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국어 正書法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 검토* 

-맞춤법 改定을 앞두고 

李 相 憶

1. 序 論

1983년 10월로서 朝願5語學會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 (sic) 이 말표된 지 꼭 半世紀가 된 

다. 現代 國語 lE書法의 얼개를 定한 이 찢은 현재까지 큰 變改없이 遭用되어 왔으나， 적 

어도 부분적 補完 수정이 이제 불가피한 것 같다. 

한펀 84년부터 學術院 안에 國語맑究所를 설치할 계획이라 한다. 1906년 (光武 11년 7월) 

學部 안에 약 2년반 동안 설치되었던 國文없究所 이래 처음으로， 近 80년만에 國語問題를 

전문으로 다룰 국가기관이 탄생할 전망인 것이다 이에 앞서 ， 학솔원에서는 1982년부터 맞 

춤법 개정 안의 준비를 이미 착수하여 83년 5월에는 초안(51 항)을 완성하였으나 아직 공표 

하지는 않고 있다. 이 같이 國語正書法이 50년만에 국가적 사업으로 채고되려는 時點을 맞 

아， 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觀助이나마 供醫一助하려는 것이다. 

現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周知하듯이 ， 1933년에 “총론， 각론 (7장 65항)， 부록”이 제청 

된 뒤 37, 40, 46년에 일부 항목의 사소한 개정을 거쳐 현재 “총론， 각론 (7장 63항)， 부록” 

으로 정착되어 있다. 本爾에서는 이 案을 간단히 A로 지칭하기로 한다. 

다음 B로서 1979년 3월 문교부에서 마련했던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이 있다. 또 C로 

서 는， B를 좀더 손질하여 , 역 시 문교부에 서 79년 12월 완성 한 “맞춤법 안”이 있다. 이 B와 

C는 둘다 5장 47항， 부록 9항으로서， 79년 10.26 사태의 발생으로 더 추진이 되지 못한 채 

死藏되어 오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학술원의 개정안은 C를 토대로 새로운 부분을 꽤 많이 보완한 것이나， 아직 

심의 과정이 종료된 바가 아니므로 그 세부 내용을 미리 공개하여 論하기에는 이르다. 따 

라서 筆者는 학숭원 초안을 보긴 했지만 B와 C만을 토대로 이 글을 써 나가야 할 時點에 처 

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학솔원(또는 국어연구소)에서 어떤 개정 안을 확정 짓기 전에 이 

런 글로서 참고될 만한 意見 開陳을 해 두는 것이 역시 필요한 時點이기 때문에 起鎬를 하 

는 터이다. 이미 잘 알려졌고 많이 논의된 문제점들보다 여기서는 A에 새로 추가된 부분 

에서 일어냐는 문제점을에 더 비중을 두아 論하기로 한다. 

2. 各 論

2.1. 총 칙 

A에 서 총론 1은 다음과 같았다. 

* 本 돼究는 1983년도 문교부 연구 조성비로 이루어진 것이다. 

l 世宗 2年(l420)~世祖 2年 (1456)의 集賢願，fJt宗 28年Cl446)~中宗 l年 (1506) 의 끓文廳， 文宗元

年 (1450) ~端宗元年 ( 1452)의 正音廳 설치 둥ξ로부터 따지연 거금 500여년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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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짧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 대 로 적 되 , 語法에 맞도록 함으로써 原則을 상 

니
 
얀
 다음 B와 C에서 총칙 제 1 항은 모두 아래와 겉았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 형태소의 기본 형 태를 밝혀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위에서 A는 소위 表音主議(또는 發音主꿇 내지는 音素的 表記法)를 前提로 하되， 소위 

表意主義2(또는 形態主義 내지는 形態륨素的 表記法)에 맞도록 함을 원칙￡로 히려는 것이 

다. 이에 비해 B나 C는 固定的 形態 鳥主의 형태음소적 표거법만을 원칙으로이 강조한 것 

이다. 

결국 이상의 두 가지 표기법의 태도를 청리하면 다음과 같은 兩極의 slÉ行이 성 렵된다 . 

어떤 표기법이건 전적으로 한 極에만 속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 

이 있는 것이 라고 봐야 할 것이다. 

表音主옳--發音옳主--音素的 表등己法語源無視--少數의 받침 字

表意主義--形態固定--形態音素的 表記法--語源表示--多數의 받침 字

따라서 B， C는 A보다도 더 表意~義的 업 장을 강화한 셈 이 다. 

어떤 언어의 표기볍이 발음 위주냐， 형태 위주냐는 각기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것 

이다. 대개 형 태음소적 변화가 적은 언어에서는 前者로， 많은 언어에서는 後者로 쏠리기 

쉬우며， 後者에서는 특히 문자 체계가 자연히 갖는 보수성으로 인해 발음과 통옐어진 표기 

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 국어에 대해서는 어느 방식의 표기볍이 타당할 것인가? 이 문제는 一例로 同一

學者가， 이기문 (1 963)에서 음소적 표기볍을 지지하던 애초의 태도를 바꿔， 이기문 (1 983) 에 

서는 형태음소적 표기법을 지향하려는 反轉을 한 사실을 보아도， 현재 많은 학자들이 後者

로 생각이 귀착되는 것 같다. 이현복 (1 979)도 後者의 태도를 강하게 보인 경우의 하나다. 

그러 나 남광우 (1 970, 71) 등， 아직 도 음소적 표기 법 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없지 는 

않다. 1954년 한글 波動도 사실은 表意主옳가 굳어져 오는 과정에서 ， 행정부의 힘으로 表音

主義가 일시 대두되었던 사건인 것이다. 이 뿌리는 30년대의 한글派와 正音派의 대럽에서 

찾아진다. 朝縣폼學會의 「한글」誌는 주시경의 뭇을 이어 형 태주의를， 朝蘇語學ltf究會의 「표 

音」誌는 박송빈 등의 구세대가 옹호한 表音主훌를 각각 대변하였다. 이에 앞서 朝蘇總督府

는 1912년 처음 정한 表音主義的 總字法을 1930년에는 주시경 제자들의 영향하에 表意主義

的 總字法으로 바꾸었었다. 

