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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兪吉濬의 《西遊見聞》을 중심으로 중국의 《海國圖志》와 일본의 《西洋事

情》을 비교하여 《西遊見聞》 중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의 언어학적 특징을 고찰 하

였다.

청나라의 아편전쟁을 전후로 중국에서는 魏源의 《海國圖志》가 출판되었고, 일본

은 메이지 유신 이후, 福澤諭吉의 《西洋事情》이 출판되었고, 한국에서는 개항 이

후 유길준의 《西遊見聞》이 출판되었다. 두 강대국의 영향 아래, 유길준은 두 나라

의 표기를 비교하여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표기법을 지키면서, 일본의 새로운 표기

를 받아들이고, 한국 한자음의 현실을 반영하며 독자적 외국 국명 한자 표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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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서유견문의 언어적 특징을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西遊見聞》중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는 조선의 지식 계층과 역관들이 중

국식 한자 표기를 여전히 고수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길준이 번역을 함에 있어 중국의 형태소를 사용하였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① 외국 국명 중에 [-ia]로 끝나는 경우, 《海國圖志》 등의 기존의 중국 문헌에서

는 牙 혹은 亞형태소를 사용한다. 유길준은 인접한 아시아 국가명과 유럽 및 북미

의 강대국명에는 기존의 牙를 사용하였다. 그 예로 西班牙, 葡萄牙 등이 있다. 조

선과 왕래가 적은 국가를 자신이 번역할 경우 亞로 통일하였다. 그 예로 亞羅比亞, 

阿羅比亞, 阿美尼亞, 甘保杜亞, 沙耳比利亞, 拔利比亞, 寶妬尼亞, 樓禰尼亞, 阿

排時尼亞, 支累亞, 羅伊比賴亞 등이 있다.

② 외국 국명 중에 [-s]로 끝나는 경우, 《海國圖志》 등의 기존의 중국 문헌에서

는 斯형태소를 사용하였다. 서유견문에서도 동일한 형태소를 사용하였다. 그 예로 

俄羅斯, 杜尼斯, 混斗羅斯, 波斯 등이 있다. 

③ 외국 국명 중에 [-land]로 끝나는 경우, 《海國圖志》 등의 기존의 중국 문헌

에서는 蘭형태소를 사용하였다. 서유견문에서도 동일한 형태소를 사용하였다. 그 

예로 중국식 표기 愛爾蘭, 荷蘭, 일본계 표기 樓質蘭, 유길준의 표기 懸蘭 등이 

있다. 

④ 외국 국명 중에 [-stan]으로 끝나는 경우, 《海國圖志》 등의 기존의 중국 문

헌에서는 斯坦형태소를 사용하였다. 서유견문에서도 동일한 형태소를 사용하였다. 

그 예로 土基斯坦, 鱉累穉斯坦, 巨馬斯坦 등이 있다.

셋째로 유길준은 《西游見聞》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 형태소를 통일하여 사용하

였다. 외국 국명 중에 [-li]로 끝나는 경우, 《海國圖志》 등의 중국 문헌에서는 里, 

理, 利 등이 통일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그 예로 意大利, 以他里, 伊大理, 智利, 

智理 등이 있다. 유길준은 《西游見聞》에서 利형태소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그 

예로 墺地利, 英吉利, 伊太利, 詐太利, 智利 등이 있다. 

넷째로 유길준이 자신이 음역하여 외국 국명을 한자 표기를 할 경우, 한국 한자

음의 실정에 맞게 음역하였다. 19세기 말 중국 음운과 한국 한자음은 이미 많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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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었다. 특히 유길준이 신경 썼던 것은 중국의 양성운과 입성운, 한국의 종성

운에 해당하는 것을 영어 원음에 유사하도록 음역하였다. 그 예로 模潛伯, 冒潛伯, 

把羅貴, 尼可羅果, 混斗羅斯 등이 있다.

다섯째로 유길준은 일본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도 참조하였다. 그 예로 白耳義, 

亞然丁, 伊太利 등이 있다.

Ⅰ. 서론

본고는 조선의 《西遊見聞》(1895)을 중심으로 중국의 《海國圖志》(1844), 일본

의 《西洋事情》(1866-1869) 등의 19세기 한⋅중⋅일 삼국의 문헌 특히 각 국의 

개화기 초기에 표기된 외국 국명 및 지명을 비교 분석하였다.1) 

조선의 기본 자료는 유길준의《西遊見聞》에서 외국 국명 한자 표기를 수집하였다. 

《西遊見聞》과 같은 시기의《韓英字典》(1897)도 참고하여 개화기 조선의 외국 지명 

한자 표기에 관하여 고찰하였다.2) 

일본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는 정영숙(1998) 논문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정영숙

은 福澤諭吉(1835-1901)의 《西洋事情》(1866-1869), 《世界國盡》(1869)과 메이

 1) 《西遊見聞》은 개화기의 선각자이자 최초의 일본 및 미국 유학생인 구당(矩 ) 兪吉濬

(1856-1914)이 유럽과 미국을 다녀온 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여 간행한 서양 

문물 소개서이다. 《西遊見聞》은 全2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서양의 지리

와 역사, 정치, 교육, 법률, 행정, 경제, 사회, 군사, 풍속, 과학기술, 학문 등 서양 문

물의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박성희 <《西遊見聞》에 출현하는 한자 지명 표기 연구>, 

《일본어학연구》 2014년 제40집, 39쪽 참조. 

 2) 1897년 게일(Gale, J. S.)이 편찬한 《한영자전》으로 요꼬하마(Yokohama)의 kelly＆
walsh 출판사에서 나오고 같은 곳의 The Yokohama Bunsha에서 인쇄되었다. 초판

은 2부문으로 되어 있는 바 제1부는 《한영사전(Korean-English Dictionary)》(1∼
836쪽), 제2부는 《중영사전(Chines-English)》(837∼1096쪽)이다. 제1부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한불자전》(1880)과 언더우드(Underwood. H. G.) 및 스코트(Scott, J.)

의 《영한사전》을 기초로 하여 편찬되었으며 제2부는 자일스(Giles)의 《중어사전

(Chinese Dictionary)》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 이 밖에 편자는 鄭東鳴, 梁時

英, 李昌稙, 李得秀, 李謙來, 梁宜鍾, 趙鍾甲, 申冕休 등의 한국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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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신(1853-1877) 초기의 표기가 수록된 《漢字講座9近代文學と漢字》의 <外來

語の漢字表記一覽-地名> 부록을 참조하였다.3)

중국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는 魏源(1794-1856)이 쓴 《海國圖志》를 사용하였

고, 中國基本古籍庫라는 문헌 검색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4)

조선 말 개화기 무렵의 서구 문명에 대한 외래어 일반 어휘 연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西遊見聞》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에 관한 연구는 일본, 일본

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 지명 한자 표기법은 역사적 배경과 

그 나라의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어휘를 조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는 《西遊見聞》에 기록된 외국 국명 한자 표기를 바탕으로 중국의 

《海國圖志》, 일본의 《西洋事情》 등을 비교하여 기존 연구에 보충, 보완하여 개화

기 조선의 문헌에 기록된 외국 국명 한자 표기에 관한 언어학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문헌 배경

청나라가 아편전쟁(1840-1842)에서 패배하고 남경 조약(1842) 체결 후, 청나

라 조정과 지식인들은 서양에 대하여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서양 문물과 서

적의 유입에 관한 번역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魏源(1794-1856)의 

《海國圖志》와 徐繼畬(1795-1873)의 《瀛環志略》 등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일

본은 개항과 더불어 메이지 유신(1853-1877)의 성공으로 인해 많은 서양 문물을 

도입함으로써 서양 문물과 서양의 새로운 개념의 표기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조선은 1875년 일본으로 인한 개항 이후 청나라, 일본보다는 늦게 서양 문물의 수

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75년 운요호 사건 이후, 일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개항을 하게 된 조선은 신

 3) 정영숙 <《西遊見聞》에 나타난 外國 國名의 漢字 表記에 대하여 - 日本ㆍ中國과의 比

를 中心으로>, 《일본학보》 1998년 제41집, 129-139쪽 참조.

