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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고에서는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근  문제를 “기독교”와 “번역”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

고 해명하고자 한다. “한자문화권” “기독교” “번역”이라는 연구주제는 한 편의 논문에서 다루

기에는 방 한 내용이지만, 본고에서는 먼저 이 세 가지 연구주제가 만나는 접점에 해 

이야기 하면서 새롭게 동아시아의 근 를 규명하는 시론으로 삼고자 한다.

그렇다면 근  동아시아의 기독교 번역문헌을 분석하는 작업이 어떻게 한일 양국의 자화상

을 그리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종래의 비교연구 경향에 해 새로운 역을 개척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한일비교문학, 문화 연구는 식민지시 에 해당하는 20세기 전반을 다루어 “

향과 수용”이라는 방법을 취해 왔다. 이 시 는 일본제국주의와 번역의 연관성, 국어교육과 

식민지 언어정책, 한국어와 일본어라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여 작품 활동을 한 한국인작가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남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 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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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연구주제가 풍부하다. 그에 비해 본고가 연구 상으로 하는 19세기 후반의 시기는 

상 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19세기 후반 미국계 선교사에 의한 선교활동이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한일비교연구를 시도하지 않으면, 즉 기독교 선교를 축으로 

한일양국을 치시키지 않으면, 19세기 후반은 한일비교연구에서 좀처럼 다루게 되지 않는 

시기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번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기는 중국고전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전근  상황에서, 1895년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어에서 한국어, 

중국어로 중역을 통한 서양 사상 번역이 시작되는 전환기이다. 그 과도기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 문헌 번역, 특히 동아시아라는 한자권의 번역방법을 활용하고, 동시에 

해체하고자 한 선교사들의 번역론은 근  동아시아 번역사에 새로운 흐름을 창조했다. 한국어

역과 일본어역 사이에 직접적인 향, 수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한 근  일본의 

향력이 미치기 이전의 한일 양국이 어떻게 근 문체 형성과 기독교 수용에 차이를 보이는지 

새로운 한일비교문학, 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좀 더 확 해서 말하면, 본고에서는 “근 ”를 전근 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근 는 서양 문물의 충격에서 혹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의 외압에서 

시작된, 동아시아의 전근 와는 단절된 역사인 것처럼 종종 논해진다. 물론 근  시기에 새로

운 사상이 도입되고, 서양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미디어, 문체, 어휘

가 모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색은 전근 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근  연구자들에게 종종 잊혀지는 전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유럽과 다른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근 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근  동아시아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통해 선교

사들의 번역론과 기독교 문헌 번역에서 한자, 한문의 역할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러한 “한자문화권” “기독교” “번역”에 관한 논의는 근  동아시아의 타자 인식론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타자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번역을 재평가하고, 한자라는 

타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외국인 선교사라는 타자에 의해 

근  동아시아에 남겨진 문화유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새로운 연구주제를 환기시키고 

근  동아시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밝혀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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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근

한자권의 언어적 근 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날 한국인은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글을 쓰며, 일본인은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언어에 국적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언어와 국가, 민족의 

결합을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 적 발상이다.1) 근  이전에 사람들은 多언어 

상황을 국가나 민족과 연결시키지 않았고, 국가나 학교가 정한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언어생

활을 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일 민족, 국가로 발전한 것이 아님을 중국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표준어의 기초가 되는 북방지역의 관화(官話)와 

동남부 지역의 광둥어(廣東語)의 차이를 보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어와 독일어 정도의 

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어(漢語)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방언의 차이를 해소해 주는 서기언어(書記言語) 체계(한자)가 있기 때문이

고, 두 번째는 한민족(漢民族)인 이상 당연히 하나의 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 언어공동체라

는 이데올로기 때문일 것이다. 즉 엔더슨이 말했듯이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국어를 만들

고, 학교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어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일본어의 경우에도 오키나와의 말을 류큐 

방언(方言)이라고 규정할 것인지, 류큐어(語)라고 할 것인지에 따라 언어공동체의 모습은 달라

진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의 말을 독립된 언어로 부를지, 아니면 한 국가의 언어에 종속된 

하위 단위 방언으로 부를지는 언어학적 분류가 아닌 그 지역 사람들의 정치상황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한국어와 일본어 역시 근  국민국가 형성의 요구에 기초하여 규범

화된 국가어, 국민어로서 탄생되고 제작된 산물이다.

