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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현재 남북의 언어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

로 어휘와 어문 규범이다. 따라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면, 어휘와 어

문 규범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국
립국어원이 세워진 이래, 남북 어휘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 왔다. 그리고 그 방향도 명확하였다. 현재 남북의 어휘 연구는 

단순히 비교하는 연구에서 통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신중진 외 2015, 2016). 신중진 외(2015, 2016)에서는 전문용어의 통

합 원리 및 남북 언어 통합에서 전문용어의 통합이 차지하는 비중에 

* 이 논문은 2015년, 2016년에 국립국어원의 연구 과제인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 남북 전문용어 구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함께 연구를 나눈 연구진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2016년 겨울 한국언어문화학회에서 토론자로서 조

언을 아낌없이 베풀어 준 김민국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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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문 규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동안 어떠했을까? 주

지하듯이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
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어문 규범은 사회문화적으로도 

관심을 받는다. TV에서는 어문 규범을 묻는 문제가 더러 나오며, 각
종 시험에서도 두루 출제된다. 국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대학수

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시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TOPIK과 같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시험에서 어문 규범 문제는 합격의 당락

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과 달리, 어문 규범과 관련된 연구는 그간 학계

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교육 현장에서도 어문 규범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상당히 빈약하다.1) 아울러 어문 규범에 대한 학계 간 입

장 차이도 크다. 국어학계에서는 어문 규범의 자리를 국가 주도 사전

으로 대신하자고 주장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조태린 2016; 정희

창 2014ᄂ; 최경봉 2008 등). 이와 달리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어문 규

범의 교육적 필요성 및 효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

고 있다(민현식 2007; 구본관 2008 등). 
어문 규범과 관련된 문제는 통일 이후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문제

는 크게 둘로 나뉜다. 남측의 어문 규범과 북측의 어문 규범의 조화 

지점을 찾는 것과 이들을 교육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전자

는 국어학계에서 그 임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후자는 국어교육

학계와 한국어교육학계에서 그 역할을 양분할 것이다. 통일 이후의 

민족어 교육은 국어 교육의 영역도, 한국어 교육의 영역도 아니기 때

문이다.2) 따라서 통일 이후의 민족어 교육은 한국어와 관련된 모든 

1) 어문 규범이 국어 교과에 많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국어교육학계에서 차지하고 있

는 문법 교육의 위상과 관련된다. 문학 교육 및 교과 교육론(표현 이해 교육)에 비해 

문법 교육의 위상은 그리 높지 못하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 현장에서 어문 규범 역시 

그 자리가 확고하지 못하다.

2) 통일 이후의 민족어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쪽은 국어교육이다. 현재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어문 규범 몇 문제　43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어문 규범의 통합은 어휘의 표기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휘의 통합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아울러 어문 규범의 통합

은 통일 이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 이전에 남과 북이 어문 규범에 

합의해야 통일 이후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면, 그 문제 사항에 대해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그 가치를 찾고자 한다. 어문 규범과 관련

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글은 전문용어의 통합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남북 어문 규범 몇 문제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다. 주지하듯이 전문용어의 수는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본

고는 남북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만 논의의 폭을 제한

한다.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통합이 통일 시대 이후에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신중진 외 2015).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이 글의 연구 대상을 상

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기존 연구인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수집

한 전문용어의 현황을 제시한다. 이 중 어문 규범의 차이로 인해 이질

성이 발생한 어휘들의 현황을 정리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어휘들 중 한글 맞춤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용어들을 언

급하고, 그 유형을 구체화해 보도록 한다. 4장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으로 인해 서로 다르게 쓰는 어휘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함

께 진행한다. 5장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이 함께 적용되

어 달리 표기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 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2009 고등학교 교육 과정, 2015 교육 과정에서 교육 목표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이
에 발맞추어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에서 통일 이후의 국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

만 북측 주민에 대한 관점에 따라 한국어교육에서도 목소리를 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민족어 교육은 그 주도권을 향한 치열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논의에서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두루 지칭하는 용어로 민

족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도록 한다. 민족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은 고영근
(2008)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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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문 규범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

이 장에서는 어문 규범에 따라 남북 전문용어가 얼마나 차이가 발

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신중진 외

(2015, 2016)에서 수집한 전문용어에 토대를 두고자 한다. 신중진 외

(2015, 2016)에서는 남북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그 통

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남측과 북측에서 각기 

사용하는 교과서 및 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한 후, 일
정한 기준에 따라 한 쪽의 전문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

에서는 여러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3)

(1) ㄱ. 수학 및 자연과학에서 쓰이는 기초 전문용어는 이질성이 그리 크지 

않다.

ㄴ. 수학 및 자연과학에서 쓰이는 심화 전문용어는 기초 전문용어보다 이

질성이 크다.

ㄷ. 체육 분야에서 쓰이는 남북 기초 전문용어의 이질성은 매우 심하다.

(1)은 신중진 외(2015, 2016)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남북 전문용어

의 이질성 경향을 요약한 것이다. 전문용어의 사용 분야 및 난이도를 

변수로 설정하고 남북 전문용어의 이질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중진 외(2015, 2016)에
서는 어문 규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남북 전문용어의 현황에 대해

서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4)

3) 구체적인 현황과 수치에 대해서는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상세히 제시한 바 있

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논의는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 

4) 신중진 외(2015, 2016)에서는 어문 규범에 따라 남북 전문용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Aa형으로 약칭한 바 있다. 본 논의에서도 이들 유형을 Aa형으로 부르도록 한다. 아울

러 신중진 외(2015, 2016)에서는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의 형태 및 표기가 

동일한 유형을 AA형, 형태 및 표기가 완전히 다른 유형을 AB형으로 부른 바 있다. 본 

논의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신중진 외(2015, 2016)에서는 수학 및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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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제시한 Aa형 현황이다(괄호 

