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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在 箕

I. 序 홈 

韓國에서 “解典”이 란 낱말이 國語語棄의 意味를 풀이해 놓은 解釋語짧集 

이라는 뭇으로 사용된 지는 〈韓佛字典〉以來 어언 百年의 세월이 흘렀￡며， 

순전히 韓國語 語훌를 韓國語로 解說한 單一語解典의 경우로 限定시킨다면 

文i1t榮의 〈조선어사진〉이래 어렴잡아 五十年의 세월이 지나갔읍니다 이 

百年 또는 五十年은 政治， 文化， 社會의 어 떤 觀點으로 考察하건 韓國現代

史에서 소용돌이 치는 激流의 時代요， 회오리바람 부는 轉變의 期間이었읍 

니 다. 이 와같이 急變하는 時代環境속에서 새 로운 時代에 발맞추기 위 해 만 

들기 시 작한 解典들은 비 록 짧은 期間이 긴 하지 만 不毛의 初期狀況에 比한 

다면 1980年代末에 접어든 現在의 時點에서， 括텀할만한 發展을 했고 자랑 

할만한 成果를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 나 時代가 훨求하는 應急事態에 對處하기 위 해 만들다보니 때 로는 많 

存解典의 誤짧를 路製한 面도 없지 않았고， 精織한 原則을 세울 餘H탱가 없 

었기에 編輯이나 解釋에서 意外의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었읍니다. 이제 우 

리는 21世紀를 눈 앞에 두고 우리의 後孫에게 보다 좋은 解典을 우리의 文

化i훌훌으로 남겨 주기 위 해 過去의 業績들을 再點檢하고 보다 完塵한 解典編

幕術을 整備할 時期에 와 있읍니 다. (꺼論 “解典學”이 라 할 學問的 體系를 確

立하는 것도 좋을 것업니다. ) 

國語蘇典의 諸問題를 再照明하는 理由가 여기에 있거니와 本鎬는 그 많은 

蘇典의 문제거리 가운데 뜻풀이와 關聯된 몇가지 事項들을 檢討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論議過程에서 自然、스럽게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解典編暴

分野에서 必要로 하는 用語조차 제대로 定立하지 옷한 實情임이 밝혀질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論議는 더더욱 時宜에 適合한 것인지도 모르 

겠읍니다. 

1 우리는 울흔 〈國漢會話〉와 〈말모아〉등의 存在흘 깊이 意誠하고 있다. 그려나 이 
것을은 公페되지 않았다는 정을 念頭에 두어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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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몇가지 前提

옳￥ Jllj，에 서 標題項팀의 뜻풀이 問題를 論議하기 이전에 言及되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첫째， 우리 가 論議의 대 상으로 삼는 解典이 어떤 種類의 것인가가 밝혀져 

야 합니 다. 時代에 의한 區分에 따르연 당연히 20세기 現代國語를 다룬 共

時的 解典이 며 對象項目의 領城으로 말한다면 -般蘇典입 니 다. ~論 對象言

語(標題項에 적 힌 딸)와 解說言語(뜻풀이 에 사용판 말)가 다 갇은 現代國語

를 사용한 單-語解典으로서 그 編藥目的은 一般敎養을 目的으로 한 解典만 

을 우리 의 論議對象으로 삼습니다. 解典의 規模는 原則的으로 中解典 내지 

大解典에 限定하기 로 함니 다 

둘째 ， 解典에 登戰된 項目은原則的으로는 語쫓單位만을對銀으로 합니다. 

-般解典의 !I'If住으로 보아 語葉單位블 理解하는 데 도움을 주는 接尾形態素，

語尾形態素， 複合語 또는 慣用表現에 이 르기 까지 一見 無定見하게 收錄된 

것같은 標題項目의 適否問題는 論外로 상습니다. 寶用性이 크게 重훌視되는 

一般解典에서는 語윷單位를 理解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보다 작은 單位나 

보다 큰 單位가 모두 解맺에 登載되는 것이 常例입 니 다. 

