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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國文提要】

본고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중기에 이르는 시기에 형성된 근현대 중국어 신조

어에 대해 고찰하 다. 이 시기 신조어에 대해 홍콩 중국어문학회는 2001년에 近
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을 편찬하 다. 詞典에 수록된 5275개의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는 청말민초(淸末民初) 시기 중국어 어휘의 형성과 서양 지식 개념의 도입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 하 다. 본문은 詞典 중 신조어의 형성 방식과 지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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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대 서양 지식 개념이 신조어 형식으로 중국에 도입되는 경

로와 사회화 과정을 분석하 다. 그리고 서양 지식이 중국에서 사회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구하 다.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에 나타난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의 

사회화에 반 된 현상을 분석하면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

었다.

중국 근대 시기의 번역활동은 서양 지식 개념이 도입되는 중요한 경로 고, 또한 

서양 지식을 중국 사회화에 수용 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 다. 이런 과정

에서 신조어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 근대 시기에 

서양 지식 각 분야의 개념을 도입하고 확립하 는데, 이는 서양 지식이 중국 사회

화에 도입된 첫 걸음이었다. 둘째, 신조어가 포괄하는 지식 역은 광범위하여, 사

회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향을 미쳤으며, 사회의 각 층면에 흡수되어, 사회 구성

원 각 계층의 사람들이 폭넓게 서양 지식 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 사회

화의 정도를 심화시켰다. 

상술한 두 가지 역할 중, 첫 번째 역할은 음역과 의역의 번역 방식을 통하여 중

국 어휘 시스템에 서양 지식 개념이 도입되고 실현된 것이다. 近現代漢語新詞詞

源詞典의 신조어 형성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조어의 주요 번역이 서양 외래

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역할은 신조어의 수용 범위와 도입된 

시기에 따라 사회상을 반 하는 형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近現代漢

語新詞詞源詞典에 수록된 신조어가 포함하는 지식 역 및 현대 중국어에서 여전

히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예로부터 알 수 있다. 공시적 측면에서 

보면,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중국어 신조어가 반 하고 있는 지식 역이 매우 광범

위하고, 통시적 층면에서는 이러한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가 시대의 발전을 지나 현

대 중국어에서도 여전히 사용되면서, 중국 현대 사회 각 분야의 지식 개념을 반

하는 주요 어휘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에 반 된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의 사회화에 지대한 향력을 미치고 있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는 중국 근대 각 분

야의 지식 개념과 시스템이 점차 확립되는 과정을 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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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어는 고대시기부터 현대까지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어 자체와 더불어 

언어문화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왕력(王力)(2015)에 의하면, 중국어의 역사

(漢語史)는 상고(上古)⋅중고(中古)⋅근대(近代)⋅현대(現代)의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1) 근대 중국어로 지칭되는 시기는 약 7백 년이다. 그 중, 1840년 아편전

쟁(鴉片戰爭)부터 1919년 五⋅四운동까지를 근대 중국어가 현대 중국어로 전환하

는 과도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과도시기와 五⋅四운동 전후 100년 사이에 수많은 

서양의 인문과학⋅자연과학 전문 어휘가 중국으로 도입되어 신조어가 대량으로 증

가하 고, 이에 따라 중국어 어휘는 매우 큰 발전과 변화를 겪게 된다.

언어는 지식이 전달되는 매개체로서,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형성과 서양 지식

의 도입 및 사회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어에서 신조어의 형성은 서양 지식

의 형성과 발전에 기인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신조어의 광범위한 

활용은 서양 지식이 중국에서 사회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본고는 왕력(2015)의 중국어사에 대한 분석을 참조하여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근대 중국어의 시간적인 간격이 비교적 길고, 서양의 향

으로 형성된 중국어 신조어가 청말민초(淸末民初)에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근대⋅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범위는, 근대 후기에 

해당하는 19세기 초부터 현대에 해당하는 20세기 중기까지로 한정할 것이다. 이 

시기에 나타내는 신조어는 주로 음역 어휘와 의역 어휘를 위주로 하며, 그 중에는 

다량의 일본어 차용어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의 방대한 신조어를 대상으로, 홍

콩 중국어문학회는 2001년에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을 편찬하 다. (이하 詞
典으로 약칭함.) 이 詞典은 200여 가지 근대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19세기

부터 20세기 중기까지의 신조어 5275개를 수록하 다. 그리고 각각의 신조어 어원

 1) “即公元三世紀以前(五胡亂華以前)爲上古期(三、四世紀爲過渡階段), 公元四世紀到

十二世紀(南宋前半)爲中古期(十三世紀爲過渡階段), 公元十三世紀到十九世紀(鴉片

戰爭)爲近代(自1840年鴉片戰爭到1919年五四運動爲過渡階段), 二十世紀(五四運動

以後)爲現代。”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2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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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源)에 대해 정밀한 분석과 고증을 진행하 다. 詞典에 수록된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는 청말민초(淸末民初) 시기 중국어 어휘의 형성과 서양 지식 개념의 도입 

상황을 집중적으로 반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詞典에 수록된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중국어 신조어의 형성 방식과 지식 역의 분석을 

통해,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에 반 된 서양의 지식 개념이 중국에서 사회화된 과정

을 탐구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어휘 

자체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산동대학교(山東大學) 왕뢰(王蕾)의 ｢近現代漢語單

音詞研究｣(2014)는 汉语大詞典을 말뭉치로 사용하여 근현대시기에 8개 조대의 

중국어 단음절 어휘를 ‘신조어, 신의(新義)의 탄생, 상용어 발전과 변화’ 세 방면에

서 연구를 진행하 다. 곡부사범대학교(曲阜師範大學) 류정정(劉靜靜)의 ｢近現代

漢語三字新詞語研究｣(2012)는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을 말뭉치로 사용하여 

조어법 각도에서 詞典 중의 3음절 신조어를 대상으로 연구하 다. 주일범(朱一

凡)의 ｢漢語 外來借詞同化的機制和動因｣(2011)은 주로 차용어가 중국어 어휘 

시스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어 어휘의 구조 규칙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 다. 

그러나 논의의 중심을 근현대 중국어 어휘에 두지는 않았다.

특별히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 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는 공귀훈

(貢貴訓)의 ｢近現代漢語英源詞的漢譯特徵 —— 以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爲
中心｣(2018)이 있고, 이설비(李薛妃)⋅오계강(吳繼剛)의 ｢從新詞詞源詞典看近

代漢語晚期的外來詞｣(2006)는 외래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는 각도에서 詞典
중의 신조어에 대해 분류 및 분석을 진행하여, 근현대 중국어의 번역 활동을 통해 

신조어의 형성 경로와 방식을 비교적 세밀하게 논증하 다.