안의 숫자 및 %는 신중진 외에서 수집한 용어 대비 비율). 주목할 만

한 사실은 영역에 따라 Aa형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학 및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 중 어문 규범에 따

른 차이로 이질성이 발생한 용어는 대략 150∼200개이나, 체육 전문

용어는 29개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

렵다. 다만 남측의 체육 전문용어들이 순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5)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문 규범의 통합이 전문용어의 통합

에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문 규범 전 영

역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로마자 표기법

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위 영역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는 외국

에서 들어온 용어가 많은데, 이들의 표기와 로마자 표기법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의에서는 로마자 표기법

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이 글은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에 집중하여 Aa유형을 논의하도록 한다. 다만 표준어 규정 중에서는 

복수 표준어 규정이 전문용어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학 분야의 기초 및 심화 전문용어, 그리고 체육 기초 전문용어을 수집한 바 있다. 본 

논의에서는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 전문용어를 [기초]로, 수학 및 자연과학 분

야의 심화 전문용어를 [심화]로, 체육 분야의 기초 전문용어를 [체육]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5) 수학 및 자연과학 용어와 달리, 체육 전문용어에 대해 남과 북은 약 80%정도의 차이

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AB유형의 수가 AA, Aa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신
중진 외 2016 참고). 

기초 심화 체육 총계

개수 179 155 29 363

비율 49.3% 42.7% 8.0% 100%

표 1. 어문 규범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뒤에서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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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아울러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제시한 용어들이 남측과 북측

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전문용어의 특성상 어문 규

범을 꼭 준수했다고 보기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본 논의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용어 중 각국의 어문 규범에 따

르고 있는 것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어문 규범의 준수 여

부는 국가 주도 사전에 실려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도록 한

다.6) 국가 주도 사전의 등재 여부는 어문 규범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그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는 남과 북의 국가 주도 사전을 바탕으로 어문 규범 상 차이

가 나는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용어는 총 146개이다.7) 이 글

에서는 이들 용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주로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집중하여 이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와 함께 표준어 규정에 대한 언급이 곁들여질 것이다. 

6) 본 논의에서는 북측의 국가 주도 사전으로 2006년도에 출간한 조선말대사전(증보

판)과 2010년도에 출간된 광명백과사전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두 사전에서 제시

하는 용어가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광명백과사전의 용어를 선정

하였다. 광명백과사전이 조선말대사전보다 최근에 출판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
울러 남측의 국가 주도 사전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선택하였다. 물론 최근에 우
리말샘이 공개된 바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7) 특이한 점은 <표 1>과 <표 2>의 수량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신중진 외
(2015, 2016)에서 의지한 자료에 기인한 것이다. 신중진 외(2015, 2016)에서는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는 남북과학기술용어집에, 체육 분야의 용어는 최기호 외(2007)
에 상당히 기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표 1>과 <표 2>의 결과 차이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기초 심화 체육 총계

개수 80 56 10 146

비율 54.8% 38.1% 6.8% 100%

표 2. 어문 규범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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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 

이 장은 146개의 용어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달라진 용어들을 확

인한 후, 몇몇 문제들을 짚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음은 한글 맞

춤법으로 인해 남북 전문용어에 이질성이 발생한 용어 현황을 정리

한 것이다.
<표 3>은 남북 전문용어 중 한글 맞춤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146개의 용어 중 57개(39.0%)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것이었다.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모두 제시하도록 

한다.
<표 4>는 한글 맞춤법에 의해 남북 전문용어가 차이가 나는 것을 

목록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57개 중 56개가 두음법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나머지 한 개는 후술). 대부분의 어휘가 남측

에서는 두음법칙을 준수하고, 북측 어휘는 그렇지 않다. 단 하나의 예

외가 존재하는데, 24번의 귀류법과 귀유법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역시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음

법칙에 관한 사항만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외적인 부분 역

시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이를 위해 발음과 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발음에 대

해서 본고는 먼저 두음법칙을 인정하는 쪽의 손을 들어 주고자 한다. 

8) 박동근(2006:110)에서는 두음법칙만큼은 절충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

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남북 어문 규범 통합과 두음법칙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논의로는 박샛별(2011) 등이 있다.

기초 심화 체육 총계

개 수 33 22 2 57

비 율 57.9% 38.6% 3.5% 100%

표 3. 한글 맞춤법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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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남측 ᐨ 북측 분야 번호 남측 ᐨ 북측 분야

