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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ᐨ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ᐨ
1)

김병문
주영훈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1. 들어가는 말
표기법의 확립, 그리고 자국어 문법 및 사전의 편찬은 하나의 국민
국가가 이른바 언어적 근대를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
인 사항일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중어사전이나 대역사
전이 아닌 ‘국어사전’의 편찬은 그 자체가 표기법과 ‘국어문법’을 전
제로 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근대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만하다. 예를
들어 1929년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에야 비로소 사전 편찬의 실무 작
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식민지 상황에서의 제반 사회 경제
적 여건이 여의치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표기법의 확립

* 이 글은 2017년 2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전학회 제30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당시에 토론을 맡아 주셨던 국립국어원의 이대성 선
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여기에 언급한 내용은 언어학 용어를 담당
하는 남측 실무자들이 제시하는 처리 방안이므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
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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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사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도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을 결의한 직후인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완성한 것
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통일안의 “제3장 문법에 관한것”을 보면1) 제일 처음 기
술되는 것이 ‘제1절 체언과 토’, ‘제2절 용언과 어미’로서 각각 “

體言

變하거나 아니하거나를 勿論하고 다
제 原形을 바꾸지 아니한다.”(제7항), “用言의 語幹과 語尾는 區別
과 토가 어우를적에는 소리가

하야 적는다.”(제8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간’과 ‘어미’라는 용어
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사는 체언과 별개의 단위로 보는 데
비해서 어미는 용언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통일안의 ‘문
법’은 이미 (주시경이 아니라) 최현배의 문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다. 사전과 표기법, 그리고 문법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를 전제하고 요청하는 관계에 있다. 1930년대 내내 진행된 조선어학
회와 조선어학연구회의 갈등은 표기법의 대립인 동시에 문법 이론의
경쟁이었고 사전 편찬의 주도권 싸움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2)
분단 70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표기법과
문법을 ‘발전’시켜 왔다. 표기법과 문법이 사전 편찬의 기본 전제라
고 한다면, 남과 북이 함께 볼 수 있는 ‘국어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지는 굳이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겨레말큰사전에 실리는 언어학 용어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언어학 용어는 물론 사전에 실리는 다른 전문 용어 가운데 하
나이지만, 일정한 문법 이론이 사전 편찬의 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전문 용어와는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3) 문법 이론의 통

字母

音 關한 것”(된소리,

1) 제1장은 “
”(자모의 수와 그 순서, 자모의 이름), 제2장은 “ 에
설측음 “ㄹ”, 구개음화, “ㄷ”받침 소리)이다.

2) 미완으로 그치기는 했으나 광문회에서 편찬하던 말모이 역시 당시로는 대단히 특
이했던 주시경의 표기법과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병문
(2013)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고본(
) 말모이의 문법 정보를 바탕으로 주시경
이 가장 마지막으로 세운 ‘씨’의 분류 체계를 검토한 바 있다.

稿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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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혹은 표준화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가능한 것이기는 한지 자체가
논란거리이지만, 어쨌든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문법 체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의 언어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국어사전’에서
언어학 용어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점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섣부른 통일보다는 우선 서로의 차이에 대해 편견 없이 진지
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인바, 겨레말큰
사전이 바로 그런 진지한 만남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언어학 용
어의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4)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장에서는 겨레말큰사전의 특징을 이 논
의와 관련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3장에서는 겨레말큰사
전에 실리는 언어학 용어의 선별 과정을 다룬다. 이어지는 4장에서
는 언어학 용어를 풀이하는 일반 원칙과 실제 풀이 예를 보이도록 하
겠다.5)

2. 겨레말큰사전의 특징
겨레말큰사전(이하 겨레말)에서 합의한 자모순은 <표 1>과
같다. 북의 사전에서는 ‘ᄋ’으로 시작하는 올림말이 자음 자모로 시

3) 국어사전이 일정한 문법 체계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올림
말에 품사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지만, 예컨대 ‘ᐨ이/ᐨ가’와 ‘ᐨ
을/ᐨ를’(남에서는 주격조사, 북에서는 자리토), ‘ᐨ이ᐨ/ᐨ히ᐨ/ᐨ리ᐨ/ᐨ기ᐨ’(남에서는 파
생접사, 북에서는 끼움토), ‘ᐨ시ᐨ’와 ‘ᐨ겠ᐨ’(남에서는 선어말어미, 북에서는 끼움토),
‘ᐨ습니다’와 ‘ᐨ자’(남에서는 어말어미, 북에서는 자리토)와 같은 올림말의 뜻풀이에
서는 이들의 문법 범주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일정한 문법 체계가 전제되
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물론 그동안 북측의 문법 이론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글 역
시 그런 논저들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북한 문법의 성립 과정과 그
전체적인 체계 등에 대해서는 고영근 편(1990), 김민수 편(1991), 임홍빈(1997) 등의
단행본과 고영근(1992), 한동완(1997), 간노 히로오미(1997) 등의 논문을 참조했다.
5)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한용운(2016)을, 그리고 이 작업
의 사회언어학적 의의에 대해서는 김병문(2015)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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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모순의 남북 합의안
구분

합의안

남

북

초성

ㄱㄴㄷㄹㅁㅂㅅㅇㅈ ㄱㄲㄴㄷㄸㄹㅁㅂㅃ ㄱㄴㄷㄹㅁㅂㅅㅈㅊ
ㅊㅋㅌㅍㅎㄲㄸㅃㅆ ㅅㅆㅇㅈㅉㅊㅋㅌㅍ ㅋㅌㅍㅎㄲㄸㅃㅆㅉ
ㅉ
ㅎ
ㅇ

중성

ㅏㅑㅓㅕㅗㅛㅜㅠㅡ ㅏㅐㅑㅒㅓㅔㅕㅖㅗ ㅏㅑㅓㅕㅗㅛㅜㅠㅡ
ㅣㅐㅒㅔㅖㅘㅚㅙㅝ ㅘㅙㅚㅛㅜㅝㅞㅟㅠ ㅣㅐㅒㅔㅖㅚㅟㅢㅘ
ㅟㅞㅢ
ㅡㅢㅣ
ㅝㅙㅞ

종성

ㄱㄴㄷㄹㅁㅂㅅㅇㅈ ㄱㄲㄳㄴㄵㄶㄷㄹㄺ ㄱㄳㄴㄵㄶㄷㄹㄺㄻ
ㅊㅋㅌㅍㅎㄲㄳㄵㄶ ㄻㄼㄽㄾㄿㅀㅁㅂㅄ ㄼㄽㄾㄿㅀㅁㅂㅄㅅ
ㄺㄻㄼㄽㄾㄿㅀㅄㅆ ㅅㅆㅇㅈㅊㅋㅌㅍㅎ ㅇㅈㅊㅋㅌㅍㅎㄲㅆ

작하는 말이 모두 배열된 뒤에 오고, 또 ‘ᄁ ᄄ ᄈ ᄊ ᄍ’과 ‘ᅢ ᅤ ᅦ
ᅨ’ 등이 각각 자음의 마지막인 ‘ᄒ’과 모음의 마지막인 ‘ᅵ’ 뒤에 온
다는 점에서 남의 사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6) 합의안은 이를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자모명은 ‘기윽’, ‘디읃’, ‘시읏’과 같이
북의 것을 인정했는데, 이는 구한말 국문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국문
연구의정안(1909)에서 채택한 자모명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리
고 자모가 같을 때의 올림말 배열은 제일 먼저 품사를 기준으로 했고
(명사ᐨ대명사ᐨ수사ᐨ동사ᐨ형용사ᐨ관형사ᐨ부사ᐨ감탄사 순), 품사가
같을 때에는 규범어인지, 비규범어인지를 가려 규범어를 앞세우며,
품사가 같은 규범어는 고유어ᐨ한자어ᐨ외래어의 순서로, 똑같이 한
자어나 외래어인 경우에는 한자의 획수나 로마자 등의 자모순에 따
라 배열한다. 품사를 기준으로 하되 많이 쓰는 말을 앞세운 조선말
대사전(이하 조대)이나 품사보다는 올림말의 고유어 여부를 우선
시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대)과는 다른 배열 방식이다.

