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 편찬 정책 벚 그 역사*

허재영**

I 머리말
1) 연구 목적

사전은 언어 항목인 표제어와 그에 대한 뭇풀이를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로 이루어진다. 사전에 올라 있는 언어 정보는 그 사회에서 일반화된

공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이 담당하는 기능은 규범적
인 차원이나 지식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언어학
사를 살펴볼 때， 사전 편찬에 대한 관심은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 편찬은 사전 편찬의 주체나 이용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사전 편찬은 어문 정책의 중요한 분야임과 동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때4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중

점연구분야 한국근현대연구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II)’에 의하여 이루어졌
음(뻐F-:，nμ재3-뻐@않). 이 논문 발표에 토론을 맡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함께 해
주신 경기대 박형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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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국어교육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óþ가 된다.

이 글은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속에서， 사전 편찬 정책의 변화를 사실
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사전 편찬 정책이 나。}가야 할 길

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은 사전 편찬의 역사를
고려할 때， 전통적인 사전 편찬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았지만， 현대 사전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에서 출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편찬 과정이나 비용 면에서 개인적 차원보다 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가급적

충실한 데이터 작성을 우선시한다. 구체적으로는 1) 근대 계몽기 이후 편
찬된 사전 목록 작성， 2) 사전 편찬을 위한 연구샤 3) 사전 편찬을 위한
어휘 수집 자료 등을 엑셀을 사용해 D뾰 구축하였다. 이를 좀더 부연
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근대 계몽기 이후의 편찬된 사전 목록은 100여 개이다. 이 자료는

박형익(때4， 200))를 바탕으로， 앞선 연구 및 글쓴이가 수집한 자료를 포
힘녕배 작성한 것이다-1)， 이 자료에는 자전으로 불리는 옥편， 대역사전， 신
어， 속담， 백과사전 등이 모두 %봐되어 있다. 그 가운데 순수한 국어사전
류는 대사전 17종， 고어사전 11종 학습용 소사전 때종이 포함되어 있다;2)
1) 사전 펀찬 역사를 고려하여 목록을 작성한 예로는 박형익(:nJ4， an5)이 있다. 본 연
구를 위한 DB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의 자전류，
특수어 사전 등은 충실히 포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량적 의미를 갖기는 힘들

다 이 점에서， 이 DB는 빠른 시일 내 수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2)

DB구축 과정에서 사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다른 논란거리로 남는

다. 이 점에서 박형익(:nJ4)에서는 사전의 종류를 형태， 기술에 사용된 언어， 전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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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한 사전은 조선총독부

의 『조선어사전~(1때)，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 (1~7 -1g)7, 이하 큰
사전)，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1))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의 단체에서 편찬한 사전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사전 편찬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의 어문 규범 문제를 고려하여 시

대를 구분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 세 가지 사전을 중심 논의 대상
으로 삼는다. 둘째， 사전 펀찬 연구사이다. 이 자료는 근대 계몽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잡지 학술지 학술서 등을 조사하여 DB에 수록하였
다. 그 결과 사전 편찬과 관련된 글은 모두 154편이 조사되었다. 이 자료
는 연도1 주요 내용， 성격， 대상 언어 등을 고려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이
를 고려할 때， 사전 편찬 연구가 시대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

필 수 있다. 셋째， 사전 편찬이 어휘 재료 수집， 올림말 선정과 배열， 구체
적인 정보 및 체재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변에서， 어휘 재료 수집과 관
련된 자료를 DB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국어사전의 경우，<말

모이>， 전국 각 지역의 말， 특수어(지명， 인명， 관용어， 선어) 등을 모두 포
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나， 그 작업 또한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큰
사전 펀찬과 함께 진행된 『한글」의 어휘 자료만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DB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어문 통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전 편찬 정책과 어문 통일 이후의 큰사전 편

찬， 큰사전 이후의 사전 편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정부 차원의 사전 정
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보1 질적 기준， 양적 기준을 고려하여 정리해야 하고 그 가운데 언어사전의 경우는
언어학적 기준과 표제항 기술 방법을 고려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준

을 설정하더라도 판권이나 수정본을 확인송애 같은 항목에 기술할 것인지 여부， 특

정 사전이 어느 한 유형에만 속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사전 DB화를 어렵
게 하는 요인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초 DB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지는
않는다 이러한 작엽은 좀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논의할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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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모색하도록한다.

3) 앞선 연구
근대 계몽기 이후 사전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1&rl년대이태)， 이 시기
의 사전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목적으로 편찬된 대역사전류이다. 그

이후 1iID년대 ‘언문 옥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최초로 사전 편찬이
시도된 경우가 주시경의 r 말모이 dl (1911년부터 시작; 1916년 경)이다. 그러
나 사전 편찬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은 1929년 조선어학회의 ‘조

선어사전펀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일로 보인디4) ， 이 때부터 사전 펀
찬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정인승， 1됐)， 어휘 배열 순서 문제(최현배，

1됐) 등이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사전 편찬 연
구는 어휘 재료1 어휘 배열 순서， 사전 속의 정보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
었으며， 큰사전(læ7)이 완간될 때까지 이러한 문제는 사전 편찬의 핵섬적

