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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 교과의 전문용어를 

분석하여 조어 특징을 밝히는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 용어의 통합안을 마련하여 용어를 표

준화하고 남북 통합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최종 목표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의 문학 용어를 중심으로 조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남북 전문용어의 조

어 분석은 용어의 형성 방식과 유형을 제공하므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

해 줄 수 있다. 문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1~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용어를 

형성하였고, 1개 조어 단위와 2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전체 분포의 88.7%를 차지

하였다. AA(Aa)형은 1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용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AB형은 2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용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1~2음절로 구성된 조어 단위가 

다른 조어 단위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문용어를 생산해 내고 있었다. 남측과 북측 모두 한자어의 

사용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외래어와 고유어 사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측은 북측

보다 외래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북측은 남측보다 고유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전문용어, 조어 분석, 문학, 남측, 북측,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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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 교과의 

전문용어를 분석하여 조어 특징을 밝히는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 용어의 통합

안을 마련하여 용어를 표준화하고 남북 통합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용어는 짧지 않은 분단 기간 동안 상당히 이질화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학술 및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 및 경제 교류나 미래에 도래할 통일 시대의 상호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언어․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통합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 용어를 파악하고 남북 

용어의 통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최종 목표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

행 연구로 남북 교과 용어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국어 교과의 문학 용어를 

중심으로 전문용어의 조어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은 용어의 형성 방식과 유형을 제공하므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 국어 교과의 문학 용어를 분석하기 위하여 남북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용어를 추출하였다. 남측 교과서 자료는 ‘중학교 국어 1~6(미래엔, 2016), 

고등학교 국어 Ⅰ, Ⅱ(미래엔, 2016), 문학(미래엔, 2016), 화법과작문(미래엔, 2016), 

독서와문법(미래엔, 2016)’이다. 북측 교과서 자료는 ‘국어; 초급중학교 1~3(교육도서

출판사, 2013~2015), 국어문학; 고급중학교 1~3(교육도서출판사, 2013~ 2015), 국어

문법; 고급중학교 1, 3(교육도서출판사, 2002)’이다. 남북측 교과서 외에 사전 자료, 

교과서 편수 자료, 연구 자료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남측 자료는 ‘표준국어대

사전(국립국어원 사이트), 우리말샘(국립국어원 사이트), 교과서 편수 자료(교육부, 

2015), 한국어교육학사전(하우, 2014)’ 등이 활용되었고, 북측 자료는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2006), ‘광명백과사전(백과사전출판사, 2010)’ 등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2장에서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단위를 연구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특히 남북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에 적용할 수 있고 향후 전산화에 적합한 조어 분석 

단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어 분석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남북 국어 교

과 전문용어를 각 유형별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은 남북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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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전문용어의 분석 단위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을 위하여 먼저 전문용어의 분석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

다. 언어학에서 ‘단어’ 단위의 형태 분석은 대체로 형태소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그러나 전문용어에서의 형태 분석은 하나의 단어를 분석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

이는데, 전문용어를 인식하거나 분석하거나 파생시킬 때는 언어학적인 단위인 형태

소보다는 해당 전문용어만의 조어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문용어의 형태를 분석할 때에는 전문용어의 실정에 맞는 분석 단위를 설정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용어에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개념적 단위를 이루는 다

단어 단위들이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문용어 설정에는 띄어쓰기, 구 구성, 

형태 구조적 변화, 우리말과 외래어의 결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전문용어

의 정비, 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세계 용어학계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용어론에서는 일반 어휘와 전문용어

를 확실히 구분하고자 했던 전통적 용어론의 가설을 지양하고 용어의 의미가 선험적

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전달과 발화의 사회언어학적 조건에 따라 변화된다

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전문용어와 일반 어휘가 공유하는 잠재 의미가 특정한 활

