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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 열달 하루 닷날(10월 1일 금요일) 13:00~18:00

곳 : 청년문화공간 주(JU) 동교동 바실리오홀

토박이말 살리는 수 찾기

도움:

마련: 



말나눔 잔치(토론회)를 여는 뜻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지 일흔여섯 해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일본이 뒤쳐(번역해) 

만든 한자말이 가득한 책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가장 

먼저 한 일이자 잘한 일인 ‘우리말 도로 찾기’와 함께 쉬운 토박이말로 된 갈말 (학술용

어)로 책을 만들어 가르치고 배운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

습니다.

물도, 공기도, 땅도 살리자 하고 반달곰도, 따오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개구리, 제비

까지도 지키자 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토박이말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토박이 동식물을 못 살게 하는 다른 나라 동

식물을 ‘생태교란종’이라 하며 퍼트리거나 놓아주는 것은 범죄로 여기면서 다른 나라 

말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

이 토박이말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른바 ‘환경의식’만

큼 ‘언어의식’을 가졌다면 우리 말글살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토박이말을 바탕으로 한 쉬운 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

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값진 말씀을 

나누는 잔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언

어의식’을 ‘환경의식’ 수준만큼 끌어 올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토박이말을 살리고 가

꾸자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마침 국가 교육과정을 새로 고치는 일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뽑는 일도 앞두고 있

어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토박이말’을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길

을 마련하도록 일깨우고, 나라에서 토박이말을 제대로 챙겨 살리고 북돋우는 정책과 

법안들을 만들도록 부추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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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마당

일으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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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인류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문화유산? 학문과 예술* ⇐ 말과 글 (어문)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 한글

문화 ≈ 생명

생명체: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잡계

생명: 생명체에서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떠오르는 집단성질

⇒ 문화: 복잡계 현상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정보교류 = 소통

완전한 질서 (천체의 운동, 고체(결정) 

완전한 무질서 (날씨, 주사위, 기체)

자연: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 (고비성, 눈금불변)

 변이성이 큼 (e.g. 풍경) → 복잡성 “자연의 아름다움” 

물질, 생명, 사회, 인문예술 (문화)

사연화회 :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   “혼돈의 언저리”

변이성이 매우 큼  각 단계마다 새로운 상세함과 다양성

    복잡성complexity

우리말로 가르치자 

최무영(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 들어가며

• 복잡계와 생명

• 문화와 언어

• 우리의 어제, 오늘, 올제

들어가며

복잡계와 생명

말과 글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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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특별한 짜임(체계)에 있음 (정보)

복잡성 (커다란 변이성) ← 떠오름emergence

전체가 각 부분에 있고 각 부분이 전체에 있음

여러 기능성, 모호함, 산만함, 중복, 비효율, 불완전성 ↔ 질서정연 

환경과 교류, 변화에 유연한 응답

구성요소: 적절한 자율성, 쩔쩔매며 상호참여를 통해 결맞는 전체

 → 온전한 전체성wholeness 

 자연 (물질, 생명) → 사회 → 문화예술

예술: 사물의 재현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의도적으로 이해)

복잡complex (≠ 번잡complicated ↔ 단순질서)

복잡계: 물질, 생명, 사회 현상 이해의 새로운 규범 (보편지식 관점)

 뭇알갱이계: 상호작용하는 많은 구성원

 • 비선형 → 복잡한 거동 → 예측불가능성

 • 열린흩어지기구조→환경

 • 질서와 무질서 사이 → 고비성질 (임계성)

 • 기억→적응

 • 나이먹기

 • 동역학중요→비평형성질

 짜임(조직) ← 정보 교류

 커다란 변이성 ← 많은 정보량, “큰자료 big data” (사회현상)

 준안정: 유지 위해 협동(상호작용) 중요 

 환원과 떠오름에서 부분과 전체의 수준? 계층성!

떠오름
복잡성*

정보교류 ⇐ 언어

물질 원자 / 분자 → 응집물질

생명 세포 → 생명체

사회 개인 → 사회

구성원 뭇알갱이계

생명

심리

계층적 존재론 supervenience

복잡계

낱생명 → → →  온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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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학: 하나의 논리체계로 모든 대상 설명, 미시환원microreduction 획일화 지향 → 창의성 억압 

  생명/사회 (복잡계): 떠오름 (↔ 속성의 환원론)

  세포/개인의 집단, 세포/개인에게 영향 → 적응

통합과학: 구성 요소 사이 상호작용 → 떠오름 (핵심 구실: 복잡계와 정보)

인문학(문화)?  물질보다 정보?

문화

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연자원을 활용하며 이룩한 집단의 관념, 조직, 기술의 총체

사람 마음과 몸의(정신적, 육체적) 활동 : 학문 [자연/사회, 인문(문사철예)]

 정보 저장과 교류 ⇐ 말과 글

“문화란 거대한 생명체와 같다.”

문화는 형성·보존·전승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생활공동체·민족·국가로 이루어지는 

문화형성 단위의 내부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가깝다.

열쇠: 복잡계, 정보교류

문화와 언어

생명과 문화 : 정보의 관점

생   명

1. 잘 짜인 복잡계

  •정보를늘리는과정을통해잘짜임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서 복잡성을 띠는 열린 체계 

  •적절한 자율성과 항상성

4. 번식과 유전

  •번식: 세대 사이에서 정보의 전달

  •유전자: 생물학적 정보는 안정되게 전달 

  •획득정보의 전달: 제한적 (후성유전)

2. 대사

  • 해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에너지(정보와 에너지)를 

받아 살아감 (상호작용)

•문화 형성 단위인 생활공동체·민족·국가: 잘 짜임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서 복잡성을 지닌 열린 사회

•독일 나치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승을 통해 후대에 전달

• 언어: 문화현상의 기록과 전달에 획기적 기여, 획득정 보

의 전달에 큰 변화를 일으킴

•인터넷 등 정보교류의 대중화: 문화 전달 가속

• 생활공동체·민족·국가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 정신적 

공감대와 정보교류를 통해 형성. “문화는 소통이다”

문  화

5. 진화

  • 유전자: 자기보존의 수준을 넘어서 다른 개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체 계의 정보를 늘리고자 하는 (복잡성 

증가) 정보 지향 개체

•변이와선택→문화의진화(복잡성증가) 

•문화유전자meme

3. 환경의 변화에 응답

  •상속정보의 즉각적 응답: 본능

  •획득정보의 응답: 학습에 따른 응답

  •정보를늘리는과정←환경변화에대한응답

•외부문화와접촉→정보획득

•적극적 응답 → 문화 변동 (e.g. 한국의 현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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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화

언어는 사고를 결정하며 나아가 문화를 규정하고 표현하고 전수하는 기능 수행 언어가 문화에 미친 영

향: 문화文化*

수동적 기능: 문화 현상의 기록과 전승

능동적 기능: 문화의 변화와 창조를 선도하는 역동적 기능

문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연자원을 활용하며 이룩한 인류의 관념·조직·기술의 총체 환경과 끊임없

이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변화하는 생명체에 가깝다.

정보교류: 생명과 문화의 새로운 해석의 토대

생명의 핵심은 정보, DNA는 정보 저장의 도구

• 문화의 본질적 핵심은 정보, 인간은 문화 생성과 변동의 주체: 인간의 사고를 담아 전달하고 그 정보

를 기억하는 주된 도구인 언어가 문화의 형성과 전파에 결정적인 구실을 함.

• 인간: 홀로 살 수 없고 환경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자유에너지를 얻어 생명 유지 문화: 뭇사람들끼리 

상호교류를 통해 정신적 공감, 곧 자유에너지를 얻어 확산

시나 소설은 언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담아내고, 짜임새가 있는 표상체계이며, 외 부의 에너지

를 받아들이고 번식도 하면서 외부자극에 응답하여 변화하기도 함. 이처럼 생 명의 다섯 가지 속성을 

지닌 문학 및 예술 작품은 문화라는 거대한 복잡계 속의 작은 복잡계 로 볼 수 있음.

▶ 수동적 기능: 학문의 가르침과 배움 (교육)

  엄마말母語mother tongue이 아닌 언어 ⇒ 학문 자체가 아니라 외국어의 이해

  많은 어려움, 그릇된 이해, 매우 불리함

▶ 능동적 기능: 세계관, 삶의 의미, 의식 얼개 형성에 영향

  문화 제국주의에 의한 문화의 잠식 ⇒ 우리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음 일제강점기: 일본어, 현재: 영어

문 화

자연

도구, 제작방법 ,
전승된 경험, 각종 물건

조직

기술 관념

집단 구성원들의 조직체계 :
가족, 친구, 정치, 시장의 규범과 제도

종교, 지식, 가치관, 역사,
의례, 문학, 예술, 상징적 표상

사람

Social organization

Technique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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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음운론) 음소 /음절 → 낱말

언어학(통사론) 낱말 → 문장

문학 문장 → 글

구성원 뭇알갱이계

의미

의미

말과 글, 예술

복잡계

예술 음 /색 → 음악 /그림

구성 요소 사이 상호작용 → 다양한 의미, 해석의 변이가능성(복잡성)

결맞는 총체론 coherent holism: 전체가 각 부분에, 각 부분이 전체에 있음.

각 부분은 자유로우나 상호참여를 통해 결맞는 총체를 이룸 → 창의성

복잡계 모음•물질

  초전도체, 유전체, 자성체, 전하밀도파동, 유리(창, 스핀, 전하, 게이지), 이온성 액체, 가루, 액정, 

자라남, 결합떨개, 섬유다발, 물, ...

•생명

  단백질, DNA, 세포막, 물질대사, 기공, 내분비와 조절계, 자가포식, 두뇌, 때맞음 (염통 박동, 뇌전자도, 

생체주기, 반딧불이, 귀뚜라미, 새 떼, 달거리 주기, 손뼉치 기), 잠, 인간의 동작, 생태계와 진화, ...

•사회

  교통흐름, 교통그물얼개, 여론 형성, 도시지형, 주거지 분화, 죄수의 난제, 다단계 판매, 주식시장, 

금융, 사회의 자라남, 최적화 문제, ...

•인문예술

 언어, 문학 (시), 음악, 미술작품, 문화, ... 다양성 가운데에 보편성

떠오름emergence

어제: 우리나라 언어 정책의 역사

■~ 19세기: 공문서에 한문 사용, 말과 글 불일치

■ 1894년 갑오개혁: 한글 전용 정책 처음 시행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한글을 위주로 하고 한자를 덧붙인다는 내용 발표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제6호 제정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우리의 어제, 오늘, 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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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어기본법〉, 한글이 우리나라 공식 글자, 한글 전용 선포

오늘: 토박이말과 한자어, 영어

■ 토박이말이 사라져가고 한자어로 대체 (한자어 → 일본어)

  햇빛, 넘보라살, 알갱이, 붙박이별, 살별, 한가위, 나루, 둔치, 에누리, 품삯, 값, 짬짜미*... 허파, 염

통, 콩팥, 핏줄, 흰피톨, 머릿골, 큰골,...**

 계집, 늙은이, 소경, 문둥병, 자지, ...%

 ⇐  토박이말을 표기하는 한글의 우수성을 모르고 스스로 비하하는 자학적 입장 

  뜻글자(표의문자)인 한자를 우리는 뜻으로 읽지 (훈독) 않고 소리로 읽으므로 (음독)

  우리말 표기에 잘 맞지 않음

■ 세계화: 영어의 물결에 휩쓸림

(세계화 → 미국화)

 • 영어 낱말을 번역하지 않고 한글로: 공용문서, 신문, 영화 제목

 • 영어 낱말을 로마자 그대로, 우리말은 토씨로 전락: 학문사회, 대학#

 • 우리말이 아니라 아예 영어 로마자로: 공공기관, 기업, 아파트, 상품의 이름

 “세계화”의 보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데이터 댐,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정부 발표: “한국판 뉴딜” 정책

  국민 서포터즈,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알라카르테 모델, 플렉스 모델,*...

  스피치, 아나운싱, 클리닉, 프리미엄, 피드백,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어느 대학 공지

  교육부TV 다크 나이트 라이즈, 퍼스트 리폼드, 스쿨오브락, 21브릿지 테러셧다운,... 영화 광고

  로마자 + 한글: KORAIL한국철도공사,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로마자: SK, LG, K-water, KT, KT&G,...