한편 ， 형태 위주의 표기를 강력히 주장하여 무려 17종 93개의 새 받침을 제시하였던 주 

시경 (1 909)도 사실은 얼마 뒤의 「말의 소리 J (1 914)에서는 單子音 I07~ 만으로 후퇴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나친 原形表示를 고접하다가 받침수가 대폭 늘어나 일반인들이 쓰기에 

너우 어렵게 된 점을 깨닫고 中1E을 取한 까닭일 것이다. 검민수 (1980) 참조. 

실제 로 現行 맞춤법 통일 안의 외 형 적 이 론은 주시 경 (1 910)의 「國語文法」에 서 ‘本音’ 을 

2 여기서 表意主義라 함은 中國語와 같이 表意文字를 쓰는 상태까지 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表

音文字를 쓰는 언어라도 그 짧字가 실제 발음과의 거리가 커져 表意化가 심한 영 어나 불어 갱도를 가 

리킨다. 한펀 表音主義는 獨語， 스페인어. 이태리어 둥올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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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하게 잡는 원칙， 즉 形態素表記의 單-化原則에 따랐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통일안 

의 細目마다 충실한 계숭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기문 (1 981 : 83) 참조. 

이렇게 中lE을 찾기 위한 약 四半世紀의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 1933년에 現行 통일안이 

나용 셈이다. 그리고 좀더 걸게 보떤， 世宗 자신이 龍飛細天敵나， 특히 月印千江之曲에서 

시도해 보았던 형태음소적 표거법이， 그 이외의 문헌에서 시행되었던 음소적 표기법에 약 

500년 동안 눌려 지내 오다가， 현대 정서법에 와서야 다시 自然回廳된 결과인 것이다. 

현대 언어 학의 이론요로도， 대개 처음 조사 기록하는 언어는 발음 위주로 우선 적는 것이 

펀할지 모르나 (Pike 1947). 그 내부에 형태음소적 변화가 많은 언어는 그것까지 반영하여 

적는 쪽이 독서 효과를 높여 문자의 본분을 다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o Vachek (1 976) 및 

이익성 (1 977) 참조. 訓民正音이란 새 文字의 반포 직후에， 세종에 의한 형태음소척 표기라 

는 약간의 예외를 거쳐， 배우고 쓰기에 쉬운 음소척 표거법이 主導해 오다가， 近代化 이후 

人智의 수준이 농아점에 따라， 문법의식을 요구하여 쓰기에는 어려우나 語形율 고청시킬 

수 있는 형태음소적 표기법을 취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 단계를 촉발한 先쩔者가 주시 

경 선생이며， 그것은 세종의 시도를 올랐던 상황에서 주장된 것이었으나， 基底形(underlyo

ing form)을 注視하는 현대 이론과도 잘 맞는 다행스런 결과를 낳았다. 이병건 (1977). 이 

기 문 (1 981 : 83) 참조. 

그러나 음소적 원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국어의 표기법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理想

的 표기법은 당연히 음소적 표기가 갖는 利點， 즉 쉽게 발음할 수 있고 또 그 발옴대로 쓰 

연 된다는 정도 “펼요에 따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총칙에 대한 토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가령 앞서 A， B.C案을 고쳐 다음과 같이 하면， 형 

태 음소적 표기 원칙이 충분히 설정되고 또 부차적으로 음소적 표거의 이익도 고려할수있 

는 총칙이 되지 않을까 한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본래 소리대로3 적도1. 뜻이 칩게 빨리 읽히도록 기본 형태를 

고정 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위의 案에서 後半部를 가령 “뭇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할 수도 

있겠A나， 그 표현의 진정한 最終的 의미는 역시 위의 案과 같은 곳을 겨냥하는 것이므로， 

좀 더 분명한 표현을 택하는 펀이 좋겠다. 즉 讀書能率을 위한 語形固定의 원칙이 明示되 

는 위의 案이 더 바람직하다. 

한펀 위의 案에서 “표준말”을 前提的 定義 없이 그냥 썼는데， 그통안 표준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 어 왔었다. 

A(총론 2) :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B (r표준말 채사청 시안」 제 1 장 총칙)-: “표준말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 교양 있는 사령

플이 두루 쓰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c (r표준말안」 제 1 장 총칙 ) : “표준말은 현재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 울말로 

갱함을 원칙으로 한다" 

g “본래 소리대로”라는 부분은， 이기문 (1983)에서의 해씩대로 주시갱의 .本홉·융 後~에 ‘소리’ 

라고만 썼다고 보아， “본래”라는 수식어를 더 넣어 ‘본래 소리” 즉 ‘本홉’이란 뭇을 살린 것이다. 그 

꺼&중 이 文面을 현대언어학척으로는 “표준말을 基底形대로 척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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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C에서는 이 규정을 맞춤법 부분에서 표준말 부분으로 옮겨 놓았으나， 어쨌든 “표준 

말”이란 용어의 갱의 내용은 맞춤법의 총칙 규정에 前提로서 필요하다. 

A와 B는 논의 를 생 략하고 가장 최 근 것인 C만을 보아도 “교양 있는 사람”의 規遭과 “서 

울말”의 存在規定이 상당히 문제 된다. 불론 표준말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人士플은 그 

교양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렇게 一部層에 저항감을 줄 用語를 써야 꼭 

“표준말”이 정의 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리고 서울 거주민의 거의 2/3 가량이 토박이들이 아닌 時點에， “서울말”이란 存在를 

강조하는 것도 현실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서울말은 以北의 피난민과 산엽도시화 이후 

지방민의 대 량 移入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터이다. 이헌 

방언적 영향 이외에도 교육과 매스컴을 통한 표준화 과정이 상승 작용을 하여， 앞으로 서 

울 토박이의 진짜 서울말은 표준말 형성의 바탕에 깔려는 역할을 할 뿐영 것이다. 

이런 고려 아래 다음과 같이 표준말을 규정하는 것이 無難할 듯하다. 

