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세기 국어 사전 편찬에 관한 몇 문제 

---‘고어사전’과 ‘이조어사전’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 재 영 

1. 0 사전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일반영제가 의미를 가지는 까닮이 사전이 연 

찬될 당시의 언어가 사전에 반영되게 된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 

반언어사전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데에 따른 시대적인 배경이 드 

러나게 된다는점에시 당연한 것이겠지만， 전문분야의 사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전에 담긴 언어적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사전이 펀찬되어 나오기까지 

의 과정 모두가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헤 

연 파리 외 방선 교회 의 ‘韓佛字典’ (1880)이 나 ].s. 게 일의 ‘韓英字典’ (1897)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내용과 함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즉 우리나 

라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들에 의해 우리가 외국에 보다 많이 소 

개가 되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 나온 ‘컴퓨터 용 

어사전’들은 우리 사회에서 컴퓨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다룬 사전이라 할지라도 시간 

의 흐름에 따라 해당분야의 연구성과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컴 퓨터 용어사 

전’을 에로 보더라도 새로운 컴퓨터의 등장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따른 컴 퓨터 용어 사전에 대한 보완이나 개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기왕의 사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개갱이나 보완의 요구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사 

용되지 않는 언어인 고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의 경우에도 그와 비슷한 논 

리가 적용될 수 있다. 고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그에 따라 고어는 이마 존재했던 언어이지만 이미 존재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것이기 때문이고， 고어사전에는 이러한 연구 

의 결과로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된 고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동안 몇몇 고어사전 1이 있었고， 우리의 그동안의 중세 

및 근대국어에 대한 연구가 그들에게 힘엽은 바는 자옷 큰 것이었다고 말할 

l 여기서 고어사전이라고 할 때에는 기 존의 고어사전인 중세국이와 근대국어 를 

대상으로 한 사잔을 의미한다. 그들에는 이 두 자쿄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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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런에도 여기시 새 로이 고어사전에 대한 논의플 시작히마는 이유 

는 녀 윤과 김다. 뉘에시 자씨에 이야기기- 이겠지만， 기-장 최근에 편찬펀 고 

이사전으보J|1 비도 이미 :10년 기-까이 시 간이 펀-녔고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엽적들로 인 히l 씬혀진 새로운 사실이 반영뇌어이 헤리라는 점이 첫째이고， 

30년 가까운 동안에 새로이 발견된 대상 자료도 상당수가 있어 새로이 보충 

되 어 야 할 필 요가 있다는 갱 이 둘째 이 며 , 첫째 와 둘째 이 유가 아니 라도 기 존 

고어사전이 가지고 있는 사전 펀찬상의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이 그 셋째이 

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논의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 다. 모든 역사 속의 엽적들이 그러하듯이 기존의 고어사전들도 당 

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에 합당한 의의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 현대적인 눈으로 지난 시대의 엽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느 경우에파도 

조심해야 할 일인 것이다. 오히러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고어사전의 틀은 

기존의 사전들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 그동안 우리가 블 수 있었던 고어사전들의 대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1. 1 가장 먼저 고어사전의 모습을 따고 나타난 것으로는 신태현(1940)을 

들 수 있다. 불과 17연 3767B 어휘를， 유인본으로 나온 ‘정음지’에 소개한 
것이다. 이렇듯 단행본으로 간행펀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사전에 대한 펼요 

성을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사전의 형식을 갖추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정띈 자료에 기대고 있고 예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표제항의 설명을 한자어로만 베풀고 있고， 출전도 막연히 ‘삼합， 

字會’ 둥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동사나 부사형， 또는 명사형의 경우 

얘 기본형이 이니라 히l 당어휘의 활용형을 그대로 표제항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3 절대 어휘수의 부족과 함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 뒤에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방종현(1946 ， 1947)의 경우는 앞서의 것과는 양상을 달리 

한다. 기항부터 ζ항까지의 전집은 1946년 12월에 o 항부터 승항까지의 후 

진은 1947년 6월에 유인본으로 발행되었다. 수록 대상이 된 자료의 종류와 

수록된 표제어의 양과 질적인 연에서 그 뒤에 나오는 사전들의 표본이 된 사 

전이다. 그러나 사전의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염밀한 의비에서의 안어사 

전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형펀이다. 사전의 연찬의도와 그에 따흔 대상자료 

의 선정의 폭이 넓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자의 학문적인 성 

향과도 빌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종현(1949 ， 1947)에는 사기와 

2 주로 훈옹자회， 용띠어천가， 두시언해에 나타나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만에 석봉천자문， 윈각경언해， 받l 화경인히L 옹산법이， 선종영가칩언해 등에 나오는 
어휘들도 간혹 소개하고 있다. 

3 냥광우(1960)에서도 이러한 경향의 예 블 상당수 딴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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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등의 한문자료는 물론 운정류도 대상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 

지 눈에 뜨이는 캠은 표제어에는 물론이거니와 예문에까지도 방정표기를 달 

아 두었다는 점이다. 그 뒤에 나온 어떤 사전도 예문에까지 방점을 단다는 

것은 엽두도 못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는 점이거니와， 이 또한 사 

전 펀찬자의 변찬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48년에 나용 정태진 • 김병제의 조선고어방언사전은 고어부， 이두부 및 

방언부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고어부의 경우 앞의 신태현(1940)에서처 럼 

예문의 제시는 없으며 ， 고어에 대한 설명이 신태현(1940) ， 방종현(1946 ， 47) 

과는 달리 한자대신 현대어로 되어 있고， 조사와 어미도 간혹 반영되어 있 

다. 그러나 사진 전체로 보아 고어에 중점을 둔 사전은 아니어서 고어를 다 

룬 부분은 1/8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갱희준(1948)은 고어사전이라고 제목 

을 달고는 있으나 저자가 일러두기에 밝힌 바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우리 

의 옛 모습을 반영한 말이연 모두 거두어 풀이할 작정으로 시작한 것”이어 

서 순수 언어 사전이라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오히려 백과 사전적인 성 

향을 따고 있는데 그 또한 저자가 상정하고 있는 사전이용자가 일반대중이 

라는 점 에서 까닭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전과는 달리 눈에 띄는 점은 

자음자인 ‘o’와 모음자인 ‘=’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냥(자동)→ 

날+호(타동)→날호아→나확→나타’ 등과 같이 가능한한 어원을 밝혀 보고 

자 시도한 점동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빙점표기는 인쇄의 편의 

를 위하여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제어와 용례 등의 ‘、’가 ‘}’로 표기 

되는 둥 원전의 내용이 달리 표기되었다거나 출전 표기에서 장차를 생략한 

정 둥은 일반 대중을 위한 백과사전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 

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그 이듬해에 나은 이상춘(1949)는 바로소 사전의 모 

양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전이다. 비 록 표제어와 예문에 방정 

표기는 생 략하고 있으나 한자어와 이두어를 부록으로 처리하여 순수 언어사 

전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며， 대상자료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들기는 하었 

지만 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언 

해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한문 원전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어 독자를 배 

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제어에 대한 의미 설명에도 현대어 와 그에 해당 

하는 한자를 함께 밝혀 이해 를 돕고 있다. 그러나 출전자료를 표시하는 데 

4 풀론 문자의 이릉과 그 문자에 대한 설명에 그친 것이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5 그러한 시도의 캘파가 맞는 것이냐 흘린 것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전 

펀찬자가 운법적인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든 사전에 반영하고자 하였기 매문이다. 
6 정희준(1948)은 유창돈(1955)로 수정， 중보되었다고 하는데 필자는 아직 구해 

보치 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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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단지 〔柱罷〕이라든가 〔內訓〕 둥으로만 표시하고 장차를 표시하지 않아 

불변함이 있다. 이상춘(1949)는 1953년 재판 예에는 이상춘의 아들인 이영철 

의 이름으로 수갱이나 증보됨이 없이 그대로 간행된 바 있다 

그 뒤에 나온 남광우(1960)과 유창돈(1964)는 아직 까지도 잘 이용하고 있 

는 사전이다. 표제어의 숫자로도 냥광우(1960) 이 11 , 3157~ 이고， 유창돈(1964) 

