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人間’의 통시적 의미 변천 과정 연구*

I. 서론
이 글은1) ‘人間’이라는 한자어의 통시적인 의미 변천을 기술하고, 이 단
어의 의미 변화가 일본어의 유입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人間’이 ‘個人, 社會, 經濟, 自然’ 등
과 같이 일본에서 서구 개념을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번역어가 아니라, 일본
에서 자생적으로 의미가 변화한 단어를 한국에서 받아들인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어의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삼분된다. 그중 한
자어는 한문을 바탕으로 한 공통문어시대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처음 생성되
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단어이다. 그러나 한자로 적히는 단어가 모두
중국에서 생성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어 가운데에는 중국에
서 만들어진 한자어를 포함,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한자어와 일본
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가 모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근대에 서구의 개념을 번역하면서 만들어 낸 한자어는 소
*이 논문은 2016년도 서울대학교 학부생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과정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과정
1) 이 글을 작성하는 데는 지도교수이신 황선엽 선생님과, 연구지원조교인 김윤진 선
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일본어 자료를 검토하면서 고려대학교 허인영 선생님
의 도움을 받았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리는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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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대 개념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 왔다. 고종석
(2007: 125-126)에 따르면 일본은 에도막부 시기부터 난학 열풍과 함께 네덜
란드를 통해 들어온 유럽의 개념어들을 일본어로 번역하고자 했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이 번역 작업은 더욱 확대된다. 또한, 마루야마 마사오 ․ 가토 슈
이치(2000: 166-175)에서는 일본이 메이지 시대에 정부 차원에서 근대국가
체제의 확립과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
대적인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이 번역에 들이
는 노력은 단순히 지식인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되
었고, 문·사·철 서적뿐만이 아니라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
게 번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양세욱(2012: 71)에 따르면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를
참조하는 가운데 번역이 이루어졌지만,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개념어 생산의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개념어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일본을 통해 서구의 개념어를 수입했고, 오랜
세월 한자문화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한자를 수출했던 중국도 일본을
통해 개념어를 역수입하게 된다. 동아시아가 근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본
어가 한국과 중국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새롭게 수입된 서구식 근대 개념어들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
선 개화기에는 치열한 논쟁의 장이 구성되기에 이른다.2) 이렇듯 일본을 통
한 근대 개념어의 수입은 수입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도 문제적이었으며 지금
까지도 일본이 번역한 근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일본을 통해 근대적
지식 및 사상이 ‘이식’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는 ‘번역된 근대’ 혹은 ‘이식된 근대’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일본어를 통해서 수입된 서구의 근대 개념어라고 여겨지는 단어
중에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2) 송민호(2016)에 따르면 만세보에서는 순한문 표기와 국한문혼용 표기, 국한문혼
용에 한글로 주석을 단 표기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표기가 등장하는 원인
의 일면에는 새롭게 유입되는 번역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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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만들어 낸 개념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야나부 아키라(2011)에 따르면, 근대 개념어는 ‘社會, 個人’과 같은 “신조어
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조어에 가까운 단어들”과, ‘自然’과 같이 원래 사용되
던 단어들이 “번역어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들”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가 한국과 일본
으로 전파된 것으로서 오랜 시간 한·중·일이 공유했던 단어들이다. 즉, 일
본이 만들어 낸 ‘근대 개념어’로 간주되어 온 단어 중에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단어가 많이 있다.3) 한국어에서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변화를 단순히 일본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의미가
변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념대로 일본에서 개념어가 수입되면서 결
정적으로 의미가 변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일례로 ‘國語’는 일본어를 통해 수입된 서구의 근대 개념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단어는 이미 訓民正音 해례본을 비롯한 조선 초기 문헌에서부
터 모습이 나타난다. 이현희(2015)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國語’가 고대 한
어(漢語)에 대비되는 ‘한국어’, 세대나 지역의 차이에 의한 방언 분화와 대
비되는 ‘표준적인 한국어’, 한자음이나 한자어를 제외한 ‘고유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병기(2015)에서는 코젤렉의 이론을4) 적
용하여 ‘國語’의 의미장이 근대 이후 한국어에서 확장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개념어로 자리 잡는 과정을 논하였다. 개화기부터 대한제국 시기에 ‘國語’는

3) 대표적인 것으로 ‘國語, 大學, 人文, 經濟, 人間’ 등이 있다.
4) 개념사 연구의 대표주자인 코젤렉은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기본적 근대 개념”
에 주목하였다. 실재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의미축뿐만
아니라, 근대에 새롭게 추가된 의미를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장을 지니는데, 개념사
는 시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개념의 다양한 의미 요소를 공시 ․ 통시적으로 해석하
여 근대에 대한 인식을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면서 한국의 근대의 모든 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이식’되었다는 주장을 재고
하게 해 준다. 자세한 논의는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중
제1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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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젤렉이 설정한 개념어의 변화 축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내에서 근대적 개
념어로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人間’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국과 일본으
로 전파된 단어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는 ‘人間’은
흔히 ‘human being’의 번역어로서 일본을 통해 수입된 것이라고 알려져 왔
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일본의 개념어들이 수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문헌에

모습을 드러낸다. ‘別有天地非人間’으로 대표되는 한문 문구를 포함하여, 月
印釋譜와 같은 초기 한글 문헌에서도 ‘人間’이라는 단어는 등장한다. 그러
나 과거 문헌에서 발견되는 ‘人間’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에 해
당하며, ‘사람’이라는 현대적인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과거
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현대와는 의미가 달랐던 ‘人間’이라는 단어가 어떠
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용되는 의미로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人間’의 의미변화에 일본어가 미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흔히
번역어라고 생각되는 ‘人間’이 과연 근대 번역어인지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일본에서의 ‘人間’ 개념이 어떻게 변
천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의 ‘人間’은 번역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던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내부적으로 의미가 분화했음을 II
장에서 밝힐 것이다.
III장에서는 ‘人間’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국어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이전의 한국어에서
‘人間’의 의미를 기술하고, 근대 이전의 의미와 근대 이후의 의미 사이에 어
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한자어 의미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人間’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가 수용되는
양상을 당대의 이중어 사전(bilingual dictionary)에 제시된 표제어들을 바탕
으로 살펴볼 것이다. 많은 논쟁과 혼란을 거치면서 ‘人間’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이전의 의미를 밀어내고, ‘사람’의 의미로서 자리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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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번역어로서의 ‘人間’에 대한 재고
1. ‘人間’의 현대적 의미와 원형적 의미
한국어에서 ‘人間’이라는 개념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천 과정에서 일본어의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우