6) 남의 <한글맞춤법>은 자모의 수를 24개로(제4항), 북의 <조선말규범집>은 40개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항), 이러한 차이는 남에서 ‘ㄲ ㄸ ㅃ ㅆ ㅉ’ 등과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등을 자모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모의 순서에 차
이가 나게 된 이유도 남에서는 이들을 각각의 관련 자모 뒤에 위치시키지만 북에서는
이들을 기존의 자모가 다 끝난 뒤에 별도로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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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말 아래에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과 순서는 ‘발음, 활용형, 원
어, 품사, 전문영역, 문법정보, 뜻풀이, 예구, 예문, 관련어, 참고어, 형
태분석 및 어원, 순화, 붙임, 삽화, 관용구/속담’ 등이다. 북의 다듬은
말과 남의 순화어 관련 정보를 뜻풀이 부분에서 제시하지 않고 별도
의 미시 구조로 독립해서 다루는 ‘순화’를 제외하면 대체로 정보의
종류 자체는 일반적인 언어사전에서 제시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
다. 그러나 각각의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들에서 겨레말만의 특색
이 없지 않은데, 예컨대 예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올림말의 뜻갈
래 별로 남과 북, 해외 동포(주로 연변)들이 쓰는 실제 용례를 하나씩
제시한다. 그리고 ‘붙임’에서는 뜻풀이에서 밝혀 주기 어려운 해당
올림말의 유래나 언어 외적인 참고 사실을 밝혀 주는 외에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
인 내용은 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는 남북의 차이 나는 올림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점만을 밝히
도록 하겠다.7)
겨레말의 형태표기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모의 순서나
이름뿐만 아니라 띄어쓰기나 문장부호와 같이 남북에서 차이가 나는
규범들을 합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표기의 차이다. 이들은 대체로 개별 어휘마다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어느 하나로 합의되는 것도 있지만 복수
로 합의되는 것도 있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넋두리’(남)와 ‘넉두
리’(북)는 ‘넋두리’로 합의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넋두리’에서 정상
적으로 원고를 작성한 뒤 [붙임]을 통해 ‘남의 <넋두리>와 북의 <넉
두리>를 <넋두리>로 통일함’과 같은 정보를 준다. 그리고 ‘넉두리’
에서는 ‘→넋두리’로 뜻풀이를 대신하며 품사 외에는 발음이나 예문,
형태 분석 등의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느 하나
로 합의하지 못하고 복수로 합의한 올림말도 다수 있다. 이때에는 양
쪽의 올림말 모두에 동일한 뜻풀이를 주고 그 뒤에 상대 쪽의 올림말

7) 겨레말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홍종선(2012)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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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쓴다는 정보를 제시한다. 아래에 예로 든 ‘부스러기’(남)와 ‘부
스레기’(북)가 그런 경우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복수로 합의된 올림
말이 다른 올림말과 관련어나 참고어 관계에 있을 때 역시 이 복수 합
의의 올림말을 모두 제시한다. 즉, ‘녹말’(남)과 ‘농마’(북)는 복수로

甘粉)’의

합의되었기 때문에 ‘감자녹말’과 ‘감자농마’ 모두가 ‘감분(

뜻풀이를 대신하는 기본 올림말이 되는 것이다. 또 ‘눈썹’(남)과 ‘눈
섭’(북) 역시 복수로 합의된 올림말이기 때문에 ‘그믐달’의 참고어로
‘눈섭달’과 ‘눈썹달’이 모두 제시된다.8)
(1)

ㄱ. 넋두리 [넉뚜리] [명]
①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하는 것, 또는 그 말.
② ≪민속≫ 굿을 할 때, 죽은 사람의 넋이 씐 무당이나 가족이 하는 말.
[붙임] 남의 <넋두리>와 북의 <넉두리>를 <넋두리>로 통일함.

ㄴ. 넉두리 [명] →넋두리.
(2)

(3)

ㄱ. 부스러기 [명] 깨어져 잘게 된 가루나 조각. <부스레기>라고도 한다.
ㄴ. 부스레기 [명] 깨어져 잘게 된 가루나 조각. <부스러기>라고도 한다.
ㄱ. 감분1 (甘粉) [명] ＝감자녹말. 감자농마.
ㄴ. 감자녹말 [감자농말] (ᐨᐨ綠末) [명] ∼. <감자농마>라고도 한다. [같
은말] 감분1(甘粉).
ㄷ. 감자농마 [명] ∼. <감자녹말>이라고도 한다. [같은말] 감분1(甘粉).

(4) 그믐달 [그믐딸] [명] 음력 그믐께 뜨는 달. [참고] 눈섭달. 눈썹달. 초승달.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같은 어휘이지만 그 표기에서 남과 북이 차
이나는 것들은 그 표기를 합의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제시하게 되는
8) 표기와 관련하여 가장 큰 합의 대상은 두음법칙 및 사이시옷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들
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잠정적으로 ‘노동#로동’, ‘초불#촛불’과 같이 표기
하고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괄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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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 자체가 다른 것들은 합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두 말을 모두 일반적인 올림말로 풀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에서 ‘거위’라고 하는 것을 북에서는 ‘게사니’라고 한다. 이때 이들
을 하나의 어휘로 통일하거나 단일화하지 않고 두 말 모두 일반적인
올림말로 삼는데, 이때는 자모순에 따라 ‘거위’를 기본 올림말로 삼
아 여기서 뜻풀이하고 ‘게사니’에서는 ‘＝거위’라는 형식으로 하여
뜻풀이를 ‘거위’로 돌리게 된다.9) 그러나 분단 이후에 생긴 말로서
남과 북 어느 한 곳에서만 쓰이는 말이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적, 정치적, 문화적,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는 말은 ‘남녘말’ 혹은 ‘북
녘말’로 보아 뜻풀이 문장에서 <∼를 남에서/북에서 이르는 말.>이
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간접노력#간접로력’,
‘주민등록증’, ‘공민증’, ‘동지’ 등이 그러한 것들인데, ‘동지’는 올림
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의 뜻갈래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다. 그러나 분단 뒤에 생겨 어느 한쪽에서만 쓰이는 말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체제와 큰 관련이 없고 단어의 구성만으로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표지를 달지 않고 일반적으로 뜻풀이한다. 북에
서 쓰는 <가공술>과 같은 예가 그런 것이다.
(5)

ㄱ. 거위1 [명] 고기를 먹으려고 기러기를 개량한 새. 헤엄은 잘 치지만 잘
날지 못한다. 몸은 대개 흰색이고 생김새는 오리와 비슷하나 더 크고
이마가 혹이 난 것처럼 두드러졌으며 목이 길고 가슴이 넓다. 밤눈이
밝아서 개 대신으로 기르기도 한다. [같은말] 게사니.

ㄴ. 게사니 [명] ＝거위 .
1

(6)

ㄱ. 주민등록증 [주ː민등녹쯩] (住民登錄證) [명] <일정한 거주지에 살

9) 겨레말에서는 같은 뜻의 여러 올림말들을 대표하여 뜻풀이해 주는 기본 올림말의 선
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두 올림말 가운데 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
에 모두 올라있는 말을 기본 올림말로 선정한다.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를, 어려운 한자
어보다는 쉬운 한자어를 기본 올림말로 삼는다. 각 측의 표기법의 차이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두 표기 가운데 자모순에서 앞선 표기를 기본 올림말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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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남에서 이르는 말. 17살 이상
의 주민에게 발급된다. [참고] 공민증.

ㄴ. 공민증 [공민쯩] (公民證) [명] <나라의 공민임을 증명하는 문건>을
북에서 이르는 말. 17살 이상의 공민에게 발급된다. [참고] 주민등록증.

(7) 간접노력#간접로력 [간점노력] (

間接勞力) [명] ≪경제≫ <기본생산노

력과 보조생산노력의 생산적 작업과 생활을 보장하고 관리사업을 맡아
하는 일>을 북에서 이르는 말. [참고] 직접노력#직접로력.

同志) [명]

(8) 동지 (

① 목적이나 뜻이 같은 것, 또는 그런 사람.
②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 뒤에 쓰여≫ 그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
을 나타내는 말. 북에서 이르는 말이다.

加工ᐨ) [명] 알콜에 인삼이나 과일 등을 넣고 향료, 색소 같은 것

(9) 가공술 (

을 섞어서 만든 술. 인삼술, 감홍로 같은 것이 있다.