는 약 32， 000개로 앞서 나온 고어사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대상자료의 수도 사전 펀찬할 당시에 볼 수 있었던 자료들을 거의 망라하였 

다는 점에서 명가를 받을 만한 사전들이다. 본고에서 주로 이들 사전을 검 

토，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도 이들 사전이 가지고 있는 그만한 가치에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나 체제를 살피게 되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 

겠으나 그러한 문제점들은 본고가 진행됨 에 따라 자연 드러나게 될 것이다 

1. 2 지금까지 우리는 그간 우리가 폴 수 있었던 고어사전들의 대강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고어사전들의 편찬의도가 현대어흘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국어사전과 다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램의 글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사용되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에 새로운 문장의 생성을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 

지만 고어사전의 경우에는 새로운 운정의 생성에 목적이 있는 것은 전혀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순전히 문헨자료의 원문 이해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연 오히려 표제어와 그의 현대역만으로 족하며， 따 

라서 예문니 예시따위는 불필요하기까지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의 펀찬 목적이 이렇 듯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사전의 펀찬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 종의 하냐는 이용-대상자의 상정이다. 

즉 연찬된 사전을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이겠는가를 미리 예상하여 사전을 만 

들어야 하리라는 것이다. 앞서 살펀 신태현(1940)이나 정태진 • 겁멍제(1948) 

에서와 같이 표제어에 한자든 현대국어든 번역만을 제시하는 경우는 일반 

독자들의 상식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를충족시키고자 하는의도에서라연， 그 

래서 사전이용대상자로 일반 대중을 상정하였다연， 내용상의 불비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체제 자체는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 

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이사잔의 펀찬이 순수히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7 이상춘과 이영천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민수 (1979)플 참조할 것. 

8 얼본이나 북한 등지 에서 도 고어사전이 나왔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 통로로 
구하여 보고자 하였으나， 아직은 나오지 않은 듯하다. 그렇지만， 현대국어갚 대상으 

로 한 사전에 고어가 반영펀 경우는 있다. 구"11 척인 것은 조제수(1988) 참조 

8 그러나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어휘에 대한 설영 이 그리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동의어， 유의어， 다의아， 중의이 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 

용된 것등 실 제 어휘의 사용은 실로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기 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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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고어사전의 이용대상자는 국어를 전문으 

로 공부하는， 그것도 어느갱도는 고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하는 이들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사전 펀찬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자명해진다. 보다 

전형적 인 예를 보일 것， 보다 많은 경우의 예를 보일 것， 그렇지만 무엇보다 

먼저 사전이용자에게 친절할 것 퉁이 그것이다. 표제어의 어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표제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정보， 운법적인 껑보， 숙어적인 표 

현， 어휘결함의 선택 제약과 같은 문제들이 전형척인， 그리고 풍부한 예들 

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사전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친절한 사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지금까지 우리는 고어 사전을 펀찬할 경우의 사전이용자의 상정과 사진 

펀찬자가 취해야 할 태도 둥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 과갱에서 우 

리가 유념했던 점은 고어사전의 기본적인 성격이 보다 전문성을 따는 것이 

라는 인식이었다. 그러한 관점에 선다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현대국어 

이전 시기의 국어의 모습 모두가 담기는 사전에 두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 

적인 여건은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를 작게 장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전의 펀 

찬을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엽으로는 자료의 정리가 있고， 자료가 정 

리펀 다음에는 해당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 

며， 그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 면찬작업이란 단순한 색 

인작염 이상의 의미플 가지기 어 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15세기 운 

헌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 펀찬 작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유도 바로 그동안 1 5세기 국어에 대하여는 사전을 펀찬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는 생각때문이다. 그동안의 고어 연구가 주로 15세 

기 국어에 관심을 둔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나온 논문들의 대상 시기별 수 

효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16세기 국어에 대한 연구나 근대국어에 대한 연 

구 엽적의 수효는 15세기 국어에 대한 연구 엽적의 수효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료의 정려라는 연에서 보더라도 근대국어시 

기의 문헌 자료들은 상당히 방대힌 양의 자료가 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 

은 수의 자료가 그 정확한 연대 파악을 비훗한 서지적인 면의 과제를 남겨 

두고 있는 형떤이다. 16세기 국어가 자료의 연대 파악이라든가 자료의 균질 

성이라는 면에서 근대국어보다는 형펀이 조금 낫디고는 하지만 15세기 자료 

에 비하여 아직 많은 연구의 여지를 남기고 있￡며 자료들에 반영되어 있는 

언이적인 양상도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적인 양상을 기-지고 있다는 점에 

서 아직 사전펀찬의 대상으로 산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15세 

기， 그것도 영밀하게 말하자연 훈민정음 창제 이후인 15세기 후반에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히 많은 연구 엽적으로 인하여 그 모습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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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 있으며 자료들의 균질성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하나의 시대로 선을 

그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전의 현찬 작업도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렇듯 우선 15세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 사전의 펀찬작업은 바로 그 다음 시 

기의 사전 펀찬 작업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일 

을 먼저 하는 순리적인 작업 수순이라고 하겠다. 

2.1 15세기 국어 사전을 펀찬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0 

(1) 1446 힘iI民正흡 解191J本

1447 龍飛細天歌， 東國正꿇， 釋調씁節， 月 印千江之l떠 

1449 舍利靈應記

1450 訓民正륨 註解本

1455 洪武正體譯뢰iI 

1459 月印釋課

1461 i뽑嚴經끓解(活字本)， 원嚴經휩‘解(木板本) 

1463 法華經詩解

1464 金剛經끓解， 輝宗永황r集證解， 阿觸때經꿇解， 五臺山上院풍重創 

勳善文， 般若波羅짧多心經휩解 

1465 圓짧經諸解， 圖l짧經口 않 

1466 救急方歸解， 周易傳義口힘， 周易傳義大全口앉 

1467 救牛子修心談끓解， 쫓山和尙法語略錄該解， 四法語禮解

1471 海東諸國記， 三網行寶圖

1472 豪山和尙法語略錄禮解， 法華經딴解 

1475 內訓

1481 柱詩鎬解

1482 南明集떻解， 金阿IJ經三家解

1485 佛]頁心經禮解， 顆륨經협解， 五大l買言， 짧驗Wß꺼; 

1489 救急簡易方‘

1492 伊路波， 챔陽維첼 

1493 樂學헝L範 

1495 金剛經誠解(複刻本)， 챔嚴經짧解(重flj 本)， 法펀經떨解(重刊本)， 

輝宗永짧集평解(複刻本)， 佛m:‘心經딱解(複刻겨ζ) 

1496 六祖法첼휩經팎解， 貝 특 짧btJt • 三t힘施食文펀~￥ 

10 개벌 자료의 구체척인 내용과 현존하는 자료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최현배 

(1971) , 안병 희 (1979) , 고영 근(1987)을 참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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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15세기 국어 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연찬 대상 자료 

의 선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자료의 양상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이 다. 우선 상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2)와 같다. 

(2) 가. 원 간본만이 현존하는 경 우 

냐. 원간본과 중간 또는 복각본이 모두 현존하는 경우 

다. 중간 또는 복각본만 현존하는 경우 

라. 원간본， 중간본， 또는 복각본 등이 각각 일부만 현존하는 경우 

우선 (2가)의 경 우와 같이 중간된 바가 없는 六祖法寶뺑經짧解나 륨言動 

供 • 三t웰施食文훌훌解 같은 자료의 경우에는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다. 15세 

기 말의 자료이거니와 원간본이 전하고 있고， 그 밖의 중간 또는 복각된 바 

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나)의 경우라든가 (2다)나 (2라)의 경우에 현 

존하는 중간 또는 복각본의 간행연대가 16세기나 그 이후의 것이라연 해당 

중간， 복각본들을 대상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중간본들에 나타나는 언어 현실이 원간 당시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냐)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그동안 가장 

많이 읽힌 쫓山和尙法語略錄請解가 있다. 豪山和尙法語略錄흉흉解는 16세기뿐 

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차폐 간행된 바 있다 11 (2다)의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阿爛Il'Ë經鎬解， 救急方鎬解， 內힘11 ， 靈驗略妙 등이 있다. 

