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어휘연구/사전편찬 
-남한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 연구-

이 상 억 

1. 연구의 범위 

이 글에서는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 쪽에서 이루어진 어휘론적 엽척 

을 섭 렵 • 평가해 보고， 통일을 전제로 통질성 회복을 준비 · 도모하는 관점 

에서 바람직한 내용을 제안해 보려 한다. 

원래 평가의 과정만 기초적 연구로서 삼아도 좋겠으나， 앞날을 위한 제안 

이 현시점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될 터이므로 긴히 포함시켜 두려는 것이 

다. 또 이제까지 많은 북한 관계 논문들이 섭렵 • 평가에는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 통일된 뒤를 위한 제안에까지는 미치지 못해 왔으므로 이 연구에서 

는 그러한 범위까지 시도해 보려 한다. 

‘범위’라는 소제목 밑에서 또 한가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할 점으로서， 어 

휘론만 다룰 것인가 그와 인접된 다른 관련 분야도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었다. 가령 어휘정리 내지 말다듬기， 어휘순화 그리고 사전 편찬 등의 영 

역도 언급할 것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 태도를 지니고 작업해 나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관련 분야들도 실용성을 강조하는 북한 언어연구즐 

위해 긴요한 부분이므로 여기 포함시키되， 우선은 어휘론의 정통적 테두리 

를 일차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겠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에서 가장 빨리 변하고 많이 눈에 띄는 분야가 

어휘이며 또 그 뭇풀이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또 덧붙여 전체적 균형과 구 

색을 맞추기 위하여 。1 프로젝트에서 원래 제외되었던 어휘 분야의 연구를 

분담해 보기로 한 것이다. 

2. 어휘론의 위상 

극단적으로 말해 “북한에서 어휘론은 성렵하지 않는다"(박건석 (1989) )고 

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단어를 다루는 분야 중에 형태론 내지 품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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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어휘론을 따로 세우지 않다가， 1980년 최완호 • 문영호의 「조선어 어 

휘론 연구」에서 비로소 어휘론을 부각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1983년 최정 

후의 「조선어학 개론」에도 어휘론이 등장하고， 1985년 리근영의 「조선어 리 

론 문법(형태론)J에도 어휘론이라 하여， 문법적 형태를 주로 다루는 형태론 

과는 확연히 구별하게 되었다. 

북한에서의 국어학이 실용성을 강하게 보이는 일반적 경향에 따라， 어휘 

분야에서도 진작부터 어휘 순화를 의도하는 1979년 「우리말 어휘 및 표현」 

이 나왔고， 1986년 박상훈 • 리근영 • 고신숙의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청리」가 

말다듬기를 주요 사업으로 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어학 혁명 운동은 학문 

으로서의 어휘론이 성립되려는 시기와 병행하여 전개되면서 학문의 툴 자 

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이에 비하면 1971년 서울에서 유창돈의 「어 

휘사 연구」가 일찍이 출간되었고， 1987년 연길에서는 리득춘의 「조선어 어 

휘사」가 나타나 오히려 버실용적 영역을 파고 들였다). 

어휘론이 어휘정리 사업의 이론적 받침을 위한 것으로 북한에서 자리 잡 

아 가는 동안， 남한에서는 심재기(1982)의 「국어 어휘론」이 비슷한 시기에 

나와 의미론 • 형태론 • 조어론 • 통사론 등의 영역을 유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완호 · 문영호(1980)에서는 어휘의 특성과 갈래， 어휘청리， 단어만들기 

와 이름짓기， 어휘규범， 학술용어를 논하였다. 1982년 「다듬은 말(재검토한 

용어 )J이 나와 약 4만 개의 한자어와 외래어 용어를 다루었다. 

최정후(1983)에서는 조어론보다는 자립적 단어의 기원적 · 통시적 • 공시 

적 분류， 샤용범위， 의미변화， 반의어 • 동의어 • 동음어 등에 대한 총체적 고 

찰 및 새 어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따라서 전수태 • 최호철 

(1989)은 “원리변에서는 빈곤하지만 실용적 측면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고 하였다. 어휘의 실태와 그 발전 방향을 분 

석하여 민족적 특성을 살리겠다는 측면을 캉조하는 것이다. 

3. 어휘론사 

최호철(1991)에 의하면 「규범집」 등에 따라 어휘론사가 다음의 4시기로 

나뉘어진다. 

제 1 기 (1945-54) 초창기: 기초적 記述의 시기 r조선어 철자법 J(1954) 

제 2 기 (1954-66) 건업기: 부분척 기술의 시기 r조선말 규범집J(1966) 

제 3 기 (1966-87) 조성기: 종합적 기술의 시기. 위의 수정 (1987) 
제 4 기 (1987- ) 합성기: 심충적 기술의 시기. 

위에 의하면 우선 제 1기에는 어휘수집， 형식 • 내용면의 초보척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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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학술지 「조선어 연구」가 발간되었고， 몇 예만 들자면， 전몽수(1949) 

는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900여개의 고유어를， 박종주(1949)는 8방향의 바 

람이름을 조사하였다. 

다음 제 2기에는 사전들과 「조선어문j. r말과글j. r조선어학」이 간행되었 

고 어 휘 에 관한 논문이 48편 나타났다 r조선말 사전j(196G-62)은 18만여 

어휘를 6권에 담고 있는 바， 사회주의 용어를 반영하고 었고 통얼 후 언어 

생활의 규뱀이 되도록 했다 한다. 

어휘 ‘형식’에 관한 연구에는 송서룡(1966) 이 단어의 문법적 표지들과 단 

어와 형태부 빛 단어결합의 한계 등을 언급하였고 홍기문(1956)은 고유어 

와 한자어와의 구별， 한자어의 발생 빛 발생과정， 새 한자어가 샤용되고 변 

천하는 과정， 단어조성의 각종 수법， 문법분류상 불명확한 일부 한자어， 한 

자어 비판 등을 논하였다. 

어휘 ‘내용’에 관한 연구로서 박승희(1958)는 색채형용사의 의마 주석에 

서 기본의미로부터 분화과정을 주목하되 개 인의 형상적 사용의 의미와 일 

반 대중성을 띤 의미의 관계， 의미분화와 成句의 관계， 의미와 형태의 관계 

를 고찰하였다. 전제수(1959)는 단어의 기본 벚 부차적 의미의 설명과， 한 

단어의 부차척 의미와 동음어 빛 반의어의 상관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 

다. 전제수(1964)에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동의어척 관계가 기술되어 있는 

바， 중립적 단어 사이의 동의어척 관계(땅-토지). 중립적 단어와 표현정셔적 

색채를 띤 단어 사이의 동의어적 관계(나이-연세)， 절대적 동의어의 관계 

(돼지고기-돈육)로 분류 • 설명하였다. 

