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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새로 만들어진 문용어가 어떻게 우리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게 되었는지

를 국어사 의 구체 인 사례들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문용어는 

갓 생겨난 신어일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어휘와 함께 국외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래어의 비율이 높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용어가 일반어 

다의어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문 인 개념 외에 일상 언어생활에서 필요한 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로 의미가 확장되고, 빈번한 노출로 인해 난이도가 낮아졌음을 의

미한다.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나타내기 해 만들어진 문용어는 언어 문가나 문학

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은유의 과정을 통해 일상 언어생활로 편입시켰다. 구체 인 문

용어의 일반어화 양상은 문용어에 한 표지를 극 으로 기술한 �모던조선외래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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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어 편찬한 �표 국어 사 �(1999) 등의 사 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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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문용어와 일반어의 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질문은 ‘ 문용

어란 무엇인가?’라는 문용어학의 근본 인 개념 규정과 깊은 련이 있

다. 문용어의 개념, 즉 문용어가 일반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 야 

문용어의 실체에 한걸음 다가서는 동시에 일반어와의 계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문용어, 문어에 한 정의를 시도한 연구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ㄱ. 유승국(1997): 문용어는 특정사회에서 인 으로 만들어진 말

로, 특히 문 직업을 같이 하는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

ㄴ. 강 화(2000): 문용어는 해당 문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 학문의 분화  문화로 비롯된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에 한 표 을 해 새로 만들어지거나 도입된 용

어.

ㄷ. 방경원(2002): 문어는 문성을 띈 의사소통에 쓰이면서 문

인 기능을 충족시키는 언어 인 의사소통 수단의 총체.

ㄹ. 이 주(2013): 문용어는 문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 는 어휘

의 집합을 가리키며 문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의 (1ㄱ)은 문용어 자체보다는 사용 역, 사용자를 심으로 근

하 고, (1ㄴ)은 문용어의 내  특성과 외  사용 양상을 모두 고려하

다. (1ㄷ)은 문용어의 기능에 이 있으며 (1ㄹ)은 언어 단 를 ‘어휘’

로 한정하여 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 다. 그런데 이들 정의는 모두 해

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1ㄱ)은 ‘말’이 가리키는 상이 명확하지 않

고 문용어 자체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1ㄴ)은 개념 정의에 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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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된 ‘용어’와 ‘ 문용어’의 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1ㄷ)

에서 문어는 문 역에서 쓰이는 언어 반을 가리키는 것인데 방경원

(2002)를 살펴보면 분명 나머지 논의의 ‘ 문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 문

어 어휘’에 응하는 것으로 보고 문어는 언어 반에 한 것으로 설정

하 으나 실제 기술에서는 문어와 문용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반

면 (1ㄹ)은 ‘ 문어’, ‘ 문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 으나 ‘어휘’ 자체에 집

합  의미의 다의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 는 어휘의 집합’이라

는 표 이 잉여 이다. 지 까지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용어를 ‘특정 문분야에 종사하는 문가들이 사용하는 문  개념

을 지칭하는 어휘’로 규정하고 문 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체를 가리키

는 ‘ 문어’가 아닌 ‘어휘’ 단 로서의 ‘ 문용어’를 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1)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문용어와 일반어의 계를 설정할 때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일반어의 개념과 범  설정이다. 일상 

언어생활과 문분야의 언어생활이 분리된 것으로 보면 일반어를 문용

어와 등한 계로 놓아 그림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반면 일반어를 

언어생활 반에 걸쳐 사용하는 어휘로 보면 문용어가 이에 속하는 계

이므로 그림 2와 같다. 

 1) 문용어를 와 같이 정의할 때 일반어는 당연히 문용어와 를 맞추어 ‘어휘’에 

국한된 개념이다. 일반어와 련해 생활어, 상용어, 일상어, 일반용어 등의 유의어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반어’를 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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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용어와 일반어의 계 1>

<그림 2. 문용어와 일반어의 계 2>

일반어의 범 를 넓게 보든 좁게 보든 화살표로 표시한 문용어와 일

반어의 넘나듦은 자연스럽고 필수 인 것이다. 통 인 용어론에서는 일

반어와 문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교차 없이 평행한 집합으로 보았으나 

이 주(2015)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카 , 험블리, 르라 등의 학자들이 

용어의 불변  특징을 배격하고 문용어와 일반어가 의미 , 화용  차이

만 있고 이 차이가 정도와 범 의 문제라는 사회용어론  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제시한 그림 1, 2는 문용어에 한 사회용어론  

을 제로 한 것이다.