   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

 ⇐ 로마자나 한자를 불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독점과 차별을 지향하는 권위적 태도의 습관 세종 임 

  금의 한글 창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민주적 동기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

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

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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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말은 초라하고 영어가 “고상”해 보임: 열등의식, 서양 특히 미국 숭배 습관 

  우리나라 경제규모 10위, “선진국”, 생각(말과 글)도 서양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

 우리말로 바꾼 갈말(학술용어): 물리학 분야 보기

올제: 언어와 문화

우리말의 다양성 상실, 획일화 위험

■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언어 소통의 박탈감 (보기: 코로나19 관련 보도) 복잡계 (사회와 

문화): 얼개(구조), 구실(기능), 안정성에서 정보교류 중요 ⇐ 언어 소통

■  한글에 대한 감수성과 자긍심을 무디게 만들고 영어를 맹신하도록 만들 위험성

■  특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와 젊은이의 세계관과 의식, 바람직하지 않게 형성

■  미국 문화 제국주의에 한글문화가 잠식

 • 식민 제국주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 언어의 침탈은 정치보다 경제를 미끼로 퍼져나감*

 • 언어 침탈은 문화 잠식으로 이어짐

 • 언어잃으면문화잃고사회무너짐,정체성잃음,민족사라짐

사회와 문화의 발전 : 자유로운 비판적, 통합적 사고 ⇐ 정보의 획득, 처리, 해석: 언어 소통 

다양성 상실, 복잡성의 훼손: 사회와 문화 유지 불가능, 죽음

언어 다양성과 온문화

 세계적으로 언어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1996 〈세계 언어 권리 선언〉, 2001 〈문화 다양성 선언〉, 2007 〈세계 언어문화센터 설립〉

 2005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다양성 증진에 관한 협약’ 

 서문: “언어 다양성은 문화 다양성의 근간이다.”

self-similarity: 자기상사 → 스스로 닮음 

limit cycle: 극한주기궤도 → 끝돌이 

photon: 광자 → 빛알

bifurcation: 분기 → 쌍갈래질 

simulation: 모사 → 시늉내기

frictional force: 마찰력 → 쓸림힘 

convection: 대류 → 엇흐름 

diffraction: 회절 → 에돌이 

precession: 세차 → 옆돌기

pair creation: 쌍생성 → 짝만듦 

white dwarf: 백색왜성 → 하양잔별

    black hole: 흑공 → 검정구멍

    double slit: 이중슬릿 → 겹실틈

    dark nebula: 암흑성운 → 어둠별구름 

    resonance: 공명 → 껴울림

    excitation: 여기 → 들뜸 

    synchronization: 동기화 → 때맞음 

    emergence: 창발 → 떠오름 

    exchange: 교환 → 맞바꿈 

    irreversibility: 비가역 → 못되짚기 

    inner product: 내적 → 안쪽곱

    fractal: 프랙탈 → 쪽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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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에 우리말을 쓰도록 법령 강화. 우리말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깨우치는 운동

 • 학계 (특히 국어학), 정부 (특히 교육부), 사전 편찬, 인터넷에서 우리말을 갈고 닦는 노력

 •  엄마말의 습득에 관해 가정교육과 이어지는 초중등 교육 중요.

  좋은 우리말을 습득해서 쓰는 학생이 외국어도 잘 쓰게 됨

 •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교류를 통해서 언어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워짐. 외래어도 필요 하면 당

연히 받아들여서 우리말로 몸에 배게 해야 함.

 • 외국어에 지나치게 쏠려 있으므로 다양성 유지를 위해 우리말 사용을 북돋는 노력 절실

온생명은 온의식을 가진 주체로 등장

 온 지구촌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연결되는 정보론적 온의식에서 시작

 • 생명의 단위: 낱생명 → 온생명으로 확장

 • 의식의 단위: 개개인의 의식 → 온의식으로 확장

  이는 인간의 집단지성에 의해 가능 

 • 정보를 매개로 해서 성립하는 의식 모형에서

  나 → 가족 → 국가나 민족 단위의 공동체 → 인류 공동체로 점점 확대되어 

  나 → 우리 → 온우리에 이르게 됨.

온문화

생명의 단위가 온의식을 지닌 온생명으로 확장: ‘온문화’ 패러다임 모색 필요

 • ‘인간은 문화를 일구었다.’ - 문화는 인간의 고유 영역

 • Culture: 땅의 경작, 농작물 재배를 뜻하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

  -인간이토지를비옥하게만드는작업을의미 문화↔자연(서구)

  - 점차 정신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발전

  - 20세기부터 공동체가 일군 삶의 총체, 곧 물질적 기술문명과 정신적 성취를 포함

  -  ‘문화는 다양하며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라는 문화상대주의 공동체 각각

의 고유한 문화 강조

 • 동양: 인간-자연의 지속적 세계관

 •  문화형성 단위인 생활공동체, 민족, 국가가 일구어낸 단일문화: 홑문화

온생명 체계에서

인간의 문명은 온생명의 두뇌가 되고,

정신적 측면인 통합적 문화는 온생명의 정신이 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집합적 의식이 온생명의 자기의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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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문화 = 홑문화 + 보문화

지구

문화현상에서의 정보교류와 온문화

온생명 : 낱생명 + 보생명

보생명 : 기타 낱생명들 + 환경
환경의 정보

해

tkd상속정보 획득정보

낱생명 1

낱생명 2

홑문화 1

보문화 = 기타 홑문화들 + 환경

온문화 = 홑문화들 + 보문화

크고 작은 홑문화들이 각각 독자성과 고유성을 견지하면서 정보교류를 통해 연결되어 조화
로운 온전함을 이루게 될 때, 풍요롭고 건강한 온문화를 기대할 수 있음.

홑문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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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한 분야에 대한 현대적인 공리적 전개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 용어는 정의하지 않은 채로 남긴

다. 예를 들면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현대적인 전개에서 점, 선, 면 등은 모두 무정의 용어이다. 유클리

드 기하학을 공리적으로 엄밀하게 전개한 다비트 힐베르트(David Hilbert, 1862~1943)는 “이 모든 기하

학적 명제에 있는 용어 점, 선, 면을 식탁, 의자, 잔으로 바꾸는 것이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바

꿔 말하면, 용어 점, 선, 면의 속성에 대해서는 공리들에서 그것들이 드러내는 성질 이외에는 전혀 고려하

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임의의 편리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허민 역, 2013). 이에 따라 수학 용어는 

‘언어적 기호’에 불과하다(이지현, 2011). 공리적 전개에서 나머지 수학 용어는 기본적인 무정의 용어로 정

의되므로, 역시 언어적 기호이다. 수학 용어를 의미성과 규약성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수학의 용어는 완전히 규약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대희, 1998).  

규약적인 정의의 대표적인 보기로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에 대

한 방정식”과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그 방정식의 근”을 들 수 있다(박교식 외 18인, 

2018). 

여기서는 약수와 인수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다. 約은 ‘맺다, 간략히 하다, 줄이다, 대략, 대강’ 따위

를 뜻하는데,2) ‘약’은 (교육부 2017, 2-1)3)에서 “어림한 길이를 말할 때는 숫자 앞에 약을 붙여서 말합니

다.”라는 약속(約束)으로 수학에 처음 나타난다. 그 뒤 (교육부 2019, 5-1)에서 “어떤 수를 나누어떨어지

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라고 정의하는데,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수’와 ‘약수’ 사이의 관계

를 잇기가 어렵다. 한자의 뜻을 따라서인지,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는 ‘맞줄임’을 약분(約分)

과 함께 사용했고, 약수(約數)를 ‘줄임수’라고도 했다(도종훈·박지현, 2013).4) 이런 의미에서 1은 어떠한 

자연수도 줄이지 못해서 약수의 하나로 볼 수 없어서, 약수는 적절한 용어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어림하

알기 쉬운 토박이말이 수학에 많이 쓰이길 바라며1)

허  민(광운대학교 수학과 교수)

I. 머리말 – 규약적인 한자말 수학 용어

1)  이 글은 본인의 네 논문 허민(2013, 2016, 2018, 2020) 및 책 ≪실 해석학 첫걸음≫(허민, 2019)에 근거하 고 일부 내용을 추

가해서 작성했다.

2)  ≪백년옥편≫과 ≪네이버한자사전≫에는 ‘제산(除算)하다, 나눗셈하다’라는 뜻풀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자 사전 ≪대한한

사전≫과 ≪한한대자전≫ 및 ≪중한사전(中韓辭典)≫에는 이런 뜻풀이가 없다.

3) 이를테면 (교육부 2017, 2-1)은 교육부가 2017년에 발행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나타낸다. 

4) 국어사전에는 여전히 ‘맞줄임수, 통약수’가 약수와 동의어인 수학 용어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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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약’을 생각하면 약수를 ‘대략 수’로 오해할 수도 있다. 

약수는 중학교 수학에서 소인수와 이어진다. 먼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박교식 외 18인, 2018)고 해서, 용어 ‘소수(素數)’를 역시 규약적으로 정의하는데, 소

리같은말 ‘소수(小數)’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느닷없이 “약수를 ⋯ 인수라고도 한다.”는 말과 

함께 “소수인 인수를 그 수의 소인수라고 한다.”(박교식 외 18인, 2018)라고 정의한다. 결국 “소수인 약수

를 소인수라고 한다.”(허민 외 8인, 2013)는 말과 같다. 용어의 변신이 혼란스럽다.

그리고 ‘약수’와 같은 용어라는 ‘인수’는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새로운 뜻을 지닌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 식의 인수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 다항식을 인수분해한다고 한다.”(허민 외 8인, 2015) 이제 

‘인수’는 ‘식’도 나타낸다. 통상 수학에서 ‘식’은 ‘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사

용되고 있다.5) 오히려 이를 기정사실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중국에서는 ‘인자’가 ‘인수’와 ‘인식’을 모두 포

함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에서도 ‘因數(인수)’가 ‘數

(수)’와 ‘式(식)’을 모두 포괄한다는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박경미, 2004) 

약수, 소수, 소인수, 인수, 인수분해를 일본수학교육학회(2014)에서는 約数 또는 因数, 素数, 素因数, 

因数, 因数分解로 나타내고, 중국 수학책(薛金城 2012, 郭学明 2011 따위)에서는 因数, 质数, 质因式, 因

式分解만을 사용해서 수(數)와 식(式)을 구별하고 있다.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수와 인수분해의 동의

어로 ‘인자(因子)’와 ‘인자분해(因子分解)’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3x, x-1, 과 같이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7)”(박교식 외 18인, 2018)과 

“반직선 OP를 동경8)”(박교식 외 19인, 2018b)이라는 정의는 규약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짓말을 강요하

는 것으로 보인다. “공간의 한 점 P와 세 실수의 순서쌍 (a, b, c)사이에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있다.”(황선욱 

외 10인, 2014)에서 ‘세 실수의 순서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동아시아 전통 수학인 산학(筭學, 算學)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한 정수(正數)와 부수(負數)를 우리나라

에서는 양수(陽數)와 음수(陰數)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데, 양함수(陽函數)와 음함수(陰函數)는 바꾸지 않

아서 잘못된 개념을 얻게 한다.9)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를 일컫는 ‘서로소(relatively prime)’(박교식 외 

5)  심지어 2007개정 교육과정기에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두 다항식 사이에도 약수, 배수, 공약수, 최대공약수, 공 배수, 최소공

배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허민 외 6인, 2009).

6)  그리고 분수식(分數式)과 분수방정식(分數方程式)을 각각 분식(分式)과 분식방정(分式方程)으로 나타내어 수 (數)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7)  일본수학교육학회(2014)에서 그리고 薛金城(2013a)에서는 单项式과 多项式을 아우르는 용어로 整式을 사용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용어 정식(整式)이 1964년 편수자료까지 있었다(문교부, 1964).

8) 북한에서는 동경(動徑)을 ‘끝변’으로 나타낸다(박교식, 2005).