특히 內訓과 같은 경우에는 현존 최고본인 봉좌문고본이 원간 당시의 언어 

현실과 중간 당시의 언어 현실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대싱자료로의 선택 과 

정 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보여 준다 12 그러나 (2다)의 경우에 속하는 경 

우라고 하더라도 法華經諸解와 같은 자료는 양상을 달리한다. 원간본은 

1463년에 간행되었으나 현존하는 자료는 1472년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13 

15세기의 자료로 다풀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연 원간본의 목판으 

로 뒤에 인출한 후쇄본들은 원간 당시의 언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3 

므로 사전을 펀찬할 경우에는 그러한 후쇄본들은 원간본으로 보아도 우방 

할 것이다. (2라)의 경우는 (2나)나 (2다)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2나)나 (2다)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 이 다. (2라)의 경 우에 해 당하는 자료로는 釋讀詳節과 月印釋調

등이 있다. 그러 나 그 경 우에 도 현 존하는 양상은 각각 다르다. 釋調詳節의 

경우에는 권 6, 9, 13, 19, 23 , 24가 원간본으로 전하고 있으며， 중간본으 

JI 쫓山처]尙法語略錄짧解의 이 본플 사이 의 차이 정 틀에 대 한 지 적 은 아세 아문화사 
영인본에 섣련 해제인 박병채(1980) 이 참고가 펀다. 

12 봉좌문고본 內링11에 반영된 언어 현실에 관한 지척은 안병회(1979) 참조. 
13 법화경언해의 서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병희(197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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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권 3과 권 11이 진하고 있어 14 현존 원간본으로만 본다면 (2가)의 경우 

에 속하고， 중간본a로만 분다1깐 (2나)의 경우에 해 당한디. 꺼印擇땀의 경 

우는 釋1;셉따節과도 또 r:1 든 모슴같 보아 준다. 펀 간온으로는 권 1, 2, 7, l:l, 

9, 10,1'1, 17, 18, 23 등이 진하고 있으 r~-ll á 종간본으로는 권 1, 2, 7, S, 

21 , 22, 23 등이 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중간본이 나 복각본들을 사전 펀찬의 대상자료로 삼는 

다고 할 예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사전이 우선 15세기에 한하는 것이므로 15세기 이후의 중간본이 나 복각본들 

은 펀찬 대 상 자료에서 제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차 대상 자료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간분들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15세기의 언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 

문이며，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15세기 국이사전의 핀찬이 1 5세기만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16세기와 근대 국아에 대한 사전 작업과 불가분 

의 관계에 있기 때운이다. 따마서 우리는 중간본이나 복각본을 속에 반영된 

중세적인 언어 현상들은 그들대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 특히 앞서 후쇄본의 경우에 대상 자료가 되어야 함을 지적 

한 바 있거니와 원간본을 판하로 신은 복각본의 경우에도 당연히 사전 면친 

의 대상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가 될만한 16세기에 중간된 자료들의 

목록들은 아래 (3)과 같다. 

(3) 1500 救牛子修心%협解， 法華經歸解， ~되法語핑때 

1517 豪山和尙法語略錄該解(孤雲놓板) 

1520 陣宗永찮集펌解(長水춤板) 

1521 쫓山和尙法語略錄復解 

1523 法華經떻解(複刻本) ， 豪山和尙法語略錄떨解(石輪應) 

1525 쫓山和尙法語略錄禮/햄(深願놓板) 

1535 五大륨言(深願좋板)， 豪山華尙法폼略錄꿇解(水林}한) 

1542 月 印釋짧(重刊， 卷21)

1543 豪山和尙法좁略錄펀解(中옳츄) 

1545 法華經휩備(複刻本) 

1547 法華經펌解(複刻本) 

1550 靈驗IIltìrJ;(重刊本)

l ‘ 아직 학계에 풍식적으로 보고현 마는 었으나 윈간본으쿄 추정되는 젠!팎「껴→에1 격1 
21 0 ] 진하고 있다. 

15 최근에 月印縣，팎 권 11과 1 2가 새로이 발친되었으나 아직 영인-"]이 소개 5] 지 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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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般若波羅寶多心經證解(深願좋 複刻)

1558 阿짧따經諸解(雙짧춤板) 

1559 月 印釋調(重刊， 卷 23) 

1561 佛頂心經證解(解脫魔 複刻)

1562 月 印釋뽑(重刊， 卷2 1)

1565 般若波羅寶多心經誠解(無量좋板) 

1568 月印釋짧(重刊， 卷1'2)

1569 月 印釋調(重刊， 卷21)

1572 하iI民正흡註解本(重刊本)， 月 印釋짧(重刊， 卷7'8)

1573 內訓(重刊本)

1575 圖寶經협解〔複刻本) 

1577 훌山和尙法語略錄鏡解(松廣좋版)， 四法語

1581 三網行實圖

1599 法華經請-解

이들 중간본들 가운데에는 지방에서 간행된 것들도 상당수가 있어 해당 

지역의 방언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상 자 

료에 대한 이러한 검 토가 공시적인 세기별 사진뿐만이 아니라 통시적인 사 

전의 현찬시에도 언제나 필요한 과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그 

동안 나온 여러 고어 사전들에서 개별 대상자료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것으 

로는 보기가 어 협 다. 남광우(1960)이나 유창돈(1964)에서도 개별자료의 이 

본플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 이러한 문헨 자료의 구분이 고유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어 

라고 하더라도 문헌의 성격상 한자어가 한자로만 기록된 경우의 예들을 어 

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를 테연 ‘疑心항다’와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 우선 유창돈(1964)에 수록된 양상을 살피기로 하자. 

(4) 의심 〔명 〕 의심 -좋다 〔동J *의십 아(訊) (類合 下 34) 

의 심 의(疑) (石千 20) 새 차마 를 엇디 서려다 의심좋료 〈朴초」二 12) 

이 항목만을 본다연 ‘의심좋다’라는 말은 16세기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유창돈(1964)는 1 6세기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냥광우(1960)에는 아예 ‘의심향다’가 표제어로 둥재되어 있 

지도 않기 때문에 더욱 15세기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음의 예를 보자. 

(5) 말샤 딜 송 덩 리 하뎌 天命을 향꽉흐결씌 우므로 봐 아시 니 〈龍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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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자료인 용비어천가에도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비어 

천가가 대 상 자료에 포함되 어 있는 남광우(1960) 이 나 유창돈(1964)의 표제 

어와 용례에서 빠져 있는 까닭은 용비어천가에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용벼어천가의 한글 가사에는 두시언해에서와 마 

찬가지로 한자에 주음되어 있지 않다 16 

즉 남광우(1960)과 유창돈(1964)에서는 한자어를 펀찬 대상어휘에서 제외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아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생활의 역사에 비추어 볼 예， 

한자어의 완전한 배제는 그만큼 언어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문자로 전해지는 기록만을 기준으로 삼아 훈민정음으로만 기록된 것을 대상 

으로 삼고 이 두나구결 또는한자로 기록펀 것은 제외하는 것은 스스로제약 

을 만드는 것이라할수 있다. 사실 냥광우(1960)에 는 ‘의심투 빈， 의심등다， 

의십 흘 다， 의성저온， 의심저은， 의 심젓다’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유창 

돈(1 964)에는 (4)의 예이외에 ‘의십특외다. 의심듭다， 의심젓다’가 각각 등 

재되어 있으나 그들을 소개한 예운을 상펴보띤 모두 훈민정음 표기플 수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어사진이라연 한자어도 사전 펀찬 

시에는 염두에 두어야 할 펼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 이 다. 국어 를 반영하고 

있는 자료의 문자상의 문제는 부차적 인 것이고， 한자어도 분명 국어의 일부이 

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자로 쓰인 경우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단어들 중에 

각각 다른 의마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도 염두에 두아야 할 것이다. 

