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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고는 뺷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権大使 米欧回覧実記)뺸(1876)에 나타나는 외
국지명 표기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지명을 표기할 때 ｢미일 안보조
약(日米安保条約)｣이나 ｢러일 전쟁(日露戦争)｣과 같이 일부 관용적인 한자 사용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 ｢サンフランシスコ｣, ｢ハワイ｣, ｢プロシア｣, ｢ブラジル｣, ｢カスピ海｣와 같이 가타
카나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메이지 시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桑港(샌프란시스코)｣, ｢布
哇(하와이)｣, ｢孛漏西(프러시아)｣, ｢伯剌西爾(브라질)｣, ｢裏海(카스피 해)｣ 등과 같이 주로
한자를 사용하여 외국지명을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로 표기된 외국지
명은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근대 문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
다. 이에 본고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외국지명 표기양상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뺷特命全権大使 米欧回覧実記뺸(이하, 뺷米欧回覧実記뺸로 약칭)에 나타나는 지명표기 방
식을 살펴본 것이다.
뺷米欧回覧実記뺸는 1871년에 정부 파견 외교단인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이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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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을 시찰하고 작성한 국가의 공적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순방
한 구미(歐美) 12개국의 지리와 지형,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구미 각국의 지명 표기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메이지 시대의 외국지명 표기를 연구
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뺷米欧回覧実記뺸는 1876년도에 간행되어 메이지 초반의 근
대적인 표기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 보고서인 만큼 당시 통용되던
일반적인 표기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뺷米欧回覧実記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일본의 근대사적 입장에서의 역사 연구가
대부분이며, 용례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외국지명의 표기 문제를 다룬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1). 이에 본고에서는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의 용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명 표기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분석하여 메이지 초기의 외국지
명의 표기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지명의 한자표기는 중국식 표기와 관련되
어 있으므로 서양에 관한 대표적인 한역 세계 지리서인 뺷영환지략(瀛環志略)뺸과의 비교 분
석을 통해 중국식 표기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무엇이며, 일본에서 새롭게 독자적으로 고안
한 표기는 무엇인지 등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지명표기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나
아가 이와 같은 연구는 메이지 시대의 근대 문헌을 해독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외국지명 표기의 기원(起源)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의 한자표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중국과 일본의
지명 표기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지명을 한자로 표기하게 된 배경은 ｢天竺(인도)｣, ｢波斯(페르시아)｣ 등과 같이 불경
(佛經) 속의 지명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던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외국에 대한 이해는 아시아가 중심이었으므로 외국지명 표기도 주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후 점차 지명표기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동양의 몇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서양의 지명도 한자로 표기하게 되었다. 이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중국으로 들어
온 선교사들이 서양 세계를 알리고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 유럽의 지도를 한자로 옮겨 제작
1) 뺷米欧回覧実記뺸를 자료로 하여 일본 근대사적 입장에서의 역사 연구를 다룬 선행 논문은 다음과 같다.
田中彰(1999) 뺷小國主義ー日本の近代を読みなおす뺸、岩波文庫
田中彰(2003) 뺷明治維新と西洋文明뺸、岩波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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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역(漢譯) 세계지도 및 지리서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1602년 이탈리아인
선교사 마테오리치(利瑪竇, Matteo Ricci)가 제작한 최초의 한역 세계지도 뺷곤여만국전도
(坤與萬國全圖)뺸이다2). 이를 통해 비로소 ｢拂郎察(프랑스)｣, ｢亞墨利加(아메리카)｣, ｢以西
把爾亜(에스파니아)｣와 같은 서양의 지명이 한자로 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서양 원음(原
音)을 음절별로 나누어 각 음절에 하나의 한자를 대응시키는 음역에 의한 지명 표기 방법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뺷영환지략(瀛環志略)뺸(1848)과 뺷해국도지(海國圖志)뺸(1852) 등의 한
역 세계 지리서가 저술되었으며, 이들은 일본으로 전래되어 외국지명을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외국지명 표기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安南(베트남)｣, ｢暹羅
(태국)｣과 같이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후 에도시대에 이르러 뺷坤輿萬國全
圖뺸를 비롯한 세계지도 및 지리서가 소개되자 지명표기의 대상은 전 세계 지역으로 확대되
었다. 지명표기의 방법에 있어서도 에도 막부 말까지는 중국의 한자 표기방식을 그대로
따랐지만, 서양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1860년대 말부터는 그 표기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 중국식 표기를 거치지 않고도 서양 원음을 일본 한자음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
다3). 메이지 유신과 함께 쇄국시대가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서양 세계와 교류할 기회가
증대되고 외국지명의 사용도 빈번해지자 일본에서는 단순히 중국식 지명을 받아들이는 것
에서 벗어나 일본 한자음에 맞는 독자적인 표기를 고안해 낸 것이다.
사용문자면에 있어서도 일본은 한자와 함께 가나 표기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서양의
원음(原音)에 가까운 일본식 한자표기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일본식 한자표기란 한자음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식 한자표기를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알기 어려운 경우, 또는 발음
할 때 서양 원음과 상이한 경우에 일본 한자어의 음(音)과 훈(訓)을 이용하여 원음에 가까운
표기가 되도록 고안해 낸 표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France)에 대한 지명을 중국에서
2) 뺷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뺸는 선교사로 온 마테오리치(利瑪竇 Matteo Ricci : 1552-1610)가 1602년
중국에서 유럽의 지도를 한문으로 옮겨 제작한 최초의 세계지도이며 이를 통해 지구 전체의 모습이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마테오리치는 뺷坤輿萬國全圖뺸를 제작하면서 서양지명을 표기할 때 한자의
음만을 이용한 한자 음역 방법을 통해 외국지명의 한자표기를 창안하였다. 그는 중국 한자의 음운에
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중한 연구를 통해 한자표기를 선정하였으므로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는 물론 현대의 표준 외국지명으로 이용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지도는 전 세계를 유럽
(歐羅巴), 아프리카(亞非利加), 아시아(亞細亞), 남북아메리카(南北亞墨利加), 마젤라니카(墨互蠟泥加)
등 5개 대륙으로 구분하였으며, 지도 속에는 세계 각지에 관한 지리적 설명과 지도의 작성경위를 밝힌
마테오리치의 서문, 지구구체설 및 기후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중국식 한자표기란 중국 한자음에 기초하여 서양 원음을 음역하거나 의역한 표기를 말한다. 음역표기
는 다수의 동음이자(同音異字)가 사용되므로 아프리카의 경우 ｢阿非利加, 亞非里加, 亞非利加｣와 같
이 동일 지명에 대하여 다양한 표기가 존재한다. 의역표기의 예로는 ｢紅海, 黑海, 太平洋, 地中海｣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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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法蘭西, 法国｣ 등으로 표기하지만,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첫 번째 음절 ｢法｣을
[hu]로 발음하기 어려웠으므로 ｢仏蘭西, 仏国｣과 같이 일본 한자음에 맞는 한자표기를 사용
한 예는 음(音)을 이용한 표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 중국식 표기를 접하지 않고 직접 서양의
원음을 일본 한자음으로 음역한 ｢獨逸(Germany)｣, ｢豪斯多剌利(Australia)｣ 등의 일본식 표
기가 있다. 그리고 ｢荒火屋(Arabia)｣, ｢金田(Canada)｣, ｢雁保留仁屋(California)｣, ｢武良尻(Bra
zil)｣과 같은 표기는 한자의 훈(訓)을 이용한 표기에 해당한다4). 이처럼 일본에서는 외국지
명 표기에 있어 독자적인 표기를 늘려가는 한편, 1900년(메이지 33년) 소학교령 시행규칙
이후에 제정된 외국지명 표기정책의 영향으로 점차 가타카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5).