3. 남북 언어학 용어의 올림말 선정 원칙과 방식
표대의 전문 영역은 총 50개, 조대의 전문 영역은 총 47개이
다.10) 그리고 전체 전문어 가운데서 언어학 용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대가 약 2%, 조대가 약 4% 정도이다. 겨레말에서는 가급적
전문어를 줄이고 일반어의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참고로 표대에서 올린 전문어들이 겨레말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
는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특히 겨레말은 기존 어휘 약 20만
개와 새어휘11) 약 10만 개의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10) 겨레말은 총 42개 항목으로 전문 영역을 나누었다.
11) 겨레말에 실리는 새어휘의 유형에 대해서는 변영수(2016)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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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대의 전문어와 겨레말에서의 반영 비율 예시
영역

표대

겨레말

반영 비율

건설

6,215

1,230

20%

논리

718

143

20%

문학

3,788

424

11%

민속

4,912

1,520

31%

운동오락

4,960

1,221

25%

철학

2,061

319

15%

컴퓨터

1,499

277

18%

화학

8,865

826

9%

대사전에 올랐던 전문어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새로 선별할 수밖에
없었다.
겨레말에서는 표대와 조대에 등재된 언어학 용어 각각
4,200여 개와 1,400여 개(두 사전에 모두 오른 올림말을 감안하여 계
산하면 표대와 조대의 언어학 용어는 약 4,800개 정도이다)와
더불어 남북의 문법 교과서, 언어학 사전, 문법서 등을 조사하여 기존
사전에 오르지 않은 약 600개 새어휘를 찾아내었고 이들을 모두 선
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올림말 선정의 원칙은 우선 남북의 교과서와
기본적인 문법서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싣는 것으로 하였다. 그
래서 기존의 표대나 조대에 실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
제로 교과서나 문법서들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이면 가급적 삭제 선
별했다. 또, 교과서에 실린 것이 하나의 용어로 기능하는 것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 측의 문법서들을 활용하였다. 이때 남측
의 문법서는 대체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개론서 수준의 것들을 참고
로 하였고, 북측의 문법서는 사회과학원에서 출판된 <조선어학전
서>가운데 어음론, 음운론, 형태론, 품사론, 단어조성론, 문장론 부분
을 참고하였다. 선별 과정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의 구체적 목록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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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남: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주)두산.12)

∼

북: 최준영 외(2001), 국어문법(고등중학교 제1 3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문법서>
남: 남기심 · 고영근(2014), 표준국어문법론(제4판), 박이정.
고영근 · 구본관(2008), 우리말문법론, 집문당.

Ⅰ
구본관 외(2016), 한국어문법총론Ⅱ, 집문당.
구본관 외(2015), 한국어문법총론 , 집문당.

유현경 외(2015), 우리말연구의 첫걸음, 보고사
북: 김성근(2005), 조선어어음론(조선어학전서22), 사회과학출판사.
김성근(2005), 조선어음운론(조선어학전서23), 사회과학출판사.
정순기(2005), 조선어형태론(조선어학전서26), 사회과학출판사.
김백련(2005), 조선어문장론(조선어학전서27), 사회과학출판사.
리기만(2005), 조선어문장성분론(조선어학전서28), 사회과학출판사.
김옥희(2005), 조선어품사론(조선어학전서29), 사회과학출판사.
김동찬(2005), 조선어단어조성론(조선어학전서30), 사회과학출판사.

<사전>
남: 이정민(2000), 언어학사전(제3판), 박영사.
북: 김영황(1986), 언어학사전 1(조선어력사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리동빈 · 양하석(1986), 언어학사전 2(현대조선어편),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올림말 선정의 기본 대상은 물론 표대와 조대에 올라 있는 기
존 올림말이다. 그 가운데 각 측의 교과서에 실린 것은 모두 올림말로
선정하였다.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법서에서
주요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 역시 올림말로 선정하였다. 남측의 경우

12) 개정 교육 과정의 검인정 문법 교과서가 아닌 7차 교육 과정 국정 문법 교과서를 자
료로 사용한 이유는 이른바 학교 문법의 기본 개념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검인
정 문법 교과서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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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잘 쓰이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으나(필요한
경우에는 학술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북측 용어의 경우
에는 특히 조대에 올라 있는 언어학 용어가 실제 사용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에는 우선적으로 김일성대학의 인사들이
편찬한 언어학사전(1986)을 주요한 준거로 삼았다. 즉, 조대의
올림말 중 북측의 문법 교과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도 이 언어
학사전에 실린 것은 가급적 올리는 것으로 하였다. 또 언어학사전
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선어학전서>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대부분 올림말로 삼았다. 그러나 조대와 표대에 있는
올림말이라고 하더라도 교과서나 기본적인 문법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 대부분 삭제 선별하였다. 다만, 그것과 짝을 이루는 개념들
이 반영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해당 용어가 교과서나 문법서에서 확
인되지 않더라도 반영으로 선별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통해 표대와 조대의 언어학 용어 약 2,300
개와 새어휘 약 100개를 포함하여 약 2,400개의 올림말을 겨레말
의 언어학 용어로 선정하였다. 기존 사전에 있던 2300개 올림말 가운
데 표대와 조대에 모두 실려 있는 것은 850여 개이고 표대에
만 있는 것은 900여 개, 조대에만 있는 것은 550여 개이다.13) 새어
휘는 주로 남북의 문법교과서나 언어학 서적의 색인 등을 참고하여
표대와 조대에 등재되지 않은 올림말을 찾아 검토 후 추가한 것
인데, 남북의 문법 교과서에서 약 40개(‘과거시제, 재귀칭, 높이마루,
열린소리마디’ 등), 남북의 언어학 사전 및 문법서에서 약 60개(‘처소
격, 심리형용사, 앞모음화’ 등)의 올림말이 겨레말에서 새로 추가
된 것이다. 선별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남측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 가운데 한자어와 고유어가 짝을 이루는 것들이
다. 예컨대 ‘명사ᐨ이름씨, 대명사ᐨ대이름씨, 수사ᐨ셈씨’와 같은 것들
인데, 이런 것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아 이들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
가 있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품사(씨) 외에 문장 성분(월조각:

13) 현재 작업 과정에 있으므로 이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대략적인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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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말, 풀이말, 부림말 등), 격(자리: 임자자리, 부림자리, 어찌자리
등), 문법 단위(씨끝, 토씨, 가지, 낱말, 말마디, 마디, 월 등)와 같은 일
정한 층위를 정해서 그러한 것들만 한자어ᐨ고유어 짝을 모두 올림말
로 하고 그 범위의 밖에 있는 것들은 한자어만 올림말로 선정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은 약 5,000개의 올림말을 대상으로 선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유형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 선
별 과정에서 같은 계열을 이루고 있거나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균형 있게 처리하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 집필 및 교열 과정에서 뜻
풀이의 내용과 형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모순으
로 작업하지 않고 유형별로 작업을 배분함으로써 그러한 이점을 살
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언어학 용어 분류표>를 작성
하여 선별 대상 올림말을 분류하였는데, 이 표는 국립국어원에서 진행
한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임홍빈(2003), 권재일(2004),
서상규(2005) 등]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4. 남북 언어학 용어의 뜻풀이
4.1. 일반 원칙
앞서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겨레말 형태표기위원회에서는 남
북의 차이 나는 어문 규범들을 합의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문법 용
어에 대한 합의안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겨레말에서 품사
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담겨 있는데, 품사명에서는
사실 남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
용사, 관형사, 부사’ 등 남북이 동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감탄사’(남)
와 ‘감동사’(북) 정도가 다른 것인데, 이는 ‘감탄사’로 합의하였다. 세
부 명칭으로 들어가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의존명사’(남)와 ‘불완전
명사’(북)는 ‘의존명사’로, ‘지시대명사’(남)와 ‘가리킴대명사’(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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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명사’로, ‘양수사’(남)와 ‘수량수사’(북). ‘서수사’(남)와 ‘순서
수사’(북)는 각각 ‘수량수사’와 ‘순서수사’로 합의하였다.14)
그런데 남북의 문법 용어 가운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조사ᐨ어미’와 북의 ‘토’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은 체
언에 붙는 조사에 품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에 용언의 어간에 붙
는 어미는 용언의 일부로 본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바뀌어
가며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북에서
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붙어 ‘문법적 형태’15)를 이루는 것을 모
두 ‘토’라고 한다. 체언에 붙는 토에 따로 품사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이라는 개념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체언에 붙는가 용언에 붙는가 하는 점에서 구별될 뿐 문장에서의 문
법적 지위 역시 같은 층위에서 논의되는데, 예를 들어 문장성분의 성
립에 관여하는 ‘자리토’에는 남측의 용어로는 ‘격조사, 보조사’에 해
당하는 ‘체언토’뿐만 아니라 ‘종결어미, 연결어미’와 같은 ‘용언토’
가 함께 포함된다. 또 ‘자리토’에 상대되는 개념인 ‘끼움토’는 남측의
용어로는 ‘선어말어미’에 해당하는 것과 ‘서술격조사’로 이루어져
있다.16)
이와 관련해 겨레말의 형태표기위원회에서는 ‘조사’와 ‘어미’
대신 ‘토’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언
급한 남북의 문법 체계상의 차이에 관해 일정한 합의를 이룬 것이 아
14) 문법 용어 외에도 올림말의 품사를 남북이 달리 설정하고 있는 것들도 일부 합의하
였다. 예컨대 ‘공, 군, 님, 씨, 양, 옹’ 등을 남에서는 모두 의존명사로 보는 데 반해, 북
에서는 이들을 대명사(군), 접사(씨), 의존명사(양) 등으로 갈라 보는데, 겨레말에
서는 이들을 모두 의존명사로 합의했다. 또 ‘첫째, 둘째, 셋째’ 등을 수사와 관형사의
통용어로 보는 남과 달리 북은 이들을 모두 수사로만 보는데, 겨레말에서는 북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을 수사로만 보기로 합의하였다.
15) ‘문법적 형태’란 어떤 단어의 어휘적 의미에는 변함이 없이 일정한 토가 붙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책’에 대해 ‘책이, 책을, 책에, 책으로’
등을, ‘읽다’에 대해 ‘읽고, 읽으며, 읽게, 읽은, 읽습니다’ 등을 ‘문법적 형태’ 또는
줄여서 ‘형태’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에서 말하는 ‘형태론’의 대상은 바로 이
‘문법적 형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1:124) 참조.
16) ‘자리토’와 ‘끼움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병문(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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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아래 ‘ᐨ처럼’의 예에서처럼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올림말의
품사 표지를 ‘토’로 한다는 것이고, 또 이들의 뜻풀이 문장에서 ‘조
사’나 ‘어미’라는 용어 대신 ‘토’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다. 물론 이
럴 때 ‘조사’, ‘어미’, ‘토’와 같이 차이 나는 남북의 문법 용어들은 어
떻게 뜻풀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
는 단수 혹은 복수 합의한 올림말처럼 뜻풀이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예를 든 ‘넋두리/넉두리’나 ‘부스러기/부스레기’의 처리 방식을 따르
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올림말이 표기만 다를 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더구나 ‘조사’와 ‘어미’, ‘체언토’와 ‘용언토’처
럼 설혹 지시하는 대상이 같더라도 문법 체계가 달라 자연히 그 문법
적 의미 역시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가 어렵다. 따라
서 ‘거위/게사니’나 ‘주민등록증/공민증’에서와 같이 형태 표기 합의
대상이 아닌 일반 올림말처럼 뜻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증/공민증’의 경우와 같이 남북의 사회 경제 문화 학문적
차이가 뜻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거위/게사니’처럼 그와 무관한
것이 있다. ‘순서수사’(남)와 ‘서수사’(북)나 ‘시제’(남)나 ‘시간범주’
(북)가 남북의 문법 체계가 뜻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면, ‘자리토’와 ‘끼움토’(북), ‘선어말어미’와 ‘전성어미’(남) 등은 남
북의 독자적인 문법 체계가 뜻풀이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
서 전자는 일반적인 올림말의 뜻풀이 형식을 취하고, 후자는 <남녘
말/북녘말>의 형식으로 뜻풀이하게 된다.
(10) ᐨ처럼 [토]

