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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外來語 와 借用語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언어학적인 연구에서는 外來語라는 용어와 함께 借用語라는

용어도 같이 나온다. 그리고 이 두 용어들이 원리상으로는 동의어로 생각되고 있으면서

실제 사용에서는 이 두 용어의 차이가 보인다.

심재기는(1982, 50) 주로 近代國語 이전까지의 語辭로서 외국어에서 국어에 수용된

단어들은 보통 차용어로, 그리고 주로 20 世紀의 語辭로서 국어에 수용된 단어들은

외래어로 표시된다고 분류한다.

  민현식 (1997,945)에 따르면 차용어는 수용자의 관점에서 빌어 왔다는 능동적, 적극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외래어는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흘러온 말을 총칭하는 뜻이라고 구별되고 있다.

  이기문은 외래어라는 용어가 널리 퍼져 있지만 언어학자들은 보통 차용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기문 1976, 176).

위의 세 가지 견해는 꼭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3 가지 주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근대 한국어에서나 그 전에 받아들인 차용어들은 적극적으로 통합된 차용어로 생각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반면에 그 이후, 즉 20 세기, 한국어 어휘에 들어온 차용어들은

오히려 수동적인 범람의 결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2. 이기문의 설명을 통해 근대 이전 외래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있는 반면에

현대적인 외래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일어로도 外來語 와 借用語라는 이 두 용어를 „Fremdwörter“와 „Lehnwörter“로 번역할

수 있다. Bußmann 의 „언어학사전“(2002, 398) 은 „넓은 의미의 „Lehnwörter“ 와 „좁은

의미의„Lehnwörter“ 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 „좁은 의미의„Lehnwörter“ 를

„Fremdwörter“와 비교하자면 어떤 A 언어는 B 언어 에서 어떤 단어를 차용할 때 그 단어의

발음, 형태소, 문법은 완전히 언어 A 의 발음, 형태소, 문법에 맞춰진 것이다. 따라서  

„Lehnwörter“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Lehnwörter“ 는 좁은 의미에서

„Fremdwörter“와 달리 어떤 A 언어는 언어 B 에서 차용되어 언어 A 에 맞춰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Lehnwörter“ 는 „좁은 의미의 „Lehnwörter“ 와 그리고 „Fremdwörter“를 둘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Bußmann 2002, 226-227).



(표 1: Lehnwörter und Fremdwörter)

                Lehnwörter (넓은 의미에서)

          ↓                  ↘

          ↓                     ↘

          ↓                       ↘

Lehnwörter (좁은 의미에서)                    Fremdwörter

Bußmann (2002, 39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에는 외래어의

경우 키워드 뒤에 어원과 원어가 둥근 괄호 안에 적혀 있다.

예: 아르바이트(<독>Arbeit)

하지만 차용어에서는 어원과 원어가 키워드에 대한 설명 뒤 각이 진 괄호 안에 써 있다. 

예: 

빵

「명사」

「1」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소금, 설탕, 버터, 효모 따위를 섞어 반죽하여 발효한 뒤에 불에

굽거나 찐 음식. 서양 사람들의 주 음식이다. 「2」먹고살 양식. 

【＜<포>pão】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래어와 차용어는 여기에서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독>Arbeit) versus 【＜<포>pão】.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외래어는 독일어„Fremdwort“(외래어)처럼 사용되고 있고 차용어는 „좁은

의미의 Lehnwort“(빌려온 말)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차용어“란 단어를 찾아 봤을 때 단지 “외래어의 동의어“ 라고 적혀

있다.

차용-어(借用語)[차ː--]

「명사」『언어』

=외래어.

  또한 학술적인 연구들에서도 외래어와 차용어는 동의어로 받아 들여지지만 내용에 따라

두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정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두 용어의 개념을 경계를 지어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Bußmann 의 정의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에 대한 연구

2.1. 한국어 속에서 외래어의 주요원어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외래어는 어떤 언어에서 유래되었을까? 이러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도표 2 에서는 국어사전과 외래어사전을 조사해 외래어의 주요 원어들을 통계분석해

보았다.  

李鍾極 (1936): 모던朝鮮外來語辭典 (1936); 李鍾極 출판; 京城.

동아 (1994) :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유성령/지유애(1998): 최신 외래어사전; 유성령/지유애 출판; 서울.

배인환 (2000): 외래어사전(2002); 배인환 출판; 서울.

국립표준국어대사전 (2001); 국립국어연구원 출판.