3. 뺷米欧回覧実記뺸의 외국지명 표기
3.1 뺷米欧回覧実記뺸의 구성 및 내용
뺷特命全権大使 米欧回覧実記뺸(1876)는 1871년부터 1873년에 걸쳐 메이지 신정권이 구미
(歐米)에 파견한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 12개국을 시찰하고 작성한 국가의
공적 보고서이다. 뺷米欧回覧実記뺸는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가 편수(編修)하여 1876년 10
월 태정관 기록부에서 간행되었으며 전 100권, 5편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6). 뺷米欧回覧実
4)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뺷세카이쿠니즈쿠시(世界國盡)뺸(1869)에서 훈독(訓讀)에 의한 음역의 방
법을 사용하여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독자적인 지명표기를 시도하였다. 그 예로서 아라비아
(Arabia)를 ｢荒火屋(アラビヤ)｣로 시리아(Syria)를｢尻屋(シリヤ)｣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훈을 이용한 표
기는 다른 자료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개인적인 用字의식이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5) 외국지명의 가나표기는 메이지(明治) 35년 2월에 ｢外国地名及人名取詞委員｣가 임명되어 그 결과가
같은 해 11월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후 쇼와(昭和) 21년에는 문부성 국어조사실에서｢外国の地名․人
名の書き方(案)｣이 작성되어 교과서와 공식문서, 신문 등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一、外国の地名․人名(中華民国の地名․人名は除く)は、原則として片かなを用いて書き、別表｢外
国の地名․人名を書くときに用いるかな並びに符号の表｣の範囲内で書く。
二、外国の地名․人名は、なるべくその國の称え方によって書く。
三、外国の地名․人名は、慣用の固定したものは、それに従って書く。
四、外国の地名․人名は、発音しやすいように書く。
6)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1839-1931)는 사가(佐賀)번의 무사 가문 출신으로 유학적 소양을 갖춘 한학자
이며 후에 역사학자가 되었다. 그는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에서 대사 수행, 권소외사(権少外史)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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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뺸에는 사절단의 일정 진행과 견문, 통찰을 기록한 실록(實錄) 부분과 논설 부분이 백과사
전과 같은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7).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는 예언(例言)에서 ‘대사의
공무 이외에 각지를 둘러보는 중에 본 모든 실황(實況)을 서술한다(本編ハ大使公務ノ余、
及ヒ各地回歴ノ途上ニ於テ総テ覧観セル実況ヲ筆記ス、是ヲ以テ回覧実記ト名ク)’고 하여
뺷회람실기(回覧実記)뺸라고 이름 지었다고 언급하였다. 즉, 국가적 사명을 띤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이 미국과 유럽 각국을 시찰하고 목격한 사실을 실록(實錄)의 형태로 작성한 것이
다. 또한, 뺷米欧回覧実記뺸의 문체는 한문훈독체를 기반으로 한 가나 혼용문으로 격조 높은
한자어로 서술되어 있어 메이지 초기의 기록 문학 또는 기행 문학의 백미라고 일컬어진
다8).
일본은 에도 중기 이래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구미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었으므로,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의 구미 순방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근대국가
창출이라는 의욕을 보여준 일례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추구한 최대 목표는
구미 중심의 국제 사회에서 근대적인 통일 국가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여러 선진국들 가운
데 우수한 선택지를 구하는 것이었다. 즉, 구미회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정부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뺷米欧回覧実記뺸는 정치, 경제, 산업에서 종교와
사상, 문화에 이르기까지 구미 각국의 모든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국가 원리
와 같은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한편, 뺷米欧回覧実記뺸는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의 집필과 편집으로 만들어졌지만 단
순히 久米邦武 개인의 저작은 아니었다. 뺷米欧回覧実記뺸의 저술과 관련하여 그는 예언(例
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록을 담당하였으며, 귀국 후 정계의 풍파를 피하여 태정관 내에서 뺷米欧回覧実記뺸의 편집과 집필에
몰두하였다.(田中彰(1999) 뺷小國主義ー日本の近代を読みなおす뺸、岩波文庫、p.30)
7)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이 요코하마 항에서 여객선 아메리카 호에 올라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여정에
오른 것은 1871년 12월 23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약 1년 10개월동안, 당초 예정으로 목적지는 구미
14개국이었지만 스페인과 포르투칼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미 12개국을 둘러본 뒤, 1873년 9월
13일 요코하마 항으로 귀국하여 다음날 이와쿠라(岩倉)는 구미회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구미 순방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요코하마를 출발하여(1871년 12월 3일), 아메리카(샌프란시
스코 도착, 1872년 1월 15일), 영국(런던 도착, 8월 17일), 프랑스(파리 도착, 12월 16일), 벨기에(브뤼셀
도착, 1873년 2월 17일), 네덜란드(헤이그 도착, 2월 24일), 독일(베를린 도착, 3월 9일), 러시아(상트페
테르부르크 도착, 3월 30일), 덴마크(코펜하겐 도착, 4월 18일), 스웨덴(스톡홀름 도착, 4월 24일), 독일
(베를린 도착, 5월 1일), 이탈리아(피렌체 도착, 5월 9일), 오스트리아(빈 도착, 6월 3일), 스위스(취리히
도착, 6월 19일), 프랑스(리옹 도착, 7월 15일), 마르세이유를 경유하여(1873년 7월 20일), 요코하마에
도착(1873년 9월 13일)하였다.(田中彰(1999) 뺷小國主義ー日本の近代を読みなおす뺸、岩波文庫、p.28)
8) 田中彰(2003) 뺷明治維新と西洋文明뺸、岩波文庫、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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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命ノ後ニ、再三校訂ヲ加へ、理、化、重諸科、統計、報告、歴史、地理、政法等
ノ書ニ覧シ、且各理事官ノ理事功程中ヨリ抄録シ、或ハ各都府ニテ、博士聞人ニ親炙
シタル談ヲ討聚シ、類ニ触レテ論説ヲ加へ、時ニハ各人各書ノ語ヲ、己ノ辞ニテ闘縫
シタル文モ多シ、固リ皆之ヲ架空ノ臆説ニ結構シタルニアラサレハ、其中ノ異聞ハ、
亦本文ト相発スルモノモ少カラサルヘシ

(뺷米欧回覧実記뺸｢例言｣)