≪체언 뒤에 붙어≫ 앞의 말에 빗대어 모양이나 성질 등이 서

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토.

(11)

ㄱ. 순서수사 [순ː서수사] (順序數詞) [명] ≪언어≫ 차례를 나타내는
수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등의 고유어 계통과 <제일, 제이, 제
삼, 제사…> 등의 한자어 계통이 있다. [같은말] 서수사. 순서수. 차례
수사.

ㄴ. 서수사 (序數詞) [명] ≪언어≫ ＝순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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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ㄱ. 시제 (時制) [명] ≪언어≫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사건의 시간적 선후
1

관계를 가리키는 문법범주.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절대시제와 사건시
를 기준으로 한 상대시제가 있다. [같은말] 때매김. 시간범주. 시칭.

ㄴ. 시간범주(時間範疇) [명] ≪언어≫ ＝시제 (時制).
1

(13)

ㄱ. 자리토 [명] ≪언어≫ 체언이나 용언에 붙어 문법적 형태를 완성하면
서 그 단어의 문장론적 자리를 나타내주는 토. 격토, 맺음토, 이음토,
꾸밈토, 규정토, 강조토 등이 있다. 북에서 이르는 말이다.

ㄴ. 끼움토 [명] ≪언어≫ 어간과 자리토 사이에 끼어들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토. 복수토, 상토, 시간토, 존경토, 바꿈토 등이 이에 속한다.
북에서 이르는 말이다. [참고] 선어말어미.

(14)

ㄱ. 선어말어미 (先語末語尾) [명] ≪언어≫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
는 어미. ‘ᐨ시ᐨ’와 같이 높임에 관한 것과 <ᐨ았ᐨ/ᐨ었ᐨ>, <ᐨ더ᐨ>, <ᐨ
겠ᐨ>과 같이 시간에 관한 것이 있다. 남에서 이르는 말이다. [같은말]
비어말어미. 안맺음씨끝. [참고] 끼움토.

ㄴ. 전성어미 [전ː성토] (轉成ᐨ) [명] ≪언어≫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ᐨ기>, <ᐨㅁ/ᐨ음>,
관형사형 전성어미 <ᐨㄴ/ᐨ은>, <ᐨㄹ/ᐨ을>, 부사형 전성어미 <ᐨ아/ᐨ
어>, <ᐨ게>, <ᐨ지>, <ᐨ고> 등이 있다. 남에서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이 남북의 문법 체계가 서로 달라 각각의 개념이나 용어를
써야 해당 올림말의 풀이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은 남녘말, 북녘말로
풀이한다. 그리고 이들에 한해서는 뜻풀이에서도 남녘말과 북녘말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측의 용어나 개념을 쓰지 않고 뜻풀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 없는 경우 역시 남녘말, 북녘말
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 있거나 서로 같은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라도 체계를 고려하여 풀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남녘말, 북녘말로 풀이하게 된다. 예컨대 ‘관형어’(남)와
‘규정어’(북)는 서로 같은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대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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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되고 각 측의 독자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도 뜻풀이가 가능한 올
림말이다. 그러나 ‘관형어’는 활용을 전제하는 ‘관형사형, 관형사형
어미’ 등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규정어’는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
형, 규정토’ 등과의 관계 속에 있다. 또 북의 ‘규정어’는 ‘주어, 보어
(직접보어, 간접보어, 그 밖의 보어), 상황어, 술어’라는 남과는 다른
문장성분의 체계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남녘말, 북녘말
로 풀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 있고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서로 같으며 각 측의 문법 체계와 상관없이 뜻풀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북의 용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남녘말, 북녘말로 뜻
풀이하지 않는다. ‘거위/게사니’나 ‘가공술’과 같은 일반 어휘에서 남
북의 차이가 각 측의 체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면 남녘말, 북녘말로
뜻풀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서로 대응되는 남과 북의 용어를 남녘말, 북녘말로 뜻풀이하지 않
을 때에는 어떤 것을 기본 올림말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17) ‘말줄기(북)ᐨ어간(남), 말뿌리(북)ᐨ어근(남), 덧붙이(북)ᐨ접
사(남), 앞붙이(북)ᐨ접두사(남)’ 등과 같이 남북의 용어 차이가 ‘고유
어ᐨ한자어’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자어를
기본 올림말로 하여 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런 경우 대개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양쪽 모두에서 더 익숙하기 때문인데, 겨레말
의 형태표기위원회에서도 ‘접두사, 접미사’(남)와 ‘앞붙이, 뒤붙이#
뒷붙이’(북)를 ’접두사, 접미사‘로 합의하고, 북의 ‘말뿌리적명사’를
‘어근명사’로 쓰기로 한 점도 고려하였다.18) 특히 남측에서 인정되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짝 가운데 기본 올림말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17) 남과 북이 주로 쓰는 용어는 다르다 하더라도 한쪽의 말이 양쪽 사전에 모두 올라 있
으면 그것을 기본 올림말로 삼는다. 예컨대 표대는 ‘의문문’이, 조대는 ‘물음문’
이 기본 올림말이지만, ‘의문문’은 조대에도 올라 있으므로 이것이 기본 올림말이
된다. 이는 겨레말의 기본 올림말 선정 원칙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18) 다만, <주격토ᐨ주격조사>, <대격토ᐨ목적격조사>, <보조토ᐨ보조사> 등과 같이
<∼토>와 <∼조사>를 같은말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토>를 기본 올림말로 한다.
이는 ‘어미’와 ‘조사’라는 용어 대신 ‘토’를 쓰기로 한 형태표기위원회의 합의를 고
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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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자어를 우선한다.19) 그러나 ’거센소리ᐨ격음, 된소리ᐨ경음, 예
사소리/순한소리ᐨ평음‘ 등과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 짝 가운데 남북
모두 고유어의 사용이 더 일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기본 올림말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용어에 차이가 나는데 이
들이 모두 각 측에서 잘 쓰이는 말이며 고유어 한자어의 차이가 없을
때에는 자모순에서 앞서는 것을 기본 올림말로 한다. ‘형태부20)(북)ᐨ
형태소(남)’나 ‘순한소리(북)ᐨ예사소리(남)’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이때는 자모순에서 앞서는 ‘형태부’와 ‘순한소리’가 기본 올림말이
된다. 그러나 일정한 계열 관계에 있는 올림말들은 그 안에서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세워 기본 올림말을 설정했다. 그
리고 남녘말, 북녘말로 뜻풀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뜻풀이에서도
이상의 기준으로 선정된 기본 올림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다.21)
이밖에 뜻풀이 과정에서 변이형이 있는 문법 형태를 예로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형을 정하지 않고 빗금(/)을 사용하여 그 변이형
을 모두 보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ᐨ았ᐨ/ᐨ었ᐨ>, <ᐨ아/ᐨ어>,
<ᐨ아서/ᐨ어서>와 같이 양성, 음성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양성/음
성>의 순으로, <ᐨ와/ᐨ과>, <ᐨ이/ᐨ가>, <ᐨ을/ᐨ를>, <ᐨ은/ᐨ는>과 같이
19) 앞서 선별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했던 ’이름씨ᐨ명사, 대이름씨ᐨ대명사, 셈씨ᐨ
수사’, ‘임자자리ᐨ주격, 부림자리ᐨ목적격, 어찌자리ᐨ부사격’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20) 표대에서는 ‘형태부’를 “‘형식형태소’의 북한어”라고 뜻풀이하였는데 북한의 첫
규범문법서인 조선어문법(1949)에서부터 ‘형태부’는 우리의 ‘형태소’에 해당하
,그
는 용어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
를 가진
의
를
하는 사
람의
에 비추어
한
의
로서
해 낼 수 있는
의
의
를
라 한다.”(조선어문연구회 1949:70).