“표준말은 현재 서울에서 보통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란 표현의 벙주가 명확치 않은 점이 있으나， 오히려 그 법주를 

특수충이 아니라는 정도로 명확치 않게 해 두는 것이 自觸自練을 피하는 길일 것이다. 앞 

으로 새로이 서울말의 윤곽을 명확하게 연구할 때까지는 아직 그 正體에 대한 직접적 지칭 

은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2.2. 字母(낱자) 

한글의 字母名에서 예외적인 “기역 · 디금 · 시옷”을 “기유 · 디응 · 시웃”으로 고치자는 논 

의가 있다. 물론 예외성을 줄인다는의도는 좋으나 관습적인 전통도 전혀 무시할것만은 아 

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명칭의 구조 통일에 두는 것보다는 그 음절 구조 자체의 개선 

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왕 字母名을 고치자연， “기역”이냐 “기유”이냐에 초점을 두지말고 근본적 해결을 꾀해 

야 한다. 요컨대 현재 初聲의 님과 終聲의 님의 용법을 보이기 위해 각각 “비”와 “읍”의 

두 읍절을 명칭의 典型的 구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 음절구조가 대개 子 · 母 · 母 · 子륨(CVVC)의 連銀로 되어 있는 것을， 아예 

子 · 母 · 子 • 母륨(CVCV)이나 子 • 母音(CV)만￡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CVVC처럼 末子

音이 있으연 ， 略語化해서 부를때 아주 거 북하다. 특히 이 末子音들이 共喝홉(sonorant) , 즉 

L' 2. .P' 。 이 아닐 때 는 더 욱 어 색 하다 

略룹홈化는 언어에 따라 그 생산성이나 방식에 많은 차이가 보인다. 가령 영어에서는 UN 
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라든가 radar 
(radio detecting and ranging) 같이 頭文字 略成홈용(acronym)가 盛하다. 그러 나 국어에서 

는 “국링 서 울대 학교”를 “서 울대 ”라고는 줄여 도 “국서 대 ”라고는 하지 않는다. 英字로는 SNU 
또는 소위 S大라고 지칭하는 맹법이 있지만， 같은 식으로 “「 λc" 또는 “λ(시옷)대 ”라 

‘ 가령 영 • 독 • 불어에서는 대다수가 (C)V型의 字母名을 가졌는데， 末子音이 있는 명칭일 경우에 
도 그 자음은 대부분 공명음 또는 持짧홉(continuant) 이다. 그리고 영어의 [zed]가 미국에서는 [zi:]로 

발음되는 경향은 아마도 語末 停止홉올 피하는 일반형으로의 類推일 것이다. 그밖에 회량어의 字母名
올 -홈해 도 (CV)CV型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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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국어는 形態素를 꽤 살려서 보여야 한다는 默찢가 작용하는 언어 

인 듯하다 특히 漢字語가 지니는 單音節語의 특성이 드러나는 局面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대”라고 옷하는 이유는 국어의 略語化 生理뿐 이니라， “시옷” 같이 停止音으로 

끝나는 명칭 뒤 에 또 “대”의 첫 停止音이 겹친다는 弱點도 작용할 것이다. “ S 大”를 한국 
식으로 발음하여 “에스대”라 할 때 부드렵게 들리는 이유는 “"라는 모음을 삽업한 때운 

이지만， 그렇게 모응을 넣지 않고 발음하더라도 S가 持續音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렵 

게 들린다. 

현재 筆者는 새로운 字母名으로 (CV)CV型의 一定案을 성급히 제안하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새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정무로 제기해 둔다. 

2.3. 소리에 관한 것 

(1) ‘ E ’ 소리 받침 

C案의 “맛사돈， 맛상제”는 古語形의 ‘봤’과 관계시키지 않는 限， 현재 사전에 수록된 

“바같사돈， 바깜상제 ”의 준말임 이 분명 하니 現行案대 로 “밭사돈， 맡상제 ”가 타당하다. “바 

깥부모， 바같어 버 이 , 바깜주인”의 준말이 “밭부모， 밭어 버 이 밭주인”으로 되 는 많은 例

로 보아， “아무 뭇이 없이 ‘ E ’ 소리로 나는 받침은 ‘〈’ 으로 적는다”라는 규정에는 맞지 않 

는다. 다시 말하면， “아무 뭇이 없이”가 아니라 “바같”이라는 뭇이 분명히 感知되는 것 

이다. 

위와 같은 표의주의적 처리와는 반대로， 총칙 의 표음주의적 고려에 비중을 두고 보연 c 

받침으로 썼던 다음 단어들을 바른 편과 같이 음소적인 표기로 할 수도 있겠다. 

사흉날-→사흔날 삼걷날-→삼진날 이튿날-→이튼날 

물론 이런 결정 여부는 총칙이 갖는 양연성， 즉 표음주의와 표의주의(형태음소적 표거법) 

가운레 어느 쪽을 어떤 문제에 적용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앞서 2.1에서， 결론적무로 표 

의주의를 위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표음주의를 고려하는 총칙을 제안하였다 c 받침 簡

素化가 바로 “필요에 따라” 일관성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경우일 것이다. 

만약 위 의 3예는 뒤따르는 」때문에 同化된 특별한 小數의 경우이며 보통은 “반정(바느 

질)고리 ， 장(잘 細)다렇다”에서처럼 語源的인 基底의 E이 I소리로 실현된 깃이란 사실 

에 力點을 두면， 위의 3예 도 多數의 다른 일반적 예들과 같이 표의주의를 따라 E받침을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 

(2) 모음 

우선 “계， 례， 예 ， 폐， 혜”도 표음주의에 업각해서 그 실제 발음 나는 대로 “게 ， 레 ， 헤， 

페， 헤”라고 적는 것이 어떨까를 고려해 보자. 이 방안은 “휴게실， 게시판” 같은 예외 항목 

도 그 예외성을 버리게 하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례→레” 경우에서는 문제정도 있다. 

