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조선말맞춤법”과 한국어교육 

1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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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규정하는 법은 한 가지만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법이 

있게 되면 그것은 법의 구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중하게 

된다. 

맞춤법， 線字法， 또는 正書法(때때raphy)이라 하는 것은 글자를 일정 

한 규칙에 맞도록 쓰게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도 법 가운데 하나이고 보 

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한국어의 “맞춤법”은 몇 가지 

가 있다. 남쪽의 “한글맞춤법 북쪽의 “맞춤법 중국 東北 三省의 “조선 

말맞춤법”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표기법은 세 7찌로 혼란을 빚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혼란은 광의의 한국어의 문자생활에 균열이 생기게 하고 혼란 

을 부채질한다. 민족어의 생활에 혼란을 빚고 특히 교수 • 학습 생활과 

관련될 때 문제를 야기한다. 이들 규범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문제되기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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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는 특히 제3국에서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곤란한 문제 

에 부딪치게 한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어떤 기준에 따라 교육 

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 이는 수요와 관련되는 문제 

로 학습자가 그것을 중국 한국 조선의 어디에서 사용할 것이냐를 고려 

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언어 규범이 다양하면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맞춤법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조선말맞춤법”은 북쪽의 “맞춤법”의 복 

사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같다. 그러나 이들과 님쪽의 “한글맞춤 

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족어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틀 세 맞춤법의 같고 다륨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사전에 

혼란을 막고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의 “조선말맞춤 

법”과 남쪽의 “한글맞춤법”을 중심으로 그 異同을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중국의 “조선말 맞춤법”에 따라 남쪽의 “한글맞춤법”을 비교 대조하 

고， 그 다음 “조선말맞춤법”에 규정되지 않은， “한글맞춤법”의 규정을 살 

펴보기로 한다. 북쪽의 “맞춤법”은 그때그때 아울러 검토될 것이다. 이러 

한 맞춤법을 고찰한 뒤에는 바람직한 한국어교육， 곧 민족어 교육의 방향 

을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세 나라의 “맞춤법” 규정의 비교 

2. 1. “조선말맞춤법”으| 규정 

중국의 “조선말맞춤법”은 동북 3성 조선어문사업 실무회의에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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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것이다. 이의 검토 자료는 동북 3성 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 판공실 

에서 lffi4년 편한 “조선말규범집”으로 하기로 한다. “한글맞춤법”은 국어 

연구소에서 1쨌년 펴낸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규정 해셜”을 바탕으로 하 

고， 북쪽의 “맞춤법년 1쨌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에서 편한 “조선말규범집”의 것을 자료로 하기로 한다. “조선말맞춤법”과 

“맞춤법”은 다 같이 총칙과 7장.， :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글맞춤법”은 

6장，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7항으로 되어 있다. “조선말맞춤법”과 

“한글맞춤법”의 비교 • 대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말맞춤법” 

의 차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맞춤법의 검토이며， 중국의 맞춤법을 모르는 한국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세 가지로 다른 우리말 맞춤법은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母服로 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따라서 기본 원리가 같고， 세부 

항목도 크게 치어가 나지 않는다. 맞춤법은 다른 언어 영역과는 달리 분 

단에 의한 이질화가 렬 되어 다행스런 영역이다. 

“조선말맞춤법”은 총칙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진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조선말맞춤법”은 이렇게 표기법의 기본을 形態主義에 두었다. 이에 

대해 북쪽의 “맞춤법”은 형태주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表音主義

的 표기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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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허용한다 

님쪽의 “한글맞춤법”은 총칙 제1항에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 

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표음적 표기를 하면서 형태주의적 

표기를 원칙으로 한 절충적 방법을 택하였다. 이 점에서 남북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표현의 순서가 다를 뿐이다. 

저11장 자모의 차례와 이름 

제1항에서는 자모의 차례와 이름을 규정하고 있다. 자모의 수는 40개로 

“한글맞춤법”과 같고 그 이름과 순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글맞춤법” 제4 

항의 이름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기(기옥) 도(디음) 시시웃)ι 기역 디금 시옷 

끼(된기유) 江(된디음) Illl(된비읍) 사(된시웃)M(된지을)// 쌍기역 쌍디 

곧쌍비읍쌍시옷쌍지웃 

기호(j/) 앞의 이름이 “조선말맞춤법”의 것이고， 뒤의 이름이 “한글맞춤 

법”의 것이다. “조선말맞춤법”에서는 자음 이름의 둘째 음절 모음을 “으” 

로 통일하고 있고 “한글맞춤법”은 “한글맞춤법통일안팩 이름을 이어받 

고 있다. 또한 “조선말맞춤법”에서는 “7 1- C '2口님라 부를 수도 있게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이름은 “한글맞춤법”에는 없는 것이다. 모음의 이 

름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모의 차례는 차이를 보인다. 자음의 경우는 “조선말맞춤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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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소리를 모두 예사소리(平音) 뒤에 몰아 놓고 있다. “한글맞춤법”에서는 

기본이 되는 글자를 먼저 제시하고 된소리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이틀 전체를 순서라고 볼 때 차례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 

보이듯 사전에 올리는 순서와는 다른 것이다. 

모음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조선말맞춤법”에서는 기본이 되는 글자 

다음에， 자모를 어우르는 경우 뒤에 이어지는 모음에 따라 차례를 배열하 

였는데， “한글맞춤법”에서는 오히려 앞에 오는 모음에 따라 차례를 배열 

하여 차이를보인다. 

조선말맞춤법: }，l=，-1，~，上.，ñ，T，π，-， 1 ， H ， 셔 서1 ，=11 ，괴，껴， --1，과거，내，퀴l 

한글맞춤법: }, H, l=, ~， -1, -11, 콰 ，=11 ，上，과，내，괴，ñ，T，꺼，체，너，π，τ--1， 1 

북쪽의 자모의 차례와 이름은 “맞춤법” 제1항에 “조선말맞춤법”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사전에 올리는 자모의 순서도 같지 아니하다.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 

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말사전”에는 올림말의 배열 순서를 “이 사전의 모 

든 올림말은 조선어 자모순에 따라 배열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 

제를 보면 자모순을 따르되 “ 0"의 경우 받침은 자모순을 따랐으나， 초성 

의 경우는 “ 0"을 음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맨 끝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글맞춤법”은 제4항에 “사전에 올렬 적의 자모 순서를 다음과 같 

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자음의 경우 앞의 순서와 달리 배열하고 있다 모 

음의 배열 순서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다. 

중국 사전: 기，L，C，근，口， tl ，人，7:.，太，극， E，교， '5", 11,U::, llll ， λ"，70.，( 0) 

한국 사전 1 ， 11 ， L，드 ， rr.， 己，디，님， llll ，λ， λλ， O ，A ，M，-*.，큐， E，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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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나라의 사전 배열 순서는 다르다. 북쪽 사전의 배열 순서는 

중국과같다. 

저12장 한 형태부의 적기 

제2항은 받침을 'l1개로 규정하고 명시한 것이다. 북쪽의 “조선말맞춤 

법” 제2항도 마찬가지다. 님쪽의 “한글맞춤법”은 받침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원칙은 같다. 다만 “한글맞춤법”에서는 “뚫”을 “돌” 

에 통힐L하였다. 