2. 3 훈민정음 창제와 함께 마련띈 방점 표기는 15세기와 16세기까지의 문 

현 자료에 반영되어 있고， 특히 훈민정음 창제 이 후인 15세기 후만의 문헌 

애서는 정연한 규칙성마저 보이고 있으며 17 방정 표기 만으로 구분이 되는 

어휘들도 보이므로 15세기 국어의 사전을 펀찬할 때에는 방정 표기를 반영 

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일 것 이다. 가능한 한 아무런 전제없이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은 사전연찬자의 도리 라고까지 할 수 있기 때 문이 다. 그러 나 현실척 

으로 고어사전의 예문에까지 방정표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 

분이다 18 실제로도 방종현 (1946 ， 1 947)이외에는 예 문에까지 방점표기를 하고 

16 용비어천가와 두시언해의 한자이에 주음이 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 지식층을 대 

상으로 쓰여졌기 예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김완진(1972)를 참조할 것 . 
17 망갱이 성조플 반영한 것이라는 것은 국어학계의 통설이다. 그에 대한 회의척 

인 견해의 제시에 대해서는 한재영(1990 예갱)을 참조할 깃 . 
18 사전 연찬에 따르는 헨실적인 부단에 대해서는 홍재성 외 (1989:209-10)의 다음 

과 같은 섣명 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사전은) 다른 제조윤과 마찬가지로 사희척 • 경제척 조건에 따라 생산되고， 관 

매-구엽의 유통과청을 통해 소비의 대상이 되는 책인 것이다. 제 조물로서 의 사진이라 

는 책이 지닌 가장 큰 특정은， 일반척으로 그 제작윤 위해 상당한 물질적 ·지적 노력 
파 투자가 요구펀다는 갱이다. 그러연서도 상품으로서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적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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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어사전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본까지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가청한다 

연， 예문에 방접 표기를 반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 

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은 표제어에만 방점 표기를 반영하는 것 

이다. 그러나 표제어에만 방점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당띤하게 되는 문제로는 대상 자료에 따라 달리 나타나 

는 방점 표기에 대한 운제이다. 이는 별개의 서로 다른 자료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일 자료 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19 하나의 자료가 중간이나 

복각된 경우에는 방점의 표기상의 불안정성 때문에 훈란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성조적인 연에서 자료의 시대 구분이 되는 경우에 표제 어에만 방정 

표기를 나타낸다고 하여도 성조상의 시대 구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양상 

을 어멍게 반영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울론 이러한 문제는 방정 

표기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다. ‘팅’이라든가 ‘A’등의 소별도 같은 성격의 

문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 펀잔의 대상 시기를 1 5세기로 국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운7-11 들에 대한 」ll - 담을 기능한 한 출이는 데에 도융。l 

펜 수 있다. 기 존의 엽적들얘 기에어 그 기본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1상정 표기가 가지는 불안정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오차의 한계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비댄 도 가길 수 있기 에문이다. 

3. 0 거시구초는 표제상과 관렌되는 내용들이다. 표재항과 관련되는 문제들 

로는 표제항의 배열순서 문제다든가， 표제어의 단위와 표제항의 선정 동의 

운제가 있다. 이퍼한 거시구조와 관련된 문제을에 대해 남광우(1960)과 유 

창돈(1964)를 중싱 으로 살펴 보기 로 하자. 

3. 1 현대국어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글맞춤법’에서는 제 

4 항에 사전에 올렬 적의 자모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음 기 끼 L C 江 근 D 1:l llll 人 샤 。^ χ^ ;Ä; 격 E 쿄 효 

모음 ~ H ~ ~ ~ ~ ~ ~ ~ 과 내 셔 ..lL T 꺼 꺼1 Tl 1f- 카 

받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자음의 순서를 준용하 
연 받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20 그러나 우 

정과 투자가 제약을 받고， 그에 따라 사전의 규오， 사전에 수록되는 갱보의 성격이냐 

양이 가변적일 수가 있다 
19 중세국어 성조의 변동과 기본형에 관한 운제에 대해서는 갱연찬(1972) 를 참조 

하고， 성조의 규칙에 대해서는 긴완진(J 973)을 참조할 것 
20 ‘한글맞츰법’에 사전에 올띤 적의 자모의 순서 가 위와 갇이 갱하여졌다고 해 

도 여전히 운제는 냥는다. 위의 규정대쿄 단어 플 매 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업할 
경우에는 적어도 세가지 정도의 미l 열 냉-법이 나올 수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영 
은 남기 싱 (1988 L )플 참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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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운제로 삼고 있는 고어사전 펀찬시의 자모의 순서에 대해서는 명시적 

인 규정이 없다. 아마도 현대어가 아니으로， 그려고 아직 자음군에 대한 처 

리 문제가 그리 명확한 것이 아니으로 사전펀찬자의 재량으로 미루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거존의 고어사전에서 택하고 있는 표제항의 배 열순 

서를 잘펴보기로 하자-

(6) 가. 남광우(1960) 

·초성의 순서 

기끼버}에지 L Û. 1::江1IC빠..(c 2. p 딩 l:l llll 씨빙 人

납A 사 ð ò 00 ~ b ~ ~ ~ ~ * 격 E lIE 고 풍 효 혀 

·중성의 순서 

F 、 H 、 I J: 에 ì ìl ~ ~l ...L 과 내 괴 ..1L 피 T 꺼 꺼1 TI 
ìf 띠- -1 1 

· 종성의 순서 

기 1λ L " Á 1.. l> 1..7, 1;효 1:: 2. i!1 '1-1 W aJ i!명 c).. i!l> ?E ?쿄 끊 口

M 님 명 w, 人 λ1 λC ð b(ò) ~ * E 고 승 

냐. 유창돈(1964) 

·초성의 순서 

기끼셔뼈버 L tιλL 1::江빠 1IC 2.口 당l:l UlI써빙人 

λλ W， ðòoo b~~ 꺼7; .Q; 1lA * 격 E lIE 고 승 하 

·중성의 순서 

、 1 ~ H J: 셔 • 내l 콰 ~l ...L -* 내 ..l-l ..1L 피 T 꺼 꺼1 Tl 
ìf 미 - 카 l 
·종성의 순서 

기 1" L 1...λ 1.. l> 1..7, 1.."Õ 1:: 근 i!1 ?C i!1I èll t!영 cÁ ?t. t!õ ?E ?표 끊 

P 1I1 M 마l:l W，人 λ1λc ð b ~ *격 E Ii..숭 

위 (6가)와 (6나)를 비교하여 보면 고어 사전 표제어의 배 열상의 문제점 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7) 가. 버 뼈 저 : 지 뼈 1IC 1IC α ..(c : ..(C jj([ 뾰 ,w, 사 /λ w" 

@지 λZ 꺼χ : J;χ 씨^ 1lA 

나~ b b ~ 

다. n 닝 llfl n 
。 o 0 。

(8) 、 , 、l. ~， H 
(9) 가'1-1， 영 

나1I1，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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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E 2li 끊 끊 ro i!E 2교 26 

위 9.1 (7)은 축싱 미1 엘 순사에시 두 사전 사이에 다른 점을 보인 것이고， 

(8)은 숭성의 순서 차이플 보인 것이며 ， (9)는 종성에서의 배 열순서의 차이 

-를 보인 것 이 다. (7가)의 차이 는 어 두자음군에 대 한 사전펀찬자들의 태 도를 

보여 주는 부분으로， 두 사전 모두 어두자음군이 소멸된 뒤의 발음을 기준 

으로 배열한 것이다. 냥광우(1960)은 어두자음군이 경음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어두자음군 내에서의 자음의 순서를 따른 것인 반면에 유창돈(1964)는 