문용어와 일반어의 넘나듦을 의미론 으로 근하면 일의성을 충족

하는 단의어가 다의어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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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그림  일반어와는 사용 역, 사용자의 측면에서 변별되는 문용

어가 존재한다는 그림 1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나타내기 

해 새로 만들어진 문용어가 어떻게 우리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게 되었

는지를 국어사 의 구체 인 사례들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문용어와 일반어의 계

처음 만들어진 문용어는 단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의어이고, 특정한 

분야에서만 쓰이며, 사용자가 제한 이고, 난도가 높은 어휘이다. 문용어

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휘의 생명 주기로 보았을 때 갓 생겨난 신어일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어휘와 함께 국외에서 들여올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외래어의 비율이 높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용어가 

일반어가 된다는 것은 문 인 개념 외에 일상 언어생활에서 필요한 상

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로 의미가 확장되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

한 상황에서 사용하며, 빈번한 노출로 인해 난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김 권(2001)에서 부분의 문용어 연구에서는 공시 인 만 존재한

다고 하 으나 새로 생긴 문용어의 정착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동반한

다. 따라서 결과에 을 맞춘 공시  연구와 함께 일정 시간 경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통시  연구가 필요하다. 

공시  에서 그림 1의 교집합은 이운 (2002)와 같이 ‘통용’이라 볼 

수 있고, 통시  에서는 의미 확장으로 인한 문용어 혹은 일반어의 

사용 범  확 이다. 일반어와 문용어의 넘나듦으로 발생하는 어휘의 

상 변화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우선 일반어 어휘가 시 의 흐름에 따라 

지칭하는 상이 없어지면 역사 문용어가 된다. ‘가정오랑캐(家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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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나라 사신이 올 때 따라온 하인을 낮잡아 이르던 말인데 ‘가정’이 집

에서 부리던 남자 일꾼을 뜻하는 말이었으므로 조선시 에 가정오랑캐는 

분명 일반어이다. 그러나 재 ‘가정오랑캐’는 ‘가정오랑캐 맞듯’이라는 

용구에만 남아 있으며 이마 도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표 국어 사

�2)에서는 ’가정오랑캐’에 해서 행패를 잘 부리는 사람을 비유 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례를 찾기 힘들다. ‘청나라’와 ‘하인’이 

사라지면서 청나라 사신의 세를 믿고 행패를 부리는 일부 가정오랑캐의 

특성에 기 어 생긴 비유  의미조차 잘 쓰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일반어가 

문용어화된  하나의 로 ‘난 (亂廛)’을 들 수 있다. ‘난 ’은 ‘조선 시

에 나라에서 허가한 시 ( 廛) 상인 이외의 상인이 하던 불법 인 가게’

로 에 와서 역사 문용어가 된 어휘이이다. 그런데 ‘가정오랑캐’와 ‘난

’이 다른 것은 ‘난 ’은 허가 없이 운 하는 불법 인 가게‘라는 의미를 

유지하여 일반어로도 리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용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  

편찬 지침의 변화로도 알 수 있다. �표 � 의 편찬 지침에는 문용어

에는 용례를 보여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일상 으

로 많이 쓰는 것에 해 용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바 었다. 실이 아닌데

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실을 말하는 ‘가상 실’이라는 어휘

는 컴퓨터 분야의 문용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게임에 가상 

실이 많이 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련한 용례가 제시되어 있다. ‘가상 

실’과 같은 문용어는 일반어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어와 넘나드는 것은 아니지만 문용어가 생성되고 세력이 확장되었다가 

정 에 도달하면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 소멸되는 양상을 살펴보려면 통시

 2) 이하 �표 �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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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를 들어 서로 다른 두 용액  삼투압이 

높은 용액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생물 분야 문용어 ‘고압 용액’은 동의

어 ‘고장액’에 려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통시  변화의 주된 방향성에 해서 방경원(2002)에서는 처음

에 문어는 일반어를 사용하고 여러 의미  정의를 통해 특정 의미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뿐이며 나 에 일반어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 고, 

홍희정(2007)에서는 ‘바닥’이 경제 용어가 되는 것보다 ‘ 타’, ‘기하 수’ 

등이 일반어가 되는 것이 상 으로 빈번하다고 하여 상충되는 견해를 보

이고 있다. 방경원(2002)와 홍희정(2007)의 논의가 문용어의 일반어화와 

일반어의 문용어화  강조하는 어느 한쪽을 제외한 다른 한쪽을 완 히 

배제하는 논의는 아니며 두 주장에 해당하는 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다만 

이 논의에서는 두 가지 방향  문용어의 일반어화에 집 하여 기술하도

록 한다.

일반인이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를 습득하는 경로는 주로 신문, 방송 등

의 언론이며 “생경한” 문용어를 하면서 문분야의 벽에 부딪치게 된

다. 이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문용어 어휘 집합의 특성을 

살펴보면 갓 생성된 신어의 비 이 높다.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문용어

가 복수 개 존재할 경우 경쟁을 통해 하나의 어휘만 살아남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때 살아남는 어휘는 통 인 어휘보다는 새로 생긴 신어가 부

분이다. 어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서구에서 들여오는 외

래어의 비 이 높다. 이는 국이나 북한처럼 언어생활을 통제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는 외래어 문용어를 번역하여 보 하는 체계가 제 로 갖추어

져 있지 않다는 것과 련이 있다. 학문의 지화라는 에서 이 게 

문용어에 외래어 비 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상은 아닐 것이다. 