선 ‘人間’의 현대적인 정의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
준국어대사전에서는 ‘人間’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인간01 (人間)
｢명사｣
｢1｣ = 사람 ｢1｣.
｢2｣ 사람이 사는 세상.
｢3｣ = 사람 ｢3｣.
｢4｣ 마음에 달갑지 않거나 마땅치 않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5｣ 북한어 ‘식구01’를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人間’의 첫 번째 정의는 ‘사람’의 첫 번째 정
의, 즉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현대 한국인이 ‘人間’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개념 역시 1번의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人間’이 과거에 현재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한
국어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변화해 나간 양상은 III장에서 후술
하도록 하고, II장에서는 ‘人間’의 본래 의미를 비롯하여 일본에서의 의미
변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한자 개념어들은 과
거에 중국을 통해서 수용한 것이다. 이현희 외(2014)에서 밝혔듯, 중화 문명
권에서는 문서어로서의 ‘漢文’ 또는 ‘文言’과 인근 국가의 지역어가 ‘雅/俗’
의 이항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중화 문명권에서 ‘漢文’의 영향력은 지
대한 것이었으며, ‘人間’이라는 한자어 역시 중국에서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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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된다. 다음은 중국 고전 문헌에 등장하는 ‘人間’의 최초 용례이다.5)
(2) 管子 ｢管子卷第十三｣
虚而無形謂之道, 化育萬物謂之德, 君臣父子人間之事謂之義。

管子는 춘추시대 관중의 작품, 혹은 관중을 칭송하던 인물들이 전국시대
에서 한나라 시기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위의 용례에서 ‘君
臣父子人間之事’가 한 구절로 읽히는데, 여기서 ‘人間’의 의미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위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人間’의 원형적 의미는 ‘사
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중국의 국책사업으로 1994년에 완간된 漢語大詞典에서는 ‘人間’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人間
1) 人类社会。 2) 尘世; 世俗社会。 3) 民间。

漢語大詞典에서 제시하고 있는 ‘人間’의 의미는 무척 간단하다. 각각의
의미 뒤로 전적에서 발췌한 예문이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옮기
지 않는다. 漢語大詞典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의미 모두 ‘사람’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人
间’ 역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人間’이라는 한자어의 본
래 의미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으며, 이 의미가 ‘사람’이라는 뜻으로
변한 곳은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뿐이다.

5) 이 자료는 中國基本古籍庫에서 추출한 것인데 管子를 제외하고도 尸子와 關
尹子의 용례가 검색된다. 그러나 尸子의 경우에는 후대의 주석으로 보이고,
關尹子의 경우에는 위작 논란이 심해서 최초 용례로 인정하지 않았다.
6) 두산백과, “관자” 항목 참조.

한자어 ‘人間’의 통시적 의미 변천 과정 연구 361

2. 일본어에서의 ‘人間’ 의미 변천
다음으로 일본어에서 ‘人間’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중국으로부터 ‘人間’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
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人間’이라는 개념이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람’이
라는 의미로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人間’이라는 단
어의 의미 변화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진행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일

본어에서 ‘人間’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언제 변화했는지를 먼저 고찰해야 한다.
흔히 ‘人間’을 ‘個人, 社會, 經濟, 自然’ 등과 마찬가지로 서양어 ‘human
being’의 번역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본의 번역어 연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야나부 아키라의 저서 번역어의 성립에서는 ‘人間’을 번
역어로 다루고 있지 않다. 번역어의 성립 이외에도 ‘人間’이 번역어라는
것을 직접 논증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는 ‘人間’이라는 단어가
번역어의 성립에서 다루고 있는 ‘個人, 社會, 經濟, 自然’ 등의 단어와는
달리 번역어가 아니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国立国語研究所에서는 여러 가지 코퍼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에서 ｢日本語歴史コーパス(일본어역사코퍼스)｣에서 ‘人間’을 검색해보면 이
단어의 최초용례는 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편 ｢日本語歴史コーパス｣
는 후리가나를7) 제시하고 있는데 900년의 최초용례부터 1010년까지의 문헌
에 나타난 ‘人間’의 후리가나는 ‘ひとま’로 제시된다. 코퍼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후리가나에 따르면 ‘人間’이 ‘にんげん’으로 읽히는 것은 1100년 자료
인 今昔物語集부터이다. 따라서 우리는 ‘ひとま’로부터 일본어에서 사용된
‘人間’의 의미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현존하는 일본어 사전 중 가장 규모가 큰 소학관의 日本国語大
辭典에 나오는 ‘ひとま’의 풀이이다.
7) 振り仮名(ふりがな, 후리가나)는 한자 옆이나 위에 한자의 음이나 훈을 적은 가나
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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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ひとーま 【人間】 [名]
 人のいない時。人気（ひとけ）のない間。人目のないすき。
 転じて、間が絶えること。人との交わりがとだえること。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이 없는 시간. 인기척이 없는 사이. 남의 눈이 없
는 틈.’ 정도로 옮길 수 있고, 는 ‘(의미가) 변하여, 사이가 끊어지는 일.
사람과의 사귐이 두절되는 일.’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이 두 의미는 지금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人間’의 의미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 후술하겠지만,
현대 일본어에서 ‘人間’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
용된다. 그렇다면 ‘人間’이라고 적혀 있으나 ‘ひとま’라고 읽는 이 단어는
중국에서 들어온 차용어가 아니라, ‘ひとま’라는 일본 고유어를 한자를 빌려
차자표기의 방식으로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国語大辭典에서 제시하고 있는 ‘ひとま’의 최초 용례는 720년에 완
성된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문장이다.8) 8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문헌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던 ‘ひとま’는 1100년에 성립된 今昔物語集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ひとま’가 아닌 ‘にんげん’으로 읽히는 예가 많아지게 된다.
이는 이 시기부터 ‘人間’이 더 이상 고유어 ‘ひとま’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
니라, 중국에서 차용된 단어인 ‘人間(にんげん)’으로 읽히고, 또한 그 뜻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제 ‘人間(にんげん)’의 풀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5) にんーげん【人間】[名]
 仏語。六道の一つ。人の住む界域。人間界。人界。人間道。→ じんかん。
 人界に住むもの。ひと。人類。
 人倫の道を堅持する生真面目な人。堅物。
 見どころのある人。人物。人柄。