 4) 魏源 《海國圖志》 湖南, 岳麓書社出版, 1998. 中國基本古籍庫, 北京愛如生數字化技

術研究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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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물을 배우기 위하여 紳士遊覽團이라는 사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 이 신사 유람

단에는 《西遊見聞》의 저자 兪吉濬(1856-1914)도 사신단의 일원이었다.5) 유길준

은 일본에서 《西洋事情》의 저자 福澤諭吉(1835-1901)의 영향을 받았다. 후쿠자

와 유키치의 저작인 《西洋事情》에도 영향을 받아 《西遊見聞》의 많은 내용이 《西洋

事情》의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쓰고 있다.6) 조선으로 돌아온 유길준은 미국에

도 유학하여 수학하였다. 《西遊見聞》에는 미국의 지명과 유럽 및 세계 각국의 지명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기 되어있다. 

《海國圖志》는 魏源이 저술하였지만, 그 처음의 배경은 林則徐(1785-1850)와 

관련이 있다. 아편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林則徐는 道光帝의 명을 받아 欽差大臣의 

신분으로 廣州의 아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는 아편문제를 조사하던 중에 서

양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서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

작하였고, 모은 자료를 魏源에게 넘겨주었다. 魏源은 林則徐에게서 받은 자료를 

정리하고, 더불어 천주교 선교사들이 쓴 기존의 자료와 기타 중국의 자료를 합하여 

1844년에 《海國圖志》를 출판하였다.7) 

《海國圖志》는 근대 서양의 국민과 국가 및 기술에 관한 첫 번째 참고 문집이라

 5) 《西遊見聞》의 저자 兪吉濬은 고종 18년 1881년 봄, 신사 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새로운 문물을 시찰을 위하여 파견된다. 1883년 미국과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報聘使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파견된다. 여기서 민영익은 유길준으로 하여금 계

속 남아 공부하게 하였다. 1885년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1885년 

가을 짧은 미국생활을 접고 유럽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유럽을 거치며 유길

준은 많은 것을 경험하도록 노력하였다. 1885년 겨울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개화파로 

분류되어 바로 체포되어 1892년까지 연금생활을 하게 된다. 이 연금 생활 중에 그는 

신사 유람단으로 간 일본에서 배우고 느낀 점, 미국 유학에서 배우고 느낀 점, 유럽을 

거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하였는데, 이 책이 《西遊見聞》이다. 이 책은 1895년 

일본 동경의 交詢社에서 출판하게 된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

원, http://terms.naver.com/ 참조.

 6) 초편, 외편, 2편 등 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편은 1866년에 간행하였고 1868년에 

외편(外編)을, 1870년에 2편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서양의 문명을 소개하고 있는 책

으로 서양 여러 나라의 역사, 제도, 국정을 비롯하여 문명사회에 공존하는 문물이나 사

회상,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여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당시의 일본 사

람들에게 서양 세계를 알리는 입문서가 되었다. 네이버 《두산백과》, http://terms. 

naver.com/ 참조.

 7) 馬西尼, 黃河清 譯 《現代漢語詞彙的形成 - 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上海, 漢語大

辭典出版社, 1997), 18-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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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海國圖志》의 초판은 50권이었으나, 1847년에는 60권으로 증보하

였고, 1852년에는 100권까지 증보하였다, 1895년에는 125권까지 증보하였다.8) 

《海國圖志》는 음역을 이용한 지명 표기가 많다. 이 음역 지명들의 출처는 대부분 

17세기 천주교 선교사들이 중국어를 이용하여 저술한 지리서들과 17세기 이후의 

지리서와 여행기들이다.9)

《海國圖志》는 일본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馬西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0)

1850년 《海國圖志》(1847년 60권) 제2판, 3질의 가장 이른 사본이 일본에 전

래되었다. 그러나 바로 금지 당했다. 1854년, 이 책의 8질의 인쇄본이 일본에 판

매 되었다. 1854년에서 1869년 사이에 이 책의 각 장의 일역본을 채택한 25종 

책이 번역 출판되었다. 이 책들의 첫 부분은 모두 일본이 절실히 알아야 할 국가

들의 정황이다. 그러한 국가들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영국 등이 있다. 

馬西尼의 주장을 근거로 비추어 볼 때,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 《西洋事情》

(1866-1869), 《世界國盡》(1869)의 출판 연도와 《海國圖志》의 일본 전래시기를 

고려하면 후쿠자와 유키치가 《海國圖志》의 외국 지명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馬西尼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며, 《海國圖志》의 번역도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海國圖

志》가 일본의 지리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海國圖志》는 19세기 중엽 權大肯과 吳慶錫(1831-1879) 등에 의하여 조선으

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오경석은 영의정 박규수와 함께 개화를 주장하

 8) 위의 책, 26쪽 참조. 魏源(1794-1857)의 생존연대를 보았을 때, 魏源과 연관 있는 

판본은 1852년 100권 본까지로 추정된다. 

 9) 위의 책, 32쪽 참조.

10) 馬西尼, 黃河清 譯 《現代漢語詞彙的形成-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 ｢1850年, 《海

國圖志》(1847, 60卷) 第二版, 有三套 早的副本傳到了日本, 但即遭禁止. 1854年, 

該書有８套印本銷往日本. 1854年至1869年之間翻譯出版了25種取自該書各章的日譯

本. 這些書的第一部分都是日本迫切 要了解的那些國家的情況, 如美國, 法國, 俄國, 

印度, 英國等.｣(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1997), 98쪽 참조. 

11) 노용필 《개화기 서울 사람들1》(서울, 어진이출판사, 2004), 196-197쪽 참조.

정영숙 <개화기 이전 문헌에 나타난 외국 지명의 한자 표기에 대하여>, 《일본어학연구》 

2001년 제3집, 205쪽 참조. 

최한기(崔漢綺)가 어느 本을 참고로 하였는가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아래 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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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유길준은 1870년(고종7) 박규수의 문하

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윤식 등 개화 청년들과 실학사상을 배우면서, 魏源

의 《海國圖志》와 같은 서적을 통해 해외 문물을 습득하였다고 하였다.13) 유길준이 

1875년 20세에 박규수에게서 魏源의 《海國圖志》를 건네받아 숙독하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고 한다.14) 위와 같은 기술을 근거하면, 유길준은 《海

에 나와 있다. 우선 高宗 때, 工曹⋅吏曹判書를 歷任한 許傳(1792-1886)의 《性齋

集》 卷16 《海國圖志》 跋에 “海國圖志는 50편이다. 청 내각 중의 책으로 魏源이 편집

하였다. 사야 권상서(대긍)가 사신의 일로 연경에 도착하여 이 책을 얻어 돌아왔다. 憲

廟에서 이것을 듣고 명령에 따라 열람하였다. (필자 역)(海國圖志五十篇, 淸內閣中書

魏源所輯也. 史野權尙書(大肯)以使事至燕京得此書而還, 憲廟聞之遂命進覽.~ )라는 

부분이 있다. 權大肯이 北京에 使臣으로 가서 《海國圖志》를 가지고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權大肯은 1844년 10월 26일 서울을 출발하여 1845년 3월 28일 돌아왔다. 이

것을 초간 50권 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李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卷

19를 보면, “중원에 최근 새로운 출판된 신기한 책들이 많이 있다. 동쪽에서 온 나에게

도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 《海國圖志》 수십 권, 《瀛環志略》 수십 권- 《海國圖志》(조

영상인승과 최상서한기의 집에 소장하고 있다.) (필자 역)(中原近日新出奇書甚多, 而

來于我東 亦夥, 如海國圖志數十冊~瀛環志略數十冊~海國圖志 (趙領相寅承及崔上

漢綺收藏于家) ) 으로 나와 있다. 領相 즉 의정대신조인승(議政大臣趙寅承)은 趙

寅永(1782-1850)의 誤記로 보고 있다. 趙寅永은 死亡할 때까지 네 차례나 領議政에 

任命되었다. 死亡한 것이 1850年이다. 그러므로 1850年까지 傳來된 것은 五十卷本

과 六十卷本으로 볼 수 있다. 崔漢綺의 收藏本도 五十卷本이나 六十卷本으로 推定된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오경석. 

1853년(철종 4) 4월 북경 행 사신의 역관으로 청나라의 수도 북경에 가서 이듬 해 3

월까지 머무르며 서양 열강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중국을 관찰하였다. 그 뒤 13차례

나 역관으로 중국을 내왕하면서 《海國圖志》, 《瀛環志略》, 《博物新編》 등을 비롯한 다

수의 신서(新書)들을 구입해서 연구, 1853∼1859년경에 최초로 개화사상을 형성하였

다. 위 두 자료를 근거로 할 때, 50권 본 혹은 60권 본이 1850년 이전에 조선에 전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海國圖志》의 100권 본은 1852년 출판되었는데, 조선시대 역관 

오경석은 1853년에 북경으로 갔으니 100권 본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유길준은 100권 본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12)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오경석.