제 3기에서는 「어문연구j. r문화어학습j. r언어학론문집」 등이 발간되며 

어휘에 관한 논문이 총 34편이 나오고. 2에서 언급한 단행본들과 「조선문화 

어사전j(1973) 빛 13만여 단어의 「현대조선말사전(제 2판)j(1981)이 출간 

되었다. 

어휘형식면의 연구로 사회과학원(1974)은 단어만들기의 필요성， 원칙， 기 

본요구， 방도， 수법 ; 어근 • 접미사 등의 수단， 고유명사 등에 대해 논하였다. 

어휘내용면의 연구로 의미별 어휘부류와 유의어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편집 

부(1979. 8)에서 존칭수식사 및 대상별 어휘 및 표현， 유의어， 다듬은 말， 새 

문화어 어휘자료를 실었다. 조춘옥(1982)에는 유사성， 인접성， 대상 • 현상의 

양적 관계와 단어의미의 분화와 정밀화에 의한 다의성 등이， 조춘옥(1987) 

에는 포괄→세분， 구체→추상， 직접→비유， 낡은 뭇→새 돗， 일반생활→사회 

정치척 다의성으로 바뀌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제 4기에서는 「조선어문」이 복간되었고 r한자말 사전j(1991)과 「조선말 

대사전j(1992)이 편찬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론적으로 더 심화된 연구와 더 

풍부한 어휘자료가 정리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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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형식면의 연구로 김동찬(1987. 7)은 단어형성의 수단으로서 의미부와 

그 실질적 의미의 다양성， 정태순(1989. 1)은 조성방식으로서 기계적 교착 

(학교-에서-의)， 축약방식(왜 그러시우>왜 그러슈)， 응축방식(별것이>별 

게)， 교체방식(갔소/갔수)， 렴옥녀(1988)는 합성어의 단어 경계가 언어적으 

로 분석하기 어려워 음절길이와 사용빈도 빛 언어관습을 고려하였다. 

어휘내용면의 연구로 리휘부(1989)는 반의어의 기준설정과 분류로서 절 

대적 반의어(주다/받다)， 상대적(일부만 대립) 및 굳어진 반의어(가볍다/침 

착하다-궁뜨다-엄중하다)， 형상적 반의어(양 가죽을 쓴 승냥이) 등을 제시 

하였다. 

이상의 어휘론사는 최호철(1992)에 상론되어 있으며 또 최호철(1991)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후자의 끝에 주제별로 사료문헌을 붙였 

으나 설명적 기술이 없어 이 글의 다음 節에서 다뤄 보겠다. 

4. 어휘론의 주제별 연구사 

4. 1. 어휘론에 관한 종합적 연구 

2節에서 소개한 단행본틀을 필두로， 주로 제 3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여 

기 속한다. 특히 방린봉(1983-85)은 10여 차례 「어휘론 강좌」를 「문화어학 

습」지에 게재하였다. 즉 〈어휘란 무엇인가? 어휘의 부류， 단어와 그 뭇， 뭇 

같은 말， 뭇 반대말， 소리 같은 말， 어휘의 사용〉 등에 대해 연속 강좌를 선 

보였다. 진경옥(1975)의 「문화어 어휘론」이나 정순기 • 리기원(1984)의 「사 

전편찬리론 연구」도 여기에 넣어 섭렵해 볼만한 저작들이다. 

4.2. 어휘 자료의 수집 

제 171의 김종오(1949) ， 편집부(1949) ， 전몽수(1949) 등에 이어， 제 271 의 

「조선어소사전J(1956) ， r조선말사전J(1960-62) ， 제 371의 「현대 조선말사 

전J(1968) ， r조선문화어사전J(1973) ， r현대 조선말사전J(제 2판， 1981), 제 

4기의 「한자말사전J (1991) ， r조선말대사전J(1992) 등이 열거될 수 있다. 

4.3. 단어 구조 

제 271 의 고신숙(1965) ， 김백련(1965) ， 송서룡(1966) ， 제 371의 김례추 

(1967), 장석훈(1967) ， 정순기 (1967) ， 권종성(1975)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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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단어 조성 

제 271 의 리의선(1959) ， 박홍준(1961， 62. 10, 65), 장석훈(1962) ， 최상현 

(1965) , 검백련(1966) 및 제 3기의 사회과학원(1974) ， 고동혁(1980) ， 리신혜 

(1980), 김룡범(1987)， 김동찬(1987. 2), 그리고 제 4기의 김동찬(1987. 7) , 

렴옥녀 (1988) ， 한창진(1989) ， 김용구(1989) ， 정태순(1989. 10) 등이 있다. 

4.5. 어휘체계 및 분류 

제 1기의 김수경(1953)과 제 2기의 홍기문(1956， 61, 62) , 백예(1962) ， 박 

홍준(1964. 2/11 )은 에휘체계에 관한 것들이고， 그리고 제 371 의 편집부 

(1979. 8)는 어휘분류에 관한 것이다. 

4.6. 단어의미 

제 1기의 전몽수(1947) ， 검해진(1949) ， 박종주(1949) ， 제 2기에 려근영 

(1957) , 박승희(1958， 61. 11), 전제수(1959) ， 김백련(1959) ， 김정섭 (1961) ， 

박종태 (1961) ， 검남수(1963) ， 전제수(1963) ， 고신숙(1963) ， 이. 이. 쓰미르니 

쓰끼 (1964) ， 정순기 (1965) ， 제 3기의 박홍준(1968. 11, 70) , 한석호(1973. 5/ 

8) , 조춘옥(1982， 83. 1/10, 85, 87) , 제 4기의 석순영 (1989) 등이 속한다. 

4.7. 유의어 • 반의어 

제 2기의 안문구(1958) ， 박의성(1958) ， 박홍준(1959， 63) , 정진(1959) ， 박 

승희 (1961. 2/4/11, 62. 3/7) , 편집부(1961) ， 전제수(1964) ， 제 371 의 박홍준 

(1968. 5), 김능수(1969) ， 방린봉(1975. 2/5/11, 76), 김태섭 (1980) ， 리형태 

(1981. 4/10, 86. 1/10) 등이 유의어에 관한 것들이며 킴병준(1980)과 제 4 

기의 리휘부(1989)는 반의어에 관한 것이다. 

4.8. 동음어 

제 2기의 서광순(1958) ， 최응제(1959) ， 박승희 (196 1. 2), 편집부(1962) ， 박 

홍준(1962. 11)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상 4.1-8은 최호철(1991)의 분류 

를따름.) 