은 ‘불어(佛語). 육도의 하나. 사람이 사는 세계. 인간계. 인계. 인간도.’
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人間’의 원의미를
8) ‘*書紀(720)皇極二年二月(岩崎本訓) ｢間(ヒトマ)を得て、逃出でて｣’라고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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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 것이다.9) 또한 는 ‘인계에 사는 것. 사람. 인류.’로 번역되며, ‘사
람’의 의미를 서술한 것이다. 日本国語大辭典은 단어가 쓰이는 빈도가 아
니라, 단어의 의미가 출현한 순서를 기준으로 뜻을 제시하기 때문에 표준
국어대사전과는 달리 의 뜻보다 의 뜻이 먼저 제시되었다.
흔히 한국에서 사용하는 ‘人間’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서양 개념에 대한
번역이 활발하던 시기, ‘human being’이라는 개념이 일본어에서 ‘人間’으로
새롭게 번역되어 한국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의 뜻으로
日本国語大辭典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이 실려 있다.
(6) ＊今昔(1120頃か)五·三｢天人は目不瞬かず、人間は目瞬く｣
＊金刀比羅本平治(1220頃か)下·頼朝遠流の事｢畜類なほ故鄕の名殘を惜しむ。い
かにいはんや人間(ニンゲン)におひてをや｣
＊虎明本狂言·蚊相撲(室町末-近世初)｢きゃつは人間では有まひ｣
＊浮世草子·好色一代男(1682)五·六｢｢われわれは何者とみえます｣といふ。｢人間
(ニンゲン)と見ゆる｣と申｣

‘인계에 사는 것. 사람. 인류’라는 두 번째 뜻은 ‘人間’의 원 의미를 나타내
는 첫 번째 뜻보다는 출현이 늦다.10) 그러나 ‘천인은 눈을 깜빡이지 않지
만, 인간은 눈을 깜빡인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첫 번째 예문은 12세기 초에
나타난다. 두 번째 예문은 ‘짐승도 고향을 이별하는 것을 슬퍼하는데, 하물
며 인간에 이르러서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두 예문은 ‘천인-인
간’, ‘짐승-인간’을 대비하고 있는 예문으로서 ‘人間’의 의미가 ‘사람’으로 명
확하게 해석되는 예문이다. 또한, 이 예문이 나타나는 시기는 네덜란드를 통
해 들어온 서양 개념을 번역하기 시작한 에도막부 시기보다도 오백 년 이상
앞선 것이다.

9)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日本国語大辭典은 제2판이다. 제1판에서는 첫 번째 뜻
이 ‘人の住む世界。世界の中。世間。人間界。じんかん。’라고 되어 있다. 제2판에
서는 ‘人間’의 첫 번째 뜻을 불교에서 온 단어로 파악한 것이 특징적이다.
10) 日本国語大辭典에서 첫 번째 뜻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문 중에서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은 ‘観智院本三宝絵(984)下｢香のけぶりは仏をむかへたてまつる使なり。人
間はくさくけがらはし。まさによき香をたくべ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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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본래 고유어 ‘ひとま’를
적기 위해 ‘人間’이라는 한자를 차용해서 적었으나, 10세기 무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뜻의 한자어 ‘人間(にんげん)’이 차용된다. ‘人間(ひとま)’
와 ‘人間(にんげん)’은 얼마간 공유되다가, 차용어가 우세하게 쓰이면서 ‘人
間(ひとま)’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라는 뜻으로만 쓰였던 ‘人間(にんげん)’에서 ‘사람’이라는 의미가 파생된다.
이 두 의미는 경쟁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사는 세상’보다 ‘사람’이라는 뜻이
주된 의미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일본어에서의 ‘人間’은
자생적으로 그 뜻이 변화한 것이지 서구의 개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
역어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 그렇기에 ‘人間’은 다른 번역어들과는 여러
모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야나부 아키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중어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번역어가 수용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야나부 아키라(2011)에 따르
면 ‘社會, 個人, 近代’ 등과 같이 번역어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사전에 등재된다. 예컨대 ‘society’의 경우 1873
년 출간된 英和字彙에 이르기까지 ‘社會’로 번역되지 않는다. 또한
‘individual’ 역시 英和字彙에 이르러서야 ‘個人’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편 원래 일본어에서 사용되다가 후에 번역어로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自然’과 같은 단어는 비록 초기의 이중어 사전부터 용례가 등장하지만,
‘nature’가 명사임과는 달리 사전에는 품사가 혼동되어서 기술되어 있다. 야
나부 아키라(2011: 140)에서는 이러한 혼동이 원래 명사가 아니었던 ‘自然’
이 명사인 ‘nature’의 번역어가 되면서 발생하는 혼란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예들을 보면 어떤 단어가 번역어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
어진 것이든, 원래 일상어로 존재했던 것이든 일정 수준의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일 ‘人間’이 번역어라면 신조어인 ‘社會, 個人’
정도는 아니더라도, ‘自然’이 겪은 정도의 혼란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
다. 그러나 ‘人間’의 경우는 혼란 없이, 이중어 사전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의
개념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로 번역된다. 다음은 英和對譯袖珍辭書
(1867)에 나타난 사람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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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eople 人民
person 人
mankind 人間
human 人体ノ
humankind 人間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모든 인간을 뜻하는 ‘mankind,
humankind’는 ‘人間’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는 ‘人間’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이미 ‘인간 세상’이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Hepburn이 편찬한 和英語林集成(1867/1872/1886)에서도 ‘人間’은 ‘사
람’의 의미로 나타난다.
(8) 初版 (1867)
ningen 人間: a Mankind, man, a human being, the world.
再版 (1872)
NINGEN 人間: Mankind, man, a human being. Syn. HITO
三版 (1886)
NINGEN 人間: Mankind, man, a human being, the world. Syn. HITO,
YO-NO-NAKA.