意味
最小 單位 言語 使用
意識
一定 意味 擔當者 分割
語音 連續體
中 最小 單位 形態部

21) 일반적인 올림말의 뜻풀이에서는 최대한 남녘말, 북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두 말을 모두 보여 주되 자모순으로
뒤에 오는 말은 괄호 안에 넣어 ‘남녘말(북녘말)’, 또는 ‘북녘말(남녘말)’과 같은 형
식으로 제시한다.
<예> 타동사 (
) [명] ≪언어≫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직접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밥을 먹다.>의 <먹다>,
<노래를 부르다.>의 <부르다> 등이다. [같은말] 남움직씨. 타동2(
)②. [참
고] 자동사.

他動詞

他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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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는 어간의 말음의 종류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를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ᐨ시ᐨ/ᐨ으시ᐨ>, <ᐨ며/ᐨ으
며>, <ᐨ로/ᐨ으로> <ᐨᄆ/ᐨ음>, <ᐨᄂ/ᐨ은>과 같이 매개모음(결합모
음) <ᐨ으ᐨ>가 덧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ᐨ으ᐨ>
가 없는 것을 먼저 제시한다.
(15) 부사격조사 [부ː사껵쪼사] (

副詞格助詞) [명] ≪언어≫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이 문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ᐨ에>, <ᐨ에서>, <ᐨ로/ᐨ
으로>, <ᐨ와/ᐨ과>, <ᐨ보다> 등이 있다. 남에서 이르는 말이다. [같은말]
어찌자리토씨.

4.2. 유형별 원칙 및 실제 뜻풀이22)
4.2.1. 음운

음성이나 음운에 관한 올림말은 일반적인 의미를 기본 뜻풀이에
제시하고 해당 음성이나 음운, 또는 음운 현상의 예나 조음기관에 관
한 설명 등을 부가설명에서 제시한다. 예를 나열할 때에는 겨레말
의 형태표기위원회에서 합의한 자모의 순서를 따른다. 그러나 그 예
들이 일정한 계열을 이루는 것들은 자모순을 따르지 않고 그 나름의
순서로 제시할 수 있다. 음성이나 음운과 관련한 올림말 가운데는 남
북의 이론적 체계가 서로 달라 남녘말이나 북녘말로 기술할 것은 거
의 없다. 대체로 ‘음운탈락’(남)과 ‘소리빠지기’(북)’ 같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기본 올림말 선정 원칙에 따라 뜻풀
이한다.
22) 여기서는 편의상 남측의 기준에 따라 ‘음운, 형태, 통사’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
겠다. 북측은 대체로 우리의 음성학과 음운론에 해당하는 것을 ‘어음론’이라고 하고,
‘형태론’은 앞서 언급한 단어의 ‘문법적 형태’를 주로 다루는 것이라 하여 이와 별도
로 ‘품사론’과 ‘단어조성론’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품사론’과 ‘단어조성론’을 ‘형
태론’과 분리된 별개의 분야로 세우게 되는 것은 80년대 이른바 이론문법 시대부터
인데, 특히 ‘단어조성론’이라는 독특한 분야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고영진
(199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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鼻音化) [명] ≪언어≫ 장애음이 뒤에 오는 비음의

(16) 비음화 [비ː음화] (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밥물>이 <밤물>로 <닫는다>가
<단는다>로 소리 나는 것이다. [같은말] 코소리되기#콧소리되기. 코안소
리되기.

陽性母音) [명] ≪언어≫ 어감이 밝고 작은 모음. 우리말의
<ㅏ>, <ㅑ>, <ㅗ>, <ㅛ>, <ㅐ>, <ㅘ>, <ㅚ> 등이다. [같은말] 강모음. 밝

(17) 양성모음 (

은모음. [참고] 음성모음. 중성모음.

(18) 파렬음#파열음 [파ː여름] (

破裂音) [명] ≪언어≫ 입술이나 입안 등의

조음기관에서 공기를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우리말의

ㄱ>, <ㅋ>, <ㄲ>, <ㄷ>, <ㅌ>, <ㄸ>, <ㅂ>, <ㅍ>, <ㅃ> 등이 있다. [같
은말] 닫긴소리①. 정지음. 터짐소리. 터침소리. 페색음#폐색음. 페쇄음#
<

폐쇄음.

音韻脫落) [명] ≪언어≫ 두 음운이 만났을 때 한 음운이 탈락
하여 소리나지 않는 현상. 우리말에는 <바늘＋질>이 <바느질>로, <크ᐨ＋

(19) 음운탈락 (

어>가 <커>로 되는 것 등이 있다. [같은말] 소리빠지기. [참고] 음운첨가.

용어상으로는 서로 일대일 대응이 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
소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때 역시 이론적 체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남녘말, 북녘말로는 풀이하지 않고 붙임 정보 등을 통해
남과 북의 차이를 제시하도록 한다. 예컨대 남에서는 ‘구개음(입천장
소리)’23)을 ‘ᄌ, ᄍ, ᄎ’로 보지만 북에서는 이들에 더해 ‘ᄉ, ᄊ’ 역시
구개음으로 분류한다. 평안 방언에서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김영배 1998:54ᐨ56), 북측 화자들의
경우 ‘ᄌ, ᄍ, ᄎ’의 조음 위치가 치경음과 매우 가깝다는 보고를 감
안한다면24) 북쪽에서는 ‘ᄌ, ᄍ, ᄎ’ 등이 우리와 달리 구개음보다는
23) 조대와 표대 모두에 ‘구개음’과 ‘입천장소리’가 올라 있는데, 조대는 ‘입천장
소리’, 표대는 ‘구개음’이 기본 올림말이다.

26 한국사전학 제29호

‘ᄉ, ᄊ’과 같은 치경음 쪽으로 치우쳐 있어 조음 위치상으로는 서로
잘 변별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어학전서> 23권인 김성근
의 조선어음운론을 살펴보면 북측은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입
술소리, 혀앞소리, 혀뒤소리, 울대소리’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혀앞소리에는 우리의 치경음과 구개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
되어 있고 ‘혀뒤소리’는 우리의 연구개음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김성근 2005:106) 북측에서는 우리의 치경음과 구
개음이 조음 위치로는 잘 변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25) 겨
레말에서는 ‘구개음’을 남측의 관점에 따라 ‘치경음’과 구별되는 것
으로 뜻풀이하되, 붙임에서 북측의 관점을 보이도록 하였다.

口蓋音) [명] ≪언어≫ 혓바닥과 굳은입천장 사이에
서 나는 소리. 우리말에는 <ㅈ>, <ㅊ>, <ㅉ> 등이 있다. [같은말] 경구개

(20) 구개음 [구ː개음] (

음. 센입천장소리. 앞천장소리. 입천장소리. 전구개음. [참고] 연구개음.
[붙임] <

ㅅ>, <ㅆ>을 남에서는 치경음으로 분류하나, 북에서는 구개음으

로 분류한다.