인 문제가 되었다'， 1~년대 이후의 사전 편찬 연구는 주석， 어휘 배열， 문
법적인 사항 처리 등이 중심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1쨌년대까

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1~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나타나기 시
작한다. 특히 역사적인 면에서는 홍윤표(1쨌)， 이병근(1쨌)， 조재쉬1쨌)

등이 있었고1 홍재성 (1ffii')에서는 문법 처리 방식을， 심재기 (1ffii')， 이기동
(1 ffii') 등에서는 주석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사전
3) 사전 편찬의 역사는 이병근{:ml) 제1부 박형익(때4)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4) 사전 편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시기가 1쨌년대라고 하여， 그것을 연구λ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형식안'~(1913)이나 『조선어사전원
고~(l917)을 연구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왜
냐 하면 이 자체가 사전 편찬을 위한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연구
사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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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실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조재수(1ffi'"1)， 정재도(19]2) 등이 나타나
기도하였다.

1없년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과 금성출판사의 『국어대사전』이
나오면서 사전 편찬의 역사는 큰 전환점을 맞기 시작한다. 더욱이 1~년
대 사전 편찬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사전 펀찬이 학문적
차원으로 발전하어， ‘사전략， 또는 ‘사전 편찬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전 편찬에서도 말뭉치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사전
을 편찬함으로써， 과학적인 사전 편찬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연세대학교 사전펀찬회에서는 『사전편찬학
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 편찬과 관련된 연구가 급속히 팽
창하는 이유는 사전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점도 있겠지만， 사전 펀찬 기
술이나 재정적인 요건 등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에서

어문 정책이나 어문 교육 정책적인 면에서 사전 편찬 정책이 갖논 의미를
고훤}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보인다.

2. 어문 통일과 사전 편찬 정책
1) 어문 통일과 사전의 관계

사전은 “일정한 언어적 항목을 표제항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펼요충
분한 음운 · 문법 • 의미상의 정보를 압축시켜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표제

항 중심의 사전적 조항을 이루고서 그 표제항틀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
여 체계화시킨 하나의 텍스트”를 말한대이병근 1~: 또4). 따라서 사전
은 일정한 언어적 항목인 올림말(표제항)， 올림말에 대한 정보 이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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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순서로 배열된 구조를 갖는다 홍재성(lffi7)， 이병근wm) 에서는 이

렇게 배열된 텍스트의 구조를 ‘거시구조’라 부르고， 각 표제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미시구조’라 불렀다.
사전의 구조는 사전 편찬의 목적 언어적 지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더
욱이 거시구조는 표제항이나 하위 표제항의 성격과 배열 등이 편찬 목적

이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형익 (2004) 에서는 사전의 종류를 나
눌 때， CD 형태(종이사전， 전자사전)， (z) 기술에 사용된 언어(단일어 사전，
대역사전-이중어 사전， 다중어 사전)， @ 전달할 정보(언어사전， 백과사
전)， @ 질적 기준(일반 사전， 특수 사전)， (5) 양적 기준(확장형 사전， 선별
형 사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적용된 기준들은 사전 편찬자들의
목적이 반영된 것들록 사전의 거시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다. 또한 박형익(때4) 에서는 언어사전의 경우 @ 언어학적 기준(철자
사전， 발음 사전， 파생어 사전， 동의어 사전， 반의어 사전 등)， (z) 표제항의
정보 기술 방법(통시적 사전， 공시적 사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바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미시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거시구조가 올림말을 선정하는 데 중요하

게 작용한다면， 미시구조는 올림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언어사전에서 올림말 선정은 단어 경계， 표기，

어휘의 상관관계(동의， 유의， 반의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어문 규범화는 사전 편찬의 필수 요건이 될 수밖
에 없다
사전 펀찬의 역사를 고려할 때 근대 계몽기 초기 외국인에 의해 편찬

된 각종 대역사전류는 이와 같은 규범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
진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사전류는 한국어 표제항， 발음， 서양말의 풀

이로 이루어진 경우가 일반적이며， 올림말 배열이나 표기가 통일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이들 사전류는 어휘집의 성격이 강하며， 그 결과 올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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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위가 단어뿐만 아니라 관용구가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말모이』는 앞선 대역사전에 비히어
좀더 체계화된 국어사전으로 평가받는다. 이 원고는 ‘「’부터 ‘갈죽’까지만

남아 있는데， ‘알기’의 6개 항목에서 사전으로서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준
다. 이병근(:ID): 83-134) 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의되었듯이， 이 원고는 사

전으로서 표제어 배열 순서， 동의어에 관한 것，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관한 것， 음의 고저에 관한 것을 ‘알기’에 두었으며， 어법 분류의 기준으로

형태 · 음운론적 기준 및 전문 용어를 고려하였다. 이처럼 『말모이』가 사
전으로서 좀더 체계적인 모습을 떨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의 국어연구
및 어문 규범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격적인 국어

사전의 편찬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이하 사전편찬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조선총독부 주관 『조선어사전』
(1920)이나 심의린의 F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등은 특별한 목적 아래