여기까지는 유럽과 비유럽 모두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근 화라는 사회변용 과정에서 공통

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유럽과 다른 국어 내셔널리즘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각 국어의 형성이 전통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자에 

의한 서기체계(書記體系), 즉 한자권(漢字圈)으로부터의 이탈, 혹은 해체라고 의식되어 온 

 1) 사카이 나오키/후지이 다케시(번역)(2005)번역과 주체이산,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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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 특히 외교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사용된 

것은 한자라는 표의문자이고, 서기체계로서의 한문이었다. 예를 들어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의 유학자들과 필담(筆談)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었던 것도 서기체계로서의 

한문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유럽 전근 에서 라틴어가 국가와 민족 사이를 중개하는 공통어가 

되었듯이, 동아시아에서는 한자가 유통 가능한 광역공통어(廣域共通語) 던 것이다. 더욱이 

한자와 한문은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의 경전을 배경으로 하여 서양의 캐논처럼 “신성하고 

진정한 글”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점, 또한 소수의 문자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던 점에서도 역시 

라틴어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에서 라틴어와 속어(俗語)의 이중구조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한

자와 한문은 공적인 교류,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자로서 일원화되어 있었지만, 이와 

조적으로 각 국가와 지역마다 음성언어의 차이는 확연히 존재했다. 이러한 문어문(文語文)

과 구어문(口語文)의 괴리는 근  언문일치운동의 주요 연구주제이다.

그런데 루터에 의한 성경의 속어(俗語) 번역에서 알 수 있듯이, 성스러운 라틴어에서 해방된 

결과 유럽 각 국의 근  언어가 생겨났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에서 민족어의 자립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다. 먼저 한국, 일본, 베트남이라는 한자권의 주변국에서는 근 화 과정에 

많든 적든 “탈중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근  “국어”는 한자권=중화문화권으로부터의 자립, 

혹은 극복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국어의 규범적 문체를 확정할 때, 한자나 한자 어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부적 존재로 자리매김 하느냐가 마치 국어의 순수성, 진실성을 증명하는 문제처

럼 여겨졌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국어국자(國語國字) 문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또 조선시

에 “언문”으로 천시되던 한글이 국문(國文)으로 공적 지위를 부여받고, 베트남에서 한자를 

폐지하고 알파벳 표기를 규범화한 것은 근 의 소위 속어혁명(음성언어중심주의)가 동시에 

민족문자의 자립을 이끈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

이 때, 한자는 주변국의 언어 내셔널리스트들로부터 근 의 문명에 역행하는 야만의 상징으

로 비난받았던 적도 있다. 더욱이 일본의 국학자와 같이 국어의 순수성, 진실성을 침범하는 

타자로서 한자뿐만 아니라 “중국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표상해 왔던 것도 언어, 문화 내셔널리

즘에 관련된 문제임을 간과할 수 없다.3)

다만, 서기언어(書記言語) 레벨에서 말하면 한자를 자국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주변국의 

문화 내셔널리즘의 표출방식은 한국과 일본이 반드시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일본

에서는 메이지 초기 문체변혁의 시도로서 종래에 한문의 해독과 작성기법이었던 훈독법(訓讀

 2) 村田雄二郎(2005)｢漢字圈の近代｣漢字圈の近代─ことばと国家東京大学出版会、pp.6-7
 3) 子安宣邦(2003)漢字論岩波書店、pp.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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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하나의 문장체로 성립하여, 한문과 분리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문에서 훈독문이 

독립하기 시작하여 한문을 신하여 공식 문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근  일본에서 훈독문

은 조칙이나 법률은 물론이고 교육이나 미디어의 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실용문으로 발전했

다. 말하자면 한문의 근 화, 중화가 문명개화와 함께 진행되었던 것이다.4)

또한 한어(漢語)를 사용한 번역어의 창출을 통해 사회(社會), 개인(個人) 등의 일본식 근  

한어(漢語)가 중국과 조선에 수출되어 각 국어에 수용되는 현상도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는 널리 보인다. 한자, 한문과 근  국어의 관계는 적어도 일본에서는 이율배반적이지 않았다. 

더욱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근  일본이 한자권 지역에 해 제국주의 침략을 하면서 

한국과 만에 내세웠던 슬로건은 문자와 혈통의 공통성을 주장하는 “동문동종(同文同種)”이

었다. 와한(和漢)의 학문은 근 에 이르러 일단 일본과 중국으로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다음에

는 한자, 한문을 일본의 제국화에 유리하게 내세워 동아공 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가 부상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자, 한문과 국어 내셔널리즘의 관계는 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3. 근  동아시아의 기독교 선교 역사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고에서는 한자권의 언어적 근 를 “기독교”와 “번역”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해명해가고자 했다. 근  동아시아에서 기독교는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에 의해 한중일 삼국에 전해졌다. 기독교는 인류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종교 지만, 

근  한중일 삼국에서는 서로 다른 특수한 수용양식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은 각각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과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으로 

미국에 의한 개항을 경험했다. 이 두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구미 나라와 처음 맺은 조약이고, 

그 후 프로테스탄트 선교가 미국계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공통점과 지리적 근접성은, 한국과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선교 활동이 양국의 선교사들

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그 후에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와 독립 

후의 남북분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과 일본의 발전 등, 한국과 일본의 접한 

관계는 20세기에 들어서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근  역사를 공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기독교 포교율에는 

 4) 齋藤希史(2005)漢文脈の近代名古屋大学出版会、pp.23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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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한 차이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구 25%이상을 기독교 신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1%도 되지 않는다. 양국의 이러한 기독교 수용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편 중국에서는 국 동인도 회사를 후원자로 하는 모리슨 선교사가 1807년에 프로테스탄

트 선교를 개시했다. 1830년에는 미국계 선교사 브리지만이 파송되어, 그 후 중국 선교는 

국계 선교사와 미국계 선교사의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더욱이 아편전쟁

(1840-1842) 후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기회는 확 되어 1858년 천진조약을 거쳐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한국이나 일본과 다른 공산주의의 길을 걷게 되는 중국의 기독교 선교와 

수용을, 한일 양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주목해

야 할 사실이다. 그것은 19세기 근  중국이 동아시아의 기독교 문헌 번역에서 언어와 문학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지적규범을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 

시 이기 때문이다.