모음의 분류와 관련해서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
어 표대는 ‘고모음’과 ‘폐모음’, ‘저모음’과 ‘개모음’을 각각 같은
말로 보았는 데 반해, 조대는 ‘높은모음(고모음)’과 ‘닫긴모음(폐
모음)’, ‘낮은모음(저모음)’과 ‘열린모음(개모음)’을 서로 다른 말로
설정하여 별도로 뜻풀이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과 북에 어떤 이론적
인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말의 모
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 셋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넷으로 나눌 수도 있

24) 이호영(2009:26ᐨ28)에 의하면 남측의 표준 발음에서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ㅈ,ㅉ,
ㅊ>의 발음이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발음에서는 치경음으로 발음된다고 한다. 또
한 <ㅅ,ㅆ>의 경우에는 남측의 표준 발음과 달리 <이> 모음 앞에서도 구개음으로
나지 않고 치경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5) 음성학적으로는 남쪽에서도 ‘ㅈ, ㅊ, ㅉ’을 ‘경구개음(palatal)’이 아니라 ‘구개치경
음(palatoᐨ alveolar)’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기문 외(1984: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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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셋으로 나누면 ‘고모음ᐨ중모음ᐨ저모음’의 체계가 되고 넷
으로 나누면 ‘폐모음ᐨ반폐모음ᐨ반개모음ᐨ개모음’의 체계가 된다(최
명옥 2004:42). 따라서 ‘고모음’과 ‘폐모음’ 등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
이 결국 같다 하더라도 그 말이 배경으로 하는 분류 체계가 다르므로
이들을 같은말로 처리할 수는 없겠다. 겨레말에서는 각각의 체계
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뜻풀이하고 그 체계를 공유하는
용어들을 참고어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물론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북의 이론적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26) 남녘말, 북녘말로
풀이하지는 않는다.

高母音) [명] ≪언어≫ 입을 조금 열고 혀의 위치를 높여서 소리
내는 모음. 우리말에는 <ㅜ>, <ㅡ>, <ㅣ>, <ㅟ> 등이 있다. [같은말] 높은
모음. 높은홀소리. [참고] 저모음. 중모음 (中母音).

(21) 고모음 (

1

開母音) [명] ≪언어≫ 입을 가장 크게 벌려 소리 내는 모음. 우
리말에는 <ㅏ> 등이 있다. [같은말] 열린모음. [참고] 반개모음. 반페모음

(22) 개모음 (

#반폐모음. 페모음#폐모음.

일반어도 그렇지만 표대에서 ‘∼의 북한어’라고 풀이한 것 가운
데에는 정확하지 않는 것들이 적지 않아 가급적 북측 언어학 서적 등
을 확인하여 뜻풀이하였다. 예를 들어 조대에 언어학 전문어로 올

流音)의 북한어’로 풀이하

라 있는 ‘튀김소리’를 표대에서는 ‘유음(

고 있다. 그러나 ‘유음’은 [r, l]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반해 ‘튀김소리’
는 유음의 하위 부류인 ‘탄설음(두들김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인다.27)

26) 혀의 높이에 따른 모음의 분류는 4등분하는 것보다는 3등분하는 것이 근래의 일반
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구본관 외 2015:51 참조).
27) 참고로 조대에서는 ‘튀김소리’를 아래와 같이 풀이하였다.
<예> 튀김소리 [명사] ≪언어≫ 말소리를 낼 때 혀끝으로 입천장을 한번 튀기면서
나는 자음. 우리 말 말소리에서 ≪ㄹ≫ 같은것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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彈舌音) [명] ≪언어≫ 혀끝을 잇몸에 한번 빠르게
대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 우리말에는 <ㄹ>이 모음 사이에 올 때의 소

(23) 탄설음 [탄ː서름] (

리이다. [같은말] 두들김소리. 탄음. 튀김소리.

4.2.2. 형태

품사명은 해당 올림말의 일반적 의미를 기본 뜻풀이에 제시하고,
부가설명에서 문법적인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다. 문법적인 내용에는
문장성분과의 관계, 토와의 결합 여부, 수식 피수식 관계, 상하위 부
류 등을 기술한다. 품사명은 원칙적으로 남녘말, 북녘말로 뜻풀이하
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뜻풀이하는데, 남북의 품사명이 다른 경
우에는 형태표기위원회의 합의안을 기준으로 기본 올림말을 선정하
였다. 합의안에 없는 하위 품사 부류 가운데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같은말로 처리하고 기본 올림말 선정 기준에 따라 기본 올림말을 선
정하여 뜻풀이한다. 이밖에 합의안에 없는 하위 품사 부류가 일대일
로 대응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뜻풀
이하되, 이때도 남녘말, 북녘말로는 처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측의
‘보조동사, 보조형용사’와 북측의 ‘보조적동사(보조동사), 보조적형
용사(보조형용사)’는 뜻이 같지 않으므로 뜻갈래를 달리 하여 별도로
기술한다. 북측의 ‘보조적동사’와 ‘보조적형용사’는 남측의 ‘보조용
언’이 문장에서 하는 문법적 기능에 의해 범주화되는 것과 달리 ‘말
미암다, 즈음하다, 싶다, 말다’와 같이 단독으로는 술어가 되지 못하
고 반드시 다른 말과 어울려야 서술어가 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따라
서 이 ‘보조적동사’와 ‘보조적형용사’는 ‘자립적동사’와 ‘자립적형용
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불완전명사’와 같이 ‘보조적단어’의 한 부류
에 해당하는 것이다.28)

28) “조선어의 동사는 문장에서 노는 기능상 특성에 따라 자립적동사와 보조적동사로
갈라진다. … 보조적동사는 문장안에서 그자체만으로 문장성분을 이루지 못하고 자
립적동사와 함께 문장성분을 이루면서 보조적역할을 한다. 조선어의 보조적동사는
불완전명사나 그밖의 다른 보조적단어들과 함께 보조적단어의 한 부류를 이루는 것
으로서 …”(고신숙 1987:132ᐨ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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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詞) [명] ≪언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토와 결합하여

(24) 명사3 (

주어나 목적어(직접보어) 등이 될 수 있으며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
다. 대명사, 수사와 더불어 체언을 이루며,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자립명
사와 의존명사 등으로 나뉜다. [같은말] 이름씨.

單位名詞) [명] ≪언어≫ 수효나 분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25) 단위명사 (

의존명사. (중략) [같은말] 단위성의존명사.29) [비슷] 단위어.

(26)

ㄱ. 보조동사 [보ː조동사] (補助動詞) [명] ≪언어≫
① 본동사에 연결되여 그 풀이를 보조하는 동사. 본래 가지고 있던 어
휘적인 의미를 잃고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게 된다. <학교에 가고
있다.>의 <있다>, <학교에 가보았다.>의 <보다> 등이다. [같은말]

①

도움움직씨. 조동사 .

② ＝보조적동사.

ㄴ. 보조적동사 [보ː조적똥사] (補助的動詞) [명] ≪언어≫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하나의 성분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자립적인 단어와 함께
문장성분을 이루는 동사. <언제 소나기가 왔냐 싶게>의 <싶다>, <게
을리 하지 말고>의 <말다>, <이번 일로 말미암아>의 <말미암다>,
<이때에 즈음하여>의 <즈음하다>와 같은 것들이다. [같은말] 보조동

②

사 .

어미(용언토)와 관련한 올림말은 분포적 환경과 문법적 기능이 잘
드러나도록 적절히 뜻풀이하도록 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녘
말, 북녘말로 처리하되, 대응하거나 근접하는 상대측 용어가 있다면
참고어로 제시한다. 조사(체언토) 역시 분포적 환경과 문법적 기능이
잘 드러나도록 뜻풀이하되, 주격토(주격조사)와 같이 일대일로 대응
하는 용어가 있으면 남녘말, 북녘말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뜻풀
이 형식을 취한다. 이때 문법 체계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는 붙임을 통
29) ‘단위성의존명사’는 표대에만 있으나, ‘단위명사’는 표대와 조대 모두에 있
으므로 이를 기본 올림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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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절히 기술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에서는 활용을 인정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규칙활용’이란 개념도 있을 수 없는데 대신
북에서는 이를 ‘역사적 어음교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30) 그러므
로 불규칙활용과 관련된 용어들(각종 불규칙활용과 그 불규칙용언)
은 모두 남녘말로 처리한다. 또 남의 파생법, 합성법과 북의 파생법,
합침법, 배합법은 그 내용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뜻풀이에
서 ‘파생법’이나 ‘합성법’ 등의 용어는 쓰지 않고 대신 ‘새로운 단어
를 만드는 방법’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남과
북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녘말, 북녘말로 뜻풀이
하지는 않았다. 북측에서 파생법의 하나로 보는 줄임법, 분립법은 남
측의 관점에서 보면 조어법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역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뜻풀이하였다.
(27) 꾸밈토 [명]

≪언어≫ 주로 용언 어간에 붙어서 문법적 형태를 이루면서

뒤에 오는 용언이 나타내는 상황을 수식해주는 서술토. <붉게 피다>. <밤
이 깊도록 연구하다>, <비가 오는듯 하다> 등에서 <붉게>, <깊도록>,
<오는듯>에 있는 <ᐨ게>, <ᐨ도록>, <ᐨ듯>과 같은 토이다. 꾸밈토 앞에는
과거나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토가 올 수 없다. 북에서 이르는 말이다.
[같은말] 상황토. [참고어] 부사형어미.