“례”가 語頭에서는 “예”로 되므로， 만약 “레”로 통일시킨다띤 語頭音일 때는 너무 차이가 

s 그러나 洛語에서 ”아더메치"(아니 꽁고 더 랩고 에스껑고 치사하다)갇은 語形이 쉽게 유통되는 현 

상을 보연， 국어에서는 보통 音節 단위까지의 略語化가 허용되고 낱자까지 내려가연 어색한 듯하다. 특 

히 漢字語인 경우 좀더 略語化가 쉬운 것이 아년가 싱다. 漢字語도 애초부터 安企部(國家安全企劃部)
式으로 줄여서 通用된 것은 생소한 느낌이 덜하나， 요즘 후定制(후業定員制) 같은 學生新造語는 生硬

感이 있다. “國서大”는 國漢混用이 라는 難點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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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 그러므로 “례”만은 그대로 “례”로 하든가， 다른 “계， 예， 폐， 혜”도 다 그대로 두 

든가 해야 하겠다. 이런 경우는 “휴게실， 게시판”쪽을 오히려 “휴계설， 계시판”으로 써서 

예외적 형태를 없애는 방안이 좋겠다. 미승우 (1 982) 참초. 
또한 “의， 회”나， “ 1 " 앞에서 구개음화 되지 않는 ‘」’을 “늬”로 적는 것에 대해 논해 

보자. 이 가운데 “의 ”의 발음은 대 체 로 語頭에 선 “으 非語頭에 선 “이 所有格으로는 

“에”로 多樣하게 나므로 고정시키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표기는 “의” 그대로 두는 것이 

이제까지 써온 관습도 존중하는 일이므로 공연한 變改는 피함이 좋겠다. 그러나 “회”와 

“늬”는 각각 “히”와 “니”로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조처는 발음대」ε 적는 利

點이 있는 반면， 非口蓋音化의 ‘」’인 경우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失點이 생긴나. 得失上으 

로는 “히. 니”로 적는 펀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희， 늬”의 경우를 “히， 나 ”로 썼 

다고 새로운 同音異意語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원래부터 “회， 늬”가 “히 ， 니”와 구별되 

어 表意化의 효과를 내는 경우도 아니다. 

(3) 한자말의 두음법 칙 

B나 C案에서 각 법칙에 뒤따라 “다만， 또， 붙임”으로 시작되는 但書 조항이 많아 그 상 

호충돌 문제가 적지 않게 얼어난다. “여자”와 “남녀， 계집녀”처럼 語碩와 非語頭 위치를 

달리 적는다는 원칙을 모처럼 세워 놓고 “신여성， 남존여비”에서는 “」소리가 나더라도 두 

음법칙을 따라 적는다”고 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실제 빨리 발음할 때는 “신녀성， 남존녀 

비”로 발음되니 이 같이 적는 방법도 고려될 만하다. 이현복 (1 979) 참조. 

그리고 읽는 속도에 따라 발음을 달리 하는 사실을 문자표기에서는 띄어쓰기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남존 여비”로 띄어 쓰면 읽을 때도 그 사이에 약간의 休止가 있었던 것과 대 

웅된다. 특히 “한국여 자대 학， 이 화여 자대 학”은 “녀 자”로 발음될 가능성 이 낮으므로 그 사 

이에 반드시 休止가 있다고 인식되는 예들이다. 따라서 “한국 여자대학， 이화 여자대학” 

또는 “한국 여자 대학， 이화 여자 대학”처럼 띄어 써서 두음법칙이 적용된 사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들을 B， C案에서는 “물 이상의 낱말을 묶어 단위별로 적는 고유명사” 

로 처리하여 내려붙여 쓰자고 했다. 이 B ， C案의 조처는 띄어쓰기로서 두음법칙 적용 여부 

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묵살해 버린 것이다. 물론 시각적으로 “이화 여자대학， 이 

화 여자 대학”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어색하므로 不可不 취한 조처일 수밖에 없겠다. 덧붙 

여서 확실히 해 둬야 될 것은 “계집녀”는 좋지만， “계집 녀”라고 띄어 쓰면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띄어 쓰면 원칙적￡로 “계집 여”로 써야 하고， 띄어쓰연서 

도 本륨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집-녀， 계집-‘녀”’후 표기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 

“한자말의 두음법칙” 두번째인 語頭E의 1 母륨 앞에서의 脫짧 현상에 대해 但書 조항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장황하지만 다음에 인용해 놓겠다. 대체로 원문의 형태 

대로 따오되 例들을 가나다順으로 바르게 재배열하고， 꼭 필요한 예가 빠진 곳에는 고닥體 

로 보충해 넣겠다. 

(붙임 1) 흉소리나 ‘」’받침 다음에 오는 ‘렬， 률’은 ‘열， 융’로 적는다. 

훌꾀 (ì을 취하고 」을 버린다.) 

「 L 「 L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짧) 분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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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열(險갖IJ) 대렬 선열(先烈) 선렬 

비 열 u휩혔) 비 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션율(雄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운율(題律) 운률 

자율(自律) 자률 전율(戰像) 전률 

(붙임 2) 복합어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에서， 뒤에 오는 낱말이 ‘ L ’ 또는 ‘븐’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법칙을 따라 적는다. 

멀피 역이용(遊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원형이정(元亨利貞) 제육선장 

(第六十章)

또， 둘 이상의 낱말을 묶어 한 단위로 적는 고유명사니 심진법 에 따라 쓰는 수도 위의 

규정에 준히여 적는다. 

멀피 강남이발관 서울여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붙임 3) 독렵된 명사로도 쓰이는 ‘양， 열， 영， 예， 율’ 등이 접미사처럼 쓰이는 경우에 

는 본음대로 적는다. 

델피 강우량(降雨量) 공급량(供給量) 생 산 량(生훌量) 

십일렬 C+-列)6 

대 관령 (大關뽑) 대 통령 령 (大統領令) 시 행 령 (拖行令) 추풍령 (秋風뽑) 후치 령 (庫~양짧) 

상견례 (相見禮) 생 남례 (生男禮) 판결례 (判決例)

경쟁률(鏡爭率) 취업률(就業率) 합격률(合格率) 

다만， 흘소리 및 ‘ 」’받침 다음에 오는 ‘럴， 률’은 (붙임 1)의 규정을 따른다. 