제3항은 받침 “드，E，人， λA，Z， jR” 가운데 어느 하나로 밝혀 적을 수 없 

는 것은 “A"으로 적는다고 한 것이다. 북쪽의 “맞춤법” 제3항도 마찬가지 

다. 이는 “한글맞춤법”의 제7항에서 ‘“E’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을 ‘λ’ 

으로 적기로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아래의 보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 

우 “조선말맞춤법”의 것이다) 

“뭇별， 핫옷， 헛소문， 무릇， 얼핏， 싱긋싱긋， 빗나가다” 

제4항 한 형태부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설측음은 “己근”로 적고1 

기타 자음은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한글맞춤법통일안”에 

있던 것이다. 이를 “맞춤법”에서는 제4항과 제5항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 

다. “한글맞춤법”에서는 이를 펼요 없다고 보아 삭제하였다. 표기 원리 변 

에서는 “한글맞춤법”도 “조선말맞춤법”과 같다. “조선말맞춤법”의 규정은 

다음과같다. 

1) 설측음인 경우 

“걸레， 벌레， 진달래， 빨래，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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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측음 이외의 자음인 경우: 

@ 겨누다{견우다)， 디디대딛이다) (2) (길을)비키대빅히다)， 소쿠리(속 

후리)@(노을이)비끼대빗기다)， 어깨(엇개)， 이따금(잇다금) 

제5항은 한 형태부 안에서 받침 노 근 口 。” 다음 소리가 된소리가 나 

는 경우엔 된소리(硬音)로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한소리(平音)로 

적기로 한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5항 및 “맞춤법” 제6항도 마찬가지다. 

1) 받침 “L，근，口， 0" 다음 된소리가 나는 경우 

“말씀， 벌써， 훨씬， 활짝， 옴짝달싹’ 

다만 토(語尾)의 경우는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 

다~ ( 근개 →E수록， 근지라도) 

“ 근7y’는 “한글맞춤법”의 “ 근까”와 다르다. “한글맞춤법” 제53항에서 

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기로 하였다. 

2) “ L ,2 口， 0" 이외의 경우 

“가락지， 막대기， 적삼， 접시， 럽석， 몹시， 짝두기， 완작(- 떠든다)" 

제6항 형태부의 소리가 준 경우 준 음절의 첫소리를 앞 음절의 받침으 

로 적는다. “한글맞춤법” 제32항 “맞춤법” 제7항도 같다. 

“갖고(가지고)， 딛고(디디고l， 및고(미치고)， 영그저께(어제그저께)， 헛저 

녁(어제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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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어간과토의 적기 

제7항 어간과 토가 어울렬 적에 그 원 형태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이는 물론 형태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손이， 손을， 손에/ 꽃이， 꽃을， 꽃에/ 먹다， 먹으니， 먹어， 먹지/ 옳다， 옳으 

니， 옳어， 옳지” 

그러나 어간과 토의 결합으로 보기 어렵거나， 결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뜻이 달라진 것은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 나타나대낱아나다)， 바라보다{발아보다)， 부러지대불어지다)， 자빠지다 

(잡바지다) 

(2)(산-) 너머(넘어)， (정체개 드러나대들어나다)，(나무개 쓰러지대쓸어 

지다) 

“한글맞춤법” 제14， 15항의 규정과 같은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15항에 

서는 본돗에서 멸어진 것이라 하여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를 틀 

고 있다. 또한 같은 제15항에서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오”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고도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원리는 북쪽의 “맞춤법”에도 제8， 9항 

에 규정되어 있다. 

제8항은 不規則活用을 규정한 것으로1 끝소리가 일정하게 바뀌는 소리 

는 바뀐 대로 적기로 한 것이마 

1) 근불규칙활용 

2) λ불규칙활용 



3) 동불규칙활용 

여 E불규칙활용 

5) J::I불규칙활용 

6) 러불규칙활용 

7) 르불규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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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에는 제18항에 불규칙활용이 규정되어 있다. “한글맞춤법” 

에는 “T/- 불규칙활용 하 불규칙활용”이 추가되어 있다. “조선말맞춤 
법”에서는 “T/一 불규칙활용”을 준말로 본 것이다. “하 불규칙활용”은 

“조선말맞춤법” 제9항에서 어간 “하 ” 아래 어미를 “ 여/였”으로 적기로 

하였기 때문에 “하 불규칙활용”이 성립될 수 없어 빠진 것이다. 북쪽의 

“맞춤법”은 제18항에 불규칙활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一/T"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 불규칙활용”은 “조선말맞춤법”과 마찬 

가지로 “맞춤법” 제11항에서 어미를 “←어/ 었” 아닌 “-여/←였”으로 적기로 

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9항은 어간이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렬 적에 어간 모음 

의 성질에 따라 각각 구분해 적기로 한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모음조 

화 규칙에 따라 적게 된다. 

1) 어간 모음이 “}, þ, 上， }-, 上인 경우 “아 았”으로 적는다. 

“받다- 받아 받았다， 앓다- 앓아 앓았다” 

* 어간 모음。1 “ }-, 上"이더라도 합성어인 경우는 “어， 었”으로 적는다 

“나뜨다-나떠 나댔다” 

2) 어간 모음이 “l, 콰， T , -, 1-, T-, 1 -"인 경우 “어， 었”으로 

적는다. 

“벗다 벗어 벗었다 겪다 겪어 겪었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흐르다 흘 

러， 흘렸다， 치르다-치러，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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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간의 모음이 “ 1, H, -11, 괴， 난， -1"인 경우와 어간이 “하”인 경우 “여， 

였”으로 적는다. (“한글맞춤법”과 표기가 디론 것은 괄호를 쳐 표시한다.l 

“기다←(기여 기였다)， 매다 (매여 매였다)， 되다-(되여 되였다)， 하다-하 

여하였다’ 

다만 이 때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여 였” 아닌， “어， 었”으로 적는다. 

“밀다-밀어 밀었다， 심다 심어 심었다， 맺다-맺어， 맺었다’ 

* 부사로 된 다음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구태여)， (도리여)， (드디여)" 

1) 2)는 “한글맞춤법” 제16항의 규정과 같다. 다만 3)은 어간이 “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한글맞춤법”에서는 “여/였” 아닌， “어/ 

었”으로 적어 차이가 난다. 부사의 경우도 “어”로 적어 차이를 보인다， 북 

쪽의 “맞춤법” 제11항은 “조선말맞춤법”과 같다. 

제10항은 준말(略語)을 규정한 것으로， 준 것은 준 대로 적을 수 있게 

허용한것이다. 

@ 뜨다 뜨이다-띄다， (뜨이여 띄여， 뜨이였다 띄였다) 

@ 모이다 외다; (모이여서 외여서) 모여서， (모이여야-외여얘-모여야 

(모이였다 외였다) 모였다 

@ 보다←보。←봐 보았다-봤다 

@ 주다 주어-줘， 주었다 줬다 

@ 바치다 (바치여) 바쳐， (바치여서) 바쳐서， (바치였다)-바쳤다 

@ 하다 하여서 해서， 하여도 해도 하였지 했지， 하였다-했다 

@ 개다-(개여서)-개서， (개여얘→개야 (개였다) 겠다 

이틀은 “한글맞춤법” 제34， 35， 36，'J1， 38항의 규정된 것이나， 許容 아닌 

原則으로 한다는 점에서 치이가 난다. 또한 보기 가운데 괄호 얀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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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말맞춤법” 제9항 3)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글맞춤법”의 표기 

와다르다. 