편찬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병근(:ID))에서는 전자를 ‘일제 식
민 통치를 위한 사전’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박형익(ax)4)에서 처음으로
다룬 후자의 경우는 ‘보통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펀찬한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위원회’ 사업은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었다. 왜냐 하면 사전 편찬에서 어문 규범이 절실히 펼요했기 때
문이다. 사전과 어문 규범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

에서 『말모이』의 체재가 근대계몽기의 국어연구 및 ‘국문연구안’의 주시

경과 그 후학들의 이론을 주로 반영하였다면， 조선총독부(1920)은 조선총
독부에서 만든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
서 심의린(1925) 에서는 ‘한글을 적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다음은 박형익(때4: 141) 에 옮겨져 있는 심의린(1않)의 ‘자
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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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멋해前까지도 우리말을 우리글로 못쓰고 漢文의힘만 벌어서 使用하
앗습니다. 그리하야 漢文에對하야는， 어느地方의 누구를 꺼論하고

그文句와 文法이一定하앗스나， 우리글을 쓰는데對하야는， 地方을짤
아 달으고， 사람을짤아 달너서， 도모지統→이 되지못하앗습니다 그
러나 近年에와서는 우리朝蘇文을 lff究하시는先生님들도 만이생기
고， 敎科書亦是 現時代에 適當하도록 編覆이되여서， 우리들은 매우

깃뷔하는 바올시다. 그런대 아직?찌라도 漢文만 몇拜하는 慣習이
님어서， 우리朝蘇文을 그다지 所重하게넉이지얀는사림이 往往잇는

까닭에 글쓰는法이 다各各 다를뿐더러 몰으는이가 적지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그것을， 엇지하면 곳치고 엇지하면 →定케하켓슴닛가.
아마 基鍵敎育되는 普通學校時代부터 確實한말과 確實한글을 쪽바
로 배워야할것입니다. 그러나 學校에서 배호는 時間은 얼마아니되고
家鷹에서 指導하야주시는 어른도 만치못하니 不可不 엽習의힘이나
바랄수맛게 엽는대 아직까지는 必要한 離典갓흔 것이 엽슴으로 桓

常遺隱으로 生覺행f습니다... (이하 생략)

(1)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사전 펀찬의 목적은 ‘기초교육으로서 조선
어를 지습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문 통일’이 펼요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어문 규범화가 사전 편찬 작업에서 기초가

된다는 점은 ‘사전편찬회’가 조직된 이후로 더 절실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조선어학회에서는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해3 ‘한글마춤법통일안(이하 통
일안)’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통일안은 총론과 각론 제7장， 부록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외래어’는 각론의 제6장에서， ‘표준어’는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어문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5) 에서 사전 편찬이 본격적으로
5) 어문 통일 정책 및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한글학회 (1970)， 고영근(1됐)을 비롯한 많
은 연구가 있다. 글쓴이는 이들 자료를 엑셀을 활용한 DB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근현대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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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시기 조선어학회의 기관지인 『한

글』에 비교적 많은 자효로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이윤재 (1뼈， 4-2
속의 두 번째 숫자는 『한글』의 권호수)， 조선어학회 (1됐，
홍(1됐， 4-5)， 정인승(1926，

배(1쨌，

4-7) , 이극로(1됐， 4-7),

: 괄호

4-2, 4-4) , 안재

김윤경 (1됐1， 4꾸)， 최현

4-7), 일기재 1937， 5-10), 신영철(1땐， 5→1)， 이극로(1937， 5-7) 등

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정인승(1쨌: 4-7) 에서는 ‘사전 편찬에 관한 전반
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사전 편찬에는 기초 공사로 네 가지 작업과 실무
공사로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정인승(1쨌)에서 제시한 사전 편찬 작업
기초공사네 가지

I

어재 수집에 관한 문제

: 전문어 사전， 고어 사전， 신어 사전， 표

준어 사전， 방언 사전， 어원 사전， 외래어 사전 등

표준어 사정에 관한문제
철자법 통일에 관한문제
•

L

,

어사의 분류에 관한 문제

실무 공사 세 가지 문제

• 어의 주해에 관한문제
-

어사배열에 관한문제
펀찬의 제재에 관한문제

(2) 에 따르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엽으로서 철자볍 통일， 표준어
사정， 어사 분류 동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범이
존재 여부는 사전 편찬의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전 편찬 정책의 변화

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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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문 통일 이전으| 사전 편찬 정책

어문 통일이 사전 편찬의 기초 공사가 된다는 점은 근대 계몽기 국어
연구의 흐름 속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주시경
(1얽7) 의 ‘국문론’이다.

(3) 주시경의 ‘국문론’ w독립신문~1æ? 9.25.(‘쥬상호’라는 이름으로 발표)
...죠션 말노 문법 칙을 정밀향게 븐드어셔 남녀간에 글을 볼 째에도
그 글의 풋을 분명이 알아보고 글을 지을 째에도 법식에 뭇고 남이
알아효!J] 에 쉽고 문리와 경계가 붉게 짓도록 을 q 쳐야 창켓고 또는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븐드러랴 흥지라 옥편을 E 드자면 각약 말

의 글주들을 다 모으고 글옹들마다 음을 분명창게 표창여야 훌 터인
막 그 놈고 나즌 음의 글주에 표를 각기 창자면 음이 놈흔 글주는

멈 창나를 치고 음이 나즌 글주에는 념을 치지 말고 멈이 업는 것으
로 표를 삼아 옥편을 풍일 것 긋창면 누구던지 글을 짓거나 착을 보
거다가 무승 말의 음이 분명치 못흔 곳이 잇는 째에는 옥편븐 펴고
보면 환항게 알지라...