‘ 人’ 이 순수히 된소려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열했다 

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 존의 두 사전의 배열은 사전이용자의 엽 

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배 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이용자가 이 

용하고 있는 사전의 배 열순서를 따로이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는 남기심(1988 L )의 견해가 온당한 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발 

음이 후디l 에 어떻게 변했던가 하는 문제는 일단 정어두기로 하고 사전의 표 

제어의 순사 를 이야기할 때에는 순전히 문자적인 연으로만 보기로 하는 방 

법이 그것이다 21 각자병서에 대한 별도의 다l 캡이 필요없이 낱글자가 나오는 

순서에 따라 등;<11 하기로 하는 것이다. (7냐)와 (7다)의 문제에 대해서도 남 

기 심 (1 988L)에서의 지|안대로 ‘ 'ö , <'>’의 순시대로 등재하고22 순경음을 나 

타내는 운자들도 각각 ‘ 12., 口lJ ， 교 ’ 게열의 맨 마지막에 둥재하는 것이 

실용적인 띤에서도도움이 될 것이다. (8)은모음 ‘、’의 순서에 관한문제 

이 다. 남광우(1960)과 유창돈(1 964)가 달리 처 리 하고 있고， 남기 심 (1988 L) 

에 서 는 ‘ 、 , 1 ’ 를 모음 배 열의 앤 뒤 에 등재 하는 방식 을 택 하고 있 다. 앞 
서 초성의 배얼문제 에서 우리는 순수히 문자적인 기준에 따라 패열할 것을 

제안한 비- 있다. 중성의 경우에도 그러한 원칙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훈 

민정음’에 따르면 ‘、’는 기본자라는 점에서 ‘、’가 모응자 가운데 

지1 일 먼저 오는 것이 온딩한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기심(1988L )에 

서와 같은 배열 벙식 은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에서라연 당연한 쳐 

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고어사전의 경우에는 사전이용자를 고어 

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대중으로 상정하지는 않기 때문이 다. 따라 

서 중성자에 대해서는 유창돈(1964)의 처 리 방식을 따르는 것이 고어사전의 

펀찬에서는 온당한 처리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중모음의 배열도 문제가 될 

21 사전의 등재 순서를 발웅과 관계없이 순전히 운자적인 연에서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영어 사전 등에서의 욱음을 가지는 단어의 배열이 참고가 될 것이 다. 

'2 굳이 이유플 단다띤 ‘효’는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효→송 ’ 의 

계열을 유지하는 1사연이1 ‘ δ ’는 띤이형으호 치l 게 속에서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쌀 수 

있기 매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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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같은 기 준 즉 문자적인 연만을 기준으로 삼는다연 자음의 경우와 

같이 큰 우리가 없다고 생각띈다. (6가)에 보이는 냥광우>"'(1960)의 중성배열 

은 기본자와 ‘ l ’모음이 결함된 합성자의 순서가 그 자체 내에서 조차 일관 
성을 유지하지 옷하고 있는 생이다. 다음의 (9가)는 납광우(1960)에서 별도 

의 순서를 부여한 것이고， (9나)는 유창돈(1964)에서 별도의 종성으로의 순 

서를 부여한 것이며， (9다)의 문제는 ‘u;’의 순서 부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9)에서의 문제는 초성의 순서가 정해지고， 발음과 상관없이 문자로 

서의 순서에만 주목하기로 한 지금은 자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음에 대해서는 위에 제시된 것들 이외에도 ‘ -1;: -~ ι 

1:] WI 태~ l Jl U.λ 닙1 1l1: 1lè. tlkI llV> l\l;r. 11]1 -<L ;'0 λ11 ~lll " ~ .Q; λ:'1 -{E .{표 λ효 O~ ~케’ 

등과 같은 결합관계를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23 그러한 경우에도 순 

서를 정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배열순서가 완벽 

한 것일 수만은 없다. 이를헤연 ‘(고기를) 낚다’의 ‘났다’와 ‘낚시’의 ‘넋’ 

이 서로의 상관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둥재될 때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 

고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참고〕라든가 ‘찾아보기 ’ 또는 

어느 한쪽의 표제항 아래 부표제항으로 등재하는 방법 동으로 보완하는 방 

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둥재 순서를 위와 같이 정한다고 할 경우， 보다 분영히 해두고 넙어가야 할 

정은 초성과 중성 그리고 종성 사이의 관계이다. 즉 초성， 중성， 중성을 모 

두 함께 고려하는 절충형을 돼하느냐 아니연 초성>중성>종성의 순으로 우 

선 순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남기십(1988L)의 용어대로라띤 각 

각 내포형과 각립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 이용자들의 펀리도 

모라는 점에서 본다연 냥기 심Cl988 L )에서와 같이 각각 별도의 목차를 설 

정하는 각립형이 본고에서 취한 기본적인 태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표제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로는 표제어의 단위와 선정에 관한 것이 

있다. 표제어의 단위에 대하여 생각하기 전에 우선 기 존 고어사전에서의 다 
음 예들을 보기로 하자. 

(1 0) 가-"7 슬 

나. 다리 

다"9 훌 

00') 가 -"7슬흘-"7슬희-"7슬 히 

23 15세기 뿐만 아니놔 근대 국어 의 자료까지 염두에 운 것 이다. 관콘 펠사 자료 
릎 대상으로 한다연 그 이 외의 경우도 생 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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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l 
‘ 
、

냐. 다:리 

다~ 슬좋로 1그 슬흔， 

가"7늘다 

나"7만흉다 

다. 겁다 

가"7는비 

나"7마니시다 

다"7봐용더니 

~슬흘~슬해구슬희~슬히 

(1 1') 

위의 (1 0)과 (11)은 각각 명사와 동사， 형용사로 이러한 어휘단위들이 사 

전의 표제항으로 동재가 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1 0')와 

01')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00')는 남광우(960)에 

서 표제어로 다루고 있는 항목이고 ， 01')는 유창돈(1964)에서 표제어로 다 

루고 있는 항목이다. (1 0')는 어휘단위인 명사가 곡용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 

제항으로 삼은 것이고， (11')는 용언이 활용하는 모숨을 그대로 표제항으로 

상은 경우-이다. 중세국어의 문법을 다루는 경우의 색인이라면 모르겠거니와， 

사전의 표제항으로 곡용형이 나 활용형을 싣는 것은 사전 펀찬시에 취해야할 

경제성의 원칙이나 펀의성의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체 

언과 용언의 곡용형과 활용형을 망라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법 단위가 사전의 표제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위의 (1 0')와 (ll')의 예를 다시 보기로 하자. 

(10") 가"7슬승 +2 ， "7슬효+ e] , "7슬효 +1 

나. 다리 +1 

다~ 슬 효 +9 로~ 슬 승 + i?, ~ 슬 효 + 용 ~ 슬 효 + 애 , 
~슬승 + e] , 1걷슬효+이 

(11") 가"늘-+L+ 비 

나"만-+ 1 +시다 
다. 겁-+ ~ +습 十더 +니 24 

위 의 00")와 (11")는 (1 0')와 (1 1')를 각각 어 휘 단위 와 문법 단위 들로 나 

누어 본 것이다. 각각의 문법단위들이 사전의 표제항이 되는 이 상 (1 0')와 

(11')와 같은 별도의 표재항들은 의미가 반감원다고 할 수 있다. ‘?슬효， 

다리~ 응승"늘다， 비"만좋다， 시다， 겁다’와 겉은 어휘단위들은 어 

24 여기서의 ‘ }--’가 무잇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과연 그렇게 분석될 수가 있느 

냐 하는 운제와 분석된다고 할 때의 의마 • 기 능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등이 제기휠 수 
있으나， 아직 그 아무것도 확실한 답은 할 수 없는 형연이다. 장갱적인 조처이다. 