다음 단어틀은 준 대로만 적기로 하여 “한글맞춤법”과 같다.(2)는 “한 

글맞춤법”에서 “으” 불규칙활용으로 보는 것이다. 

@ 지대치다， 찌다)-져， 졌다 

@ 가쁘다{모으다， 기쁘다， 슬프다， 치르다)-가빠， 가쨌다 

@ 사대자다， 서다， 가다， 켜다， 짜다， 펴다) 샤 샀다 

북쪽의 “맞춤법”은 제12항에서 준말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말맞춤 

법”의 허용 기준이 “줄어든 것은 준대로 적는다”고 원칙으로 하여 “한글 

맞춤법”과 원리가 같다. 

저1111항 어간과 토가 녹아 붙어 소리가 준 경우 준대로 적을 수 있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33항과 같은 것이다. 다만 표현은 허용과 원칙으로 

차이가 있다. 북쪽의 “맞춤법”에는 이 규정이 빠져 있다. (괄호 안의 표기 

는 한글맞춤법과 다르다) 

“나는→난， 자네는 자넨， 그것이→그게， 그것으로 그결로， (무엇이요)-뭐요” 

제12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 F’가 줄고 뒤에 오는 소리가 거센소리 

(激音)로 날 때 거센소리로 적는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40항， “맞춤법” 

제13항과 같은 것이다. 

“다정하다 다정타， 발명하게-발명케， 시원하지 시원치” 

그러나 “아니하다 않다， 않고， 않지”와 같이 예외를 인정하여 “동”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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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로 올려 적게도 하였다. 이러한 단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저러하다 저렇다 자그마하다자그닿다， 어떠하다 어떻다 흔하다 (흘 

다)" 

“한글맞춤법” 제40항에도 예외 규정을 두어 원리가 같다. 다만 “한글맞 

춤법”에서는 “흔하다”의 경우 “흔타”로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여 치이를 

보인다. 

이 밖에 “한글맞춤법” 제때항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이주 줄 때 준 

대로 적도록 규정한 것은 “조선말맞춤법”이나 “맞춤법”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옷지 

않다， 섭섭하지 않다→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다만 연변사회과학원 어언연구소 펀 “조선말 사전(연변인민출판사， 

lÐ2)"이나，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 

샤 lÐ2)"에서 “생각다， 깨끗다 못잖다” 등을 표제어로 올려놓고 있어 어 

간 끝음절 “하”가 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맞춤법” 제40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사도 소리대로 적기로 하였 

다 

“결단코 결코 기펼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1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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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도 규정은 따로 없으나 위의 두 사전에서 다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14장 合成語의 적기 

제13항 합성어는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z7항， “맞춤법” 저1114항의 원칙과 같다 

@ 걷잡다， 낮보다， 딪줄， 집안， 꿇앉다， 올결다 

@ 값있다， 곁늙다， 설날， 젖어미， 팔알， 끝마치다 

그러나 어근(語源)이 분명치 않은 것은 밝혀 적지 않기로 하였다. 

“며칠， 부랴부랴， 이틀， 이태” 

“한글맞춤법”은 제z7항 [붙임 낌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골 

병， 골탕， 끌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등이 예로 들 

려져 있다. 이 밖에 “한글맞춤법”의 [붙임 페에서는 “이(屬， 회)"가 합성어 

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 “니”로 적기로 하 

였다. 이는 “조선말맞춤법”이나， “맞춤법”에 없는 규정이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툴니/ 가랑 

니， 머릿니” 

제14항은 합성어를 이룰 때에 어근 사이에서 “닝”소리와 “효”소리가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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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31항， “맞춤법” 

제15항의 규정도 같은 것이다. 아래의 보기에서 // 뒤는 “한글맞춤법”에 

들어 놓은 보기다 .. (이하 같다) 

@ 볍쌀， 좁쌀， 참쌀， 부릅뜨다， 몹쓸놈， 휩쓸다1/ 댐씨리， 볍씨， 입때， 입쌀， 

접때， (햄쌀) 

@ 머리카락， 안팎， 회파람， 수펄， 마파람ν 살코기， 수캐， 수컷， 수닭， 암캐， 

암컷，암닭 

“햄쌀”은 “조선말맞춤법” 제18항의 표기 “햇쌀”과 다르다. 

“한글맞춤법”에서 雖雄은 “암 수”를 표준으로 하여 어근 시아에서 거 

센소리가 나는 것은 “수캐 수캉。}지， 수닭， 수평아리， 수돼지 수탕나귀， 수 

컷， 수키와， 수톨쩌귀”의 8개로 한정하였다 이는 “한글맞춤법통얼안”의 

규정을 일부 바꾼 것이다. 따라서 종래 有氣音으로 표기되던 이 밖의 합 

성어는 “수개미， 수거미， 수게， 수고OJ이， 수곰， 수팽이， 수구렁이， 수글， 수 

별， 수범， 수비둘기”와 같이 平音으로 적게 된다. 이와는 달리 “숫”을 인정 

한 것도 있다. “숫양， 숫염소 숫쥐”가 그것이다. “조선말맞춤법”이나 “맞 

춤법”에서는 거센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보아 위 보기의 경우 격음 

표기를 해 차이가 난다. “숫양， 숫염소 숫쥐”의 경우는 “人” 받침을 인정 

하지 않아 역시 차이가 난다. 

제15항 합성어를 이룰 적에 끝소리 “근”이 빠지는 경우엔 빠지는 대로 

적는다. 이는 수의적 변이를 하는 것으로， “한글맞춤법” 제28항， “맞춤법” 

제16항도 같은 것이다. 

“마소 미닫이， 바느질， 버드나무， 보조개， 소나무， 화살/ 다달이， 따님， 마 

되， 무자위， 부나비， 부삽， 부손， 싸전， 여닫이， 우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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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쪽의 “맞춤법”에서는 이와는 달리 “파생어”를 “합친말’과 구 

별하여 제LU항에 따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상 차이를 보인다. 

제16항 받침소리 “己”인 말과 딴 말이 어울렬 적에 “근”소리가 폐쇄음 

으로 된 것은 “c"으로 적는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29항， “맞춤법” 제17 

항과같은것이다. 

“섣달， 숨가락， 나흔날， 며침날， 이튿넬/ 반걷고리， 사흔날， 삼걷날， 잠주 

름， 품소， 섣부르다， 장다듬다， 잠다렇다” 

제17항 사이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한글맞춤법”에서는 “조선어맞춤법”이나 “맞춤법”과는 달리 제1) 

항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맞춤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다만 “맞춤법” 제15항 [붙임]에서는 고유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새별 셋별， 비바람 빗바람’과 같은 두어 개 시어시옷을 

붙인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인정한 것이다. 