한자권인 동아시아에서, 기독교 문헌이 먼저 중국의 서기언어, 즉 한자, 한문으로 번역되었

다는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서 기독교 포교가 성공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

다.5) 즉, 전근  시기 동안 중국 고전을 번역해 온 역사를 가진 한국과 일본에서는 구미 언어의 

기독교 문헌이 동아시아에서 먼저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신속하게 중역(重譯)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국어로 중역되기 이전

에 한역(漢譯) 성서가 유포되어, 한문 소양을 가진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읽혀져 있었던 

것도 기독교 수용을 가속화했다고 말 할 수 있다. 나아가 재청(在淸) 선교사들이 서양어를 

한자로 번역하기 위해 만든 사전은 근  동아시아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 

서양어를 자국어로 번역할 때 활용되었다.

또한 재일(在日), 재한(在韓) 선교사는 한자권 고유의 번역 방법론을 활용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에서 기독교 포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선교사에게는 그 지역의 지식인뿐

만 아니라, 서민에게도 전하는 번역문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한국 고유

어와 일본 고유어로 번역을 시도하면서 번역문헌이 비(非)언어엘리트 계층에 확산되기를 도

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때 선교사들에 의해 주목되고 고안된 한국과 일본의 비(非)언어엘

리트 계층의 문체는 근  국민국가라는 시 와 상호 작용하여 민족 고유 언어로 발전해간다.

이와 같이 기독교라는 서양사상이 근  한일 양국에 구체적인 언어로서 어떻게 녹아들어 

가는가. 특히 한자권에서 먼저 한문으로 번역된 기독교 문헌이 그 후 한국어 한글과 일본어 

가나로 어떻게 번역되어 가는가에 해 본고에서는 다루고자 한다. 

 5) 金成恩(2013)宣教と翻訳─漢字圈・キリスト教・日韓の近代東京大学出版会、pp.1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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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자 없이 근  사상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4.1 시 의 급박함과 계몽의 필요성

동아시아에서 근  서양 사상을 빠르게 번역하고 유포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자와 한문의 힘이었다. 먼저 근 라는 시 가 어떻게 한자와 한문을 통한 번역을 요구하

는지 시 성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근  초기 한자를 사용하고, 전근  번역루트의 문체를 선택한 번역물을 평가하면서, 조악

하다, 미숙하다 등등의 말로 평가 절하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요즘처럼 누구나 

외국에 쉽게 가 볼 수 있고, 직접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 인의 기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번역된 텍스트를 분석하여 문체, 

어휘의 고유성,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 라는 시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번역이 

이루어진 컨텍스트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일본의 번역자들이 근  서양 사상을 한자로 번역하고, 전근 의 번역론, 즉 중국 고전을 

번역하듯이, 혹은 중국 백화소설을 번역하듯이 문체를 선택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그 번역 

배경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시기의 급박성, 둘째, 계몽의 필요성, 셋째, 약자의 논리이다.

근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기 위해 한자 번역어와 한문에 기초한 문체는 어쩔 

수 없이 감행된 방식, 즉 필연의 산물이었다. 특히 서구라는 거 한 타자와 면하게 된 전환기

의 동아시아에서 한자 번역어와 한문에 기초한 문체는,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부각된 제반의 

문제들을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촉각을 다툴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된 자국의 근 화를 위해서

도 없어서는 안 될 선행 조건이자, 유일한(특히 일본) 방책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근 와 

맞물려 한자 번역어와 한문에 기초한 문체가 합당한 당위성과 존재의 성립조건을 갖추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첫번째로 시기의 급박성(절박성)이라는 논리가 있다. 다급한 역사적 상황을 꼽아, 한자 번역

어와 한문에 기초한 문체의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논리는 근  일본의 지식인에게 공유되고 

있었다. 표적인 일본의 계몽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서양사정(西洋事情)을 출판

했을 때, 이 책에 한자 가타카나 혼용문, 즉 2장에서 언급한 훈독문을 사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일본 근 화에 이념적 토 를 제공해 줄 서구의 철학가나 문호의 작품이 

당시의 일본에 거의 번역되지 않았다는, 시급하고도 조악한 당시의 여건 전반을 환기하고 

있다.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맞이한 동아시아에서 서양의 근  지식에 접근할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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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것이 후쿠자와 유키치에게는 한자 번역어와 한문에 기초한 문체인 

훈독문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자리 잡는다.