538 등쯤學lif究 第25卷 第 3 없 

휘단위 대로 표제어로 등재가 되고， ‘ 2 ，인， -) , - Q 로-~，용에， 

-이 -L -), - ~ - , -용더 니’와 같은 문범단위들은 문볍단위 들대 

로 표제항으로 등재가 되 면 ， 일일이 해당 치1 언이나 -용언의 곡용형이나 활용 

형을 표제어 로 삼지 않아도 되게 펴기 때 문이다- 휴자는 곡용형과 활용형을 

표제어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사전에 문법사항을 만영하는 것이어서 펀리 플 도 

모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곡용행과 활용행같은 운냄 내용 정도는 

용례를 통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다. 오히 바 (1 0")와 (1 1 ")와 같은 

형태소 분석을 통한 표제항의 션정 자체가 보다 많은 문법적인 정보를 제 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맹형태소들을 표재향으로 상이 용례를 봉하여 야휘의 

선택 제약이나 인칭제약 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갑간다니라 ç~ 딩 니이다’ 등괴 같은 표제항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싣고자 하는 노력이 펼요하다고 하겠다. 남광우(1960)이나 유창돈 

(1964)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제 항 

설갱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빈적인 취약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것 

이다. 표제 항의 설정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볼 수 있다기 

(1 2) 가. 

나. 

가라간져 ι5 촉백 

가마민마총아랫 흙 

(1 2)는 유창돈(1964)에서 쁨은 킷이다. ( 1 2가)와 (1 2니)는 구성상으로 보 

면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02가)기. (1 2나)와 같은 땅식으로 동재가 펀다변， 

냥광우(1960)처럼 ‘가과간져<--쪽넥엣 문’과 갇이 되어이 할 것이고， (1 2나) 

가 (l 2 7t)처 럼 등제 펀 디-띤 ‘가마 ， 띤 , 마-승 ， 아래 ’ 기- 각각 표지1 항으로 션 깅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히이라도 ‘가마 띤마츄이 <'1) ’ 까지 l간이 표지1 아 로 섣장 이 

되었어 야 할 것이냐. 

그러 나 표재어의 단위가 이녀 한 이후l 항옥이 나 운 I~ 항판에 만 국찍!이 는 것 

은 아니다. 현 대국이와 마친기까 jι 15세기 국이에도 사진에 수꽉펴아이: 한 

관용구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nj ， 꽉한어외 펴생이 Ji 있기 l니1 푼이 다. 꽉 

합어와 파생이의 경우에는 매 엔순시기 -단제가 꽉 수 있 다. 꽉함이와 샤생이 

플 각각 순서 대로 비l 엘하게 뇌띤 윈래의 단아와의 싱관관계기 드바니-지 않 

게 되는 약침이 있기 에운이마 그에 대해서는 현대국이 사잔에시도 취하고 

있는 방법인， 하위 표제헝괴 참고항의 섣정으로 보완할 수 있윤 것이다. 

표자l 어 설정 에 관하이 고이사전이 가지고 있는 또 디 은 운세점으로는 디· 

음과 같은 예 들이 있다. 

(13) 가. 나모 : 냥 기 , 노 무 : 놀-0 ~ 무 : 딜 ζ ; 아 수 : 앙 

나. 시므심다무달。오무몰t.:..- ， 연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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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가)의 예는 명사가 비자동적인 교체를 하는 경우를 보인 것이고， 03나) 

는 용언이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25 이러한 예들에 대 

하여 기 존의 고어사전들은 각각을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을 각각 표제어로 삼을 경우에 관계가 있는 항목의 별도 표시가 필요하 

게 된다. 실제로 남광우(1960)에서는 항목 성영 뒤에 곡용형과 활용형을 표 

로 소개하고 있으며， 유창돈(1964)에서는 참고하라는 의미의 화살표로 나타 

내고 있다. 그러한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1 3가， 나)와 

같은 비자동적 교체의 경우는 단독형， 이를테면 ‘나오’항 아래 ‘나모’와 

‘남 1 ’의 예를 모두 수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이다. 그경 

우 ‘남기’을 찾는 이용자를 위해서 표제항으로 ‘남 1 ’을 올리고， ‘나모’를 

찾아보라는 표시 를 하는 것은 펄요한 절차라고하겠으냐， 유창돈(1964)와다 

론 점은 ‘남기’ 아래에는 예운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례가 하나의 

항목에 묶여 소개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제어에 관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 rþ-파생하는 예들이 있다. rþ-파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피동사로 파생되는 예로는 다음의 (14)와 같 
은 것들이 있다 26 

(1 4) 가. 두 갈히 것그니 〈龍歌 36) 

나.8..리에 구스리 에오 〈月釋 1:28a) 

다. 외해 살이 박거늘 〈月曲 41) 

(1 4)의 ‘겁다， 빼다， 박다’는 타동사가 피동사로 띈 예들이다. 이러한 경우 

에는 다른 파동사나 사동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항목을 섣정하는 것이 온 

딩한 처리 방법알 갓 이다. 그와 함께， ‘투외다， 없다’둥의 동사가 보이는 

능격적인 모습들도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해야 할 내용이 된다. 이 를헤연 동 

철이의어나 동행 이의어， 또는 중의 어의 처리 방법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다. 

그녁나 유의어니 다의어 또는 비유적으로 쓰인 예에 대해서는 고어 사전의 

경우도 현대국어 사전에서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하위 항목의 설정이나 예 

문소개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밖에 남광우(960)이나 유창돈 

(1964)에 보면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고유명사가 표제어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불 수 있다. 이 를테면 ‘마근담괄〈隨歌 5:27a)’과 같은 에가 그것이다. 

그러나 언어사전으로의 고어사전이연 ‘희’나 ‘ 들’과 같이 일반화되어 있는 

고유명 사가 아니 라면 표제 어 로의 수록대 상으로는 상지 않는 것이 온당한 처 

2S 중세국어의 비자동적 교체에 대해서는 이기운(1962)를 참조할 것. 

26 피동사의 예에 대해서는 한재영(198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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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일 것이다. 

4.0 고어사전에 서 미시구조를 구성하는 내용은 품사분류， 현대어로의 의미 

설명 27 그리고 문헌 자료에서의 용례 소개로 이루어진다. 현대 국어 사전인 

경우에는 그 이외에 발음이라든가， 어원， 동의어와 반의어 등이 미시구조의 

내용이 될 것이나， 고어사전의 경우에는 단지 보조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고어사전들에서는 현대 국어 사전에서의 풍사 분류- 기준을 

거의 그대로 따라 왔다. 사실 그대로 따른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어휘가 가지고 있는 문법 적 인 정보는 품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특히 표제항이 운법단위일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정보 

를 미시구조 내에서 어떻게 담아 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를테띤， 

선어말어미 ‘-오/우-’나 ‘-습-’ 이 가지고있는 문법적인내용이 문제가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법서에서처럼 그들의 의미， 기능들을 풀어서 설명 

할 필요는 없다. 고어사전은 그러한 내용이 담긴 적절한 용례를 풍부히 소 

개하는 언어사전으로 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고어사전의 용 

례들은 적절한 통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 용례의 걸이와 관련지어 다시 언급히키로 한다. 이른바 격조사의 경우 

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1 5) 가. 오직 종을 들며 뿌블 맛볼 거시라 〈輔小 9:31b) 

나. 다븐 종이 늘며 J압을 맛볼 거시라 (/J 、펌 6:28b) 

(1 6) 가. 의리에 산다. /신럼동에 산다. 

나. 우리는 한시간음 뛰었다./우리는 운동장음 뛰었다. 