주시경의 ‘국문론’에는 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원칙이 나타나 있는 셈인
데， ‘뜻을 분명하게 알아보고1 법식에 맞게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사전

(옥편)이 펼요한 이유이다-6) 이러한 옥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자들마다
음을 분명하게 표해야 한다는 것인데， ‘뜻’과 ‘법식’과 ‘문리와 경계’， ‘음
표시’ 등과 관련된 언급은 사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6)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시경(1910). w국어문볍』에서도 “우리 나라 말을 바르게 쓰어
좋은 글이 되게하고자하시논 이들과 우리 나라 말의 자전을 만틀고자하시는 이틀에
게 감히 이 글을 들이노니”라는 구절이 들어 있어 문법 연구와 사전 펀찬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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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주시경은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였으며， 그의 후학들과 함께 조선

광문회의 『말모이』가 만틀어지는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F 말모이」
의 편찬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알

기’에 실려 있는 내용에서도 어문 규범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이는 사전
펀찬의 전제가 되는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편찬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로 ‘표준어’에 대한 인식은 근대 계몽기로부

터 시작되며， 구체적인 규범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볍 >(1912) 에서부터이다:1)， 그러나 『말모이』의 편찬이 주시경 생
전부터 시작되었고(1911년 추정) 조선총독부의 어문 규범이 〈국문의정
안〉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눈 점에서 어문 규범화와 사전 편찬이 긴
밀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한다.

조선총독부의 사전 편찬 정책은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병근(2CXX): 1없-2:죄)에 따르면 1911년 4월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처음
편찬이 시작되어 1때년 3월에 간행된 사전이 『조선어사전』이다. 이 사전

은 처음 1，(XX)부가 인쇄되어 펼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전
편찬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가 일반인들에게 발매하면서 오대小田幹治
郞)의 ‘조선어사전 편찬의 경과’를 붙여 그 경위를 대략적으로 밝혔다~)
7) 표준어 인식 과정에 대해서는 허재영(axJ3)을 참고할 수 있다: l!m년대 주시경의 문
볍서에는 ‘속어와 학술어’의 구분 『만세보.~ l~년 9월 II일자의 방언 자료 기록 등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국문의정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보통학
교용 언문철자법〉의 철자볍 대체의 방침에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을 밝힌 바 있다.

8) 이 사전의 영인본은 1면5년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경과’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같은 해 얼반인에게 발매한 자료는 ‘경과가 들어 있다 또한
19J4년 일본의 국서간행회에서 이를 다시 간행하였는데， 이 때에는 고노로쿠로(河野

六郞)의 서문이 들어 있다. 이 판본은 1ffi4년 현대사에서 영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선어사전』 편찬과 관련된 자5초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남아 있는데， 1912년 작성

된 『사서편찬패 서류철~， 1913년 작성된 『사서펀찬패 서류철~， 1915년 작성된 『사서
편찬패 서류철~， 1916년 작성된 『사서편찬패 서류철~， 1918년 작성된 『사서편찬패 서
류철~，사전편찬사무일지~，사전펀찬에 관한 서류철~，조선사서원고.~(등사본)， w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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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없x): 100) 에서는 이 사전의 편찬이 조선의 구관 • 제도를 조사하는
사업의 하나로 들어 있었으며， ‘국문해득자와 일본문 해득자를 위해’ 그리

고 ‘조선의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이 사업을 전개하였음
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조선어사전』 편찬을 일제강점기 조
선총독부의 어문정책의 표본9)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편찬 과정

에서， 1917년 말까지 『조선사서초고(朝蘇離書草鎬)JJ 가 작성되었는데 이
는 어휘 재료의 수집에 해당한다. 또한 사서초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191

3-1914년 사이에 5회에 걸친 ‘조선사서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위원
회에서 어휘 주석 및 한지음 처리 방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1919년 10월 인쇄가 시작된 『조선어사전』은 총어수
많，뼈어로 한지어 때，검4어， 언문어 17，178어， 이두 η7어로 구성되어 있다.
『말모이』와 『조선어사전』이 단체나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사전임에 비
해， 심의련(1925)는 개인이 만든 사전이다10) 따라서 사전을 만드는 과정

을 정책적으로 다룰 것은 없으나 사전 펀찬 과정에서 규범과의 관련성은
‘자서’에 드러난 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시기의
각종 어휘 자료의 수집이나 어휘집의 출현도 사전 편찬 작업과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경성부조선어연구회(이 연구회는 ‘조선어학회’
와는 전혀 다른 단체임)의 r 월간잡지 조선어 JJ(l앓 -1~까지 모두 39호
가 발행됨)에 실려 있는 후지나미(顧波衣官)의 ‘종소리’나 이윤희의 ‘한문
성구’ 등은 어휘 자료로서의 의미와 함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선어사전원고』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규장각소징써문학자료.~(a뼈， 태학λ})， 이병

근(ml) 등을 참고할 수 있다.
9)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어문정책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보급， ‘일본인
을 대상으로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할 목적에서 수행된 조선어 장려 정책’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axJ4a)를 참고할 수 있다.