이 사전에서 물론 ‘the world’라는 의미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은 가장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다. 의미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기술하는 사전이 아닐 경우, 사전에서는 널리 쓰이는 개념이 먼저 제시된다.
‘人間’이 원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였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첫 번째에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和英語林集成이 편찬되던 당시에 ‘人間’이라는 단어의 주된 의미는 ‘사람’
에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중어 사전이 아니라 한자나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 사전을 살펴보
아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1891년에 편찬된 言海와,
1943년부터 1960년에 걸쳐 출판된 大漢和辭典에서 제시하고 있는 ‘人間’
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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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言海
(一) ヨノナか。世間。｢ー萬事塞翁馬｣｢閑看ー得意人｣
(二) 佛經二、六界ノ一、即チ、此ノ世界。人間界。人界。
(三) 俗二、誤テ、人。
나. 大漢和辭典
[人閒]
一 人の世。世閒。俗界。
二 人。人類。俗に誤つていふ。
三 民閒。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言海의 세 번째 풀이와 大漢和辭典의 두
번째 풀이이다. 이 두 풀이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를 우리말로는 ‘흔
히 ‘사람’으로 틀리게 사용한다.’로 옮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 문헌에
서 ‘人間’은 ‘인간 세상’의 의미인데, 보통의 일본 사람들이 이를 ‘사람’이라
는 의미로 틀̇리̇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人間’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하고 있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人間’이라는 단어가 일본이 번역어를 활발히
생성하던 시기에 이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보다 ‘사람’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人間’이 만일 ‘human being’의 번
역어였다면 응당 일어났어야 했을 혼란이 당대 사전들에는 나타나지 않는
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人間’이라는 단어가 번역어일 것이라고 무심코 생
각해 왔던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번역어를 다룬 일본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人間’을 번역어로서 다
룰 수가 없었다. 또한, 일본에서 번역한 ‘個人, 社會, 經濟, 自然’ 등의 근대
개념어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지만, ‘人間’이 중국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는 것 역시 ‘人間’이 번역어가 아니라는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 ‘人間’의 통시적 의미 변천 과정 연구 367

III. 한국 문헌에서의 ‘人間’ 분석
1. 개화기 이전 문헌에서의 ‘人間’
이 절에서는 개화기 이전의 한문,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人間’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人間’은 통일신라시대 금석문 자료에서부터 등장한다. (10)
은 886년 통일신라 보덕사의 혜강이라는 인물이 새긴 비문으로, 세상을 뜬
선사를 기리는 추모의 글 중 일부이다.
(10) 談法言表, □□□廓, 論發傾河, 德存仰岳. 頻昇內座, 居□□□, □□□摧毁禪
敎, 削□□期, □□□謝. 人間蕭條, 禪室寂寞, 玄關(마멸), 法要萬古誰攀. □瞻
遺影, 涕想生顔, 凄凄巖樹, 慘慘雲山.
說法하는 말자락마다 (마멸)하니, 談論함에 강물을 기울인 듯하고 덕은 높아
산을 우러렀다. 대궐의 法座에 자주 올랐으되, (마멸) 禪의 가르침을 꺾고 헐
뜯었으며, □기(□期)를 깎고 □□하였다. (마멸) 人間도 한적하고 禪房이 적
막하고, 玄關이 (마멸) 법의 요체를(마멸) 萬古에 뉘라서 붙잡을꼬. (마멸)하
며 남겨진 영정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산 얼굴 적시니, 바위와 나무가 처량
하고 구름과 산봉우리도 쓸쓸하구나. (｢禪林院址弘覺禪師碑｣(886))11)

(10)에서는 ‘人間’이 선사가 죽은 후의 ‘세상’을 뜻하는데, ‘人間’이 현대어
의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공간의 의미로 사용
됨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한문 문헌에서도 ‘人間’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뜻으로 나타
난다. 대표적으로 이규보의 문집인 東國李相國集과 역사서인 三國遺事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1) 가. 杲日人間來酷吏/淸風榻上臥羲皇/快襟拂面渾閑事/更入紗巾灑頂凉
쬐는 해 人間에 酷吏 온 것 같지만/맑은 바람 榻 위에 羲皇이 누웠구나/
옷깃과 얼굴을 스쳐줌은 예삿일이라/두건 속에 들어가서 이마까지 스쳐주
11) III장의 한문 번역은 한국금석문종합영상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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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규보, ｢榻에 누워 바람을 쏘이다｣, 東國李相國集(1241))
나.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
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古記에 이르되, 옛날에 桓因[帝釋을 이름]의 庶子 桓雄이 있어, 항상 천하
에 뜻을 두고 人世를 탐내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三危太伯을
내려다보매, 人間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天符印 세 개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三國遺事(1281) 卷1 紀異 古朝鮮)