(1 5)와 (1 6)의 예는 표연상의 구조가 동일한 경우를 보여 준다. 그려나 (1 5 

가)의 예에서 ‘맛본 것’의 대상은 ‘똥’이며， (1 5나)에서는 ‘ 듣며 압’이 대 

상이 되는 것을 보여 주고， (1 6가， 나)의 예 는， 우선 현대 국어를 예로 든 

것이나， 격조사가 똑같이 ‘에， 을’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마역이 서 

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사전을 만들 경우에 역시 반영되어야 

할 문제점을 보여주는 에가 될 것이다. 이렇듯 예문이 보여 주는 문법적인 

정보는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하지만， 아직은 그런 측면에서의 중세 

국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그리 많지 못한 형펀이다. 그와 함께 사잔 

을 펀찬하기 위한 또 다른 기초작엽으로 중세국어의 기본문형을 설정하는 

것이 있음을 상기하게 한다. 우리가 사전 편찬작엽을 한다고 할 띠1. 우선 

27 고어사전에서의 의미 성 영에 대한 문제정에 대해서는 지 춘수(1969" L)을 참 

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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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기도 하다. 이러한 문장유형에 관한 문제는 

아휘단위가 표제항이 되고， 개별 단어가 가지는 선택제약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운제 이 다. 

4. 1 우리가 보는 고어사전의 미시구조 내의 또 다른문제는용례의 배 열 순 

서와 용례의 길이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어사전에서의 용례는 많 

은 통사적인 정보를 담아 이용자가 쉽게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은 부분 

이고，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우신 용례의 배열 순서는 

표제항의 단어가 사용된 시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앞선 문현의 

예가 먼저 실려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자료에서라연 권수와 장차가 앞선 예 

를 먼저 싣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물론 통사적인 정보에 따른 구분이 행 

하여졌다면 그러한 기준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는 유 

창돈(1964)가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옷한 반연에， 남광우(1960)은 비교적 시 

기적으로 앞선 문헨의 예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셈이다. 용례가 통사척인 

정보를 충분히 담기 위해서는， 중세문현에 나타나는 문장의 걸이가 전반적 

으로 걸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필수적인 요소가 용례에 담걸 정도의 

걸이로는 제시되어야 한다. 유창돈(1964)에서의 선어말어미 ‘-오-’에 대한 

용례를 가져와 살펴보기로 하자. 

(17) 가. 치움과 더움패 올마 흘러 漸漸 이에 니르로이다 〈標嚴 2:6b) 

나. 生滅이 좋마 滅흉고 寂澈이 現前호이다 〈標嚴 6:2b) 

(17)의 예는 서술구문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조금은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운법적인 정 보의 반영 문제와 그에 따른 예문의 길이 문제를 잘 보 

여 준다. (1 7)의 예 는 선어 말어 미 ‘-오-’ 의 분포는 보여 주고 있으나， ‘-오-’ 

가 가지고 있는 정보 즉 서솔구문에서는 일인칭과 호응한다는 점은 보여 주 

고 있지 옷하다 28 사실 (17가)의 예가 ‘ 오 ’의 기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소 

개된 예문의 바로 앞 부분인 ‘내 륨寶로 아디 몰호니’가 함께 소개되었어야 

하고， (17나)의 경우에는 권 6의 첫햇장 뒷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사이의 문장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불펼요한 

것 라연 최 소한의 요소--이 를 테 면 (17나)의 경 우라연 앞장의 ‘내 뎌 부려 

씌 홈提心을 發호니 ’ --까지라도 소개를 하는 것이 이 용자들에 게 보다 도 

28 선어말어미 ‘-오-’가 의도엽이냐 인칭 • 대 상활동을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수록되는용혜에서 그간의 연구 엽적 

에 따른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는 정도의 예 를 담고자 하는 것은 오히 려 최소한의 것이 
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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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었을 것이다. 

5.0 결론에 대신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대강 정려하고， 냥은 문제들을 생 

각해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개 략적이지만， 기존의 고어사전의 대강을 살피고， 

우선 할 수 있는 세기별 사전의 펀찬이 필요함올 이야기하연서， 15세기 국 

어 사전의 펀찬 대상 자료에 대해서도 그 대강을 정리해 보았다. 그와 함께 

중간본과 복각본 그리 고 후쇄 본의 대 상 포함 여 부를 잘펴 보았다. 아울러 

한자어의 선택 여부와 사전에서의 방점 표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그 

와 함께 남광우(1960)과 유창돈(1964)을 비교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연찬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거시구조로서의 표제항의 배 

열순서와 표제항의 단위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연서， 순수히 운자적 

인 기준에서의 배열 순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어휘 단위와 문법 단위가 주 

된 수록 대상이 되지만 관용구 둥에서는 복합적인 단위도 표제항으로의 등 

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미시구조에 관해서는 통사정보의 반영 문제와 그 

를 위한 예문의 적절한 걸이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 보았다. 선어말어미， 

격조사 등의 문법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문법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개별 단 

어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 선돼 제약이라든가，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역 

의 반영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제시될 예문의 문형을 결정하는 작업이 또 

한 필요한 작업임을 인식하였다. 보다 깊이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지만， 특히 미시구조의 구성과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적인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다풀 예갱이다. 

5.1 본고에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는 옷하였지만， 15세기의 이두와 구결 자 

료도 15세기 당시의 언어 현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적극적 인 검 

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두와 구결자료의 연밀한 검토는 오히려 

보다 많은 국어의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합어와 파 

생어， 합성어 등과 관계있는 문법적인 정보라든가， 현대국어와 대응되는 의 

미를 가지지 못하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 설명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살피지 못했다. 따로이 다루어야 할 큰 문제이기 때문 

이다. 아울러 운헌 자료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진혀 언급하지 않았지 만， 
컴뮤터를 어떻세 이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고어 사전을 대하게 될 날이 결 

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컴 퓨터의 이 용을 전제로 한다면 부수 
적으로 현대국이에서 15세기 국어로의 역방향 사전도 쉰게 얻을 수 있고， 

중세 국어의 유의어 • 반의어 사전은 물론 중세국어의 역순사전까지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쑤엇보다도 낀지 해야할 직엮이 15세기 문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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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연밀한 검로와 연구엄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고영근 (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민수 (1 973 J) ‘한글자모문제에 관한 고찰，’ 인문논총 18. (김민수(1973 

L) 재 록) 

김 민수 (1 973L)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김 민수 (1979) ‘이영철 「중등국어문볍」 해설，’ 김민수 외(펀) ， 역대한국문 

법대계 제 l부 제 30책 ， 탑출판사. 

김 민수 (1 983) ‘「말모이」의 펀찬에 대하여，’ 동양학 13. 

깅 민수 (1986 기) ‘국어사전 : 그 표제어의 선정 과 배 열문제，’ 국어생활 제 7 

호. 

김민수 (1986 L ) ‘국어사전의 어제와 오늘，’ 출판문화 ’ 86년 10월호(252) . 

김 민수 • 하동호 • 고영근 (1 979) 역대한국문법대계 ， 탑출판사. 

김완진 (1 972) ‘세 종대의 어문정 책 에 대한 연구，’ 성 곡논총 3. 

김 완진 (1973) 중세 국어 성 조의 연 구， 탑출판사. 

김현권 (1987) ‘언어사진 정의의 유행과 문볍 문제，’ 한글 제 196호. 

남기 심 외 (1 987) ‘기 존국어 사전의 만성 과 대 표적 외 국사전의 사례 연구， ’ 성 

곡논총 18. 

남기심 (1988 까) ‘국어사전의 현황과 그 편찬 방식에 대하여 ，’ 사잔펀찬학 

연구 제 l집 . 

냥기섭 (1988L ) ‘국어사전의 자모의 차례와 표제어 배열순에 관하여，’ 사 

전펀찬학 제 2집. 

심 재기 (1987) ‘국어사전에서의 뭇풀이 ，’ 어학연구 제 23권 제 1호. 

심재커 (1 989) ‘좋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 고찰，’ 애산학보 7. 

안병 희 (1979) ‘중세 어 의 한글자료에 대 한 종합적 고찰， ’ 규장각 2. 

유창균 (1 961) ‘고어 사전， ’ 어 문학 7. 

이기동 (1988) ‘사전 뜻풀이 의 검토，’ 사전펀찬학 제 2집 . 