4.9. 갑각어 

빛이나 색에 관한 연구로는 안문구(1958) ， 박승희(1959) ， 김능수(1969) ， 

한경남(1985) ， 검 영 얼(1989) 등이 있고， 맛에 대한 탐구로는 박홍준(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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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1962. 3), 램호군(1986) 등이 있다. 박승희(1962. 7)는 소리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4.10. 전문용어 

농림관계 용어에 대해셔 리만규(1964) ， 리창선(1968)， 엄봉윤(1968) ， 최완 

호(1968， 69), 최동운(1969) 등이 연구했고， 생물학관계 용어에 대해셔는 

「식물학술어 해셜집j(1955) ， 리신혜( 1970), 박종만(1971) 등이 었다. 일반적 

인 학술용어에 관한 연구들을 통툴어 열거하면 리익환(1949， 50) , 김해진 

(1949) , 박경출(1949) ， 과학원 화학연구소(1955) ， 심상린(1958， 60) 학술용 

어사정위원회(1959) ， 낌용구(1959) ， 박종태(1959， 60), 류렬(1960) ， 주규식 

(196이， 안영일(1960. 3/10) , 김상벽(1960) ， 황단면(1960) ， 최록엽(1960) ， 리 

상벽(1960) ， 심광세 (1961) ， 리기원(1966) ， 문화어학습 편집부(1968) ， 김병화 

(1969), 강성필(1970) ， 탁윤태 (1970) ， 심병호(1988) 등이 였다. 특히 최근 

논문들 중에는 인공언어， 기계번역 등에 관한 첨단적 주제도 문영호(1987) ， 

박애순(1988) ， 최병수(1989) ， 리정용(1989) ， 리미봉(1990) 퉁이 다루고 

였다. 

4. 11. 한자어 

박상준( 1949), 홍기문(1956， 61, 62), 류렬(1958) ， 정렬모(1960) ， 장장명 

(196α 61), 백예(1962) ， 박홍준(1964. 2/11), 박의성(1964) ， 전제수(1964) ， 

리근영 (1964) ， 김금석(1964) ， 정순기(1965) ， 김주철(1966) ， 서윤범(1968) ， 

한옥련(1970) ， 최완호(1988) ， 김 영황(1989) ， r한자말 사전j(1991) 등이 

해당된다. 

4.12. 외래어 

리세용(1958， 60), 리옥남(1964) ， 김금석(1964) ， 리익선(1970) ， 국어사정위 

원회(1984) 등과 중국측에서 주시룡(1958)의 논문도 눈에 띈다. 

4.13. 고어 

전몽수(1947)의 「조선어원지」를 비롯하여 김종오(1949-50)는 r8댐例解」 

를 9회냐 「조선어 연구」에 연재하였고， 김형직 · 윤봉현(1985)은 「조선옛말 

365컬러IJj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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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 편찬사 

앞서 3節에서 간단히 지적하였던 사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전수태 • 최호철(1989) 및 와다 다카히로(1989)를 참조하기로 하면서， 차재 

은(1991)의 시대구분과 그에 따른 기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기 (1945-54) 초창기 : 조선어사전의 편찬(시도) 

제 2 기 (1954-66) 건엽기. r조선말 사전」의 편찬 

한자사용 폐지 

(1949) 

김얼성 교시 

(1964, 66) 

제 3 기 (1966-87) 조성기: 통제사전의 편찬 I 한문교육 부활 

(1968) 

제 4 기 (1987- ) 합성기: 기계번역과 사전편찬 」 한문투 재검토 

(1974) 

제 1기에는 9만 3천 어휘 규모의 중사전 원고를 1949년 중반에 완성하였 

으나 전란으로 간행되지 못했다. 다만 1954년 「로조소사전」이란 대역사전과 

「조선어 속담집」이란 특수사전이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 

제 2기에는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이 공포되었고， 김일성의 언어학에 관 

한 교시도 발표되어 사전편찬에 영향을 크게 끼쳤다 r로어숙어사전」 

(1955) , r조선어 철자법 사전j(1956) ， r조선어 소사전j(1956) ， r조선말 사 

전j(1962) 등이 나왔다. 

「조선어 소사전」에 대해 신구현(1956)의 서평이 있고， 박승희 (1957)의 사 

전주석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었다. 이 사전의 특정은 @어휘선택에서 북한 

척 어휘구성을 반영(로동당， 해방탑)@단어주석에서 그 의미가 종래 사전 

과 상이(조국: 자기가 출생하고 공민으로서 속하고 있는 나라)@예문을 많 

이 수록(그육하다: 그욱한 생각， 그육한 산’골)@조선어 철자법 (1954) 및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의 규정에 업각， 철자법 사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접들이다. 총 41，927어향이 실려 있는 북한 최초의 사전이 

다. 서울 표준말을 얼부 수정하였지만 대체로 그대로 둔 채로 편집한 소 

사전이다. 

「조선말 사전j(전 6권)의 특정은 187，137어항의 체계성 었는 수집， 마르 

크스-레닌주의 언어이론에 의거한 의미주석， 문체론적 특성 표시라 한다. 이 

사전은 주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백과사전도 겸하며 철자 • 띄어쓰기 • 

발음 표시 등을 가하였다. 김수경 (1963)은 서평에서 이 사전이 편찬이론상， 

또 실제상 올렴말의 언어척 단위 구획， 의미의 분화와 그 배열의 원칙， 어휘 

척 의미와 문법적 특성의 호상관계 등을 잘 처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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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재 (1963)도 이 사전의 특성으로 @공산주의 교양 관련어 수록(당성， 

공민증)@고도의 규범성(아나운서→방송원)@구개음화·장음표시뿐 아니 

라 그릇 발음되기 쉬운 단어 표시 @주석의 정밀화(로동: 체력을 괴롭게 하 

며 일하는 것→정신적 및 육체적 로력을 들여서 하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합목적적인 활동)를 지적하였다 r조선말 사전」은 규범적 주석사전일뿐 아 

니라 소백과사전적이기도 하여서， 박종태 (1963)는 어휘수록의 대상과 범위， 

합성어， 공고한 단어결합， 한자 어휘， 외래어， 특수전문용어， 비표준단어， 방 

언 등의 수록에 관해 논하였다. 

김수경(1965)은 앞의 두 사전을 비교 검토한 후， 주석사전 중 참고사전이 

아닌 통제사전 쪽이 필요하며 이를 어휘청리에 이용해야 한다고 하여 규범 

성 • 통제성 • 정치사상성을 강조하며 김일성 교시(1964)를 반영하였다. 

제 3기에는 검일성이 1966년 2차 교시에서 평양말을 기준한 문화어의 개 

녕을 제시한 뒤 「조선말 규범집」이 공포되어， 이에 따른 통제사전이 출현했 

다 r현대조선말사전J(l968) ， r조선문화어사전J(1973) ， r현대조선말사전J(제 

2판)(1981) 등이 출간되었고 특수사전으로는 「우리말사전J(학생용)(1978) ， 

「우리말 어휘 빛 표현J(1979) ， r방언사전J(1980) ， r조선속담J (1984) 등이 

나왔다. 정순기 • 리기원(1984)의 「사전편찬리론연구」도 이때 나왔다. 