10)

이 사전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박형익(때4) 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으므로1 자세
한언급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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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후지나미의 ‘종소리’는 비록 경성

부조선어연구회 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졌지만， 의성어 · 의태어에 대한 방
대한 자료를 수집히여 정리했다는 점에서， 특수어 사전 편찬 가능성을 열
어 둔사례라고하겠다.
이와 같이 어문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국어사전 펀찬 정책은 일부
단체가 관여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식민 시대라는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체계적인 사전 편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국어사전 편찬이 조
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정책과 맞물리면서 한국어 일본어 대역사전 형태
의 사전이 출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

〈개정철자법 >(121) 이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이 시기 개인적 차원에
서 펀찬된 심의린(19'25)이나， 백과사전으로 출판된 송완식 (1w.8) 등이 이
규정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3) 어문 통일 이후 사전 정책의 변화
19'Æ년 사전펀찬회의 조직11)은 어문 통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게

하였다. 어문 통일의 펼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
한 것은 근대 계몽기 이후부터이나 사전 편찬 사엽은 규범화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1쨌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제정 공포는 사전 면찬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전편찬회의 활동은 비록 정부 차원의 어문 정책은 아니지만， 단체 차
원의 어문 문제 해결 과정에 속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면과 유사한 성격
11) 사전펀찬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한글학회(1970)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1 이 글
에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한다. 또한 이극로(1짧)에서는 조선어 통일 기관으로 ‘조

선어학회’와 ‘사전편찬회’의 기능을 설명한 바 있으며， 조선어학회 (1됐)， w한글』 제4
권 제4호에서는 사전편찬회 사엽이 조선어학회로 이관되는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
어 있다，

70

국어교육연구 제15집

을 지닌다 더욱이 이 편찬회의 활동 내용이 1됐년 조선어학회에 이관되

면서부터는 조직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글학회(1970) 에서는 큰사전
편찬과 관련된 활동을 다음과 같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4) 큰사전 편찬 관련 시대 구분

.,

큰사전 편찬 사업의 준비기(1929-1됐) : 사전편찬회 조직

L

큰사전 펀찬의 실무 제1기(1쨌 -1S45)

: 일제의 탄압 시대

드. 큰사전 펀찬의 실무 제2기(1S45 -1떼) : 광복 후
큰. 큰사전 편찬의 실무 제3기(1ffi1 -lffi7)

:

6.25 사변까지

한글파동과 사전 완성

이와 같이 큰사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방대한 사업이었다. 그

러나 정인승(1ffi7)의 ‘큰사전 편찬을 마치고’를 고려할 때， 큰사전 초고가
완성된 시점은 1S42년경으로 보인다. 이 회고담에서는， ‘1929년 사전편찬
회 조직 → 1됐년 조선어학회로의 업무 이관→ 1940년 왜정으로부터 최

초의 출판 허가→ 1S42년 총수 ::n만 매에 가까운 카드의 초별 주석이 이
루어지고 박문출판사의 특별한 호의를 얻어 인쇄에 관한 각종 활자 준비
와 자재 분비를 갖추고 때여 쪽의 초판 교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소개하
고 있다: 1S42년 박문출판사의 초판 인쇄 교정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말
미 $L아 빛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초판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까지 어휘 재료 수집과 분류， 주석 작엽이 완성 단계에 있

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큰사전 제1 권이 출판된 시점이 1없7년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1S42년 완성본과 1947년 출판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인승(1뼈)에서 제시한 기초 공사와 실무 공사는 조
선어학회의 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어휘 재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조선어학회의 기관지인 『한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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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었다 이는 한 개인이 이루
어낼 수 없는 작업이므로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나 민중들의 힘을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
에서 기관지 『한글』에서는 ‘시골말이나 ‘조선말 지명’란을 두고， 전국 각
지의 어휘 자료를 모으는 데 최션을 다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않년

『한글』 제 1권 제1호가 발행된 뒤부터 1947년 큰사전 제 1권이 발행되기까
지 어휘 재료를 제공해 준 논문 자료 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어휘 재료 관련 논문 및 자료의 분포12)
어휘분류

자료

논문

127

16

143

116

9

125

고어(문헌자료포함)

48

12

00

어원

22

3

25

외래어

11

9

7

6

방언(표준어)
지명과인명

58

특수어(상정어， 전문용어， 관용어 등)

한자어

말다듬기， 문헌， 가로쓰기， 교육자료 등
계

I

E6

9

22

82

471

계

E6

527

(5)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휘 재료의 수집 13)은 사전 편찬의

12)

이 표의 숫자는 자료 펀수를 의미한다. 연재물의 경우 연재 횟수만큼 통계로 잡았

으며， 게재량괴는 상관없이 작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호성， ‘보통학교 조선어독
본 어휘 조샤의 경우 14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14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연재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한글」에 어휘 재료를 보내준 사람들의 범위가 매우

넓음을 보여주는 자호i가 될 수 있다.