멀꾀 제오열 (第표列) 백분율(百分率)7 

(붙임 4) 다음과 같은 불완전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멀피 리 (里) 리 (理)

위와 같이 붙임의 連훔號가 4까지 나가고 그 사이 사이에 “또， 다만” 까지 삽입된 이런 

복잡다단한 규정은， 일반 대중도 熟知해야 할 맞충법으로서는 적당치 않은 느낌이 있다. 

물론 과거 에 세부규정이 되어 있지 않떤 부분을 충분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번다한 

규정이 펼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복장해서는 實用化에 지장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현북 (1 979) , 미승우 (I 982)에서， 한자의 우리말 표기는 語頭에서만 頭흡법칙을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본래의 소리대로 적는다는 대원칙을 세우면 ， 숱한 예외와 但書 조항 

들이 없어 져 능률적 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맞춤법 은 물생 틈 없는 街學的 法條文이 라기 보 

다는般人도 接近하기 쉬운 체제로서， 그렇다고 그냥 쉽게 만든다는 -;융 때문에 中正

을 잃지도 않는 線에서 定해져야 할 것이다. 

다음 語頭 E 이 」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보자. 本音 ‘릉’ (陸)을 “능묘” 

(慶基) 같이 語頭에서는 ‘능’요로 하는 현상에 대해 或者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설정하려 

6 ‘列’은 “列을 맞춰라” 같은 댐j에서 독렵적￡로 쓰인다. 그러나 ‘力’이 자연스렵게 독립 적 으로 

쓰이는지는 의문이지만， ‘판단력(判斷力)'이란 例를 여기 넣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7 現行 “백 분융”이 란 語形을 後述할 바와 같이 “백 분률”로 고칠 수도 있으나， 그렬 경 우는 반드시 

“분열~전율”도 “분렬~전률”로 함께 고쳐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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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語頭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구능(표像) . 강능(江像). 청능(貞像)"에서는 ‘능’ 으 

로 적자는 것이다. 이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앞서 인용한 (붙임 3)의 o 뒤에 E 이 오는 

“경쟁률”과 같은 예들과 정면으로 前後牙I좁이 된다. 

우선 표陸은 “구릉”이라고 발음하는 쪽이 일반적이며. (붙임 3)에서도 ”강우량， 후치 령” 

처럼 모음 뒤에서 E을 그냥 표기했었다， 江陸， 貞陸이 발음상으로는 “강능， 정능”이 되나 

역시 (붙임 3)에서 “추풍령， 대통령령 ， 시행령， 경쟁률”과 같이 。 뒤에 E을 그냥 두었으 

니 }貴{生을 지켜 야 한다. 

결국 E 관계 漢字音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 이 타탕할 것이다. 

(붙엄 1) 흉소리 다음에 오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멀꾀 ( --， 을 취하고 」을 버린다) 

「 L 「 L 

나열 나렬 규율 규률 

대열 대렬 비율 비률 

비열 비렬 자율 자률 

(붙임 1)에서 흘소리 다음의 경 우는 종전대로 두되， “‘」 ’ 받침 다음”에 해당되는 例들은 

다 삭제해야 한다. 이유는 (붙임 3) 에 나오는 “생산량， 판단력 ， 대관령， 상견례”의 경우와 

함께 ‘ E ’이 ‘」’으로 소러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분낼(또는 분열 8) 

선널(또는 선열) 

진낼(또는 진열) 

선늄(또는 선율) 

운놓(또는 운율) 

전늄(또는 전율) 

백분놓(또는 백분율) 

생산냥(또는 생살량9) 

판단녁(또는 판달력) 

상견녀1 (또는 상결례) 

대관녕 (흔히 대괄령) 

‘ E ’ 소리 가 ‘L’뒤에서 흉音化되어 ‘」’으로 되어 버 리는 위의 경우(괄호 속 발음들은 흉照 

用일 뿐 여 기 해 당되 지 않음) 는 lateral nasalization이 라 하는 일 반 현 상의 일 부다. Martin 

(1 968) 참조. 이 현상을 좀 더 넓게 말하자연 ， ‘ E ’ 소리가 “‘ E’이외의 자음뒤에서” ‘」’

으로 짧音化되는 다음과 같은 예들까지 포함한다. 

공금냥(공급량) 

생남녀1 (생남례) 

시행녕 (시행령) 

추풍녕(추용령) 

8 "분열~전융” 式의 발음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현재 年老한 분이나， 글자에 

의거하여 발음 Cspell ing reading)하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갇다. 대부분 “분낼~전늄”式 

으로 발음하고 있다. 

9 “생잘량， 판달력， 상결례”는 ”신운로”가 “신물로”처럼 발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비음 」이 後

톨流홉 E의 영향으로 E 이 되 는 nasa l latera li zation의 현상인 것 이다. ‘’대 팔령 ”의 경우는 이 현상이 

아주 우세하며， “대관녕”이라고 l괄음하는 쪽은 드문 듯하다. 일부 사람들은 “관념， 한남동， 전농동”둥 

LL의 連銷까지도 ”괄렴， 할랑동， 철룡동”우로 위와 같은 tt로 類推시킨다. 이 현상이 더 성해진 
경우로서， “전념 "C專念)대신 “전령”이란 語形이 사전에 主表題語로 둥록되기도 했다(이회송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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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녕녕(대통령령) 

취염놓(취업률) 

합경놓(합격률) 

경쟁눌(경쟁률) 

강능(강릉) 

정능(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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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은 L , 기， 디， 님， 。 등의 자음뒤에서 L으로 발음된다는 한 규칙만 가지연， 

위의 예들에서 괄호 속에 本音 E대로 표기한 형태들에서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을 뿐 아 

니라， “분렬， 선렬， 진렬， 선률， 운률， 전률， 백분률”로 써도 역시 잘 읽을 수 있다. 다만 

끝까지 문제로 남는 예들은 앞서 개정된 (붙임 1)에서 보인 모음 뒤의 “열， 율” 발음과 (붙 

임 3) 단서의 “제오열” 같은 경우다. 