이상의 연구 성과는 모두 중국어 신조어를 형성하는 메커니즘과 조어법 위주로 

분석하 으며, 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형성 과정 중에 반 된 근대 지식의 생산과 

사회화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詞典을 말뭉치로 연구한 경우는 있으나,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가 번역을 통해 나타난 방식과 종류에 집중하여, 어휘 층면에

서 사회⋅지식⋅문화의 변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근현대 중국어 신

조어의 형성 방식과 지식의 사회화 과정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연구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詞典 중의 신조어 형성 방식과 이에 반 된 지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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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대 서양 지식 개념이 신조어 형식으로 중국에 도입되는 경

로와 사회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서양 지식의 사회화 현상을 

한층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Ⅱ. 근  서구사조 개념어 신조어의 형성과 향

언어 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문법적인 요소는 변화가 비교적 느린 편에 속하며, 

어휘적인 요소는 변화가 빠른 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어 

어휘는 끊임없이 발전⋅변화하고 있다. 新어휘가 나타나면서 일부 어휘가 소멸되

기도 한다. 이는 언어 자체의 발전 규칙으로서, 내인뿐만 아니라 외인 또한 더불어 

작용한다. 즉,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사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변화이다.

국 언어학자인 파머(Frank R.Palmer)는 어언학개론에서 “언어는 한 민족

의 전체 역사⋅문화, 그리고 각종 게임과 오락, 각종 신앙과 편견을 충실히 반 하

고 있다.”2)라고 주장하 다. 언어는 사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한편으로는 비록 

한 민족의 사회생활이 이미 과거가 되었더라도 이런 생활의 역사와 흔적은 언어를 

통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사회역사의 화석이라고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발전이 언어 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그 중에 사회의 변

화에 가장 민감하고 긴밀한 것은 어휘보다 더한 것은 없다. 新어휘의 탄생, 어휘

의 소멸, 어의의 변화는 사회의 생산활동⋅사회활동⋅정치생활 및 사람들의 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3) 게다가 어휘는 지식의 매개체로서 한편으로는 지식의 탄생

이 신조어의 탄생을 촉진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조어의 도입이 지식의 전파를 

촉진하 다. 지식의 생산과 사회화는 신조어의 탄생⋅전파와 상호 작용하며 서로 

 2) “語 忠實地反映了一個民族的全部曆史、文化, 忠實地反映了它的各種遊戲和娛 , 

各種信仰和偏見。”. 張聯榮, 漢語詞彙的流變에서 인용함. 大象出版社, 1997: 

170.

 3) “新詞的產生、 詞的消亡、詞義的變化無不 一個社 的物質生產活動、社 活動、
政治生活以及人們的觀念息息相關。”. 張聯榮, 漢語詞彙的流變, 大象出版社, 

199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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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근현대 시기부터 대량의 서양 지식이 중국으

로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나타내는 신조어도 대량으로 형성되었으며, 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형성은 청말민초 시기의 번역활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

다. 동시에 중국 근대지식의 생산도 번역활동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번역

활동이 서양 지식 개념의 도입과 서양 지식의 사회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1. 신조어의 형성과 번역활동

중국어 신조어의 형성은 주로 각 민족의 언어와 외국 언어의 번역 및 참고에서 

시작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어 신조어의 형성은 아편전쟁을 경계로 하여 2단계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아편전쟁 이전에는 신조어의 유래를 대략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역(西域)의 차용어(借用語)와 역어(譯語)이다. 예를 들면 

‘葡萄(포도)’, ‘獅子(사자)’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불교의 차용어와 역어이다. 예컨대 

‘世界(세계)’, ‘和尚(승려)’, ‘結果(결과)’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명⋅청시기 서양의 

차용어와 역어이다. 예를 들면 ‘鴉片(아편)’, ‘公司(회사)’ 등이 있다.4) 그중에 명⋅
청시기의 서양 차용어와 역어는 아편전쟁 이후에 서양의 문물과 지식의 향으로 

번역된 수많은 신조어와 중복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대량의 서양 지식의 도

입과 중국 사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중국어는 더욱 많은 신조어로 어휘 수량을 

확충시켜 새로운 지식 개념을 표현해야만 했다. 아편전쟁부터 五⋅四운동 전후에 

중국사회는 신조어를 통해 번역과 창조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변역⋅창조된 신조

어의 범위는 사회경제⋅정치⋅문화⋅교육⋅과학⋅예술⋅의료 등 각 분야를 망라하

다. 각종 번역활동의 발전은 국가 차원에서 주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

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청말민초부터 민국시기까지는 주로 국가 주도의 외래어 번

역에 대한 일련의 언어정책이 시행되었다. 그중에 청말의 과학 명사(科學名詞) 번

 4) 王力, 漢語史稿 참조. 中華書局, 2015: 4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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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북양정부(北洋政府)시기에 설립된 의학명사심사회(醫學名詞審查 )⋅과학명사

심사회(科學名詞審查 )와 역명대토론(譯名大討論), 국민정부(國民政府) 시기에 

설립된 국립편역관(國立編譯館) 등을 통하여 인문과학 명사에 대해 심사와 통일을 

정책적으로 시행하 으며, 관련 사전을 편찬하여 그 당시 중국어 신조어에 대해 통

계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 다. 이러한 일련의 번역활동 중에서 최초에 시작된 것은 

만청(晩晴) 서학동점(西學東漸)과정에 유행하 던 과학 명사의 번역이다.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가 많이 나타나고 이로써 서양 지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도 바로 

이 시기 다.

과학 명사는 근대 이후 과학전문 용어의 통칭이며 현대 지식 용어 개념의 대표이

기도 하다. 과학 명사의 번역 및 사용은 대체로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경세파(經世派) 관원과 문인들이 서학(西學) 제창을 통해 근대 과학 

명사 번역 열풍을 일으킨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양무파(洋務派) 중신이 양무(洋

務)를 창립했으며 선교사 위주의 지식인이 과학 명사의 번역에 참여하 다. 세 번

째 단계는 청말 변법신정(變法新政)이 과학 명사의 번역 범위와 규모를 크게 확장

시켰으며 대량의 인문사회과학 명사가 포함된 어휘들이 전파되기 시작했다.5)

첫 번째 단계에서 경세파(經世派) 관원들이 편역한 저서는 대표적으로 四洲

志(林則徐), 海國圖志(魏源)와 瀛環志略(徐繼佘) 등이 있다. 이 역서들은 

주로 세계 각지의 지리⋅역사를 소개하 다. 주된 내용은 민풍⋅물산⋅제도⋅법

률⋅국정 등 여려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중엽에 중국 국내에서 내

용이 제일 풍부한 세계 지식 백과전서라고 할 수 있다. 임칙서(林則徐), 위원(魏

源) 등 관원들은 서학을 창도하는 동시에 서학의 과학 명사를 중국인들에게 소개하

는 역학을 하 다. 이로써 부분적으로 중국어 신조어가 형성되었으며 서양 지식도 

도입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지식 개념의 전파는 사회적으로 근대 중국 과학 명사의 