13)

이 통계표에 나와 있는 어휘 재료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
히 사전식으로 배열된 어휘 자료의 경우 양적인 변에서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정리 방법도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분석에서 논의할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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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걸음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이 시기 최현배 (1됐)은 시골에
흩어져 있는 말을 채집하는 방법을 『시골말캐기 잡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것이다. 이 책자가 보급된 이후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시골말’은
이 분류 체계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고어， 외래어， 신어， 속담 등의 어

휘 재료 채취는 광복 직후의 각종 고어사전류 출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속담 사전이나 전문어 사전의 출판을 가능하게 한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어휘 재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주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시기의 국어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 점에서 이극로(1됐)에서는 단어
의 경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고 김윤경(1됐)에서는 철자법
을， 최현배 (1됐)에서는 어휘 배열 순서를 연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전
편찬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비용 문제이다. 이 점에서 큰사
전의 펀찬 비용은 사회 각층의 유지들의 도움을 받거나 회비를 받아 운영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전펀찬회를 인수하면서는 유지제라는 사

람이 많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개인 차원의 사전 편찬 엽적도 나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문세영 (1됐)14) 이다. 이 사전은 국어사전으로서

는 최초의 본격적인 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달리 말해， 심의린(1925)

와 같은 학습용 사전이 아니라， 일반 국어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사전

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전이 편찬되기까지 어휘 수집 및
분류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시기 조선일보사
의 특파기자 명으로 된 기λ까 『조광』 제4-9호(1쨌)에 실려 있으며， 방종
현(1없)에서의 사전 연대기 작성에서도 이 사전을 비교적 큰 비중으로
남겨둔다.

14) 이 사전 편찬의 경과나 가치에 대해서도 앞선 연구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병근(mJ)， 박형익(때4)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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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복 직후의 사전 펀찬은 양적으로 매우 풍성해졌다. 특히 국어사전류

가운데 고어사전의 출판이 두드러졌는데， 정태진 · 김병제(1947)， 이상춘

(1949), 정희준(1없9)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학습용 사전의 출판도 활발하였
으며， 표준말 사전， 숙어 사전 등이 나왔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전이 출
판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조선어학회의 어휘 재료 수집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큰시전 이후으| 시전 편찬
큰사전 이후에 편찬된 사전으로는 국어국문학회 (1없)， F국어 새 사전』

(동아출판새， 신기철 · 신용철(1됐)， ~표준 국어사전.!l(을유문화새， 한글
학회 (1없)， ~중사전.!l(정음사)， 홍웅선 • 김민수(1때)， ~새사전.!l(대한교과

서주식회새， 한글학회 (1~) ， ~소사전.!l(정음사)， 이희승wxm， ~국어대사
전.!l(민중서관) 등이 이어서 출판되었다. 또한 고어사전으로 남광우(l~)，
『고어사전.!l(동아출판사)， 유창돈(1~)， ~이조어사전.!l(연세대학교출판부)，
장지영 • 장세경 (1976) ， ~이두사전.!l(정음사)， 전규태 (1976)， ~고어 이두사전』

(삼양출판사) 등이 출판되었으며 학생용 소사전류도 다수 출판되었다.
이와 같이 사전 펀찬이 활발해진 배경은 사전 편찬의 경험 축적과 사

회-경제적 변화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시기의 사전류는
확장형 사전과 선별형 사전으로 분화되는 성향이 뚜렷했다 달리 말해 확
장형 사전이란， 중요한 종합 용어와 익히 쓰이는 관용어구들도 모두 수용

한 총체적인 언어사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장형 사전은 큰사전 이후의
대사전류가 취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 점에서 정재도
wm)와 같이， 사전의 올림말 수만을 늘려 놓은 부피겨루기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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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펀찬이 활뱀}짐과 함께 기존의 사전에 대한 보유작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글학회의 경우 1ffi7년부터 ‘보유작업’을 시직하였는데， 1쨌
년부터는 국고의 지원을 받기 시직하였다. 그 결과 1Ð2년 『우리말 큰사
전』을 어문각에서 다시 발행할 수 있었다. 이 판본은 43만여 어휘를 수록

한 사전으로1 국어사전의 면모를 중시하면서 인명， 지명과 같은 백과사전
식 요소를 줄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1970년대부터 191)년대까지 출
판된 확장형 국어사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15)

(6) 19JO-l911년대 초의 주요 확장형 국어사전
사전
새우리말
큰사전
수정증보판

국어대사전

동아
새국어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연도

펀저자

표제어수

1974!1ffi4 신기철·신용철 31 만 표제어

특성
백과사전식
백과사전식이나 각종 전문사전의

1W1뺑

이희숭펀저

42만표제어

1댔}/1ffi4

이기문감수

15만 표제어

1쨌년 어문규범 최초 적용

1ffi1

김민수외

40만표제어

백과사전식， 어원 정보 충실

역할을함께 수행

언어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
우리말큰사전

1932

한글학회

43만표제어

여 고유명사를 가려 넣음， 한글맞

춤법(1쨌)을 따르지 않음，(한글학
회 규정을따름)