동 영역, 특정 지식 분야, 주제적 범주 설정 등에 따라 의미 효과를 얻는다고 보았다

(이현주 2015ㄴ: 50~57). 즉, 전문용어와 일반 어휘의 구분은 용어 사용의 맥락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용어는 용어가 쓰이는 환경이나 지식 분야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전문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남

북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용어 표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1) 신중진 외(2015, 2016)에서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관점에서 조어 분석

1) 남북 언어 통합에 관한 연구는 전수태․최호철(1989ㄱ,ㄴ), 전수태(1990)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남북 

언어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북의 어휘 및 사전, 어문 규정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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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북 전문용어의 분석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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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남북의 전문용어를 조어 분석하는 일은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되는 구성 요소를 비교함으로써 남북 용어 통합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

다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 체육, 수학, 물리 등의 교과를 중심으로 조어 분석을 하여 

그 통합안까지 마련하였다.2)

조은경(2001: 2)에서는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적 정보를 축적할 때에는 전문용어

가 일반 어휘와 달리 어떤 어휘․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정 분야의 용어는 

어떤 어휘적 자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지, 인접한 분야의 용어들과 어떠한 어휘․

형태적 특성을 공유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3) 따라서 남북 전문용

어를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단위를 분석 기준으로 삼을

지 고민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 용어학계의 연구 흐름을 따르고, 조은경(2001: 1~28)4), 신중

진 외(2015, 2016)의 조어 분석 단위와 조어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

이 조어 분석 단위를 설정하였다.

중심이 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구본관 외(2002), 양명희(2003), 전수태(2005), 김문오(2007), 김선

철(2008) 등이 있다. 2010년대에 남북 언어 연구는 그 관심이 다양해진다. 대표적인 연구로 신중진 

외(2015, 2016), 허재영(2014) 등이 있다. 특히 신중진 외(2015, 2016)에서는 남북의 어휘를 비교하

던 차원에서 벗어나 통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엄태경(2015: 7~39)에서도 남북 전문용어의 형태 분석은 효율적인 용어 형성 방식과 유형을 제공하

므로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조은경(2001: 18)에서는 하나의 전문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말을 만드는 최소 형식인 형태소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된 어휘 모두를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4) 조은경(2001: 22~28)에서는 ‘일반어휘로 형성된 것, 한자어 조어력으로 형성된 것, 한자어 접사, 어

근적 형태소, 의미적 투명성이 없는 형태소 결합, 약어나 복합 단위의 준말, 용언의 활용형/명사 파생 

접사/피․사동 접사, 외래어․고유어․한자어의 경계’로 조어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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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러시아^십이월^당원^문학’의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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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조어 단위의 형태는 문법 범주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별하되 실제 드러

나는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 다수의 부가 단위를 두었다. 우선, 기능에 따라 ‘체언, 

수식언, 용언, 관계언’을 설정하고 그 하위에 관련 형태를 유형화하였다. 부가 단위로

는 ‘접사, 준말, 기호 및 숫자’ 등을 두었다.

그리고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표지에 원어 표지를 추가하였다. 원어 표지는 

‘고유어’는 ‘ko(korean)’으로, ‘한자어’는 ‘ch(chinese)’로, ‘인도유럽외래어’는 ‘ie(indo

－european)’으로 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남북 국어 교과에서 문학 용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용어를 

분석하여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를 부착하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십이월^당원^문

학’이라는 용어는 분석을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얻는다.