“한글맞춤법”의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나룻배， 나뭇가지， 뱃까 모깃불， 선짓국， 핏조각， 잣집， 핏대， 햇볕， 

헛바늘” 

(2) 뒷말의 첫소리 “ L , 口” 앞에서 “ L"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껏묵， 뱃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LL"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켓열， 뒷윷， 뒷일， 베갯잇， 옷잇， 갯잎， 나뭇잎， 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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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랫병， 봇둑， 사잣밥， 셋강， 전셋집， 잣잔， 콧병， 랫줄， 텃세， 핏기， 햇수， 

횟배” 

(2) 뒷말의 첫소리 “L，口” 앞에서 “ L"소리가 덧나는 것 

“켓날， 제삿날， 훗날， 횟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 LL"소리가 덧나는 것 

“가헛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뱅賣房)， 숫재數字)， 잣간(車間)， 횟간(退間)， 횟수(回數)" 

특별히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글맞춤법통일안” 제l.l항에서는 “잇과 

(理科)， 갓법(加法)， 훗수(戶數)， 섯자{書字)"와 같이 한자말의 경우도 제 

한 없이 사이시옷을 붙였는데， “한글맞춤법”에서는 한자어에는 사이시옷 

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의 6개 한자어에만 붙이기로 한정 

하였다는것이다. 

저15장 접두사와 어근의 적기 

제18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렬 적에는 각각 그 형태를 고정시켜 적는 

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l1항， “맞춤법” 제18항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덧저고리， 맏아들， 선웃음， 삿누렇다， 셋말장다， 짓밟다， 풋곡식， 헛걸음， 

(햇쌀)" 

보기 가운데 “햇쌀’은 “한글맞춤법” 제31항에서 “햄쌀’로 적기로 한 것 

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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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어근과 접미사의 적기 

제19항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λ까 어근과 어울렬 때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 새 단어를 만드는 접미사 

덮개， 집게， 셋째， 잎사귀， 앞장， 찜질， 늙수그레하다， 정답다 

2) 동사의 사역 또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돋구다， 담기다， 웃기다 밟히다 얽히다 입히다 맺히다 

3) 강조의 돗을 나타내는 접미사 “ 치” 

놓치다 덮치다 밀치다 받치다 뻗치다 엎치다 

4)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 “ 히 “ 추” 

붉히다， 밝히다， 넓히다， 굳히다， 낮추다， 늦추다 

다만 둘받침(겹받침) “근기 곤닝 곤E 큰캉”으로 끝난 어근에 접미사 

가 어울릴 적에 그 둘받침(겹받침)이 받침소리규칙(終聲規則)에 맞지 않 

게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받침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널직하다)，(얄직하다)， 얄팍하다， 실쭉하 

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21항과 같은 규정으로 여기서는 “1. 명사 뒤에 자 

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것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 

사가 붙어서 된 것”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말맞춤법” 제19항의 2), 3)의 규정은 “한글맞춤법” 제22항 

의 1， 2의 규정과 같은 것이다. 위의 “조선말맞춤법”의 예외 규정도 “한글 

맞춤법” 제21항의 “다만”에 보이는 아래 규정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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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렇다)， 말끔 

하다， 말쩡하다， 실쭉하다， 얄팍하다 (짤따렇다)， 실컷 

(2) 어원이 분명치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괄호 안의 낱말은 “조선말맞춤법”의 표기와 다른 것이다. 

“한글맞춤법”에는 용언의 어간과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록 어원을 밝 

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제22항의 [붙임] 

에 규정된 것으로1 “-업읍， 브 ”가 붙어서 된 말이다. “미럽다， 우습다， 

미쁘다”가그 예다. 

북쪽의 “맞춤법” 제19항의 규정은 “조선말맞춤법”과 원칙적으로 동일 

하다. 다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과 어울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 히”를 밝힌다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조선말맞춤법”의 예외 규정은 “맞 

춤법” 제2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æ항 어근과 접미사가 어울려 그 뭇이 달라진 경우에는 어근과 접미 

사를 밝혀 적지 아니한다. 

“거두대곡식을 ), 드리대선물을)， 미루다， 바치대공량을)， 부치대펀 

지를-)， 이루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22항의 다만 및 “맞춤법”의 제22항과 같은 것이다 

“한글맞춤법”에서는 ‘“ 이 , 히 , 우 ’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돗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위의 보기 

외에 “도리대칼로 ), 고치다” 등이 있다. 

제21항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어근과 어울렬 적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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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는 경우 

(1)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길이， 깊이， 다듬이， 손잡이， 같이， 굳이， 좋이， 정다이， 집집이， 몫몫 

이， 푼푼이” 

융
 

어
근
 

”
-
口
옮
 

씨
 쁨
 

녕H
 띠해
 

만
 뚫
 

년
념
 
음
 

뺨
 영C

 

이
μ
 

(3) 사역 또는 피동을 나타내거나，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 “-이， 

→우 -으키 -이키， 애” 

“놓이다， 높이다， 먹이다， 돋우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4) “ 거리”와 어울렬 수 있는 어근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이” 

“덜렁이다， 번쩍이다， 움직이다” 

2)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지 않는 경우 

(1) 어근에 “이 음” 이외의 접미사 붙어 이루어진 명사나 부사 

“나머지， 마감， 마개， 마중， 지붕， 끄트머리， 바깥， 너무， 도로， 바투， 비 

로소， 자주， 뜨덤뜨텀， 거뭇거뭇， 오긋오긋” 

(2) 의성의태어에 “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 

“개구리， 꾀꼬리， 귀뚜라미， 기러기， 딱따구리， (더퍼리)" 

(3) 어떤 토나 “하다”가 붙어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명사나 부사 

“동그라미， 갑자기， 반드시( 하여야 한다l， 슬며시” 

(4) 접미사 “-쌓(→떻)"， “ 업( 압)"， “ 읍”이 붙어 이루어진 형용사 

“가떻다， 누렇다， 발강다， 써느렇다， 간지럽다， 미넙다， 보드랍다， 시끄 

럽다， 우습다” 

위의 1)의 (1), (2)는 “한글맞춤법”에서 어간과 붙어서 된 말과 명사와 

붙어서 된 말로 니누어 규정한 것이다. 어간과의 결합은 제19항 1, 2, 명사 

와의 결합은 제æ항의 1， 2에 규정되어 었다. 1)의 (4)는 “한글맞춤법” 제24 

항과， “맞춤법” 제z3항의 (6)과 같은 것이다. 2)의 (1)도 “한글맞춤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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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항의 [붙임]과 제:J)항의 [붙임]에 규정되어 었다.2)의 (2) 의성의태어 관 

계는 제z3항의 [붙임]에 규정해 놓았다. 여기서는 어근에 “-하다”나 “←거 

리다”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원을 밝히는 기준으로 삼았다. 붙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원을 밝힌다. “조선말맞춤법”의 “더퍼리”는 한글맞춤 

법 제z3항에서 어원을 밝히는 경우이어 “더펄이”로 적게 되어 있어 차이 

가난다. 

북쪽의 “맞춤법” 제z3항은 “조선말맞춤법” 제21항과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맞춤법”에는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는 경우로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될 수 있는 “人” 받침으로 끝난 어근과 어울려 부사를 만드는 

경우(끗끗이， 깨끗이)와， 형용사를 만드는 “없"(덧없다， 부질없다)을 더 추 

가하고 있다. 그리고 밝혀 적지 않는 경우의 용례로 어떤 토나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이” 이외에 “애기 “어 

기(에기)"， “아기”를 추가하고 었다~(호르래기)， (부스레기) ). 이는 “조선말 

맞춤법”과 다른 점이다. 

제22항은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 이， 히”를 규정한 것이다. 