(11가)에서는 ‘人間’이 화자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11나)에서 ‘人
間’은 천상계의 존재인 환웅이 내려다보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뜻한다.
한편, 조선시대 한문 문헌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국가의 공식 기
록이었던 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人間’이 이전
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세상/속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2) 가. 霹靂鍼, 無毒。主大驚失心, 恍惚不識人幷下淋, 磨服亦煮服。此物, 伺候震
處, 堀地三尺得之。其形非一, 亦有似斧刃者, 亦有如剉刃者, 亦有安二孔者,
一用人間石作也。
霹靂鍼은 독이 없고, 大驚失心하고 恍惚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
세와 아울러 下淋을 관장하는데, 갈아서 복용하거나 또는 이를 달여서 복
용한다. 雷震이 울렸던 곳을 엿보다가 땅 3척을 파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데, 그 형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도끼날 같은 것도 있고, 작두날 같
은 것도 있으며, 또 안에 두 구멍이 있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는 人間에서 쓰는 돌로 만든 것이다. (世宗實錄 世宗 23年(1441) 5月
18日)
나. 貴榮位列上台, 君父之恩至矣, 年逾稀歲, 人間之樂極矣。猶戀未盡之餘生, 終
負罔極之鴻恩。尙容視息於天地, 則其可爲人臣之戒乎?
(김)귀영은 지위가 정승의 반열에 올랐으니 군부의 은혜가 지대하고, 나이
일흔을 넘었으니 人間의 낙이 극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미진한 여생
에 연연하여 마침내 더없이 큰 은혜를 저버렸다. 그러고도 이 세상에 살
아 있으니 어찌 인신들을 경계시킬 수 있겠는가. (宣祖實錄 宣祖 26年
(1593) 3月 11日)
다. 躋七兮希九, 嵩呼兮岡祝, 每顒喜於勿藥, 寖有愆於恃粥。 竟極曜之爽度, 奄
婺宿之淪輝, 人間兼切於於戲, 天上庶慰於離違。
80세에 올라 90세를 바라보자 뫼뿌리처럼 장수하기를 기원하며 매양 병환
이 나으시기를 바랐는데, 미음을 드시다가 점점 더해졌습니다. 마침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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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에 度數가 어긋나서 婺宿가 빛을 잃었으니, 人間에서는 사모하는 마
음이 간절하겠으나 天上에는 이별했던 회포를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純祖實錄 純祖 16年(1816) 9月 14日)

(12가)에서는 ‘人間’이 ‘돌’이 사용되는 ‘世間’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2나)의 ‘人間之樂’은 한문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즐거움’의 뜻이다. (12다)는 혜경궁 홍씨의 애책문 중 일부이
다. 세상을 떠난 혜경궁이 있는 ‘天上’과 대비된 공간으로 ‘人間’이 쓰이면
서, 혜경궁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글 문헌에서의 ‘人間’ 용례를 살펴본다. ‘人間’은 15세기에
저술된 초기 문헌인 釋譜詳節과 月印千江之曲에서부터 등장한다.
(13) 가. 大集 키 모씨니 부톄 一切 大衆을  모도아 니샨 經이라 出令
샤 人間이며 天上이며 一切 모딘 귓거시 다 모다 부텻 付囑 드러
正法을 護持라 (釋譜詳節 第6, 46ㄱ)
나. 寶冠 바사 견져 地獄 잠개 뫼화 瞿曇이 모 자라 터니 白毫
드러 견지샤 地獄이믈이 외야 罪人히 다 人間애 나니 (月印千江之
曲, 27ㄱ)

(13가)에서는 ‘天上’과 상대되는 의미로 ‘人間’이, (13나)에서는 처격조사와
함께 ‘人間’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人間’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뜻임을
알 수 있다.
15세기 이후의 자료에서도 ‘人間’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14) 가. 世 인간 셰 (新增類合下, 47ㄴ)
나. 그 웅장 졔도와 휘항 단쳥이 말노 니 뎐 길히 업니 은연히 구
텬을 소사올나 옥황긔 됴회매 쥬궁패궐의 샹운이 어릐고 옥금젼의 셔
일이 비칀 니 진실노 몸이 인간의 이시 치디 못너라 (乙丙燕
行錄 권3, 124)
다. 계집이 울며 걸 왈 쳡 등은 요괴 아니뇨 인간 으로셔 이 곳 요괴
의게 히여 와 버셔나지 못 무로 쥭으려 더니 (洪吉童傳 경판30
장본, 21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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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셰”는 16세기 문헌인 (14가)부터 후대 자전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세상’으로 풀이되는 훈을 ‘人間’으로 쓴 것이다. 한편, 18
세기 문헌인 (14나)에서도 역시 ‘人間’은 처격조사와 함께 사용되며 공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人間’은 한글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14다)에서는
‘인간’과 ‘’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人間’이 ‘’의 뜻을 대
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근대 개화기 이전까지 ‘人間’은 ‘사람’의 의미
가 아닌, 중국 고전에서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뜻으로 사용
됨을 알 수 있다.

2. 개화기 이후 문헌에서의 ‘人間’
개화기 이전까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의미로 사용된 ‘人間’의 의미는
개화기 이후 변화하기 시작한다. 신문과 신소설을 비롯한 19세기 말과 20세
기 초의 문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人間’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의미로 사용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
시기 문헌에도 아직 과거의 용법으로 쓰인 ‘人間’이 나타난다.
(15) 가. 三 自然法은 上帝가 指示 完全 法則이니 人間에 理想으로써 此 發
見이라 니 此說은 神學派 法學家가 主唱이라 [대죠션독립협회회보
(1896)]
나. 서로 무소하고 고발하며 토색하고 늑탈하야 적은 고기 중고기 큰 고기가
서로 잡어 먹기로 재조와 농사와 생애를 삼올진대 이를 엇지 사람 사는
인간이라 하며 [신학월보(1903)]
다. 그러나 사은 쥭으면 그만이라 최병도 인간을 직고 한량업시 먼길을 가고 본평부인은 쳥산슈에 우름소리로 세월을 보더라 [｢은세계｣
(1908)]
라. 최가의 마음에 인간낙이, 인듯, 시푼보더라 [｢귀의 성｣(1908)]