유형 예(남－북) 개수 (백분율)

AA
AA 고려^가요－고려^가요, 글－글, 단형^시－단형^시 등 496개 (68.3%)

Aa 연상－련상, 러시아^문학－로씨야^문학, 산문^율－산문^률 등 65개 (9.0%)

AB 두운－머리^운, 두운^법－두어^중첩, 보조^관념－비기는^말 165개 (22.7%)

<표 3> 문학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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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1) 형태 분포

문학 분야 남북 전문용어는 남북 용어의 일치도에 따라 ‘AA형’, ‘Aa형’, ‘AB형’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일 개념에 대해 양측이 같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를 AA형, 어문 규정과 관련한 부분만 다르고 동일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는 Aa형,5) 다른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AB형으로 분류한다. 큰 틀에서 Aa

형은 AA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총 726개가 분석되었다.6) 다음의 표는 각 유형을 

예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AA형과 Aa형은 남북의 전문용어가 동일 개념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가진 유형으

로 볼 수 있다. 문학 분야에는 이러한 유형이 561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일 개념

에 대해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AB형은 165개가 출현하였다. 즉, 남북 문학 용어는 

77.3%에 가까운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 Aa형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사이시옷, 외래어 표기, 두음법칙’ 등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사 ‘의’가 

포함된 용어도 Aa형으로 다룬다. 전문용어에 사용되는 ‘의’는 선행 성분이 후행 성분에 대해 관형어

적 성격을 갖게 한다. 따라서 형태적으로 ‘의’만 차이가 있는 남북 용어들은 우선적으로 쉽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Aa형으로 분류한다.

6)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은 ‘문학 분야, 문법 분야, 기능교육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중에 문학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문법 분야는 총 1,162개의 어휘가 조사되

었고, 그중에 AA형은 530개, Aa형은 31개, AB형은 601개로 분석되었다. 기능교육 분야는 총 312개

의 어휘가 수집되었고, 그중에 AA형은 253개, Aa형은 24개, AB형은 35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2,200개의 전문용어가 조사되었다.



<그림 1> 교과별 남북 전문용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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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용어를 신중진 외(2016)에서 연구한 체육 교과와 비교해 보았다. 체육 교과

에서는 남북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AA(Aa)형이 238개(20.3%)로 나타났으며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AB형이 935개(79.7%)로 분석되었다. 즉, AB형이 약 80%

로 국어 교과와 상반되는 비율을 보인다.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연구한 수학과 

물리 교과와도 비교해 보면, 수학 교과에서는 AA(Aa)형이 206개(58.5%), AB형이 

146개(41.5%)로 나타났다. 물리 교과에서는 AA(Aa)형이 358개(83.7%), AB형이 70

개(16.4%)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 문학 용어는 수학 용어보다는 일치도가 높고, 물

리 용어보다는 일치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AA(Aa)형은 ‘물리 > 문학 

> 수학 > 체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체육 교과의 AA(Aa)형의 비율은 다른 교과와 차이가 큰데, 이처럼 체육 교과의 

AA(Aa)형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체육 교과는 ‘미끄러져 나가기, 혼합이

어달리기’ 등의 긴 용어들이 많고, 쉬운 말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 교과의 용어는 다른 교과보다 실용성이 강한 전문 분야로 남북 용어의 이질화

가 더 심화된 것으로 추측된다.7)

문학 용어는 남북 각각 165개의 다른 형태가 있고, AA(Aa)형과 AB형을 모두 더

하면 총 891개가 된다. 이를 <표 4>에 따라 분석해 보았더니 그 결과 전문용어 하나

7) 문학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어 교과의 문법 분야와 기능교육 분야와 비교해 보면, AA(Aa)형의 비율

은 기능교육(88.8%)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문학(77.3%), 문법(48.3%) 순으로 나타났다.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
개수 백분율 예

1개 348 39.1% 글, 기행, 대본, 모더니즘, 시, 에세이 등

2개 442 49.6% 단형^시, 평^시조, 근대^문학, 고전^소설 등

3개 74 8.3% 영화^감상^문, 의인^전기^체, 대화^체^소설 등

4개 23 2.6% 비판^적^사실^주의, 문체^론^적^수단 등

5개 2 0.2% 련대^기^적^문화^유산,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등

6개 2 0.2%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 등

합계 891 100.0%

<표 4> 문학 분야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의 양상

단위

음절

조어 단위

길이:1
조어 단위

길이:2
조어 단위

길이:3
조어 단위

길이:4
조어 단위

길이:5
조어 단위

길이:6

1음절 16

<표 5> 문학 분야 조어 단위별 음절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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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76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개의 조어 단위와 2개의 조

어 단위로 결합한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어 분석 결과, 문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적게는 1개의 조어 단위부터 가장 

많게는 6개의 조어 단위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른 전문용어의 개수와 그 예이다.