13)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유길준.

14) 이광린 <유길준의 개화사상-西遊見聞을 중심으로>: ｢이광수 <박영효를 만난 이야기>

(《東光》, 1931. 3.)에 의하면 김옥균, 박영효 등이 박규수 집 사랑방을 출입한 것은 

박규수가 우의정에서 물러난 뒤, 즉 1874년 11월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대개는 1875

년에 자주 출입하였을 것이다. 1875년이면 유길준이 20세 때이다.｣(《韓國開化思想研

究》, 서울, 一潮閣, 1981년 4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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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圖志》와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적, 중국과 일본의 서적 등을 참조하고, 미국에서

의 유학 그리고 유럽에서의 유람 등으로 얻은 지식을 통하여 《西遊見聞》을 저술하

였다고 볼 수 있다.

Ⅲ. 개화기 조선 문헌에 반 된 외국 국명 표기

1. 아시아

英音 西遊見聞 海國圖志
19世紀

日本表記
韓英字典 現代中文

Arabia
亞羅比亞

阿羅比亞

亞喇伯

亞剌比亞 

亞拉 

亞拉比亞,亞

羅比亞,亞喇

伯,亞拉比,

亞拉比,亞剌

伯,荒火屋,

亞剌比亞

阿拉伯

Afgnanstan 阿富汗

阿富汗

愛烏汗 

甲 國 

阿付干 

愛烏罕國 

阿富晏士 

阿美賀仁

丹, 阿富汗
阿富汗

Annam 安南 安南 安南

Armenia 阿美尼亞

亞爾美尼亞

阿彌尼阿國

亞麥尼

亞爾美尼亞,

亞爾默尼亞
亞美尼亞

Burma 緬甸
緬甸

烏土

緬甸

尾留滿
緬甸國 緬甸

India 印度

印度

天竺

身毒

印度

印度地

天竺

應帝亞

印度國

天竺國
印度

Iran 伊蘭 伊蘭 伊朗

Judae 猶太國

猶太

朱迪亞 

猶地亞 

猶太國 朱迪亞



개화기 조선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에 반 된 언어학  특징 고찰  121

(표1) 아시아 지명  국명 표기

위의 표에서 비추어 볼 때, 《西遊見聞》과 《海國圖志》의 표기가 일치하는 것은 

如德亞 

如大國 

主底阿國 

Kampuchea

Cambodia

甘保杜亞

甘保杜野

柬埔寨

澉浦只 

甘孛智 

干波底阿

嘉無薩加 柬埔寨

Nepal 醴八
尼泊爾

廓爾喀
尼泊爾

Persia 波斯

波斯

巴社

包社 

伯爾西亞 

法耳西 

白西爾亞 

伯爾西亞 

波剌斯 白西 

波斯,

辺留社,

百兒齊,

巴社

波斯國 波斯

Philippine 蓽立彬
呂宋

呂宋
呂宋 呂宋 菲律賓

Syria 世累野

西里阿

伊西里亞 

敘里,西厘阿 

尻屋 敘利亞

Siam

(Thailand)
暹羅 暹羅 暹羅 暹羅

Siberia 沙耳比利亞

西伯利

細密里亞悉

畢厘阿悉比

里阿 

西比里亞

志辺里屋,西

母利亞,西伯

利亞,西伯利,

西比利亞,西

鼻利

西伯利亞

Singapore 新嘉坡

新嘉坡

新加坡 

新州府 加坡 

新地坡 

新奇坡 

新嘉坡 

新州府
新嘉坡 新加坡

Tibet 西藏 西藏 西藏 西藏國 西藏

Turkestan 土基斯坦
土留喜 丹,

都機斯旦
土耳其斯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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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阿富汗), 베트남(安南), 미얀마(緬甸), 인도(印度), 이란(伊蘭), 유

대국(猶太), 페르시아(波斯), 시암(暹羅), 싱가포르(新嘉坡), 티베트(西藏) 10개

국이다. 아시아 국가의 지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사용된 것들이 많다. 조

선도 영향을 받아 그대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西遊見聞》에서 유길준은 아라비아(Arabia)를 亞羅比亞, 阿羅比亞로 표기하였

다. 유길준은 《海國圖志》에 표기된 亞喇伯가 한국의 한자음과 원음이 부합하지 않

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伯, 泊 이 글자들은 중국에서는 이미 入聲이 소실되어 

陰聲韻으로 발음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k]의 入聲이 존재하므로 원음과 비

교했을 때 발음에 차이가 있다. 중국어에서 入聲韻은 《中原音韻》(1324)에 이르러 

대부분 소실되지만 한국 한자음에는 여전히 존재한다. 근대중국어에서 喇, 剌, 拉

은 이미 陰聲韻으로 발음되었으므로 1840년경 출판된 《海國圖志》에서는 아라비아

(Arabia)를 亞喇伯, 亞剌比亞, 亞拉 등으로 표기했지만, 《西遊見聞》에서는 한국 

한자음에서 喇, 剌, 拉이 여전히 入聲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羅로 고쳐 표기했

다.15) 

필리핀의 표기에 관하여, 《海國圖志》와 19세기 일본에서의 표기 및 《韓英字典》 

모두 呂宋으로 표기하고 있다. 呂宋은 필리핀 Luzon섬을 음역한 것으로 보인다. 

《海國圖志》에는 呂宋의 번역도 있는데, 이는 스페인과 관련이 있으며 스페인을 

大呂宋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16) 현대 중국어 菲律賓, 非力賓 등으로 번역하는

데, 이 어휘 중의 律와 力이 각각 [-t], [-k]입성이다. 한국 한자음을 고려하였을 

때, [-t], [-k]입성이 포함된 번역은 원음과 상당히 괴리가 생긴다. 《西遊見聞》에

서 필리핀(Philippine)은 蓽立彬으로 번역하였다. 蓽은 한국 한자음에서 [-t]入聲

韻인데 이 [-t]입성운은 [-l]로 변한다.17) 立은 한국 한자음에서 [-p]입성운이다. 

15) 《廣韻》과 《集韻》에서 라(剌)는 曷韻, [-t]入聲字이다. 學 , xiaoxue.iis.sinica. 

edu.tw/ 네이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한국한자어사전》, http://hanja.naver. 

com/에 의하면, 剌의 독음에 ‘랄’과 ‘라’가 있는데, 그 중 ‘라’는 이미 입성[-t]가 사라진 

음이다.

16) 魏源 《海國圖志》(湖南, 岳麓書社出版, 1998), 218-219쪽 참조. 《海國圖志》에는 전 

세계의 지도가 있다. 이 책의 이베리아 반도를 大呂宋葡萄亞合圖로 표기하였다. 

17) 이영보래(以影補來) 《동국정운(東國正韻)》 서문의 ｢叉於質勿諸韻, 以影補來, 因俗歸

正.｣에서 나온 말. 영모(影母)‘ ᇹ’로써 래모(來母)‘ㄹ’을 돕는다는 뜻이다.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의 한 특징을 이룬다. 설내입성( 內入聲)의 한자의 운미(韻尾)는 중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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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형태소를 보면 유길준은 영어 원음과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어했

음을 알 수 있다. 

《西遊見聞》 중의 네팔(Nepal)은 《海國圖志》에서 廓爾喀(Gurkha)와 尼泊爾으

로 표기된다.18) 

《海國圖志》 卷二十西南洋: 尼泊爾을 廓爾喀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浩罕

을 安集延으로 부른다.

위의 용례를 보았을 때, 尼泊爾과 廓爾喀이 네팔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海國圖志》에는 尼泊爾의 용례는 2번인 반면 廓爾喀의 용례는 35번 출현한

다.19) 《海國圖志》에서는 廓爾喀 왕조명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정영숙(1998)의 

논문에는 네팔의 일본 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길준은 한국어의 終聲韻을 비교

적 명확하게 지켜왔다. 다른 용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한자음의 음운 규칙, 특히 

한국 한자음 중의 입성운의 특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러한 특징이 醴八에도 

잘 나타나있다. 醴八은 영어 Nepal을 번역한 것으로 추정한다. 

투르케스탄(Turkestan)은 투르키스탄(Turkistan)으로도 쓰는데, 《西遊見聞》에

서 번역을 土基斯坦으로 하였다. 土基斯坦이 《海國圖志》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斯坦’은 현대 중국어에서 외래어 번역시 사용하는 형태소와 동일하며,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西遊見聞》에는 국가 명은 아니나 ‘-斯坦’을 사용하는 지명으

로 벨루치스탄(鱉累穉斯坦)과 터키의 부속 지방으로 거마스탄(巨馬斯坦)이 있다. 