9)  중국에서 양함수와 음함수를 각각 显函数(顯函數)와 隐函数(隱函數)로 나타내고 있다(新英汉数学词汇,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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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인, 2018)라는 말을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두 집합에도 적용해서 ‘서로소(disjoint)’(박교식 외 19

인, 2018a)라고 한다.10) 다른 개념들을 같은 용어로 나타내는 것은 태만에 불과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수학 용어에서도 규약적이라고 할 만한 뜻풀이를 찾아볼 수 있다. 허민(2016)에

서 한자의 뜻을 알면 소수(小數)는 ‘작은 수’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소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2019년 3분기 수정 내용 중에는 ‘소수(小數)’

의 뜻풀이 수정이 있다. 이전의 뜻풀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0 다음에 점을 찍어 나타낸다.”는 

“일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의 값을 가진 수. 예를 들면, 0.1, 0.23, 4.2, 35.67 따위이다.”로 바뀌었다. 수

학의 관행을 반영한 수정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수(整數) 부분이 0이 아닌 소수. 예를 들면, 6.75, 1.64 

따위”의 ‘대소수(帶小數)’ 및 “1보다 큰 수를 소수(小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인 ‘대수(大數)’와의 관계는 

모호해졌다. 그리고 2020년 3분기에는 등각^사다리꼴(等脚사다리꼴)의 뜻풀이를 “평행하지 아니한 두 변

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등변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 중 어느 하나의 양 끝 각의 크기가 같은 사

다리꼴.=등변 사다리꼴.”로 바꾸어 ‘각(脚)’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리적으로 전개하는 현대 수학에서 용어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문 수학자가 아닌 사람에

게 특히 학생들에게 이런 논의는 무의미하다. 수학 용어를 통해 대응하는 수학 개념을 짐작하고 파악하며 

기억하려고 할 것이다. 수학 용어는 그 자체가 바로 수학의 개념, 또는 수학적인 어떤 방법을 나타내고(김

연식ㆍ박교식, 1994), 그 개념을 이해하는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한대희, 1998).  

 분명히, 수학 교육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는 ‘현학적인 수학 용어의 범람’을 막고 ‘힘이 있

는 용어’와 ‘관념이 내재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김연식ㆍ박교식, 1994) ‘규약성’이 강한 용어보다는 ‘의

미성’이 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교식, 2003; 임재훈ㆍ이경화ㆍ박경미, 2002; 한대희, 

1998). 될 수 있는 대로 학생들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수학 용어가 요망된다. 

10)  중국 新英汉数学词汇(2002)에서는 ‘relatively prime’과 ‘disjoint’를 각각 ‘互素(的)’과 ‘不相交(的)’이라 하는 데, 일본수학교

육학회(2014)에서는 모두 ‘互いに素(な)’라고 하고 있다.

11) 한자말과 토박이말은 조사(‘~의’)와 어미(‘~하다, ~한’)를 제외한 나머지에 따라 분류했다. 

12)  2015 수학 편수자료에서 용어들을 나열한 첫째, 둘째, 셋째 열의 이름은 차례로 용어, 동의어, 외국어이다. 여기서는 한 항

목에 있는 용어와 동의어를 한 개의 용어로 센다. 이를테면 ‘각기둥, 다각기둥’을 한 개의 용어로 센다. 그리고 한 항목에 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a)에서는 <학습 요소>에 용어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526개의 용어 중에서 한자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용어는 약 92.4%(486개)이고,11) 토박이말이 조금이

라도 섞어 있는 용어는 약 16.3%(86개)이며, 온전히 토박이말로 된 용어는 약 4.8%(25개)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편수 자료 Ⅲ (기초 과학/ 정보 편)≫(교육부 2015b)에

는 1379개의 수학 용어가 있다. 이것을 ‘2015 수학 편수 자료’라 부르겠다.12) 이 중에서 한자말이 조금이라

2. 잊힌 토박이말 수학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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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섞여 있는 용어는 약 93.2%(1285개)이고, 토박이말이 조금이라도 섞어 있는 용어는 약 16.8%(232개)

이며, 온전히 토박이말로 된 용어는 약 4.7%(65개)이다. 

그런데 수학과 교육과정의 용어가 언제나 이와 같지는 않았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토박이

말 수학 용어가 대폭적으로 도입됐었는데, 제2차 교육과정에서 많은 용어가 한자말로 되돌아갔다(박경

미ㆍ임재훈, 1998; 박문환, 2001).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는 많은 용어

가 한자말로 되돌아갔지만, 1963년 2월 25일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 문서 자체에는 토박이말이 많이 남

아 있었다. 제2차 교육과정에 <용어와 기호>란은 없지만, 김주봉(1963)은 “이번 새 교육과정이 발표되고 

여기에 명시된 술어가 곧 새로 나올 교과서의 수학술어로 사용된다고 하니 술어 통일을 바라던 일선교사

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 나올 교과서’에서 사용될 수학 용어를 나열했다. 그 목

록에는 많은 토박이말이 있다. 김주봉(1963)이 나열한 제2차 교육과정의 토박이말이 섞여있는 용어 중에

서 그 뒤 편수자료에서 한자말로 되돌아간 용어는 다음과 같다.   

곁심[방심], 곁접원[방접원], 곡선그리기[곡선의 추적], 곱수[승수], 곱하임수[피승수], 꺾은금그림표[꺾

은선그래프], 대[축], 더하임수[피갓수], 덧뺄셈[가감법], 덧수[갓수], 만난점[교점], 맞각[대각], 맞모금[대

각선], 맞변[대변], 모기둥[각기둥], 모뿔[각뿔], 모뿔대[각뿔대], 모아짜기[조합], 바깥각[외각], 빼임수[피

감수], 뺄수[감수], 셈[계산], 외톨수[소수], 외톨인수[소인수], 안맞각[내대각], 안각[내각], 원둘레[원주], 

원둘레각[원주각], 원둘레율[원주율], 좌표대[좌표축], 줄인그림[약도], 펼친그림[전개도]13)  

  

  이렇게 교육과정에 오를 정도로 정착 단계에 있던 토박이말 수학 용어가 거의 모두 사라지고 한자말

로 바뀐 계기의 하나는 1964년에 발표된 수학 편수 자료로 보인다. 이 ≪편수 자료 5집≫(문교부, 1964)에

는 수학 용어를 제시한 <수학 용어의 개정>이 있는데, 이것은 통상 최초의 수학 편수 자료로 생각된다(김

흥기 외 4인 2003). 이것을 편의상 ‘1964 수학 편수 자료’라 부르겠다. 1964 수학 편수 자료에는 1307개의 

수학 용어가 있다.14) 이 중에서 한자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용어는 약 92.7%(1211개)이고, 토박이말

이 조금이라도 섞어 있는 용어는 약 17.0%(222개)이며, 온전히 토박이말로 된 용어는 약 5.0%(66개)이다. 

이런 결과는 2015 수학과 교육과정과 2015 수학 편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말과 토박이말 용어의 

타난 극대/극댓값, 극소/극솟값, 최대/최댓값, 최소/최솟값 등도 각각 한 개의 용어로 셌다. 그리고 토박이말과 한자말의 분

류는 동의어를 제외하고 첫째 열에 있는 용어만을 대상으로 한다.

13)  이 중에서 곱수, 곱하임수, 더하임수, 덧수, 만난점, 맞각, 맞모금, 모뿔, 모뿔대, 바깥각, 빼임수, 안맞각, 안각, 원둘레각, 

원둘레율, 펼친그림 등은 여전히 국어사전에 수학 용어로 올라있지만, 초ㆍ중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4) 2015 수학 편수 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용어의 개수를 셌다. 1964 수학 편수 자료에 별도의 항목으로 나타난 각기둥과 다각

기둥, 등비급수와 기하급수 등과 같은 동의어의 쌍과 역시 별도의 항목으로 나타났지만 2015 수학 편수 자료에 한 항목에 나타

난 극소와 극솟값, 극한과 극한값, 기하와 기하학, 사인 법칙과 사인 정리, 위상과 위상수학, 주축(쌍곡선의)과 주축(이차곡면

의), 대칭도형과 대칭형의 쌍 등 모두 22개의 쌍을  각각 한 개의 용어로 셌다. 그리고 한 항목에 나타난 단〖복〗리, 단〖복〗리법, 단

〖장〗젯법, 등차급수〖수열〗, 상〖하〗급, 양〖음〗의 항, 연속[성]은 2015 수학 편수 자료에서와 같이 분리해서 각각 2개로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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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이에 따라 1964 수학 편수 자료는 수학 용어를 한자말 중심으로 바꾸어15) 현재까지 

이르게 만든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게 된다. 1964 수학 편수 자료는 (허민, 2018)에서 밝힌 대로, 그 이

전에 나온 ≪수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용어집≫(문교부, 1956)의 수학 용어 중에서 토박이말을 거의 빼고 

한자말 중심으로 편집한 것이다.

1964 수학 편수 자료의 한자말 중심의 수학 용어는 그 뒤에 거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학 교과서

에서는 한 개념에 한 개의 용어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대안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편수자료 물리 영역과 같이 “‘비고’란의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용어로서 병용을 허용한다.”와 

같은 너그러운 정책이 수학에는 없다(교육부 2015b).] 한자말 중심의 수학 용어가 이렇게 50년 이상 유지

되면서 그 전에 사용됐던 토박이말 용어는 잊히고 있다. 그 보기는 다음과 같은 우스꽝스런 정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합니다.”(교육부 2019, 수학 5-2) 

표 전개도=펼친그림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 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교육부 2019, 

수학 6-1)

15)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대통령 때는 꼼짝도 못하던 한자혼용 세력이 일제 세대인 ⋯⋯ 군인이 정권이 잡으니 고개를 들고 날

뛴다. ⋯⋯ 군사정권은 한글전용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태도를 바꾼다. 교과서에도 잘 살려 쓰던 토박

이말을 못 쓰게 한다. ‘셈본’이란 책도 ‘산수’나 ‘수학’으로만 쓰게 하고 ‘세모꼴’이란 토박이말을 ‘삼각형’으로 쓰게 한다. ⋯⋯ 

이렇게 어렵게 찾아 쓰거나 만든 토박이말을 모두 일본식 한자말로 바꾼 것이다.”(이대로, 2008)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토박이말 용어 ‘세모(꼴)’과 ‘네모(꼴)’은 각각 삼각형과 사각형의 동의어인 수

학 전문용어로 나타나고 똑같이 뜻풀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학 교과서에서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교육부 2017, 1-2)에는 “ , ,  모양의 이름을 정해 봅시다.” 와 같은 학습 내용이 있다. 초

등학생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라고 답할 것이다. 그 뒤 (교육부 2017, 2-1)에서는 몇 개의 관련된 도형의 

그림을 제시하면서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삼각형이라

고 합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합니다.”와 같이 정의한다. 

‘모양’과 ‘도형’의 이름을 구별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13)에서는 “대상의 모양을 

전체적인 윤곽으로 보고 표현해 왔던 ‘동그라미 모양’이나 ‘세모 모양’, ‘네모 모양’이라는 말로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의 의미(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박경미·임재훈, 1998)에서도 “초등

3. 푸대접 받는 토박이말 수학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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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학년에서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와 같이 수학적인 언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물의 

모양을 표현한다. 이어 초등학교 2학년에서 2학년 1학기에, 선분과 직선이 도입되고 삼각형이 도입된다. 

⋯ 세모, 네모가 도형의 이름이 아니라 모양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단정하고 있다.  

(교육부 2017, 2-1)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정의하고는 각 도형의 ‘꼭짓점’과 ‘변’을 정의한다. ‘각’은 없

다. ‘각’은 3학년 1학기 학습 내용이기 때문이다(교육부 2018, 3-1). 이 단계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은 규

약적인 정의이다. 사실 (교육부 2018, 4-2)에서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와 

같이 ‘각’이 아니라 ‘선분’을 이용해서 정의하므로, ‘삼각형’과 ‘사각형’은 물론 ‘다각형’은 영원히 규약적인 

정의이다. 

(박경미, 2007)는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얻었다. “삼각형ㆍ三角形ㆍtriangle에 대한 정의는 세 언

어 모두에서 ‘세 개의 선분(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이에 대한 정의로 ‘세 각을 가진 도형’이 더 정확하

다고 답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중학교 2학년) 집단의 비율은 각각 43.9%, 66.4%, 48.0%이다.” 그리고 

권유미ㆍ안병곤(2005)의 조사에 따르면 “특기할만한 점은 교과서에서 약속 되어진 대로 다각형의 의미를 

‘선분만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81.6%인데 비해, 다각형을 보기에서 찾

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원이나 원, 입체도형 등을 다각형에 포함하여 답해 특린 학생이 92.9%에 달했다.” 