남북의 문학 용어는 일반적으로 1~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형성

하였다. 1개 조어 단위와 2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전체 분포의 88.7%를 

차지한다. 그중 두 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된 전문용어가 49.6%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명사’와 ‘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수학 교과에서는 1개로 

구성된 용어가 33.7%, 2개로 결합된 용어가 52.0%였고, 물리 교과는 1개로 구성된 

용어가 29.5%, 2개로 결합된 용어가 53.6%였다(신중진 외, 2016: 71~76). 이에 비

해 문학 용어는 1개로 구성된 용어가 39.1%로, 수학과 물리와 비교해 볼 때 그 비율

이 높은 편이다. 각 조어 단위별로 음절의 길이도 측정해 보았다. 



2음절 306 4

3음절 12 237 2

4음절 11 191 7

5음절 3 3 45 1

6음절 5 19 8

7음절 1 11

8음절 1 1 2 1

9음절 1

10음절 1

11음절 2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21

조어 단위가 1개로 구성된 용어들은 ‘가사, 독백, 은유, 율조, 해학’처럼 2음절로 

된 단어들이 가장 많았다. <표 4>에서 보면, 1개의 조어 단위와 2개의 조어 단위가 

88.7%를 차지하고 있는데, <표 5>를 통해 1개의 조어 단위는 2음절로 된 형태가 

가장 많고, 2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는 3음절로 된 형태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어 단위 2개로 구성된 용어들은 ‘산문^체, 고체^시, 대조^법, 비극^적’ 등의 3음

절 형태가 ‘가사^문학, 고려^속요, 문학^작품’ 등의 4음절 형태보다 더 많이 사용되

었다. 조어 단위 3개로 구성된 용어들은 ‘대화^체^소설, 장편^서사^시, 진보^적^인

물’ 등의 5음절로 구성된 형태가 많이 쓰였으며, 4개로 결합된 용어들은 ‘다^장면^구

성^형식, 의인^전기^체^소설, 묘사^적^심상^기법’ 등의 7음절 형태가 많았다. 조어 

단위 5개로 구성된 용어는 ‘련대^기^적^문화^유산’, 6개로 결합된 용어는 ‘사회^주

의^적^사실^주의^문학’ 등이 나타났다.

2) 형태 유형별 특징

(1) AA(Aa)형 

AA(Aa)형은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한 용어를 나타내므로 AA(Aa)형을 통해 공통

적인 조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유형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AA(Aa)형 중에 Aa형은 AA



형태 빈도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699(698) 한자어(ch) 811

접미사(xs) 127 고유어(ko) 32(33)

어근적 형태소(mm) 14(15) 외래어(ie) 16

고유명사(npp) 7

접두사(xp) 6

아라비아숫자 포함 명사(nu) 2

조사(pa) 1(2)

관형사(an) 1

의존명사(nb) 1

약어(acn) 1

<표 6> 문학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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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형태․원어 결합 관계와 일치하고 대부분 표기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남북한의 어문 규범이 통합되면 해결될 수 있는 용어들이다. AA(Aa)형에서 사용된 

형태 및 원어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보통명사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다. 

또한 원어 사용에서는 한자어의 빈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표 6>에서 괄호 속 

수치는 북측 용어의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8) 남북측 빈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Aa

형에서 비롯된다. Aa형 대부분이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가 동일하지만, ‘언어^예술

(남)－언어^의^예술(북)’,9) ‘끝^구(남)－끝^귀(북)’에서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에 차

이를 보였다. 다음은 AA(Aa)형 전문용어들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아래 표에서는 상위 5위까지의 유형만을 제시하였다.