1 농구 ᐨ 롱구 체육 30 연속함수 ᐨ 련속함수 기초

2 농구대 ᐨ 롱구대 체육 31 직육면체 ᐨ 직륙면체 기초

3 난류 ᐨ 란류 기초 32 불연속면 ᐨ 불련속면 기초

4 맥놀이 ᐨ 맥노리 기초 33 유성체 ᐨ 류성체 기초

5 양자 ᐨ 량자 기초 34 영차반응 ᐨ 령차반응 기초

6 양자론 ᐨ 량자론 기초 35 이상기체 ᐨ 리상기체 심화

7 양자수 ᐨ 량자수 기초 36 뉴톤역학 ᐨ 뉴톤력학 심화

8 양자화 ᐨ 량자화 기초 37 대전입자 ᐨ 대전립자 심화

9 연속 방정식 ᐨ 련속방정식 기초 38 대통일이론 ᐨ 대통일리론 심화

10 열효율 ᐨ 열효률 기초 39 동역학 ᐨ 동력학 심화

11 유체 ᐨ 류체 기초 40 양자역학 ᐨ 양자력학 심화

12 임계각 ᐨ 림계각 기초 41 열역학 ᐨ 열력학 심화

13 자유낙하 ᐨ 자유락하 기초 42 열역학 제3법칙 ᐨ 열력학 제3법칙 심화

14 자유입자 ᐨ 자유립자 기초 43 열역학 제0법칙 ᐨ 열역학 제0법칙 심화

15 핵분열 ᐨ 핵분렬 기초 44 이력곡선 ᐨ 리력곡선 심화

16 감수분열 ᐨ 감수분렬 기초 45 임계상태 ᐨ 림계상태 심화

17 난소 ᐨ 란소 기초 46 절대영도 ᐨ 절대령도 심화

18 난자 ᐨ 란자 기초 47 통계역학 ᐨ 통계력학 심화

19 분열조직 ᐨ 분렬조직 기초 48 투자율 ᐨ 투자률 심화

20 세포분열 ᐨ 세포분렬 기초 49 구아노신3인산 ᐨ 구아노신삼린산 심화

21 연관유전 ᐨ 련관유전 기초 50 난원세포 ᐨ 란원세포 심화

22 자율신경 ᐨ 자률신경 기초 51 분열 ᐨ 분렬 심화

23 핵분열 ᐨ 핵분렬 기초 52 산화적인산화 ᐨ 산화적린산화 심화

24 귀류법 ᐨ 귀유법 기초 53 여포자극호르몬 ᐨ 려포자극호르몬 심화

25 불연속 ᐨ 불련속 기초 54 여포 ᐨ 려포 심화

26 수열 ᐨ 수렬 기초 55 유사분열 ᐨ 유사분렬 심화

27 연립방정식 ᐨ 련립방정식 기초 56 유인원 ᐨ 류인원 심화

28 연립부등식 ᐨ 련립부등식 기초 57 이중나선 ᐨ 이중라선 심화

29 연속 ᐨ 련속 기초

표 4. 한글 맞춤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남북 전문용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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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사적인 현상과 북측의 현실 발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된 논의로는 이진호(2011)를 참고할 수 있다. 이진호(2011:410)에 따

르면, 중세 국어 시기에 이미 한자어에 대한 두음법칙이 적용되고 있

었다고 한다.9) 또한 박동근(2006)에 따르면, 북측에서도 두음법칙을 

준수하는 사용 계층이 다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어문 규

범에서는 두음법칙을 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존재한다. 먼저 제시할 수 있

는 것이 ‘렬’과 ‘률’에 조항이다. 일단 ‘렬’과 ‘률’의 표기에 대한 한글 

맞춤법 조항부터 확인하도록 하자. 이와 관련된 조항은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1] 조항이다. 여기서는 지면상 간소화하여 제시한다. 

(2) 제11항 (중략)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

로 적는다.

예) 나열(O) ᐨ 나렬(X), 규율(O) ᐨ 규률(X), 백분율(O) ᐨ 백분률(X), 분열

(O) ᐨ 분렬(X) 

(2)는 한글 맞춤법 제11항으로 ‘렬’과 ‘률’의 표기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열’과 ‘율’로 표기해야 하는 환경이다. 한
글 맞춤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기 환경이 국어학적으로 어떠한 근

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10) 이와 달리 북측에

서는 일관되게 ‘렬’과 ‘률’로 적고 있다. 따라서 표기의 일관성과 편

의의 측면에서는 북측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북측

의 규범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남측의 발음 사정 및 현실 발음

에 적합한지는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9) 박동근(2006)에서는 역사적으로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쪽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다.

10)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이진호(2011)가 있다. 이진호(2011:408)에서는 나열, 진열, 
분열이 실제 발음을 반영한 표기로 보았다. 반면에 나렬, 진렬, 분렬 등은 고소설 판

본에서 보이는바, 보수적인 표기로 간주하였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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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수열 - 수렬

ㄴ. 분열 - 분렬, 분열조직 - 분렬조직, 세포분열 - 세포분렬 

ㄷ. 열효율 - 열효률, 자율신경 - 자률신경, 투자율 - 투자률

ㄹ. 백분율 - 백분률

(3)은 <표 3>에서 ‘렬’과 ‘률’ 조항과 관련된 용어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11) 먼저 (3ᄀ,ᄂ)은 ‘렬’과 관련된 것이다. (3ᄀ)는 모음 뒤에

서 ‘렬’이 쓰이는 양상을, (3ᄂ)는 ‘ᄂ’뒤에서 ‘렬’이 표기되는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3ᄃ,ᄅ)은 ‘률’에 대한 예들을 보인 것이다. 이
러한 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다. 한자의 발음 

및 표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3ᄀ)에 대해 본고는 두음법칙이 적용된 ‘수열’을 표준발음으

로 더 타당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는 두음법칙을 준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3ᄂ)의 경우에는 보다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분열’의 

발음에 따라 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분
열이 [부녈]로 발음이 된다면, ‘분열’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
지만 만일 [분녈]로 발음이 된다면, ‘분렬’과 ‘분열’ 모두 인정 가능한 

표기가 된다. 두 표기 모두 국어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렬’이 [분녈]로 발음되는 이유를 비음화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고, 
‘분열’이 [분녈]로 발음되는 이유는 ‘ᄂ첨가’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은 현재 표준발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복수 표준 발음을 떠올리게 한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
금야금[야금냐금/야그먀금], 검열[검녈/거멸], 욜랑욜랑[욜랑뇰랑/욜
랑욜랑], 금융[그뮹/금늉]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표준

발음법의 조항은 특정 단어만을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ᄂ첨가’에 대한 논의이므로, 국어학적으로도 지난한 문

제이기도 하다(이진호 20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11) (3라)는 <표 3>에 없는데, 이는 따로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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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발음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처리 방향은 

(3ᄃ,ᄅ)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두음법칙의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두음법칙 

표기에 대해 기존 논의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두음법칙 표기를 인정

하는 안, 두음법칙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 안, 절충안이 바로 그것이다

(박샛별 2011:4ᐨ9). 여기서 본고는 두음법칙의 표기를 인정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발음과 표기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언어의 역사와 

발전에 순응한다는 것이다(송철의 2007).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육

적인 이득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으로 한국어

에 두음법칙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표기

에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후자에 대해 표

기와 발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12) 발음과 표기를 일치

시키면, 교육 시간을 배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어 교육 현장

에서 어문 규범이 가지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

는 것 자체가 낭비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두음법칙의 발음에 따

라 표기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한편, 두음법칙과는 관련 없는 용어 차이도 존재하였다. 그것은 바

로 ‘맥놀이ᐨ맥노리’였다. 먼저 이와 관련된 남측과 북측의 어문 규범

을 살펴보도록 하자. 