번역과 보급의 열풍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양무운동(洋務運動) 시기로서, 증국번(曾國藩)⋅이홍장(李鴻

章)⋅장지동(張之洞) 등을 비롯하여 일부 청 왕조의 중신들이 “中學爲體, 西學爲

用”의 구호로 양무운동을 시작한 시점이다. 1861년, 청 정부에서 대외 사무를 전문

적으로 처리하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을 설립하 고, 또 총리아문은 외국어 분야의 

 5) 黃曉蕾, 民國時期語 政策研究, 中國社 科學出版社, 201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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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인 동문관(同文館)을 설립하 다. 이 동문관에서는 어⋅프

랑스어⋅러시아어⋅외국지리⋅역사⋅대수⋅화학⋅천문⋅외국어번역 등의 과정을 설

립하 다. 또한 총리아문에서는 인서처(印書處)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번역된 서

적을 출판하 다.6) 이 시기에 과학 명사 번역의 성과는 주로 화학⋅기계⋅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집중되었지만, 역사⋅지리⋅법정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성

과물이 산출되었다. 번역된 저서 중 대표적인 성과로는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의 

萬國公法, 格物入門, 化學指南, 富國策 등이 있었고, 광방언관(廣方

館)의 四裔編年 , 英國水師  등이 있고, 강남제조총국(江南制造總局)의 

金石中西名目表, 化學材料中西名目表 등이 있으며, 박의회(博醫 )의 疾病

名詞詞彙, 眼科名詞, 疾病名詞, 醫學字典 등이 있다. 그리고 익지서회(益

智書 )의 修訂化學元素表, 術語辭彙 등과 황준헌(黃遵憲)의 日本國誌 등

이 있다.7)

이 시기에 번역과 과학 명사의 전파는 중국으로 파견된 선교사와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 대부분의 번역 작업은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소수의 중국 지식인들이 업무

를 보조하여 진행한 것이다. 경사동문관과 강남제조총국 등 청조 양무기구에서의 

작업은 모두 외국인 위주로 진행되었다. 선교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국

의 존 프라이어(John Fryer)를 꼽을 수 있다. 존 프라이어(John Fryer)가 강남

제조총국 번역관에서 번역한 서적은 77권이나 되며, 역대 선교사 중에서 책을 가장 

많이 번역한 선교사이다. 경사동문관과는 달리 강남제조총국은 청말시기의 번역 활

동 중에서 선교사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무운동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흡수하고 무기를 제조하는 강남제조총국 변역관이 수많은 병학⋅공예⋅
지도⋅항해⋅조선 등 무기 제조 및 군사와 관련된 서적을 번역하 다. 동시에 기계 

제조에 필요한 화학⋅수학⋅전자⋅지구과학⋅천문학 등 기초 지식 관련 서적도 번

역하 다.8)

 6) 劉靜, 文化語 學研究, 中華書局, 2006: 107.

 7) 黃曉蕾, 民國時期語 政策研究, 中國社 科學出版社, 2013: 42.

 8) 양일무, ｢근대 중국의 서양 학문 수용과 번역｣,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2012: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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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류
사지

史誌

정치

政治

교섭

交涉

병제

兵制

병학

兵學

선정

船政

학무

學務

공정

工程

농학

農學

학

礦學

공

工藝

상학

商學

격치

格致

권수 6 3 7 12 21 6 2 4 9 10 18 3 3

분류
산학

算學

학

電學

화학

化學

성학

聲學

학

光學

천학

天學

지학

地學

의학

醫學

도학

圖學

보유

輔

부각

附刻
총계

권수 7 4 8 1 1 2 3 11 7 2 10 160

[표 1]에 따르면 강남제조총국이 번역한 서적은 현대과학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과학적 서적의 번역에 따라 수많은 중국어 신조어가 형성

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전파되었다. 이러한 신조어의 전파에 따라 신조어 

자체에 내포된 서양 지식도 더불어 도입되었다.

세 번째 단계인 무술변법(戊戌變法) 시기에는 중국 지식인들이 주도적인 위치에

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더불어 중시하는 번역 조류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의 중국 지식인은 서양 문화지식 번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자체적인 역명(譯

名) 사상을 구축하 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엄복(嚴複)⋅양계초(梁啟超) 등이 있

다. 엄복은 서양 인문사회과학 명사의 번역과 사용을 제창하 으며, 유명한 信⋅
達⋅雅(신⋅달⋅아) 번역 이론도 아울러 제시하 다. 그러나 엄복은 한나라 이전에 

字法⋅句法을 사용해야 ‘達’의 표준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번역

하여 제시한 대부분의 명사 어휘는 당시 학계의 숭배를 받았지만, 난이도로 인하여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어휘도 많지 않다.9) 그 후에 

유신파(維新派)의 주도로 대량의 일본어 어휘가 중국어 어휘 시스템에 도입되기 시

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일부 새로운 지식 개념도 도입되었다. 일본어 어휘가 엄복

이 번역한 어휘에 비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계몽시기에 보급하기도 쉬워 중국사회에서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9) 熊月之가 서학동점을 논의할 때는 嚴複이 번역하는 어휘에 대해 통계한 적이 있다. 그

는 “엄복은 심사숙고를 통해 고심하게 창조한 명사는 …… 대부분이 일역 신조어와 비교

할 없는 것이다 …… 商務印書館은 엄복이 번역한 저서 뒤 中西譯名表에서 수록된 

어휘가 482개 있으며 학계에서 계속하여 사용하는 어휘가 56개 밖에 없고 12%까지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黃克武, 清末嚴複譯語 日譯新名詞之爭, 2017, 

www.sohu.com/a/141083823_52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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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초는 유신변법(維新變法)의 지도자로서, ‘양무운동’을 통해 서양 지식과 과학

기술⋅군사⋅병학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중국을 강하게 만들 수 없으며, 근본

적으로 서양의 사회제도⋅정치지식을 배워야 멸망하고 있는 중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래서 번역 내용에서 양무운동시기 ‘强兵(강병)’과 관련된 서양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규장제도⋅교육⋅법률⋅역사⋅연감⋅경제학⋅그리스와 로

마의 전적을 번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일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새로

운 명사가 형성되었다. 양계초는 일본 서적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이후의 정

치⋅학술⋅교육 사업에서 줄곧 앞장서서 제창하 다.10) 이러한 배경에서 이 시기

에 일본어 어휘가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으며, 일본어 어휘에 담긴 서양 지식 개념

도 중국사회에서 널리 보급되었다.