‘일상용어’인 세모(꼴)과 네모(꼴)을 버리고 규약적으로 정의한 ‘전문용어’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이 학생

들에게 깊이 스며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형(figure)’ 자체는 초ㆍ중등학교 교과서 어디에서도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른바 ‘무정의 용어’이다. ‘선분’을 통해 정의하는 ‘다각형’이란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박경미ㆍ임

재훈, 1998) 이것을 고수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현대 수학에서 다각형은 유한개의 선분들로 이루어진 단

일폐곡선이고, 이것의 ‘각’ 또는 ‘내각’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토박이말 용어 ‘마름모’ ‘사다리꼴’ ‘부채꼴’ ‘활꼴’은 사물의 이름을 빌려 붙였다는 이유로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용어로부터 정의를 유추할 수 있는 용어가 바람직한 용어라고 할 때, 사물

의 이름을 차용한 용어는 좋은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사물의 이름을 차용한 용어는 전형적인 예와 결합되

어 부적절하거나 그릇된 개념 이미지를 강화하고 올바른 개념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박경미ㆍ임재훈, 

1998) “사물의 이름을 빌려 만든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이다.”(전광숙ㆍ김인수, 2003)고 주장한다.

마름모는 ‘마름’이라는 식물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에게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김연식ㆍ박교식, 1994). 이에 따라 “일상 용어가 수학적 의미 형성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러한 일상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용어를 만들 수 있는 경우, 대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입장에서 볼 때 “마름모에 비해 등변4각형이 바람직하다.”(임재훈ㆍ이경화ㆍ박경미, 2002)고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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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름모ㆍ菱形ㆍrhombus의 어원을 정확하게 제시한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은 (한국어ㆍ중국어ㆍ영어) 세 집단을 통

틀어 全無하다.”(박경미, 2007). 그런데 마름모가 도입되는 초

등학교 4학년 학생이 알고 있는 사항만으로 도형의 이름을 짓

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은 자료만 

이용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한 가지 식물을 소개하는 기회도 되

고, 대응하는 도형을 기억하는 좋은 도구로 삼을 수도 있을 것

이다.

전형적인 사다리의 모양이 위가 좁고 아래가 넓기 때문에 사

다리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은 오히려 이런 전형적인 

사다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사물의 이름을 빌린 사다리꼴에 관한 비판이 있

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trapezium은 내 개의 다리를 갖는 탁자에서 유래하였지만 현재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그리스어 어원

인 trapeza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어가 조어된 배경이 영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수 있다. ⋯ 주어진 도형 중에서 사다리꼴을 선택하는 2번 문항에 대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한국어와 중국어[梯形] 집단에 불리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한국어와 중

국어 집단은 사다리 모양과 비슷한 도형은 사다리꼴로 선택하지만, 아랫변이 윗변보다 짧거나 비대칭인 

모양은 사다리꼴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일

치하지 않았다.”(박경미, 2007)

그리고 “사물의 이름을 차용한 용어[사다리꼴, 부채꼴, 마름모]뿐 아니라 도형의 정의를 반영한 용어[직

사각형, 삼각형, 등변사다리꼴]를 습득할 때에도 학생들은 언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경미, 2007)

마름

사다리

앞에서 말한 대로, 수학 용어는 언어적 기호에 불과하며(이지현, 2011), 어떠한 용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 용어를 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바꿀 수 있음을 뜻한다. 한자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토박이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문교부(1964) 및 문교부(1987)와 교육인적자원부(2004)의 ≪편

수 자료 III(기초 과학)≫ 수학 부분에 있는 ‘용어 통일의 기본 원칙’ 또는 ‘용어 선정의 기본 방향’의 첫째는 

“모든 용어는 우리말로 고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고, 대한수학회(1996) ≪수학용어집≫의 머리말

4. 일상용어를 활용하는 수학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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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천명한 첫째 원칙은 “가능한 한 순수한 우리말로 옮기도록 한다.”이다. 

(박경미ㆍ임재훈, 1998)에서 “영어에서 triangle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세모와 같은 일상적인 의

미로도 쓰이고 삼각형이라는 수학적인 용어로도 쓰인다.”고 했다. 사각형에 대응하는 quadrangle과 

quadrilateral뿐만 아니라 정사각형에 대응하는 square도 일상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쓰인다.

구미에서는 고급 과정의 수학에서도 일상용어가 활용되고 있다. 부르바키 학파가 수학 용어를 창안할 

때 필요하면 그리스말을 이용했지만 일상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를테면 ‘hypersphéroide(초회전타

원체)’와 ‘parallélotope(평행육면체?)’를 일컫는 데 각각 ‘boule(공)’과 ‘pavé(포석, 길에 까는 돌)’를 사용

했다(Dieudonné, 1970). 영어에서 ‘open set, closed set’은 상당히 까다로운 전문 수학 용어이지만 일상

적인 말로 나타난다. 역시 일상 언어로 표현된 ‘compact set’은 해석학과 위상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의 하나이다. 이 용어에 대한 적절한 우리말 표현이 없었다. 영어 그대로 ‘compact 집합’으로 나타내거나

(정동명ㆍ조승제, 2011), 소리만을 따서 한글로 ‘콤팩트집합’으로 나타냈다(대한수학회, 1996). 중국의 ≪

新英汉数学词汇≫(2002)에서는 ‘紧集(緊集)’으로 나타내는데, 이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책은 찾아보지 못

했다.16)

한자를 기반으로 새말을 만드는 전통적인 조어 기능이 무너졌으며, 서구의 일상 언어로 표현된 수학 용

어를 경험한 현재의 대다수 수학자는 알기 쉬운 토박이말로 수학 용어를 만드는 데 큰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찾아내려는 시도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compact set’을 (김성기 외, 2012)에서는 토박이

말로 ‘옹골집합’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본인은 대학 교과서를 옮기거나 지으면서 토박이말을 활용한 용어를 몇 개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모

음(집합, set)17), 밑감(원소, element), 뭉침(합집합, union), 만남(교집합, intersection)을 사용하고 있다. 

(박교식 외 19인, 2018a)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고 정의한다. 그런데 북한에

서는 집합을 ‘모임’이라고 한다.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모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대로 ‘어떤 목적 아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로 ‘집회’ 또는 ‘회의’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조

건에 따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하나[한 덩어리]로 모은 것”을 모음이라 하는 것이 적절해 보

인다. 이런 뜻의 ‘모음’이 한글 학회의 《쉬운말 사전》에서 ‘말모음(어휘)’, ‘모음곡(조곡)’, ‘편지모음(서한집)’ 

등에 쓰이고 있다. [부분집합(subset)은 ‘쪽모음’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원소’는 본질적으로 화학 용

어이고, 모음을 이루는 각 대상은 그 자체로 모음일 수 있듯이 매우 복합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가 

되거나 주가 되는 재료’를 뜻하는 밑감이 ‘모음을 이루는 각 대상’을 나타내는 데 적절해 보인다. 

16) (김용인, 2008)에서는 ‘긴밀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7)  ‘모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무용』분야의 전문 용어로 올라있는데, “승무에서, 동작을 하기 전에 정신을 모으기 위하여 몸을 

다소곳이 모으는 동작.”으로 뜻풀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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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음들의 연산 결과를 나타내는 ‘union’과 ‘intersection’ 자체에는 ‘집합’이 없는데, 통상 ‘합집

합’과 ‘교집합’이라 한다. ‘수들의 합수’라 하지 않고 ‘수들의 합’이라 하면 충분하다. 모음들의 union은 {1, 

2, 3}U{2, 3, 4}={1, 2, 3, 4} 와 같이 똑같은 밑감은 한 번만 나타나도록 뭉뚱그린다. 이에 본인은 모음들

의 union을 뭉침으로 나타내고 있다. intersection은 ‘만난선(교선, line of intersection)’과 ‘만난점(교점, 

intersection point)’에 쓰이므로,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나타냈다. 이런 용어 선택의 장점을 보이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한글과 영어 명제들을 비교하자. 

  “임의개의 개집합들의 합집합은 개집합이다. 유한개의 개집합들의 교집합은 교집합이다.”

                                                                (정동명·조승제, 2011; 김용인, 2008)

  “열린집합들의 합집합은 열린집합이다.      열린집합들의 유한 교집합은 열린집합이다.”

                                                                                      (김성기 외 2인, 2012)

  “The union of any number of open sets is open. 

   The intersection of any finite number of open sets is open.”  (Lipschutz, 1965)

각 영어 문장에는 ‘set’이 한 번 나타나지만, 한글 문장에는 ‘집합’이 세 번씩이나 나타난다. 한 번은 ‘개

집합’이나 ‘열린집합’으로 붙여 써서 보어로 사용된 형용사 ‘open’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

에 나타난다. ‘열린 모음’과 같이 띄어 쓰고 ‘열린’의 활용형 ‘열려 있다’를 사용하면, 위의 각 명제는 영어 

명제와 같이 ‘모음(집합)’을 한 번만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임의개의 열린 모음들의 뭉침은 열려 있다. 유한개의 열린 모음들의 만남은 열려 있다.”  

수열(sequence)과 급수(series)의 항[마디]은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 점, 구간, 함수, 벡터 등일 수 

있다고 했다. 한글 학회(2009)의 ≪쉬운말 사전≫에서는 series을 ‘잇달이’로 다듬었는데, 수학적으로 ‘잇

달이’는 sequence와 더 잘 어울린다. 이에 따라 실수들의 잇달이(sequence of real numbers), 점들의 

잇달이, 구간들의 잇달이, 함수들의 잇달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잇달이’로 나타낸 

‘sequence’와 어울리도록, ‘series’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판이 크게 되게 하다’의 뜻을 지닌 ‘어우

르다’로부터 얻은 ‘어울이’로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2학년에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두 변수 x, y 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박교식 외 18인, 2019) 고등학교 1학년

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서 합수를 정의한다.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

를 짝 지어 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표대응＝짝짐) ⋯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

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한다.”(박교식 외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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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a)

이렇게 규약적으로 정의하는 함수(函數, function)는 (영어 용어나) 한자 용어 자체도 한자말도 대응하

는 개념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연식ㆍ박교식, 1994). 다른 한자말로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함수’는 임의의 두 모음에 있는 밑감(원소)들을 짝짓는(대응시키는) 특수한 관계이므로, 

토박이말을 살려낸다는 취지에서 ‘흥정을 붙여 주고 보수를 받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토박

이말 ‘주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18)

‘주릅’과 같이 토박이말을 살려 수학 용어로 활용한 보기로 ‘대중’과 ‘잴대’도 있다. 수학에서 ‘norm’은 

벡터, 분할, 수열, 함수 따위의 특정한 양을 나타내는 데 다양하게 쓰이는데, 우리말로는 그저 ‘노름’ 또는 

‘노옴’을 나타낸다. 영어에서 ‘norm’은 표준, 규범, 규준, 기준을 뜻한다. “어떠한 표준이나 기준”을 뜻하는 

토박이말 ‘대중’이 있다. ‘눈대중’ ‘손대중’이란 말이 있고, ‘대중없다’는 “짐작을 할 수가 없다, 어떤 표준을 

잡을 수가 없다.”로 쓰인다. 이에 ‘norm’을 ‘대중’으로 나타내고 있다. [참고: 일본에서는 ‘ノルム’로 나타내

고 중국에서는 ‘norm’을 范数(範數)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範은 법, 규범, 본보기, 모범을 뜻한다.]

수학의 한 분야로 ‘measure theory’가 있는데, ‘잴 수 있는 모음(measurable set)’과 ‘잴 수 있는 공간

(measurable space)’을 거쳐 ‘measure’를 정의하는데, 이를 ‘측도’라고 한다. ‘measurable’과 ‘measure’ 

사이의 외관적인 유사성과 뜻을 고려해서 본인은 ‘measure’를 ‘잴대’라 부르고 있다. 토박이말 ‘잴대’는 인

터넷에서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다음국어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으로 나타나고, 최

기호(2004)에서는 “사물의 표준. 수준.”으로 나타난다. 

<부록>에 ≪실 해석학 첫절음≫(허민, 2019)에서 사용한 토박이말 용어들을 정리해 놓았다. 