위 예언(例言)에서 볼 수 있듯이, 뺷米欧回覧実記뺸는 수차례의 교정 작업을 통해 저술되었
으며, 그 내용은 현지에서의 취재 자료와 각 분야의 문헌, 이사관의 보고서인 이사공정(理
事功程) 등 다수의 자료에 의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뺷米欧回覧実記뺸는 久米邦武가 저술하
였으므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태정관 기록계의 책임 하에 간행
된 것이었으므로 그는 ‘때로는 다른 사람, 다른 책에서 서술한 내용을 필자의 표현으로 다
시 쓴 문장도 많다’라고 언급하여 개인 한 사람의 저작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3.2 조사 방법
외국지명 표기례의 조사에는 이와나미(岩波) 문고에서 간행된 영인본 뺷特命全権大使 米
欧回覧実記뺸(田中彰 校訂, 岩波文庫, 1977)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명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뺷세계지명대사전(世界地名大事
典)뺸(1973)의 지명 분류 기준을 토대로 하여 외국지명을 추출하였다9). 외국지명의 조사 범위
는 시(市)를 포함한 대륙별 국가명과 지역명 및 해양, 산, 강, 협곡, 사막 등과 같은 지형명으
로 분류하여 외국지명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뺷米欧回覧実記뺸에는 총 200여 개의 국가명과
지역명, 자연지명이 언급되고 있다. 외국지명 표기례의 조사에는 구(句)에 사용된 경우 예를
들면, ｢桑海ノ西岸｣, ｢露西亜ノ共利｣(이하, 밑줄은 필자, 밑줄 부분은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채록한 용례) 뿐만 아니라, 약어(略語)로 다른 복합어(複合語)를 만드는 경우 ｢英領｣, ｢露属
地｣, ｢拂帝｣도 포함하였다. 또한, 국가명 가운데 ｢巴庇倫(바빌론)｣이나 ｢普魯士(프러시아)｣
9) 지명이란 인간 활동과 관련이 있는 땅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뺷世界地名大事典뺸에서는 다음과 같
이 하위 분류하고 있다.
(1) 국가명 : 지방 및 행정구역, 주(洲), 도(道), 현(縣), 군(郡), 시(市) 등
(2) 자연지명 : 산지, 산, 평야, 반도, 곶(串), 해양, 호수, 하천 등
(3) 집락지명 : 도시, 촌락, 번화가 등
(4) 교통 경제지명 : 도로, 고개, 운하, 공업지대 등
(5) 관광지명 : 공원, 관광 행락지 등
(6) 역사지명 : 역사학적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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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각각 개별적인 국가명으로 인정하였다.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의 용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있어 각 데이
터의 항목은 <표1>에서와 같이 서양 원어와 독법(讀法), 지명 표제어, 문장(sentence) 단위의
용례문, 자료출처(용례출현 페이지, 서명, 저자, 장르, 발행처, 출판년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단, 동일한 지명 표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초출(初出) 단어의 용례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영국(United Kingdom)｣의 지명표
기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영국(United Kingdom)｣의 지명표기 및 용례문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지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서양 원어 ｢영국(United Kin
gdom)｣을 기준으로 일괄 정렬하면 ｢英国｣, ｢英｣, ｢不列顛｣, ｢大不列顛｣, ｢大貌利太泥亜｣,
｢グレートブリタニヤ｣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명 표제어와 함께 용례문 및 자료명 등의
자료 출처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영국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표기만
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複數) 표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자로 표기된
외국지명은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인하여 하나의 표기 형태를 가지는 것과 두 가지 이상의
복수 표기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표기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지명의 데이터 항목을 추가 조사함으로써 각 지명 표제어에
대한 다양한 표기 형태를 확인하고 시기별로 변화하는 모습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자를 사용하여 외국지명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타케부 요시아키(武部良明, 1979)는
원어(原語)의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원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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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원어의 발음과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의 분류 방법을 토대로 하여 각 지명에 대한 한자
사용법을 조사함으로써, 서양 원어의 발음과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형태의
지명표기 방식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지명의 한자표기는 중국식 표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양에 관한 대표적인 한
역 세계 지리서인 뺷영환지략(瀛環志略)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식 표기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무엇이며, 일본에서 새롭게 독자적으로 고안한 표기는 무엇인지 등 뺷米欧回覧実記뺸
에 나타나는 지명표기의 성격을 밝히고 나아가 메이지 시대 전반에 걸친 표기 경향과 관련
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3.3 조사 결과
3.3.1 한자사용법에 따른 외국지명 표기
뺷米欧回覧実記뺸(1876)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표기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저 한자 사용법에 따라 외국지명 표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된 용례를 다음 (1)∼(8)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1)即同国ナル新約克、波士敦、費拉特費ノ諸府ヨリ、圧瀾海及ヒ墨是科湾ヲ渡
リ、哈那麻ヲ越テ、此二輸入ス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106)

(2)其後此教会ノ維持ニヨリ、拝焉国以南墺国、瑞西ノ大半、仏国、西国、白国、
及ヒ以太利ニ、新教ノ蔓衍ヲ支へ止メタル

(뺷米欧回覧実記뺸4卷 p.239)

(3)桑港ハ、加利福尼全州ノ咽喉ニテ、米国西方ノ要地ナリ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77)
(4)英、仏、露、普、墺ノ大国アレハ、又白、蘭、薩、瑞、嗹ノ小国アリ、国民自
主ノ生理二於テハ、大モ畏ルニ足ラス

(뺷米欧回覧実記뺸5卷 p.22)

(5)郵便館ヲ設ク、毎区ニ百ケ所ノ取扱所ヲ統轄ス、即チ全府ニテ千ケ所ナリ、英、
蘇、威、愛ノ各地、ミナ此ニ例ス、是内国ノ郵便ノ制ナリ
(뺷米欧回覧実記뺸2卷 p.106)
(6)墨ノ大軍ヲサン々二打破リ、墨是科和睦ヲ乞ヒ、多ク辺界ノ壌地ヲ裂キテ、合衆国
ニアタヘタリ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109)

(7)世界各国ヨリ、毎年ニ出ス黄金ノ惣高ハ大約四十五万磅ノ量二及ヘトモ、其内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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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凡ソ三十七万磅ハ、露米豪及ヒ南亜墨利加ヨリ出ス量ナリ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121)
(8)又之ヲ欧洲ニ譬フレハ、白耳義薩撒瑞士ノ小国カ英仏普墺ノ大国ト、其文明二於
テ一歩モ譲ラサルカ如シ、文明ノ運ニ進ミ、自主ノカヲ伸ル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337)