1) 어간에 “하다”를 붙일 수 있는 부사 

(1) 받침 “人， 기”을 제외한 기타의 받침과 모음 아래에서는 “히” 

“덤텀히， 마땅히， 부지런히， 영원히 고요히” 

(2) 받침 “人” 아래에서는 “이” 

“깨끗이， 따뜻이， 뚜렷이” 

(3) 받침 “ ," 아래에서는 발음에 따라 “이 “히" (한자어는 전부 “히 고 

유어는 대부분 “이”로 적는다) 

“엄격히， 정확히， 가득히， 똑똑히， 진득이， 큼직이， 수두룩이， 납죽이” 

2) 어간에 “하다”가 붙을 수 없는 부사는 “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뚜 

렷이 “히”로 발음되는 것은 “히”로 적는다. 

“기어이， 번번이， 고이， 공교로이， 감히， 극히， 특히， 가히， 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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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글맞춤법” 제51항에서 “이”로만 나는 것， “히”로만 나는 것， “이， 

히”로 나는 것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소 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에 대해 “조선말맞춤법”은 좀더 구체적이다. 이를 규정한 북쪽의 “맞춤법” 

제24항은 두 맞춤법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저17장 한자어의 적기 

제z3항 한자어는 음절마다 조선어 현대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 

로하였다. 

CD 인민， 혁명， 녀지{女子)， 뇨소(原素)， 로동(勞動)， 량식(種食)， 례외(例外) 
@ 열체(一切)-절실(切實)， 당분(廳分)→사탬妙觸)， 성위(省委)-생략(省略)， 

동북(東北) 패배(敗北) 

그러나 습관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나팔(빼띠)， 나시{觸絲)， 노(擔)， 시월(十月 ), 류월(六月 ), 오뉴월(五六月 ), 

유리(짧짧)" 

“맞춤법” 제25항도 마찬가지다. 다만 변한 소리의 보기는 차이를 보인 

다. 이와는 달리 “한글맞춤법”의 한자어 표기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조선어 현대 발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으로， 語頭의 “근” 소리와 口

蓋音化한 “L"소리를 “현대발음”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글맞춤법” 제10항 12항에서는 이틀을 소위 “두음 

법칙(頭音法則)"이라 하여 인정하지 0매한다. 그래서 이를 인정하는 “조 

선어맞춤법”이나 “맞춤법”의 표기와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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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은 제10항에서 어두의 “녀， 뇨， 뉴， 니”를 “여， 요 유， 이”로 

적고， 제11항에서 “랴， 려， 례， 료1 류， 리”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고， 

제12항에서 “라， 래， 로 뢰， 루， 르”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기로 하 

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10항에서 의존명사에서의 “냐， 녀” 음의 인정: 냥(兩)， 냥충(兩 ), 년(年)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 
리는 두음법칙 적용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 

女뽑) 

*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뒷말에 두음법칙 적용: 한국여자대학 
(韓國女子大學)， 대한요소비료회사{大韓民素眼料會社) 

* 고유어의 경우에도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 (고약한) 녀 

석， (패찜한) 년， (실 한)님， (엽전 한) 덮 

제11항에서 의존명사 “리(里)， 리(理)" 인정 

* 모음이나 “L" 받침 뒤의 “렬， 률”은 “열， 율”로 적음: 나열(羅列)， 비열 

(뽑1;)， 분열(分짧)， 선열(先烈)， 규율(規律)， 비율(比率)， 선율(旅律)， 전 

율(戰煙)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의 뒷말의 첫소리 
는 두음법칙 적용: 역이용(道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와 數에도 두음법칙 적용: 서울여관{旅館) 
신흥이발괜理髮館)， 육천육백육십(六千六百六十) 

제12항에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에 두음법칙이 적 

용되는 것으로 봄: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 

리적(非 論理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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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것의 표기는 “한글맞춤법” 제52항에서도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을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용례는 치이를 보인다. “한글맞춤 

법”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괄호 안은 다른 맞춤법과 차이가 나는 표 

기이다)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낸萬難)-(곤란困難)， 

(논란論難)j 안녕(安寧)-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念感)-(대로大짧)， 희 

로애락(喜感哀樂V 토론(討論)→의논(議論V 목재(木材) 모과{木띠)/ 팔월 

(八月 ) 초파일(初A 日 )" 

이 밖에도 불교용어 “보리(홈提)， 도량(道場)， 보시(布施)" 및 “댁내(힘 

內)， 모란(밤月)， 통찰(洞察)， 설탕(雪觸)"과 같은 속음도 있다. 

제24항 한자 “不”의 음은 “E , Z”소리 앞에서는 “부”로 적고， 그 외에는 

“불”로 적는다. 

“부단(不斷)， 부당(不當)， 부자연(不엽然)， 부적당t不適當)， 부족(不足)， 

부지중(不知中)" 

이는 “한글맞춤법”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28항의 해 

설에서 “不”의 “2." 받침소리가 떨어져 “부”로 읽히는 단어는 떨어진 대 

로 적는다며 예를 들어 놓았다. “맞춤법”에도 이러한 규정은 없다. 

제25항 한자어에서 모음 “~l"는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키로 하였다. 

“세계(世界)， 계샌計算l， 례절(禮節l， 혜택(惠澤)， 예술(藝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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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제3s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글맞춤법” 제8항에서는 이와 

는 달리 “계， 례， 메， 폐， 혜”의 “쉬 ”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말맞춤법” 

에서 인정하지 않은 한자음 “예 폐”를 더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말 

맞춤법”에 따른 “연메(連俠)”， “개페(開閒)， 심페(心師)， 페기(廢棄)， 화페 

(貨뺑)" 등은 “한글맞춤법”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제엉항 한자어에서 모음 “-1"가 틀어 있는 음절로 “희， 의”만을 인정한 

다 

“희맴希望)， 유희(遊戰)， 회의(會議)， 의의(意義)， 의학t醫學)" 

“맞춤법” 제'll항도 마찬가지다. “한글맞춤법” 제9항에서는 “-1"는 “ 1 " 

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1"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한자음 “희， 의” 

외에 고유어 “무늬， 하늬바람， 널리리， 띄어쓰기， 씌어， 틱어， 희다” 등의 

예를 들고 있다. “한글맞춤법”도 결과적으로 한자어의 경우 “희， 의”만을 

인정한것이다. 

2.2. “효밀맞춤법”만의 규정 

“조선말맞춤법”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맞춤법의 같고 다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것으로 맞춤법의 비교 • 대조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한글맞춤 

법”은 “조선말맞춤법”이나? “맞춤법”에 비해 표기법을 상세히 규정해 놓 

았다 “한글맞춤법”에는 “조선말맞춤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규정이 있 

다. 이에 여기서는 “한글맞춤법”만의 독자적 규정을 중심으로 표기법의 

문제를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맞춤법을 살피는 목적이 한 

국어교육에 있어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살피는 

순서는 “한글맞춤법”의 차례에 따르기로 한다 



중국의 “조선말맞춤법”과 한국어교육 31 

제6항은 “드 E"이 口蓋音化히여 “^，5:.."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기본 

형태를 밝히어 “亡 E"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맏이(마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활이대할치다)， 걷히대거치다)， 

묻히대무치다)" 

다른 맞춤법에는 이들 표기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 

선말표준발음법” 제때항과 “문화어발음법” 제21항에 각각 구개음화 하는 

것으로규정되어 었다.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 

은같은글자로 적는다. 