아편전쟁부터 五⋅四운동을 전후하여 중국어의 신조어 증가 속도는 빠르게 진행

되었다. 이 기간은 중국이 서양 지식 문화를 대량으로 수용한 시기이기도 하다. 

五⋅四운동 이후의 중국어 어휘는 한편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가 점차 고

착되는 형세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부단히 창조하고 있었다. 五⋅四운동 이후의 번역활동은 여

전히 지속되었고, 동시에 각종 명사심사회(名詞審査 )가 신조어에 대해 심사와 

통일, 그리고 사전 편찬을 주도하는 분위기로 정착되었다. 만청시기에 나타난 대부

분의 과학 분야 신조어는 이미 고정되었으며,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이 일어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보급된 것이다.

이상으로 五⋅四운동을 전후 시기까지의 중국어의 신조어 형성과 번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편폭의 한계로 말미암아, 五⋅四운동 이후의 번역활동과 

중국어 신조어의 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향후 연구 과제

로 남겨둔다.

2. 신조어의 형성과 지식 사회화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형성은 만청 시기의 명사 번역활

10) 黃曉蕾, 民國時期語 政策研究, 中國社 科學出版社, 2013: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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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세 단계의 번역 열풍을 겪어 각종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명사가 만청 언어생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 다. 이 명사들의 전파는 처음에 관원

과 상층 지식인 간에 제한되었고 신조어 용법이 점차 고정되는 과정에 따라 전 사

회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중의 일역 신조어도 점점 보급되었다. 중국 근대 시기

의 번역활동은 서양 지식 개념을 도입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 할 수 있다.

지식의 생산 각도에서 보면 하나의 신조어의 번역 혹은 형성은 모두 옛날 지식 

체계에 대한 혁신이다. 예컨대 봉건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民主(민주)’, ‘自由(자

유)’ 등 개념은 번역을 통해 신조어가 형성된 다음에 이런 새로운 개념도 사회 지식 

체계와 융합이 되었다. 지식 사회화 각도에서 보면 신조어의 형성은 서양 지식이 

동방으로 중국 사회에 확산하는 과정이다. 이런 서양 지식을 실려 있는 어휘는 중

국어 신조어의 형성에 따라 중국 근대사회에 도입되었고 신조어의 전파는 신조어에 

관련된 지식 개념이 진일보 사회화되는 과정이다. 즉 신조어 전파에 따라 서양 지

식이 전면적인 사회화를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 근대에 서양 지식의 각 개념을 도입하여 확립되었다. 이는 서양 지식이 중

국에서 사회화한 첫걸음이다. 2. 신조어가 표현하는 지식 역이 넓어져 사회에서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자리를 잡아 사회 각 층면 속으로 들어가 각 계층 사람이 

서양지식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하 고 지식사회화 진도를 촉진하 다. 이 2가지 역

할을 통해 근대 중국의 각 지식 개념과 체계가 점차 확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왔다.

그럼 서양 지식이 중국 사회화과정 중에서 중국어 신조어가 가진 두 개의 역할이 

어떤 방식을 통해 실현된 것일까? 첫 번째 역할은 다양한 번역방식을 통해 중국사

회에서 각 서양 지식 개념을 도입하고 실현한 것이다. 두 번째 역할은 詞典에 수

록된 신조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양 지식 사회화 수준을 탐구하는 것이다.

Ⅲ.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에 반 된 서양 지식 
개념의 사회화

중국 근현대 신조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홍콩 중국어문학회는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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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上海汉语大詞典出版社,2001)를 편찬한 바 있는데, 

해당 사전에는 외래어의 어원과 함께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은 철학⋅정치⋅역사⋅예술⋅수학⋅물

리⋅화학⋅식물⋅동물⋅의학⋅공사 등의 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총 5,275개의 어

휘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출현한 것들이다. 

즉 詞典에 수록된 대부분의 신조어는 서양 지식에 대한 근대 중국 사람들의 번역 

과정에서 태생된 것들로, 이를 통해 근현대 중국어에서의 외래어에 대한 수용과 신

조어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다. 詞典의 서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 다.

“비록 명말 청초에 출현한 신조어들을 수록한 것이지만,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에 출현한 어휘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어휘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오늘날까지 여

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분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라진 어휘들도 

여전히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 시기의 신조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당시에 

만들어졌거나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 사용되던 어휘에 새로운 뜻을 첨

가하여 만든 단어가 그것이다. 전자는 詞彙性 신조어이고, 후자는 語義性 신조어

이다……”11)

위의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 詞典에 수록된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는 어느 정

도 없어졌지만 상당한 부분이 오늘날까지 사용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은 서양 지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기 던 바, 지금

도 사용하고 있는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지식개념은 바로 서양 지식이 중국에서 

확산되어 사회에 깊이 들어간 표현이다. 한편 신조어의 형성 방식에 의하면 새로 

창조하여 예전에 없었던 개념을 표시하는 어휘도 있고 옛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지

닌 어휘도 있다. 서양 지식이 중국에서 사회화한 첫 걸음으로서 신조어의 번역 방

식은 중국어가 서양 지식 개념을 도입한 방식을 반 하 다. 그래서 詞典 중에 

신조어 번역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어가 서양 지식 개념을 도입한 방식을 

11) “我們雖然也收了一些明末清初所出現的新詞, 但是19世紀初至20世紀中期所出現的詞

語在本詞典中還是占了多數。這些詞語中有相當大的一部分至今仍在使用, 但也有一部

分現在已經消亡了。不過, 這些消亡的詞仍有其曆史價值。這一時期的新詞主要有兩

種：一種是當時創造的、代表新概念的詞或短語；另一種是 詞增添新義的詞。前

是詞彙性新詞, 後 是語義性新詞。” 香港中國語文學 ,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

序 ,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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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할 수 있다. 동시에 詞典 중 신조어가 소속한 지식분야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에 대한 통계⋅고찰을 통해, 이 부분 신조어가 표시한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에서의 사회화 정도를 귀납해 낼 수 있다.