8) 남북 용어에서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만 괄호로 제시하였다.

9) 전문용어에 사용되는 ‘의’는 선행 성분이 후행 성분에 대해 관형어적 성격을 지니게 한다. 따라서 

형태적으로 ‘의’만 차이가 있는 남북 용어들은 우선적으로 쉽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Aa형

으로 분류하였다.

10) 이 수치는 유형의 개수를 제시한 것이며, 앞의 수치는 남측 용어, 뒤의 수치는 북측 용어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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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태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명사’ 유형이 주를 이룬다.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연구한 수학과 물리의 AA(Aa)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문학 용어는 ‘보통명사’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11) 그리고 

원어 결합 관계에서는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원어 사용에서도 수학과 물리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문학에서는 한자어 단일 형

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1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교과별 조어 단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한자어 보통명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AA(Aa)형에서 수학 용어의 형태 결합 관계는 ‘nc^nc(87), nc(81), nc^xs(7), xp^nc(4), nc^nc^nc(4)’ 

순으로 나타났고, 물리 용어의 형태 결합 관계는 ‘nc^nc(116), nc(98), nc^xs(35), npp^nc(20), 

nb(19)’ 순으로 나타났다(신중진 외 2016: 72~77).

12) AA(Aa)형에서 수학 용어의 원어 결합 관계는 ‘ch^ch(74), ch(69), ch^ch^ch(12), ch^ko(11), ie(7)’ 

순으로 나타났고, 물리 용어의 원어 결합 관계는 ‘ch^ch(134), ch(77), ie(33), ch^ch^ch(25), 

ie^ch(22)’ 순으로 나타났다(신중진 외 2016: 72~77).

유형 남 북 예

형태 결합

(22개 유형)

nc 286 286 문학, 복선, 산문, 시, 운문, 은유 등

nc^nc 124 122 고전^문학, 구전^설화, 국문^시가 등

nc^xs 105 105 간결^체, 강조^법, 문예^학, 문학^성 등

nc^xs^nc 7 7 극^적^갈등, 시대^적^배경 등

mm^nc 6 6 단운^시, 단형^시, 평^시조 등

원어 결합

(12;13개 유형)10)

ch 263 263 감상, 극, 단편, 문체, 소재, 시점 등

ch^ch 239 238 가면^극, 구비^전설, 낭만^주의 등

ch^ch^ch 14 14 고전^문학^작품, 일^인칭^소설 등

ko 13 13 가락, 곳, 글, 줄거리, 판소리 등

ie 11 11 다다이즘, 드라마, 모더니즘, 카프 등

형태/원어 결합

(31;34개 유형)

nc/ch 263 263 가사, 극, 막, 소설, 소재, 주제, 행 등

nc/ch^nc/ch 113 112 가정^소설, 구전^문학, 칠언^절구 등 

nc/ch^xs/ch 104 104 간결^체, 과장^법, 서정^성, 여행^기 등

nc/ko 13 13 곳, 글, 끝, 줄거리, 판소리 등

nc/ie 10 10 다다이즘, 모더니즘, 몽타주 등

<표 7> 문학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형태 원어

남측 형태 빈도 북측 형태 빈도 남측 원어 빈도 북측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266 보통명사(nc) 288 한자어(ch) 302 한자어(ch) 333

접미사(xs) 52 접미사(xs) 59 고유어(ko) 18 고유어(ko) 38

고유명사(npp) 6 고유명사(npp) 6 외래어(ie) 16 외래어(ie) 2

조사(pa) 5 접두사(xp) 4

관형사(an) 2 명사형(vn) 4

관형형(va) 2 관형형(va) 4

어근적형태소(mm) 1 조사(pa) 2

<표 8> 문학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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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형은 AA형의 형태․원어 결합 관계와 거의 일치하고, 두음법칙과 외래어 표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음법칙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연상(남)－련상

(북), 율문－률문, 낭만^주의－랑만^주의, 역사^소설－력사^소설, 논설^문－론설^문’ 

등이 있고, 외래어 표기로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로맨스－로만스, 몽타주－몽따쥬, 

프롤레타리아^문학－프로레타리아^문학, 러시아^문학－로씨야^문학, 이솝^우화－

이소프^우화’ 등이 나타났다.