“딱딱， 썩썩， 씩씩， 똑딱똑딱， 씀씩쪽싹，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 

類相從)， 누누이(塵慶 ), 끗끗하다， 놀놀하다， 녹녹하다， 빗빗하다， 싹싹하다， 

쌀쌀하다， 씁쓸하다， 짤짤하다” 

이 규정은 “맞춤법”에도 보이지 않는다.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높임의 뜻을 더하는 조사 “요”는 “ 요”로 적 

는다. 

“읽어-읽어요， 참으리-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맞춤법”에도 이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는 다 같이 “-요” 

로적는다. 

제25항은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 

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그 어큰이나 부사의 원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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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적기로 한것이다. 

l.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렴풋이 깨끗이”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는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와 같이 소리 

대로적는다. 

제2)항의 1.은 북쪽의 “맞춤법” 제19항 5)의 규정과 같다. 

제m항 “-하다”나 ‘L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 하다”나 “ 없다”를 밝 

혀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럽탑하다， 푹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마 시름없다 열없다 하 

염없다 

북쪽의 “맞춤법” 제23항 1)의 (5)는 위의 제m항 2.의 규정과 같다. 

제æ항 어미 “-지” 뒤에 “않 ”이 어울려 “ 잖”이 될 때와 “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때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이는 “잖" “찮의 표기를 피하고자 힘L이다. 

제41항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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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41항부터 제밍항까지는 띄어쓰기의 규정이다. 중국의 “조선어맞춤법” 

이나 북쪽의 “맞춤법”에서는 띄어쓰기를 별도 규범으로 규정해 놓고 있 

다. 띄어쓰기가 맞춤법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한글맞춤법”뿐이다. 따라 

서 띄어쓰기 규정은 체재상 “한글맞춤법”만의 것으로 보고 여기서 디루기 

로 한다. “조선말띄여쓰기”는 총칙 및 3장 æ항 “띄여쓰기”는 총칙과 5장 

22항으로 자세히 규정해 놓았다. “조선말띄여쓰기”의 총칙은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전반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조선말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사적 단어결합， 학술용어， 굳어진 말 등은 붙여 쓴다. 

3 불완전명사， 일부의 보조적 동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렇게 “조선말띄여쓰기”는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비해 좀더 붙 

여 쓰는 것이 큰 특정이다. 

“한글맞춤법” 외의 다른 규범에는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쓴다고 명문화 

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말띄여쓰기” 제1항의 “명사에 토가 붙은 

경우에는 뒤의 단어와 띄여쓴다”고 한 것이 이 규정과 연관될 뿐이다. 북 

쪽의 “띄여쓰기”도 “조선말띄여쓰기”와 같다. 

제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쓸 

수있다. 

제44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겸， 내지， 대， 및，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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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속， 등지”들은 띄어 쓴다. 

“조선말띄여쓰기” 제5항과 “띄여쓰기” 제3항에서는 의존명사{불완전명 

사)와 단위명사{제8항)를 붙여 쓰게 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조선말띄여 

쓰기” 제7항에서 수사를 적을 때 “조선문자로 단위를 달아 주거나， 순조 

선문자로 적을 경우에는 만， 억， 조 등의 단위에서 띄여쓴다”고 한 것은 

“한글맞춤법”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쪽의 “띄여쓰 

기”에서는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쓴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제45항의 규정은 “조선말띄여쓰기” 제5향 “띄여쓰기” 제3항에서 각각 “등 

대， 겸” 따위를 띄어 쓰게 되어 있어 “한글맞춤법”의 원리와 같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다 

“그때 그곳， 좀더 큰 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이에 대한 규정은 “조선말띄여쓰기”나 “띄여쓰기”에는 다 보이지 않는 

다. 

제47항 보조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조선말띄여쓰기”에서는 총론에서 “일부의 보조적동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고 붙여 쓰기로 하여 “한글맞춤법”과 차이를 보인다. 제13항의 2)에 

서는 동사 뒤에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새있마 보다 나다， 버리다， 싶다， 

말다)를 붙여 쓴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 O}ö]:, 

어야 여야 -게， 도록지， 군”형 뒤에 오는 보조적 동사는 띄어 쓰기 

로 하였다. 북쪽의 “띄여쓰기”에서는 제10항의 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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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2) “아 어， 여”형의 동사나 형용사에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가 직접 어울 

린 것은붙여쓴다. 

“돌아가다， 묶아대다， 젊어지다， 쓸어버리다， 베껴주다， 견디여내다” 

(3) “아 어， 여”형이 아닌 다른 형 뒤에서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는 

붙여쓴다. 

“읽고있다 쓰고계시다， 먹고싶다， 가고말다， 써놓고보니” 

제47항의 “다만”은 “띄여씌” 제10항에서 “듯， 만， 번， 법， 샤 척， 체" 

뒤에 토가 붙으면 “하다”를 띄어 쓴다고 하여 북쪽의 규정과 같다. “조선 

말띄여쓰기” 제13항에는 붙여 쓰기만 규정하고，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따 

로규정을하고있지 않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 

명 등은 띄어 쓴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 

위별로띄어 쓸수 있다. 

제밍항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 

다. 

“조선말띄여쓰기” 제2항에서는 “한글맞춤법”과는 달리 호칭어， 관직명 

도 “붙여쓰는 경우”로 규정해 놓았고 총론에서 “명사적 단어결합， 학술용 

어， 굳어진 말 등은 붙여쓴다”고 규정하여 단어별로 띄어 쓰는 “한글맞춤 

법”의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 “조선말띄여쓰기” 제4항에도 “학술용어는 

원칙적으로 붙여쓴다”고 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북쪽의 “띄여쓰기” 

에서도 제2항에서 호칭어， 관직명을 붙여 쓰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 고 

유명사의 경우 “띄여쓰기”에서는 제2항에서 개념상 “하나의 대상으로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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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덩이”를 이루는 명칭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같은 

“띄여쓰기” 제21항에서는 학술용어나 전문용어도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 

념을 나타내는 경우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맞 

춤법”의 띄어쓰기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경향을 지니는데 대하여， 다른 

두 “띄여쓰기”는 붙여 쓰는 경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53항은 어미의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구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의문 

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 (으)2까?， 

-(으)곤꼬.1"는 다른 두 맞춤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으)2까"7， -(으)2꼬?， -(스)터니까?， -(으)리까?， -(으)근쏘냐?" 

이에 대해 “조선말맞춤법” 제5항과 “맞춤법” 제6항은 “토에서 ‘근’ 뒤에 

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아니 한다”고 규정해 차이를 보인 

다'. (-2개 근고1/ -2까， 근꼬) 

제54항은 된소리로 적는 접미사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개평꾼”의 

“→꾼" “맛깔’의 “ 깔1’， “거적때기”의 “-때기" “팔꿈치”의 “ 꿈치 “고틀빼 

기”의 “ 빼기 “멋쩍다”의 “ 쩍”과 같은 것은 예사소리 아닌 된소리로 적 

는다. 다른 두 맞춤법에는 규정이 따로 없다~ (다만 중국과 북쪽의 경우 

“꾼”은 “군” “맛짤’은 “맛갈” “멋쩍다”는 “멋적다”로 표기하여 차이를 보 

인다J 

제55항은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을 “한글맞춤법”에서 한 

가지로 적기로 한 것이다. 