(표 2: 한국어 속에서 외래어의 주요원어들)

李鍾極
(1936) 
외래어사전

동아
(1994)
사전

유성령/

지유애(1998)

외래어사전

배인환
(2000)
외래어사전

국립
(2001)
사전

영어 약 90% 약 88% 약 75% 약 85% 약 90%

기타 (수) 1.375 988 1.587 2.244 4.143

독일어 34,7% 24,5% 27,0% 25,3% 30,3%

프랑스어 25,4% 21,1% 26,7% 21,1% 18,3%

이탈리아어   5,1% 20,2%   5,8% 10,7% 12,6%

일본어   1,0% (14)   3,5% (35)   1,1% (21) 23,5% (613)
[8,5% (222)]

  5,7% (235)

분석

위 도표를 보면 영어가 주로 사용되며, 그 뒤를 이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어가

사용됨.

1945 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이전, 영어에서 온 외래어가 이미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영어 다음으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그 뒤를 잇는다. 

이 두 언어를 합하면 비(非)영어-외래어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두 언어와

이탈리어는 비(非)영어-외래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언어들은 10% 이하이다.

놀랍게도 일본어에서 온 외래어 단어들은 오히려 매우 적다.

일본어에서 생긴 외래어 단어 수는 도표 2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몇몇 사전에는 일본어에서 온 외래어가 의도적으로 빠져 있다. 배인환이 집필한



외래어 사전에서 조사한 외래어(다른 나라 언어가 일본어를 통해 한국어로 온 단어들

포함) 수치는 23,5%(613 단어). 순 일본어에서 온 경우는 8,5% (222 단어)로 집계되었다.

화학, 물리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독일어 단어들이, 음악 분야에는 이탈리아어 단어들이

주로 사용됨
  
  독일어에서 건너온 대부분의 외래어들은 화학, 물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지리 분야와 같이 일본에서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야의 서적들에서도 독일어

단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 Karst, Kar, Karrenfeld).

동아 새국어사전에서는 이탈리아어 단어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단어들은 대부분 실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표 3: 배인환이 집필한 사전 내 분야별 외래어 구분)

주분야 기타 없음

독일어 화학 21,9%

의학 7,6%

31,8% 38,7%

프랑스어 - 25,4% 74,6%

이탈리아어 음악 70,3% 7,7% 22,0%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은 거의 예외없이 음악분야에서 왔다. (예를 들면 a capella, 

andante, andantino, allegro, allegro con brio). 배인환 사전에서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어의 70,3%가 음악 분야에 속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비롯되었다. 단어들의 74,6% 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부속시킬 수 없고, 25,4% 는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다. 프랑스어에서 온

중요한 단어들은 gomme, carton, vacance, baquette 그리고 Monami 와 Paris croissant 과 같은

회사 이름이다.

  한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독일어 단어들은 일본어를 통해 들어 왔다: Arbeit (의미는

학생들이 하는 부업), Eisen (Steigeisen 의 줄인 말), Gips (석고 붕대라는 뜻), Thema (테마).

2.3. 일본에서 온 서양 외래어들 그리고 한국어 속의 일본식 영어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서양 외래어들이 일본어를 통해서 한국어로 온 것이다.

  첫 번째 일본어에서 줄인 단어의 그룹이다 (테레비, 파마, 아파트, 오토바이).

  두 번째 그룹은 영어에서는 없는 단어들, 즉 일본에서 조성된 단어들이다. (오무라이스,

돈가스, 스탠드바, 와이셔츠).

  세 번째 그룹은 일본어 내에서 변화된, 즉 의미가 함축되어 한국어에 자리를 잡은

단어들이다. (사인 – sign, 뜻: 서명; 마담– madame; 뜻: 술집이나 다방, 매춘소의 여주인; 

아르바이트 – Arbeit, 뜻: 학생들이 하는 부업).

  네 번째 그룹은 일본어의 발음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고무, 빵, 빵꾸).



(표 4: 일본에서 온 서양 외래어 그리고 한국어 속의 일본식 영어

동아 (1994) 한글학회
(1992)

배인환
(2000)

국립국어연구원
(2001)

T’ellebi 텔레비/

T’erebi 테레비

←television ←television 
(영)

televi(sion) 텔레비전의 잘못

된 표기

P’ama 파마 - ←permanent 
wave (영)

- ←permanent

Ap’at’ŭ 아파트 ←apartment 
house

apartment (영) apartment house ←apartment

Mising 미싱 ←sewing 
machine

←machine (영) machine→
ミシン

(일) mishin

[< machine]
Ot’obai 
오토바이

←autobicycle ←autobicycle –
(amerik.)