한자 사용법에 따른 외국지명의 표기 방법은 용례 (1)의 ｢波士敦(보스턴)｣, ｢費拉特費(필
라델피아)｣, ｢圧瀾海(대서양)｣, ｢墨是科(멕시코)｣, ｢哈那麻(파나마)｣와 같이 한자어 一字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음을 나타내는 음역에 의한 한자표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뺷米欧回
覧実記뺸에서는 외국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서양 원어(原語)의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 한자
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음이 같으면 글자를 빌려 쓰는 음역의 방법으로 지명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자의 의미와 관계없이 자음과 자훈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것을 아테
지(あて字)라고 하며 넓은 의미로는 중국에서 유입된 한자를 사용해서 순수 일본어를 표기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자의 육서법(六書法) 중 가차(假借)에 해당하는 용법으로 한자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 음만 같으면 글자를 빌려 쓰는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한자를
사용하여 일본어를 표기하는 아테지(あて字)는 19세기말까지 일본어를 형태적으로 표현하
기 위한 주요 수단이자 방법이었다10).
음역의 방법으로 표기한 외국지명에는 약어(略語) 표기와 같이 특징적인 표기 형태도 찾
을 수 있다. 용례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로 표기된 외국지명 가운데 첫 번째 음절
의 한자어 一字를 어두(語頭)로 하고 ｢國｣ 또는 ｢港｣을 접속하여 만든 복합어, 예를 들면
｢墺國(오스트리아)｣, ｢仏国(프랑스)｣, ｢西国(스페인)｣, ｢白国(벨기에)｣, ｢桑港(샌프란시스코)
｣와 같은 二字形의 약어 표기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약어 표기는 본래
｢墺地利․墺太利｣, ｢仏朗西․仏蘭西｣, ｢西班牙｣, ｢白耳義｣, ｢桑方斯西哥․桑方斯西寄｣등
의 외국지명 표기를 약칭한 것이다. 王敏東(Wang Min-Tung, 1995)은 종래 중국에서는 지명
표기를 할 때 ｢長安(장안)｣, ｢洛陽(낙양)｣과 같이 二文字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뺷延喜式(えんぎしき)뺸의 ｢凡諸国部内都里等名。並用二字必取嘉
名。｣에서와 같이 가능한 二文字 형태의 지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어는 이음절어(二音節語)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긴 단어를 약
칭하는 경우에도 二文字의 형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
서도 외국지명을 약칭할 때 지명의 첫 두문자(頭文字)에 ｢國｣이나 ｢洲(州)｣를 접속한 二文
10) 杉本つとむ(1944) ｢あて字概説｣뺷あて字用例辞典뺸、雄山閣、pp.47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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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의 형태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亞弗利加(아프리카)｣, ｢亞米利加(아메리카)｣, ｢亞細亞(아시아)｣와 같이 첫 두
문자가 동일하여 약칭할 경우 표기 형식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弗國
(아프리카)｣, ｢米國(미국)｣, ｢細洲(아시아)｣와 같이 두 번째 한자를 취하여 약어 표기를 하거
나, ｢日耳曼(독일)｣의 ｢曼國｣과 같이 끝 문자를 두문자로 하여 二文字 형태의 약어 표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약어를 표기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약어 표기가 다용(多用)되고 있는 것은 이음절어(二音節語)를 안정적인 형태로 취하는 중국
식 표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례 (4)∼(6)에서 알 수 있듯이 ｢國｣또는 ｢洲(州)｣등을 접속하는 복합어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도 ｢英(영국), 佛(프랑스), 露(러시아), 普(프러시아), 墺(오스트리아), 白(벨기에),
薩(작센주), 瑞(스웨덴), 嗹(덴마크), 蘇(스코틀랜드), 威(노르웨이), 愛(아일랜드), 墨(멕시코)｣
와 같이 첫 번째 음절의 한자어 혹은 ｢蘭(네덜란드)｣11)와 같이 두 번째 음절의 한자어 한
글자만으로 국가명을 표기한 사용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용례 (7)과 (8)에서 볼
수 있듯이 2개국 이상의 국가명을 표기할 때에는 ｢露米豪(러시아․미국․오스트레일리아)｣,
｢英仏普墺(영국․프랑스․프러시아․오스트리아)｣와 같이 각 국가명 한자 표기의 두문자
(頭文字)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약어를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자 표기의 첫 음절 혹은 끝 음절만으로 국가명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외국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한자 사용이 통용화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반영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서양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증대되고 있었으므
로 굳이 외국지명을 모두 음역한 표기가 아닌 약어 표기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
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도 간결하고 함축
적인 형태의 약어 표기가 선호되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자표기의 첫 두문자가
접속되어 만들어지는 복합어는 조어력(造語力)을 가지고 있어 ｢渡米｣, ｢英領｣과 같이 현재
도 다수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외국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원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
해 한자를 사용하는 의역(意譯) 지명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의역 지명은 다음 예문 (9)∼(14)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11) 네덜란드(Netherlands, オランダ)에 대한 한자 표기인 ｢阿蘭｣을 약칭하는 경우 첫 두문자 ｢阿｣가 아닌
두 번째 음절｢蘭｣으로 표기하는 것은 ｢아프리카(阿弗利加)｣와 ｢아프가니스탄(阿富汗)｣과 같이 첫 두
문자의 한자표기가 동일한 지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어 표기에 있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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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此ハピリニース山脈ノ南ニ於テ、地中海ニヒカヘタル平地ニテ、カタロニヤ部ノ一
州ニカ`ル、西班牙第一ノ良港ニテ、仏国ノ馬耳塞ト相並ヒ、互ニ往来ノ郵船アリ
(뺷米欧回覧実記뺸5卷 p.134)
(10)黒海ノ浜、多悩河ロニ於テ、墺国、土国、及ヒ羅馬尼ノ三国ト、貿易スル高ハ、英
国貿易ノ五分一ニスキサルモ、亦一利孔ノ存スル所ニテ、波蘭国ノ此国ニ緊要ナル
モ、是ノ原因ニヨル

(뺷米欧回覧実記뺸4卷 p.33)

(11)凡合衆国ノ地ヲ、三ツノ大部分ニ分ツ、太平海〈｢パシピックオセアン｣一名ハ大東
洋〉ノ東岸ヨリ、東方落機ノ山マテヲ界トシテ、幅最広キ所ハ、一千英里ニ及フ広
土ヲ、太平海ノ平地トス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53)

(12)海港ハ、東南西ノ三面ニ数ケ所アル内、最要ナルヲ挙レハ、東岸ニ於テ、北海ノ貿
易ニ倫敦、及ヒ新城等アリ

(뺷米欧回覧実記뺸2卷 p.24)

(13)是ヲ名ニヲフ金門(英語ニテ｢ゴールデンゲート｣)ト云処ナリ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75)
(14)一時半ヨリ歩シテ、博物館ニ至ル、館中ニ集蓄シタル物ハ、欧羅巴ノ北洋中ナル、
氷洲、緑洲、又東西印度、南東洋ノ諸島等異俗ノ国ヨリ、諸物ヲ集メテ排陳シタル
モアリ

(뺷米欧回覧実記뺸4卷 p.146)

용례 (9)∼(11)에서 볼 수 있듯이,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는 해양명을 나타내는 ｢地中海(지
중해)｣와 ｢黒海(흑해)｣, ｢太平海(태평양)｣, 그리고 정치 체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合衆国(합
중국)｣과 같이 서양 원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를 사용하는 의역(意譯) 표기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태평양(太平洋)이라는 해양명은 용례 (11)에서
알 수 있듯이, ｢太平海｣로 표기되고 있으며 가타카나로는 ｢パシピックオセアン｣, 그리고
또 다른 한자표기로 ｢大東洋｣이라는 표기도 사용되었다12). 태평양이라는 해양명의 유래는
최초로 세계 최대의 해양을 횡단한 마젤란이 명명(命名)한 것이다. 그 후 1602년 마테오리
치(利瑪竇, Matteo Ricci)가 최초의 한역 세계지도인 뺷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뺸에서 이
지역을 ｢太平洋(Pacific Ocean)｣으로 의역 표기하였으며, 이것이 일본으로 전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13). 하지만 ｢太平洋｣이라는 한자표기가 정착되기 까지 중국에서는
｢太平海｣라는 표기와 함께 ｢大東洋｣이라는 표기도 사용되었다.
12) 태평양이라는 해양명은 16세기에 마젤란이 남미에서 아시아를 항해하던 중 단 한 번도 폭풍우를 만나
지 않았다고 하여 이 바다를 ｢mar Pacifico｣라고 이름 지은 것에서 유래한다. 태평양(太平洋)에 대한
다른 형태의 표기로 대동양(大東洋, だいとうよう)이 있으며 이것은 太平海와 동일한 의미이다.(宛字
外来語辞典編集委員会(1979)뺷宛字外来語辞典뺸、柏書房、p.150)
13) 王敏東(1995) 뺷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の通時的研究뺸, 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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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의역지명의 특징으로 특히 ｢地中海｣, ｢黒海｣, ｢太平海｣와 같
은 해양명에 한하여서는 오늘날에도 하나의 표기로 정착되어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王敏東(Wang Min-Tung, 1995)에서 해양명에 대한 표기 방법은 의역(意譯)
에 의한 표기가 대부분이며, 지명표기에 있어 의역된 지명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이미
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표기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예가 다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한자로 표기되었던 음역 지명인 ｢倫敦(London)｣, ｢塞内
牙(Senegal)｣과 같은 외국지명 표기는 현재 ｢ロンドン｣, ｢ゼネガル｣와 같이 가타카나로 표
기되고 있지만, 의역 지명인 ｢黒海｣, ｢太平海｣는 가타카나 표기가 아닌 한자표기로 커다란
변화 없이 그대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용례 (12)∼(14)에서와 같이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의역지명으로는 ｢新城
(New Castle)｣, ｢金門(Golden Gate)｣, ｢氷洲(Iceland)｣, ｢緑洲(Greenland)｣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의역 표기가 이후 다른 자료에도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조사가 요구
되지만, 단순히 원음을 나타내기 위해 한자를 사용하는 음역의 방법이 아닌 각각의 한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역의 방법으로 지명을 표기하는 것은 명확한 정보의 전달에 역점을 두
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뺷米欧回覧実記뺸에는 음역에 의한 지명 표기가 대부분이지만, 다음 용례문에서 볼 수 있
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음역과 의역을 혼용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간결하고 의미 있는
지명표기를 고안해 냈다. 이와 관련된 용례문은 다음(15)∼(20)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15)倫敦府ハ、大不列顛聯邦ノ首都ニテ、｢ミツトルセキス｣、及ヒ｢エツセキス｣両州ノ
地ニアリ