(4) ㄱ. 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ᐨ이’나 ‘ᐨ음/ᐨ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ᐨ이’나 ‘ᐨ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어간에 ‘ᐨ이’나 ‘ᐨ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가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ㄴ. 조선어 규범집 제14항: 합친 말은 매개 말뿌리의 본래 형태를 밝혀적

12) 오히려 표기가 현실 발음을 지배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논의로는 박

동근(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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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뚜렷하지 않은 것은 그 본래 형

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13)

ㄷ. 조선어 규범집 제23항 모음으로 된 뒤붙이가 말뿌리와 어울릴적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적는다. 

1)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적는 경우

(1)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뒤붙이 <이>

그러나, 본딴말에 붙어서 명사를 이루는 것은 밝혀적지 않는다.

(4)는 ‘맥놀이ᐨ맥노리’와 관련된 남측과 북측의 어문 규범을 제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남측과 북측의 어문 규범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북측에서는 이어적기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어 규범집 14항으로 보완

이 된다. ‘맥노리’의 표기는 조선어 규범집 23항과 14항을 모두 적용

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용어의 우열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남측과 북측의 국가 

주도 사전에서 ‘맥놀이ᐨ맥노리’의 뜻풀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 뜻풀이에 따라 ‘놀다’의 의미가 얼마나 남아있

는지를 바탕으로 ‘맥놀이ᐨ맥노리’의 우열을 판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맥놀이ᐨ맥노리’에 대한 양측 국가 주도 사전의 뜻풀이이다.

(5) ㄱ. 맥놀이: 명사 물리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

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 이 같은 현상은 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동에서도 나타난다.

ㄴ. 맥노리: 명 물리

떨기수가 약간 다른 두파동이 서로 겹칠때 그 합성파의 떨기너비가 

가락맞게 커졌다작아졌다 하는 현상. 현악기의 소리조절, 라지오수신

기 등에서 이 현상을 리용한다.

13) 겨레말큰사전 홈페이지(http://www.gyeoremal.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측의 

어문 규범(1987)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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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맥놀이ᐨ맥노리’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

전의 뜻풀이이다. 이를 통해 ‘맥놀이ᐨ맥노리’가 ‘놀다’의 원의미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측어인 ‘맥노리’를 

선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해결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휘들을 선

별하는 방안이다. 현재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에 대한 예로 총 8개의 

어휘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북측의 어문 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들과 다르다.14) 아울러 선별한 어휘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 역시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어휘에 대해 전수 조

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어문 규범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
리고 이를 통일 이후의 국가 주도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그에 

대한 학문적인 기반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용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국어학자가 함께 그 근거를 논의해야 한다. 원
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혜안은 국어

학자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다. 

4.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문제

앞 장에서 이 글은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한글 맞춤법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외래어 표기

법의 문제로 과녁을 옮긴다. 먼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남북 전문용

어가 얼마나 다른지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표 5>는 남북 전문용어 중 외래어 표기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

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146개의 용어 중 83개가 외래어 표기법과 연

관이 있었다. 이는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어문 규범의 문제에서 외

14) 남측에서는 ‘굽도리, 다리, 목거리, 무녀리, 코끼리, 거름, 고름, 노름’을 이에 대한 예

로 제시한다. 북측에서는 ‘누더기, 더퍼리, 두드러기, 무더기, 매미, 깍두기, 딱따기, 
거름, 고름, 마름, 주검’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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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어 표기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그 목록을 모두 제시하도록 한다.

<표 6>은 외래어 표기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남북 전문용어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으로 인해 달라진 전문용어는 대

부분 두음법칙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

된 전문용어의 이질성은 그 양상이 훨씬 다채롭다. 그 양상은 크게 다

섯 가지로 나뉜다.16) 아울러 분류 양상에 해당하는 어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7) 

(6) ㄱ. 1음운 1기호와 관련된 경우: 4, 7, 53, 76 

ㄴ. 된소리 표기와 관련된 경우: 5, 6, 9, 16, 17, 33, 57, 61, 79

ㄷ. 인명과 관련된 경우: 13, 29, 35, 51, 54, 59, 60, 66, 70, 71, 73, 74

ㄹ. 원어의 음역과 관련된 경우: 1, 2, 3, 10, 11, 12, 15, 20, 21, 22, 23, 24, 

25, 28, 30, 31, 32, 34, 38, 39, 40, 42, 43, 44, 45, 46, 47, 49, 50, 52, 55, 

15)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체육 전문용어의 차이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남측과 달리, 북
측이 순화된 우리말을 쓰기 때문이다. 

16) 구분하는 기준은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인명과 원

어의 국적과 관련된 것까지 더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다섯 가지는 다음

과 같다.
(1) 가.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나.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다. 제3항 받침에는 ‘ㄱ,ㄴ,ㄷ,ㄹ,ㅁ,ㅂ,ㅅ,ㅇ’만을 쓴다.
라.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에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

한다.

17) 기술의 편의를 위해 어휘는 <표 6>의 번호로 대신한다.