김문오(2007)은 남한의 수학 교과서에서는 총 468개 용어, 북한 교과서에서는 453개 용어를 대상으

로 분석했다. 남한 교과서에서는 한자어가 357개 용어[76.3%]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고유어+한자어’가 

49개 용어[10.5%], 고유어와 외래어가 각각 23개 용어[5%], ‘한자어+외래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고유

어+외래어’의 구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분포는 앞에서 말한 21015 수학 교육과정과 편수자료에 있는 

수학 용어의 경우와 거의 같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고유어+한자어’가 193개 용어[42.6%]로 제일 많고, ‘한자어’가 158개 용어[34.8%]

로 그 다음이며, 고유어가 71개 용어[15.7%], ‘외래어’가 19개 용어[4.2%]로 뒤를 잇고 있다. ‘고유어+외래

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구조도 보인다.

‘한자어(남) ↔ 고유어(북)’ 유형이 48개 용어이고, ‘한자어(남) ↔ 고유어+한자어(북)’ 유형이 162개 용

어이다. 그만큼 쉬운 말화의 경향이 짙다. 

5. 북한 수학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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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육계에서도 북한의 수학 용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박경미ㆍ임재훈(1998)은 “북한의 경우 가능

한 한 수학 용어의 한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빈수’는 ‘가장 잦은 값’, ‘도수분포표’는 ‘잦음수널

림표’, ‘대응각’은 ‘겹쳐지는 각’ ‘비순환소수’는 ‘무한안되돌이소수’ ‘포물선’은 ‘팔매선’ 등으로 한글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상어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일상어를 차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

고 있다.”고 했다. 

임재훈·이경화·박경미(2002)

은 36개의 남북한 수학 용어에 대

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

리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소수, 항, 계수, 연장선, 반비례, 

예각, 둔각, 집합, 공집합, 최빈수, 

중선, 유효숫자, 원주각’에 비해 북

한에서 사용하는 용어 ‘씨수, 마디, 

곁수, 늘임선, 거꿀비례, 뾰족각, 

무딘각, 모임, 빈 모임, 가장 잦은 

값, 가운데 선, 믿을 숫자, 원둘레

각’이 (50%를 초과해서) 더 높이 

선호됐다. 이런 북한 용어의 공통

점은 적절한 토박이말을 사용한 것

인데, “북한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

로는 ‘이해가 용이하다’라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아 ⋯⋯ 그 뒤를 

이어 ‘한글이 더 편하다’가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우리 중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북한의 

생소한 용어가 우리의 용어보다 더 선호된다면, 그런 용어의 사용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교식(2005)은 ‘가장 잦은 값’ ‘늘임선’ ‘겹쳐지는 각’은 최근에(2000~2002년의 교과서에서) 각

각 ‘최빈수, ’연정선‘ ’대응하는 각 또는 대응각‘으로 원래의 한자 용어로 환원되었다고 했다. 반면에 김유

진ㆍ신중진(2016)은 2003~2008년에 출판된 수학 교과서에서 용어를 찾아 분석했는데, ‘가장잦은값’과 

‘주는함수’를 예시하고 있다. [박교식(2005)에서는 ‘주는 함수’가 ‘감소함수’로 환원되었다고 했다.]  

  1  소수   

  6  항    

  7   계수   

  8   자취   

  9  연장선

 10   폐곡선

  11   역수

 12   반비례

 14   예각

 15   둔각

 18   대응각

 19   집합

 20   공집합

 21   최빈수

 23   좌표

 24   내분점,외분점 

 25   중선

 27  참값

 28  유효숫자

 29  해집합

 35  원주각

씨수

마디

곁수

자리길

늘림선

다문선

거꿀수

거꿀비례

뾰족각

무딘각

겹쳐지는 각

모임

빈 모임

가장 잦은 값

자리표

나눔점

가운데 선

정확한 값

믿음 숫자

풀이모임

원둘레각

68%  60%  30%  53% 

44%  68%  40%  51%

64%  58%  35%  52%

62%  50%  21%  44%

62%  58%  42%  54%

52%  38%  51%  47%

58%  46%  28%  44%

74%  60%  67%  67%

74%  76%  56%  69%

70%  78%  42%  63%

62%  40%  33%  45%

84%  62%  56%  67%

74%  70%  51%  65%

72%  78%  67%  72%

68%  48%  28%  48%

50%  42%  26%  39%

66%  64%  49%  60%

52%  40%  42%  45%

74%  68%  33%  58%

32%  56%  40%  43%

82%  66%  60%  69%

연
번 

남 한 북 한

용 어  용 어 
현직
교사

예비

교사

고등

학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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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는 광복 뒤에 많은 토박이말을 사용했는데, (문교부, 1956)의 수학 용어에도 제2차 수학 교육

과정 문서에도 토박이말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19) 그러나 (문교부, 1964)가 나타난 뒤에 수학 용어는 한자

말 중심으로 단일화되었고, 토박이말은 수학 용어에서 거의 퇴출되었다. 몇 십 년이 지나면서 수학계에서

는 토박이말이 거의 잊히고 있으며, 몇 개 남은 토박이말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로 수학 용어로 적합한 지

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1980~90년대에 북한 수학 용어가 소개되면서 토박이말에 관한 관심이 유지되고는 있다. 수학 

교육계에서는 토박이말 수학 용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

기도 한다. 박경미ㆍ임재훈(1998)은 북한에서는 수학 용어를 “일상어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일상어를 차

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서 몇 개의 예를 든 다음에 “이 경우 학생들이 수학 용어에 쉽게 친

근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학 용어가 갖는 축약된 간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자어를 그대로 

음독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나 지나친 한글 풀어쓰기식 접근 역시 바람직하다고만 보기 어렵다.”

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박경미(2004)는 “순 한글 용어는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 ‘제곱’

은 적절하게 한글화한 좋은 예가 된다. ⋯ ‘거듭제곱’도 ⋯ 순 우리말 용어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 (한

글의 체계성과 편의성을 제시한 뒤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용어의 한글

화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를 기반으로 한다 ⋯ 또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한자가 미래의 지배적인 언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한글화된 용어를 갖는 것

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박교식(2005)은 최근에(2000~2002년의 교과서에서) 원래의 한자 용어로 환원한 용어의 예를 들면서 

“한자 용어를 한글화하는 것이 수학 교수ㆍ학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믿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사례

를 볼 때, 한자 용어의 한글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한자말 용어의 문제점도 논의되고 있음에도, 교육과정이 몇 번 개정되었지만 토박

이말이 제대로 반영된 것은 거의 없으며,20) 한자말 의존도는 줄지  않고 있다. 토박이말을 낮게 보거나 수

학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모꼴’ ‘네모꼴’은 수학 교과서에도 편수자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길이 재기, 잰 길이’(2-1, 2-2), ‘들이[무게] 재기, 잰 들이, 잰 

무게’(3-2), ‘각도 재기, 잰 각도’(4-1) 따위가 나타나지만, 수학 편수자료(교육부, 2015b)에는 ‘측정’과 ‘측

6. 맺음말 – 토박이말 교육의 필요성

19) 이런 토박이말 중에서 많은 것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남아있기는 하다. 

20)  2006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구간’과 ‘폐구간’을 토박이말인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으로 바뀌었고, 2009년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중간값의 정리’를 ‘사이값 정리’로 바꿨다. 이런 용어는 (대한수학회, 1996)에 실렸었다. 새로운 수학 용어로 ‘줄

기와 잎 그림’(stem and leaf diagram[plot], ×)과 ‘한붓그리기’(traversability of a graph[network],  one-stroke 

drawing 一筆書き)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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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값’만이 나타난다.  

수학자들이 우리말에 관한 소양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 교육과정과 편수자료에는 용어 ‘닮

음’만을 제시하고 이의 활용형을 용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선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한 도형과 합동일 때,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 서로 닮음인 관

계에 있는 두 도형을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박교식 외 18인, 2019)와 같이 정의하는데, 여기서 ‘서

로 닮음인 관계’라는 어색한 표현은 그 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닮은 도형’이 교육과정 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때 ‘닮음인 도형’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정의에서 ‘닮았다’는 말을 사용할 용기가 없는 저자가 많

이 있다. 언제부턴가 교육과정과 편수자료에서 ‘닮은 도형’을 뜻하는 용어 ‘닮은꼴’이 사라졌다. 

그리고 수학 용어의 띄어쓰기가 거의 없다. ‘수학적귀납법’은 최근에야 띄어 쓰고 있다. 여전히 ‘꺾은선

그래프’ ‘직각이등변삼각형’ ‘누적도수분포다각형’과 같이 붙여 쓰고 있다(교육부, 2015b). 대학 수학 용

어로  ‘homogeneous system of linear equations’를 ‘동차연립일차방정식’과 같이 띄어 쓰지 않고 있

다. 낱말마다 수학적인 뜻이 있는 복합적인 용어인데, 뭉뚱그려 놓아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영어의 ‘부사+형용사+명사’로 이루어진 용어를 한문식으로 하나의 명사로 만들기도 한다. ‘absolutely 

convergent’는 ‘절대(적으로) 수렴하는’으로 나타내지만, ‘absolutely convergent series’는 ‘절대수렴급

수’로 나타낸다(대한수학회, 1996). 

토박이말을 모르기 때문에 한자말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보기를 들면, 초등학교 수학

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빠짐없이 ‘비교하기’가 있다. 5학년까지는 길이, 무게, 넓이, 들이 따위와 함께 소

수와 분수의 크기도 비교하는데, 여기서는 두 양 사이의 (뺄셈에 의한) 차에 관심을 둔다. 6학년에 뺄셈으

로 비교하기와 나눗셈으로 비교하기를 시행하면서, 나눗셈 비교를 위해 용어 ‘비’와 ‘비율’을 이용한다. 5학

년 동안 뺄셈으로 비교했는데, 갑자기 나눗셈으로 비교하면서 ‘비교(比較)’의 ‘비(比)’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다. ‘뺄셈으로 비교하기’를 아주 낮은 단계의 ‘비교’로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 ‘견줄 比’이고 ‘견줄 較’이다. 

‘뺄셈으로 견주기’와 ‘나눗셈으로 견주기’로의 구분이 두 가지 개념을 정당하게 다루는 방법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교하기’는 ‘견주기’로, ‘비교하는 양’은 ‘견주는 양’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북한에서는 ‘정삼각형, 정사각형’을 ‘바른3각형, 바른4각형’이라 하고, ‘정(正)’을 ‘바른’으로 번역하고 있

다(박교식, 2005). 임재훈ㆍ이경화ㆍ박경미(2002)의 조사에서 북한의 남한의 ‘정사각형’이 ‘바른 사각형’

에 비해 86:14의 압도적인 비로 더 선호됐는데, “바른 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은 비뚤어지거나 나쁜 사각형

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 용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은 ‘非正’하거나 ‘不正’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 이것은 ‘정(正)’이 토박이말 ‘바른’을 뜻함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숨기고 싶다는 말과 다를 바 없

으며, 한자말에 가려진 수학 용어를 규약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할 것이다. (‘正’은 ‘바르다, 비뚤어

지거나 어그러지지 아니하다, 공평하다’ 등을 뜻한다.) 