「현대조선말 사전」은 5만 정도의 단어가 올려있는 소사전인데， 이미 박의 

성(1966)에 천명되었듯이 주체성， 당성， 현대성， 과학성 및 규범성의 4원칙 

에 충실하려는 의도를 띠었다. 또 사회정치적 성격을 띤 올렴말에 *표시를 

하고 김 일성 교시를 굵은 활자로 곁들였다. 64, 66년의 교시와 66년의 「조 

선말 규범집」에 따라 새 원칙 밑에 만든 문화어 주석사전이다 r조선문화어 

사전」은 고유어 위에 문화어를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정치용어， 과학기술용 

어 등을 보태고 한자어나 외래어를 버리고 →표시 다음에 다듬은 새말을 제 

시하였다. 

「조선문화어 사전」은 「현대조선말 사전」을 더 보충하여 문화어의 폭을 넓 

힌 6만 7천어의 중사전이며， 역시 주체성 • 당성 • 로통계급성 • 규범성 • 과학 

성 등의 사상적 배경을 살리려 한 사전이다. 1962년 「조선말사전」부터 표준 

말의 개념이 북한에서 쓰이는 말을 시사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다가， 킴 

일성 교시와 「조선말 규뱀집」이 공포된 뒤， 1968년 「현대조선말 사전」에서 

문화어운동을 본격화한 모습이 보여 이 해부터 「문화어학습」도 출간되었고， 

1973년 「조선문화어사전」에서 문화어를 정리하며 1976년까지 한자어의 고 

유어화， 신어(천리마 등) 도입 등 문화어운동에 박차를 가한 셈이다. 

「현대 조선말사전J(제 2판)은 문화어를 중심으로 13만 6천여항을 수록한 

규법척 중사전으로서 민족어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요구로부 

터 나온 것이라 한다. 리기원(1982)은 이 사전의 특정으로 @정치 •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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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용어 등 문화어 어휘를 확충(주체농법， 사상전)@한문 • 고어 • 방언 등에 

서도 자주 쓰이는 말은 등재 @‘-하다되다’가 동명사 뒤에 붙는 파생은 

명사항으로， 어근적 단어 뒤에 붙는 경우는 독립항으로 등록하였다. 

정순기 • 리기원(1984)은 「사전편찬리론연구」에서 원칙과 실례를 다루되 

주로 사전편찬과정에서 경험한 실제 문제들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밝히려 

했다. 머리말에 김부자가 밝혀준 뭇풀이 사전의 기본원칙으로 @주체성의 

원칙 @당성 • 노동계급성 • 인민성의 원칙 @현대성의 원칙 @과학성과 규 

범성의 원칙 등 4가지를 소개하고 았다. 1부에서는 올렴말에 관한 단위， 유 

형， 배열 문제 등을 다루며 기존 사전에서의 수록 원칙을 살폈고， 2부에셔는 

사전의 뜻풀이 방식， 돗의 분석과 배 열， 뜻의 기능실현상 역사적 전제， 올렴 

말의 어휘문법적 특성과 뜻풀이， 예문 등에 대해 다뤘고， 3부에서는 성구속 

담， 학숭용어， 의성의태어 등 특수부류의 뜻풀이를 밝혔고， 4부에서는 개별 

단어들의 품사 • 문법형태와 어휘형태의 호상관계， 토와 단어 조성적 요소들 

의 풀이를 다루고 었다. 

특수사전류로서 1979년 「우리말 어휘 및 표현」이란 대상 부류별 뭇사전 

및 동의어사전이 나타났고， 1984년 「조선속담」에 약 1만개의 속담이 수집되 

었다. 김병제 (1980)는 「방언사전」에서 문화어와의 대응을 보였다. 

제 471에는 「한자말 사전j(1991)이 총 11만 5천여 한자어를 담고 냐왔는 

데 이중 2만여개가 ‘-하다’ 파생어이며， 부록에 8천개의 한자를 획순별로 보 

였다 r조선말 대사전」은 7년의 준비끝에 1992년 3월에 출간되 었다 하며 약 

33만 어휘를 담았다 한다. 

제 4기의 특정의 하나는 리정용(1989， 90)에 보이듯이， 기계번역에 관한 

구체적 문제로 빈도수 사전 작성시 목록， 통계구조， 본문선택 등에 대해 논 

의하고 있으며， 최병수(1989)도 기계번역을 위한 사전의 필요성과 작성방 

법， 기계사전의 유형에 대해 논하고 있다. 

결국 「조선말 사전」까지는 남한에서 쓰여온 표준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여 고어나 방언 및 일부 고유명사 등도 실었었다. 그 뒤에 나 

온 사전들은 이런 표제어들을 빼고 한자어나 외래어도 극소수만 수록하였 

다. 즉 현대어 위주로 교조적 경향이 짙어져 북한 ‘근로자의 말’ 내지 ‘김일 

성과 당에서 쓴 말’을 수록하려는 소위 규범주석사전(통제사전)으로 일관하 

였다. 다만 「현대조선말사전j(제 2판)에서부터는 과학기술 전문용어 등의 

수록폭은 넓혀 나갔다. 

「현대조선말사전」이후 여l문의 출처는 「검 일성 저작선집 j， 사상교양자료， 

혁명적 문예작품들로 가득차게 되었다고 조재수(1986)는 밝히고 있다. 그러 

나 앞으로 북한의 사전들도 결국 용례의 출전을 다양화하고， 또 종교， 민속 

을 포함한 전문용어 등의 수록폭은 한충 더 확대해 나가며， 자연히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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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이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분단후 남한 사회에서 쓰게 

된 말들이나 인위적으로 없앤 말들도 민족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않 

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조선말 사전」의 머리말에서부터 보이듯이， 북한에서는 통일된 이후 “미 

제와 그 주구들의 민족 문화 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어지렵게 된 남조선 언 

민들의 언어생활을 바로 잡으며 그들을 옳게 교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꾸였다"고 주장하고 었다. 이미 1960년부터도 이같이 북측으로의 동질화를 

예정하고 었으나， 앞으로의 변화 추세는 오히려 공산주의 몰락으로 그 정치 

사상척 색 채가 퇴 색하면 자연히 말도 그런 색 칠을 벗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조선말 사전J(제 2판)의 일러두기를 보면， “고유한 우리말로 과학 

기술 용어를 비롯한 전문 어휘들을 국어사청위원회가 사정한 ‘다듬은 말’을 

기본으로 하여 올혔다. 이와 함께 어학 혁명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전에 자 

주 쓰이던 한자말들도 사전에 올려주고 다듬은 말을 쓰도록 이끌어 주었 

다고 올렴말의 선택 원칙을 밝히고 있다. 국립국어 연구원(1992)은 이 렇게 

다듬은 말과 함께 본래말도 규법사전에 올리고 되도록 다듬은 말을 쓰도록 

이끌고 았는 이유가， 다듬은 말만 올리면 그 본래말의 형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도기적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節에서 

이 말다듬기에 대해 더 논해 보기로 한다. 