세 째， 標題떳팀과 解說部分은 서로 對應하는 두 훨素입 니 다. 標題項目을 

標題部라 한다면 解說部分을 解說部라고 命名할 수 있겠는데 解說部는 다시 

發音表記項， 文法表記項， 專門表記項， 解釋(우리는 이 것을 “뜻풀이 ” 라는 用語

로 바꾸어 부르기도 합니다. )폈， 關聯語윷項， 用 f껴j項등으로 나쉽니다. 이처 

럼 돗풀이는 標題項의 文法範댐(주로 品詞名) 니- 專門性與否를 알리는 略語

나 記號다음에 적힘니다. 이 뜻풀이는 당엔히 그 앞에 적힌 略語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論議는 그들 文法範템 및 其他 略語의 設定을 度外

視하고는 論議할 수 없음니다. 따라서 당연히 돗풀이 가 이 들 略語와의 關係

속에 서 檢討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詢議는 센혹常 이 들 略음흠와 記號가 잦當하 

다는 前提下애 뜻풀이 딩體만을 考l현할 것 입 니 다. 

J1J. 없存論議의 點檢

五十年의 國語解典編짧의 歷史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解典은 어 떻게 연 

찬하여야 좋은가를 따究하고 論議한 글은 대 단히 微微하었읍니다. 그간의 

사정 이 얼 마나 解典의 必要性에 민- 急急했 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證左일 것 

엽니 다. 물흔 解典을 펀찬한 實物當事者들은 그들나름의 嚴正한 基準이 있 

2 이 른바 ‘콘사이 스’로 略隔되는 號帶用 ·學習用 小짧옛을 除外시 킨 다. 簡略올 j용 

主로한 小廳싸은 原 JI.tJ的으로 뜻풍이가 完않올 期한 것이 다고는 폴 수 없기 "11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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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또 그 基準에 따라 解典을 변찬했을 것이며 그러한 作業의 結果를 出

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基準이 무엇이었는가를 詳細하게 알 수 있는 

記鐵은 아직까지 發表된 바가 없고 다만 出刊된 蘇典이 모든 것을 間接的으 

로 알려줄 뿐입니다. 

지 금까지 蘇典編藥에 관한 論議로는 조재 수(1984)의 〈국어 사전펀찬론〉이 

아마 唯一한 業績일 듯상습니다. 초재 수(1984)는 뭇풀이에 관련된 문제를 

(가) 基本原則 (냐) 轉寫l홉에 발생 하는 過誤 (다) 解釋의 寶際등으로 詳論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그 내 용을 요약해 보기로 합니다. 

(가) 基本原則

1. 뭇풀이는 정확해야 한다. 

2. 뭇풀이는 쉬워야 한다. 

3. 뭇풀이는 간단명료하되 모호한 말， 부정적인 표현， 비유적 표현을 피 

하여야 한다. 

4. 한 잘래의 풀이는 한가지 표현서솔로 끝나는 것이 좋다. 

5. 뜻풀이에 그 올림말을 써서 표현해서는 안된다. 
6. 국어사전의 돗풀이 이기에 그 씨가름을 따른 풀이가 요구된다. 

이외에 擬聲擬態語에서 비 슷한 뜻으로 묶인 同類語들을 어떻게 分類하고 

뜻풀이를 할 것인가를 문지l 거리로 提示하였읍니다. 

(나) 轉寫時에 발생 하는 過誤

1. 짧存解典의 풀이를 잘못 이해하고 풀이표현을 바꾸어 적을 때의 실수. 

2. 긴 표현을 줄일 때의 실수. 

3. 기존 풀이 표현에 군더더기를 덧붙일 해의 실수， 

4. 풀이 표현의 수식어를 바꿀 때의 실수. 

5. 풀이 표현의 순서나 뜻갈래의 순서를 바꿀 때의 실수. 

6. 동의어의 풀이표현을 토박이말 자리에서 한자말 자리로 옮기는 문제

(다) 解釋의 寶際

1. 뭇의 分類와 配列 11頂序

뭇풀이의 分類는 크게 三段階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갈래는 統解的

基準에 의 한 品詞上의 分類이 며 그 다음으로 意味上의 分類를 하되 보다 比

重이 높은 돗￡로부터 차례 로 配列하변서 다시 細分이 必훨한 경 우에 가는 

속갈래를 施行한다. 이 때에 “比重이 높은 뜻”을 決定하는 基準은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共時的 觀點부로 現行 使用上의 頻度에 따라 現在意

味를 앞세우는 경우이고， 둘째는 通時的 觀點으로 語源 내지는 初期에 使用

3 가， 나， 다의 分類는 필 자가 理解를 돕기 위 해 自 훌、的~로 훌훌分해 놓은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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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意味를 존중하여 意味가 변천해 온 過程대로 적어나가는 경우이다. 