1. 신조어의 번역 방식과 서양 지식 개념의 도입

詞典에 수록되어 있는 신조어는 당시의 외래어를 번역하여 새롭게 만들 어휘

들이라고 할 수 있다. 詞典의 서문에는 외래어 수록의 주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가 수록해 놓은 단어는 주로 외래어이다. 외래어 어원에 대한 관점은 다른

데, 이를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음역을 한 단어만을 

외래어라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음역과 의역을 모두 외래어로 여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하는데, 협의의 외

래어와 광의의 외래어, 현성(顯性)외래어와 은성(隱性)외래어 등으로 구분하여 칭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음역한 단어와 의역한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외래개념

사(外來概念詞), 외래 향사(外來影響詞)로 구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론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新詞’라는 용어를 취하 으며, 이에는 음역 단어와 의

역 단어를 포함한다.”12)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詞典중 대다수 어휘는 외래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래어는 또 음역 어휘와 의역 어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실은 이것이 신조어를 

형성하는 두 개의 방식이기도 하다. 음역 어휘와 의역 어휘에 대한 정의와 구분은 

학계에서 여태까지 논쟁이 있으며 학자별로 더 세분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

면 음역 어휘, 혼합사(混合詞), 방역사(仿譯詞), 의역 어휘 등이 있다.13) 그러나 

12) “我們收詞的 象主要是外來詞。然而 外來詞曆來有不同的看法, 這些看法綜合起來

大致有兩種：一種觀點認爲只有音譯詞才能算是外來詞, 另一種觀點則認爲, 音譯詞、
意譯詞都是外來詞。爲了 這兩 加以區別, 有人提出各種名稱, 例如, 俠義外來詞和

廣義外來詞, 顯性外來詞和隱性外來詞；還有人 音譯詞和意譯詞合而稱爲外來概念

詞、外來影響詞, 等等。爲了避免這些理論上的糾纏, 我們選用了“新詞”這個名稱, 實

際上便包括了音譯詞和意譯詞.” 香港中國語文學 ,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序 ,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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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典 편찬자가 이론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음역이든 의역이든 모든 외래어를 

신조어로 삼았다.

일찍이 왕력(2015)은 다른 언어에 향을 받아 생성된 어휘를 신조어라 규정하

면서, 다른 언어의 어휘로부터 어음과 어의를 받아들인 것을 음역 어휘, 다른 언어

의 어휘로부터 중국어 조어법으로 개념을 받아들인 것을 의역 어휘라고 설명한 바 

있다.14) 위의 詞典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신조어 구성의 방식에 대해서는 일치

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개괄하면 크게 음역과 의역의 두 가지 방

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왕력의 경우에는 의역 어휘는 외래어 개념에 포

함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詞典의 견해를 쫓아 음역과 의역 

어휘를 모두 신조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서양 지식의 수용과 사회화 양

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1. 음역 어휘

음역 어휘는 한 언어에서 어의와 어음이 외래어에 빌려서 번역된 어휘를 가리킨

다. 음역 어휘의 어의는 일반적으로 외래어가 가진 몇 개 의미 중 하나이며 수용하

는 언어의 음성 시스템에 기대어 원래 언어를 변화시키고 번역한 것이다.15) 즉 중

국어에 서양 지식 개념을 상응하는 어휘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해 외래어 발음을 직

접 표기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중국어 시스템에 서양 지식 개념이 이식된 셈

이다. 조합 음역 어휘16)가 포함되면서 詞典에는 총 522개의 음역 어휘가 수록

되어 있는데, 이는 수록된 어휘의 9.9%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 아래

의 표와 같다.

13) [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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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漢語

大詞典出版社, 1997: 153-175.

14)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2015: 492.

15) [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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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語大詞

典出版社, 1997: 153.

16) 신조어에서 일부분은 음역하고 다른 부분은 한자로 의역하여 다시 조합하는 어휘이다. 

예컨대 ‘英文’, ‘咖啡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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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음역 어휘 어원 어의

1 阿利襪( lìwà) p.2 [拉丁]Oliva 올리

2 俾斯玻(bǐs bō) p.18 [拉丁]Obisp.o 주교

3 索昔阿利司脫(suǒx lìs tuō) p.247 [英]socialist 사회주의자

4 啟羅邁當(qǐluómàid ng) p.201 [法]kilometre 킬로미터

5 非 裏尼(f ibùlǐní) p.70 [英]fibrin 섬유소, 피 린

6 默達費西加(mòdáfèix ji ) p.177 [拉丁]metap.hysica 형이상학

7 咖啡(k f i) p.144 [英]coffee 커피

8 烏托邦(wūtuōb ng) p.276 [拉丁]Utop.ia 유토피아

9 安培( np.éi) p.2 [英]amp.ere 암페어

10 坦克(tǎnkè) p.250 [英]tank 탱크

위의 표에 수록된 단어들은 모두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던 명사들이다. 따라서 이

를 번역함에 있어 한자를 통해 외래어 발음을 표기하는 음역의 방식을 취한 것이

다. 물론 詞典에서의 음역 어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다양한 역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1)과 (7)과 같은 식품의 역에서부터 (2)의 종교, 

(3)과 (8)의 정치, (4)와 (9)와 같은 계량, (5)와 같은 화학, 의학, (6)과 같은 인

문학, (10)과 같은 군사 용어에까지 그 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러한 어휘들은 당시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던 서양의 지식 체계들을 접하는 주요 관문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음역 어휘는 한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표의 문자라는 한자의 특성

은 단순히 음만을 차용하 을 뿐 의미 상 어떠한 관련성도 맺지 못함으로써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다양한 문자로 표기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chocolate’이 처음 중국어에 편입되었을 때에는 ‘炒扣來(chǎokòulái)17)’, ‘勺勾臘

(sháogōulà)18)’ 등으로 다양한 음역어로 표기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표기의 존재

는 결국 신조어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음역 어휘 표기를 통일

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했다. 그래서 최종의 ‘巧克力’이란 한자 음역 형식을 골라 고

정시켰다.

17) 香港中國語文學 ,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29.

18) 香港中國語文學 ,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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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음성 시스템은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서양 언어에서 번역된 음역 어휘가 

중국에 흡입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들의 전파까지 향을 받았다.19) 

詞典에 수록된 522개의 음역 어휘 중 현재까지 사용되는 것은 불과 101개로 

19%에 불과하다. 약 80%의 단어들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위의 표 중 1번에서 6번에 해당하는 음역 단어들은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이는 나타내는 지식 개념이 의역 어휘로 번역되었다. 적은 분량의 음역 어휘가 현

대 중국어에 보존하고 있으며 위에 7-10번 어휘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음역 어휘

는 서양 지식의 개념을 도입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서양 지식이 근대 중국에 

들어오고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2. 의역 어휘

중국어의 표의 문자 체계는 서양 언어의 문자 체계와 공통점이 없다. 앞서 살펴

본 신조어 가운데 음역 어휘의 경우에는 알맞은 자형을 찾아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하는데, 자음과 자형 사이 강한 어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국어의 특성상 음역 어

휘는 임의성을 띠게 되어 오랜 시간 사용될 수 없게 된다.20) 따라서 새롭게 공인

된 지식 개념어들은 음역의 방식보다 의역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어 

어휘 형성 방식에 좀 더 적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개념을 번역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詞典에 수록된 신조어들 대부분이 의역 방식

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하겠다.