끝으로 조재수(1986)의 〈남북한 국어 사전 편찬 경향〉에 대한 일람표를 

약간 보충 인용해 봄으로써 사전편찬에 따른 문제점을 총정리해 보려 한다. 

한 국 

<편 찬 자> 개인 및 민간 학술단체， 

출판사 

<편찬경향>CD 개방성과 다양성(올 

림말 범위에서 다방 

면， 어휘 늘리기:말 

본 체계에서， 학교 

문법 통일안 및 독자 

적 체계 반영 둥.) 

@ 실용성(준세계백과사 

전식 올렴말 종류에 

서 그 풀이 표현 및 

분량에서 대규모) 

@ 역사성 · 전통성 고수， 

비정치적·학술적. 

북 한 

당 산하 기구， (사회 )과학원 소속 언 

어 문학연구소 · 언어학연구소 

@ 한계성과 획일성 (올렴말 범위에 

서 정치 · 현실성으로 쓸만한 다루 

기:한자말· 옛말 등을 줄이거나 

얀 싣기， 문법체계 등 획일적) 

@ 실용성 (정치 • 사상 풍의 ‘교양’을 
위한 용어해셜 및 인용에 충점. 

산업 기술용어 동의 설명은 백과사 

전식. 남한의 정치 · 사회용어 일부 
를 선전 자료로서 싣고 있음.) 

@ 역사성 • 전통성 정정 외면， 정치 
현실성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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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한 

@ 기술(記述)적， 공/통 @ 규법적， 교조적， 주체 언어이론， 공 

시적. 시척. 

< 언어 정책 @ 한글전용미홉(풀이， 표 @ 한글전용철저(한글만으로 사전편 

관계> 현들에 팔호 속 한자 찬， 한자 등의 어원란까지도 없 

쓰기). 앵). 

@ ‘맞춤법 통얼얀’ (1933) @í조선어 철자법 j(1954) ， í조선말 규 

을 부분적으로 수정 범집j(1966)으로 크게 고침. 

(1989). 
@ ‘표준말 모음’(1936) 어 @ 분단 이후 부분 수정(1954)에서 60 
휘들에 대해셔도 수정 년대 중반 이후 <문화어>설정， 

내지 확대된 예시규정 대부분의 북한 방언을 표준 · 준표 

(1989)을 공포 준말 <같은말>로 처리하는 경향. 

북한의 국어사전은 박금자(1989)에 “언어가 사회발전의 ‘무기’라 파악하 

는 언어관이 북한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전의 성격은 규범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조적이며 사상적이다고 결론지은 바와 같은 성격이 바로 

그 사전편찬의 기본 이론이 되기도 한다. 

6. 어휘정리/말다듬기 

북한에셔 국어순화를 목적으로 한 언어정화 운동이 여러 차례 있어 왔으 

며 문풍개선운동을 비롯， 말다듬기 운동， 문화어운동 등이 그들의 언어정책 

에서 매우 중시되었다. 이윤표(1991)은 국어순화가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적 

교양과 민족어의 문화성을 높여 민족어의 통얼적 발전을 위하여 언어에 혁 

명성을 부여하고， 혁명적 용어를 창출해 냄으로써 사상성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으로 볼 수 었다고 전제하였다. 

국어순화의 대상으로 우선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 일어의 잔재를 꼽고 셔 

서히 섬멸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앞서와 같이 4시기로 나누면 다 

음과 같다. 주로 이윤표(1991)을 참조하여 인용하였다. 

제 1 기 (1945-54) 초창기: 언어정화시기. 문맹퇴치， 말다듬기， 한자폐지 

제 2 기 (1954-66) 건엽기: 어휘정리시기.64， 66년 김일성 교시 

제 3 기 (1966-87) 조성기:문화어운동시기 r문화어 학습j， 사전 발간 

제 4 기 (1987- ) 합성기: 정리시기. 보급 빛 반성 

제 1기에는 46-49년 동안 250만 가량의 문맹을 퇴치했다고 하는 바， 한자 

를 49년에 폐지하여 한글전용을 법제화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한다.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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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를 정리하는 말다듬기 운동을 벌여 박경출(1949)는 다음 3원칙을 제 

안하였다.ú)한자말과 순조선말 두 가지가 다 쓰이는 것은 순조선말을 쓸 

것.@새 말을 만들 경우 순조선말을 만들 것.@순조선말에 없는 한자말도 

더 좋은 순조선말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아갈 것. 

박상준(1949)는 순조선말처럼 쓰이는 한자어(門， 房 등)는 받아들이되 가 

급적 한자어를 정리하고 (朝?→끼니 등) 수도 제한하여 200;;l}의 상용한자 

와 793자의 허용한자를 제안하였다. 리 익환(1949)는 학술용어 통일방법론에 

서 ‘소맥→멀， 대맥→보리， 돈사→돼지우리’ 등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1953년 

부터 초급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한문과목을 다시 학습시키기로 결정하 

였다한다. 

제 271에 나온 대표적 학술지인 「조선어문J(1956-60)에 어휘청리가 어떻 

게 논의되었는가부터 살펴 보자. 최현(1956)은 조직적 대중운동을 해야 한 

다며 렴산부문 술어(벌목→나무쩍기) 등 7개 부문을 예시해 놓았다. 류렬 

(1960)은 전문용어의 정리 통얼 및 문풍 개진을 위한 전언민적 운동으로 

어휘와 표현은 더 풍부해지고 수사와 문체도 더 다양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언어학 연구실 편찬으로 「말과 글의 문화성」 

(1963)이 출판되어 로동당의 언어문화정책을 받들어 말과 글을 세련시키고 

문화성을 높이려 한다고 하였다. 이 책에서 이미 1966년 김일성 교사에서 

‘문화어’라는 용어를 내세우게 된 싹을 보게 된다. 제 3편이 국어순화와 관 

련되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문제， 고유어의 평이성 등을 논하였다. 

「조선어학j1961-65)에 나타난 논문 중， 박의성(1964)는 뭇아 같은 고유 

어와 한자어는 고유어로， 어휘청리시 구두어에 침투하지 못한 서사어(書寫 

語)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빼버렬 것을 주장하였다. 리익션(1964)는 인 

민대중이 쉽게 쓸 수 있는 말로 만드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한자어 폐지 

내지 제한， 고유어 어근의 활발한 이용을 제창하고， 단어만들기 방법 7가지 

(특히 접사법과 어근 합성법)을 소개하였다. 