(15가)에서는 ‘人間’이 처격조사와 함께 쓰이고 있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5나)는 수식어로 ‘사람 사는’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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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세상’의 의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다)와 (15라)는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신소설이 아직 완전히 고전소
설의 문체와 어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人間’ 역시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16) 가. 今에 漸漸 雲霧가 開고 白日이 光明 듯니 會民들은 聖恩을 奉答
야 各其 安心시오  昨夕에 聞즉 會中에셔 上疏를 다니 然진
 一二人間 闕門에 詣야 奉疏지 衆民이 齊進지 마시오 (황성신
문 1898.11.09.)
나. 나라에셔 구졔 방은 각지 아니고 억지로 집에셔 안빈安貧라 
야 걸인들을 도모지 졔 디방을 나지 못게 니 그러케 엄금록
간란 인간이 더옥 견지 못야 방에 유리 쟈가 무슈지라 (독
립신문 1899.09.18.)
다. 미련한 인간이라, 제가 제 를 모를 터이나 길순의 음에 [｢귀의 성｣
(1908)]
라. 젼능치 못 인간으로 자네 갓치 이럿케 회 사람을 회기 젼 
으로 알고 졉을 면 [｢장한몽｣(1913)]
마. 그 참혹한 경상이 듣던 말보다도 더하와 여식이 구하지 아니하면 무정한
인간의 학대로 천명을 보존치 못할 지경이오니 [｢눈물｣ 상(1917)]

(16가)는 ‘衆民’과 대비되는 의미로 ‘一二人間’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人間’은 ‘사람’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16나)~(16마)에서는 ‘人間’이 사람
의 상태나 성격을 나타내는 수식어구와 함께 사용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뜻으로 나타난다. 특히 (16라)와 (16마)를 통해, 신소설의 경우 1910년대로
넘어오면서 ‘人間’이 이전에 비해 더 다양한 표현과 어울려 쓰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人間’과 어울려 쓰이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과거부터 일관
되게 ‘세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人間’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음이 분명
해진다.
(17) 가. 각 사의 본셩을 보거나 인간 샤회 보면 착 쟈ㅣ 온젼 샹을 밧고
악 쟈ㅣ 온젼 벌을 밧아야 맛당고 반 거시라 [경향보감(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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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平時 吾人의 身体가 健康 時에 一念欲望이 追求에 汲汲야 身体健
康이 如何 幸福됨을 未覺다가 一朝病床에 臥 時에야 身体健康이 人
間幸福에 最重을 始覺리니 (황성신문 1907.09.07)
다. 人間改造와 吾人의 理想 (매일신보 1921.12.06)
라. 人間의 道德과 人類의 品性을 論함 (매일신보 1922.05.28)

(17가)~(17라)는 ‘인간행락’, ‘인간만사’ 등의 상투적인 한자어구와는 다른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현들이다. (17가)에서는 ‘인간’이 근대적 개념인 “샤
회”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빈번하게 등장
한다. ‘社會’는 당시 ‘上等社會’처럼 그 속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수식어를
취하곤 했는데, 이 문장의 ‘人間’ 역시 사회의 어떠한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식어로 판단된다. 이 용례에서 ‘人間’이 ‘사람’의 의미로 완전히 굳어졌다
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 개개인을 언급하고 있는 문
맥을 토대로 볼 때, ‘人間’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관습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7나)에서는 사
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문맥에서 “幸福”이라는 단어와 ‘人間’이 어
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人間’이 ‘사람’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人間’은 점차 ‘사람’의 의미로 변모해갔고, (17다), (17라)에
서처럼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변화된 의미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개화기 이후 ‘人間’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의미로 사
용된 것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던 것 같다. 심지어 ‘사람’이라
는 뜻의 ‘人間’이 어디에서 온 표현인지에 대해 1923년에 개벽지에서 논
쟁이 펼쳐진다.12)
(18) 가. 지금 우리 詩壇에는 외국문자 그대로 쓰는 이가 잇습니다. 아모리 拜外熱
이 만키로 ｢人間｣, ｢未練｣ ｢過卷｣, ｢洞窟｣이라는 일본어를 그대로 조선어
로 쓰랴고 할 어리석음이 어대잇겟습니까, (金億, ｢無責任한 批評, - ｢문
단의 일년을 추억하야｣의 評者에게 抗議｣, 개벽 제32호, 1923.02.01)
12) 이 논쟁과 관련된 기술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현희 선생님께서 수업시간
에 언급하신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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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인간이란 말은 朝鮮사람으로서 기윽字도 모르는 樵竪牧童이라도 입
으로 부를 줄 압니다. 무엇인고 하니 人間七十古來稀란 소리외다. 이뿐
만 아니라 예를 들면 퍽 만켓지마는 朝鮮 속담으로 흔이 하는 말을 또
하나 예를 들겟습니다. 朝鮮 여자들이 성주니 터주니 불사니 하는 귀신에
게 기도할 때에 그져 어리석은 인간이라 아지 못하고 그리 햇스니 죄를
사하야 주시옵소셔 하고 정성껏 비는 소리가 잇습니다. 金億氏, 이것이
日本語일까요? (朴月灘, ｢抗議 갓지 안흔 抗議者에게｣, 개벽 제35호,
1923.05.01.)
다. 우리의 人間이라는 것은 世間이라는 意味를 包含한 것이며 日本人이 人間
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意味한 것이외다. 이 例가 正當한지는 모르
나 氏와 가튼 古漢詩 一節을 들면 ｢別有天地非人間｣이외다. 淺識이나마
이 文句에 依하면 人間은 世間의 意味가틈이다. 뿐만 아니라 人間七十古
來稀도 아마 이러케 해석할 수가 잇는 줄로 암니다. (중략)
氏는 婦女子의 祈禱할 때에 ｢어리석은 人間｣을 무엇무엇 말슴 하얏슴니
다. 그러나 一隅의 地方에서 生長한 나는 全國 俗談의은 仔詳하게 모르나
나의 시골서는 이런 말을 들어 보지 못 하얏슴니다. 그러나 엇지하야 祈
禱하는 것을 들으면 어리석은 人生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벌어지(虫)가튼
人生이라 하는 소리를 들어왓슴니다. 그러나 慶尙道 地方에서 人間이라고
쓰는 데가 잇음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야도 日本語가 輸入되면서부터
라고 생각됨니다. 叅考的으로써 보면 人間이라는 말을 大槪는 靑年들 입
에서 나옴니다. (在日本 丁炳基, ｢｢人間｣이라는 데에 對하야서, 이 글을
朴月灘氏에게｣, 개벽 제36호, 1923.06.01.)