의역 어휘란 한자의 의미와 중국어가 고유의 조어 방식을 통해 다른 언어의 어휘

가 가진 개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의역 어휘와 중국어 고유 어휘 간에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하나는 어휘의 어음과 자형 간에 어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가 어의 단위의 링커(linker)는 형태소의 조합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중국어는 의역 방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21) 즉 새로운 지식 개

19) [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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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語大

詞典出版社, 1997: 153.

20) [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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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語大

詞典出版社, 1997: 166.

21) [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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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語大

詞典出版社, 1997: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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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해당하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중국어의 조어 방식을 통해 신조어를 만

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는 중국어 어휘 형성 규칙에 부합한다는 점과 

발음과 관계가 없는 새로운 단어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외래어로 간주하지 않는 경

우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내에서 의역 신조어를 구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역 어휘가 가진 지식 개념이 대부분은 

중국 근대에서 번역활동을 통해 서양에서 도입한 것이며 아래의 詞典의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

의역 어휘 어원 시

1 足球(zúqiú) [英]football

校外操場足敷足球賽跑只用, 東南西南兩角附有壇尼斯球

場三, 籃球場一。(1914, Jindai xuezhi shiliao,3,下, 

150) p.359

2 黑板(h ibǎn) [英]blackboard

第一圖爲學 內掛各器常用之木板, 長四尺, 闊四寸, 厚

一寸, 背有鉤可連於學 內之黑板。(1890年, Gezhi 

huibian,4,11) p.104

3 鐵路(ti lù) [英]railway

西洋貿易不但航海, 即其在本國水陸運載亦力求易簡輕便

之術, 一曰運渠, 一曰鐵路。(1840年, Maoyi tongzhi 

3 正) p.257

4 電話(diànhuà) [英]telephone
初四日, 述 美利加電話機系地表。(1889年, Youli 

riben yuji,265) p.48

5 火柴(huǒchái) [英]match
自來火, 粵人呼爲火柴。(1879年, Fu-sang youji,468) 

p.115

6 教 (jiàotáng) [英]church

修院 教 不同, 教 供耶穌住僧尼講經說法而已, 修院

則羅致幼年入教之僧尼 也。(1889年, Youli yidali 

wenjian lu, 15 背) p.126

7 鋼琴(g ngqín) [英]piano
鋼琴之劣 , 聲每不和, 亦以聲浪長短不勻也。(1901年, 

Gewuzhi xue,63正) p.81

8 面包(miànb o) [英]bread

①餅。“ 在席時, 其取面包 之福, 擘之而分 伊

等。”(1823年, Xin yizhao shu,路加傳福音。24章, 30

節) ②食品, 把面粉加水等調勻, 發酵後烤制而成。“日

食：早曰飲茶, 所食惟幹餱。午曰 食。晚曰大餐, 禽

畜、燒烤皆備。飯以面包, 後乃飲酒消之。(1846年, 

Haiguo sishuo,158)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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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예로 든 8개의 어휘는 여전히 현대 중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근대 시기 서양에서 도입된 개념을 번역한 의역 어휘이다. ‘鐵路(철

도)’ ‘教 (성당)’ ‘鋼琴(피아노)’ 등은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사들로 서양의 어

휘를 의역 방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어낸 예라고 하겠다. 다만 의역 어휘 가운데에도 

이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왕력(王力)은 “ ‘모차사(摹借詞)’는 외국어 

단어와 같은 구성 방식으로 모국어의 언어를 구성한다. 이러한 어휘는 왕왕 두 개 

이상의 구성 부분이 있으며 본뜰 때는 구성 부분에 따라 의역하고 어휘로 조합한 

것이다.”22)라고 서술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football’의 번역 방식을 들 수 

있다. ‘foot’에 해당하는 부분을 ‘足(족)’으로 번역하고, ‘동그란 구체’라는 뜻의 ‘ball’

을 ‘球(구)’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이 두 개의 한자를 어 ‘football’의 조어구조로 

결합하여 ‘足球’라는 신조어가 형성되었다. 이 밖에도 ‘黑板(칠판)’, ‘鐵路(철도)’, 

‘電話(전화)’ 등은 외래어의 동일한 단어 구성방식을 차용하여 번역한 모차사에 해

당하는 예라고 하겠다.

또 하나의 방식은 외래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본래의 어의에 해당하는 한자

를 조합하여 번역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외래어 각각의 부분을 한자로 번

역하는 모차사와는 달리 한자로 새로운 어휘를 조합하여 외래어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위의 표 5번~8번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鋼琴’을 詞
典에서는 “건반을 이용하여 모전(毛氈)으로 싸는 나무 망치를 이끌어 움직이고 철

사 줄(鋼絲)을 두드려 악기 소리가 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3) 사실 說文에서 

“琴, 弦 也。神農所作......象形。古文從瑟金省聲”24)이라는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통 시기부터 중국에는 ‘금(琴)’이란 단어가 이미 존재했다. 즉 ‘금(琴)’은 

‘현악기’의 일종이었던 바, ‘금(琴)’과 ‘鋼’을 사용하여 ‘나무 망치로 철사 줄을 두드

려서 악기 소리를 내는’ 의미의 ‘piano’에 해당하는 단어로 “鋼琴25)”을 만들어내었

22) “ ‘摹借’是把外語中的一個詞(或一個成語)用同樣的構成方式搬到自己的語 裏來。這種

詞往往有兩個以上的構成部分, 摹借的時候就按照這些構成部分進行意譯, 然後拼湊成

詞。”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2015：502.

23) “利用鍵盤帶動體內包有絨氈的木槌敲擊鋼絲弦而發出琴聲”. 香港中國語文學 , 近現

代漢語新詞詞源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81.

24) 금(琴)은 현악기이고 신농(神農)이 만든 것이다. 이 글자는 상형이며 고문에서 ‘瑟’을 

의미로 삼고 ‘金省’을 발음으로 삼는다.