1964년 검일성 교시는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란 제목 

으로 언어학자들과 담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었다. 제 1, 2기까지 소개된 한 

자어 논의를 대부분 수용 • 집약해 놓은 내용언데， 한자말과 외래어를 일정 

수 범위내로 국한시격 놓고 그 사용을 제한， 굳어진 것만 쓰자고 하였다. 중 

국식 한자어(화차참→정거창)나 외래어(우와기→양복저고리) 등은 다듬어 

쓰되 이미 굳어진 ‘삼각형， 뜨락또르’ 등은 그대로 쓴다 하였다. 교시에서 국 

어순화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분명히 했고， 어휘정리와 새말 만들기는 어 

문학연구소에서만 하도록 통제하였다. 

1966년 김일성 교시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 데 대하 

여”로서 64년 교시를 더욱 강화하고 문화어를 규정하여 바야흐로 제 3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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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어운동이 지향할 윤곽을 예고한다. 방언에서 좋은 말(기차→불슬기)을 

찾아쓰고 고장이름도 고유어(석교동→돌다리골)로 고치며 이미 인민들 속 

에서 널리 쓰이는 고유어를 살리고， 새로운 말은 고유어로 만들라 하였다. 

어휘정리의 방도에 대해서도 @대중의 힘과 지혜를 척극 조직동원하여 

진행.@섬별전의 방법으로 점차 추진.@말다듬기와 그 보급 통제를 밀접히 

결합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또 늘 쓰는 말 5-6천 단어를 먼저 정리하고 정 

치 • 군사 용어 등은 차차로 다듬도록 하였다. 

제 3기는 김일성 교시를 기반으로 하여 국어순화를 강력히 추진한 시기 

라 할 수 있다 r문화어 학습」이 1968년 이후 계속 나오고 있으며 「단어만 

들기 연구j(1974) ， r우리말 어휘 및 표현j(1979) ， r조선어 어휘론 연구」 

(1980) , r우리나라에서의 어휘청리j(1986) 등의 단행본도 출간되었다. 1966 
67년에는 「어문연구」란 잡지도 나와 ‘우리 말 다듬기’란이 설정되어 언어학 

• 문학 용어 등의 학술용어에 대한 다듬은 말이 실리게 되었다. 

1966년 이후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 및 

언어학연구소 산하 187>> 전문용어분과위원회의 작업으로 말다듬기가 이루 
어쳤다. 리근영 (1984)는 기초학술용어가 「다듬은 말(재검토한 용어 )j(1982) 

에서 4만개 정도 다듬어졌다 했고， 최정후(1983)은 1964년 이래 20년간 약 

5만개의 한자어와 외래어를 고쳐 썼다고 했다. 방언 가운데서도 수천개의 

문화어를 살려 쓸 수 있었고， 어린이 이름짓기， 지명조사 사업 등으로 우리 

말 어휘구성을 다양화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심병호(1984)에는 힘 

든 한자어와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현상이 었다는 비판이 보이듯이， 순화운 

동이 뭇대로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면이 있어 보급에는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된다. 

「단어만플기 연구j(1974)에서는 각 부문 전문가들에 의해 새 단어가 만 

들어졌다. 예컨대， 자크→줄단추， 청진→들어보기 등의 다듬어진 말은 일반 

어， 학술용어， 고유명사 등으로 분류되 었다 r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 려론」 

(1975)은 과학정치용어 등에서 정밀성과 체계성을 중시하며， 또 민족적 특 

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 등이 푸렷한 주체사상에 업각한 어휘순화를 강조 

하고 었다. 

「우리말 어휘 벚 표현j(1979)에서는 「다듬은 말j(1982)의 초고가 되는 

부분이 실려 있어 한자어에 대한 고유어 후보들을 몇 개씩 제시하고 았다. 

간흑→이따금， 더러， 어쩌다가， 때때로 r조선어 어휘론 연구j(1980)에서는 

어휘정리에 관해 4가지의 다듬기 방식을 분류하고 있다. 바꿔고치기(하복→ 

여름옷)， 찾아고치기(라선형턴넬→따발굴)， 살려고치기(부돌기→버금도드 

리)， 만들어고치기(마분지→판종이).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j(1986)는 제 3기까지의 순화작업의 총결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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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조선어어휘론연구」를 더 보완한 책이다. 어휘정리의 성과를 살피고， 

그 대상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도 하며， 학술용어(무정란→흩알)， 고장이름 

(신파군→검정숙군)， 어린이이름(충복， 선봉， 꽃설)， 품종이름(갑산백태→갑 

산훤콩) 등을 다듬고 있다. 

제 471에는 더 세련되게 어휘정리를 하며 그 확대 보급에 주력하는 시기 

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문화어학습」의 1988년호들에 잠자는 말의 활성화와 

새 어휘에 대한 풀이냐 짧은 예문을 소개했다. 또 비속어언 ‘대가리， 대갈통， 

이 새끼， 저 자식’ 등은 원쑤놈에게만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 

복간된 「조선어문」에서 「다듬은 말J(1987) 이란 책이 소개되고 있는 바， 

1978, 82년판 다듬은 말은 더 이상 이용하지 말고 새 책의 용어를 쓰라고 

했다. 주로 얼반어와 학술용어를 다루고 통 · 식 • 광물명 등이 분류되어 있 

는데 앞선 시 기와 다른 예들이 많다. 

벌목 - 나무찍기(제 271) 나무베기/벌목(제 4기) 

편망 - 그물짜기/그물뜨기(제 2기) - 그물꾸미기(제 4기) 

조석 - 밀썰물(제 371) 미세기(제 4기) 

대치 - 갈라넣기(제 3기) 갈아넣기(제 4기) 

제 471에도 한자어를 쓰는 경향은 여전해서 다듬은 말 보급에 주력하며， 

지금까지의 어휘정리에 대해 반성하고 새 기준을 마련하려 하고 었다. ‘친애 

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언어리론 연구’(1990)에셔 보면 제 271 의 ‘말과 

글의 문화성’(1963)을 시작으로， 제 3기 문화어운동 시기를 거쳐 제 4기에 

는 문화어에 대한 검토와 정리를 하고 었다. 그 동안의 말다듬기 운동에 대 

한 반성으로서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홍미롭다. 

“영화의 자막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쓴 것은 뭇이 맞지 않으므로 

<배역>이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말다듬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미 

굳어진 말까지 쓸데없이 풀어쓰다 보니 오히려 뭇이 모호하고 어색한 컷 

들이 적지 않습니다.<인쇄공장>， <인쇄날자>라고 하면 될 것도 <책 

찍은 곳>，<책찍은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다듬어 쓴다고 

하여 망탕 고쳐서는 안됩니다 

굳어진 한자어와 외래어(방， 학교， 영크， 샤쓰)들은 어휘정리 대상으로 삼 

지 않는다는 식으로 다듬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는 과업이 제 

4기에 놓여진 중요한 목표인 셈이다. 제 3기까지 5만개 가량되는 다듬은 말 

을 언중에게 보급하는 일이 우리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그 내용을 더 세 

련되게 정리하여 시간을 더 주어 소화 · 수용시키려 하는 것이다. 