(붙임 2)에서 남게 되는 문제정은 띄어쓰지도 않으면서， 다시 말해 語頭 위치가 아닌 곳 

에 頭音법칙을 적용하여 “역이용， 강남이발관” 등의 표기를 해야 하는 例外 규정이다. 이 

경우는 “신녀성” 둥으로 써서 엄격한 두음법칙을 遭用하자고 했던 口蓋音 L의 경우와는 

달리， 억지로 두음법칙을 적용해 “역리용， 강남리말관” 등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 이유 

는 벌써 실제 말음이 新女性은 “신녀성”으로 나지만 않利用， 江南理髮館은 “역이용， 강남 

이 발관" 0 로 나기 때 문이 다. 그러 므로 後者의 예 들에 선 이 실제 발음을 존중하여 두음법 칙 

적용도 결국 완화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그밖에 “爛”에 대해서 접미사일 때 “란”으로 쓰기로 한 것은 잘된 결정이다. “의견란” 

은 앞서 nasal lateralization이 되 어 “의 결 란”도 가능하긴 하겠지 만， “가정 란， 기 입 란”과 

함께 lateral nasalization이 되 어 “의 견 난， 가정 난， 기 업 난"0 로 발음되 는 일 이 보통이 다. 

따라서 E로 써두고 lateral nasalization이 란 일반규칙에 의해 L으로 읽자 했던 앞의 해결 

책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2.4. 형태에 관한 것 

(1) 어간과 어미 

B좋 제 14항(붙임 1)에서 “느러서다， 멋드러지다”는 “앞의 용언이 본뭇에서 멀어진 것"~ 

로 분류되었던 복합용언이었는데， C案의 같은곳에선 “늘어나다， 멋들어지다”를 “앞용언의 

본뭇이 분명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국 이런 혼란은 판단의 任意性이 많이 작용할 基

揮을 함부로 마구 쓰는 데서 나타난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는 現用되는 語形과 같은 C案

쪽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例플로서 B案의 “너머지다， 다까대다， 되지퍼가다， 떠러뜨 

리다， 떠러지다， 저버들다”들도 現用案이나 C案대로“넘어지다， 닦아대다， 되짚어가다， 떨 

어뜨리다， 떨어지다， 접어들다”로 쓰는 편이 좋겠다. 또한 같은 ‘늘어-’를 ‘늘어나다’와 ‘느 

러지다’의 두 形願로 쓰는 것도 곤란한 일이다. 任意的 판단이 가능한 애매한 경우는 어느 

쪽무로 정하든 기억의 부담은 느끼게 마련이니 숫제 관용적으로 익은 형태를 그대로 두자 

는 말이다. 그리고 現用形들이 사실 語源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볼 혜 “본 뭇이 분명한 것” 

은 아닐지라도 아주 터무니없이 잘옷 책정된 것도 아니다. 

다음 語尾 “-오”와 助詞 “-요”를 비 교하는 但書 조항에 대 해 언급하겠다. B;C案에 서 

“오시요”는 취하고 “오시요”는 버련다고 못 박고 있으나， 이현복 (1 979)에 지적되었듯이 

前者는 “덜높임 後者는 “높임”이란 등급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각 

기 다른 높이로 쓰이니 울 다 살려 두어야 할 어형이란 뭇이다. “하오”體와 “해요”體를 구 

별해서 말할 때 각기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서 “오세요”와 “오셔요” 중 어느 쪽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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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의 표준형으로 잡을 것인가도 여기쯤에서 규정하면 좋겠다. 抽見으로는 자연스런 실제 

발음에서 난다고 볼 수 없는 “오셔오”보다는 “오세 요”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불규칙용연 

우선 B， C案 제 16항 1의 (붙임)을 다음과 같이 明示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E ’이 ‘2.', ^’앞에서 줄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노라， 노자(遊)’는 안 

되고， ‘놀아라， 놀자’로 되어야 한다. 다만 ‘말다’에서는 준대로 적는다" 

훌꾀 (그러지)마라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자마자” 

同 16항 4에 서 “북도두다”로 한 例는 現行 표기 대 로 “북돋우다” 또는 “북돋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북을 돋아 쥐라”란 例로 보아 위 두 기본형 “북돋우다”와 “북돋 

다” 중 後者 쪽에 서 왔는지 도 모르므로， 적 어 도 “돋"은 固定形을 유지 해 둬 야 한다. 

(3)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A.B.C좋에서 “넓다”와 관계되는 語形틀을 다음과 같이 잡고 있다. 

A B C 

널따량다 넓다렇다〔널따-) B와 同

널찍하다 넓직하다〔널찍-) B와 同

납착하다 냥착하다 

넓척하다 넙적하다 B와 同

넓적다리 넙적다리 B와 同

넙치 B와 同

너부죽이 

위의 표에서 “넓다”라는 단 한 개의 단어로 例示해 보았다. 그런데 각기 다른 단어마다 

各案에서 발음 및 폼源的 考慮에 차이가 많아， 실로 일반인이 일일이 외워서 쓰려 해도 까 

딱하연 흔통이 될 만큼 복잡한 語形을 설정하고 있다. 

문제의 양상은 어느 案으로 하더라도 깨끗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로 現代國語 lE書法이 그 통일안이 나온 뒤 半世紀가 지나도록 完全合意에 이르지 못하 

고 다시 論議되지 않을 수 없게픔 하는 要因일 것이다. 