조선말대사전

193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33만표제어

규범사전의 성격을 함께 지님

15) 이 표는 남길임 (:illi)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 II년 사이의 사전
편찬의 역사를 ‘말뭉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였다. 곧 19iXl년대 이전
에는 말뭉치가 존재하기 이전의 사전 펀찬 시대였는 데 비해， 컴퓨터의 등장과 말
뭉치를 구축한 『연세한국어사전~(l쨌l， W표준국어대사전~(1r03)은 말뭉치를 바탕으
로 한 사전이라는 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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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사전류는 백과사전적인 특성을 강조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언어사

전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도 있다. 또한 표제어가 전 시대에 비해 늘
어난 점도 사전 편찬 경험 축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전문 용어 사전， 방언 사전， 속담 사전， 비속어 사전， 상정어 사전， 구문 사
전등이 만들어진 점도사전 편찬의 역사에서 발전적인 모습이라고할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전 편찬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높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1쨌년대 이후부터는 ‘사전편찬략이라는 용어가 학문 용어로 사
용되기에 이르렸다.

3 사전편찬학과 정부 차원의 사전 정책
1) 사전 편효펙

사전학， 또는 사전펀찬핸le영때때hy)이란 염밀히 말하면 ‘학문’이라기

보다 ‘사전편찬 기술’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대이상섭， 191): η). 곧 이 용
어는 사전 편찬을 위한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실천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이상섭(191))에서는 일본인이 즐
겨 쓰는 ‘사전략이라는 용어보다 ‘사전 펀찬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편찬학이 실천적인 사전 편찬과 관련된
학문이라면， 사전학은 사전 문제 전반에 관한 학문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용어는 구분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 편찬학의 발달은 사전 편찬의 역사를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다. 이
상섭 (191))에서는 하트만의 사전편찬학을 소개하면서， 사전편찬학의 분야
를 다섯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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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전펀찬학의 내용

" 사전펀찬학은 한 언어(방언 포함)의 어휘를 기술， 설명하는 일을
한다.
L

, 사전 제작에 있어서 기본 단위는 어휘소 즉 형태와 의미의 긴밀
한결합체이다.

드. 사전은 한 언어의 전체 어휘를 기술하든가 또는 그것의 특수 OJ:상
들에 집중할수 있다.
己. 사전 제작은 정보를 다루고 제시하기 위하여， ‘메타 언어’를 개발
해야한다，

口. 궁극적으로 모든 사전은 언어 사용자의 어휘적 펼요에 따라 형성

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사전면찬학은 정인승Wffi) 의 사전편찬을 위한 기
초 콩사와 실무 공λ}è}는 경험적 차원의 작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

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전편찬학의 발달은 기존의 국어

사전 펀찬과는 다른 사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남길임(200))에서 정리
한 바와 같이， 국어사전 편찬에서도 19l)년대 후반에 출판된 『연세한국어
사전.IJ Wffi)， Ii'표준국어대사전.IJ (l~) 등은 사전편찬학의 성과와 말뭉치에
기댄 사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뭉치를 이용한 사전은 기존의 사전 펀찬 방식과는 달리 사전 표제어
목록 선정이나 뜻풀이 등의 일차적 근거를 실제 언어 생활에 쓰이는 다양
한 유형의 텍스트에서 찾는다는 데 있다. 이는 사전 편찬자가 일일이 텍

스트를 검증하여， 올림말을 찾아 내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사
전의 거시구조나 미시구조에서 큰 변화를 보일 수 있는데， 특히 말뭉치의
용도에 따라 사전 편찬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말뭉치를

이용한 r 연세 초등국어사전.IJ (200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말뭉치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IJ(한국어세계화재단 출간 예정) 등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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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연구원(現 국립

국어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어사전의 역샤 각종 어휘 자료 정리의 역사를 비롯한 사
전학적 연구 성과도 축적되었다16) ， 특히 조재수WB1) 이후， 이병근(2CXX))，
정재도(1뺑)， 박형익(때4) 등은 사전학적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묶은
중요한 엽적들로 평가된다.

2) 국가 차원으| 사전 정책
19x)년대 국가의 사전 정책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

어나， 사전 편찬의 주체로 정부 기관이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
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전 편찬은 1Ð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1m1년 국
립국어연구원이 국민의 국어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관

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정식 발족한 데 따른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특동11~년 외래어표기법이 개정되었고 l쨌년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
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국어사전이 필요해졌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요인은 어문 정책이 정부나

국가 ~}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본질적인 치원도 작용
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관광부의 신설은 국가

16)