136  韓民族語文學 第71輯

<그림 3. 문용어 일반어화의 원리>

문용어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일반어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림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의미 확장, 사용 역 확 , 사용자 증가, 난이도 

조정이 표 인 조건이다. 신어, 외래어가 한국어 어휘 집합에 포함되게 

되는 조건은 사용자 증가와 난이도 조정인데 반해 문용어는 이와 더불어 

의미의 확장과 사용 역의 확 가 동반되어야 일반어의 집합에 수용되게 

된다. 형 인 문용어는 단의어인데 문용어로서의 원형 인 의미에

서 생된 확장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서 다의어가 된다. 이 과정에서 사

용 역은 자연스럽게 문 분야에서 일상생활로 확 가 되고 사용자는 

문가 소수 집단에서 언 으로 바 면서 수가 늘어나게 된다. 문 역에

서 쓰이기 때문에 언 에게 어렵게 느껴지던 문용어가 일반어가 되려면 

문용어 자체 혹은 문용어가 가리키는 상이나 개념의 빈번한 노출을 

통해 익숙하고 쉽게 느껴지도록 난이도가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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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역

일반어포함

표제항 수
문 역

일반어 포함 

표제항 수

문

역

일반어포함

표제항 수

역사 1,348 심리 218 고 76

불교 1,148 언어 212 사회 72

법률 1,022 한의학 210 출 71

운동 445 동물 208 수공 66

물리 421 기독교 172 정치 64

수학 373 문학 155 술 53

의학 354 미술 149 기계 51

군사 336 가톨릭 133 기 48

민속 332 업 124 통신 35

경제 326 컴퓨터 123 교통 32

식물 312 연 118 책명 29

철학 287 논리 117 항공 27

음악 259 농업 112 약학 25

생물 246 종교 108 해양 24

화학 242 천문 106 언론 16

지리 233 교육 91 수산 15

건설 224 공업 78 총계 11,046

<표 1. ｢표 국어 사 ｣의 일반어 다의어 동반 문용어 분포>

Ⅲ. 국어사 과 문용어의 일반어화

1. �표 국어 사 �의 다의어 문용어

�표 � 의 문용어 표제어  약 5%에 해당하는 9,893항목의 어휘가 

하나 이상의 일반어 다의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 1은 일반어 다의어를 

동반하는 문용어의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기 이 되는 문 역의 분류

는 �표 �의 일러두기에 밝힌 문용어 기술 체계를 따른 것이다. 다의어

가 두 항목 이상인 경우를 모두 분리하여 분석하 더니 총 11,046항목의 

문용어가 일반어 다의어에 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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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어의 일반어화는 문용어 표지가 붙지 않은 다의어 수가 많을수

록 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인 일반어화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가 일반어 다의어로 구체화되는 것인데 문용어로서의 의미가 일반

어로서의 의미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은 그림 4와 같은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nemeyer(1991)의 환유-은유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맥에 의해 유도된 재해석인 환유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연쇄 으로 의미 복을 발생시킨다. 이는 결국 련이 있지만 독립된 두 

인지  역 간의 이라는 은유의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그림 4. 문용어 일반어화의 환유-은유 모형>

이러한 모형을 용할 수 있는 표 인 문 역이 ‘동물’과 련된 것

이다. 여기에서 ‘동물’ 역에 해당하는 어휘의 일부를 문용어 일반어화

의 사례라고 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지 못하는 동물의 생물학  

특성이 사람에게도 용이 되어 ‘동물’로서의 기본 개념이 지칭하는 상

의 범 를 벗어난 다의어가 생성되는 상에 이 있다. 이는 노양진․

나익주 역(2006)에서 가장 명백한 존재론  은유라 지 한 의인화와 련

이 있다. 사람 이외의 개체에 한 경험을 인간의 특성이나 활동의 에

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경험은 책이나 매체로부터의 지식 습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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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험이며 언 에 의해 타인의 간  경험으로 생성된 은유  의미가 

확산된다. (2)와 (3)은 ‘동물’ 역 문용어로서 일반어화 과정에 놓여 있

는 표 인 인 ‘아메바’, ‘카멜 온’의 의미를 보인 것이다. ‘아메바’는 

련어인 ‘단세포’처럼 일반어화의 과정에서 행동 따 가 상당히 원 이라

는 부정 인 의미가 강조된 반면, ‘카멜 온’은 주로 다양한 능력이나 매력

을 갖추었다는 정 인 의미를 달한다.

(2) ㄱ. 문용어: 아메바목의 단세포 원생동물.

ㄴ. 일반어: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3) ㄱ. 문용어: 머리는 투구 모양에 네 다리와 꼬리가 길고, 피부에 좁  

모양의 돌기가 많으며, 몸의 색이 주 의 환경, 선, 온도 따 에 

따라 변하는 카멜 온과의 충류.

ㄴ. 일반어: 변하기 쉬운 성질이 있는 사람을 비유 으로 이르는 말.

