍾甲), 신면휴(申冕

休)의 이름을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게일의 한영자전은 한국인들과의 협업을 통

해 편찬한 것이었다. 한편, 제2판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고, 제3판의 서문에서는 

작업의 주된 공(the chief credit)이 한국인 학자인 이원모(李源謨), 이창직(李昌稙), 

이교승(李敎承)에게 있다고 하고 이들의 숙련된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24 62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경언(經言), 고셩소(古聖所), 그리스당(基利

斯當), 그리스도(基利斯督), 긔관례(起棺禮), 긔함(記含), 도회쟝(都會長), 모(代母), 

부(代父), 령 (領帶), 륙복(六福), 만나(瑪納), 면쥬(麵酒), 명오(明悟), 보목(寶木), 

보쇽(補贖), 복디(福地), 복 다(服事), 봉 (封齋), 부졔(副祭), 부활(復活), 부활

다(復活), 삼 (三司), 삼왕 됴(三王來朝), 셔교(書敎), 셩교(性敎), 셩셕(聖石), 셩우

(聖佑), 셩유(聖油), 셩의(聖衣), 셩혈(聖血), 셩호(聖號), 셩 (聖骸), 셰(洗), 쇼 (小

齋), 슈원(修院), 신교(新敎), 신문교(新問敎), 계(四季), 말(四末), 안 다(安排), 

안지그리스도, 열셰(熱洗), 죵궁(終窮), 죵부(終傅), 쥬교(主敎), 쥬당(主堂), 쥬보

(主保), 쥬셩(主性), 쥬슈병(酒水甁), 졔 다(才齊), 총고 (總告解), 총령텬신(總

領天神), 쵸셩 다(超性), 춍교(寵敎), 칠긔구(七祈求), 텬로(天路), 파공 다(罷工), 

판공 다(判功), 패슈 다(怕羞), 편 (鞭笞), 피졍 다(避靜).
25 게일은 『한불ㅈᆞ뎐』에 기독교 용어로 수록된 단어 중 일부를 종교적 의미가 아닌 

일반적 의미로 풀이하여 등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불ㅈᆞ뎐』의 경우 ‘도회쟝’

(都會長)을 ‘전도사의 장, 우두머리 전도사’라고 풀이하고 기독교 용어의 표지를 

주었지만, 게일은 이를 ‘A chairman of an assembly or meeting.’이라고 풀이하여 

일반적인 회의나 모임의 장으로 풀이하였다.
26 『한불ㅈᆞ뎐』의 경우 프랑스어 뜻풀이 옆에 [  ]를 추가하여 한국어 번역을 넣었다. 

한국어 번역은 파리외방전교회/펠릭스 클레르 리델 지음, 이은령 외 옮김(2014)

에서 인용하였다. 게일의 한영자전에 대해서는 장단 기호나 한자 정보 등 본론의 

논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제시하였다.(이하 동일) 
27 금육(禁肉)을 뜻한다.
28 고해성사를 뜻한다.
29 천주교 미사에서 쓰는 빵과 술을 뜻한다.
30 『한영ㅈᆞ뎐』에 삼위일체 중 성부와 성자는 각각 ‘셩부’와 ‘셩ㅈᆞ’로 수록되어 있었

고, 해당 용어는 『한불ㅈᆞ뎐』과도 일치한다.
31 이처럼 기독교 용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경우 게일은 천주교식 용어의 뜻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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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용어’(a term used by the Roman Catholics)라고 별도

로 언급하기도 했다.
32 고전소설에서도 ‘텬신’은 사악한 영적 존재로 그려졌다.

   예) 텬신이 도  두로며 을 여 등문의게 라든대 등문이 창을 두로며 마자 

십여합을 호니 창법이 졈졈 어즈럽거 〈17??낙븍오,259〉    

   예) 허헤랑이 졍히 놀나며 의심 야 뎡티 못 더니 믄득 이 말을 듯고 눈을 드러 기

인을 보니 온몸의 피  므텻고 얼골이 텬신 더라.〈17??낙일팔,167〉   
33 게일이 분석한 한국인의 신앙관과 ‘하 님’ 용어에 대해서는 황호덕·이상현

(2012 :317-375)을 참고할 수 있다.
34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傳敎’가 왕명을 내린다는 뜻으로 널리 

쓰였다. 아래 예의 현대어역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한 것이다.

   예) 賜藥于慶尙道都觀察使安騰. 傳敎曰: “騰嘗進良馬一匹, 予迄今未報”. (경상도 

도관찰사 안등(安騰)에게 약을 내려 주었다. 전교(傳敎)하였다. “안등이 일찍이 

좋은 말 한 필을 바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갚지 못하였다.”) 〈태종실록23권-태

종12년3월27일-辛亥2번째기사〉
35 1931년에 출판된 『한영대ㅈᆞ뎐』의 서문이 1927년 4월 28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 사전에 반영된 언어 변화는 1920년대 후반까지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36 이 단락에 기술한 근대의 전기 도입에 대해서는 민병근(2014a, 2014b, 2014c)을 참

고하였다.
37 ‘電’을 포함한 표제항 중에 ‘뎐광’(電光), ‘뢰봉뎐별’(雷逢電別) 등 번개와 관련된 

것은 제외하였다.
38 1911년판의 ‘경보뎐긔’, ‘뎐긔쥬’는 1931년판으로 오며 삭제되었다.
39 ‘學’을 포함한 어휘라도 ‘가뎡지학’(家庭之學), ‘셩리학’(性理學), ‘쇼학’(小學) 등

과 같이 전통적 학문에 관한 것이나 ‘ 학’(四學), ‘대제학’(大提學)과 같이 전통적 

교육 제도에 관한 것, ‘박학’(博學)이나 ‘만학’(晩學) 등과 같이 학문 분야와 관계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물론 근대에 들어 서구의 자연과학에 대응되는 뜻으로 쓰

인 ‘격물학’(格物學)과 같이 전통적인 학문명이 근대적 학문명으로 전용되어 쓰인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새롭게 등장한 학문명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40 ‘초등긔하학’과 ‘초등 수학’은 1931년판으로 오며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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