2. 專門用語의 뭇풀이 

지금까지의 많存解典의 뜻풀이가 지냐치게 學術性과 專門住에 치우쳐 있 

다. 다양한 用例의 提示로 專門性을 약화시 킬 필요가 있겠다. 

3. 用例引用

짧典利用의 目的은 뜻을 알기 위한 경우와 더나아가 正確한 使用法을 확 

인하려 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뉘어지므로 文語냐 口語를 莫論하고 반듯한 짜 

임새의 글을 굉 |用例로 쁨아적되 多樣한 統戰的 機能을 빠짐없이 收錄해 야 

한다. 

4. 關係語의 提示

준말， 同義語， 反義語 및 語感의 差異를 주는 큰말， 작은말， 여란말， 센 

말， 거센말 등 關係語가 用例引用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야할 事項이다. 

N. 再整備를 위한 基짧作業 

지 금까지 의 論議를 통하여 우리 는 從來의 蘇典編짧이 얼마냐 性急하게 應

急의 需要를 감당하기 위해 제작되어 왔는가를 確認하였읍니다. 조금 과격 

한 표현을 하자떤 現在의 狀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우리말 사전을 만 

들기 위한 세 출말의 쩔펌를 다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整備히l 나아가야 할 일거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읍니다. 

흔히 사전면찬자는 言語學 특히 意味論연구와 이흔적인 解典編藝學에 깊 

은 關心을 갖고 그 지식을 體得하고 있어야 한다고 딸합니다. 그러나 그러 

한 학술적인 理論에 휘둘리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 사전펀 

찬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업니다. 왜냐하면 사전연찬의 실제는 어떤 學術的

理論6월系보다도 다루어 야 할 법위가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 

라의 실정은 사전편찬의 理끓과 흉際사이의 거리를 극복하는 문제를 생각할 

만큼 원숙한 경지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解

典을 만들어 온 경험을 소중하게 살리면서 우리들 나름의 理論的인 體系 및 

不足한 分野의 경험축적을 위한 몇가지 方法論을 探究해 보아야 할 것입 

니다. 

첫째로 語윷意味를 어떻게 分類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하 

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意味論 연구는 이 방연에 상당한 進l涉을 보여주었 

융니다. 여러가지 論議와 成果가 있었융니다. 그러나 그 成果를 辦典編癡에 

直接 應用한 ØlJ는 없는 듯합니다. 意味를 어떤 基뻗과 觀點에 따라 分類하 

느냐 하는 것에 따라 分類의 體系가 달라지겠지만 寶用的인 次元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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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가지 機能을 設定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作業얼 것업니다. 

1. 指示的 意味機能어esignation) 

事物의 外延을 가리키는 것일 해. 

(例) 自然系의 具體的 對훌 

2. 含홉的 意味機能(connotation) 

事勳의 內包를 가리키는 것일 때. 

(例) 抽훌觀念， 動作 • 狀態 등 

3. 應用的 意味機能(application)

앞의 두가지 機能으로부터 適用範圍의 轉移를 일으킬 때. 

(例) 隱I澈的 表現， 意、味의 特珠化， 話用論的 意味寶現 둥. 

131 

우리는 語훌를 解釋하기 전에 위의 세가지 중에서 어느 分野에 魚點을 맞 

출 것인가를 檢討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意味의 細部分析에 들어가기 위 

한 細則도 만들어 야 하며 多義現象， 同音異義現象， 同義現象과의 關係도 아 

울러 檢討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解典編幕者의 가장 큰 苦爛은 무엇보다도 意味特質을 손쉽게 橋버 

할 수 있는 普遍的인 意味資質의 目鍵이냐 明細가 있을 수 없다는 專實입니 

다. 特히 含홉的 意、味를 解釋하고자 할 때 , 意味寶質을 어 떤 基龜에 依해 

選別하여 解說部에서 解釋할 것인가하는 問題는 同義(類養)語들로 묶이는 

單一意味領城內의 語윷들의 意味差異를 밝히는 問題와 아울러 解典編賽者들 

을 괴롭히는 魔의 수령입니다. 이해에 우리는 語棄間의 意味差異를 l浚別하 

기 寫한 意、味論의 몇 가지 方法論에 눈을 돌리 게 됩 니 다. 語윷意味를 區別하 

는 데에 한동안 利用되었던 場의 理論도 도웅이 될 것이고， 더 냐아가 生成

文法쪽에서 발전한 成分分析의 方法도 도웅이 될 것업니다. 이때에 統解的

選擇制約까지 도 考慮하여 作成한 意、味表示 樹型圖를 動훌뢰類 語훌훌마다 作成

해 보는 精誠을 기울인다면 웬만한 語윷의 뭇풀이는 比較的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 나 이 러 한 語쫓의 成分分析作業에 基魔가 되 는 分類語윷集(Thesaurus) 