(18가)와 (18나)를 보면, 김억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人間’이 일본에서 온
것임을, 월탄 박종화는 원래 평범한 조선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었음을 주장

하고 있다. 이 당시 문학작품 속에서 ‘人間’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지식인들이 혼란스러워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
문단의 주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人間’이 일본어에서 온 표현일 가능성
이 높다는 생각은 김억과 같은 문인들에게 큰 고민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8나)의 박종화가 김억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시한 논거들은 이후 다시
(18다)의 반론에 부딪힌다. 우선, 박종화는 “人間七十古來稀”13)에서 ‘人間’
13) “人間七十古來稀”는 唐 杜甫가 쓴 ｢曲江二首｣의 “人生七十古來稀”와 모종의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전기의 문헌보다는 19세기 가집에 등장하는 것
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종화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人間’이 유입되던 당시, 민간에 존재하던 이 표현에서 ‘人間’의 의미를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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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람’으로 해석하지만, (18다)의 필자는 여기서의 ‘人間’ 또한 ‘世間’으
로서의 관습적인 의미임을 주장한다. (18다)의 반박에서 눈여겨볼 점은 (18
다)의 저자가 조선과 일본에서의 ‘人間’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상술했던 것처럼 ‘人間’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의미로 관습적으로 사
용되어 온 조선과는 달리 일본에서 ‘人間’은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하고 있
는 ‘사람’의 의미로 이미 굳어져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조선 여성들이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
다는 박종화의 주장에 대해서 (18다)의 저자인 정병기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그와 같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한편, (18다)
에서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人間’이 당시 경상도 지방에서 사용되는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일본어의 수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경상도 지방이 일본과 가깝고 교류가 많은 지역이기에 그 영
향관계를 추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청년”을 언급한 것
역시 문화교류에서 새로운 언어의 유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 변화된
의미의 ‘人間’을 쓰고 있음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人間’은 근대 이전까지 한국의 문헌에서 ‘세상’
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개화기 이후 점차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람’
이라는 의미는 1920년대 이후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 양상은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의미의 원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
킬 정도였다.

3. 이중어 사전을 통해 살펴본 개화기 한국어에서의 ‘人間’ 수용
양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에서 ‘人間’의 의미는 개화기 이후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공간의 의미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이 절
에서는 이중어 사전을 바탕으로 ‘人間’이 타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분석
이것이 ‘사람’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8다)의 필자는 이것이 그래도
한문의 관습과 맞닿아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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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개화기 한국어에서 ‘人間’이 어떠한 의미로 수용되고 있었는지를 검
토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번역어의 성립 과정을 연구할 때 에도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유
신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이중어 사전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취했음은 위에서
논한 바 있다. 한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지금까지는 접촉한 적이 없었던 새
로운 나라의 문화, 그리고 언어와 접촉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편찬된 이중어 사전은 그
자체로 당대의 문화와 언어의 일부를 살필 수 있는 흥미로운 만화경이다.
III.2절에서 사전을 제외한 문헌이나 말뭉치에 기대어 개화기 시기 ‘人間’의
수용 양상과 의미 변화를 둘러싼 혼란을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이중어
사전, 그중에서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사전을 중심으로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수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의 종합적 국어사전이라 할 수 있는 문세영의 朝鮮語辭典(1938)이
나, 조선어학회(한글학회)가 지은 큰 사전(1947~1957) 이전에는 몇 권의
이중어 사전이 편찬되었다. 황호덕 외 편(2012: 6)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한
국어-외국어 사전의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Ridel의 한불
뎐(1880), Underwood의 한영뎐(1890), 삼판본까지 출간된 Gale의 한
영뎐(1891/1897/1911), 조선총독부가 출간한 朝鮮語辭典(1920), 마지막
으로 Gale이 편찬한 韓英大字典(1931) 등이다. 이제 이러한 한국어-외국
어 사전에서 ‘人間’이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살펴보면서 ‘人間’ 개
념의 변천을 논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Ridel의 한불뎐(1880)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
고 있는 ‘人間’과 관련된 표제항은 다음과 같다.
(19) *인간, IN-KAN, -I. 人間. (Hommes, milieu de). Ce monde, l’univers, parmi
les hommes.
*인간대, IN-KAN-TAI-SӐ 人間大事 Grande affaire de ce monde (1.
marriage; 2. funérailles).
*인간쳐, IN-KAN-TCHYE. 人間處. Logement, habitation, lieu d’habitation.

376 冠嶽語文硏究 第41輯

1890년에 편찬된 한불뎐에서 ‘人間’이라는 의미는 ‘세상, 우주, 사람 사
이’ 등으로 풀이되었다. 괄호 안에 있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사람, 사이’라
는 뜻이지만 이는 한자 낱글자의 뜻을 새긴 것으로 전체 단어의 의미와는
크게 관련지을 수 없다. 또한 ‘인간대사, 인간처’와 같은 단어들에서도 ‘人
間’을 ‘사람’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지 않다.
II장에서 살펴본바, 일본의 이중어 사전에서는 1860년대에 출간된 사전에
서도 ‘mankind, humankind’를 ‘人間’으로 번역하고, 반대로 ‘人間’을
‘Mankind, man, a human being, the world.’ 등으로 뜻을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人間’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활
발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Underwood의 한영뎐(1890)에서는 ‘人間’의 의미
를 다음과 같이 풀고 있다.
(20) 인간, 人間, The world, or the earth, society.