(2), (3)과 같은 문용어 일반어화의 기반이 된 은유의 속성은 ‘유사성’

이다. 노양진․나익주 역(2006)에 소개된 구조  은유, 지향  은유, 존재

론  은유는 모두 우리 경험 내부의 체계  상 계 속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사성’을 창조하게 된다. 문용어의 일반어화를 논의하면서 

유사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유사성이 객 인 유사성이 아니라 인

간이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유사성이기 때문이다. 문용어가 문 역에

서 문가에 의해서만 쓰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리 쓰이게 되어 일

반어가 되는 과정에는 일반인들이 개별 으로 한 문용어의 개념에 포

함된 의미  속성과 유사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존재한다. 개개인의 개

별  경험이 쌓여서 공감 가 형성되는 단계에 이르면 사 에 기술할 만한 

새로운 의미가 사회 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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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용어  일부는 문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어로도 쓰이고, 그  일부는 문용어의 의미가 이되면서 은

유의 기제를 통해 일반어가 되는 통시  과정을 겪은 것이다. 문용어 일

반어화의 결과는 언 에게 의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하게 된

다. 텍스트를 읽다가 이런 어휘를 하게 되었을 때 문용어의 의미로 해

석을 해야 할지 일반어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과정은 Pragglejaz Group(2007)에서 제시한 은유 인지 과정(MIP: 

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과 유사하다. Pragglejaz Group(2007)

에서 제시한 은유 인지 과정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 (4)와 같다. 

(4) ㄱ. 체 텍스트 읽기

ㄴ. 어휘 단  인식하기

ㄷ.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 악하기

ㄹ. 주어진 문맥에서의 의미보다 더 기본 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기

ㅁ. 비교를 통해 이해가 가능한 문맥상의 의미가 기본 인 의미와 차

이가 뚜렷한지 결정하기

(4ㄱ)부터 (4ㄹ)까지의 과정을 거쳐 (4ㅁ)을 만족하게 되면 해당 어휘를 

은유 인 것으로 단하게 된다. 이때 ‘기본 인 의미’는 구체 이고, 행

와 련이 있고, 명확하고, 역사가 긴 것이다. 이런 기본 인 의미와 문맥에 

의해 악되는 어휘의 은유  용법과의 조는 문용어와 일반어에도 

용이 된다. 문용어가 일반어화된 경우 문용어는 일반어보다 구체 이

고, 명확하며, 먼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문용어로서의 다의어

와 일반어로서의 다의어를 포함하는 어휘의 의성을 해결하는 단서로 작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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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가장 일반어화가 활발하게 일어난 역은 ‘역사’이다. 그런데 

‘역사’ 역은 나머지 문 역과 분류의 기 이 다르다. 표 1의 문 역

은 모두 어휘의 의미, 련된 주제를 기 으로 나  것인데 ‘역사’ 역만 

시간의 축을 기 으로 한 분류이다. ‘역사’ 역에 속하는 어휘들은 재에 

과거에 사용되던 의미로 쓰이지 않을 뿐이지 내용 으로는 다른 역으로 

다시 분류할 수도 있다. 를 들어 ‘낙 ’은 ‘조선 시 에, 이품 이상의 벼슬

아치를 뽑을 때 임 이 이조에서 추천된 세 후보자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에 을 던 일’이라는 의미의 ‘역사’ 문용어인데 내용 으로 보

면 ‘정치’ 역과 련이 있다. 이 어휘는 재는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

에 마땅한 상을 고르는 일’이라는 일반어로 쓰인다. 

다른 역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역사’ 역을 인정한다고 할 때 ‘역사’ 

문용어는 노양진․나익주 역(2006)에서 언 한 문화  정합성(coherence)

과 련이 있다. �표 �에 역사 문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양반’은 (5)와 

같이 다양한 다의어를 포함한다. ‘양반’은 범문화 으로 요하다고 여겨지

는 문화  가치인 ‘ -아래, 안-밖, 심-주변, 능동-수동’  , 심 등

의 정  지향성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이는 (5ㄴ), (5ㄷ), (5ㅁ) 등에서 

공간화 은유가 정합 임을 보여 다. 그러나 (5ㄹ)을 보면 정반 의 부정

 가치를 달하고 있어 은유의 문화  가치가 늘 정합 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다시 말해 주로 공유되는 기본 인 가치와는 다른 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ㄱ. �역사�고려ㆍ조선 시 에, 지배층을 이루던 신분. 원래 료 체제

를 이루는 동반과 서반을 일 으나 차 그 가족이나 후손까지 포

하여 이르게 되었다.

ㄴ. 잖고 의 바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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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자기 남편을 남에게 이르는 말.

ㄹ. 남자를 범상히 는 홀하게 이르는 말.

ㅁ. 사정이나 형편이 좋음을 비유 으로 이르는 말.