(2) AB형

남북 문학 용어 중에서 AB형은 165개로 나타났다. 남측과 북측이 전문용어를 통

합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AB형은 AA(Aa)형에

서 드러나지 않던 남과 북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남북의 전문용어가 다를 때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방법은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드

는 방법과 기존의 전문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법

은 남북의 합의하에 새로운 용어를 생산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용어를 선

택할지 다양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 용어에 차이를 보이는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접두사(xp) 1 관형사(an) 2

의존명사(nb) 1 어근적형태소(mm) 2

의존명사(nb) 1

연결형(vc) 1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18개 유형)

nc^nc 59 다리^운, 보조^관념, 패관^문학 등

nc 37 각운, 도치, 두운, 층시 등 

nc^xs 26 각운^법, 반복^법, 소설^_체, 반어^법 등

nc^xs^nc 18 관능^적^문학, 시간^적^배경 등

nc^nc^nc 5 공상^과학^소설, 공상^과학^작품 등

원어 결합

(19개 유형)

ch^ch 83 시적^상황, 보조^관념, 복수^주인공 등

ch 27 각운, 결말, 도치, 서시, 층시 등 

ch^ch^ch 23 공상^과학^소설, 일기^체^소설 등

ie 9 리얼리즘, 에세이, 플롯 등

ch^ch^ch^ch 3 묘사^적^심상^기법, 서정^적^서사^시 등

형태/원어 결합

(28개 유형)

nc/ch^nc/ch 50 보조^관념, 복수^주인공, 사건^전개 등

nc/ch 27 각운, 결말, 도치, 두운, 층시 등

nc/ch^xs/ch 26 각운^법, 나열^법, 두운^법, 반복^법 등

nc/ch^xs/ch^nc/ch 17 관능^적^문학, 환상^적^구성 등

nc/ie 9 리얼리즘, 시나리오, 에세이, 플롯 등

<표 9> 남측 문학 분야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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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제시된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AA(Aa)형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즉 보통명사와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형태에서 보면, 북측은 남

측에서 나타나지 않는 명사형(vn)과 연결형(vc)이 나타나는데, 명사형(vn)은 ‘벌림^

법, 얽음^새’ 등에서 나타나고, 연결형(vc)은 ‘비겨^지는^말’에서 출현한다.

남북의 원어 사용을 비교해 보면, 남측은 한자어가 302개, 고유어가 18개, 외래어

가 16개이고, 북측은 한자어가 333개, 고유어가 38개, 외래어가 2개이다. 이를 통해 

남측이 북측보다 외래어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 및 원어가 어떠한 

결합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29개 유형)

nc^nc 60 머리^이야기, 계단^시, 두어^중첩 등

nc 24 마감, 부선, 수필 등

nc^xs 23 되풀이^법, 야유^법, 흐름^새 등

nc^xs^nc 12 고전^적^로작, 편지^체^소설 등

nc^nc^nc 8 과학^환상^소설, 과학^환상^작품 등

원어 결합

(16개 유형)

ch^ch 76 시적^정황, 패설^문학, 색정^문학 등

ch^ch^ch 26 장회^체^소설, 과학^환상^소설 등

ch 20 발생, 부선 등 

ch^ch^ch^ch 10 다^장면^구성^형식, 사회^주의^문학^예술 등

ko^ch 9 꼬리^운, 되풀이^법, 벌림^법 등

형태/원어 결합

(38개 유형)

nc/ch^nc/ch 49 계단^시, 초상^묘사, 결어^중첩 등

nc/ch 20 발생, 부선, 시련 등

nc/ch^xs/ch 19 야유^법, 작시^법 등

nc/ch^xs/ch^nc/ch 11 고전^적^로작, 편지^체^소설 등

nc/ch^nc/ch^nc/ch 8 과학^환상^소설, 과학^환상^작품 등

<표 10> 북측 문학 분야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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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남측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여준다. 남측의 형태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보통명사, 보통명사, 보통명사^접미사’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원어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 한자어^한자어^한자어’ 순으로 