이병근(l9l))에서는 이 시기까지의 사전학적 연구 경향이 사전사 서술로부터 시작
하여， 사전 편찬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1970년대까지의 사전 논의는 사전사를 제외하면， 사전학적 논의라기보다는 국어학
적 논의에 가깝다고 하면서국어생활』제7호(국어연구소)， ~사전펀찬학연구~1， 2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회)가 나오면서부터 사전학적 논의가 활성화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aro년대의 사전학은 사전펀찬의 실무를 위한 사전
펀찬학과 사전의 역사를 비롯한 사전 전반 문제를 다룬 사전학의 발달이 결설을
맺는 시기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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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문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7) 이에 대해 유
목싱~191))에서는 문화관광부의 당면 과제로 @ 맞춤법 준용의 생활화;(2)
표준어의 보급화;@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통일，@ 실용한자를 위한 사
회 교육，@ 한국어 대사전의 편찬 사업，@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설의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어 대사전 편찬’은 문화 사업이라
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없년 사전 편찬 사업이 10년 계획으로 시작되었
다. 그 과정에서 lffi4년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lffil년 『표준
국어대사전』이 완간되었다 이 사전은 남북한 언어 및 해외 동포의 언어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이 시기의 국어학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한 사

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사전이라는 점도 기존의
국어대사전과는 차이를 보이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사
전은 어문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규범사전임과 동시에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참조사전의 구실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전 정책의 앞날 -맺음말을 대신하여이 글은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를 속에서 사전 펀찬 정책의 흐름을 검
토하고 앞으로의 국어사전 편찬 정책이 니-ö}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글이다. 이를 위해 사전 편찬의 역사를 정리한 DB, 사전
17) 국가 차원에서 어문 연구 기관을 두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사례는 근대 계봉기 ‘국
문연구소’가 있다. 그러나 설질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이 점에서 문화관광부
신설 및 국가 차원의 사전 정책 실시는 프랑스의 ‘아카데미 사전 펀찬’(lfÐ4년 첫판

발행， 1앓년 제8판 개정)，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 미국의 ‘웹스터 사전’ 편창과 같
이 보펀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싱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사전 정책에도 근본적인 변
화가 열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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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수집과 관련된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사전 편찬 정책과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엽을 진행하면서 글쓴이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하
게 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DB

DB 구축

과정에서의 문제이다.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조사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점에서 글쓴이가 구축한 DB에도 누락된 사전 및 연구
자료가 매우 많다. 이는 특히 신어 자료 및 1970년대 이후의 사전에서 두
드러진다. 이 점에서 기초 자료 조사를 좀더 충실하게 하여， DB를 수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DB에 담길 정보이다. 글쓴이는 근현대민족어문

교육 기초 연구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틀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그 가
운데 일부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항목
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항목 설정 과정에서 사전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적
합한 항목 설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는 박형익
(ax)4)에서 제시한， 사전 분류 기준과 자료 분류 기준을 고려한 새로운 항

목 설정이 펼요함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DB의 항목 수정도 요구된다. 이
러한 작업은 단시일 내에 이루기는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수정된 DB를
제시하는 것은 또다른 과제로 남겨둔다.
이와 같은 한계를 전제로 이 글에서 논의한 우리의 사전 편찬사를 정

리한다면다음과같다.

(1) 어문 통일 이전의 국어사전 펀찬 : 우리의 사전 편찬은 근대 계몽기 외
국인에 의한 대역사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역사전으로 일제
강점기 『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이 있었으며， 이는 식민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어문 통얼이 이루어지기 전 w 말모이』
편찬이 있었으며， 심의린(192))와 같은 학습용 사전이 만들어지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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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때년 사전펀찬회가 조직된 이후， 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통일 문제가
시급해졌으며， 그 결과 1잃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이 만들어졌다. 이 통
일안에는 외래어와 표준어 규정이 함께 들어 있다. 그 이후 1쨌년 조선

어학회에서 사천편찬회 사업을 이어받아 큰사전 펀찬 작업을 진행하였
다. 그 과정에서 r 한글』에 다양한 어휘 재료 수집 노력이 나타난다 이

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 직후에는 고어사전， 속담사전과 같은

다양한 사전이 펀찬될 수 있었으며， 1957년 큰사전이 완간되었다.
(3) 큰사전 이후의 사전 펀찬은 다양한 확장형 국어사전과 선별형 전문 사
전 펀찬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혐의 축적은 1~년대

중반부터 사전편찬혁이라는 학문의 발달을 가져왔다.

(4) 사전학， 또는 사전편찬학의 발달과 컴퓨터를 이용한 말뭉치 구축은 사
전 편찬의 역사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말뭉치는 사전 편찬자가
일일이 텍스트를 찾아 표제어를 찾는 작업 대신 실제 언어 생활에 쓰이
는 다양한 텍스트를 말붕치로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
어 정보화의 흐름을 반영한다

(5)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19，x)년대 문화관광부의 설립과 국립국어연구원
의 사전 편찬 작업은 국가의 사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
였다 이는 사전 편찬이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만 진행하기에는 지

나치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어정보화의 차
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접근이 펼요한 분야

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어사전 정책은 좋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사전편

찬학의 발달을 전제로 하며， 이는 말뭉치 구축， 사전의 문법 기술 방법，
풍부한 용례 제시， 전자 사전으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논 문제
등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학문적 체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ros. 5.:n 투고되었으며，

6.

11.

섬사가 시작되어， 6.17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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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olicy of Korean Dictionary and Lexic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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