西歐語들이 수백 년 통안의 切흩짧睡의 과정 에 서 점 차 固定된 正書法을 갖게 되 고 그것 이 

離典에 정착되어， 이제는 우리의 맞춤법 통일안처럼 法條文 같은 것이 없더라도 잘 쓰이고 

있다고 하지만， 위의 예들과 같이 복잡한 形態흡題論的 현상이 대체로 적다는 사실도 그들 

의 IE書法 定휩을 더 쉽게 한 홈因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국어의 경우는 500여년전 세종 當年부터도 이런 문제들을 놓고 苦心해 온 형펀이지만， 

특별히 妙案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언어 자체가 복잡한 것은 表記體系에서도 회피될 길 

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더 좋은 해결책이 없는 限， 숫제 現行案에서 50년동안 써 온 대로 

를 앞a로도 仍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꾸 細目을 바꿔 화야 記憶의 부담만 가중 

시키지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 B， C案 제 22항에서 “끔직히”라 한 것은 현실 발음이 이회승 (1 982)사전에 登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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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끔찍이”이므로 語形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답답히”는 그대로 두어야지 만약 “담답 

이”로 고친다면 긁어부스럼이다.^ 받침 뒤에서는 반드시 “-이 보통 그 밖의 받침 (님 

둥)뒤에서는 “-히”가 오게 되어 있는데， 왜 유독 “답답이”만 님받칩 뒤에서 “-이”를 취하 

게 할 필요가 있는가? 다만 기받침 뒤에서는 양쪽이 다 가능하지만， “-이”가 오는 “비죽 

이”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개 “-히”가 와서 “넉녁히， 똑똑히， 극히， 딱히， 속히， 익 

히， 착히， 족히”니- “밝히”처렴 된다. 

2.5.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現行 맞춤법 가운데 일반인들이 가장 툴리기 쉽고 골치 아픈 문제로 여기는 

부분이다. 깅회보 • 조성현 (980)의 펀칩 • 교청자를 위한 맞춤법 펀람은 아예 冊名이 「한 

글 바로 띄어쓰기， 부록/한글 띄어쓰기 펀람」이라고 되어 있을 만큼 띄어쓰기가 맞춤법의 

전부인 것처럼 확대되어 있다. 대학생의 작문 과제를 살펴 보아도 觸字가 하나도 안 틀린 

학생들도 띄어쓰기만은 예외 없이 여러 군데 잘옷 되어 있다. 

19세기말 「獨立新聞」이 띄어쓰기를 시작했지만 엄격한 원칙이 보이지 않았다. 이기문 

(1 983) 창조. 현채 日刊紙들도 紙面의 制約때문인지 크게 개션된 모슴이 보이지 않은 채 대 

충 희어 쓰는 정도일 뿐이다. 

띄어쓰기는 엄격히 단어마다 띄어 촬수록 형태분석이 쉬워져 특히 외국언 初學者들이 원 

기에는 중요한 걸잡이가 된다. 그러나 “좀 더 큰 이 새 나라”式A로 다 띄어 쓰면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각적￡로 너무 산만하게 보인다. 따라서 適1E線에서 띄어쓰기의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現行 맞춤법 통일안은 띄어쓰기 규정이 너무 간략하여 細則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글을 쓰고 校표을 볼 때 일정한 해당 기준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문장의 앞 

뒤 관계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를 적당히 붙이어 씀을 허용한다”고 하였기 

때운에 “좀더 큰 이 새나라”式A로 任意의 띄어쓰기를 혔行할 수 있는 便法도 마련되어 있 

었다. 

B， C案에 서 는 이 런 虛點을 보충하기 위 해 助詞뿐만 아니 라 不完全名詞， 名數詞， 補助用

言들도 윗말에 붙여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터 놓았고， 고유명사와 전문용어의 경우도 복합 

어로 볼 수 있는 限 많이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가령 불완전영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검토해 보면， 종래에 띄어 쓰던 “것， 바， 데” 동을 

모두 붙여 쓰려 하다 보니， “보이는것이 책이다. 생각하는바가 옳다. 가는데가 어업니까? 

둥에서처럼 지냐친 느낌도 없지 않다. 따라서 或者는 다음과 같이 불완전명사를 그 獨自性

의 정도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눠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듯하다. 

불완전 명사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멀퍼 보이는 것이 책이다. 

생각하는 바가 옳다. 

가는 데가 어딩니까? 

그 무령이 바로 3.1운동 때다. 

어떤 분이 오십니까? 

그 자가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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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측도 있다‘ 

다만， 독자성이 약한 다음의 불완전명사는 그 윗말에 붙여 써도 좋다. 

멀피 할수 있다. 

그렬리가 있나? 

떠난지가 오래다. 

그런 뭇인줄 몰랐다. 

할 일을 다할뿐이다. 

고용살이 를 할띠-름이 다. 

웃을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자못 미 안한듯이 말했 다. 

그에게 맏긴채 상관 안 했다. 

일이 소망한대로 되었다. 

그를 믿었기때문이다. 

모두 일어버렬터이다. 

이상에서 보아 원칙과 但書 사이의 어느 쪽에 어떤 불완전영사가 귀속되는지를 알려면 

평소에 그 목록을 R홉記라도 해 두는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그러므로 위의 방안은 혼란과 기 

억 부당만 ，높일 뿐， 현재의 규정， 즉 모든 불완전명사를 다 기계적으로 띄어 쓰는 것보다 

불변하다. 

그렇다고 보조용언 같은 것까지도 다 띄어 쓰기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학생 

작문에서도 가장 많이 틀리는 띄어쓰기가 보초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므로， 보조 용언을 본 

용언에 붙여 쓰려는 의식이 일반인들에게 잠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結 월훌 

우리는 본론에서 現行 맞춤법 통일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되 어느 정도로 고쳐야 適正할 

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때로는 技葉的인 例들을 놓고 穿聲해 보기도 했지만， 대체로 형태 

음소적 표기법에 바탕을 두고 若千만 음소적 표기법을 加味하는 방향에서 행하여 왔다. 

그 까닭은 국어가 복잡한 형태음소적 변화를 보이는 언어이므로 자연 그 복잡다단한 양상 

을 示現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배려에서였다. 또 이렇게， 어원척 형태 고정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실제발음과는乖廠된 總字가;橫行하게 되어 難悔한 表記法이 된다는 우려에서， 가능한 

限 쉬운 正書法이 되도록 예외척 항목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하었다. 

우리가 半世紀 동안 익혀온 現行 맞춤법은 그 나름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었고， 전면적￡ 

로 바꾸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限 대폭 개정은 피하고 文字의 保守性을 어느 정도 인 

정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언어가 변하는 대로 표기법을 수시로 바꿔 나간다는 것은 용이 

한 일이 아니며， 일단 관습화되연 좀 불합리한 체제라도 합리적이지만 생소한 新體制보다 

더 펀리할 수도 있다. 많은 인쇄풀이 대량생산 축적되어가는 현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으로 형태음소적 표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小個으로 필 

요한 조항만 改定히여 옹건한 改善을 기하는 걸이 바랑직하다. 