두 번째로 계몽의 필요성을 꼽을 수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번역은 서양의 근 지식을 

일본에 소개할 유일한 방법이자, 개화되지 못한 민중을 깨우치고 합리성과 근 의 세계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이면서도(초보적인) 중요한 계몽의 일환이

었다. 서양사정의 서문을 살펴보자.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른 바, 이 책은 가히 괜찮다 하겠으나 문체가 더러 정아(正雅)하지 않으니, 

바라건데 이를 한학(漢學)하는 유학자 아무개 선생에게 상의하여 어느 정도 첨삭을 가하면 더 

한층 선미(善美)를 다하여 길이 세상의 보감(寶鑑)이 되기에 족할 것이라 하니, 나는 웃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다, 양서(洋書)를 번역함에 오직 화조문아(華藻文雅, 화려한 수사와 우아한 문장)에 

주의함은 큰 번역의 취의에 어긋나니, 요컨  이 한 편 문장의 체제를 꾸미지 않고 힘써 속어를 

사용함도 단지 뜻을 전함을 주로 삼기 위함이라.6)

서양사정의 원고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서구의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은 좋으나 

문장이 “정아”하지 못하니 한학자(漢學者)인 아무개 선생에게 첨삭을 받음이 어떤가라는 평이 

있었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아니다, 이 번역은 “뜻을 전함”을 주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장을 꾸미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는 일화이다. 또한 후쿠자와는 만일 한학자의 첨삭을 

받을 경우 “한학하는 유학자 무리의 완고하고 편벽되고 고루하고 비루한 견해” 때문에 원문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7)

앞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물을 기록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번역하기에 한자 가나 혼용문

인 훈독문은 유용했다. 서양의 것을 한자로 기록하는 일은 언뜻 번거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어휘의 양이 풍부하고 조어(造語)가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아시아의 언어 중 한자어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훈독체는 상당히 간략화된 어법이었고, 매우 경제적인 문장이었다. 훈독문 

사이에 한자어를 적당히 끼워넣으면 쉽게 일본어 문장을 적을 수 있었다. 알기 쉽도록 뜻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일보다 훈독문이 수고가 덜한 작업이었다. 무엇보다도 

문명개화를 지향하는 근  일본에서 문장의 실용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약자의 논리이다. 한자 번역어와 훈독체는 결국 약자가 취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꾸미지 않은 문체에 면죄부를 부여해준다. 근  번역의 핵심은 원문에 한 충실함이나 번역문의 

 6) 福沢諭吉(1872)西洋事情 初編、巻之1、｢小引｣
 7) 福沢諭吉(1872)西洋事情 初編、巻之1、｢小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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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자의 필요성에 있다. 예컨 , 약자란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으며, 선택권이 없는 자이다. 후쿠자와에게 번역은 일본 근  개혁의 수단이자 무기 다.

이와 같이 급박성,  계몽의 요청, 약자의 권리라는 세 기둥이 지탱하는 시 의 합리성은 한자 

번역어와 한문에 기초한 번역문의 근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한다. 급박하고, 가진 것이 

없어, 더욱이 필요해서 한자와 한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근  동아시아에서 한자와 

한문은 시 의 요구이자 근  서양 사상 수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것이다.

4.2 기독교 사상 번역과 한자의 조어력

앞 절에서는 한자와 한문에 기초한 문체를 사용한 번역이 요구되던 근  동아시아의 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자와 한문에 기초한 문체가 어떻게 실제 번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성서 번역자의 예를 들어 기독교 사상 

번역과정에서 한자 번역어와 전근 의 번역 문체가 선택된 과정을 설명해 보자.

이수정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또한 그는 기독교 선교 초기 재한(在

韓), 재일(在日) 선교사 교류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수정은 1882년부터 1886년까

지 4년간 일본에서 머무르면서 기독교를 접한 후 일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재일 선교사 

루미스의 도움으로 미국 교회에 조선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썼다. 그 후 1885년 

언더우드(연세 학교 창립자)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된 것이다.

<그림1> 이수정 번역 성경 <그림2> 로스 번역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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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이수정은 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를 국한문혼용체로 번역했다. 번역 당시 만주에

서는 선교사 로스에 의해 복음서가 한글전용문체로 번역, 간행되어 있었다. 두 성경 번역의 

비교, 조를 통해 19세기 후반 이수정이라는 개화기 지식인이 지향한 이상적인 근  번역문

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자. 이수정의 이수정의 국한문혼용체 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 
의 본문은 <그림1>, 로스역은 <그림2>를 참고 바란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것이다.