Underwood가 출간한 사전은 다른 사전들보다 분량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人間’이 표제항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당대에 ‘人間’이 적게 쓰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Underwood의 한영뎐(1890)에서
도 ‘人間’의 의미에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
Gale의 한영뎐은 총 세 번에 걸쳐서 출간된다. 초판본은 1891, 재판
본은 1897, 삼판본은 1911년에 출간되는데, 삼판본은 韓英字典(A Korean-

English Dictionary(The Chinese Character))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자를 설명한 자전(字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Gale은 1931년에
韓英大字典을 편찬하는데 이로써 세 번에 걸쳐서 한국어-영어 사전을 출
간하게 된다. 황호덕 외 편(2012: 7)에 따르면 Gale이 간행한 3편의 한영사
전은 이후 한영 이중어 사전들의 가장 중요한 참조 저본이 되었으며, 한국
어 사전(단일어 사전)이 부재한 시기 한국어 사전을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
하기도 했다.
일본어의 이중어 사전에서 Hepburn이 편찬한 和英語林集成 역시 세
번에 걸쳐서 간행된다. 초판에서 삼판에 이르기는 과정에서 표제항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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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번역어의 정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Gale이 편찬한 한영뎐 역시 세 번에 걸
쳐서 출간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人間’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초판본 한영뎐(1891)에 수
록된 ‘人間’ 관련 표제항과 그 의미이다.
(21) 6. *인간 s. 人間 (사) (이) The world. The family. See 셰계샹.
8. *인간락 s. 人間行樂 (사) (이) () (즐길) The delights of life.
9. *인간벼락 s. 人間霹靂 (사) (이) (벽력-벽) (벽력-력) Man’s thunderbolt
– a gun.
10. *인간리별 s. 人間離別 (사) (이) (날) (리별) Farewell to the world
– death.
11. *인간대 s. 人間大事 (사) (이) (큰) (일) The great events among
men – marriage and burial.
世 (인간) A generation of thirty years; an age; one’s life. The world.

한영뎐(1891)부터는 ‘人間’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人間’이라는 표제어에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는 않다. 그러나 ‘人間’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벼락’과 ‘인간대’과 같은
합성어의 경우, ‘man’ 혹은 ‘men’으로 뜻을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인간대
’를 ‘Grande affaire de ce monde.’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라고 설명한 Ridel의 한불뎐(1880)과 비교될 수 있다. 또한, Gale의 한
영뎐에는 한자 낱글자에 대해서도 뜻을 밝히고 있는데 ‘世’를 ‘인간 세’
라고 읽는 전통은 이때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본 한영뎐(1897)에 수록된 ‘人間’과 관련된 표제어와 사전
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제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2) *인간 s. 人間 (사) (이) The world. The family. See 셰계샹.
*인간대 s. 人間大事 (사) (이) (큰) (일) The great events among
men--- marriage and burial.
*인간리별 s. 人間離別 (사) (이) (날) (리별) Farewell to the
world---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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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도 s. 人間公道 (사) (이) (귀인) (길) The way of justice among
men---as growing gray with age.
*인간벼락 s. 人間霹靂 (사) (이) (벽력-벽) (벽력-력) Man’s thunderbolt,
a gun.

초판본과 재판본은 자모 배열의 순서가 변함에 따라 표제어의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공도’라는 표제항이 추가된 변화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공도’의 의미에서 보듯이 역시 ‘men’을 사
용하여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人間’에 ‘사람’과 ‘인간세상’라는 개
념이 혼재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ale이 1931년에 편찬한 韓英大字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위
치하고 있는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朝鮮語辭典(1920)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23) 人間(인간) 名 ｢世間｣(셰간)に同じ。

朝鮮語辭典에서 ‘人間’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II장
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에서 ‘人間’ 단어의 뜻이 ‘사람’으로 오래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당대의 일본인들이 ‘人間’에 ‘사람’의 의미가 있었음을
몰라서 위와 같이 정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朝鮮語辭典이 편
찬되는 시기에서도 ‘人間’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첫 번째 의미로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Gale의 韓英大字典(1931)을 살펴보고자 한다.
(24) 인간 s. 人間 (사) (이) The world; people. The family. See 셰계샹.
인간공도 s. 人間公道 (사) (이) (귀인) (길) The way of justice among
men---as growing gray with age.
인간대 s. 人間大事 (사) (이) (큰) (일) The great events among
men--- marriage and burial.
인간리별 s. 人間離別 (사) (이) (날) (리별) Farewell to the
world---death.
인간벼락 s. 人間霹靂 (사) (이) (벽력-벽) (벽력-력) Man’s thunderbolt, a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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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락 s. 人間行樂 (사) (이) () (즐길) The delights of life.

Gale의 韓英大字典(1931)에 이르러 마침내 ‘人間’을 설명할 때 ‘people’이
등장한다. 이중어 사전에서 ‘人間’이라는 표제항을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번
역한 것은 본고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전이 처음이다. 물론 III.2절에
서 살펴보았듯이 ‘人間’의 의미를 둘러싸고는 Gale의 사전이 편찬되기 이전
부터 많은 논쟁이 벌어졌기에, 사전에서 의미를 풀이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단어가 당대에 그러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전에 ‘people’이라는 의미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人間’의 의미로 ‘people’이 완전히 인식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초의 국어사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세영의 朝鮮語辭典(1938),
그리고 조선어학회(한글학회)가 편찬한 큰 사전(1947~1957)에는 ‘人間’이
다음과 같이 뜻풀이되어 있다.
(25) 가. 朝鮮語辭典
一 사람 ◯
二 세상
名 ◯
인간(人間) □
나. 큰 사전
인간(人間) 【이】 ① = 세상(世上). ② = 사람.

두 사전 모두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에서 ‘사람’을 첫 번째 의미
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지녔던 ‘人間’은 이제 비로소 국어사전에 ‘사람’이라는 의미가 실리
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이라는 의미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밀어내게 되었고, 그 결과 현대 한국어
에서는 ‘人間’의 의미가 ‘사람’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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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人間’이라는 한자어에 초점을 맞추어 이 한자어의 최초
용례, 일본어에서의 의미 변천과정, 한국어에서의 의미 변천과정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어에서 ‘人間’
의 의미가 변화한 데에 일본어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
러나 이는 동아시아 삼국이 영향관계를 주고받은 이래로 많든 적든 언제나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 ‘人間’의 의미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는 ‘人間’이 통념과는 달리 ‘human being’의 번역어가 아니라, 일본어에서
자체적으로 의미가 분화한 단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일본과의 활발한
영향관계 속에서 번역어는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화된 ‘人間’의
의미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이전,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던 ‘人間’의
의미는 백 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람’이라는 의미로 급격하게 변화
했다. 이제는 ‘人間’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떠올
리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졌다. 언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은 언어가
변하는 모습을 무척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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