의 傳統이 徵弱하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注담해야 합니다. 語훌의 分類카다 

로그(Classified Catalogue of Words)라고 할 수 있는 分類語審集은 英語의 

경 우， Roget의 Thesaurus를 例로 든다면 이 미 130년 이 상의 전통이 있읍니 

다. Peter Mark Roget는 바쁜 의사의 몸으로 그의 나이 26歲때인 1805년에 

시 작하여 자그악치 4ïì견 간의 陰正補完을 거 듭하고 그의 나이 70이 념 은 1852 

년에 가서야 겨우 Thesaurus란 이름의 分類語훌集을 完成하였읍니다. 1869 

년 그가 91歲로 作故했을 때， 이 Thesaurus는 모든 分野의 著述家 및 言語

藝術家들에게 文字 그대로 言語寶庫로 愛用되연서 28版을 印剛하게 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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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意味論 分野에서 “國語 動作動詞의 統解意l決論的 考察”과 같은 題

g의 몫f究는 分類語葉集의 바탕위에서 라면 사실상 그렇게 힘든 작업도 아니 

고 빠뜨리는 部分이 생기는 試行錯誤의 흉R究가 進行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參考로 Thesaurus의 分類體系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로마숫자는 

class, 아라비 아숫자는 section엄 )4 

I 線째%{ (l) 용 在
(2) 關 係

(3) 量

(4) /1圓 序

n. 호 

m. 物

W. 知

V. 意

(6) 時 間

(7) 變 化

(8) 因 果

間 ( (9) 一般호間 

) (10) 次 元

l(lW 態
(12) 動 作

質 r (13) -般物質

1 (14) 非組織物質

l (15) 組織物質

性 ( 理念의 形成 ( (16) 一般理念의 形成

(17) 先行條件과 作用

( 18) 理性의 資料

(19) 理性過程

(20) 理性의 結果

(21) 思考의 鍵張

(22) 創造的 思考

理念의 旅通 r (23) 減通된 理念의 本性

{ (24) 理念짧通의 樣相

志 ( 個A意志

l (25) 理念流通의 手段

( (26) 一般意志
(27) 展望意志

4 우리 는 6개 의 class가 東洋의 {專統的인 認훌훌體系인 天地A의 三才擺念과 완벽 하 
게 一致하는 것에 놀라웅을 금할 수 없다. 즉 抽象關係는 天에 ，~間과 物質은 地애 , 
知性 • 意志 • 感性은 人에 對應、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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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自願行옳 

[(29) 反對行寫
(30) 行짧의 結果

(31) 一般意志

性 ((35) -般感性

I (36) 個A感性

[(3爛感住
(38) 道 德

(39) 宗 敎

(32) 特珠意志
(33) 條件意志
(34) 所有關係

세째로 解說部의 核心이 되는 解典的 ~義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詳細한 

知識을 갖출 必맺가 있음니다. 우리는 廳典的 定義가 論理的 定義보다는 혐、 

極的인 解說에 머울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解典的 定義가 論理的

定義에서처럼 明없한 科學的 廠;웅、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융 

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解싸的 定義나 解說이 標題項의 特i生에 따라 어떻게 

풀이되어야 할 것인가흘 指示하는 原則은 必몇한 것입 니다. 그리고 解釋의 

類型같은 것도 體系化할 必훨가 있읍니 다. 이제 1엔定的으로 解典的 定義의 

模型， 附隨原則 및 類型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 다 

가) 解典的 定義는 種差와 類職念으로 形成되 는 論理的 定義와 構造上으 

로는 유사한 構成을 갖습니다. 즉 標題項 낱말의 변별적 의미자질을 冠形語

로 하고 上位語를 被修帥語로 이루어 집니다. 

標題語=뺨別的 意味資質+上位語

나) 위 와같은 똥義플 원 만하게 히-기 위 하여 다음과 갚은 注意事떳이 考l힘 

되어야 합니다. 

CD 定義는 具體的이 어 야 하지 만 지 나치 게 t쉴흉i하지 않도록 조섬 한다. 