벨루치스탄은 이란 고원에 나뉘어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으로 나누어져 

있다. 《海國圖志》에는 溫都斯坦과 痕都斯坦의 국가 명을 찾을 수 있다. 이 두 어

휘는 동일한 국가를 지칭한다.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으나 溫都斯坦의 

영역은 현재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동부이다.20) 溫都斯坦도 지역

국어(中古中國語)에서는 [t]로 발음되었는데, 우리나라 한자음에서는 ‘ㄹ’로 변하여 있

었으므로, 이것은 ‘ ’ᇙ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네이버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

국사전연구사, http://terms.naver.com/ 인용.

18) 魏源 《海國圖志》: ｢猶尼泊爾之稱廓爾喀, 浩罕之稱安集延也.｣(湖南, 岳麓書社出版, 

1998), 42쪽, 245쪽.

19) 中國基本古籍庫,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중국의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다. 문헌의 전문을 검색할 수 있고, 혹은 검색어로 검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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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斯

坦’을 쓰는 국가들은 이슬람교와 관련되어 있다. 

캄보디아(Kampuchea, Cambodia)의 《海國圖志》의 번역은 Kampuchea를 번

역한 柬埔寨, 澉浦只, 甘孛智와 Cambodia를 번역한 干波底阿이 있다.　유길준은 

Cambodia를 번역하여 甘保杜亞, 甘保杜野로 음역하였다. 

《西遊見聞》의 아시아 국명을 종합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교류가 많

았고 이미 개화기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지명이 많아 중국의 지명과 동일한 국명이 

많다. 그러나 유길준은 중국과 일본의 표기가 한국 한자음에 부합하지 않으면, 독

립적으로 한국 한자음에 맞춰서 조어하였다. 醴八, 蓽立彬과 같이 유길준은 醴八

의 八[-l]입성운과 蓽立彬의 蓽[-t]입성운과 立[-p]입성운 등 한국 한자음의 특징

을 고려하여 조어하였다.

2. 유럽

20) 魏源 《海國圖志》: ｢及英夷調印度兵艘入犯中國, 深恐俄羅斯乘其虛以搗溫都斯坦.｣
(湖南, 岳麓書社出版, 1998), 24쪽. ｢印度國, 即 都斯 也. 一作痕都斯坦, 一作溫

都, 亦有作軒都斯丹 .｣(湖南, 岳麓書社出版, 1998), 667쪽.

英音 西遊見聞 海國圖志
19世紀

日本表記
韓英字典

現代中

文

Andors 安道羅 安道羅

Austria 墺地利

奧地利, 

歐斯特里, 

歐(特色)(色

特)里(阿), 

奧斯的里亞國, 

奧士地喇, 

阿士氐拉國, 

奧地里加, 

埃地利國

墺地利, 

澳地利, 

墺地利亞

墺饗頜鬃

澳頜鬃

澳骷鬃

澳太利

澳太利亞

墺土利

墺西太利亞

澳地利亞

奧大利國 奧地利

Belgium 白耳義
彌爾彌壬, 

北義, 比利時, 

白爾義, 

百耳義, 
比利時國 比利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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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利潤(峽)記

利時國, 

北爾日加, 

伯利諸恒 

波爾臥尼, 

白耳義, 

比耳時, 

比利時

Bosnia 寶妬尼亞 波斯尼亞
波斯尼

亞

Denmark 丁抹

璉國, 吝因, 

丹麥, 領墨, 

丁末, 連國, 

大尼國, 槤國, 

的納馬爾加, 

黃祈, 顛麥, 

狄音, 顛地墨, 

埭尼, 

低那馬爾加, 

領脈

嗹國, 

即黃旗, 

丁抹, 

嗹馬, 

璉馬, 

領墨

璉國 

丹國 
丹麥

Finland 懸蘭

芬蘭, 賓蘭, 

汾蘭, 

非蘭的(亞) 

(Finlandia)

芬蘭, 

沸你刪突
芬蘭

France
佛蘭西, 

法, 佛

佛蘭西, 

佛郎機, 

佛朗機, 

拂郎祭, 

法蘭西, 

勃蘭西, 

付蘭楚斯 

拂郎察, 

佛瑯西, 

佛蘭西, 法國, 

佛國, 佛蘭, 

法朗西, 

法蘭西, 

拂蘭西, 

趣蘭西

法國 

佛蘭西 

佛蘭國 

法蘭西, 

法國

Great 

Britain

England

英吉利, 

英國, 

大不列顛, 

大列顛

英吉利, 

英國, 

英圭黎, 

英機黎, 

膺吃黎

大貌利顛, 

貌利太仁亞, 

大貌列顛, 

貌列顛, 

貌利顛, 

諳厄利亞, 

英國, 英吉利, 

英吉利斯, 

英名利, 英倫, 

英吉利西

英吉利

(England) 

英國

(Great 

Britain)

英格蘭, 

大不列

顛, 英國

German 日耳曼
耶馬尼, 

熱爾麻尼, 
日耳曼

日耳曼 

德國 
德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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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理曼, 

日爾曼, 

亞勒墨尼亞, 

亞里曼, 

熱爾瑪尼亞, 

亞利曼

Greece 希臘

希臘, 額力西, 

厄勒祭, 西臘, 

葛勒斯

希臘 希臘 希臘

Hungary 匈牙利

匈牙利, 

寒牙里, 

翁加里, 

烘哥利亞 

班諾尼, 

哄喝利, 

匈牙利

匈牙利

Ireland
愛爾蘭

阿爾蘭

意爾蘭大島, 

愛爾蘭, 愛倫, 

伊耳蘭島, 

耳得蘭島, 

倚耳蘭, 

耳蘭島, 

意爾蘭大, 

壹爾蘭大, 

阿爾蘭, 伊琳, 

埃倫

愛蘭, 

愛爾蘭, 

愛蘭國

愛兒蘭 愛爾蘭

Italy 伊太利

意大里亞, 

伊達里, 

古大秦, 

羅問國, 

羅馬國, 

意大里, 

以大里, 

以他里, 

伊大理 

意大里亞, 

意他, 伊太里, 

意太利, 

以太利, 

伊太利, 

伊太利亞, 

意大利, 

伊多利

意大利 義大利

Holland

(Netherland

s)

荷蘭

荷蘭, 和蘭, 

尼達蘭, 

尼德蘭, 

阿南國, 賀蘭 

阿蘭陀, 荷蘭, 

和蘭, 尼達蘭, 

能留英

荷蘭國 荷蘭

Norway 諾

那 , 挪 , 

諾魯 , 

羅委國, 

那耳瓦, 諾那, 

諾爾物入亞, 

梛耳回, 那 , 

那 國, 

那耳回, 諾

瑙 國 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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諾魯 牙, 

那耳圍, 那華, 

娜

Prussia 普魯士, 普

普魯士, 

波路西亞, 

魯西亞, 

普魯社, 

破魯斯, 

波路西亞, 

不魯, 西亞, 

陂路斯, 

路沙國, 

魯斯苛 

普魯社, 

普魯西, 

普魯亞, 

普魯士

普魯斯 普魯士

Portugal 葡萄牙, 葡萄

葡萄, 葡萄亞, 

路亞, 

博爾都噶亞, 

波底牙, 

波爾杜瓦爾, 

度基 

波爾社瓦爾, 

葡萄牙, 葡萄

葡萄牙 

葡萄國
葡萄牙

Rumania 樓禰尼亞
羅馬尼

亞

Russia 俄羅斯

俄羅斯, 

羅沙國, 魯慎, 

厄羅斯

魯西亞, 俄國, 

魯國, 露國, 

俄羅斯, 

峩羅斯, 

露西亞, 魯

俄國

俄羅斯

俄斯羅

露國

俄羅斯

SanMarino 山馬利路 聖馬里弱
聖馬利

諾

Spain 西班牙

西班牙, 

西班亞, 

大呂宋, 

是班牙, 

斯扁亞, 

以西把尼亞

(Espana), 

義斯巴尼亞, 

伊西巴尼亞

以西把你亞, 

士班牙, 

西班牙, 

大呂宋

西班牙國 西班牙

Sweden 瑞西

瑞丁, 綏林, 

以天, 瑞典, 

瑞蘭國, 瑞國, 

瑞國, 

瑞典
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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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유럽 지명  국명 표기

《西遊見聞》에서 《海國圖志》의 표기와 일치하는 것은 프랑스(佛蘭西), 잉글랜드

(英吉利), 독일(日耳曼), 그리스(希臘), 아일랜드(阿爾蘭), 네덜란드(荷蘭), 프러

시아(普魯士), 포르투갈(葡萄牙), 러시아(俄羅斯), 스페인(西班牙), 스웨덴(瑞典), 

스위스(瑞西), 터키(土耳基), 노르웨이(諾 ), 덴마크(丁末), 헝가리(匈牙利) 등

이 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국가 명으로는 이탈리아(伊太利), 영국(大不列顛, 大

列顛), 안도로스(安道羅), 벨기에(白耳義)이 있다. 유길준이 음역한 것은 보스니아

(寶妬尼亞), 산마리노(山馬利路), 루마니아(樓禰尼亞), 핀란드(懸蘭)이 있다. 《西

遊見聞》은 대체적으로 유럽의 전통 강대국은 중국의 표기를 따랐다. 