현토역 :一　神之子耶穌基督之福音其始也8)

언해   :一　神(신)의子(자)耶穌(예슈쓰)基督(크리슈도스)의福音(복음)이니그쳐음이라9)

로스역 :一　하나님의아달예수키리스토복음의처음이라10)

여기에 인용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 앞부분의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는 선언이다. “神” 

“基督” “福音”은 모두 기독교 사상의 중요한 개념어로서, 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는 “神”과 

“福音”에 관해서는 그 로 한글로 음독하여 “신” “복음”이라는 한글 표기를 병행하고 있는 

반면, “耶穌”와 “基督”에 해서는 헬라어에 가까운 발음을 의식하여 “예슈쓰” “크리슈도스”

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子”는 일반명사이지만, 위 인용문의 문맥에서는 예수가 “神의 

子”인 것이 주제이므로, 한자표기로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수정역과는 조적으로 로스역은  “神”, “耶穌”, “基督”, “福音”을 “하나님” “예수” “키리

스토” “복음”이라는 한글표기만으로 번역하고 있다. 기독교를 처음 접한 당시 한국인들은 

로스역의 한글 표기만으로 기독교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새로운 개념어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번역어가 문장 속에서 한 단어씩 구분되어야만 한다. 당시 띄어쓰기

가 정비되지 않은 한글전용문에서는 그러한 단위 구분이 어렵다. 반면 국한문 혼용체에서는 

한자가 단어 구분 역할을 해준다. 즉 낯선 기독교 개념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한문혼용체

가 한글전용문보다 성경 번역에 효과적인 문체 던 것이다. 더욱이 한자라는 표의적 문자체계

는 조어력과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서, 기독교의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고 전달하기에 한글보다 

적합했다고 말할 수 있다.

 8) 이수정(번역)(1884)新約聖書馬可傳요코하마미국성서회사, p.1 현토역의 인용은 필자가 직접 자료조사
를 통해 뉴욕에 있는 미국성서공회 소장본에 의거했다. 

 9) 이수정(번역)(1885)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요코하마미국성서회사, p.1 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의 인
용은 필자가 직접 자료조사를 통해 뉴욕에 있는 미국성서공회 소장본에 의거했다.

 10) 로스역 인용은 정길남(편)(1995)개화기 국어자료 집성-성서문헌편박이정, p.385에 수록된 예수셩교
셩셔말코복음심양문광서원, 1884에 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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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수정역 신약마가젼복음셔언해는 유학경서의 언해와 동일하게 구어적인 어미

와 고유어의 사용에 주목하여, “한문체→국한문 혼용체→한글전용문체”라는 근  문체 발달 

과정을 전제로 국한문 혼용체에서 한글전용문체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문체라고 간주되어 

왔다.11) 그러나 필자의 검토 결과, 이수정은 한글전용문인 로스역을 한국어 문법과 문체를 

돌아보지 않는 번역이라고 비판한 후에, 국한문혼용체가 성경 번역에 적합한 문체라고 판단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2)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래, 조선 문학사에서는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이 장르로서 분명

히 나누어져 있었다. 한문 소양을 몸에 익힌 것은 과거를 보는 양반계급뿐이었기 때문에 

서민에 한 포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은 번역할 때 한국 고유어 및 한글전용문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수정이 로스 번역에 해 내린 비판과 앞의 인용문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문체 차원에서는 한글전용문은 서양 사상을 번역하기에 반드시 알기 쉬운 문체가 

아니었다.

이수정 번역 성경의 예와 같이 “한문체→국한문 혼용체→한글전용문체”가 아닌 “한글전용

문체→국한문혼용체”로의 이행은 자칫 근  한국어 문체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이수정의 국한문 혼용체가 1910년 이후 식민지 시 에 한국

의 지식인에 의한 성경 번역에 많은 향을 준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 서 밝혀졌다.13) 

또한 성경 번역의 역뿐만 아니라 임상석이 지적한 바와 같이 1895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근 계몽기에 신문, 잡지 등의 계몽 매체에서 국한문혼용체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14) 

1896년 독립신문 창간 당시 한글전용문체는 일반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 국한문혼용체에 주류

의 자리를 내주었다. 임형택 역시 독립신문이 선도했던 국문체로의 급진적 전환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15) 신교육의 교재류, 신학문의 출판물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창간된 신문, 잡지류도 부분 국한문혼용체를 채택하는 추세 던 것이다.

예를 들어 1896년 독립신문, 1898년 뎨국신문 등으로 시작된 근 적 언론에서 한문은 

배제되는 듯했지만, 곧바로 1898년 황성신문, 1904년  한매일신보 등의 창간으로 국한문

혼용체의 형태로 계몽의 장에 다시 진입한다. 그리고 한자강회, 서북학회 등의 단체들이 

설립되고, 언론을 형성하던 1900년  중반 무렵, 국한문혼용체는 오히려 계몽의 전면에 나타

11) 박희숙(1993)｢현토신약성경마가전의 구결과 그 언해에 해｣靑荷成耆兆先生華甲記念論文集신원출
판사, pp.1150-1178

12) 김성은(2012)｢근  국한문체 형성과 번역문체｣외국학연구22집, 중앙 학교 외국학연구소, pp.171-176
13) 오윤태(1983)한국기독교사4 개신교 전래사-선구자 이수정편혜선문화사, pp.75-78
14) 임상석(2008)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지식산업사, pp.18-19
15) 임형택(1999)｢근 계몽기 국한문체의 발전과 한문의 위상｣민족문학사연구민족문학사학회,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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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이 시기의 잡지는 가뎡잡지와 신학회월보 등 아동과 부녀자 및 기독교 신자라는 