표 5.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 현황15)

기초 심화 체육 총계

개 수 45 31 7 83

비 율 54.2% 37.3% 8.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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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남측 ᐨ 북측 분야 번호 남측 ᐨ 북측 분야

1 레슬링 ᐨ 레스링 체육 43 위치벡터 ᐨ 위치벡토르 기초

2 세이프 ᐨ 세흐 체육 44 코사인 ᐨ 코시누스 기초

3 마라톤 ᐨ 마라손 체육 45 탄젠트 ᐨ 탕겐스 기초

4 페널티킥 ᐨ 패널티킥 체육 46 히스토그램 ᐨ 히스토그람 기초

5 골 ᐨ 꼴 체육 47 결합에너지 ᐨ 결합에네르기 기초

6 골인 ᐨ 꼴인 체육 48 에텐 ᐨ 에틸렌 기초

7 카누 ᐨ 커누 체육 49 크로마토그래피 ᐨ 크로마토그라피 기초

8 쿨롬 ᐨ 꿀롱 기초 50 태양에너지 ᐨ 태양에네르기 기초

9 헤르츠 ᐨ 헤르쯔 기초 51 패럿 ᐨ 파라드 기초

10 고체레이저 ᐨ 고체레이자 기초 52 할로젠 ᐨ 할로겐 기초

11 나노미터 ᐨ 나노메터 기초 53 글루온 ᐨ 글류온 심화

12 내부에너지 ᐨ 내부에네르기 기초 54 디랙방정식 ᐨ 디래크방정식 심화

13 뉴턴 ᐨ 뉴톤 기초 55 디옵터 ᐨ 디오프트리 심화

14 라디오파 ᐨ 라지오파 기초 56 레이저핵융합 ᐨ 레이자핵융합 심화

15 레이저 ᐨ 레이자 기초 57
맥스웰볼츠만분포 

ᐨ 막스웰볼쯔만분포
심화

16 볼츠만상수 ᐨ 볼쯔만상수 기초 58 미터원기 ᐨ 메터원기 심화

17 사이클로트론 ᐨ 싸이클로트론 기초 59 보어마그네톤 ᐨ 보르의 마그네톤 심화

18 선스펙트럼 ᐨ 선스펙트르 기초 60 브루스터의법칙 ᐨ 브류스터의법칙 심화

19 스펙트럼 ᐨ 스펙트르 기초 61
비오사바르의 법칙

ᐨ 비오싸바르의 법칙
심화

20 암페어 ᐨ 암페아 기초 62 세슘원자시계 ᐨ 세시움원자시계 심화

21 에너지 ᐨ 에네르기 기초 63 스펙트럼선 ᐨ 스펙트르선 심화

22 에너지띠 ᐨ 에네르기띠 기초 64 스피너 ᐨ 스피노르 심화

23 열에너지 ᐨ 열에네르기 기초 65 시버트 ᐨ 지버트 심화

24 운동에너지 ᐨ 운동에네르기 기초 66 앙페리의법칙 ᐨ 암페르의법칙 심화

25 전기에너지 ᐨ 전기에네르기 기초 67 에너지밀도 ᐨ 에네르기밀도 심화

26 줄 ᐨ 쥴 기초 68 영률 ᐨ 양률 심화

27 줄열 ᐨ 쥴열 기초 69 웨버 ᐨ 웨베르 심화

표 6.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남북 전문용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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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8, 62, 64, 65, 67, 68, 69, 72, 75, 77, 78, 80, 81, 82 

ㅁ. 기타18): 8, 14, 18, 19, 26, 27, 36, 37, 41, 48, 63, 83

(6)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이질성이 발생한 남북 전문용어를 유

형화하고, 그에 대한 예들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먼저 (6ᄀ)부터 살

펴보도록 한다. (6ᄀ)은 1음운 1기호라는 외래어 표기법 제2항과 관

련된 것이다. 남북의 어문 규범에서 1음운에 대응시킨 1기호가 각기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페널티킥ᐨ패널티킥(Penalty 

18)(6ㅁ)의 기타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복수 표준어가 가능한 경우, 구개음화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6ㄱ∼ㄹ)의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예가 많지 않아 논의의 편의상 ‘기타’로 분류하였다.

번호 남측 ᐨ 북측 분야 번호 남측 ᐨ 북측 분야

28 칼로리 ᐨ 카로리 기초 70 퀴리상수 ᐨ 큐리상수 심화

29
패러데이의법칙 

ᐨ 파라데이법칙
기초 71 퀴리온도 ᐨ 큐리온도 심화

30 위치에너지 ᐨ 위치에네르기 기초 72 파섹 ᐨ 파세크 심화

31 플라스마 ᐨ 플라즈마 기초 73 페르미디랙통계 ᐨ 페르미디래크통계 심화

32 핵에너지 ᐨ 핵에네르기 기초 74 하위헌스의원리 ᐨ 후이겐스원리 심화

33 헤르츠 ᐨ 헤르쯔 기초 75 홀로그래피 ᐨ 홀로그라피 심화

34 화학에너지 ᐨ 화학에네르기 기초 76
니코틴아미드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

ᐨ 니코틴아미드아데닌이누클레오티드
심화

35 훅의법칙 ᐨ 후크법칙 기초 77 리파아제 ᐨ 리파제 심화

36 흡수스펙트럼 ᐨ 흡수스펙트르 기초 78 림프구 ᐨ 림파구 심화

37 글리코젠 ᐨ 글리코겐 기초 79 말피기관 ᐨ 말삐기관 심화

38 라이소자임 ᐨ 리조짐 기초 80 면역글로불린 ᐨ 면역글로블린 심화

39 바이러스 ᐨ 비루스 기초 81 아밀리아제 ᐨ 아밀라제 심화

40 에너지대사 ᐨ 에네르기대사 기초 82 코르티솔 ᐨ 코르티졸 심화

41 펩타이드결합 ᐨ 펩티드결합 기초 83 펌프 ᐨ 뽐쁘 심화

42 벡터 ᐨ 벡토르 기초



남북 전문용어 통합과 어문 규범 몇 문제　57

kick)’, ‘카누ᐨ커누(Canoe)’는 알파벳 ‘e’와 ‘a’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