25) 고대 중국 현악기의 줄은 대부분 잠사(蠶絲)로 만든 것이고 철사로 만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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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성냥을 뜻하는 ‘火柴’, 성당을 뜻하는 ‘教 ’, 빵을 뜻하는 ‘面包’ 등이 

모두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의역 어휘 가운데에는 일본에서 번역한 어휘를 차용한 경우도 종종 눈

에 띤다. 이를 일역 신조어라고 하는데, 주지하듯이 일본은 19세기 어떤 동아시아 

국가보다도 앞서서 서양의 지식을 수용하 다. 그 속에서 외래어에 대한 일본어로

의 번역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일본인들의 어휘 번역 방식에는 다

음의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한자의 고유 어휘를 활용해 새로운 어의

를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革命(revolution)’, ‘文明(civilization)’, ‘經濟(economics)’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한자의 원의를 살려 두 개의 한자를 조합하여 번

역하는 방식으로, ‘哲學(philosophy)’, ‘ 業(enterprise)’, ‘主義(doctrine)’ 등 이

다.26) 이러한 일역 신조어는 그대로 중국으로 받아들여져 서양 지식 개념을 설명

하는 단어로 활용⋅확산 되었고, 심지어 음역으로 번역된 단어들조차 일역 신조어

로 대체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예를 들면 ‘philosophy’는 ‘斐洛 非

(f iluòsūf i)27)’로 번역되었는데, 널리 수용되지 못하고 결국 일역 신조어인 ‘哲學

(철학)’으로 대체된 바 있다. 이처럼 서양 어휘를 한자로 번역한 많은 일본 어휘들

은 중국 근현대시기 서양 지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28)

위의 의역 어휘의 세 가지 구성 방식은 모두 한자가 지닌 표의성에 기인한 것이

다. 즉 이는 한자 하나하나에 깃든 지식 개념을 조합하여 서양의 지식 개념을 도입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역 신조어 역시 일본을 통해 재구성된 서양

의 지식이 중국 사회로 전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역 어휘는 이렇듯 중국어가 

지닌 언어적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음역 어휘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역 어휘들이 현대 중국어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까닭 역시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의역된 어휘들은 서양 지식의 개념을 보다 쉽게 받아들

서 고대 중국에서 철사로 만든 악기 줄이 없었다.

26) 王力, 漢語史稿 참조, 中華書局, 2015: 505-508.

27) 香港中國語文學 , 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71.

28) 하지만 詞典에서 신조어에 대해 어원을 고증할 때는 일역 신조어가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다. 일역 신조어는 완전히 현대 중국어 어휘 시스템에 융합되었으

므로 본고에서는 더 이상 상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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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중국 근대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

로 작동하 다. 즉, 근현대 중국어에서의 의역 어휘는 중국 내 서양 지식의 사회화 

경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신조어에 반 된 서양 지식 개념의 사회화

詞典의 신조어 번역 소개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우리는 근현대 중국어 신조

어가 서양 지식 개념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은 또한 서양 지식이 중국 사회화에 들어오게 된 첫걸음이었다. 이러한 신조어는 

중국어 어휘 시스템에 천천히 융화되어 고정되었다. 중국 근대 교육 시스템의 수립

과 국가에서 반포한 일련의 언어정책에 따라, 이러한 신조어는 사회 속에서 광범위

하게 공인되고 사용되었으며, 결국엔 대부분 현대 중국어 사전 속에 남아있게 되었

다. 이러한 신조어가 나타내는 서양의 지식 개념은 중국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수용

되었고 또 중국인이 배우고 받아들이는 바가 되었으며, 이로부터 서양 지식이 중국

의 사회화에 나타나는 과정을 실현시켰다. 詞典에 수록된 신조어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신조어가 대표하는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 사회화에서 

나타나는 범위와 깊이를 알아낼 수 있다. 

먼저, 詞典에 수록된 신조어 대부분은 명사인데 이로부터 그 당시 외래어를 

번역할 때 서양 지식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위주로 하여 근대 중국 지식 체계의 

기초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수록된 이러한 지식 개념을 가진 명사가 다루는 범위

는 매우 광대하여, 근현대 신흥 지식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강남제조총국의 번역서 내용의 분류를 참고하고,29) 다시 문학, 예술, 철학, 언어, 

사회, 교통, 종교, 식품, 민속 등의 구분을 더하게 되면 모든 지식 역에 모두 신

조어가 발생했고 또 詞典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예가 되는 어휘는 다

음 표에서 나타난다.

29) 앞의 [표1] 참조. [표4]의 지식 분야는 [표1]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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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류
수학

數學

물리

物理

화학

化學

생물

生物

동물

動物

천문

天文

지리

地理

공정

工程

학

礦學

농학

農學

幾何

(p.131)

反 角

(p.69)

硫酸

(p.159)

寄生植物

(p.137)

奇蹄目

(p.138)

天體力學

(p.254)

沉積岩

(p.30)

混凝土

(p.114)

冶金

(p.308)

花椰菜

(p.112)

분류
병학

兵學

군사

軍事

교통

交通

매체

媒體

신문

新聞

경제

經濟

의학

醫學

식품

食品

체육

體育

교육

教育

司令官

(p.245)

魚雷

(p.328)

火車

(p.115)

雜志社

(p.331)

記

(p.140)

股票

(p.99)

甲狀腺

(p.128)

奶油

(p.180)

田徑賽

(p.253)

必修課

(p.18)

분류
술

藝術

문학

文學

철학

哲學

언어

語

사회

社

종교

宗教

역사

曆史

정치

政治

법률

法律

공

工藝

水粉畫

(p.241)

文學家

(p.272)

現象

(p.282)

介詞

(p.128)

劣根性

(p.155)

修女

(p.295)

文藝復

(p.273)

民主

(p.176)

民事訴訟

(p.175)

制圖

(p.342)

위의 표에서 가로 측의 내용을 보면, 詞典에 수록된 신조어가 포함하는 지식

범위는 무척 광범위하여, 현대 지식 체계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심지어 

표에 표시되지 않은, 더욱 세분된 지식 역에서조차도 신조어가 발생하 다. 그러

나 위 표의 일부 지식 역은 본래 중국 전통 지식 체계의 신흥 지식 역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서양 지식을 도입한 후 발생한 것들로, ‘物理(물리)’, ‘生物(생물)’, ‘新

聞(신문)’ 등이 그 예이다. 이로부터 중국의 근대사회가 전면적으로 서양 지식 체계

를 배우고 받아들 고, 각 지식 역에서 번역을 통해 대량의 서양 지식 개념을 도

입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대적 변화 과정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근대 중국

어의 신조어가 다루는 지식 계층은 비교적 광범위하다. 전문 용어부터 일상 생활용

어까지, 상층 지식인이 사용하는 어휘부터 하층민의 상용 어휘에까지 모두 서양 지

식 개념을 대표하는 신조어의 발생이 있었다. 그러므로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에 

들어온 후, 그 사회화의 범위도 매우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식 역의 범위에

서 보면, 현대 지식의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계층에서는 상

층 지식인과 저층 일반 백성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詞典 속의 신조어

로부터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 사회화에 나타난 범위가 비교적 넓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위 표에서 각 지식 역의 예로 다룬 어휘가 현대 중국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詞典에 수록된 신조어에 대하여 자세한 분

석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중국 근현대시기에 나타난 신조어가 대부분 현대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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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일부 음역 어휘는 시대의 발전

에 따라서 점차 도태되었고, 옛날 개념이나 물건을 표시하는 어휘들이 현재는 다시 

쓰이고 있지 않으며, 또 어떤 어휘들은 현대 중국어에서 통일한 한 어휘를 사용하

여 뜻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 지만, 통계에 따라 詞典 중 3437개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가 현대 중국어에서 여전히 사용되어 있고 詞典 총 어휘 수량의 65%를 