“맞추다 · 마추다〉 맞추다， 뻗치다 • 뻐치다〉 뻗치다” 

제!:ß항은 “ 더라， 던”과 “ 든지”의 구별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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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던”으로 2. 물건이나 일의 내용 

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제57항은 구별하여 적어야 할 여러 가지 말을 제시한 것이다. 이틀은 

語文生活에 많은 혼란을 빚기 때문에 특히 명문화해 놓은 것이다. 

“가름- 갈음， 거름 걸음， 거치다 걷히다， 걷잡다 겉잡다， 그러므로 그 

럼으로(써)， 노름- 놀음(놀이)， 느리다- 늘이다- 늘리다， 다리다- 달이다， 다 

치다 닫히다 닫치다， 마치다 맞히다， 목거리 목걸이， 바치다 받치다 

받히다← 밭치다， 반드시- 반듯이， 부딪치다- 부딪히다， 부치다- 붙이다， 시 

키다 식히다， 아름 알음 앓， 안치다 앉히다， 어름 얼음， 이따7← 있다 

개 저리다- 절이다， 조리다- 졸이다， 주리다- 줄이다， 하노라고- 하느라고， 

느니보대어미) 는 이보대의존명사). -(으)리만큼(어미)- -(으)2 이만 

큼(의존명사)， -(으)러(목적)- -(으)려(의도)， -(으)로서(자격) 으로써(수 

단)， -(으)므로써미)- ( 口， 음)으로(써)(조사)" 

제55， ffi， 57항은 “맞춤볍”에도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이며， 제55항은 “한 

글맞춤법”에서 종전의 용법을 개정한 것이나 실제 표기는 오히려 다른 

두맞춤법과동일하다. 

3. 맞춤법과 한국어교육의 방향 

언어생활은 대부분 음성언어에 의해 이루어지나， 문자언어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문자언어의 생활이란 곧 읽기 • 쓰기의 생활이다. 맞춤 

법은 이 가운데 특히 쓰기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문자에 의한 효 

과적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 맞춤법을 익히고 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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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다 

“맞춤법”은 이러한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위해 사회적인 규범으로 규정 

해 놓은 실용적 규범이다. 한국어의 경우 표기법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각기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쪽이나， 북쪽 

이나 중국에서 쓰이는 넓은 의미의 한국어가 같은 언어이고 보면 이렇게 

다른 규범에 의해 언어생활을 수행하게 할 일이 아니다. 통일된 규범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언어생활이 원활하고 효과적으 

로 수행되는가 하면 민족적 정체성도 지니게 한다. 따라서 이는 하루 속 

히 통일돼야 한다. 다행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나라의 맞춤법은 

그리 심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박갑수， 1Ð4). 

CD 사이시옷의 표기 여부 

@ 어간 모음 “ 1, B, 11, 괴， -n, --1"의 “ 어/-었”과 “ 여/ 였”의 표기 

@ 한자의 어두음 “근”과 구개음화된 “ L"의 표기 

@ “이”와의 합성어에서 변이음 “니”의 표기 

@띄어쓰기 

이러한 써는 남북 공통의 표기법이었던 “한글맞춤법통일안” 시대로 

회귀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QXZ(3)의 문제가 해 

결되고 @도 많은 것을 붙여 씀으로 조절된다'.@는 형태주의 표기 원칙 

에 의해 변이음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바람직하다. 

언어생활의 통일을 꾀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곧 민족어 교육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7}? 여기서는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방 

안을 맞춤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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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흔택어 교육의 강화 

중국의 언어 규범은 대체로 북쪽의 언어 규범을 수용한 것이다. 띠라서 

앞으로는 남쪽의 언어 규범에 의한 교육을 강화함으로 남북의 언어생활 

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급감하고 있고， 集居地域

이 줄어드는가 하면， 조선족 학교가 날로 감소 · 위축되고 있어 조선족 사 

회의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거기다가 한국인의 진출이 날이 갈수록 증 

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 散居地域의 주민이 많게 되고， 한국인과 

많은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은 한국의 언어 

규범에 따른 한국어 교육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거기에 

다 이미 조선족의 구어는 많은 부분 “조선어” 아닌 “한국어”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맞춤법”을 익혀 문자언어도 “한국어”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더구나 근자에는 韓流의 바람이 불어 한국어의 학습 열기가 뜨겁 

다. 이런 때 漢族 아닌 우리 동포라면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학교의 교육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니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體系 속의 교육 

한국어교육은 교수 • 학습 목표를 정하고， 체계 속에 교수 • 학습을 하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떤 맞춤법의 체계를 가르칠 것인 

가부터 정해야 한다. 중국의 東北 르省의 경우는 “조선말맞춤법”을 기본 

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은 남북의 어느 표기법을 교수 · 학습할 것 

인가 선택해야 한다. 동북 삼성의 경우에도 한반도에 진출할 학습자를 위 

해서는 남북의 맞춤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도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낱 

말 하나하나의 개별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맞춤법의 체계 속에서 개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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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을 바꾸면 구성 요소를 구조 속에서 파 

악하듯， 맞춤법의 틀 속에서 개별적 표기법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맞춤법의 원리를 인식함으로 개별 

어만이 아니라， 체계와 구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어느 하나의 규범을 익힌 경우에는 비교 

설명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비교를 통한 차이점에 더욱 비중 

을 두고 교육할 수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익힌 경 

우도마찬가지다 

셋째， 통합적 기능교육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 교육은 단일 기능 교육으로 수행하기 

는 곤란하다. 통합적 기능 교육으로 꾀해져야 한다. 그래서 실러버스도 

통합적 기능교육을 하도록 작성하는가 하면 교재도 그렇게 편찬된다. 표 

기법의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표기법이라는 쓰기 교육은 쓰기 단독으로 

운영되기에는 적당치 않다. 그렇게 되면 학습자가 흥미를 잃게 될 뿐 아 

니라， 학습 효과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말하기와 쓰기， 듣기와 쓰기， 원 

기와 쓰기같이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찰 및 

조사 기록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짓 

기와연계하는것이다 

넷째， 구조적 실러버스에 의한 교육 

언어의 구조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표기법 교육을 한다.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의 구조적 면과 관련지어 맞춤법 교육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의 맞춤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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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발음과 표기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괴리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정서법 교육 

을 음운면과 연계지어야 하는 큰 이유다. 발읍과 표기의 차이를 빚게 하 

는 것은 誤用과 音題變異現象 때문이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음법칙， 절음법칙， 경읍화현상， 모음동화， 자음동화{비음화， 설측음화，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전설모음화， 원순모음화， 구개읍화， 음운첨가 따위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이현상을 알지 않고는 올바른 표기를 할 수 없 

다. 발음되는 대로 표기를 함으로 잘못을 빚기 십^J이다. 이런 오용과 변 

이현상의 예를 몇 가지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읍법칙: 닭이〉다기， 들녘에서〉들녀게서， 무릎에〉무르베， 밭을〉바출， 젖 

스
 

E 쇠
 아
 

ι
 
F 

경읍화현상: 감다〉깜다， 닦다〉땀다， 등기〉등끼， 부러지다〉뿌러지다， 창고〉 

창꼬 

모음동화현상 가자미〉가재미， 먹이다〉메기다， 벗기다〉베끼다， 손잡이〉손 

재비 

설측음화: 건립〉결립， 난리〉날리， 신라〉실라， 전링’절량， 칼날>칼랄， 한랭〉 

할랭 

연구개음화: 갑갑하다〉가깝하다， 둔갑>퉁갑， 꼼꼼히〉꽁꼬미， 젖가슴〉적까 

슴， 한국〉항국 

양순음화: 꽃밭〉꼽빨， 단백질〉담백질， 샅바〉삽빼 신문〉심문， 젖먹이〉점머 

기， 찬물〉참물 

구개음화: 가을걷이〉가을거지， 같이〉가치， 받히다>tl}~l다， 해돋이〉해도지， 

훌이〉홀치 

어휘의 면에서는 표준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글맞춤법”에서 기 

본원칙을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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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아무리 표기법에 통달하고 있 