북한에서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바른3각형’과 ‘바른4각형’이라 하고, ‘정(正)’을 ‘바른’으로 번역하



26

고 있다(박교식, 2005). 임재훈ㆍ이경화ㆍ박경미(2002)의 조사에서 북한의 남한의 ‘정사각형’이 ‘바른 사

각형’에 비해 86:14의 압도적인 비로 더 선호됐는데, “바른 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은 비뚤어지거나 나쁜 사

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 용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

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은 ‘非正’하거나 ‘不正’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

려 안타깝다. 이것은 ‘정(正)’이 토박이말 ‘바른’을 뜻함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숨기고 싶다는 말과 다를 바 

없으며, 한자말에 가려진 수학 용어를 규약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正’은 ‘바르다, 

비뚤어지거나 어그러지지 아니하다, 공평하다’ 등을 뜻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물가물 잊히고 있는 토박이말에 생기를 북돋우는 방안이 요망된다. 여러 모로 쓰

일 수 있고 아름다운 토박이말들을 모아 널리 알리고, 토박이말을 적극 활용하는 ‘나라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만 개가 넘는다는 한자 중에서 ‘기초한자 1800자’를 뽑아서 가르치듯이, ‘쓸모 많은 토박

이말 1800낱말’과 같이 손에 잡힐 만한 ‘기획 상품’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리고 토박이말 ‘모음’이 무용 분

야의 전문 용어이듯이, 토박이말이 전문 용어로도 ‘충분히 품위 있고 우아하고 지적으로 보인다.’고 누구나 

생각하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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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실 해석학 첫걸음》에서 사용한 용어  *굵은 글씨의 용어는 나중에 찾은 것임

▣ 모음, 집합, set 

밑감, 원소, element

쪽모음, 부분집합, subset

참쪽모음, 진부분집합, proper subset

온 모음, 전체집합, universal set 

빈 모음, 공집합, empty set 

비지 않은 모음, 공이 아닌 집합, nonempty set

만나지 않는, 서로 소인, disjoint

서로 만나지 않는, 쌍마다 서로 소인, pairwise disjoint

뭉침, 합집합, union

만남, 교집합, intersection 

A의 남음, A의 여집합, complement of A 

B에서 A의 남음, B에 대한 A의 차집합, 

 complement of A relative to B 

곱 모음, 곱집합, 데카르트 집합, Cartesian product

거듭제곱 모음, 멱집합, power set

모둠, 집합족, collection, family, 

모음들의 모둠, collection of sets

끝나는, 유한, finite

끝없는, 무한, infinite

셀 수 있는, 가산, countable 

셀 수 없는, 비가산, uncountable

갇힌. 유계(인), bounded

갇혀 있다, 유계이다, be bounded

갇힌 구간, 유한구간, finite interval 

갇히지 않은 구간, 무한구간, infinite interval 

필요한 조건, 필요조건, necessary condition 

충분한 조건, 충분조건, sufficient condition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 필요충분조건,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 수와 셈 

유비수, 유리수, rational number 

무비수, 무리수, irrational number 

옹근 수, 정수, integer 

깨진 수, 옹근 수가 아닌 실수, fraction

곁수, 계수, coefficient

긴 나눗셈, 장제법, long division

펼침, 전개, expansion 

숫값, 수치, numerical value

▣ 위상

이웃, 근방, neighborhood 

안, 내부, 아낙, interior 

안점, 내점, 아낙점, interior point

밖, 외부, exterior 

밖점, 외점, exterior point

닫개, 닫힘, 폐포, closure

이어진 모음, 연결집합, connected set

열린 덮개, 개피복, open cover

쪽덮개, 부분덮개, subcover 

옹골진, compact, 옹골지다, be compact

쌓인 점, 극한점, 집적점, limit point

외딴 점, 고립점, isolated point

∙ 주릅 공간, 함수 공간, function space

대중, 노름, norm

잴대, 측도, measure

잴대 영, 측도 영, measure zero

▣ 잇달이, 수열, sequence

마디, 항, term

실수들의 잇달이, 실수열, sequence of real numbers

쪽잇달이, 부분수열, 부분열, subsequence

어울이, 급수, series 

같은 비 어울이, 등비급수, geometric series 

갈마드는 어울이, 교대 급수 alternating series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squeeze theorem

두 마디 어울이, 이항급수, binomial series

두 마디 정리, 이항정리, binomial theorem

두 마디 곁수, 이항계수, binomial coefficient 

코시 잇달이, 코시 수열, Cauchy sequence

단조로운, 단조, monotone 

단조롭게 증가하는, 단조증가, monotonically increasing

단조롭게 감소하는, 단조감소, monotonically decreasing

순수하게 증가하는, 순증가, strictly increasing 

순수하게 감소하는, 순감소, strictly decreasing 

품기는 구간 성질, 축소구간성질, 

 nested interval property 

절대적으로 수렴하는, 절대 수렴하는, 

 absolutely convergent

절대적 수렴, 절대 수렴, absolute convergence

조건부로 수렴하는, 조건 수렴하는, 

 conditionally convergent

조건부 수렴, 조건 수렴, conditional convergence

끼워 넣는 어울이, telescoping series

거듭제곱 어울이, 멱급수, power series

▣ 주릅, 함수, function

값역, 치역, range

늘 같은 주릅, 항등함수, identity function 

사잇값 정리, 중간값 정리, intermediate value theorem

고르게 연속인, 균등 연속(인), uniformly continuous

어림[값], 추정[값], estimate

가까운 값, 근삿값, approximation, approximate value

가까이하기, 근사, approximation

가까이하다, 근사시키다, approximate 

선형 가까이하기, 선형 근사, linear approximation

숫값 방법, 수치(적) 방법, numerical method

▣ 미분과 적분 

끌개, 의 끌개, 의 도함수, derivative of 

 p에서 의 끌개[미분계수], derivative of  at p

왼쪽 끌개, 좌미분계수, left derivative of  at p 

오른쪽 끌개, 우미분계수, right derivative of  at p

미분할 수 있는, 미분 가능한, differentiable

미분할 수 없는, 미분 불가능한, non-differentiable

사슬 법칙, 연쇄 법칙, chain rule

확정 적분, 정적분, definite integral

미정 적분,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

세모(꼴), 삼각형, triangle 

곱은 네모(꼴), 직사각형, rectangle 

적분할 수 있는, 적분 가능한, integrable 

적분할 수 없는, 적분 불가능한, non-integrable

적분할 주릅, 피적분함수, integrand 

변수 바꿈, 변수 변환, change of variables

부분들로 적분하기, 부분적분, integration by parts

부분들로 더하기, summation by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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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조인, 의료인, 세무사나 회계사 등 특정 분야 전문가들은 어려운 전문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용어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정보를 그 집

단 구성원에게만 제한하겠다는 의도와 결부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의도는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는 

운동을 널리 펼치면 좋겠다. 판사ㆍ변호사ㆍ검사 등의 법조인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 용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

한 것이다. 또한 의료인들만 이해하는 의학 용어가 줄어들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학 용어가 늘어

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의학 상식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도 쉬운 우리말 용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연구결과는 

결국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에 관한 사회학

자나 경제학자의 글을 일반 노동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사회과학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글을 오직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연구결과에 

의한 사회적 파급 효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과학의 사회적 기여는 학자들의 사회참

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직접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쉽게 재구성함으로

써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지리학자들도 지리학을 지리학자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리학자들이 어려운 한자 용

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지리학의 연구업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지리학자들은 지리학 개념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회, 지리학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 지리학의 연구업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지리학자들은 어려운 한자 지리 용어를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로 바꾸려고 노력해

야 한다. 더욱이 초ㆍ중등학교의 지리교육에서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들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

써 지리학 지식ㆍ개념 학습의 거부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

지리 용어는 지리학 지식ㆍ개념을 조직화하고 구체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한자로 만든 지리 용어를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로 바꾸기

이 전(재단법인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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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리 용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로 

바꾼다면, 이러한 변화는 지리적 문해력(geographical literacy)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

리 용어는 교수-학습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려운 한자로 만든 지리 용어보다는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가 교수-학습활

동에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유리하다.

그런데 현행 초ㆍ중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리 용어들이 과연 지리교육의 목적 달성에 효과

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에는 걸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리 교과서는 지리학 전문서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의미를 쉽게 파악

할 수 없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지리 교과서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

고 있는 지리 교과서일지라도 교수-학습활동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리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이 읽기에 편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지리 교과서는 훌륭한 지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선학들에게는 공식 용어나 학술 용어로서는 한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들은 한자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쉬운 우리말이 있는 경우에도 어려운 한자 

용어를 무리하게 만들어 왔다. 그들은 한자 용어에 길들여져서 어려운 한자 용어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였

다. 이러한 전통이 지리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 분야와 전문 분야에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

만 오늘날에 들어서 대다수 사람들은 한자 용어만이 공식 용어나 학술 용어로서 적절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언어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처음 시작 단계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지리 교과서에서 우리말 지리 용어가 새롭게 사용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일반인들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

쳐 일상생활 용어로도 거듭나게 된다면, 이것은 곧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표 1>은 지리교과서 용어 중에서는 우리가 채택하여 사용하여도 좋은 쉬운 지리 용

어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1  곡창지대  중요농업지대  26  고위평탄면  높이솟은평지 

  2  경사한계  비탈한계  27  단층선  땅끊임선 

  3  노촌  길가마을  28  단층운동  땅끊임운동 

  4  동족촌  같은성씨마을  29  범람원  큰물벌 

  5  매장량  묻힌량  30  복류천  땅밑하천 

  6  사하촌  절아래마을  31  사구  모래언덕 

  7  수송적환지  짐바꿈지역  32  사주  모래띠 

  8  어선  고기배  33  사취  모래부리 

  9  어업  물고기잡이  34  산맥  산줄기 

  10  어획량  물고기잡이량  35  석주  돌기둥 

  11  염전  소금밭  36  석순  돌순 

  12  윤작  돌려짓기  37  선상지  부채꼴땅 

  13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38  순상화산  방패모양화산 

 번호 기존의 지리 용어 쉬운 지리 용어 번호 기존의 지리 용어 쉬운 지리 용어

<표 1> 기존의 지리교과서 용어를 좀 더 쉬운 용어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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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사용하기 운동, 쉬운 말 쓰기 운동, 한글 쓰기 운동 등은 국어국문학자의 몫만이 아니다. 전문가

들과 학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쉬운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법조인, 의료인, 세

무사나 회계사, 사회학자 혹은 경제학자, 지리학자 등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어려운 한자 

용어 사용을 고집한다면, 우리말 사용하기 운동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리학자들은 더 쉬

운 우리말 지리 용어를 찾아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통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해도가 높은 지리 

용어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리 수업에서 지리학 지식ㆍ개념의 학습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

가 지리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르게 하고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에서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는데,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리

학자들 사이에서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를 위해서 지리학 관련 학회들이 지리학의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 속에는 반드시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야말로 

학생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지리 교과서의 

구성에 대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가장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 용어의 개발ㆍ보급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분단에 의한 우리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에서 이질적으로 발전한 우리말

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의 각 학문 분야

에서는 전문 용어를 어떻게 통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지리학자들은 지리 용어를 어

떻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경우에도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가 가능할 때는 우리말 지리 용어를 

우선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지리학자와 지리교육 담당자들은 어려운 한자로 만든 지리 용어를 폐기 처

분하고 그 대신에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지리학자들의 노력

으로 인하여 멀지 않은 미래에 쉬운 우리말 지리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일반인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은 지리

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지리학자들의 노력이 인접 학문 분야에도 파급되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우리말 전문 용어로 바꾸는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14  혼작  섞어짓기  39  습곡운동  주름운동 

  15  화물선  짐배  40  습지  습한땅 

  16  격해도  바다와의거리  41  우각호  소뿔호 

  17  고산기후  높은산기후  42  융기운동  솟음운동 

  18  기온의 일교차  기온의 하루변화  43  종상화산  종모양화산 

  19  기온역전현상  기온뒤바뀜현상  44  종유석  돌고드름 

  20  기온의 연교차  기온의 한해차  45  지각  땅껍데기 

  21  다우지  비많이오는곳  46  퇴적평야  쌓인벌 

  22  무상일수  서리없는날짜수  47  하중도  강가운데섬 

  23  서극  가장더운곳  48  상록활엽수  사철푸른넓은잎나무 

  24  일조시간  해비침시간  49  침엽수  바늘잎나무 

  25  간석지  갯벌  50  활엽수  넓은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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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표자에 대한 기본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학문에 손만 많이 댔습니다. 화

학과 중어중문학의 학사 학위가 있으며, 재료공학을 부전공하였습니다. 화학교육과 영어교육의 석사 학위

가 있고, 화학교육의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즉,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에 모두 손을 댔습니

다.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학교 안보다는 밖에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여 교직은 하지 않으려는 생각

을 하였지만 어쩌다 보니 교직에 있게 되었고, 대학에서 3년, 중학교에서 반 년, 고등학교에서 11년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이텔의 ‘한글사랑’과 나우누리의 ‘우리말 한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나우누리

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말 한누리의 으뜸지기를 맡았습니다. 우리말 한누리의 으뜸지기로서 모임을 대표하

여 다른 우리말 모두모임에 나서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누리그물 한말글 모임을 처음 만들 때 그 이름을 

붙였지요.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우리말로 학문하기’에 꽤 마음을 썼습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할 때는 만날 

영어로 된 책을 보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는 영어 낱말이 너무 많이 섞였지요. 우리말로 공부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학원에서 화학교육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우리말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여 ‘우리말 화학 술어’에 대한 글감으로 논문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얼개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말 화학 술어가 주로 어떠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정리하였습니다. 흔히 영어와 일본어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어의 영향(보는 눈

에 따라서는 네덜란드어의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남의 말들을 배우는 것을 꽤

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를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즉 화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우리말

을 많이 쓰자 그런 식은 아니었고, 그냥 현재 쓰고 있는 우리말 화학 술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두고 이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술어와 비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 술어와 물리학 술어를 비교하였습니다. 논문을 썼던 때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한국 

물리학회와 대한 화학회 쪽이 만든 술어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리학회는 토박이말을 살려 쓰려고 한 모습

을 많이 보였고, 반대로 화학회는 영어식 표현을 많이 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에는 

김승현(신성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화학, 쉬운 말로 가르치고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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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0년대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의 화학 술어를 비교하였습니다.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하였습

니다. 다만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제 논문에서는 덜 중요하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제 논문의 부분부분을 발췌한 후(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것이 있

고, 논문에 쓴 내용과 여기서 쓴 내용에서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적당히 바꿈)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1년 전에 썼던 논문

이지만 다행히도 누리그물 한말글 모임의 곳간에서 이 논문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썼다는 까닭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쓰고 석사 학위를 받고 이후에 

화학 교사의 양성과 임용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후 연구 과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과학교육을 다루었고, 점자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점자를 공부했죠. 하지만 고등

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지금은 학술 연구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우리말 운동도 어떤 단체 같은 데서 활동

하지 않으며 조용히 삶 속에서 실천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때 

썼던 논문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현장도 그때의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하고자 합

니다. 