(뺷米欧回覧実記뺸2卷 p.47)

(16)是ヲ｢グレートブリタニヤ｣国ト称ス〈大不列顛或ハ大貌利太泥亜ト訳ス是ナリ〉
(뺷米欧回覧実記뺸2卷 p.22)
(17)塊金ハ、露国聖彼得堡府ノ鑛山博物館ニ於テハ、細白里二産セルモノ、一塊ノ重
サ八十七磅ナルヲ見タリ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122)

(18)聖路易府ヲスキ、其南二至リテ密河ニ落合ヒ、新｢オレンス｣ヲスキ、墨是科ノ湾
海ニイル、源頭ヨリ海ロマテ、三千百英里ノ大河ナリ(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165)
(19)新約克府ヨリ波士敦府マテ、大抵ミナ同シ、中土ナル市高俄府辺モ亦然リトナン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60)
(20)桑方斯西寄港ハ、北緯三十七度四十七分三十五秒、英国ノ緑威ヨリ西経百二十二度
六分十五秒ノ処二位セル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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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나타내는 지명표기는 다수 있지만 용례 (15), (16)에서 볼 수 있듯이 ｢大不列顚｣,
｢大貌利太泥亜｣와 같은 표기는 음역법과 의역법이 혼용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14).
다시 말해서 영어 ｢Great Britain｣의 ｢Great｣에 대한 의역인 ｢大｣와 ｢Britain｣을 음역한 ｢不列
顚｣, ｢貌利太泥亜｣의 합성어인 것이다. 만약 ｢Great｣를 음역 표기하게 되면 음절수가 3음절
이상이 되어 ｢及列的(グレート)｣과 같이 각 음절을 각각 하나의 한자로 표기해야 하지만,
의역법을 사용함으로써 한자 ｢大｣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15). 이 밖에 뺷米欧
回覧実記뺸에서 음역법과 의역법이 혼용되어 표기된 외국지명으로는 용례(17)∼(20)에서 볼
수 있듯이 ｢聖彼得堡(Saint Petersburg)｣, ｢聖路易(Saint Louis)｣, ｢新約克(New York)｣, ｢緑威
(Greenwich)｣등이 있다. 여기에서 ｢聖-(Saint-)｣, ｢新-(New-)｣, ｢緑-(Green-)｣은 한자의 표의성
(表意性)을 발휘한 의역 표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표기는 한자 사용법에 따라 크게 음역
표기와 의역표기, 그리고 음역과 의역을 혼용한 표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음역
된 한자표기는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인하여 동일한 지명에 대해서도 복수의 다양한 표기
형태가 사용되고 있으며, 약어 표기인｢桑港(샌프란시스코)｣와 ｢蘭國(네덜란드)｣와 같은 특
징적인 표기 형태도 찾아볼 수 있다.
3.3.2 뺷영환지략(瀛環志略)뺸(1848)과의 관련성
일본에서는 한역불전(漢譯佛典)이 전래된 이후 중국의 표기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중국에 서양 세계가 소개된 이후에는 한역(漢譯)된 서양서적을 통하여 외국지명에 대한 한
자표기도 받아들였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외국지명 표기는 중국식 지명 표기의 영향을 받
고 있으므로 중국의 한역 세계 지리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식 표기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뺷瀛環志略(えいかんしりゃく)뺸(1848)은 중국 청대에 서계여(徐繼畬, 1795∼1873)가 미국
인 선교사 雅裨理(デヴィッド․アビール, David Abeel)와 영국 영사관에서 직접 만나 질문
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저술한 세계지리서(世界地誌書)이다16). 뺷瀛環志略뺸은 당
14) 영국(Great Britain)을 나타내는 ｢大貌利太泥亜｣는 서유럽 왕국을 지칭하며, 정식 명칭은 ｢グレート ブリテン - 北アイルランド連合王国｣이다. 이 밖에도 ｢不列噸․貌利東․貌利太尼亜․貌利太泥亜․
貌利多尼亜｣라는 한자표기가 사용된다.(宛字外来語辞典編集委員会(1979)뺷宛字外来語辞典뺸、柏書
房、p.151)
15) 영국(Great Britain)에 대한 한자표기인 ｢大不列顚｣과 ｢大貌利太泥亜｣는 음역과 의역법이 혼용된 표기
이지만, 중국에서는 음역의 방법만을 사용하여 ｢及列的不列顚｣과 같은 표기도 나타난다. (村田文夫
(1872) 뺷洋語音譯筌뺸、天民館、p.29)
16) 서계여(徐継畭)가 뺷瀛環志略뺸의 자료를 얻은 경로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중국 문헌 기록으로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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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국에서 서구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세계 각국의 정황과
역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17). 오오타니 토시오(大
谷敏夫, 1985)는 막부 말기에 세계 지리에 관한 지식은 대부분 뺷瀛環志略뺸에서 받은 것이라
고 하여 메이지 유신에 있어 뺷瀛環志略뺸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18). 막말 개국 전후에
전래된 뺷瀛環志略뺸은 당시 다수의 독자층을 보유하였으며, 메이지 시기에 들어서면 일본판
으로 출간되어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서계여(徐繼畬)는 뺷瀛環志略뺸에서 특히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에 역점을 두고 자세히
기술하였는데, 서술한 부분이 전체 분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서구 세계
에 대한 그의 관심도를 알 수 있다19). 이러한 구성상의 특징은 미국과 유럽을 시찰하고
작성한 보고서 뺷米欧回覧実記뺸와 유사하므로 두 자료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당시 중국 표기와의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구메 구니
타케(久米邦武)는 일찍이 한역서(漢譯書)를 통해 서양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며 구미