2. 국어사 에 나타난 문용어의 일반어화 양상

문용어가 일반어로도 쓰이게 되는 양상을 제 로 살펴보려면 각 역

별 문용어 목록을 확보하여 일반어 목록과 비교하면서 의미 변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서 기술한 로 문용어의 의미 변화는 시간의 흐름

을 제로 하므로 비교할 문용어 목록과 일반어 목록은 시차가 있어야 

한다. 이 논의에서는 외래어 문용어에 한 표지를 극 으로 기술한 

�모던조선외래어사 �(1937)�3), 이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수정증보 조

선어사 �(1940)�4) 등의 사 에 기술된 문용어를 �표 �과 비교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이종극이 1937년에 발간한 �모던조선외래어사 �은 14,203항목의 외래

어 신어를 등재하 는데 문 역까지 꼼꼼하게 기술하 다는 면에서 

문용어학에서도 의의가 있는 사 이다. �모던�은 문용어에 한 정보를 

미시 구조 항목으로 명확하게 제시하 는데 �모던�의 범례에 나타난 29종

의 문 역 체계를 보이면 다음 표 2와 같다. 범례에서는 29개의 문 

역만 제시하 지만 실제로는 이외에도 149종의 문용어 표지가 �모던�

에 등장한다. 범례에 없지만 문 역으로 설정한 것으로는 ‘고생물, 구두

법, 미국, 생리화학, 양계, 축음기, 종교사, 조각, 제지’ 등이 있다. �모던�의 

문 역 체계는 문 분야의 분류를 일차 인 목 으로 한 것이 아니므

로 체계의 완성도를 추구하기보다는 문용어로서의 용법을 최 한 기술

 3) 이하 �모던�으로 표기.

 4) 이하 �조선�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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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역 표지 역 표지 역 표지 역

((시)) 시학 ((법)) 법률 ((미)) 미술 ((어)) 언어학

(( )) 화, 활동사진 ((인)) 인쇄 ((동)) 동물 ((권)) 권투

((화)) 화학 ((건)) 건축 ((병)) 병학 ((항)) 항해

((약)) 약물 ((문)) 문법 ((기)) 기계 ((무 )) 무선 신, 라디오

((음)) 음악 ((상)) 상업 (( )) 물 ((지)) 지질

((식)) 식물 ((이)) 이학(물리) ((의)) 의학 ((수)) 수학

(( )) 기(학) ((천)) 천문 ((화)) 회화 ((극)) 연극

<표 2. �모던조선외래어사 �의 문용어 기술 역>

하는 데에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용어 표지를 붙인 표제항은 

총 2082개로 체의 14.7%가 문용어로 기술되었다. 

�모던�에서 문용어 표지를 제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 )) 안에 문 

역의 첫 자를 넣은 것이 부분이다. 무선 신, 라디오를 나타내는 

‘((무 ))’과 언어학의 ‘((어))’, 연극의 ‘((극))’은 이와 다른 방식인데 한 

자의 약어만으로 문 역을 가늠하기 어렵거나 첫 자보다 두 번째 

자가 내용을 더 효과 으로 달하는 경우에 외를 두었다. �모던�에 실

린 문용어가 로 오면서 일반어화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해 

�모던�의 문용어 표제어를  국어사   가장 자세히 문용어를 

기술한 �표 �과 비교해 보았다. 김한샘(2014)에서는 [표 2]에 보인 �모던�

의 문용어 기술 역을 �표 �5)의 과 비교하여 (6)과 같이 제시하

다.

(6) ㄱ. 일치(명칭 동일): 법률, 미술, 동물, 화학, 물리(이학), 기계, 음악, 

 5) �표 국어 사 �(1999)의 문용어 기술 역(고유 명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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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천문, 의학, 기(학), 언어(학), 수학

ㄴ. 일치(명칭 상이): 약물/약학, 건축/건설, 인쇄/출 , 병학/군사, 지

질/지리, 무 /통신, 물/ 업, 상업/경제,

ㄷ. 부분 일치: 연극/연 , 화․활동사진/연 , 항해/교통, 권투/운

동․오락, 시학/문학, 문법/언어, 회화/미술

�모던�에서 범례에 제시한 28개의 문 역을 �표 � 의 45개 

문 역과 비교하니 (6)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모던�의 기본 문 역은 

�표 �의 문 역과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ㄱ)은 명칭이 완 히 겹

치는데 물리, 기, 언어 분야에서 �모던�이 이학, 기학, 언어학 등으로 

학문 분야의 명칭을 함께 제시하 다는 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6ㄴ)은 

개념은 일치하지만 명칭이 다른 것들인데 이 부류를 통해 각 사 에 편찬

된 시기의 사회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개별 건물을 짓는 ‘건축’이 심이

었던 시 에서 양 인 면에서 확 되고 질 인 면에서 심화된 건설이 가능

해졌다. 우리는 재 도시를 건설하고 을 건설하는 시 에 살고 있다. 