이기문 (1 962) ‘중세국어의 특수 어 간 교체에 대하여 ， ’ 진단학보 23. 

이뱅근 (1 977)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 J ，’ 언어 2. 1. 

이병근 (1 982) ‘국어사전사 떤고，’ 백영정명욱선생화강기념논총. 

이벙근 (1985) ‘조선총독부 펀 《조선어사전》의 펀찬목적과 그 경위，’ 진단 

학보 59. 



544 語學앙{究 第25卷 第 3 號

이병근 (1986 기) ‘국어사전 변찬의 역사，’ 국어생활 제 7호. 

이병근 (1986L) ‘국어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제 22권 제 3호. 

이병근 (1986 1:.) ‘조선광문회 면 《말모이 )) (사전)，’ 한국문화 7. 

이병근 (1988) ‘개화기의 어휘정리와 사전연찬，’ 주시경학보 1. 

이 병 근 (1989) ‘국어 사전과 음운론， ’ 애 산학보 7. 

이상복 (1988) ‘국어 사전 펀찬과 문법형태소의 처리，’ 사전현찬학 제 2집. 

이상섭 (1 988) ‘웅치 언어학적으로 본 사전 펀찬의 질제 문제，’ 사전펀찬학 

지12집 . 

이승우 (1 988) ‘우리나라 사전 펀찬의 역사와 현황，’ 출판저널 17. 

이용주 (1 986) ‘사전 주석 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 7호. 

이 은정 (1 987) ‘사전 에 서 의 풍사 규정 고찰， ’ 한글 제 195호. 

이응호 (1975) ‘외국인의 국어사전 펀찬사업， ’ 명지어문학 7. 

이 웅호 (1 976) ‘한글부흉기의 사전연찬 제안에 대한 연구，’ 명대논문집(영 

지대) 9. 

이 응호 (1977) ‘《조선광문회 》의 ‘말모이 ’ (국어 사전) 엮 기 , ’ 명 대 논문집 (명 

지대) 10. 

이익환 (1 988) ‘어휘의 의미 변천과 사전，’ 사전펀찬학 제 2칩 . 

이현복 (1987) ‘국어사전에서의 발음표시， ’ 어학연구 제 23권 제 1호. 

정연찬 (1972) ‘중세국어 성조의 변동과 기본행，’ 한달 재 150호. 

조재 수 (1 984) 국어 사전 편 찬콘， 과학사. 

조재수 (1 986) 북한의 말과 글--사전펀찬을 중신으로， 한달학회. 
조재 수 (1 988) ‘북한의 국어 사진 면 찬에 대 한 고찰， ’ 국어 생 활 제 15호. 

조재수 (1 989) ‘국이사전에서 비자렵어 다루기 문제 CI ),’ 애산학보 7. 

중촌완 (1968) ‘이 조어 사전 서 평 , ’ 조선학보 제 47호. 

지춘수 (1969 기) ‘고어 사전 주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셋갱 ( 1),’ 한글 

제 143호. 

지춘수 (1969L) ‘고어 사전 주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셋점 (n ),’ 한글 

제 144호. 

최현배 (1 936) ‘조선어사진에서의 어휘배열의 순서문제，’ 한글 4-7. 

최 현배 (1 959) ‘한글의 차례 장기 에 관하여 , ’ 한글 제 124호. 

최현배 (1967) ‘사전에서의 올렴말의 차례집기，’ 한글 제 140호. 

최 현매 (1 971) 고친 한글잘， 정 음사. 

한재영 (1 984) 중세국어 피동구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제 61호. 

한채영 (1 990 예정) ‘방정의 성격 구명을 위하여，’ 기곡강신항선생회강기념 

국어학논문집. 



15세기 국어 사전 연찬에 관한 몇 문제 545 

홍윤표 (1985) ‘국어어휘 문헌자료에 대하여，’ 소당천시권박사화강기념 국 

어학논총. 

홍윤표 (1986) ‘최 초의 국어 사전 「국한회 화」에 대 하여 , ’ 백 호전재 호박사화 

강기념국어학논총. 

홍재성 (1977) ‘현대 불어 동사 통사 사전의 펀찬 방법에 관하여，’ 말 제 2 

집. 

홍재성 (1986 기) ‘통사 청보와 사전 기솔，’ 서울 국제 언어학 대회 심포지움 

(1986. 7.29~8. 1) . 

홍재성 (1986L) ‘한국어 사전 펀찬과 운법 문제，’ 국어생활 제 7호. 

홍제성 (1 987 기) ‘한국어 사전 펀찬과 문법 정보，’ 어학연구 제 23권 제 1호. 

홍재성 (1987L) ‘한국어 사전에서의 다의어 처리와 동형이 처리의 선돼 : 

찾아가다/찾아오다의 경우，’ 동방학지 제 54집 . 

홍재성 (1 988 i) ‘현대 한국어 사전과 자동사/타동사 용법의 구분，’ 사전연 

찬학연구 제 l집. 

홍재성 (1988 L ) ‘한국어 사전에서의 동사 항목의 기술과 통사 정보，’ 사전 

면찬학 제 2집. 

홍채성 (1989) ‘내려가다/내려오다와 그 사전적 처리，’ 애산학보 7. 

홍재성， 전성기， 김현권 (1986) ‘사전학，’ 불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Hartrnann, R.R.K. (1 983) Lexicography: Pr끼ciples and Practice, Academic 

Press. 

Ladislav Zgusta (1971) Manual of Lexicography, The Hague: Mouton. 

Rey.Debove (1 970) La lexicographie, Language 1970/19. 

%사전류(연대순) 

신태현 (1940) 고어집해， 정음 제 35호， 경성 : 조선어학연구회 . 

방종현 (1946) 고어재료사전(전점)， 서울 : 동농사. 

방종현 (1 947) 고어재료사전(후집)， 서울 : 동성사. 

정태진 • 강병제 (1948) 조선고어망언사전， 일성당서점. 

정희준 (1948) 조선고어사전， 서울 : 동방문화사. (1 955년 유창돈 증보) 

이 상춘 (1949) 조선옛 말사전， 을유문화사. 

이영철 (1 953) 옛말사전， 을유문화사. 

남광우 (1960) 고어 사전， 서 울 : 동아출판사. 

유창돈 (1964) 이조어사전，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546 語學6자究 第25卷 第 3 號

ABSTRACT 

A Tentative for Compiling a 15th Century Korean Dictionary 

Jae- Young Han 

This thesis aims at reviewing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compilation 

of a 15th century Korean dictionary.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writer has taken a general view of the 

whole shape of the existing old Korean dictionaries and felt it necessary 

to compile century-distinct dictionaries. In this sense the relatively copious 

rnaterial accurnulated so far , makes for a strong foundation of the compilation 

of a 15th century dictionary. Along these lines, he has collected and studied 

the target rnaterials in genera l. At this point he has realized the necessity of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related materials, and compiling a list of 

them. Two points were revealed by this procedure. lt is as follows: 1. Chinese. 

origin words, which were Once excluded because of their peculiarity, should 

be registered 2. As for head items, tone mark ing should be refiected. 

At the same time, he has compared the worth of Nam (l960) and Yo。

(1 964) , and reviewed compilatory problems. 

In macro-structure the arrangement of head items and the establishment of 

a head item unit were stud ied. For the former he has arranged the alphabetical 

order of head items irrespective of their phonetic values in that it is a 

dictionary of old language. For the latter he has argued that lexical unit 

and grammatical unit are selected chiefly, but a complex unit can be in 

case of idioms. 

In micro-structure he’ s surveyed briefly problems on the reflection of 

syntactic information and proper length of example sentence for its sake. 

He has felt it necessary to determine the sentence pattern of examples 

related to not only syntactic information included in grammatical morphemes 

such as prefinal endings and case markers, but also the lexical restriction 

of predicate semantic-domain also. 

The parts of speech, pronunciation, etymology, synonym, and ant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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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of course to be included in the micro-structure, but excluded from this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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