정사(正史)와 관련되는 지리 저작이며, 두 번째는 외국인 선교사가 쓴 문서 및 간행물이다. 세 번째가
외국 인사들과 직접 접촉하여 구술한 자료이다. 서계여(徐継畭)는 영국과 미국 인사들과 적극적인 교
류를 통해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7) 뺷瀛環志略뺸이 일본에 전래된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출간된 직후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1861년 일본에서 발행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인쇄되었다. 일본에서 출간된 뺷瀛環志略뺸은 서계여
(徐継畭)가 저술하고 이노우에 하루미(井上春洋) 외 다수가 훈점(訓點)을 붙여 간행한 것으로 1861년
에 阿陽尊嵋閣에서 출판되었다. 일본 인쇄본에는 단색의 중국본과 달리 붉은색과 황색, 녹색의 3색으
로 인쇄되었으며, 인명과 지명 등에 영문과 일문 음가(音價)가 표기되어 있다. 뺷瀛環志略뺸에는 모두
40매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지도는 국가명 이외에도 해양명, 도시명, 지역, 하천, 산맥 등이
나타나 있다.
18) 大谷敏夫(1985) ｢뺷海国図志뺸と뺷瀛環志略뺸-中国近代における最初の開明地理書｣뺷鹿大史学뺸第27期、
鹿大史学会、pp.5-7
19) 뺷瀛環志略뺸全10卷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卷 地球, 皇淸一統輿地全圖(중국), 亞細亞, 亞細亞 東洋 二國(일본, 유구), 亞細亞 南洋 濱海(남양 연안
태국, 월남, 미얀마)
2卷 南洋 各島(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근해 각 섬), 東南洋 大洋海 各島(동남양 태평양 각
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란드, 파푸아 뉴기니, 남태평양 제도)
3卷 五印度(동인도, 서인도, 남인도, 북인도, 중인도), 印度以西回部四國(인도 서부의 이슬람 4개국 아
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아라비아 및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 西域 各回國(각 이슬람국 아랍 국가)
4卷 歐羅巴, 峨羅斯國(러시아), 瑞國(스웨덴), 嗹國(덴마크)
5卷 墺地利亞國(오스트리아), 普魯士國(폴란드), 日耳曼列國(독일), 瑞士國(스위스)
6卷 土耳其國(터키), 希臘國(그리스), 意大利亞列國(이탈리아), 荷蘭國(네덜란드), 比利時國(벨기에)
7卷 佛郞西國(프랑스), 西班牙國(스페인), 葡萄牙國(포르투갈), 英吉利國(영국)
8卷 阿非利加各國(아프리카 각국)
9卷 阿墨利加(아메리카), 氷疆(북극), 英吉利屬部(영국령 캐나다), 米利堅合衆國(미국)
10卷 北阿墨利加 南境 各國, 南阿墨利加 各國(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등),
阿墨利加海灣群島(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앤틸리즈 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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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갔던 것으로 알려지므로, 서양에 관한 한역 세계 지리서인뺷瀛環志
略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표기와 뺷米欧回覧実記뺸에 사용된 지명 표기와의 일치여부 정도
로부터 중국식 표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뺷瀛環志略뺸의 지명표기를 조사
하여 뺷米欧回覧実記뺸의 표기와 비교하여 보았다.
조사 결과, 뺷瀛環志略뺸과 뺷米欧回覧実記뺸의 문헌에 동시에 등장하는 외국지명은 총 34개
이고, 이 중 동일한 표기가 사용되어 그 표기 형태가 완전히 일치한 예는 21개로 61.7%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표기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
을 조사한 것으로서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인하여 한 글자 정도가 다른 것이나, 또는 한자
의 부수(部數)를 제외하고 표기한 것을 포함하면 그 일치율은 76.4%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자료의 문헌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중에서 그 표기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지명은 ｢亞剌伯(아라비아), 亜細亜(아시아), 智利(칠레), 嗹馬(덴마크), 欧羅巴(유럽), 日耳曼
(독일), 希臘(그리스), 仏朗西(프랑스), 印度(인도), 緬甸(버마), 荷蘭(네덜란드), 秘魯(페루),
呂宋(필리핀), 波蘭(폴란드), 葡萄牙(포르투칼), 普魯士(프러시아), 西班牙(스페인), 暹羅(태
국), 土耳其(터키), 米利堅(미국)20), 安南(베트남)｣ 등이다. 양 문헌에 나타나는 외국지명은
용례 (21)∼(24)에서 볼 수 있듯이, 뺷瀛環志略뺸의 표기가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도 그대로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米利堅幅萬里不設王侯之號 不循世及之規公器付之公論 創古今未有之國 一何奇也
(뺷瀛環志略뺸卷9 p.285)
米利堅ノ地ヲ論スル毎二、清国ト相比較ス、マコトニ此両国ハ東西ノ半球二於テ、
膏沃ノ壌地ヲ占メ、足掌互ニ直下ヲ同クス
(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54)
(22)按瑞士西土之桃花源也

(뺷瀛環志略뺸卷5 p.155)

仏蘭西ヲ首トシテ、日耳曼、蘭、白、及ヒ瑞士、皆其紡織二秀タリ
20) 미국을 나타내는 지명은 크게 네 가지의 어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아메리카(America)의 네 음절을 각각
음역한 ｢亞美利加, 亞米利加｣, 어두(語頭)의 [a]음절을 생략한 ｢美利堅, 米利堅｣, 정치 체계의 의미를
포함하고 의역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合衆國(The United States)｣, 성조기(星條旗)의 모양에서 유래한
｢花旗國｣ 등의 표기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美利堅, 米利堅｣은 ｢亞美利加, 亞米利加｣로부터 만들어진
어형으로 볼 수 있지만, 아메리카｢亞美利加, 亞米利加｣와 한자 표기에 있어 두 번째 음절만 다른 아프
리카｢亞弗利加, 亞非利加｣의 경우 첫 음절이 생략된 ｢弗利加, 非利加｣와 같은 표기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서양 원음의 악센트(accent)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메리카(America)의 경우 두 번째 음절
[me]에 악센트가 있으므로 첫 번째 음절 [a]는 음성 언어로 전해졌을 때 작게 들려 생략이 가능한데
반하여, 아프리카(Africa)의 경우 악센트가 첫 음절 [a]에 있으므로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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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米欧回覧実記뺸1卷 p.360)
(23)此制歐羅巴諸國皆同一 不獨英吉利也

(뺷瀛環志略뺸卷7 p.230)

仏朗西国ハ、欧羅巴洲ノ最モ開ケタル部分二於テ、中央ノ位置ヲシメ、百貨輻輳ノ
都、文明換発ノ枢ナリ
(24)東南洋諸島國 除呂宋屬西班牙 余皆以荷蘭爲主

(뺷米欧回覧実記뺸3卷 p.21)
(뺷瀛環志略뺸卷6 p.231)

壕ヲ仏国巴黎ヨリ輸入ス、一箇ノ価一先土四分ノ三、｢キルク｣ハ西班牙葡萄牙ヨリ
輸入ス 其の貿易ノ国国ニ於テ重ナルハ、六ケ国トス、合衆国、仏国、日耳曼、露
西亜、荷蘭、埃及ナリ

(뺷米欧回覧実記뺸2卷 p.34)

양 문헌에서 일치하는 지명 표기 가운데 ｢呂宋｣, ｢印度｣, ｢暹羅｣, ｢緬甸｣, ｢安南｣과 같이
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중국 주변국에 대한 지명은 그 표기 형태가 하나로 통일되어 안정
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들 지역이 이미 한적(漢籍)에 등장한 나라들로서 중국에 서양이
알려지기 이전부터 일본에 전해져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표기를 제외하고서라
도 뺷米欧回覧実記뺸에는 뺷瀛環志略뺸과 일치하는 표기 형태가 절반 이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는 뺷瀛環志略뺸에 나오는 지명 표기 방식을 참
고로 하여 종래의 음역지명의 어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뺷米欧回覧実記뺸를 저술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외국지명의 약어 표기에 있어서도 양 문헌에 나타나는 표기 형태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뺷瀛環志略뺸의 범례(凡例)에서는 외국지명의 약어 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
였다.
各国正名、如瑞国當作瑞典…然一經更改、閲者猝不知為何国、故一切仍其舊稱
各国の正確な名称について、例えば｢瑞國｣であれば｢瑞典｣とすべきところである…し
かしひとたび変更してしまうと読者はどの國のことかわからなくなってしまうであろ
うから、すべてもとの名称のままとする。