지 은 휴 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1900

년  반에는 ‘무선 신’이 표 인 통신 수단이었다. 개인의 상거래 

표지 역 표지 역 표지 역 표지 역

[건] 건설 [법] 법률 [미] 미술 [출] 출

[운] 운동/오락 [공] 공업 [동] 동물 [교] 교육

[화] 화학 [약] 약학 [물] 물리 [언] 언론

[연] 연 [가] 가톨릭 [기1] 기계 [지2] 지명

[음] 음악 [생] 생물 [문] 문학 [항] 항공

[식] 식물 [지1] 지리 [사] 사회 [고1] 고

[컴] 컴퓨터 [천] 천문 [경] 경제 [종] 종교

[교] 교통 [통] 통신 [ ] 업 [정] 정치

[의] 의학 [수1] 수학 [수2] 수산 [수3] 수공

[군] 군사 [ ] 술 [철] 철학 [불] 불교

[ ] 기 [역] 역사 [심] 심리 [언] 언어

[기2]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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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상업’ 역은 사회  활동으로서의 ‘경제’로 범 를 확 하게 되었으

며, 종이에 책을 어내는 ‘인쇄’가 ‘출 ’의 일부 과정이 되었다. 사회가 발

하고 학문이 심화하면서 문 역의 범 가 확 된 것은 (6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 장거리 교통 수단이 배에서 비행기로 바 면서 

‘항해’는 ‘교통’에 흡수되고 ‘항공’이 별도의 문 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장르를 넘나드는 ‘연극’과 ‘ 화’가 근 에는 

완 히 분리된 역이었다. �모던�에 제시된 117종의 문 역 체 체계

를 세부 으로 분석하여 �표 �과 비교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모던�에 문용어로 기술된 표제항과 �표 �의 표제어를 일부6) 비교

해 보았더니 문용어 표지 없이 일반어로 기술된 어휘는 표3의 9항목이었

다. 고로 , 로(-)쓰(트), 로스트․비-푸, 가쓰 쓰 등의 어휘는 1930년

에 일본을 통해 들여온 서구식 음식이 반에 문용어로 쓰이다가 음식이 

화되자 ‘요리’라는 역 자체가 문 역으로서의 효력을 잃고 일반어

화된 경우이다. 지 은 구나 흔히 얼굴이나 몸에 바르는 ‘로션’도 화

되기 까지는 약품으로 인식되어 의학 분야의 문용어로 인식되었다. 

�표 �에서는 ‘라임라이트’의 의미 풀이에 ‘19세기 후반 극장에서 무 용 

조명으로 썼다.’라는 정보를 주어 과거와 재의 사용 역이 다르다는 것

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롤필름’은 ‘라임라이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던�에서 (( ))의 표지가 붙어 ‘ 화’ 역에서 말아서 쓰던 긴 필름을 

가리키던 것이 사진이 보편화되면서 카메라에 넣는 필름이라는 의미로 

리 쓰이다가 디지털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빈도가 격히 

낮아져 향후 다시 �연 �의 문용어 표지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6) �모던�의 문용어  ㄱ∼ㄹ에 해당하는 표제항 602 항목을 �표 �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모던�과 �표 �의 외래어 표기 방식이 완 히 다르고 원어 표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어를 심으로 하나하나 따로 복 여부를 검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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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문용어가 가리키는 개념이나 상의 일상화가 문용어의 일상화

와 직결되는 들이다. �모던�의 다의어 구조가 간단하여 �모던�의 문용

어 다의어 포함 어휘와 �표 �의 일반어 포함 어휘는 ‘ 문용어:일반어’의 

단순한 응 계를 보 다.

모던조선외래어사 문 역 표 국어 사

고로게[croquette] <요리> 고로

넘불[nombre (佛, number)] <인> 넘버

라임라잍[limelight] <극> 라임라이트

로- [lotion] <의> 로션

로(-)쓰(트)3[roast] <요리> 로스트

로스트․비-푸[roast beef] <요리> 로스트비

롤․필림[roll-film] < > 롤필름

리알(아)리스트[realist]  (1)<철학> (2)<문 > 리얼리스트 

가쓰 쓰[cutlet] <요리> 커틀릿

<표 3. ｢모던조선외래어사 ｣의 수록 문용어의 일반어화>

문세 의 �수정증보 조선어사 �은 1933년 제정된 한 맞춤법을 반

했고 으로 1940년 부터 1960년 까지 각 을 받았던 사 이고 

문용어에 한 기술을 미시 구조에 포함하 으므로 �표 �과 비교해 보았

다. 앞서 분석한 �모던�이 외래어만을 등재한 데에 비해 �조선�은 어종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용어를 포함하 다. �모던�

이 엄격한 의미로는 외국어에 해당하는 잠재  외래어를 많이 기술했기 때

문에 �표 �과 겹치는 표제항이 많지 않은 데에 비해 �조선�은 실제로 쓰

는 말 주로 기술하여 �표 �과 복되는 표제항의 비 이 상 으로 

높다. 황용주(2014)에서는 �조선�을 계량 으로 분석하여 총 109,750개의 

표제항  문용어 표제항이 7,019개임을 밝히고 표 4와 같은 통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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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표 4. �수정증보 조선어사 �의 문용어 기술 통계>