영국의 大不列顛, 大列顛은 Great Britain을 번역한 것이다. 위의 번역은 《海

國圖志》에서 찾을 수 없었으며,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한섭(1999)은 스위스(Switzerland)와 스웨덴(Sweden)의 표기 문제를 제기

하였다. 《西遊見聞》의 제1편 육대주의 구역에서 유길준은 스위스(瑞西)를 스위든

으로, 스웨덴(瑞典)을 스윗졀난드로 표기하였다. 이한섭은 瑞西와 瑞典은 당시 이

미 일본에서 사용하던 표기이며 유길준은 瑞西와 瑞典에 한국 한자음을 적는 과정

에서 착각으로 바꾸어 적은 것임을 주장하였다.21)

21) 이한섭 <《西遊見聞》에 나타난 外國 地名 및 人名의 漢字 表記에 대하여 - 日本式 表

士襪國, 

瑞西(亞) 

(Suesia), 

巴仔年 

Switzerland 瑞典

瑞士, 益薩, 

鴉沙爾國, 

绥領

瑞西, 

瑞西國

士 士國 

瑞士國 
瑞士

Turkey

(Turco)
土耳基

土耳基, 

都魯機, 

度爾格國, 

土爾幾, 

多爾其, 

達爾給國, 

的記國, 

圖里雅 

大回回, 

都兒格, 

土耳其, 

土耳古, 

土耳其, 突厥, 

土耳格

土耳基 土耳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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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스웨덴의 표기 혼동은 《西遊見聞》 제2편 세계의 물산에도 찾을 수 있

다. 물산 편은 각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종류와 그 나라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그 나라에서 수요가 있는 물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물산 편에 두 곳의 瑞典

이 있는데, 하나는 노르웨이와 같이 언급하였으므로,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스웨

덴(瑞典)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은 瑞西로 표기하어야 하나 瑞典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瑞典이 두 번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22)

《海國圖志》에도 스위스와 스웨덴의 표기 오류가 존재한다. 스웨덴과 스위스를 

번역어가 유사하고 통일되지 않아 유럽을 잘 모르던 동아시아인들은 이 두 국가를 

종종 혼동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海國圖志》에서도 스웨덴과 스위스를 혼동한 예이

다.23) 

러시아, 볼로냐, 독일은 모두 보리를 재배한다. 이탈리아는 벼를 심고, 터키는 

기장을 심고, 노르웨이, 스위스 두 나라는(북방에 있다) 오곡이 매우 적다, 보리만 

있다. 

노르웨이(Norway)는 스칸디나비아반도, 즉 북방의 한대 위치하며, 스위스는 북

방 한대가 아닌 온대에 위치한다. 위의 내용에서 스위스가 노르웨이와 같이 북방이

라고 하였으니 노르웨이와 인접한 스웨덴이어야 하는데, 益薩(스위스)를 표기하

였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유길준 스스로 스위스와 스웨덴에 대한 혼동으

로 인하여 발생한 표기의 오류로 생각할 수 있다. 

《韓英字典》에는 스위스를 瑞士國, 士 士로 번역하였다. 중국의 번역을 사용하

였고, 士 士라는 독자적 번역도 사용하였다.

이탈리아(Italy)의 번역에 대하여, 일본은 伊太里라고 표기하고 《海國圖志》는 

意大里亞, 伊達里, 意大里, 以大里, 以他里, 伊大理, 古大秦, 羅問國, 羅馬國 등

으로 번역하였다. 과거 로마의 번역인 古大秦, 羅問國, 羅馬國과 이탈리아의 음역

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1999년 제1집, 185-201쪽 참조.

22) 유길준, 채훈 역주 《西遊見聞》(서울, 명문당, 2003), 639쪽 참조. 《西遊見聞》(原文)

(서울, 명문당, 2003), 75-76쪽 참조.

23) 魏源 《海國圖志》: ｢厄羅斯, 伯羅尼, 亞里曼皆有荍麥, 意大里種秔稻, 土耳基種黎稷, 

諾魯 , 益薩二國(在北方)五穀甚鮮, 只有由麥而已.｣(湖南, 岳麓書社出版, 1998), 

1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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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意大里亞, 伊達里, 意大里, 以大里, 以他里, 伊大理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伊太利는 Italy의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음역하였고, 《海國圖志》에는 일본이 번

역한 伊太利, 伊太里와 유사한 伊達里, 以他里, 伊大理가 있다. 중국은 17세기부

터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영어 원음이 아닌 이탈리아어(意大利) 원음으로 번역하였

을 것이다. 그래서 氣가 없는 [t]계열 한자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유

학생이었던 유길준은 영어 원음을 고려하고 일본의 번역을 참조하여 氣가 있는 

太[tʻ]를 선택하였고 《西遊見聞》에서 번역의 통일성을 위하여 里를 利로 통일하였다. 

《海國圖志》는 핀란드(Finland)를 芬蘭로 음역하였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에는 

雙脣音과 輕脣音의 구분이 없어 모두 雙脣音으로 발음한다. 이로 인해 유길준은 

《西遊見聞》에 핀란드를 懸蘭으로 직접 음역하였다. 懸은 성모가 匣母이다. 匣母는 

현대 중국 북방관화에서 [ɕ]의 소리인데, 한국 한자음은 匣母가 [h]소리를 낸다. 

유길준은 한국 한자음에서 輕脣音[f]와 가장 가까운 [h]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한

다.24) 

《西遊見聞》에 가장 특이한 음역 중에 하나는 벨기에(Belgium)의 번역인 白耳義

이다. 白耳義에 관하여, 박성희(2014)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25)

위의 용례 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역(漢譯) 세계 지리서에 출현하는 중국 계

통 표기인 比利時라는 표기는 일본 한자음으로 읽게 되면, 첫 번째 음절 比는 

[ヒ]로, 두 번째 음절 利는 [リ]와 같이 모두 [i]모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벨기

에(Belgium)라는 서양 원어음과 연관성이 멀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서양 원음(原音)을 3음절 [be], [ru], [gi]로 구분하고,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각 음절에 맞는 한자 白, 耳, 義를 각각 대응시킨 것이다. 이 때 첫 번째 음절 

白[びゃく]은 [b]음으로 발음되어 서양 원음과 동일한 자음이 사용되었으며, 같은 

예로서 白令峡(Bering Sea), 細白里亜(Siberia)라는 표기례에서도 [be]음을 나

타내는데 있어 白이라는 한자가 대응되었다. 두 번째 [ru]음절은 日耳曼

24) 위의 경우와 유사한 예로 민남 방언 法자의 발음을 참조할 수 있다. 法의 성모는 현대 

중국어 민남 방언 泉漳片, 潮汕片 등에서 [h]로 발음한다. 學 , xiaoxue.iis. 

sinica.edu.tw/ 참조.