(뺷瀛環志略뺸 凡例)

위의 범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계여(徐継畭)는 국가명에 대한 음역 지명의 경우 독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어 표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종래의 어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瑞國｣이라는 약어 표기 보다는 ｢瑞典｣과 같이 과거로부터
사용되어 온 표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는 다양한 형태의 약어 표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뺷瀛環志略뺸에 나타나는 한자 지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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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첫 두문자 혹은 끝 문자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뺷瀛環志略뺸과 뺷米欧回覧実
記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의 약어(略語)표기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의 약어(略語)표기
원어

뺷瀛環志略뺸(1848年)

뺷米欧回覧実記뺸(1876年)

Denmark

嗹国

嗹

Europe

歐羅巴

欧, 欧洲

France

佛郎西

仏, 仏国

Mexico

墨西可

墨

Netherlands

荷蘭

蘭, 蘭国

Prussia

普魯士

普, 普国

Spain

西班牙

西国

Turkey

土耳其

土, 土国

United States of America

米利堅

米, 米国, 米洲

United Kingdom

英吉利

英, 英国

위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뺷米欧回覧実記뺸의 외국지명은 뺷瀛環志略뺸에 나타나는 한
자 지명의 첫 음절에 국(国) 또는 주(洲)를 접속한 형태로 약어를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仏国, 蘭国, 普国, 西国, 土国, 米国, 英国｣과 ｢欧洲, 米洲｣와 같이 복합어의
형태를 취하거나, 한자의 첫 두문자 ｢嗹, 欧, 仏, 墨, 普, 土, 米, 英｣ 또는 끝 문자 ｢蘭｣만으로
한자 지명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약어 표기가 다수 나타나
고 있는 것은 구미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외국지명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자 간편하고 경제적인 약어 표기가 선호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양 문헌에 나타나는 지명이지만 서로 다른 표기가 사용되고 있는 예도 있다. 뺷瀛環
志略뺸과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표기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식 표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 한자음과의 차이로 인하여 서양 원음
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한자음에 맞는 한자로 바꾸어 새롭게 고안한 표기이며,
둘째는 중국식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서양의 원음을 일본 한자음을 이용하여 만든
표기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외국지명으로는 벨기에(Belgium), 브라질(Brazil), 헝가리(Hungar
y), 이탈리아(Italy), 멕시코(Mexico) 등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외국지명에는 오스트레
일리아(Australia), 독일(Germany), 러시아(Russia) 등이 있다. 뺷瀛環志略뺸과 뺷米欧回覧実記뺸
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외국지명 표기는 다음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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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뺷瀛環志略뺸과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외국지명
뺷瀛環志略뺸

원어

뺷米欧回覧実記뺸

Belgium

比利時

白, 白国, 白耳義

Brazil

巴西

伯爾西

Hungary

匈牙利

匈, 匈加利

Italy

意大里

以, 以国, 以太利, 伊太利

Mexico

墨西可

墨, 墨是哥, 墨是科

澳大利亞, 新阿蘭

豪, 豪洲, 豪斯多剌利, 豪斯多辣利

Australia

墨瓦蝋尼加

豪斯多拉利, 豪斯多剌利亜, オースタラリヤ

Germany

日耳曼

独, 独逸, 日耳曼, 熱爾馬泥亜

Russia

峨羅斯国

露, 露国, 露西亜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Italy)에 대한 지명 표기는 뺷瀛環志略뺸에서 ｢意大里｣
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는 ｢以太利｣, ｢伊太利｣로 표기되고 있다. 여기
에서 첫 번째 음절 ｢i｣에 대한 한자 표기 ｢意｣가 ｢以｣또는 ｢伊｣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자의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인하여 복수의 표기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음절 ｢ta｣에 대해서는 뺷瀛環志略뺸에서 ｢大｣로 나타나는 것이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는
｢太｣로 바뀌어 표기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ta｣음절에 대하여 ｢大｣라는 한자로 음역한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한자음에 맞게 ｢太｣라는 한자로 바
꾸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 문헌에서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헝가리(Hungary)의 경우 뺷瀛環志略뺸에서는 ｢匈牙利｣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 뺷米欧
回覧実記뺸에서는 ｢匈加利｣로 표기되어 두 번째 ｢ga｣음절이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인하여
｢加｣로 바뀌어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벨기에(Belgium)의 경우 ｢比利時｣가 ｢白耳義｣
로, 멕시코(Mexico)는 ｢墨西可｣가 ｢墨是哥｣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뺷瀛環志略뺸의
표기 형태가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은 중국식 한자음과 일본식 한자음의
차이로 인하여 서양 원음을 음역할 때 여러 개의 동음이자(同音異字)가 사용됨에 따라 하나
의 지명에 대하여 다수의 표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밖에 브라질(Brazil)에 대한 한자 표기는 뺷瀛環志略뺸에서는 ｢巴西｣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는 ｢伯爾西｣로 표기되고 있다. 브라질에 대한 표기를 중국 한자
음으로 읽었을 때 ｢巴｣는 ｢bra｣로, ｢西｣는 ｢zil｣로 발음하므로 중국에서 음역 표기로 받아들
이는데 문제가 없지만, 일본 한자음으로 읽을 경우에는 ｢巴西｣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브라
질(Brazil)이라는 서양 원어의 발음을 나타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즉, 중국어로는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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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bra｣를 한자어 ｢巴｣와 같이 한 글자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자음과 자음
을 연속하여 발음할 수 없으므로 자음 ｢b｣에 모음 ｢u｣를 접속하여 ｢bura｣라는 하나의 독립
된 음절을 만들어 ｢伯爾西｣와 같이 3음절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뺷米欧回覧実記뺸가
공적 보고서였던 만큼 여기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도 일반화된 표기를 사용하여 충실하게
서양 원어의 발음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므로, 단순히 중국식 표기를 따르기 보다는
일본 한자음에 맞는 표기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 지역의 강대국에 대한 지명 표기는 이전의 중국식 표기 일변도에서 점차 일본
에서 자국의 음운에 맞는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소위 영국과 독일,
러시아와 같은 구미 각국의 중심 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중국식 표기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일본 한자음에 맞는 일본식 한자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에 대한 지명 표기의 경우 뺷瀛環志略뺸에서는 민족명(German)에서 유래한 ｢日耳曼(ゲルマ
ン)｣이라는 표기만 사용하고 있지만,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는 독일어 ｢Deutschland(ドイチラ
ント, 독일인의 나라)｣를 음역한 ｢独逸(ドイツ)｣라는 표기도 사용하고 있다21). 주지하는 바
와 같이 ｢獨逸｣이라는 표기는 일본이 중국의 표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양의 원음을 일본
한자음을 이용하여 만든 표기이며, 역으로 일본의 표기가 중국의 지명에 영향을 미친 표기
이기도 하다.
러시아(Russia)에 대해서는 뺷瀛環志略뺸에 나오는 ｢峨羅斯｣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露
西亜｣로 표기하고 있다. ｢俄羅斯｣는 네덜란드식 발음을 반영한 ｢オロシャ｣를 한자로 음역
표기한 것이고, ｢露西亞｣는 영어식 발음(Russia)을 반영한 ｢ロシヤ｣를 음역 표기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러시아에 대한 표기 ｢俄羅斯｣는 중국과 일본 자료에 모두 나타나지만,
｢露西亞｣는 중국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표기이기 때문에 이는 중국식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본의 독자적인 표기로 알려져 있다22).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라는 지명은 마테오리치(利瑪竇, Matteo Ricci)의 한역 세계지도
뺷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뺸가 저술된 이후에 발견된 대륙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한자
표기인 ｢豪斯多剌利｣는 다른 서양의 지명에 비하여 중국식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
적인 표기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한자 표기는
21) 독일이라는 국명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독일어 ｢Deutschland(ドイチラント)｣를 음역하여 ｢德意志｣로
표기하고, 일본에서는 ｢獨逸(ドイツ)｣로 표기하고 있다. 그 밖에 민족명(Germany, 게르만 민족)에서
유래한 ｢日耳曼(ゲルマン)｣과 고대 독일 왕국의 하나인 ｢普魯士國(プロシヤ)｣, 국기의 모양에서 유래
한 ｢單鷹｣ 등 독일을 나타내는 지명에는 복수의 표기 형태가 사용된다. (王敏東(1995) 뺷外国地名の漢
字表記についての通時的研究뺸、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p.63)
22) 鄭英淑(2000) 뺷開化期資料에 나타난 外國地名의 漢字表記 硏究뺸, 中央大學校大學院博士学位論文,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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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瀛環志略뺸에 나오는 ｢澳大利亞｣23)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豪斯多剌利, 豪斯多辣利, 豪
斯多拉利, 豪斯多剌利亜｣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의
｢au｣음절을 ｢豪․濠｣로 표기하거나, ｢澳大利亞｣와 같이 중국식 표기로는 오스트레일리아(A
ustralia)의 ｢s｣음절을 표시하지 않은 4음절 표기가 대부분인데,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豪斯多
剌利, 豪斯多辣利, 豪斯多拉利, 豪斯多剌利亜｣와 같이 자음｢s｣에 모음｢u｣를 붙여 하나의 독
립된 음절｢斯｣로 표기하는 5음절 표기를 만든 것은 일본의 음운 체계에 맞게 새롭게 고안
한 독자적인 표기로 볼 수 있다.
이상,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를 중국식 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은 에도 막부 말기까지 중국을 통하여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
으므로 이때 전래된 중국 문헌에 나오는 한자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였지만, 메이
지 초기에 들어서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외국지명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자 자국의
음운 체계에 맞는 독자적인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한 것이다.