지와 관련된다. 주지하듯이 남측에서는 ‘a’와 ‘e’를 일관되게 ‘ᅡ’와 

‘ᅦ’로 대응한다. 이와 달리, 위의 예를 고려한다면 북측의 상황은 확

인하기 어렵다.
‘글루온ᐨ글류온(gluon)’, ‘니코틴아미드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ᐨ니

코틴아미드아데닌이누클레오티드(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이와 동궤의 현상이다. 전자에 대해서, 남측은 ‘u’에 대응하는 음운을 

‘ᅮ’로 표기하고 있으나, 북측에서는 그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기 어

렵다. 후자의 경우, ‘d’를 ‘ᄃ’에 대응시킬지 아니면 묵음으로 처리할

지와 관련된다. 남측에서는 ‘d’를 일관되게 ‘ᄃ’으로 대응시키고 있

으나, 북측의 사정은 알기 어렵다.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음성 기호에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상규 2011:162ᐨ163).
(6ᄂ)은 된소리 표기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

다. 남측의 외래어 표기법에는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달리 북측의 외국어적기법에서는 파열음표

기에 예사소리나 거센소리를 대응시킨 것도 있고, 국어사전과 국어 

교과서의 용례에서는 된소리로 표기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정동환 2002:248). 
물론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합의가 먼저일 

것이다. 하지만 남측에서 먼저 외래어 표기법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

이 있을 수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

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기 때문이다(김하수 1999; 이상

규 2011 등). 원어의 발음에 충실한 표기를 지향한다면, 된소리를 외

래어 표기법에 도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4자모 외

의 자모가 원어의 발음을 충실하게 표기하는 데에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남과 북이 합의를 한다면, 된소리 표기

19) 북측에서는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의 ‘dinucleotide’의 어두음 ‘d’을 

묵음에 대응시켰다. 이와 달리 (10ㅁ)의 ‘radio’에 나타난 ‘d’는 ‘ㅈ’에 대응하고 있

다. 즉,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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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하고 있는 북측의 외국어적기법에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항의 수정만으로 (6ᄂ)은 해결되지 않는다. ‘평음(남)ᐨ경음

(북)’, ‘격음(남)ᐨ경음(북)’의 대립으로 세분화하여 고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립이 어두에서 발생하는지 어중에서 발생

하는지에 따라서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

떠한 용어가 적절한지 논의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

은 통일 이후 현실 발음 실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후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광범위

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정 용어를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런 경우에는 복수 표준 발음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6ᄃ)이다. 현재로서는 (6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동일 인물에 대해 학계 내부는 물론 학계 간, 그리고 언론 

등의 발음이나 한글 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남측의 외래

어 표기법에서도 인명 및 지명에 대한 대표적인 예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 역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인명과 관

련된 전문용어의 표준화 이후 이를 국가 주도 사전에 담아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통일 이

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6ᄅ)은 원어의 음역과 관련된다. 총 46개로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

된 전문용어 차이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용어에 차이가 발

생한 것은 주로 일본어의 음역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송

영빈(2015)이 있다. 송영빈(2015:106ᐨ107)에 따르면, 광복 이후 물리

학과 화학의 전문용어들은 일본어를 음역해서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

렀다고 한다. 이후 남측에서는 꾸준히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전문용

어들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20) 이에 대한 

북측의 사정은 현재 학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표 6>의 결과를 

참고하여, 여기서는 대략적인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20) 송영빈(2015)에서는 의학과 자연과학의 전문용어에 일본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

다고 하였다. 다만 ‘표6’과 (6ㄹ)의 결과를 본다면, 의학과 자연과학 전문용어뿐만 

아니라 체육의 전문용어 역시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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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어의 음역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전문용어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한다.21) 일본어를 음역할 때, 양측의 사정에 따라 동일한 

발음에 대한 음역에서 미세한 차이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남

측의 전문용어 순화 작업도 이러한 차이에 한몫했을 것이다. 여기서

는 이와 관련된 용례 몇 가지를 제시해 보도록 한다. 다음을 보자. 

(7) ㄱ. 에너지 (energy) 명사

1 인간이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힘.

2 물리기본적인 물리량의 하나. 물체나 물체계가 가지고 있는 일

을 하는 능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역학적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이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이른다.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 운동, 위치, 열, 전기 따위의 에너지

로 구분한다.

ㄴ. 에네르기 (<독일어> Energie) 

명사 북한어 물리
‘에너지 2 ’의 북한어.

ㄷ. 에네르기 <일본어> エネルギー.(→에너지(energy)) 

(7)은 네이버 어학사전(http://dic.naver.com/)과 표준국어대사전
에서 가져온 ‘에너지’에 대한 미시 정보이다. (7ᄀ,ᄂ)의 원어 정보를 

통해, ‘에너지와 ‘에네르기’가 각각 영어와 독일어에 기원을 두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7ᄃ)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일본어의 

발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측의 ‘에네르기’는 독일어

와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

기 어려우나, 남측의 ‘에너지’는 영어의 영향과 전문용어 순화 작업

으로 인해 ‘에네르기’ 대신 쓰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21) 전술했듯이 남과 북에서 각기 사용하는 전문용어는 일본어의 영향을 크게 입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일단 만족하도록 한다. 구
체적인 상황 및 어휘 및 전문용어의 교류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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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코르티솔ᐨ코르티졸’, ‘홀로그래피ᐨ홀로그라피’에서도 유사

하게 펼쳐진다. 

(8) ㄱ. 코르티솔ᐨ코르지톨cortisol

ㄴ. (일본어)コルチゾール(cortisol, 코르티솔)

ㄷ. 홀로그래피ᐨ홀로그라피holography

ㄹ. (일본어)ホログラフィー(holography, 홀로그래피)

ㅁ. 라디오파ᐨ라지오파radio波

ㅂ. (일본어)ラジオ(radio, 라디오). 