끝으로 이 글을 막기에 앞서 다음의 引用文에 특히 同感을 表해 두고 싶다. 

“흔히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것을 받아쓰기로 증명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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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것도 문자 언어의 本質的안 기능을 모르는 처사다. 문자 언어는 쓰기 보다는 오히려 

읽히기 위해 있 다. ‘쓰기 좋고 읽기 좋은’ 것을 좋은 표기법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이 중 

‘읽기 좋은’에 훨씬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흔히 看過하고 있다. 한 사람이 쓰고， 

몇 사람이 수고해서 인쇄하연 그것을 읽는 사람은 몇 년， 몇 십년을 두고 수천 명 수만 명 

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이익섭 1977) 

〈참 고 자 료〉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는 일반적 인식 10이 과연 근거있는가를 확인해 보려 했던 筆者의 조 

사결괴를 여 기 첨부해 둔다. 

S大 학생 들(전공 · 학년 · 남녀 • 평 소성적은 고르게 분포된 편입) 22명에게 現行 “한글 맞 

춤법 통일 안”을 두달 가량 캉의 하고 그 통일안 중에 나온 비 교적 까다로운 다음과 같은 25 

例를 Ox 문제로 제시하였다. 괄호 속 答爛에서 ×표 뒤의 형태는 옳은 표기임. 

솟적새 ( x ， 소쩍새) 짧이다 (0) 툴아지다( x ， 토라지다) 커다라니 (0) 버릇다(x ， 버릇 

다) 부를다 (0) 헝겹 ( x , 헝짚) 밟 다(0) 옳다 (0) 뜯엄뜯염 (x , 뜨덤뜨럽) 바투(0) 부 

엌더기 ( x ， 부억데기) 빛갈 ( x ， 빛켈) 옆탱이 (0) 억죽억죽하다(x ， 얽죽얽죽하다) 늙수 

그레하다(0) 저치다( x ， 젖히다) 끗끗이 (0) 큼직히 (x ， 큼칙이) .잇과 (0) 배불뚝이 (0) 

더펄이 ( x ， 더퍼리) 강짜기 ( x ， 강자기) 범놓다(0) 불나바( x , 부나비) 

위의 단어들 중에는 흔히 쓰이지 않으냐 통일안의 성격상 例로 보이기 위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반수는 일반 학생들이 때해휴 표기해야 할 語形들이다. 그리고 輪用例라 

할지라도 일단 통일안을 같이 훌어부았으므로 한번쯤은 눈에 익혔을 語形들이었다. 그러 

나 평가 결괴는 학생들의 학력에 비해 과히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틀린 운항수 : 4 5 6 7 8 9 10 11 12 13 
해 당 학생 수 :3 2 5 7 2 0 0 1 1 1 

틀린 운항수를 해당 학생수로 곱하면 총 153운항의 誤答을 냈고 이것을 22명으로 나누연 

평균 6. 95운항을 각 학생이 틀린 셈이다. 약 7문항의 오담은 총 25문제의 약 28%에 해당 

하는 결과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계충에 속하며 맞춤법을 최근에 교육받은 젊은 학생 

들이 모국어 표키에서 1 /4이상의 誤꿇를 벙할 수 있다는 推定이 된다. 

맞춤법을 쉽게 만들자는 반성이 냐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가 반드시 객관적 

문항들로 충분한 대상인원을 돼해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그런 판단은 성급하다. 오히려 어 

려운 맞춤법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얼마만큼의 정성을 가지고 가르치며 배웠느냐는 반성이 

앞서야 할지도 모른다. 영어의 觸字法을 외우듯만한 정성을 쏟았다연 국어 正書法은 훨씬 

더 일찌기 整備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結論 끝의 引用文에서와 같은 이유로， 맞춤법이 

쓰는 데 좀 어렵더라도 읽는 데 펀리하다면 복잡한 형태음소적 표기를 擇해도 좋다고 본다. 

10 한국일보에 서 1983년 10월 9일 한글날 특정 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연， “맞충법 이 쉬 운가， 어 려 훈 

가?"에 대해 “(아주+약간) 렵다n고 당한 사람은 20.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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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 Areas in Korean Orthography 

Sang-Oak Lee 

Since the inauguratí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ís imminent 

and its first task will be the revísion of the “ Code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Spelling," this' paper presents some investigations of problem areas in the Code for 
consideration by th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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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inciples of Korean orthography, as in other spelling systems, there has 

been parallelism as follows. 

A: phonographic principle based . on real pronunciation--

B: pseudo.ideographic principle based on fixed (underlying) form--

A: phonemic transcription--

B: morphophonemic tran~ription--

A: no consideration of etymology--few syllable final consonants 

B: consideration of etymology--various syllable final consonants 

It seems that the Code presently in use has its basis in B above and any revised 

code in the future should also follow this line because of abundant morphophonemic 

changes in Korean. 

It is desirable to complement shortcomings in the present Code with reference to the 

central points of the theory but alse to matters of detai l. For an example of those 
details, let us consider the following problem. The individual names of the characters 

used in the Korean alphabet consist of the CVVC syllable structure i. e., þiüþ for ‘ 님 ’ 

(p) . Due to the occurrence of a final consonant, especially in the case of stops, the 

development of acronyms is very difficult. The most desirable syllable structure of 

acronyms is naturally CVCV.. . but in the Korean case there may be frequent occur. 

rence of a consonant cluster consisting of final stop in the name of preceding cha. 

racter plus the following initial consonant, if any, in the name of the one which fol. 

lows. 1 think this change in Korean is analogous to the change from British English 

z[zedJ to American English z[zi:J; in both languages the sound change appears to 

be an attempt to avoid the final stop. (The American change may of course be a 

simple attempt by primary school teachers to improve the rhyme scheme of alphabet 

recitation. ) 

151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접 수 1983. 10. 25.) 


	현대 국어 正書法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 검토
	1. 序論
	2. 各論
	3. 結論
	〈참고자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