25) 박성희 <《西遊見聞》에 출현하는 한자 지명 표기 연구>, 《일본어학연구》 2014년, 제40

집, 　46-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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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土耳其(Turkey)라는 표기의 영향을 받아 耳라는 한자가 사용되었

으며, 끝음절 [gi]음에 대한 義[ぎ]는 일본 한자음에 맞는 한자가 대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에서 사용된 지명 比利時보다는 白耳義

라는 표기가 일본 한자음에 근접한 표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한자음

으로 읽었을 때에도 일본에서 만든 표기가 서양 원음에 보다 근접한 표기로서, 유

길준 역시 《西遊見聞》에서 白耳義라는 표기를 받아들여 사용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박성희는 白耳義에 관하여, 유길준이 중국 계통 표기인 比利時가 벨기에

(Belgium)의 서양 원음과 달라 유길준이 일본의 번역을 참고하여 지명을 번역하였

다고 하였다. 벨기에는 현재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

다. 네덜란드의 국명 표기는, 네덜란드어로는 Koninkrijk België, 프랑스어는 

Royaume de Belgique, 독일어로는 Königreich Belgien이다. 《海國圖志》에서는 

각각 北義, 比利時, 彌爾彌壬 등으로 번역하였다. 벨기에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벨기에는 네덜란드 남부 지방에서 독립하여 나라를 건국하여 국가명은 네덜란드어

와 관련이 깊다고 추정한다. 네덜란드어로는 Koninkrijk België 앞에 어휘는 왕국, 

즉 영어의 Kingdom의 네덜란드어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벨기에 국명은 

Koninkrijk를 제외하고 België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프랑스어인 

Belgique의 번역어 比利時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유길준의 《西遊見聞》에서

의 한글 표기는 벨지암으로 되어있어 영어 표기이나, 한자어 표기는 白耳義를 채택

하였다. 이 번역어를 사용한 것에 흥미로운 부분은 유길준이 채택한 어휘들은 한국 

한자음을 항상 고려하여 선택하였는데, 입성운[-k]가 있는 白을 썼다는 것이다. 그

리고 박성희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중국에서 [-l], [-r]을 번역할 때, 爾, 耳 이 

두 한자를 주로 사용한다. 《海國圖志》에는 白耳義라는 단어가 출현하지 않으므로 

유길준이 일본식 번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성희가 근거로 제시한 시베리아(Siberia) 일본 번역어 細白里亜를 유

길준은 沙耳比利亞으로 번역하였다. 그는 일본 번역어를 쓰지 않고 중국식 외래어 

표기법과 중국의 외래어 형태소를 사용하여 영어 원음과 유사하게 번역한 것이다. 

《海國圖志》에서는 시베리아를 細密里亞, 西伯利 등으로 번역하였으며, 현대 중국

어 보통화는 西伯利亞이다. 중국이 사용한 형태소와 일본이 사용한 형태소를 비교

하면 일본 또한 중국의 번역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베리아의 [be]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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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함에 있어서, 유길준은 白를 쓰지 않고 比를 사용하였다. 이는 유길준이 단순히 

일본의 번역만을 참조하지 않고 영어 원음에 유사하도록 중국과 일본의 외래어 표

기 형태소를 고려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海國圖志》의 北義의 번역과 중국어 형태소 爾, 耳 등의 사용을 근거로 한다면, 

일본은 벨기에 번역어 白耳義는 중국의 외래어 표기법, 중국의 외래어 표기 형태소 

등을 참조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海國圖志》에는 덴마크(Denmark)를 번역한 어휘는 璉國, 吝因, 丹麥, 領墨, 

丁末, 連國, 大尼國, 槤國, 的納馬爾加, 黃祈, 顛麥, 狄音, 顛地墨, 埭尼, 低那

馬爾加, 領脈 등이 있다. 성모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l-]계열과 [t-]계열 두 종류

로 나눌 수 있다. 이다. [l-]계열에는 璉國, 吝因, 領墨, 連國, 槤國, 領脈가 있으

며, [t-]계열에는 丹麥, 丁末, 大尼國, 的納馬爾加, 顛麥, 狄音, 顛地墨, 埭尼, 

低那馬爾加 등이 있다. 19세기 일본의 덴마크 번역은 丁抹, 嗹國, 即黃旗, 嗹馬, 

璉馬, 領墨 등이 있다. 성모가 대부분 [l-]계열인 것이 많다. 유길준은 성모가 [t-]

계열인 丁抹를 채택하였다. 동시대의 《韓英字典》에서는 璉國, 丹國이 등재되어 있

어 [t-]계열과 [l-]계열이 모두 사용되었다.

3. 아메리카

英文 西遊見聞 海國圖志
19世紀

日本表記
韓英字典 現代中文

Aregentina 亞然丁

銀國

(La Plata), 

拉普拉塔, 

阿爾仁的納

亞丁 銀國 阿根廷

Brazil 巴西

巴西, 

巴拉西利, 

巴悉國, 

伯西兒國, 

摩那濟爾, 

墨臘濟爾, 

墨臘西爾, 

巴拉西利國, 

伯西爾 

武良尻, 巴西, 

伯剌西爾
巴西國 巴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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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ivia 拔利比亞

玻利非亞, 

玻利 , 

波利非亞, 

破利 , 

摩里 那 

保里備屋, 

玻里非, 

破里非

玻利維亞

Colombia 哥倫比

可倫比亞, 

可倫比, 

金加西臘, 

果攬彌阿, 

個倫備亞

古論比屋, 

古論備屋
哥倫比亞

Costarica
高斯太樓哥, 

高斯太樓加
哥斯德爾黎加

哥斯大黎

加

Chile 智利

智利, 濟利, 

治利, 智理, 

治理, 治利, 

芝利 

智里, 地鯉, 

智利, 池鯉
智利

Canada 佳那多

加拿他, 

干那大, 

間拿達, 

加納達, 

干那大部, 

加那他 

加拿大, 

加拿大國, 

加拿他, 

加拿陀, 

加奈陀, 

金田

坎拿大 加拿大

Cuba 赳排(島)
古巴(島), 

姑麻島 

古巴島, 苦柏, 

久場
古巴

Ecuador 厄瓜多
厄瓜多爾, 

厄瓜爾多

依怪佗爾, 

赤道國
厄瓜多爾

Guatemala 瓜多磨羅

瓜的馬拉, 

危亞地馬拉, 

尼亞地馬拉, 

跨氐馬剌 

哇的麻剌, 

跨的馬拉, 

危地馬拉

瓜地馬拉

Guiana
貴禮那

貴崖那

歪阿那, 

器亞那, 

危亞那

歪阿那, 

五井梁
圭亞那

Honduras 混斗羅斯
哄都勒斯, 

哄都拉斯
宏都拉斯

Haiti 詐太伊
海地島, 海地, 

黑底
拜地 海地

Mexico
墨西哥, 

麥時古

墨西哥, 

美詩哥, 

麥西哥國, 

墨是可, 

墨是可, 

墨是哥, 

墨西哥, 

女喜志古

墨西哥國 墨西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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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아메리카 지명  국명 표기

아메리카의 국가 명 및 지명에서 《海國圖志》의 표기와 《西遊見聞》의 표기가 일

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브라질(巴西), 콜롬비아(哥倫比), 칠레(智利), 에콰도르

(厄瓜多), 멕시코(墨西哥), 페루(秘魯)이 있다. 유길준이 음역한 것은 볼리비아(拔

利比亞), 코스타리카(高斯太樓哥), 캐나다(佳那多), 과테말라(瓜多磨羅), 기아나

麥西可, 

墨西果國, 

墨西科 

Nicaragua 尼可羅果 尼加拉瓜 尼加拉瓜

Peru 秘魯

秘魯, 

北路孛露, 

畢盧, 比魯, 

伯路, 北盧, 

庇魯 

孛露, 平柳, 

比魯
毗魯國 祕魯

Paraguay 把羅貴

巴拉乖, 

巴拉危涯, 

巴拉圭, 

巴拉涯, 

巴拉危涯 

巴羅貝 巴拉圭

Panama 波羅馬 巴拿馬
巴拿馬, 

巴奈馬
巴拿馬

SanSalvador 聖撤排多 桑薩瓦多 聖薩剌弗佗爾
聖薩爾瓦

多

SantoDomin

go
山道明澳 桑都名額斯 聖多明哥

U.S.A

合衆國, 

花旂國, 

北阿美利加合

, 亞米利加, 

衆國, 

亞美利加, 

阿美利加, 

北美合衆國

合衆國, 

花旗國, 

北亞米利加, 

亞美利加, 

亞墨利加, 

彌利 , 

米利

亞墨利加, 

花旗, 彌利 , 

亞米利加, 

米利 , 

合眾國, 米, 

合眾米國, 

亞剌敢

Uruguay 猷羅貴

烏拉乖, 

烏路危國, 

烏拉圭

宇柳貝, 

宇流愚 國
烏拉圭

Venezuela 彬崖朱越那
委內瑞辣

尼穌拉 

部根重良, 

委內瑞拉
委內瑞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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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禮那), 온두라스(混斗羅斯), 아이티(詐太伊), 니콰라과(尼可羅果), 파라과이