인위척 • 강제적 실천보다는 역사적 · 사회적 순응을 고려해야 하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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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일 후 남한에 대해 5만개나 되는 다듬은 말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남한에도 자체만의 순화된 어휘가 았기는 하지만， 북한의 대폭적 어휘순 

화가 남북한의 이질감을 크게 하고 있는 주원인이라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차의 폭을 조정하는 일이 앞으로 남북간의 언어관계 

회의에서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은 틀렴없는 사실이다. 

7. 어휘정리의 실제 

김일성이 1959년 여름 지방산업 시찰중 ‘상피’라는 말을 듣고서 ‘뽕나무껍 

질’이라고 하라는 교시를 주였다 한다(문화어학습， 1979. 3호). 이러한 식으 
로 다듬어진 말들이 꽤 많이 그 길이의 간결함을 잃고 있는 결과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자→8자 중위→가운데먹이주머니 

3자→8자 센터링→중앙으로꺾어차기 

2자→7자 멸균→균깡그리죽이기 

3자→7자 산분구→가루뿌렴주둥이 

2자→6자 도찰→문질러바르기， 모선→애기어머니차， 등화→찾아듬고르기， 

선목→벨나무고르기， 후위 →먹아주머니 등 

과연 이렇게 길어진 말틀을 짧은 용어보다 선호해서 쓸지를 언중들의 취 

향에 맡겼을 때는 실행여부가 의심스렵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어순화를 

민간이 아닌 당에서 주도하며 또 순수어학적 면보다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의 무기’로서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적 설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 

만철씨 일가가 귀순 후 ‘우라까이’ 등의 일제시대 이후의 잔재어를 쓰고 있 

는 것으로 보아 꼭 실천이 잘 되어 오고 있는 현실은 아님이 틀렴없다. 

그래도 ‘김일성 교시’에서는 오히려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서 한자말 

과 일본말， 영어를 빼버리면 우리말은 <을>，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 

편입니다"라고 힐난하고 있다. 남북간에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이러한 어 

휘 문제를 어느 쪽이건 다 받아들일 형태로 정리하는 일이 앞으로의 큰 과 

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앞의 예들과 반대로， ‘수동재봉기’를 ‘손틀’로 바꾸 

자는 경우는 글자수도 썩 줄고 남한에서도 받아들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새말얼 듯하다. 

남북한의 어휘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나눠 보기로 하자 

(남성우 • 정재영 (1990) 참조). 

1) 동형이의어 (지면 관계상 북한에서의 돗 풀이만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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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미의 축소 빛 특수화 

동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 

우는 혁명 동지. (‘동지’도 거의 같은 돗으로 붙였다.) 

반동: 혁명적 력량， 진보적 세력에 항거，<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로선 · 정책을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해독행위를 하는 반혁명적 

인운동. 

수양: 정치적 자질을 높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언민적 작풍을 체 

득하여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품성을 갖추도록 사상단결에 힘씀. 

상전: 제국주의 앞잡이나 괴뢰에 대해 주인노릇을 하는 제국주의자들. 

고용: 제국주의자， 반통통치계급이 앞잡이로 매수하여 예속， 부리는것. 

b. 의미의 상숭 및 일반화 

교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노동: 언간의 부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 

선동: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 고무충동하는것. 

정치뱀: 반동통치에서 싸운 혁명가， 애국적 인사들에게 씌운 죄명. 

c. 의미 격하 

경찰: 언민에 대한 감시， 강제정벌의 특별 무장부대. 

고용: 착취계급에서 근로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품을 사는 형식으로 

로통자 • 농민을 부리는것. 

사환: 착취계급에 벌붙어 착취， 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자. 

신사:<부르죠아>계급의 생활양식에 따라 행동하는 남자를 지배계 

급에서 부르는말. 

주식회사: 주주들이 공동투자하여 로동계급 근로대중을 착취하는 기 

업형태. 

d. 종교부정적 (문화어의) 의미 
교회: 정치적 버호밑에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 교 

리와 종교 사상을 선전하는 거점. 

선교사: 예수교 선교의 명목으로 타국의 파견， 종교의 탈을 쓴 제국주 

의 침략앞잡이. 

신부: 종교선전을 위해 인민계급적 각성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킴으로 

써 착취 계급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자. 

십자가: 예수교의 위선과 박애의 위장물. 

절: 중틀이 부처를 놓고 종교탈을 쓰고 언민을 기만착취하여 기생생 

활을하는곳. 

지욱: 인민대중에 대한 억압착취를 합리화하며 반동적 통치체재와 법 

질서를 절대 순종하도록 꾸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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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형동의어(괄호속에 원래의 뜻， 즉 남한에서 쓰이는 뜻을 보이겠다). 

원쑤(원수)， 조선옷(한복)， 솔솔이(스프레이)， 밥곽(도시락)， 호상(상 

호)， 동의학(한의학)， -궁전(-회관)， 위생실(화장실)， 료해(양해)， 만풍 

년(대풍년)， 교예공연(예술공연)， 고성기(확성기)， 매대(진열대)， 식찬 

(반찬)， 경무원(헌병)， 영화표지(극장표)， 해내외(국내외)， 로작(저서)， 

오수관(하수관); 바쁘다(어렵다)， 강구다(귀를 기울이다)， 번지다(달력 

등을 넘기다)， 담보하다(보증하다) 

3) 문화어에 포함된 방언(괄호 속의 말은 남한의 표준어다). 

정지(부엌)， 게사니(거위)， 부루(상추)， 노라리(건달) ; 게잘싸하다(너 

절하다)， 내구럽다(맹다)， 두간하다(드물지 않다)， 모대기다(폼을 뒤툴 

다)， 메사하다(쑥스럽다)， 말째다(거북하다)， 개체없다(체신없다)， 탑새 

기다(때리다)， 숙보다(깔보다)， 시살스렵다(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갈람하다(샤름하다)， 무으다(조직하다)， 마스다(망가뜨리다)， 무지다 

(쌓다)， 다밭다(짧고 밭다) ; 망탕(마구)， 무중(갑자기)， 지써(끈기 있 

게)， 지어(더 나아가) 

4) 문화어에 포함된 비속어 
감독놈의 이마빼기를 쩍어 넘기고/승냥이 대갈통을 짓조겨 주네/미국 

놈들을 까둡혔습니다./미제의 각을 뜨자 등. 

5) 북한체제와 관련된 특이 용어 

가족주의: 몇몇 싸람들끼리 정설 관계를 맺고， 조직의 이익보다도 자 

기 이익을 앞세우고， 태평하게 지내는 비조직적인 사상이나 행 

동을말한다. 