(î)~뿌였Ij的 意、味資質은 토박이 話者의 直觀에 根熾해 야 하며 科學的인 lfF 
究에 의해서라야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週하여야 한다. 그러으로 메타언어 

의 使用은 再檢討되어야 한다. 

例) 나 〔대 〕 제일인칭 대명사. 

(代案) 말하는 이가 자기를 가려키는 말. 

6 本짧애 서 提示하는 것은 完成완 )Jj(Jl IJ 이 나 類젠이 아니 다. 앞으로의 作業융 위 
한 하나의 提案의 性格올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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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專門用語의 定義는 科學的으로 正確해 야 하며 또 一般的인 짧識을 反
映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묘로 正確性과 一般的 解得性이 

서로 相衝될 때， 때에 따라서는 百科解典式 定義를 採擇할 수도 있다. 

@ 하나의 標題項。1 -般用語와 專門用語의 兩面으로 쓰일 때에는 多義的

인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 廣範한 調者層을 對象으로 할 째 에 는 펀科解典的 解說을 1m味한다. 

@ 必훨한 경우에는 明示的 定義 즉 사진， 圖面， 그렴따위를 提示할 수도 

있다. 

@ 定義나 解說에 使用되는 單語는 그 解典 안에 반드시 標題項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또 定義 및 解說에 쓰이는 單語는 標題項의 單語보다 쉬운 것 

을 原則으로 한다. (그러 나 한 解典 안에 서 標題項과 解說語棄가 서 로 備環

하므로 쉬 운 單語라는 말은 相對的인 뜻을 갖는다. ) 

@ 解說部에 쓰인 單語는 펴能한 限 多義性을 排除해야 한다. 

@ 解說部는 경험 이 뽑富한 提報者나 다른 解典의 解說을 參照하여 交又

檢討하여야 한다. 

다) 解典的 定義 및 解釋의 類型을 體系化하고 標題핏의 特性에 따라 어 

떤 類型의 풀이를 할 것인가를 決定하도록 합니 다. 우리는 暫定的으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를 想定해 볼 수 있음니다. 
φ 定義짧 다음 例들은 전혀 쓸 

모없는 것도 있고 펼 @ 보통정의형 
요에 따라 쓸것도 있 

겨우살이 : 냐우에 기생하는 풀. 
으며 아주자주활용할 

낭송(期請) : 소리를 내어 글을 외어나강. 
것도 있읍니 다. 이 Ø1J 

상매 (三!味) : 한기-지 로 곧게 쏠린 마음의 경 치 
• 들은모두많存의 購典

9 분류정의형 
에서 뽑은 것들입 니 다. 

나냐니 벌 : 냐나니 별과에 속하는 곤충. 

〔補充解說에 形態， 生態， 分布， 願用등 펀科解典式 知識을 

紹介)

g 특수정의형 
아이고: 아플 때， 힘들 때， 놀날 때， 원통할 때， 기막힐 때 등에 부 

르짖는 소리 . 

@ 에타언어형 

나:제일인청 대 영사. 

@代置型

@ 단순대치형 

겨우 : φ 간신이 . @ 가까스로. @ 악지로. 



142 語學B￥究 第23卷 第 l 號

사서 (四書) : 논어 (論語) ， 맹 자(굶子)， 중용(中國)， 대 학(大學)의 네 

책. 

9 첨가대치형 
겪다 :CD 어려운 일을 치료다. 

@ 손닝을 대접하다. 

g 순환대치형 
백 〔수대 JCD 열의 열곱절. Cî) 아흔아홉에 하냐를 더한 수. 

@ 아원대치형 

홍망(興亡) : 흉기(興起)와 멸망(澈亡). 

@ 解釋型

@ 평행해석형 
격 분(激念) : 몹시 분해 함. 

격식 (格式) : 일정한 방식. 

9 경위해석형 
기. 공시적 경위해석 

흰펙 : 엠쌀가루를 끓는 물에 반죽하여 시루에 쩌서 안반에 놓고 친 

뒤에 비비어 가래로 만든 음식. 

L. 통시적 경위 해석 . 

서인(西Á) : 조선조 선조때 심의겸(沈義戰)을 중심a로 시 작된 양 

반들의 당파. 

g 첨가해석형 
서성거 리 다 : 한 곳에 서 있지 않고 왔다 갔다 가다. 

사위다 : 다타고 재가 되다. 