(把羅貴), 파나마(波羅馬), 산살바도르(聖撤排多), 산도밍고(山道明澳), 우루과이

(猷羅貴), 베네수엘라(彬崖朱越那)이다. 아르헨티나의 번역어 亞然丁은 일본의 亞

丁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西遊見聞》에서 볼리비아(Bolivia)를 拔利比亞로 음역하였다. 《海國圖志》에서

는 볼리비아(Bolivia)의 bo를 波, 玻, 破로 번역하였는데, 한국 한자음에서 波, 

玻, 破가 [pʻ-]( 氣)의 발음이기 때문에 拔[p-]으로 썼다. 게다가 拔은 [-t]입성

인데, 이 [-t]입성은 한국 한자음에서 [-l]로 발음되므로 성모와 운미 모두 적절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西遊見聞》에서 콜롬비아(Colombia)를 哥倫比로 번역하였다. 이는 아마도 《海

國圖志》를 참조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유길준은 [-ia]로 끝나는 것에는 보통 亞로 

번역하였다. 그 예로 볼리비아(拔利比亞), 루마니아(樓禰尼亞), 보스니아(寶妬尼

亞) 등이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亞를 생략하였다. 《海國圖志》에는 콜롬비아 번

역어로 可倫比亞와 哥倫比 모두 존재한다. 

 《西遊見聞》에서 쿠바(Cuba)를 赳排(島)으로 번역하였다. 《海國圖志》와 19세

기 일본의 표기에서는 古, 苦, 姑를 사용하였다. 이 세 글자는 한국 한자음에서 

[-o]이므로 원음과 차이가 난다. 《西遊見聞》에서는 赳자가 규[kyu]로 영어 원음

｢Cuba[kjú:bə]｣에 최대한 가깝게 하였다. 뒤 글자는 排이다. 《海國圖志》에서는 

巴, 麻로 [a]인데, 한국 한자음에서 [pʻa], [ma]로 운모 부분은 영음 원음과 가깝

지만, 성모 부분이 영어 원음과 차이가 난다. 한국 한자음에서 [pa]의 한자는 거의 

없으므로 排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西遊見聞》에서는 [o]와 [yu]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우루과이의 ｢우｣를 《西

遊見聞》에서는 猷[yu-]로 표기하였고 《海國圖志》에서는 烏[u-]로 표기하였다. 오

(烏)가 한국 한자음으로 [o-]이므로 다른 것으로 표기하였다.

《西遊見聞》에서는 陽聲韻[-n], [-ng]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예를 들면 

Honduras(混斗羅斯)으로 한국 한자음에서는 混[-n]으로 발음된다. 《海國圖志》에

서는 온두라스(Honduras)는 哄都勒斯, 哄都拉斯로 표기하였는데, 홍(哄)은 중국

어와 한국 한자음 모두 [-ng]이다. 

유길준이 국가 명 음역에 있어서 《海國圖志》를 참조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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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西遊見聞》에서 에콰도르(Ecuador)를 厄瓜多로 표기하고 《海國圖志》에

서는 厄瓜多爾, 厄瓜爾多로 표기한다. 19세기 일본 표기에서는 依怪佗爾로 표기

한다. 爾은 한국 한자음 [-i]이므로 대체적으로 생략한다. 

4. 아 리카

英音 西遊見聞 海國圖志
19世紀

日本表記
韓英字典

現代

中文

Abyssinia 阿排時尼亞

亞比西尼, 

亞比西尼亞, 

阿邁斯尼, 

亞毗心域, 

阿比西尼亞

亞皮西尼, 

亞比西尼, 

阿彌志仁屋

阿比西尼

亞

Algeria 支累亞

阿爾及耳, 

押額, 

亞牙比利, 

阿爾尼阿, 

亞利額, 

亞爾日耳, 

阿爾尼 

阿留世里屋
阿爾及利

亞

Egypt 埃及(國)
埃及, 伊揖, 

麥西國 

埃及, 

衛志府都
埃及國 埃及

Guinea 貴尼

幾內亞, 幾內, 

危尼, 為匿, 

為匿亞

銀名 幾內亞

Madagascar 馬哥塞(島)

馬達加斯, 

馬黑牙斯, 

嗎里呀, 

馬大狎甲 

麻打曷先葛, 

麻田糟經, 

馬迏加斯加

馬達加斯

加

Morocco 摩洛哥(國)

馬邏可, 

馬羅可, 

摩羅果, 

摩洛哥, 麻哥, 

馬鹿

(法文Maroc) 

茂祿子, 

摩羅哥, 

馬羅可

摩洛哥

Mozambique
模潛伯, 

冒潛伯

摩散比, 

莫桑比克, 

麻沙密紀, 

茂山比丘, 

暮桑比克, 

門沙皮刻

莫三比克



개화기 조선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에 반 된 언어학  특징 고찰  137

(표4) 아 리카 지명  국명 표기

아프리카와 조선은 전통적으로 왕래가 없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소개도 드물었

다. 조선에 영향을 줄 만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표기에 있어서 유길준이 한국 한

자음에 맞게 음역한 것들이 많았다. 그중에 이집트(埃及), 수단( 丹), 모로코(摩

洛哥)는 중국의 표기와 동일하다. 埃及는 《海國圖志》에 등장하나 丹는 《海國圖

志》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 丹으로 쓰이고 있다. 

支累亞, 土蘭斯拔 중에 , 拔은 《廣韻》에서 月韻의 글자이다.26) 입성운[-t]

로 표기하는데 한국 한자어에서는 [-l]로 변화한다.

模潛伯, 冒潛伯의 伯은 한국 한자음에서 [-k]입성운이므로 자연스럽게 모잠비크

(Mozambique)의 que를 표기하였다. 근대 중국어에서 입성운이 이미 소실되었으

므로 따로 莫三比克의 克로 표기하였다. 

26) 學 , xiaoxue.iis.sinica.edu.tw/ 참조.

莫山比給國, 

莫山比吉, 

摩散比邑 

Liberia 羅伊比賴亞

黎彌里阿, 

利比里亞, 

里卑里亞 

理部利屋, 

里皮利亞
賴比瑞亞

Oman 烏滿 阿曼

Orange 五蘭支

Sudan 丹
宗段

信野國
丹國 丹

Transvaal 土蘭斯拔

Tunis 杜尼斯
突尼斯, 土匿, 

都尼士
戶仁 , 突尼斯 突尼斯

Zanzibar 孱支排
桑西巴爾, 

黑人國 
桑吉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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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세아니아

英文 西遊見聞 海國圖志
19世紀

日本表記
韓英字典

現代

中文

Australia 大洋洲

阿塞亞尼,

澳大利亞,

歐塞特厘國,

奧斯達拉里亞

澳斯多利,

新和蘭,

濠斯剌利,

澳太利亞

澳太利

澳大利亞

澳大利亞
澳大利

亞

Newzealand 樓質蘭 紐耶蘭島

樓質蘭,

地伊蘭土,

牛西蘭

新西蘭,

紐西蘭

Hawaii 哇 哇 夏 夷

(표5) 오세아니아 지명  국명 표기

오세아니아에서 《西遊見聞》의 뉴질랜드 번역어 樓質蘭는 일본의 표기를 참조하

였다. 

Ⅳ. 《西遊見聞》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의 특징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西遊見聞》에서의 유길준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 방

법을 귀납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유길준은 여전히 중국의 외국 국명 한자 표기를 많이 참조하였다

는 사실이다. 《西遊見聞》에 표기된 많은 외국 지명, 특히 전통적 아시아 국가 명뿐

만 아니라, 19세기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국가 명과 아메리카의 국가 명

은 중국에서 번역된 어휘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로 보았

을 때, 중국식 한자 표기는 한자 문화권의 조선에서 지식인들의 언어에 여전히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특징은 유길준이 외국 지명을 음역 할 때, 중국의 음역 형태소를 사용하

였다. 중국어에서 외국 지명 음역을 할 때, 빈번히 사용되는 형태소가 있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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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높은 형태소 중에 한국 한자음과 외국 지명 원어 사이의 발음이 유사한 형

태소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ia]로 끝나는 국명을 음역할 때, 牙 혹은 亞를 많이 사용하는데, 《西

遊見聞》에서 유길준은 스페인(西班牙), 포르투갈(葡萄牙) 등과 같이 기존의 강대

국은 그대로 牙를 쓰되, 유길준이 직접 음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명들은 亞로 통

일하였다. 그 예는 아라비아(亞羅比亞, 阿羅比亞), 아르메니아(阿美尼亞), 캄보디

아(甘保杜亞), 시베리아(沙耳比利亞), 볼리비아(拔利比亞), 보스니아(寶妬尼亞), 

루마니아(樓禰尼亞), 아비시니아(阿排時尼亞), 알제리( 支累亞), 라이베리아(羅

伊比賴亞)이 있다.