(8)은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코르티솔’와 ‘홀로그래피’를 검색한 

결과이다. 주목할 것은 (8ᄂ)이다. (8ᄂ)에 제시된 일본어 표기 ‘コル
チゾール’을 고려한다면, 북측 어휘인 ‘코르티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8ᄃ,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측

의 ‘홀로그래피’에 대해 일본어 사전에서는 ‘ホログラフィー’로 표기

하고 있다. 그리고 발음은 북측의 ‘홀로그라피’와 유사하다. 이를 통

해 북측 어휘 ‘홀로그라피’와 일본 어휘 ‘ホログラフィー’의 관계를 추

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의 상황이 ‘라디오파’에서도 확인된다. 남측

의 ‘라디오’에 대응하는 용어로 북측에서는 ‘라지오’를 쓴다. (8ᄇ)을 

고려했을 때, 일본어의 영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러한 용

어들을 통해 남측의 어휘들과 달리, 북측의 전문용어들만 일본 전문

용어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남측의 어휘만 일본 전문용어의 영향을 받고, 북측의 어

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다음을 보도록 한다. 

(9) ㄱ. 바이러스ᐨ비루스virus

ㄴ. ウイルス, バイラス(virus, 바이러스)

ㄷ. Virus [|viːrʊs] (독일어, 바이러스)

ㄹ. 코사인cosineᐨ코시누스(cosinus)

ㅁ. (일본어)コサイン(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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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Kosinus [|koːzinʊs](독일어, 코시누스), cosinus[kɔsinys](프랑스어, 

코시누스)

(9)는 ‘바이러스’, ‘코사인’에 대한 네이버 어학사전의 검색 결과이

다. (9)를 통해 남측의 전문용어인 ‘바이러스, 코사인’은 일본 전문용

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22) 하지만 북측 어휘인 ‘비루

스, 코시누스’는 일본 전문용어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발음이 다

르기 때문이다. 먼저 ‘비루스’의 경우, 독일의 전문용어인 ‘Virus [|vi
rːʊs]’의 영향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발음의 유사성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발음만을 고려한다면, ‘코시누스인’ 역시 독일어와 프랑스어

의 영향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23) ‘바이러스’를 고려한다면, 독일어

와의 일정한 관계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24)

가장 흥미로운 어휘는 바로 ‘림프구ᐨ림파구’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미시 정보 몇 개를 가져온다.

(10)ㄱ. 림프구: 림프ᐨ구 (lymph球) 

명사 의학
백혈구의 하나로, 골수와 림프 조직에서 만드는 둥근 세포. 티(T) 림프

구와 비(B) 림프구로 나누며, 면역 반응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지라

와 림프샘에서 분열 · 증식한다. ≒림프 세포

ㄴ. 림파구: 림파구 (淋巴球) 

명사 북한어 의학
‘임파구’의 북한어.

ㄷ. 림프선: 림프ᐨ선 (lymph腺) 

명사 의학

22) 전술했듯이, 남측의 전문용어는 일본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9)의 결과

는 영어의 영향으로 보기보다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3)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코시누스’의 원어 정보로 라틴어를 제시하고 있다.

24) 현재로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자세한 내막은 북측 학자와의 교류 및 통일 이후

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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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샘’의 전 용어.

ㄹ. 임파선: 임파ᐨ선 (淋巴腺)

명사 의학
‘림프선’의 음역어.

ㅁ. 림프샘: 림프ᐨ샘 (lymphᐨ) 

명사 의학
포유류의 림프관에 있는 둥글거나 길쭉한 모양의 부푼 곳. 림프구 · 대

식 세포 따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림프에 섞인 병원균이 옮겨 가는 것

을 막는 역할을 한다.

(10)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림프ᐨ림파’ 관련 어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의심스러운 곳이 여

럿 있다. 여기서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지점에 화력을 집중한

다.25) 일단 (10ᄀ,ᄂ)만을 고려한다면, ‘림프구ᐨ림파구’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전문용어로 보인다. 하지만, (10ᄃ,ᄅ)을 고려

한다면, ‘림파구’가 북측의 전문용어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당

히 의심스럽다. 같은 음역어인 임파선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남측 

어휘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림파구’가 남측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통일 이후 ‘림프구ᐨ림파구’ 모두 표준어로 인정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26)

이와 관련된 예는 (6ᄆ)에서도 등장한다. ‘글리코젠ᐨ글리코겐, 펩
타이드 결합ᐨ펩티드 결합, 에텐ᐨ에틸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선

말대사전에 실려 있는 어휘인 ‘글리코겐, 펩티드 결합, 에틸렌’이 모

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장한다.27) 따라서 이들 어휘는 일단 통

25) 크게 두 가지가 의심스럽다. 하나는 두음법칙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림파

샘’은 왜 실려 있지 않은지이다.

26)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체육학대사전에는 임파구가 표제어로 실려 있다. 