로동교양소: 북한의 재판소에서 교화노동력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을 집 

단 수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족주의: 계급척언 전민족적 리익으로 가장하고 자기 민족의 우수성 

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일삼는 부르죠아 사상이다. 

문풍: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실천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사상과 

방법의 종합적 표현이다. 

미쟁이 처녀영웅 칭호: 건설부문의 미쟁이 작업반에서 뛰어난 공척을 

세워 이른바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처녀에 대한 칭호. 

천리마구역: 남포직할시 남홍동 등 7개동 지역을 가리키며， 1958년 이 

후 노력착취를 위해， 삼국지의 적토마 이름을 본 따 ‘천리마 운 

동’을 시작한 뒤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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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안 

요즈음 북한 어휘에 대해 언급해 놓은 남한측의 글들을 보면 대체로 비판 

을 자제하려는 조심스러운 상황 보고와 간단한 평가 정도로 일관하고 었다. 

그러나 통일의 대화가 머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석과 제안은 서슴치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킴일성 교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정치색에 따라 언어문제 

를 염색하여， 1966년 이후의 문화어 운동 같이 언어본연의 궤도에서 벗어난 

노선을 투쟁적으로 추구하려는 태도는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억지로 만 

든 ‘원쑤’ 같은 형태나 예전에 없던 의미를 덧붙인 ‘상전， 동무’ 같은 용례는 

자연 소멸되어야 한다. 언어는 사상적 편견이나 정치색에 물들지 않은 순수 

한 대상으로 환원시켜 둬야 한다. 

둘째， 역시 문화어 운동의 부작용으로 평안지역 방언을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통일 후 전통적으로 표준어였던 서울지역어와 충돌하게 되어 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어항은 1989년 남한의 복수표준어 인정에서 보였듯이 

받아 들일 수 있겠지만， 공연히 평양을 서울과 대등하게 세워 놓겠다는 의 

도로만 그곳 방언을 대폭 복수표준어화할 까닭은 없다. 또한 ‘건달’은 범어 

에서 온 한자어이므로 고유방언인 ‘노라리’를 찾아 써 보자든가 하는 정도는 

고려해 볼만한 것이다. 그러나 구태여 함경방언에서 ‘기차’를 ‘불술기’라 한 

다 하여 문화어로 퉁재한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것이다. 

셋째， 한자어를 포함한 외래어의 지나친 기피증은 언어의 자연스런 확장 

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언어를 통제 가능한 정치도구로 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 해결에 강압책이 통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상 

식적 언어역사에서는 외래어를 깨끗이 몰아내려는 순수주의는 별로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왔다고 알려져 있다. ‘채소’ 같은 한자어보다는 ‘남새’ 

같은 고유어를 더 써보도록 한다든가， 어차피 ‘화차참→정거장， 에끄자멘→ 

시험’ 같이 자연도태될 외래어를 정리해 보는 것은 좋다. 그러나 ‘파동→물 

결움직임’식으로 꼭 고유어만 좋은 것처럼 인위적으로 고쳐버리는 일은 오 

히 려 불편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한자어를 억제하겠다는 북한에서도 논문이나 정치 용어에서는 한자어를 

꽤 많이 쓰고 있으나， 남한보다는 한자어들을 일정한 한도로 국한시켜 놓고 

그 이상 새로 만들어 쓰지 않겠다고 한다. 또 영어나 일본어가 서울말에는 

꽤 많이 섞여 있다고 하는 주장도 증거가 있다고 언정된다. 이렇게 남한에 

서도 반성해야 할 점들이 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며，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 

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언어의 탈정치색， 탈방언화， 탈언위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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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n Lexicology and Lexicography 

Sang-Oak Lee 

In this paper 1 intend to survey and evaluate the scholastic works in the area 

of lexicology and lexicography that have been written since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1 will also offer my suggestions for the reconciliation of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in this field, to aid in the preparation for 

eventual reunification. 

1 do not limit this discussion to lexicology and lexicography alone, but extend it 

to related fields such as linguistic purification. In as much as such practical 

matters are a 띠talpaπ of North Korean linguisti않， 1 will not fail to mention 

them, but will maintain a basic attitude of res야cting the traditional boundaries 

of lexicology and lexicography. 

Vocabulary and word definitions are undoubtedly the most obvious and fastest 

growing differences between the languages of North and South Korea. Recent 

South Korean works making reference to lexicology and lexicography in North 

Korea tend to be self-restrained in their criticism, offering little more than 

cautious reports o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cursory evaluation. But as 

the time for unification talks draws n않r， it seems that there are some analyses 

and suggestions we should not withhold. 

First, the approach of tainting linguistic issues with political coloring, as seen 

in the Kim n Sung Directives of North Korea, and of forcibly following a p이icy， 

such as the Cultured Language Campaign, dictated by other than strictly 

linguistic principles, should be corrected. Thus, such aπificially created forms as 

원쑤， and newly added usages for words such as 상전 and 동무 should not be 

continued. Language should be pure, free from ideological bias and po뻐CS. 

Second, also as a result of the Cultured Language Campaign, the P’yõngan 

dialect has been made the standard in North Korea, thus adopting as standard 

many vocabulary item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tandard language of the 

Seoul area. As done in South Korea’s “ Multiple Standard W ord Recognition" of 

1989, it may be p않sible to accept more than one standard word in case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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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good reason, but there is no need to accept as standard all the words 

in the P’yõngan dialect if the on/y purpose is to assert P’yongyang as of equal 

standing with Seoul. For a word such as 건달， which is a Sino-Korean word of 

Sanskrit origin, using the dialectal Korean word 노라리， as in the north, may be 

a good idea. on the other hand, calling a train a 불술기， from the Hamgyõng 

dialect, instead of the familiar 기 차， seems to be going a bit too far. 

Third, an excessive avoidance of Sino-Korean words and other foreign 

loanwords has created an artificial constraint on the natural expansion of 

language. In North Korea, where language is considered a tool of the state, 
subjectable to manipulation and control, this problem is settled simply by brute 

force. In the history of language, however, no purist effort to completely banish 

foreign influence from a language has been very successful. It is fine to 

encourage the use of native words such as 남새 in place of the Sino-Korean 채 

소， or to speed up processes of natural selection such as 화차참→정거장 or 에 

끄자벤→시 험. The indiscriminate preference of indigenous words as in 파동→ 

물결움직 엄， however, tends to cause more problems than it solves. 

In spite of their efforts to reduce the use of Sino-Korean words, North 

Koreans continue to use them to a considerable extent in academic papers 없ld 

political terminology, but, unlike in the South, they have placed definite limits on 

them and have determined not to add to their number in the future. lt must als。

be recognized that their criticisms about the degree to which words from English 

and Japanese have infiltrated the language of Seoulites have more than a grain 

of truth to them. Thus, while recognizing that we in the South have our own 

problems to attend to, it is my recommendation that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the Korean language be freed as much as possible 

from politics, dialects, and artific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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