主格ᐨ) [명] ≪언어≫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

(28) 주격토 [주껵토] (

에 붙어, 그 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토. <ᐨ이/ᐨ가>, <ᐨ께서>, <ᐨ에서> 등
이 있다. [같은말] 주격조사.

不規則活用) [명] ≪언어≫ 용언

(29) 비읍불규칙활용 [비읍뿔규치콰룡] (ᐨᐨ

30)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89ᐨ91)에서는 ‘춥다, 듣다, 잇다’ 등과 같은 우리의
불규칙용언에 해당하는 것들을 ‘력사적 어음 교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는
일반적인 ‘어음론적 교체’와는 달리 “조선어의 현행 발음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력사적 시기에 어음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음운 교체를 말한다.”
고 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저술인 정순기(2005:29)에서도 이에 대해 “현행 어음변화
발전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력사적인 어음교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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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이 <오>나 <우>로 변하는 불규칙적인 활용. <고와
(<곱ᐨ＋ᐨ아)>, <주워(<줍ᐨ＋ᐨ어)>, <아름다우니(<아름답ᐨ＋ᐨ으니)>
와 같은 예이다. 남에서 이르는 말이다. [같은말] ㅂ불규칙활용.
어간의 끝소리 <

法

(30) 같은되풀이법#같은되풀잇법 [가튼되푸리뻡, 가튼뒈푸리뻡] (ᐨᐨᐨᐨᐨ )
[명]

≪언어≫ 일정한 의미를 가진 요소

31)를 형태 변화 없이 되풀이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32) <슬렁슬렁>, <야금야금> 등이 있다. [참
고] 다른되풀이법.

4.2.3. 통사

문장성분은 주어와 술어(서술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녘말, 북녘
말로 뜻풀이하여 각 측의 문법 체계에서 이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
는지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북의 ‘상황어(꾸밈말)’와 남의
‘부사어(어찌말)’는 술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서로 대응하는 개념
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의 ‘부사어’에는 체언에 ‘에, 에서, 으로, 부터’
와 같은 이른바 부사격 조사가 붙는 것을 포함하는 데 비해 북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황어’로 보지 않고 모두 ‘보어’로 설정한다. 주어 이
외에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보어’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북에서는 이 보어를 ‘직접보어(체언＋ᐨ을/를), 간접보
어(체언＋ᐨ에), 그 밖의 보어’로 분류한다. 따라서 남의 ‘보어’와 명
칭만 일치할 뿐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서술어’에 해당하
는 북의 용어는 ‘술어’인데, 이는 체계상의 차이가 아니므로 남녘말,
북녘말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뜻풀이 방식을 취한다. 사실 ‘서술
어’와 ‘술어’는 표대와 조대 모두에 올라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31) 조대에는 파생법의 종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미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
는데, 조대는 물론이고 북의 언어학사전에서도 이 ‘의미부’는 올림말이 아니다.
변형생성문법의 ‘통사부, 어휘부, 의미부’의 ‘의미부’와 혼동의 여지가 있고 겨레
말에서도 이런 의미의 ‘의미부’가 올림말이 되지 않으므로 이 말 대신 위와 같이
‘일정한 의미를 가진 요소’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32) 북에서는 ‘되풀이법’을 파생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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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을 같은말로 보고 있는 남과 달리 북에서는 이들을 구분하고 있다.
‘술어’는 ‘진술성’을 갖는데 비해 ‘서술어’는 ‘진술성’은 없고 서술적
기능만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술성’은 주로 용언이 양태나 서
법 등의 문법 범주를 통해 문장을 완성하는 특성을 말하는데33), ‘우
리는 날이 저물도록 걸었다.’에서 ‘걸었다’는 서술성과 더불어 진술
성도 갖는 ‘술어’인데 ‘저물도록’은 진술성을 가지지 않는 ‘서술어’
라는 것이다.

補語) [명] ≪언어≫

(31) 보어 (

①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를 보충하는 문장성분. <순이는 아침
마다 꽃에 물을 준다>, <수렁땅이 옥답으로 변했다>, <금이는 남편과
오래 이야기하였다>에서 <꽃에>, <물을>, <옥답으로>, <남편과>와
같은 것이다. 보어는 크게 직접보어와 간접보어, 그 밖의 보어로 나눌
수 있다. 북에서 이르는 말이다.

②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
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문장성분. 우리말에서는 <되다>, <아
니다> 앞에 조사 <ᐨ이>, <ᐨ가>를 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철
수가 지도자가 되었다>의 <지도자가> 같은 것이다. 남에서 이르는 말
이다. [같은말] 기움말. 보족어. 보충어.

敍述語) [명] ≪언어≫
① ＝술어 (述語)②.
② 문장에서 진술성을 나타내지 않고 다만 서술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단

(32) 서술어 [서ː수러] (
1

어를 <대상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내가 사온 책>, <날이 저물도
록 걸었다.>, <책을 읽으면서 걸어갔다.>에서 <사온>, <저물도록>,
33) 김백련(2005:8ᐨ9)에서는 ‘진술성’을 갖는다는 것이 문장이 단어나 단어 결합과 구
별되는 점이라고 하면서 이 ‘진술성’이 “말의 의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일
정한 평가와 더불어 현실과 련결시키는” 것이며 용언의 ‘맺음형’, ‘맺음의 어조’ 등
이 그 문법적 표지라고 밝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표지들에 의해서 “개별적단어들은
현실과 련결되면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말인가 묻는 말인
가 혹은 무엇을 시키는 말인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관계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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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와 같은 것이다. 북에서 이르는 말이다.

陳述性) [명] ≪언어≫ 이야기되는 내용이 현실과 맺

(33) 진술성 [진ː술썽] (

는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의 문법적 특성. 용언 어간에 붙는 토나 억양 등
을 통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나 듣는 사람에 대해 취하는 태도,
언급되는 사건과 말하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이 드러나는 것

述語性)①.

을 이른다. 북에서 이르는 말이다. [같은말] 술어성(

문장성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구, 절’ 같이 문장을 이루는 단위
와 그로 인해 구분되는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도 남과 북에는 차이가
있다. 남에서는 ‘복문(복합문)’을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
누어 보지만, 북에서는 이 가운데 ‘이어진문장’만을 ‘복합문’으로 보
고 ‘안은문장’은 문장성분이 확대된 ‘단일문’으로 본다. 다시 말해
‘이어진문장’을 구성하는 것만이 ‘절’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절’이 아니라 단지 문장성
분이 확대된 ‘확대성분’이라고 본다. 확대성분을 이루는 것에는 ‘구’
와 ‘부’가 있는데 우리식으로는 용언이 명사형, 부사형, 관형형 등으
로 활용하여 절을 이룬 것을 ‘구’라고 하고, 이에 상대하여 서술성이
없는 체언이나 부사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확대성분을 ‘부’라고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옳았음이 분명하다’의 ‘그가 옳았음이’는
주어가 확대된 ‘구’이고 ‘오늘 밤 나의 삶을 되돌아본다.’에서 ‘나의
삶’은 직접보어(목적어)가 확대된 ‘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명
사절, 부사절, 관형절’ 등은 단지 남에만 있는 용어라는 차원에서 접
근할 수 없고 ‘구ᐨ절, 단문ᐨ복문’(남), ‘부ᐨ구ᐨ절, 단일문ᐨ복합문, 단
순문ᐨ확대문’이라는 체계상의 차이에서 온 것이므로 남녘말, 북녘말
의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34)

ㄱ. 구 (句) [명]
② ≪언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1

토막.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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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서 이르는 말이다.