분류 빈도 비율 분류 빈도 비율

문-문법 161 2.29 법-법학 448 6.38

동-동물학 1666 23.74 철-철학 135 1.92

식-식물학 1959 27.91 심-심리학 69 0.98

- 물학 137 1.95 교-교육학 16 0.23

의-의학 956 13.62 윤-윤리학 24 0.34

약-약학 500 7.12 논-논리학 60 0.85

수-수학 293 4.17 경-경제학 54 0.77

리-물리학 135 1.92 천-천문학 118 1.68

화-화학 160 2.28 지-지문학 128 1.82

합계 7,019 100

황용주(2014)의 자료를 �표 �과 비교하여 �조선�에서 문용어로 기술

하 는데 �표 �에서는 일반어로 기술한 어휘를 추출하니 2,760항목으로 

39.3%가 일반어로 환되었다. 문용어가 일반어로 환되는 과정을 간

략하게 나타내면 다음 (7)과 같다. 그런데 사 에서 (7)의 과정을 완벽하게 

구 할 수는 없다. 사 이 어휘의 모든 다의어를 빠짐없이 기술하기가 쉽

지 않고 특히 국어사 에서는 일반어를 심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문용

어를 모두 등재할 수 없다. 한 문용어와 일반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

으면, 다시 말해 한 어휘의 문용어로서의 용법과 일반어로서의 용법이 

차이가 크지 않으면 별도의 다의어로 의미구획(demarcation)을 하기 힘들

다.

(7) ㄱ. 문용어로만 사용 

ㄴ. (일반어 다의어 발생) 문용어로 사용하면서 일반어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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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문용어 다의어 소멸) 일반어로만 사용

�조선�과 �표 �을 비교할 때 문용어가 일반어로 환되었는지 여부

는 �조선�에서 문용어로 기술되었던 어휘가 �표 �에서는 일반어로만 

기술된 경우(7ㄱ → 7ㄷ), �조선�에서 문용어로만 기술되었던 어휘가 �

표 �에서는 문용어와 일반어로 기술된 경우(7ㄱ → 7ㄴ), �조선�에서 

문용어와 일반어로 기술되었던 어휘가 �표 �에서 일반어로만 기술된 

경우의 세 가지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로 단하 다. 

(8) ㄱ. �조선�: (化) 속원소(金屬元素)  그 화합물 쇠붙이

ㄴ. �표 �: 열이나 기를 잘 도하고,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이 풍부

하며, 특수한 택을 가진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9) ㄱ. �조선�: (醫) 흉복통(胸腹痛)

ㄴ. �표 �: ｢1｣ 안타까워 마음속으로만 애달 하는 일.

｢2｣ �의학�=가슴쓰림.

(10)ㄱ. �조선�: ① 엉기어 굳은것. ② (理) 융해물이 식어서 고체가 되는것. 

ㄴ. �표 �: 액체 따 가 엉겨서 뭉쳐 딱딱하게 굳어짐.

(8)은 ‘ 속’에 한 �조선�과 �표 �의 의미 기술을 보인 것으로 화학 

분야의 문용어로 기술되었던 ‘ 속’이 일반어로만 쓰이게 되었다. (9)의 

‘가슴앓이’는 의학 분야 문용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의학용어로도 쓰이지

만 ‘안타까워 마음속으로만 애달 하는 일’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된 

이다. (10)은 �조선�에서 일반어와 물리학 문용어의 두 가지로 기술했

던 ‘응고’가 �표 �에서는 일반어로만 기술되었음을 보인다. 두 사 의 

문용어 표지 부여 여부만으로 보면 (8)은 ' 문용어 → 일반어', (9)는 '

문용어 → 일반어 + 문용어', (10)은 ' 문용어 + 일반어 → 일반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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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실제 사용례를 살펴보면 사 의 정보만으로 이러한 경향을 단정

하기는 쉽지 않다.

(11)ㄱ. 동 인 힘에 한 충격을 흡수하고 속 조직의 피로  노화에 

항하기 해 필요한 성질입니다. (1994, 잡지)

ㄴ. 기존의 Pt 극 신 속 산화물 극을 사용함으로서 분극피로 

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1999, 잡지) 

(12)ㄱ. "해외수주에 타격이 어야 할 텐데"라고 가슴앓이 하면서도 나

없이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다. (1987, 소설)

ㄴ. "지 은 여러 사람 가슴앓이 감이오.” 이 실이가 웃으며 뇌었다. 

(1995, 잡지)

(13)ㄱ. 인체의 액 속에 있는 액 응고 인자  8인자나 9인자가 결핍

(缺乏)되어,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출 이 멈추지 않는 질환을 

우병(血友病)이라고 합니다. (1994, 신문)

ㄴ. 커드 우유가 산 따 에 의해 응고된 것. 우유의 요 단백질인 카세

인이 응고된 것 (1994, 정보)

의 (11)∼(13)은 ‘연세20세기말뭉치7)’에서 추출한 용례인데 �표 �에 

일반어라고 기술한 ‘ 속’과 ‘응고’가 (11), (13)과 같이 문용어로서의 용

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슴앓이’는 의학용어로서 쓰인 

는 찾아볼 수 없었고 (12)와 같은 일반어로서의 용례만 발견되었다. (8)

∼(10)에 보인 세 어휘가 모두 문용어가 일반어가 되는 (7)의 과정에 놓

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용어로서의 용법이 유지되고 있는지 소멸되

었는지를 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문  

 7) 연세 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1900년~1999년의 100년 동안 생산된 텍스트를 상

으로 구축한 말뭉치로 1억 4천만 어  규모이다. 문학 작품, 정보  텍스트, 신문, 잡지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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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 말뭉치를 분석하여 정 하게 

근해야 할 것이다.