4. 맺으며
이상, 메이지 초기의 외국지명 표기양상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뺷米欧回覧実記뺸
(1876)에 나타나는 지명표기 방식을 검토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메이지 초반의 외국지명 표기는 한자 사용법에 따라 크게 음역 표기와 의역
표기, 그리고 음역과 의역을 혼용한 표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서양 원어의 각
음절에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한자를 대응시키는 음역에 의한 한자표기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음역된 한자표기는 동음이자(同音異字)로 인하여 동일한 지명에
대해서도 복수의 표기 형태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약어 표기인｢桑港(샌프란시스코)｣와 ｢蘭
國(네덜란드)｣와 같은 특징적인 표기 형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에서 외국지명의 한자표기는 중국식 표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양에 관한 한역
세계 지리서인 뺷瀛環志略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양 문헌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는 61.7%의
일치율을 보여 그 표기 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뺷米欧回覧実記뺸에서
외국지명의 한자표기는 구미 각국의 주요 강대국 예를 들면 ｢獨逸｣, ｢露西亜｣ 그리고 신대

23) 뺷瀛環志略뺸에서는 다음 예문과 같이 오스트레일리아(Austalia)를 ｢澳大利亞｣로 음역표기 하였다. 澳大
利亞。一名新荷蘭。在亞細亞東南洋巴布亞島之南。 (뺷瀛環志略뺸卷2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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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인 오스트레일리아｢豪斯多剌利｣에 대해서는 중국식 표기를 거치지 않고 일본 한자음에
맞는 독자적인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뺷米欧回覧実記뺸가 공적 보고서였던 만큼 서양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주요한 일이었으므로,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서도 다수 언급되는 구미 강대국에 대해서는 중국 한자음에 기초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식 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서양 원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자국
의 음운 체계에 맞는 표기로 발전시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뺷瀛環志略뺸과의 비교
연구는 중국 한자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에도 말기의 표기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일본식
표기를 고안해 낸 메이지 초기의 표기 방식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본고는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메이지
초기의 지명표기 양상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메이지 초기에 간행된
자료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를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메이지 전반에 걸친 외국지명의 표기
양상을 밝히는 것을 추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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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뺷特命全権大使 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본고는 뺷特命全権大使 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표기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뺷米欧回覧実
記뺸(1876)는 정부 파견 외교단인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이 미국과 유럽 각국을 시찰하고 작성한 국
가의 공적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구미(歐美) 12개국에 대한 지리와 지형,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정보가 체계
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구미 각국의 지명 표기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메이지 시대의 외국지명 표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메이지 시대의 외국지명 표기양상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뺷米欧回覧実記뺸에 나타나는 지명표기 방식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메이지 초반의
외국지명의 표기는 한자 사용법에 따라 크게 음역 표기와 의역 표기, 그리고 음역과 의역을 혼용한 표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서양 원어의 각 음절에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한자를 대응시키는 음역에
의한 한자표기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의 외국지명 표기는 중국식 표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양에 관한 한역 세계 지리서인 뺷瀛環志略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양 문헌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는 61.7%의 일치율을 보여 그 표기 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외국지명의
한자표기에 있어 구미 각국의 주요 강대국 ｢獨逸｣, ｢露西亜｣, ｢大不列顛｣과 신대륙 ｢豪斯多剌利｣에 대해
서는 중국식 표기를 거치지 않고 서양 원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한자음에 맞는 독자적인 표기
를 고안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뺷瀛環志略뺸과의 비교 연구는 중국 한자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에도 말기의 표기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일본식 표기를 고안해 낸 메이지 초기의 표기 방식으
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 Study on the foreign place notation in뺷Beioukairanzitki뺸
This report is a study of the foreign place named 뺷Beioukairanzitki뺸. 뺷Beioukairanzitki뺸published in 1876,
is the national public report written by Iwakura Diplomats during their travels to Europe and United States.
The document is important to the study of Kanji notation of the foreign country place names during the Meiji
era due to its detailed documentation of 12 countries in Europe and United States’geography, terrain, culture,
and history. In order to establish an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country place names methodology during the
Meiji Era, the formality in 뺷Beioukairanzitki뺸 is examined. As a result,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Mjiji
Era, the foreign country place names are written with the use of either or both sound and meaning. Especially,
the use of Kanji is evident to replace a Western syllable with one or more characters. In addition, the comparison
analysis of Kanji and Chinese characters within the translated documentation of world geography called 뺷Eikansir
yaku뺸is examined. The analysis indicates 61.7% match in the use of characters of foreign country place names.
However, in the regards to the foreign place nam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獨逸｣, ｢露西亜｣, ｢大不列顛｣,
and a new continent｢豪斯多剌利｣Chinese characters are not used, but rather appropriate Japanese Kanji is used
to flexibly replace Western syllables.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e comparison analysis of 뺷Eikansiryaku뺸,
a transition of using Chinese character sounds within the writing in the late Edo Period to using Japanese characte
rs in the Meiji Period is ev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