제한적 독자를 상으로 삼은 경우를 제외하면, 40종에 달하는 잡지들의 부분이 국한문혼용

체를 표기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근 가 되어 한글이 국민의 언어생활을 담당하는 문자체계로서 또 민족문화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했을 때, 소박한 음소주의(音素主義)는 재검토되고, 새로운 권위 있는 자리에 상응하

는 규범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표준문자 표기법, 보다 구체적으로는 철자법의 규범 형성으로 

수렴되어 갔다. 한글은 표준화와 규범화에 의해 과거의 소박한 비엘리트 전용의 문자로부터 

엘리트를 위해서도 사용되는 근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어는 어떠했는가? 일본의 문학사에서도 소위 부녀자 중심의 가나문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사조시(草双紙)가 그 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당초 재일 선교사도 일본 고유어 

및 가나 전용문을 선택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키테이 산바(式亭三馬)를 비롯한 구어를 기록한 가나문학의 문체는 아직 사상을 

담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문장 형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모델로서 습득해야 할 작문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소설을 생기 넘치게 만드는 화문에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풍경을 

묘사하거나 의견을 전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잘 정돈된 구조를 갖추어야만 ‘문장’

이라는 문체 규범에 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단지 입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그 로 모사하

는 것만으로는 제 로 된 문체라고 평가받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일본어의 표기체계는 한자가 주요 명사, 동사의 기능을 하고, 가나는 조사, 어미 

등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 사상을 번역하면서 무리하게 표기수단으

로서 한자를 폐지하더라도 한어(漢語)의 의미는 배제되기 어렵다는 일본어 어휘와 문체 문제

가 남겨진 것이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かなのくわい” “國字改良論”의 시도는 곧 좌절되었다.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특히 사상 번역에서는 “神
かみ

”의 예가 보여주듯이 후리가나를

단 한어(漢語)가 유통되고, 훈독체 한자 가나 혼용문이 보통문(普通文) 혹은 금체문(今体文)이

라고 불리면서 널리 사용되게 된다.16)

여기서 “보통”이란, 누구라도 읽고 쓸 수 있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  

초기 일본에서는 유용이나 실용이라는 관념은 진보나 문명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러한 관념은 

문체에도 투 된다. 문명 언어로서의 훈독문은 교육의 보급과 미디어를 통해 보통문(普通文)

이 되었다. 문장의 유용성은 넓은 범위에서 통용된다는 사실에 있었다.

또한 훈독문은 금체문(今体文)이라고도 불렸다. 금체란 “현 의”라는 뜻이다. 따라서 금체

16) 金成恩(2013)宣教と翻訳─漢字圈・キリスト教・日韓の近代東京大学出版会、pp.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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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란 현 문을 의미한다. 일본 근  초기에는 현 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경계가 문어와 

구어 사이가 아니라, 한문과 훈독문 사이에 있었다. 훈독문을 금체문이라 부르는 순간에 상정

되는 고체(古體)란 결국 한문이었다. 한문은 부자유하며 예로부터 내려온 질곡에 얽매여 있는 

문체이다. 하지만 훈독문은 유용하고 자유로우며 문명개화 세상에 걸맞은 문체이다. 이렇게 

본다면 훈독문을 보통문이나 금체문으로 불 던 이유가 근  문체로서의 훈독문의 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에서는 한문에 기초한 문체, 한문을 읽기 위해 

만들어진 훈독문이 근  문체로 확립되게 된 것이다.

5. 타자 없이 자국문화는 형성될 수 있는가?
  

5.1 타자를 인식하는 수단: 번역

이수정, 로스의 예와 같이 근  국어, 근  문체는 여러 번역자들의 모색과 시도를 통해 

형성되었다. 때로는 전근  문학사 속의 어휘, 문체를 활용하면서, 때로는 기존의 어휘와 

문체의 활용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새로운 어휘, 문체를 고안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번역이다. 자국어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번역이 

성취한다. 우리가 자국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들어오게 하는 수단

이 바로 번역이기 때문이다. 번역을 통해 낯선 사상이 처음 고유한 언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생체 이식을 마친 환자처럼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따라서 당연한 일이다. 모국어 

속에 숨기려했던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피하고 싶은 사실을 굳이 마주하게 하고, 강 넘어가

려고 하는 의미를 붙잡아 따져 묻는 일을 번역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 자국어의 

정체성이 타자를 통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번역은 새로운 사상과 거래를 튼다.