@ 부분해석형 

힘들다 : 험 이 소비되다 

배외사싱.(排外思想) : 외국사랑， 외국문물， 외국사상을 배 척하는 사상. 

우물마루 : 긴 널을 세로로 여러 개 대고 그 사이사이에 짧은 널을 가 

로로 대어 짜 나간 마루. 

@ 指定型

서울 :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 

@ 同語反復型

흉망(興亡) : 흉하고 망하는 것. 

내 출혈(內버띠1) : (의) 조직 이나 체강， 복강， 흉강둥의 안에서 총혈이 

일어 나는 일 . 

네째로 解典은 어차피 한 I밭代의 社會的 • 精페l的 • 文化的 앓物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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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代 그 社會가 志向하는 理念、이 나다냐게 되 어 있읍니 다. 우리 가 아우리 

客觀的인 立場에 선다 힐지라도 總對的 客觀이란 있을 수 없으며 特定한 文

化類쩔안에서 그 文化가 許容하는 限界 안의 生活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 

니 다. 그러 므로 蘇典의 뭇풀이 는 當代의 삶의 樣相과 意識構造를 있는 그대 

로 反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留意하띤서 特定語蘇의 解釋을 注意깊게 

檢討해 보연 時f~精떼이 나 理念의 變化에 따라 그 解釋에 差異가 있음을 發

見하게 됩 니 다. 萬에 이 러 한 意味의 差앓냐 變化를 共時的 또는 通時的

觀點에서 處理할 수 있다면 벤호를 달리해서 處理해야 하는 것이지만 경우 

에따라서는 그럴만한 客觀的 處地에 서지 옷하는 수도 있고， 또 어느 것이 

客觀的 處地인지초차 分據하지 옷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解釋作

業은 어디까지나 特定한 見解의 反映이요， 罷極的으로는 部分的인 解說에 

머우는 뿔定的 錯置라는 점을 解典編藥者들이 銘心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 

러한 事寶을 뚜렷하게 認識함으로써 解釋作業은 具體性과 明確性을 보장받 

으며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客觀的 記述을 維持해 나갈 수 있읍니다‘ 

다음은 각기 ， 다른 사전에서 “하느넘”을 解釋한 實例를 모은 것업니다. 그 

解釋의 差異가 우리에게 무엇을 示吸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닝 

1. 종교적 신앙의 대상. 인간을 초월한 위력자. 명명한 가운데 존재하 

며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며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람에 

게 화복을 내린다고 생각되눈 법신론적인 신. 

기독교에서는 하나넘， 천도교에서는 한울념， 대종교에서는 한얼넘， 

천주교에 서 는 천주라고도 함. 

2. 초월지 궁극척 실지:1. 우주의 창초자요 통치자로 사람들의 숭배플 

받으며 완전한 힘 ， 완전한 지혜 ， 완전한 선을 갖춘 존재 . 

3. 하늘에 있으면서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 

4. 우주만물이 생성， 변화， 소멸되는 원리. 

v. 餘 言

解典올 일컬어 한 時代， 한 文化의 精熾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체로 

一百年의 西歐化過程을 거쳐 오면서 웬만큼 좋은 國語蘇典을 갖게 되었읍니 

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重훨합니다. 지금 우리의 슬기와 재주를 가다듬어 

보다 좋은 解典을 만들어 내 지 못한다면 우리 가 오늘을 사는 責任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이에 즈음하여 解典學(01 련 용어가 용납된다면) 

에 대한 關心도 높아져서 이 分맘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런 일을 

뒷받캠할 社會的 與件도 成폈!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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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Defining W ords in Korean Dictionaries 

Jae-Kee Shim 

In this talk, 1 have a great interest in the meaning-explanation of words 

in Korean Dictionarie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last half-century. We 

found ourselves living in an era which needed better dictionaries, because 

many of the dictionaries already published showed a lot of mistakes and 

faults especially in explaining the word’ s meaning. 

1 indicated that many kinds of mono-lingual Korean dictionaries have 

been published without detailed examinatiol1s or a great deal of though t. 

Also, to compile a substantial dictionary, 1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theoretical preparations and practical training. For the above rearrangement, 
we have discussed the fundamental operations; establishing the lexicography, 
techniques of meaning-classifìcation, co-existing thesaurus, foundation of the 

tíme-spírit (ideology) , etc. 

Concluding my speech, 1 stressed that, in the near future, we will produce 

a dictionary which we could take pride in, not only for ourselves but for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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