(14)ㄱ. �조선�: ① 다른 행동을 감수(感受)하여 그 향이 생기는# 것 ② 

남이 하는 일에 찬성하는 것 ③ (理) 진동수가 같은 발음체(發音

體) 두개를 가지고 갑을 진동시키어 을의 에 놓아두면 을도 따

라서 소리를 내는 상

ㄴ. �표 �: 공명04(共鳴) 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 따 에 공감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르려 함.

ㄷ. �표 �: 공명05(共鳴) ｢1｣ �물리�진동하는 계의 진폭이 격하게 

늘어남. 는 그런 상. (후략) ｢2｣ �물리�양자 역학에서 입자끼

리의 충돌로 생기는 에 지의 총량이 복합 입자의 에 지 (準

位)와 일치하는 곳에서 단면  에 지의 극 가 나타나거나 새로

운 복합 입자가 생김. 는 그런 상. ｢3｣ �화학�어떤 화학 결합이

나 분자의 결합 구조가 두 가지 이상의 구조식으로 혼합되어 있는 

상. (후략)

(7)은 문용어와 일반어를 별도의 어휘로 보지 않고 다의어의 에서 

근한 것이지만 문용어로서의 의미와 일반어로서의 의미가 멀어지면 

별도의 어휘로 기술할 수도 있다. 의 (14)는 �조선�에서 다의어로 기술

했던 ‘공명’을 �표 �에서 일반어와 물리, 화학 분야의 문용어를 분리하

여 동형이의어로 처리한 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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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문용어의 일반어화 양상을 몇 가지 사 을 살펴보는 것으로 완벽하게 

포착하기는 힘들다. 문용어가 일반어로도 쓰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

존의 문용어로서의 용법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단하기가 쉽지 않

기 때문이다. 문용어와 일반어의 경계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기 때

문에 일반어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악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문용어가 한국어 어휘 집합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다는 것을 생

각하면, 문용어 어휘의 생성, 성장, 쇠퇴, 소멸과 문용어 자체의 이러한 

사용 주기와 맞물려 있는 일반어로서의 용법 변화에 심을 가지고 논의하

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수많은 문 역에서 사용되는 셀 수 없는 문

용어  사 에 등재된 어휘는, 그 사 이 백과사 이나 문사 이 아니

라 언어사 이라면, 이미 일반어화의 첫발을 딛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역 

문가의 에서 기 인 개념을 설명하는 어휘를 추출한 것이고, 사  

편찬가가 다시 후보군 에 사 에 등재할 어휘를 추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문용어가 일반어가 되려면 다수의 언 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 움직임

은 무의식 인 은유의 기제에 기반한다. 유사성에 의해 창조된 은유의 과

정은 문화  정합성의 범주 안에서 의미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 문

용어 일반어화의 구체 인 양상을 살펴보기 해 공시 으로는 �표 국어

사 �에 등재된 문용어의 다의어 구조를 분석하 고, 통시 으로는 

�모던조선외래어사 �과 �수정증보 조선어사 �에 문용어로 기술된 어

휘들을 �표 국어 사 �의 표제항과 비교해 보았다. 국어사 의 문용

어 기술 내용을 분석하여 문 역이 효력을 잃거나 문용어가 가리키는 

개념이나 상이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될 경우 문용어가 일반어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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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상을 된다는 것을 보 다. 그러나 실제 언어 자료를 살펴보면 사

의 기술과 불일치하는 반례가 나타나므로 향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서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개별 어휘의 사용 양상을 통시 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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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eneralization of Technical Terms

Kim, Han-Sa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new technical terms have been used in 

our daily language life based on concrete cases of Korean dictionary. Since 

it is highly possible that technical terms are newly-coined words and the new 

concepts and language are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with the words, 

they can be highly possible to be foreign words. The fact that technical terms 

become general terms as time passes, means that their meanings have been 

extended to words showing the targets or concepts necessary to daily 

language life on top of their professional concepts and also the level of 

difficulty have been lowered due to such frequency exposures. The technical 

terms created to show new concepts/knowledges were included in daily 

language life through the metaphorical process by ordinary people, instead 

of language experts or literary people. The concrete aspect of the 

generalization of technical terms were seen from �The New Dictionary of 

Foreign Words in Modern Korean�(1937) actively describing the signs of 

technical terms, �Revised & Extended Joseon Language Dictionary�(1940) 

compiled in the similar time period, and �Korean Standard Dictionary�(1999) 

compiled based on the system of describing technical terms. 

Key Word : technical terms, general terms, dictionary, metaphor, polys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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