한국과 일본 근 문학, 문화연구에서 번역의 가치를 묻는 자리가 비워져 있다는 사실은, 

문학, 문화연구 전반을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자

와 한문을 사용한 중역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매우 적극적인 번역 방법의 

일환으로서, 각각의 시 적 이념과 결부되어 최선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

의 근  문학, 문화사는 한자와 한문을 통한 근  번역에 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일본의 근 문학에서 글쓰기의 실천과 관련하여 한자와 한문을 통한 번역을 언급할 때, 이러

한 번역방법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번역의 급박성, 계몽의 필요성, 약자의 논리라는 

시 적 요청에 부응한 공동체적인 선택으로 여기고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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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자라는 타자

한국과 일본에서 한자를 국어와 구분하여 외래적인 이언어성(異言語性)을 부여하는 방식은 

강한 자국어(自國語) 의식을 가진 근 의 국어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과 일본인에게도 

공유되고 있다. 이언어문자(異言語文字)로서의 한자에 한 시각이 국학자, 혹은 근  국어학

자에게 배타적인 자국어(自言語), 즉 한국어, 일본어 의식을 구성해 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한자 수용이란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은 처음부터 문명적 우월자로 존재했다. 한자란 동아시아 모든 나라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문명이었다. 그러나 그 문명이란 중화 제국의 주변 모든 지역에 문명적 은혜와 

동시에 문화적 구속을 가져다주는 이중적인 유산이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자문화(自文化), 

자언어(自言語) 의식은 문명의 어쩔 수 없는 수용과 저항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한자권이라고 해도 한자와 한문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게 수용되었다. 조선시 의 

한문은 중국 한문의 문장 구조와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 중국음에 더 가깝게 음독되었으며, 

일본과 같은 훈독문을 정착시키지 않았다. 즉 일본의 한문은 한국보다 더 토착화되고, 일본어

와 타협하여 흡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근  번역문체로 한문과 구별된 

훈독문이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서양 사상이 근  동아시아에서(19세기 초 선교사들이 기독교 번역을 시작한 중국에서

든, 청일전쟁 이후 서양의 제도와 학문에 해 번역어를 양산한 일본에서든) 일단 한자로 

번역된 이상, 그것은 중국어나 일본어라는 개별어로 수용된 것이 아니었다. 동아시아에서 

보편성을 획득한 문자(한자), 문체(한문체)로 성립되어 중국, 한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되고,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자와 전근 의 번역문체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다시 각 나라의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받고, 번역되어 한국어로서, 일본어로

서 정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무시한 채, 한자를 단지 이질적 타자로 간주하는 것은 닫힌 내부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서 타언어(他言語)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자국어(自國

語)는 있을 수 없음을 전제해야 한다. 순수 언어란 비교언어학이 구성하는 조상어(祖上語)와 

같은 인공언어학적 추상이다.

한자와 한문을 배타적으로 어내야만 자국어의 순수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의 

역사에서 한자나 한문은 전래된 지역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환기시켰던 요인으로 작용하 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고유성이나 다양성은 한자나 한문이 전파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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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한자나 한문이 전파됨에 따라 비로소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자와 한문을 통한 문화재편은 고 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본고에서 살펴본 것같이 

한자와 한문의 표의(表意) 시스템이 다른 언어에 해 갖는 응력이나 조어력의 우수성은 

근  동아시아 사상 번역에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한자와 한문의 우위성은 어나 히라

가나,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와 한문을 문명의 우월자로 인정하고 평생 빚진 심정으로 짐 지고 가자

는 것도 아니다. 한자와 한문은 한국어와 일본어 성립과 전개에 피할 수 없는 타자이다. 오히려 

이러한 타자의 존재 덕분에 자국어란 끊임없이 외부에 열려가야 하는 유동체임을 의식할 

수 있지 않은가? 자국어의 순수함을 주장하고 지키기 위해 늘 타자를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보다 외부를 향한 열린 의식이 자국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3 선교사라는 타자

한국의 근 어, 근 문체는 한국인에 의해서만 모색된 것이 아니다. 선교사 로스의 성경 

번역의 예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번역 작업을 하 다. 선교사들이 한글 교육과 

보급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많은 국어학자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적

인 국어학자인 최현배는 “기독교가 한글에 준 공덕”이라는 제목으로 “(1) 한글을 민중의 사이

에 전파하 다. (2)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목사의 활동에 따라, 신도들은 사상 표현의 

말씨를 배우며, 글읽고 글쓰는 방법까지 깨치게 되었다. (3) 한글에 한 존중심을 일으키고 

한글을 지키는 마음을 길 다. (4) 한글의 과학스런 가치를 인정하 다. (5) 배달의 말글을 

널리 세계에 전파하 다. (6) “한글만 쓰기”의 기운을 조성하 다.”라는 6가지를 공덕으로 

들고 있다.17) 

또한 앞서 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번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후반은 중국고

전에서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전근  상황에서 1895년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또는 중국어로 중역을 통한 서양 사상 번역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옮겨가는 전환기이다. 이러한 과도기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 문헌 번역, 특히 동아시아라는 한자권의 번역방법을 활용하고, 동시에 해체하고자 

한 선교사들의 번역론은 근  동아시아 번역사에 새로운 흐름을 창조했다.