나타난다. 원어에서 보면, 한자어 사용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자어와 더불

어 1개 형태로 구성된 외래어 사용도 5순위 안에 든다. 형태와 원어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의 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북측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데, 형태 결합에서는 ‘보통명사^보통명사, 보통명

사, 보통명사^접미사’ 순으로 남측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자어 사용이 대부분이라

는 점도 남측과 동일하다. 원어 결합 구조를 살펴보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한자

어^한자어’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자어^한자어, 한자어’ 순의 빈도를 보인 남측

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외래어 사용이 많지 않은 점이 남측과 다른 특징이다. 

형태와 원어 결합 구조에서는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의 결합 관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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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AB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보통명사^보통명사’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AA형은 ‘보통명사’의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에, AB형은 ‘보통

명사^보통명사’처럼 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한 형태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하나의 조어 단위로 개념화할 수 있는 전문용어는 남북이 통합된 용어

를 사용하고, 2개 이상의 조어 단위를 결합하여 더 복잡한 개념을 형성할수록 남북

측 용어에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문학 분야 남북 전문용어를 분석해 보았다. 문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는 일반적으로 1~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형성하였다. 1개 조어 단

위와 2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전체 분포의 88.7%를 차지하였다. 

AA(Aa)형은 1개 조어 단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AB형은 2개 조어 단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1~2음절로 구성된 조어 단위가 다른 조어 단위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들어 내고 있었는데, ‘시, 법, 체, 성, 론, 문, 말, 문학, 

소설, 작품’ 등의 형태가 생산성이 높았다. 원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자어의 

사용이 월등히 높았다. 남측은 북측보다 외래어를 더 사용하고 있었다. 남측의 ‘리브

레토, 모놀로그, 에세이, 리얼리즘, 플롯’ 등의 외래어를 북측에서는 ‘가극, 독백, 수

필, 사실주의, 구성’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남측의 한자어를 북측에서는 고유어로 

사용한 예도 많이 보이는데, ‘결말(남)－마감(북), 각운(남)－꼬리^운(북), 두운(남)－

머리^운(북), 원관념(남)－비겨^지는^말(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결과, AA(Aa)형을 통해 남북의 공통 조어 특성을 파

악할 수 있었고, AB형을 통해 AA(Aa)형에서 드러나지 않던 남북의 이질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더 확대하여 남북 전문용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바탕

으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의 근간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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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Word-form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Terminology

－Focusing on the field of Literature－

13)

Jeon Eun-jin*․Shin Jung-jin**

1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ased on this analysis, we would like to expand this knowledge into 

integrating the terminology of North Korea and the terminology of South Korea. 

Prior to the full-scale discussion, the criteria for Word-formation of terminology 

was prepared. To collect the terms of Literatures, Texts and textbook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re analyzed. We recruited 726 terms of Literatures. Then we 

analyzed the terminology data. In the field of Literatures, there are 496 identical 

terms (AA)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terminologies, 65 terms of almost 

identical form with orthographic differences (Aa) and 165 different terms (AB). 

Terminology of North and South Korea used many Chinese characters. 

Each specialized field has a core analysis unit in the formation of advanced 

terminology. This analysis uni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formation of terminology 

and shows high productivity. When integrating terminology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is feature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ority.

Keywords: terminology, word-formation, Literature, North Korea, South Korea,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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