외국의 용어를 어떻게 들여오는가를 설명한 것으로 제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한 언어권에서 다른 언어권에서 들어온 화학 개념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술어를 만드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방법 가. 다른 언어권을 거쳐 들어온 과학 현상이나 개념 중 자기 언어권에서 본래 있었던, 그 현상이

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을 쓰기. 

 방법 나. 다른 언어권 술어를 소리옮김으로 쓰기. 

 방법 다. 다른 언어권 술어를 뜻옮김으로 쓰기. 

 방법 라. 다른 언어권 술어를 꼴옮김으로 쓰기. 

 방법 마. 다른 언어권에서 쓰는 술어와 상관없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기. 

 방법 바. 위의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섞어 쓰기. 

 2. 외국의 화학 용어를 들여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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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중에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알려져서 누구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원소도 있고, 근

대 화학이 발전하면서 실험실에서 발견하여 알려진 원소도 있으며 현대에 와서 인공으로 합성한 원소도 

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알려진 원소는 대개 방법 ‘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래서 각 

언어마다 고유한 표현이 있다. 가령 철은 라틴어 ferrum이란 낱말에서 원소 기호를 따 와서 Fe로 나타낸

다. 중국어 鐵와 일본어 鉄와 우리말 철은 서로 같은 말밑에서 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 鉄와 우리

말 철은 중국어 鐵를 소리옮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한자말 철 말고도 토박이말인 ‘쇠’가 있으며 

일어에도 한자말 てつ 말고도 토박이말인 くろがね가 있다. 유럽 언어들을 보아도 철을 나타내는 말은 말

밑에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데 영어 iron, 독어 Eisen, 불어 fer, 노어 железо가 다 제각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대와 현대에 발견된 원소들은 언어에 상관없이 거의 같은 표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언어에 관계가 없이 말밑이 똑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각 언어들이 어떤 한 언어에서 쓰이는 술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리옮김, 뜻옮김, 꼴옮김을 하여서 나타낸 것이다. 

방법 나나 방법 라를 따른 좋은 보기로서 우리는 ‘알루미늄(Al)’을 들 수 있다.  알루미늄은 영어, 독어, 

불어에서 똑같이 aluminium으로 쓴다. 독어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것만 빼면 똑같다. 우리말 

알루미늄, 노어 алюминий, 일어 アルミニウム, 중국어 鋁 또한 영어, 독어, 불어와 말밑이 같으며 

다만 소리만 그 언어의 체계에 맞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다.  

방법 다를 따른 좋은 보기로 우리는 ‘탄소(C)’를 들 수 있다. 불어 charbon, 독어 Kohlen(복수꼴), 노어 

уголь, 중국어 炭, 일어 炭에서(모두 ‘숯’을 뜻함) 불어 carbone, 독어 Kohlenstoff, 노어 углер

од, 중국어 碳, 일어 炭素라는 원소 이름이 나왔다. 우리말 탄소는 일어 술어를, 영어 carbon은 불어 술

어를 꼴옮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고 때부터 발견된 원소를 빼고는 다른 원소는 방법 나, 다, 라 중 한 가지 원칙을 거의 따르고 있다. 

다만 일부 원소는 한두 가지 언어에서는 예외가 되기도 한다. 가령 아연(Zn)은 영어, 독어, 불어, 노어, 중

국어에선 모두 같은 말밑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으나 일어에서는 방법 마를 택해서 그 소리를 옮기지 않고 

납에 버금가는 것(亞鉛)으로 말하고 있다. 또 우리말은 일어의 꼴옮김을 함으로써 ‘아연’으로 말하고 있다.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일어 蒼鉛(비스무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염소(Cl) 또한 영어, 불어, 독어, 

노어 술어는 서로 소리옮김 또는 꼴옮김 관계이지만 일어에서는 방법 ‘마’를 택하였다. 우리말 염소도 일어 

술어를 꼴옮김한 것이어서 영, 독, 불, 노어 술어와는 연관성이 없다. 한편 중국어는 유럽 언어를 뜻옮김

하여 氯로 쓰고 있다.

수소(H)와 산소(O) 또한 마찬가지이다. 영어 hydrogen, oxygen과 불어 hydrogène, oxygène은 말밑

이 같으며 이 낱말들의 말뿌리는 그리스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각각 ‘물을 만드는 것’과 ‘신 것을 만드는 

 3. 화학 원소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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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뜻한다. 독어 Wasserstoff, Sauerstoff와 노어 водород, кислород도 말밑을 따지면 

마찬가지인데 외국 술어를 소리옮김이나 꼴옮김을 하지 않고 토박이말로써 뜻옮김을 한 것이 다르다. 이

것을 일본에서 뜻옮김을 한 것이 水素와 酸素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 낱말을 꼴옮김함으로써 쓰이고 있

다. 한편 중국어로는 방법 라에 따라서 氫과 氧으로 나타내는데 각각 ‘가벼운 기체’와 ‘(생물체를) 기르는 

기체’를 뜻한다.  

각 언어에 따라 어떤 일관된 원칙이 보이는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금속 원소의 끝에 붙는 

(한국어), -ium(영, 독, 불어), -ウム(일어), -ий(노어)이란 뒤붙이이다. 그러나 이것이 엄격히 지켜지

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는 금속 원소 이름도 있다. 중국어에서는 원소 이름만 보고 그 

원소가 상온에서 기체, 액체, 고체 중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고체라면 그것이 금속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 기체는 气, 액체는 水(氵), 금속 고체는 金, 비금속 고체는 石 부수를 글자의 부분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영어에서는 할로젠 원소 이름은 -ine으로 끝난다.

11번 원소와 19번 원소는 원소 이름이 언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국어, 중국어, 일어, 독어, 

노어 이름이 서로 관련이 있고, 영어와 불어 이름이 서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 원소 이름은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며 토박이말은 구리(Cu)와 납(Pb)밖에 없

다. 그리고 중국 이름의 꼴옮김은 철(Fe), 은(Ag), 금(Au)이 있다. 그 밖에 일본 이름의 꼴옮김이 여럿 있

으며, 그 밖의 술어는 원칙에 따라서 독어 술어를 기준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다만 란탄 계열과 악티늄 계

열 원소들은 라틴어를 기준으로 하며 텅스텐(W)은 영어 술어의 소리옮김이다. (대한화학회, 1987)  

저는 실제로 화학 수업에서 주기율표를 다루면서 여기 쓴 내용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영어책을 봐야 할 일도 있다 보니 나트륨이 영어로 sodium이라는 것, 칼

륨이 영어로 pottasium이라는 것도 같이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토박이말로 된 원소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토박이말을 많이 쓴다는 북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한자말로 쓰더라고요. ‘동’과 

‘연’이리고 합니다. ‘철’ 같은 것도 사실은 ‘쇠’로 정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철에 너무 익숙해 있

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학생들은 그냥 원소 이름이다 보니 외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화학회의 용어 개정에 따라 바뀐 원소 이름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용액’에 해당하는 말들은 한국, 중국, 일본어에서는 ‘녹인 액체’를 뜻하며 서로 꼴옮김 관계에 있다. 영

어, 독어, 불어에서 용액을 가리키는 말은 ‘풂(풀다의 명사꼴)’이란 뜻을 지닌다. 즉 이 세 언어에서는 그 

낱말은 ‘해답’이라는 뜻도 있다. 이 ‘풂’이라는 뜻은 아시아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말에서 ‘물에 풀

다, 물에 풀리다’ 같은 말에서 볼  수 있으며 용해, 溶解(일, 중)라는 화학 술어에서도 볼 수 있다. solution

 4. 그 밖의 다른 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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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Lösung이란 술어에서는 풀렸다는 뜻만 지니고 있으므로 ‘상’을 따로 지정하지 않지만 ‘용액’은 액체상

을 떠올리기 쉽다. 합금에서 금속이 골고루 섞이는 것도 solution이나 Lösung이란 말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고체 용액’이란 말을 쓰는데 이미 용액이란 말이 액체상을 뜻하고 있기 때

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때는 ‘고체 용액’이 아닌 ‘고용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가리키는 말은 아시아에서 쓰는 표현과 유럽에서 쓰는 표현이 정반대이다. 양이온은 

그대로 양전기를 띠는 이온, 음이온은 음전기를 띠는 이온을 가리킨다. an(ан)은 음, cat(kat, кат)는 

양을 가리키는데 이온을 가리킬 땐 반대로 쓴다.

간단한 무기 화합물의 이름을 보면 한, 중, 일어와 영, 독, 불어의 표현이 서로 반대이다. 이온 결합 화

합물에 이름을 붙일 때, 우리말에서는 중심말이 금속 부분이고 비금속은 꾸밈말이다. 즉 염화나트륨은 풀

어 말하면 ‘염화한(염소와 결합한)’ 나트륨이다. 일어 塩化ナトリウム와 중국어 氯化鈉도 똑같은 표현이

다. 영어 sodium chloride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구조로서 앞에 있는 낱말이 마치 형용사처럼 뒤에 있

는 낱말을 꾸미는 구조이다. 그래서 ‘나트륨의 염화물’이란 뜻을 지닌다. 독어 이름도 그 기본 얼개는 영

어와 같고 다만 명사가 나란히 나올 때 그 두 명사를 붙여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Natriumchlorid로 나타난다. 불어는 언어 자체가 명사 둘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허용하

지 않는다. 따라서 그 명사들을 이어 줄 수 있는 전치사가 있어야 한다. chlorure de sodium은 꾸며 주는 

말을 뒤쪽으로, 꾸밈을 받는 말을 앞쪽으로 놓고 ‘-의’를 뜻하는 전치사 de로 연결한 꼴이다. 노어는 한, 

중, 일어에서 보인 방법과 영, 불, 독어에서 보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쓰고 있다. хлорид натр

ия는 ‘나트륨의 염화물’을 뜻하고 хлористый натрий는 ‘염화한(염소와 결합한) 나트륨’을 

뜻한다. 화학식으로는 양이온을 띠는 것을 먼저 써서 NaCl로 나타나는데, 이와 견주어 보면 한, 중, 일어

는 화학식과 말의 순서가 반대이고 영, 독, 불, 노어는 똑같다.

우리말 술어 가운데 토박이말을 쓴 것으로는 뽑힘성, 펴짐성, 부스러짐이 있다. 이 말들은 모두 금속의 

성질을 나타낸 말로서, 예전에 일본이나 중국 술어를 꼴옮김한 표현인 연성, 전성, 취성으로 쓰고 있었으

나 지금은 원래 있었던 토박이말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 금속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소리옮김이나 꼴옮김

을 한 말보다 훨씬 쉽다. 또한 금속 가공은 어느 민족에서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옮긴 꼴이 아닌, 그 언어에 본래 있는 낱말을 쓰고 있다.