중국에서 [-s]로 끝나는 국명을 음역할 때, 斯를 많이 사용한다. 중국의 예로는 

러시아(俄羅斯), 튀니지(突尼斯), 온두라스(哄都勒斯) 등이 있다. 《西遊見聞》에서

도 이것을 참조하여 음역하였다. 그 예로 튀니지(杜尼斯), 온두라스(混斗羅斯)가 

있다.

중국에서 영어 [-land]로 끝나는 국명에는 蘭을 사용한다. 《海國圖志》에서 아일

랜드(愛爾蘭, 阿爾蘭), 네덜란드(荷蘭, 和蘭), 뉴질랜드(紐耶蘭), 핀란드(芬蘭), 

스코틀랜드( 各蘭) 등이 있다. 《西遊見聞》에서 아일랜드(愛爾蘭, 阿爾蘭), 네덜

란드(荷蘭, 和蘭) 등은 중국식 표기와 동일하다. 일본의 것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

는 뉴질랜드의 음역어 樓質蘭도 있다. 유길준이 음역한 것으로는 핀란드의 음역어 

懸蘭이 있다.

중국에서 이슬람 국명 중 [-stan]으로 끝나는 국가 명에는 斯坦으로 번역한다. 

《西遊見聞》에 나오는 투르키스탄(Turkestan)의 번역어를 《海國圖志》에서 찾을 수

는 없었지만 현대 중국어의 번역어는 투르키스탄(土耳其斯坦)이다. 《西遊見聞》의 

번역어는 투르키스탄(土基斯坦)으로 현대 중국어의 번역어와 매우 유사하다. 투르

키스탄(Turkestan)의 번역을 《西遊見聞》은 투르키스탄(土基斯坦)으로 하였다. 투

르키스탄(土基斯坦)이 《海國圖志》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뒤에 斯坦은 현재 중국어

와 동일한 음역법이다. 이 외에도 《西遊見聞》에는 국가 명은 아니나 斯坦이 붙은 

지명으로 벨루치스탄(鱉累穉斯坦)과 거마스탄(巨馬斯坦)이 있다. 모두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는 《海國圖志》는 많은 자료를 종합하였고, 개항 초기이기 때문에 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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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지명의 음역이 통일되지 않았던 반면, 《西遊見聞》은 미국과 영국 등을 제외하

고 하나의 음역만을 사용하는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형태소를 사용함에 있

어서도 하나의 형태소를 쓰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海國圖志》는 [-li]로 끝나

는 국명에는 里, 理, 利 등을 사용한다. 그 예로 이탈리아(意大利, 以他里, 伊大

理), 칠레(智利, 智理) 등 里, 理, 利의 사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유길준은 《西

遊見聞》에서 오스트리아(墺地利), 잉글랜드(英吉利), 이탈리아(伊太利), 아이티

(詐太利), 칠레(智利) 등으로 표기하여 利로 통일하였다.

네 번째는 유길준은 자신이 직접 음역을 할 때, 되도록 한국 한자음 계통에 맞게 

음역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입성은 더욱 엄격히 한국 한자음의 계통을 고려하였

다. 입성자를 이용한 경우와 입성자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입성자

를 이용한 경우의 예로는 알제리( 支累亞)의 은 [-t]입성으로 한국에서는 [-l]

로 변하는데 알제리의 알을 번역하였다. 모잠비크는 模潛伯, 冒潛伯로 번역하였는

데, 伯의 [-k]입성으로 비크를 번역하였다. 입성자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예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음 西遊見聞 海國圖志

Paraguay 把羅貴 
巴拉乖, 巴拉危涯, 巴拉圭, 

巴拉涯, 巴拉危涯

Nicaragua 尼可羅果 尼加拉瓜

Honduras 混斗羅斯 哄都拉斯

Guatemala 瓜多磨羅
瓜的馬拉, 危亞地馬拉, 

尼亞地馬拉, 跨氐馬剌 

Uruguay 猷羅貴 烏拉乖, 烏拉圭

(표6) 국의 剌, 拉 입성자 음역과 유길 의 羅의 

중국어에서는 《中原音韻》 이후 입성이 소실되어 剌, 拉가 [-la], [-ra]의 소리를 

내지만, 한글 한자음에서 이 두 글자 모두 입성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사용하여 

음역을 할 경우 영어 원음과 발음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유길준은 위 두 글자를 쓰

지 않고, 입성자가 아닌 羅로 대체하였다. 

다섯 번째는 유길준은 일본의 19세기 표기를 참고하였다. 그 예로는 벨기에, 아

르헨티나, 이탈리아의 번역어인 白耳義, 亞然丁, 伊太利 등이 있다. 이탈리아 번

역어인 伊太利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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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國圖志》에 伊太利와 유사한 伊達里, 伊大理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가 필

요한 부분이 있다. 

Ⅴ. 결론

기존의 연구 중의 일부는 유길준의 《西遊見聞》이 일본 어휘의 영향을 많이 받았

다고 한다. 유길준이 일본 신문명 어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번역

어가 일본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 국명 한자 표기는 한국 

한자음의 체계에 맞게 수정 및 번역을 하였다. 개화기에 수입된 신문명 어휘들이 

한자어의 형태와 의미만이 수입되지 한자어의 소리까지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외

국 국명은 음역이 많다. 음역은 그 나라의 소리의 체계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 電

話를 쓴다고 해서 [덴화]라는 일본의 발음 혹은 [dianhua]의 중국식 발음을 쓰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유길준은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고 《海國圖志》를 접하고, 신사 유람단으로 

일본에 파견되고 교육을 받았으며 후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 그의 음역 방법

을 보았을 때, 여전히 중국 중심의 음역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보았을 때 19세기 말엽까지도 동북아의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식 표기체계가 가지

는 영향이 여전히 우선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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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is study analyzes Chinese notation of foreign countries in Yu 

Gil-jun(1856-1914)’s Seoyugyeonmun(1895), and explore the 

linguistic features.

After the Opium War(1840-1842) of the Qing Dynasty, 

Haiguotuzhi(1844) of Wei Yuan(1794-1856) was published in China. 

After the Meiji Restoration(1853-1877), Xiyangshiqing(1866-1869) of 

Fukuzawa Yukichi(1835-1901) was published in Japan. 

Under the influence of two great powers, Yu Gil-jun compared the 

notation of the two countries, he following the traditional notation of 

China and Korea and accept the new notation of Japan, also he 

consider the Sino-Korean sounds and make his own notation of 

foreign country name.

In Seoyugyeonmun have five linguistics features. First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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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is Chosun’s intellectual class and interpreters maintain the 

traditional notation of China.

Second linguistics feature is Yu Gil-jun used Chinese 

transliteration morpheme.

① When record [-ia] morpheme of foreign country name, Weiyuan 

used ya(亞) and ya(牙) morpheme in the Haiguotuzhi. Yu Gil-jun 

usually useds the 牙 morpheme when the traditional notation of 

China and Korea or the world powers. When Yu Gil-jun translated it 

by himself, he used the ya(亞) morpheme.

② When record [-s] morpheme of foreign country name, Yu Gil-jun 

used the si(斯) morpheme.

③ When record [-land] morpheme of foreign country name, Yu 

Gil-jun used the lan(蘭) morpheme.

④When record [-stan] morpheme of foreign country name, Yu 

Gil-jun used the sitan(斯坦) morpheme.

Third linguistics feature is standardize Chinese notation of foreign 

country name in Seoyugyeonmun. When record [-li] morpheme of 

foreign country name, Weiyuan used li(里), li(理), li(利) morphemes 

in Haiguotuzhi. Yu Gil-jun used li(利) morpheme in Seoyugyeonmun. 

Forth linguistics feature is Yu Gil-jun obeyed Sino-Korean sound 

system. In the late 19th century, it is different between Chinese 

sound system and Sino-Korean sound system already. Specially, Yu 

Gil-jun obey rushengyun(入聲韻) in the Seoyugyeonmun. 

Fifth linguistics feature is Yu Gil-jun also used Japanese notaion 

of foreign country name, for example baieryi（白耳義），yaranding(亞然

丁), yitaili(伊太利),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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