27) 이러한 용어들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원어 정보에 있다. 따라서 (6ㄹ)에 포함될 여지

가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두 용어가 모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6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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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기에는 복수의 안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이후

에 관련 학계와 국어 정책 기구의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을 통해 단일

한 전문용어를 선정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6ᄆ)에는 구개음화에 따른 남북 어휘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줄ᐨ쥴’, ‘줄열ᐨ쥴열’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남측의 

어문 규범에서는 ‘ᄌ’과 같은 경구개음 뒤에 나타나는 반모음 ‘y’를 

인정하지 않으나, 북측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구개

음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줄ᐨ쥴’, ‘줄열ᐨ쥴

열’의 차이는 구개음화 인정 여부에 따라 표기가 달리 실현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구개음화와 관련된 현상인 두음법칙

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여기서도 그와 같은 견지를 

유지하여, 구개음화와 관련된 표기인 ‘줄, 줄열’을 옹호하도록 한다.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쿨롬ᐨ꿀롱’, 

‘펌프ᐨ뽐프’가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쿨룸ᐨ꿀롱’과 

‘펌프ᐨ뽐프’ 모두 1음운 1기호 및 경음화와 관련된다. 앞에서 우리는 

1음운 1기호 및 경음화에 대해 원어의 발음에 가능한 충실할 것을 제

안한 바 있다. 여기서도 같은 견지를 유지하도록 한다. 즉, ‘쿨룸ᐨ꿀

롱’과 ‘펌프ᐨ뽐프’의 국제 음성 기호를 고려하여, 특정 표기를 선택

하자는 것이다.28)

5. 어문 규범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이 각각 적용되어 

남북의 어휘가 달라지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이 모두 작용되어 남북의 어휘가 이질화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7>과 <표 8>을 보자.
<표 7>은 남북 전문용어 중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으로 인

28) 표준국어대사전의 원어 정보를 따르면, ‘쿨롬’은 영어에서, ‘꿀롬’은 프랑스에서 

가져온 어휘라고 한다. ‘펌프ᐨ뽐프’는 모두 원어 정보로 영어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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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달라진 남북 전문용어의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149개의 용어 중 

6개가 이에 해당하였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그 목록을 모두 제

시하도록 한다.
<표 8>은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이 함께 작용하여 이질화된 

남북 전문용어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전문용어는 모두 두음법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외래

어 표기법으로 인해 달라진 경우도 비교적 단순하였다. ‘에너지ᐨ에

네르기’, ‘스펙트럼ᐨ스펙트르’, ‘벡터ᐨ벡토르’와 같은 특정 어휘에 

의한 차이와 ‘라이먼ᐨ라이만’, ‘발머ᐨ발메르’와 같은 인명에 따른 차

이로 이분화된다.
먼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이 글은 두음

법칙을 발음과 표기 모두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역학적, 
연속, 영, 령점, 계열’이 선택된다. 다음으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하지만 ‘에너지ᐨ에네르기’ ‘스펙트럼ᐨ스펙트르’ ‘벡터ᐨ벡

29) 물론 전수 조사를 할 경우, 수량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물론 체육 전문용어에서도 추

출될 가능성이 있다.

표 7.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 현황29)

기초 심화 체육 총계

개수 3 3 0 6

비율 50.0% 50.0% 0.0% 100%

번호 남측 ᐨ 북측 분야 번호 남측 ᐨ 북측 분야

1 역학적에너지 ᐨ 력학적에네르기 기초 4 라이먼계열 ᐨ 라이만계렬 심화

2 연속스펙트럼 ᐨ 련속스펙트르 기초 5 발머계열 ᐨ 발메르계렬 심화

3 영벡터 ᐨ 령벡토르 기초 6 영점에너지 ᐨ 령점에네르기 심화

표 8.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달라진 남북 전문용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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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북측 용어들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남측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30) 이들 용어의 통합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전문용어에 대한 처리 방안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일본 

전문용어가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도 관련된다는 사실만 지적하는 

정도로 만족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것은 인명인 ‘라이먼ᐨ라이만, 발머ᐨ발메르’이

다. 앞에서 우리는 인명에 대해 원음에 충실하자는 원론적인 대안만

을 내놓았다. 여기서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

고자 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남측과 북측에서 달리 사용하는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의 기초 전문용어와 심화 전문용어, 그리고 체육 전문용어의 통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문 규범이 문제가 되는지를 논의해 보았다. 그 결

과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과 외래어 표기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두음법칙에 대해 남측의 안이 북측의 것보다 합리적

이라고 주장하였다. 근거로 현실 발음에서 두음법칙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물론 북측의 안에 익숙한 언중들에게는 이러한 방안

에 익숙해지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부

분은 국어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기존의 불

합리한 어문 규범을 수정하였을 때, 언중들은 그에 쉽게 적응한 사례

가 적지 않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두음법칙 역시 시간은 요구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에는 문제가 첨예하였다. 남측의 외래어와 

30) 스펙트럼에 대한 일본어 표기는 ‘スペクトル’이고, 벡터는 ‘ベクトル’이다. 이를 통

해 북측의 ‘스펙트르’와 ‘벡토르’는 일본 전문용어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스펙트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렸으나, ‘벡토르’는 그렇지 않다. 



66　한국사전학 제29호

북측의 외래어의 표기 차이는 대부분 수입한 원어에 따라 발생하였

다. 특히 일본 전문용어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용어마다 남측과 북측

에서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 일반화도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 이후에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통일 이전에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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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uth and North Korean Terminology 
Integration And Language Standard

Lee, Sungwoo | Hanyang University |

Shin, Jungjin | Hanyang University |

This article aims to overcome the heterogeneity between the South Korean 
language and that of North Korea, based on the fundamental terminology of the 
field of sport and the fundamental and the advanced terminology of the field of 
mathematics and natural science.

Especially, this article is argued the direction of integration in relation to the 
Language Standard. As a result, we can confirm that the word ᐨ initial rule and the 
KoreanᐨRules of spelling of foreign language are the biggest problems. 

In this article, I have argued that word ᐨ initial rule of South Korea is more 
reasonable than that of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complies with the 
word ᐨ initial rule in real pronunciation.

The problem is serious about the KoreanᐨRules of spelling of foreign language. 
Mos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reign words of South Korea and the foreign 
words of North Korea occurred according to the imported original words. 
Especially Japanese terminology was the most influential. 

Such a problem will become more serious after reunific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for unification, the solution should be discussed before 
unification.

Key words : terminology, integration, Language Standard, word ᐨ initial 

rule, the KoreanᐨRules of spelling of foreign language.

핵심어 : 전문용어, 통합, 어문규범, 두음법칙, 외래어표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