차지한다. 달리 말하면, 현대 중국어 어휘는 대부분이 중국 근현대시기에 도입된 

서양 지식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로써, 현대 중국어의 어휘 구성에서 쓰이

진 지식 개념 체계의 기원이 대부분 근대 시기의 서양에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에 공인되고서 중국 사회가 이를 받아들

이고 소화하 으며, 현대 지식 역과 사회생활의 각 부문에 깊이 들어가서 중국의 

심도 있는 사회화 과정을 완성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

고 있는 서양 지식을 대표하는 근현대 중국어의 신조어가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의 

심도 있는 사회화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공시적 측면으로 보면, 중국 근대화시기에 나타난 중국어 신조어가 포괄하는 지

식 역은 매우 광범위하며, 전파된 대중도 모든 사회 계층을 포함하는 범위이기

에, 신조어가 나타내는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 사회화에 나타나는 정도는 비교적 

광범위하다. 통시적 측면으로 보면, 이러한 현대 중국어 신조어가 시대의 발전을 

거치며 여전히 현대 중국어 속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 중국 사회 각 

분야의 지식 개념을 나타내는 주요한 어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근대 중

국어의 신조어가 나타내는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의 사회화 과정에 나타나는 정도

가 매우 심오함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우리는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에 반 된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의 사회화에 나타

난 것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중국 근대 시기의 번역활동은 서양 지식 개념을 들여오는 중요한 경로 고, 

또한 서양 지식을 중국 사회화에 전파시키는 중요한 역량이었다. 그리고 번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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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생겨난 근현대 중국어의 신조어와 서양 지식의 사회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조어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 근대 시기에 서양 지식 각 분야의 개념을 도입하고 확립하 는

데, 이는 서양 지식이 중국 사회화에 나타나게 된 첫걸음이었다. (2) 신조어가 포

괄하는 지식 역은 광범위하여, 각 사회의 위부터 아래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

으며, 사회의 각 층으로 침투하여,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서양 지식 개념을 받

아들이도록 하 고, 지식 사회화의 정도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통

하여, 중국 근대 각 분야의 지식 개념과 시스템이 점차로 확립되었고, 지금까지 연

속되어 오고 있다. 

2. 상술한 두 가지 역할 중, 첫 번째 역할은 각기 다른 번역 방식을 통하여 중국 

어휘 시스템에 서양 지식 개념을 도입하고 실현시킨 것이다. 詞典의 신조어 발생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조어의 주요 번역이 서양 외래어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번역 방식은 또 음역과 의역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겨난 음역 어

휘는 중국어로 외래어 발음을 표기하고, 중국어 어휘 계통에서 직접적으로 서양 지

식 개념을 받아들이고 생겨난 신조어이다. 그러나 의역 어휘는 곧 중국어 자체를 

이용해 나타낸 지식 개념이 다시 조합된 것이고, 이렇게 생겨난 신조어로 서양 지

식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두 방법은 비록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중국어에 서양 지식 개념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 사회

화에 나타나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 

3. 두 번째 역할은 신조어의 전파 범위와 전해지는 시간에 따라 실현된 것이다. 

詞典에 수록된 신조어가 포함하는 지식 역 및 현대 중국어에서 여전히 사용되

고 있는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예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공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어 근현대시기에 발생한 중국어 신조어가 다루는 지식 역이 매우 광범위하

고, 전파된 것을 수용한 대중의 범위가 모든 사회 계층을 아우르기에, 이로부터 신

조어가 대표하는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 사회화에 나타난 정도가 비교적 광범위하

다; 통시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가 시대의 발전을 지나서도 

현대 중국어에서 여전히 다량 사용되면서 중국 현대 사회 각 분야 지식 개념을 나

타내는 주요 어휘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가 나타내는 서양 지

식 개념이 중국 사회화에 매우 깊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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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

에 나타나는 서양 지식 개념이 중국 사회화에 나타나는 현상을 고찰하 다. 근현대 

중국어 신조어와 중국 근대에 도입된 서양 지식 개념 및 사회화 간의 관계에 관해

서는 아직 연구의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그 관계를 진일보

하여, 더욱 많은 연구 성과를 얻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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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從鴉片戰爭到五四運動前後的100年間，西方的人文科學、自然科學名詞術語

大量傳入中國，使得漢語詞彙得到了極大的發展，產生了很多新詞。本文將近現代

漢語新詞的研究範圍限定於十九世紀初至二十世紀中期，以香港中國語文學會編

撰的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中收錄的5275條新詞爲考察對象，分析這些漢語

新詞的產生方式和所屬知識領域，從而探究近現代漢語新詞中反映的西方知識概

念在中國的社會化過程。並得到了如下結論：
1.中國近代時期的翻譯活動是引入西方知識概念的重要途徑，也是推動西方

知識在中國社會化的重要力量。可以說這一過程中新詞發揮了兩項重要作用：
（1）在中國近代引入並確立了西方知識中的各項概念，這是西方知識在中國社會

化的第一步。（2）新詞涵蓋的知識領域廣泛，在社會中從上至下廣泛流傳，滲透

進社會的各個層面，使各階層的人民都接受到西方知識概念，加深了知識社會化的

程度。
2.上述兩個作用中，第一項作用是通過音譯和意譯兩種翻譯方式在漢語詞彙

系統中引入了西方知識概念而實現。通過對近現代漢語新詞詞源詞典中新詞產生

方式進行分析，可以發現新詞主要翻譯自西方外來詞。而翻譯的方式又分爲音譯和

意譯。由此產生的音譯詞是通過用漢字標注外來詞的發音，在漢語詞彙系統中直接

引入西方知識概念而產生的新詞；而意譯詞則是利用漢字自身代表的知識概念再

組合產生新詞來引入西方知識。
3.第二項作用是通過新詞的傳播範圍和流傳時間而實現的。在通過對近現代

漢語新詞詞源詞典收錄新詞涵蓋的知識領域及在現代漢語中仍在使用的近現代漢

語新詞比例可以看出，在共時層面，中國近現代時期產生的漢語新詞涵蓋的知識領

域十分廣泛,传播的受众范围包括所有社会阶层，因此新词代表的西方知识概念在

中国社会化的程度较广；在曆時層面，這些近現代漢語新詞經過時代的發展仍在現

代漢語中大量使用，成爲表述中國現代社會各領域知識概念的主要詞彙。由此可以

看出由近現代漢語新詞表達的西方知識概念在中國的社會化程度非常深。
通過這兩個作用，中國近代的各項知識概念和知識系統逐漸確立並延續至

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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