③ ≪언어≫ 단어 결합체의 마지막 단어가 서술어로 된 확대구조.
<내가 어제 사온 책이 책꽂이에 꽂혀있다.>의 <내가 어제 사온>,
<모두들 내가 온다고 좋아하였다.>의 <내가 온다고>, <공사는 날
이 갈수록 진척되었다.>의 <날이 갈수록>과 같은 것이다. 북에서

部

節

이르는 말이다. [참고] 부11( ). 절6( ).

ㄴ. 부 (部) [명]
③ ≪언어≫ 단어 결합체의 마지막 단어가 체언이나 부사로 된 확대
11

구조. <오늘 밤 나의 삶을 되돌아본다.>의 <나의 삶을>, <성숙이는
제 마음처럼 깨끗이 교실을 청소해놓았다.>의 <제 마음처럼 깨끗

句

節

이>와 같은 것이다. 북에서 이르는 말이다. [참고] 구1( ). 절6( ).

(35)

ㄱ. 복합문 [보캄문] (複合文) [명] ≪언어≫
① <진술의 단위가 두개 이상 있는 문장>을 북에서 이르는 말.
② ＝복문.
[붙임] 북에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와 같이 연쇄적으로 이어
진 문장만을 <복합문>이라고 보지만, 남에서는 이런 문장뿐만
아니라 <봄이 왔음은 꽃이 핀 것으로 알 수 있다.>와 같이 주어
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문장에서 하나 이상 나타나면 모두 <복
합문>, 또는 <복문>이라고 부른다.

ㄴ. 복문 [봉문] (複文) [명] ≪언어≫ 두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하나의 절이 다른 절을 문장성분으로 가지고 있거나, 둘 이상의 절이
서로 이어져있는 문장이다. 남에서 이르는 말이다. [같은말] 겹문장.

②

單文) 안은문장. 안긴문장. 이어진문장.

복합문 . [참고] 단문1(

하나의 말을 남과 북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것들도 있는데, 예컨

相

대 ‘상( )’을 북에서는 ‘피동상, 사동상’ 등의 의미로 쓰고 있어 ‘진

態

행상, 완료상’ 등의 의미로 쓰는 남과 다르다. 이에 비해 ‘태( )’는
북이 ‘완료태, 반복태’ 등의 의미로, 남이 ‘능동태, 피동태’ 등의 의미
로 써서 결과적으로 ‘상’과 ‘태’를 남과 북이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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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용어상의 차이일 뿐 문법 체계
에 의한 차이는 아니므로 남녘말, 북녘말로 풀이하지 않고 일반적인

法

올림말의 뜻풀이 방식을 취한다.34) 이와는 달리 ‘법( )’과 관련해서
는 남북이 모두 두 가지 개념을 몇 가지 용어로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추측이나 가정 같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
도, 그리고 명령이나 의문과 같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
는 문법적 범주를 남에서는 ‘서법, 법, 양태’ 등으로 북에서는 ‘법, 식’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서법(알림식), 의문법(물음
식), 명령법(시킴식), 청유법(추김식), 직설법, 가정법’ 등과 같은 올
림말을 뜻풀이할 때에는 이런 용어들(서법, 법, 양태, 식)을 가급적 쓰
지 않고 ‘∼을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라는 형식으로 뜻풀이하도록 했
다. 또 ‘서법, 양태’는 남에서만, ‘식’은 북에서만 쓰는 것이므로 ‘법’
을 기본 올림말로 삼았다.
(36)

ㄱ. 상 (相) [명] ≪언어≫
①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의 양태, 특질 등을 나타내는 문법범주. 동작
8

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 등이
있다. [같은말] 동작상. 태범주.

② ＝상범주.

[붙임] 남쪽에서의 상은 <완료상, 진행상> 등의 의미로, 북측에서의
<상>은 <능동상, 피동상> 등의 의미로 쓰인다.

ㄴ. 상범주 (相範疇) [명] ≪언어≫ 동사로 표현되는 동작과 문장의 주어
나 그 밖의 다른 문장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 주어가

34)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사항은 ‘ᐨ이ᐨ, ᐨ히ᐨ, ᐨ리ᐨ, ᐨ기ᐨ’ 등을 남에서는 피사동 접사
로 보지만, 북에서는 이들을 접사가 아니라 ‘끼움토’로 본다는 것이다.(‘끼움토’는
우리의 선어말어미와 피사동 접사가 포함된 것인데, 대체로 우리의 서술격 조사 ‘ᐨ
이ᐨ’를 제외하면 최현배의 ‘보조어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에서는 ‘먹이
다, 먹히다’와 같은 것이 ‘사동사, 피동사’가 아니라 ‘사동형, 피동형’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동사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높다ᐨ높이다’와 같이 ‘형용사ᐨ동사’의 관계
에 있는 것은 파생으로 보고 따라서 위의 것들도 이때는 파생접사가 된다. 이러한 문
제에 대해서는 김석득(1991:155ᐨ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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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행동을 하는 능동, 주어가 제3자에게 행동을 시키는 사역, 주어가

相①

態

제3자의 행동을 당하는 피동 등이 있다. [같은말] 상8( ) . 태7( ).

(37)

ㄱ. 명령법 [명ː녕뻡] (命令法) [명] ≪언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함을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 <ᐨ어라>,
<ᐨ게> 등의 토로 표현된다. [같은말] 시킴법. 시킴식. [참고] 평서법,
의문법, 청유법, 감탄법.

ㄴ. 법 (法) [명]
② ≪언어≫ 말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1

취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권유

①

敍法). 식범주.

법 등이 있다. [같은말] 말법범주. 법범주 . 서법2(

③ ≪언어≫ 말하는 내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
하는 문법범주. 추측법, 직설법, 목격법, 가정법 등이 있다. [같은

②

樣態)②.

말] 법범주 . 양태3(

5. 결론
이 글의 서두에서 우리의 ‘국어사전’은 일관된 표기법과 더불어 일
정한 문법 체계를 전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체
로 오랜 동안 사용되던 관습적인 표기를 인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는 달리 이론적이고 문법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기법을 의
식적으로 만든 우리의 특수한 사정이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관습
적인 표기가 아니라 문법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표기법이
었기 때문에 자연 일정한 문법 체계를 전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겨레말은 남북의 표기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이론적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각각의 올림말들을 따로따로 검토하여 단일화
하거나 복수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결국 해방 이후 각 측
에서 유지 발전해 온 표기 관습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됨을 의미하
는데, 이는 유래 없이 이론적인, 그리하여 법조문 형태의 규정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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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남북의 표기법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는 면이 없지 않
다. 그리고 이는 또 ‘국어사전’이 일정한 문법 체계를 전제해야 한다
는 우리의 특수한 사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
물론 모든 언어사전이 그렇듯이 올림말의 품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문법적 체계를 사전은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과 북의 ‘국어사전’들이 그렇듯이 이른바 학교 문법이나 규범 문
법, 혹은 표준 문법이라 불리는 단일한 문법 체계를 언어사전이 반드
시 전제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통일 이후 ‘국어문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과 북의 문법은 손쉽게 단일화
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단순한 용어상의 불일치가 아니라 각각이 전
제하는 일정한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무리하게 한쪽으로 단
일화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선
행되어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서로의
정치 사회 체제를 인정하여 국가 연합이나 (낮은 수준의) 연방제 등
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겨레말이 바로
그러한 남과 북의 진지한 만남의 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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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nguistic Terms Handling Plan in
SouthᐨNorth Integrated Korean Dictionary
ᐨ In case of GyeoremalKeunsajeon ᐨ

Kim, Byounmoon | GyeoremalKeunsajeon Committee |
Ju, Younghun | GyeoremalKeunsajeon Committee |

Since the National division, South and North have developed the orthography
and grammatical system differing from each other for about 70 years. It’s by no
means easy to compile a Korean dictionary which can be shared by South and
North in that a Korean dictionary premises the consistent orthography and a certain
grammatical system. This paper addresses an issue of how to handle linguistic
terms to be listed in GyeoremalKeunsajeon. Prior to a fullᐨscale discussion, this
paper explained how GyeoremalKeunsajeon handles general terms which are
differently used in South and North. and presented the selection criteria of
linguistic technical terms. In addition, this paper adopted general a definition
method of the linguistic terms which belong to oneᐨtoᐨone correspondence
although linguistic terms are different between South and North, but put a marker
saying ‘a word referred to by the South’, or ‘a word referred to by the North’ on the
terms belonging to oneᐨtoᐨone correspondence respectively in case they are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grammatical system, and made it possible to do definition
using each side’s unique concept.
Key words : Linguistic Terms, Korean Dictionary, orthography, grammatical
system, GyeoremalKeunsajeon
핵심어 : 언어학 용어, 국어사전, 표기법, 문법 체계, 겨레말큰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