(미) autobi(ke) ▼←auto bicycle

Omŭraisŭ 

오므라이스

←omelet+rice ←omelette(불) 

rice(영)
(일) omelet-

Rice

←omelet+rice

Ton’gasŭ 
돈가스

- - - ←(일) ton[豚] 

(일)kasu[<cutlet]

Sŭt’aendŭba 
스탠드바

stand+bar stand bar stand bar ▼stand bar

Waisyŏch’ŭ 
와이셔츠

←white shirts ←white shirt 
(영)

white+shirt ▼←white shirts

Sain 사인 sign sign (영) Sign Sign

Madam 마담 madame (불) Madame (불) madame (불),
madam→
マダム

(불) madame

Arŭbait’ŭ 
아르바이트

Arbeit (독) Arbeit (독) Arbeit (독) (독) Arbeit

Komu 고무 ←gomme (불) ←gomme (불) gomme (불)

→コム
[<(불) gomme]

Ppang 빵 ←pão (포) ←pão (포) pao (포)→パン [< (포) pão]

Ppangkku 빵꾸 パンク
←puncture

←puncture (영) - ←(일) panku

[< puncture]

  위의 15 개 단어들은  영어, 불어, 독어, 포르투갈어에서 직접 한국어로 차용된 것은

아니고 일본어에서 간접적으로 한국어로 온 단어들이다. 조사한 네가지 사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일본어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동아

새국어사전의 경우에는 15 개 단어 중 한 번, 배인환의 경우에 다섯

번,국립국어연구원의 사전에서는 세 개의 단어들이 일본어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굵게 쓴 부분 참조).



배인환의 사전에는 일본어를 통해 온 것이라는 것을 몇몇 경우에서는 적어도

인정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전은 누구나 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미싱과 빵구의

경우 발음에 의거하고 돈가스는 한자와 영어의 조합이다. 

3. 결론

사전 편찬 시  여러 목적을 갖을 수 있다. 그것은

- 실제 단어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아니면

- 규범화 즉 언어 순화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조사한 4 개 사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많은 외래어가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어

순화를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상상 할 수 있다. 특히 외래어 사전은 대개 그다지

광범위하지 않고 종종 나열된 단어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가제와

테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독일어에서 파생 된 외국어로만 나열되고 있다. 

독일어 사전을 참고해보면 가제와 테마 같은 단어들은 여러나라의 언어를 통해 차용돤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가제 (페르시아어 – 아라비아어 – 스페인어 – 불어 – 신화란어 – 독어 – 일어)          

                테마 (그리스어 - 독 –일)

  한국어 속에서 대부분의 외래어가 유럽어를 기반으로 하므로 특히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학자들은 한국어 속에서의 외래어 대한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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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words in Korean

From which languages came the most foreign words in the Korean language?  An answer to this 
question is of interest, because the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and prestige in human societies 
is reflected by the amount of borrowings, which one language gives another language.

(Important origin languages of foreign words in the Korean languge)

Yi Chong-
kŭk
(1936) 
Foreign 
Words
Dictionary

Tonga
(1994)
Dictionary

Yu/ Chi 
(1998)
Foreign 
Words
Dictionary

Pae In-hwan 
(2000)
Foreign 
Words
Dictionary

Kungnip
(2001)
Dictionary

English App. 90% App. 88% App 75% App. 85% App. 90%
Rest 
(number)

1.375 988 1.587 2.244 4.143

German 34,7% 24,5% 27,0% 25,3% 30,3%
French 25,4% 21,1% 26,7% 21,1% 18,3%
Italian   5,1% 20,2%   5,8% 10,7% 12,6%
Japanese   1,0% (14)   3,5% (35)   1,1% (21) 23,5% (613)

[8,5% (222)]
  5,7% (235)

We can see that the English language, even before the occupation of South Korea by US troops 
in 1945, is by far the dominant donor language. 
One special feature of the Korean language is, that many foreign words came from Western 
languages through Japanese to Korean.
  This becomes even more obvious when we think about the so-called "Japanese English" or 
words, which pronunciation tells that they came through the Japanese language.  First, we have a 
group of words, which were abbreviated within the Japanese language (e.g. T’ellebi, Ot’obai).
The second group consists of words, which were put together within the Japanese language, but 
doesn t́ exist in the English language (e.g. Omŭraisŭ, Waisyŏch’ŭ).
Within the third group, there was a chance or narrowing in the meaning, which were adopted 
into the Korean language. (Sain – sign, meaning: sign; Madam – madame; meaning: female 
brothel manager; Arŭbait’ŭ – Arbeit, meaning: side job for students).
  Within the fourth group, the pronunciation reminds of the "detour" from the Japanese language 
(Komu, Ppang, Ppangkku).
  Since most foreign words in Korean have an origin in European languages, in particular the 
scholar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working in Europe could thus play a major role in the 
research and teaching of foreign words i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