다 하더라도 표준어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바른 말을 표기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남， 낫， 낮， 낯， 낱”이란 단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바른 표기를 할 수 없다 “윷， 녘， 붙， 짚， 낳이， 샀， 끓， 옳다’의 받침을 제 

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도 표준어와 관련된 문제이고， “바치다， 

받치다， 받히다， 밭치다”를 구별 표기하는 것도 표준어의 문제와 관련된 

다. 낱말의 어원이나， 합성 및 파생과 같은 造語法도 표기상의 문제를 제 

기한다. 따라서 맞춤법에 맞게 제대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낱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런 변에서 표준어 학습과 맞춤법의 지도는 맞물려 돌아가 

야한다. 

문법면도 마찬가지다. 우선 낱말과 낱말이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음운 

변이나， 피동과 사동 접사가 연결되면서 생겨나는 음운변이 등이 문법적 

지식 없이는 바른 표기를 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용언의 활용 또한 주의 

하여야 할 학습 대%에다. 더구나 올바른 표현 원만한 언어생활을 전제 

로 할 때 문법과 표기는 벨래야 펠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 따라서 문법 

교육을 하는 가운데도 표기법의 지도를 아울러 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춤법의 지도는 이렇게 書寫言語의 지엽적인 일부분으로서 지도할 

것이 아니라， 언어 구조의 전반에 걸친 지도와 상호관련 속에 꾀해져야 

한다. 

다섯째， 키친 랭귀지의 지양 

언어교육은 習得이나 學習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언 

어는 학습보다는 습득에 의해 체득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생소한 외국 

어의 경우는 학습에 의해 많이 익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경 

우는 현지어가 아닌 모어의 경우 습득의 과정을 많이 겪게 된다. 우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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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에 거주하는 2세， 3세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어깨너머로 듣고 한국어를 배운다. 따 

라서 들은 풍월로 배워 말을 하는 것이라 그것은 바르고 정확한 것이 못 

된다. 이러한 말을 흔히 키친 랭귀지(닝tchen lan맹age)라 한다. 이러한 키 

친 랭귀지는 학습을 통해 바로잡게 된다. 그리고 문자언어를 학습하며 정 

확해진다 

모국어를 익힌 자국인의 맞춤법 교육과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외국 

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재외동포의 맞춤법 교육은 차원이 다르다. 중국의 

각급 학교에서 학습하는 우리 동포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이런 키친 랭 

귀지의 소유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바른 음성언어를 가르쳐 주고， 

나。}가 문자언어를 가르쳐 줌으로 올바른 한국어가 정착되도록 하어야 

한다. 이때에 맞춤법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불분명한 음성 

언어에 분명한 형태를 제공하며 어법에 맞는 언어생활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키친 랭귀지 

의 단계를 빨리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맞춤법의 교수 • 학습 

이 필요하다. 

여섯째， 구체적 맞춤법 지도 

구체적으로 철자볍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앞의 논의에서 다 

소 그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그것은 표준어 교육을 강화하고， 작문교육 

을 통해 맞춤볍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는 강의를 하거나， 써 오게 

하는 과제를 주기보다 발견 • 탐구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 

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자법의 체계 속에서 개별어의 표기법을 발 

견하고 탐구하는 교수 • 학습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사 

회 현징F이란 실제 장면을 활용하면 훨씬 흥미로운 교수 • 학습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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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교수 • 학습은 통합적 교수 • 학습을 하도록 할 일이다. 교재의 

맞춤법과 다른 “맞춤법”을 비교 대조빼 그 쩨점을 찾게 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맞춤법의 교수 • 학습은 자칫하면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기 쉬우므로， 무엇보다 다OJ=한 교수 •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로 하여금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어] 효택어교육， 조선말맞춤법， 효띨맞춤법， 맞춤법 

참고문헌 

박겁수(1뺑)， w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집문당 

박갑수(200))， W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글학회(1쨌)， W한글맞춤법 통일앤원본 및 고친 판 모음)~， 한글학회 

岩淵j뻐太郞 外(1얀7)， W表記 · 文法指導事典~， 第一法規

* 본 논문은 axE. 12. 2 투고되었으며， axE. 12.6 심사가 시작되어， 때E 12. 11 심사가 
종료되었읍. 



중국의 “조선말맞춤법”과 한국어교육 45 

• Abstract 

A Language Standard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China 

Park, 없p Su 

까1e IJUI1Xl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rules of spelling for successive 

Koli없1 lan뼈ge 빼cation in 떠na Diversity of 1때뻐ge rules rr때<es some 

problems. 

In this study, 1 corr뼈red ‘Joseon I뻐밍.mge orth맹raphi떠I rules’ used in αùna 

with ‘Korean I뻐g뻐georth앵raphi떠lrules’ 떠ed in South Korea First, 1 com때-ed 

these 대10 때1맹raphi떠I rules focusing on the 잃men얹S 때 differenæ. seco따 I 

consl따벼 the rules in ‘Koli없1 I때uage orth맹raphical rules’ which ‘Joseon 

lan밍뻐ge 0빼앵raphical rules’ dæsn’t include. As occasion d앉m때S， 1 considered 

‘Orth맹aph때lrules’ used in North Korea Af따 the뚱 considemtion, 1 tried to find 

a way for de잉rable Korean 1m땅뻐ge 어ucation 

As a result, orth앵raphical rules in these three countries are proved to be 

sinùlar. However, they show sorrε differ윈1æs such as spacing woms. The problern 

of these differences can be solved by coming back to the age of ‘a draft for unified 

Koli없1 orth맹raphy sys떠11’ 

η1e ways of 없C비ng Koli없1 1m핑뻐ge in China to unify use of 1m핑뻐ge are 

as follows. First, devel빼19 of Korean I때밍l맹e education is neæssary. 'Ko뼈n 

l뻐聊ge’ sho띠d be a mat벼al of 어ucation instead of ‘Jos∞n lan聊ge’ 않mnd， 

systernatic instruction is neæsSaJγ. 돼rd， s없애ng， lis뼈ing， reading, wri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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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taught together. Fourth, 0벼1맹raphi띠1 rules sho버d be taught related to 

constIUction of 1뻐밍lage. F표th， 때tchen lan밍l맹e’ sho띠d be subla뼈 Foreigne연 

때10 φn’t know Ko뼈n language well can't teach it well. Sixth, orth맹raphi떠l 

rules sho띠d be taught rela때 toorth맹I빼lÏcal sys따n And 없chers sho띠d let 

the students find orth맹raphi떠1 rules 며1d investigate it using various teac비ng 

rnethods. 

[Key Wo떠1] K이많n 터맹떠ge EcIucation as a foreign 뼈맹뻐ge， φseon language 

orth앵raphical rules(China)’, ‘Korean language orth맹raphi떠1 rules 

(South Ko없)’， ‘orth맹raphical rules(N뼈1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