서양인이지만, 동아시아에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성경과 종교소설을 번역해

17) 최현배(1962)｢기독교와 한글｣신학논단7, 연세 학교 신과 학, pp.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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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던 선교사들은 전근  번역 문체를 활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God이라는 

유일신 개념의 번역어에 해서는 종래의 한자문화권의 번역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거기에는 비기독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유일신 사상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선교사들의 신중한 배려와 고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번역의 효율과 속도만을 

중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재한(在韓), 재일(在日) 선교사들은 각각 한국 고유어, 일본 

고유어와 씨름하면서 성경 번역을 시도했다.18)

일본의 경우에는 선교사들의 가나 전용문체의 시도는 일본 지식인들의 반발로 좌절되었지

만, 일본어 문자체계에서 한어(漢語)가 차지하는 비중, 표기법의 불완전함을 적극적으로 노출

시켜 이후 일본어 철자법 정립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노력은 사전편찬과 

철자법 정립 등 근  일본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즉 선교사들은 근  동아시아에서 누구보다도 한자와 한문, 그리고 한중일 각국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집단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전근  번역론을 근  사상 번역을 위해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해체하면

서 한국과 일본의 자국어(自國語) 발달에 공헌하 다.

타자 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자, 한문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고 급진적으로 한글

과 가나 전용 문체로 번역을 시도하고, 고유어를 번역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기독교 선교를 

위한 그들의 번역론 모색은 근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시 적 요청과 맞물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근 어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교사라는 타자를 시야에 

넣고 그들의 번역 작품을 근  문학, 문화사 연구에 포함시킬 때, 동아시아의 근 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근  문제를 “기독교”와 “번역”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해명하고자 했다. “한자문화권” “기독교” “번역”이라는 연구주제는 한 편의 논문

에서 다루기에는 방 한 내용이지만, 본고에서는 먼저 이 세 가지 연구주제가 만나는 접점에 

해 이야기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동아시아의 근 를 규명하는 시론으로 삼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과 다른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근 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

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근  동아시아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통해 선교사들의 번역론과 

18) 金成恩(2013)宣教と翻訳─漢字圈・キリスト教・日韓の近代東京大学出版会、pp.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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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문헌 번역에서 한자, 한문의 역할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해 근 라는 시 의 급박함과 

계몽의 필요성이 동아시아에서 한자와 한문을 활용한 빠른 번역을 요구하 고, 한자의 조어력

(造語力)을 활용하여 근  사상 번역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한자문화권” “기독교” “번역”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근  동아시아의 

타자 인식론을 새롭게 제안했다. 즉 타자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번역을 재평가하고, 한자라는 

타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외국인 선교사라는 타자에 의해 

근  동아시아에 남겨진 문화유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새로운 연구주제를 환기시키고 

근  동아시아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일면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금후 필자는 본고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선교사들이 번역을 위해 편찬했던 사전 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 문헌을 중심으로 한 한자문화권

의 번역론을 다른 근  사상 분야까지 확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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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근  사상 번역과 한자

‒ 한일 기독교 문헌 비교를 심으로‒
본고에서는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근  문제를 “기독교”와 “번역”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해명하고자 했다. “한자문

화권” “기독교” “번역”이라는 연구주제는 한 편의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방 한 내용이지만, 본고에서는 먼저 이 세 
가지 연구주제가 만나는 접점에 해 이야기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동아시아의 근 를 규명하는 시론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과 다른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근 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근  동아시아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통해 선교사들의 번역론과 기독교 문헌 번역에서 한자, 한문의 역할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해 근 라는 시 의 급박함과 계몽의 필요성이 동아시아에서 한자와 한문을 활용한 빠른 번역을 요구하 고, 
한자의 조어력(造語力)을 활용하여 근  사상 번역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자문화권” “기독교” “번역”에 관한 논의는 근  동아시아의 타자 인식론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타자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번역을 재평가하고, 한자라는 타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외국인 
선교사라는 타자에 의해 근  동아시아에 남겨진 문화유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새로운 연구주제를 환기시키고, 
근  동아시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밝혀줄 것이다.

Translation of Modern Ideas and Chinese Character

‒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This study attempted to discuss the linguistic modernity of the cultural region using Chinese character centering on two pivotal 

factors “Christianity” and “translation.” The research themes “cultural region of Chinese character,” “Christianity,” and “translation” 
are too broad to be handled in a single dissertation, but this paper attempted to sketch the modernity of East Asia from a 
new perspective by discussing the contact point of the three themes. 

For this, first all,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nguistic modernity of the cultural region using Chinese character 
in East Asia, distinguished from those in Europe. Next, the roles of Chinese character and writing were examined in missionaries’ 
theories of translation and their translation of Christian literature through the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in modern East Asia. 
From this study was found that the urgency of modern times and the necessity of enlightenment demanded prompt translation 
into Chinese character and writing in East Asia, and modern ideas were translated at a fast rate using the high word formation 
ability of Chinese character.

Such a discussion on “the cultural region of Chinese character,” “Christianity,” and “translation” provides a clue to the “other 
epistemology” of modern East Asia. That is, three points as follows will raise new research themes and shed light on the diversity 
and dynamism of modern East Asia: 1) reevaluation of translation as a means of recognizing others; 2) how to understand 
Chinese character as “other” in Korea and Japan; and 3) how to evaluate cultural heritages left in modern East Asia by foreigner 
missionaries as “ot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