산과 염기는 서로 맞서는 개념으로서, ‘산’은 신맛을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고 더 과학스러운 뜻

매김으로 바뀌면서 오늘날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염기는 산을 없애 주는 것으로 뜻매김하기 시작하

여 마찬가지로 산과 반대가 되는 개념을 갖는다. 중국어를 뺀 여섯 언어에서 산은 ‘신 것’에 해당하는 말에

서 왔으며 염기는 ‘바탕’이라는 말에서 왔다. 거기에 한국, 일본어에서는 염, 즉 소금에 해당하는 말이 끼

어 있다. 보통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을 하면서 염을 만드는데 그 염의 바탕이 된다는 뜻이다. 중국어에서

는 염기에 해당하는 말이 없으며 ‘알칼리’에 해당하는 말로 갈음한다. 

  이 부분은 제가 쓴 논문 여기저기서 적절하게 발췌한 겁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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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란 용어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많이 줍니다. 위에 적은 대로 solution과 Lösung이란 술어에서는 풀렸

다는 뜻만 지니고 있으므로 ‘상’을 따로 지정하지 않지만 우리말로는 용‘액’이기 때문에 액체를 많이 떠올립

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solution은 기체, 고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solution과 용액을 지금은 

1:1로 대응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수업에서 오히려 용액은 액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

니라고 가르칩니다. ‘공기도 용액이다.’란 바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금속의 성질에 대해서는 화학 교육과정에서 몇 안 되는 잘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연성, 전성 같

은 말을 썼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뽑힘성, 펴짐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금속은 잘 뽑히고, 잘 펴진다

는 것을 학생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온의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 전하를 띠고 있나로 이름을 붙였는데 유럽 사람들은 

어떤 극으로 가고 있나로 이름을 붙이게 돼요. 양전하를 띤 이온은 음극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같은 것

을 우리는 ‘양전하를 띠는 이온’ 그쪽은 ‘음극으로 가는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화합물 이름, 이를테면 염화 나트륨이 있죠. 원래는 붙여 썼는데 지금은 띄어 씁니다. 위에서 적었지만 

원래 독일어에서는 붙여 써서 그런 거고 영어에서는 띄어 써서 그런 것이죠. 나트륨도 요즘 화학 전공자들

이 거의 소듐이라고 하는 분위기고요. 

용어에 역사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산소’라는 것이 있어요. 산소는 원래 ‘신 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신맛을 나타내는 이유를 산소로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론 수소 이온

이지만요. 그래서 잘못된 용어지만 오랫동안 쓰여서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 때문

에 못 바꾸는 말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려주면 좀 학생들이 이해를 해요. 개화기 때 화학책을 보면 중국

어 표현을 그대로 써서 ‘양기’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한자말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양기를 쓰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 다른 분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쓴 논문의 결론 부분을 먼저 인용하겠습니다. 

가. 우리나라의 화학 술어는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한편 일본의 화학 술어는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학 술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독어 술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현

대에는 영어 술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화학 발전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나. 우리나라 화학 술어가 일본 술어를 꼴옮김한 것이 많음은 사실이나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거

의 다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만 쓰고 있다. 일본 술어를 그대로 꼴옮김할 경우 한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

는 경우는 꼴옮김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름대로 술어를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화학 

술어가 ‘한문 글자 섞어쓰기’가 아닌 ‘한글만 쓰기’에 알맞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문 글자를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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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은 화학 술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글만 쓰기 정책’과 ‘한문 글자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다. 1960년대의 북의 술어는 토박이말이 적었으나 1990년대에는 매우 많아졌다. 그리고 많은 자료에서 

북의 문화어 정책으로 남과 북의 화학 술어가 달라서져 앞으로 있을 남북 교류가 걱정이 된다고 분석을 하

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술어를 쓰더라도 알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남쪽에서 영어 술어를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이 화학의 국제 교류에는 도움

이 될지 몰라도, 남북 화학자들의 의사 소통엔 크게 지장을 줄 것이다.  

라. 과학 술어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직관성이 강한 편인 물리

학 술어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 중국어 술어는 다른 언어보다 외국 술어를 소리옮김이나 꼴옮김한 술어가 적었다. 많은 술어들을 자

신들이 써 온 말을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 독어 술어는 중국어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언어보다는 적었다. 

 위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였습니다. 

가. 학술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는 일관성이다.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학문에 따라서 다른 

말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한국 학술어 또한 한국어의 일부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술어

를 제정할 때는 이웃 학문 학자와 국어학자가 함께 자리하여야 한다. 대한화학회 화학술어위원회에 물리

학, 화학 공학, 생물학, 재료금속 공학, 국어학 등 다른 분야의 주요 인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둘 것을 제안

한다. 때에 따라서는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나. 우리말 화학 술어는 지나치게 함축을 하고 있는 말이 많다. 비록 술어는 짧은 것이 긴 것보다 좋지만 

지나치게 함축을 함으로써 그 속에 들어 있는 말뜻을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를테면 ‘실온’보다는 

‘실내 온도’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말을 썼을 때 우리는 ‘실온’이란 학술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실내’

와 ‘온도’라는 일상어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다. 화학 술어는 어떤 현상이 갖고 있는 화학 개념과 화학 발전 역사를 반영한다. 학교 교육에서 술어의 

말뜻을 자세히 설명하고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 술어는 그렇게 술어가 정해진 역사를 설명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21년이 지난 지금도 제언에 쓴 내용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책을 번역하면서 그들이 쓰는 방식

이 오히려 우리에게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 책에는 ‘한 가지 원소로만 된 물질’을 홑원소 

물질(더 전에는 ‘단체’라고 했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냥 ‘원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어 대학 교재에서 둘을 구분 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책들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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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화학회의 영어 우선

주의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화학이 기초과학이다 보니 생물학 등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화학 

교사니 따라가면서 가르치긴 해야 하지만 이래야 하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김승현(2001). 우리말 화학 술어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화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도움 받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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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으뜸 일터인 ‘삼성’의 보

람(로고)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한 눈에 보여 주

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은 ‘석 삼

(三)’, 별 성(星)’으로 된 한자말로 된 이름이며 일터를 

나타낼 때 ‘별 셋’을 처음부터 1993년까지 쓰다가 안 

쓰고 있습니다. 한때 무슨 바람처럼 ‘한국전력’을 ‘KT’

로, ‘국민은행’을 ‘KB’로, ‘농협’을 ‘NH’바꾼 적이 있습

니다. 이렇게 이름이나 보람(로고)을 바꿔 온 것처럼 

우리나라 으뜸 일터인 ‘삼성’이 본디 뜻을 담은 ‘세별’ 

또는 ‘별셋’으로 바꾼다면 그 일이 끼치는 힘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온 누리 사람들이 쓰는 들말틀(휴대폰) 이름도 ‘galaxy’에서 온 것

인데 이와 뜻이 비슷한 토박이말인 ‘미리내’로 바꾼다면 그 또한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온 누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티에스(BTS)가 본디 ‘방탄소년단’이라는 뜻이지만 

토박이말로 ‘(몸과 마음이) 바르고 튼튼한 사내들’이라는 뜻도 새롭게 담았다고 하고 노랫말에 우리 토박이말

을 잘 살린 노래를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꿈을 꿔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토박이말과는 너무 다른 이야

기이기 때문에 비웃음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더 나아져 온 누리 으뜸 나라가 되고 우리 토박이말을 

생각하는 마음이 높아져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꿈을 꾸듯 그려 본 말입니다.

‘토박이말’ 하면 아직도 ‘사투리’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토박이말은 ‘하늘, 땅, 

사람, 해, 달, 별’과 같이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써 온 말. 또는 그 말을 바탕으로 

토박이말을 살리는 수
-우리가 바라는 나라-21)

이창수(토박이말바라기 늘맡음빛)

I. 머리말

21)  ‘우리가 바라는 나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 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의 생각을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는 ‘제가 바라는 

나라’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바람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었으면 하 는 바람을 담아 쓴 것이니 널리 헤

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성’ 이름 ‘별셋’으로 바꾸고 ‘갤럭시’는 ‘미리내’로 바꿔 거듭나다

‘BTS’의 이름에 ‘(몸과 마음이) 바르고 튼튼한 사내들’이란 뜻 새로 보태

그림 가져온 곳   https://blog.naver.com/frame028/222221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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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든 말입니다. 흔히 ‘순우리말’ 또는 ‘고유어’라고 하는 말과 뜻이 같은 말입니다.  토박이말은 이제껏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 본 적도 없고 나라 됨새(상황)에 따라 중국말, 일본말, 미국말과 같은 다른 나라 말

에 밀려 설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토박이말을 살려 일으켜 북돋우어야겠다는 데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 스무 해가 넘도록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깨우친 바에 따르면 토박이말은 우리 겨레 삶과 얼을 오롯이 담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나면 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가장 우리말다운 말이요 참우리말

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넉넉하게 배우고 익힌 토박이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가 가장 바람직한 말글살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토박이말을 살리고 토박이말이 더 잘 살게 하려면 이런 나

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  표준국어대서전에는 “(일부 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고 풀이

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박이말 가운데 하나가 ‘-답다’라는 말입니다. ‘-답다’는 ‘어떤 됨됨이나 자리, 힘이 있

음’의 뜻을 더하는 뒷가지입니다22). ‘나답다’, ‘너답다’할 때도 쓰고 ‘엄마답다’, ‘아이답다’, ‘어른답다’할 때

도 씁니다. 그래서 ‘나라답다’는 말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나

라다운 나라’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말하라고 하면 사람마다 서로 다른 많은 것들을 내 놓을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토박이말을 살리는 수’라는 데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나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사람이 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사람인

지 맞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시켜 보면 바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정체성’을 갖추고 드러내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

라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을 잘하는 게 마땅하고 한국말을 잘해야 한국 사람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토박이말’과 ‘들온말(외래어)’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토박이말’이 가장 한국

말다운 한국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박이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다운 한

국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나라가 바로 나라요 대한민국다운 대한

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나라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가 바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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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에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목적임을 밝혀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

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

은 말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법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교육법이라면 ‘대한민국’ 빛깔이 똑똑히 드

러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를 좀 더 쉬운 말로 바꾸고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똑똑하게 밝혀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로 하

여금 나아갈 쪽이 어디인지를 알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제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지난날을 돌아볼 때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는 5~6해 만에 아주 싹다 

바꾸어 왔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개정 요구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수시 개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선 교육과정은 빼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2011년에 

각론인 교과별 교육과정이 개발 고시되었고 그에 따라 만든 교과서는 2013년 1-2학년군부터 현장 적용

이 시작되어 2015년에 5-6학년군까지 적용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글쓴이가 느낀 것

은 ‘서두름’이었습니다. 서두르다 보니 교육과정 이론에 나오는 기본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면

도 있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바뀐 것을 살갗으로 느끼기 어려운 면도 있었던 것입니다(이창수, 

2021: 142쪽). 

교육과정 이론을 보면 교육과정을 개발에서부터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절차와 챙겨야 할 

것들을 잘 밝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이론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또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수

준에서 크게 보면 그런 이론에서 나온 절차와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과별로 따지고 들어가 보

면 아직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23). 우리나라 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제대로 평가하고 만들 수 있도록 나라에서 챙겨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부터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워야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을 보면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따라 추구하는 인

간상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

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사람은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

를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을 뜻한다24).’라고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풀이에 나온 ‘긍정적인 자아정체성’과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조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23) 국어과 교육과정 평가와 아랑곳해 좀 더 꼼꼼한 이야기는 이창수(2010), 이창수(2021)을 보시기 바랍니다. 

24) 교육부(2016),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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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 기본법에 있는 교육 이념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기

본법에서 먼저 챙긴다면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구하는 인간상 뒤에 나오는 ‘핵심역량’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토박이말’을 잘 챙기는 ‘국어과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똑똑하

게 앞세워 준다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쉬우면서도 빠른 ‘한국말’을 다루는 국어과

에서도 한국말 가운데 가장 한국말다운 토박이말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토박이

말을 제대로 챙기려면 ‘국어과 성격’부터 ‘국어과 교육 목표’에 ‘토박이말’의 값어치를 환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격에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이다.”라고 밝혀 놓았습니다25). 우리는 ‘국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써 왔으며 또 이

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어’라는 말이 누가 만든 말인지 그리고 뜻넓이를 언제부터 어디까지로 삼는 것이 

알맞은 것인지 따지지 않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 교육’의 설계도 라고 할 수 있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 ‘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성격 규정을 하면 ‘대한민국’이 있기 앞에 우리 겨레가 썼던 말이나 나

라 밖에 살고 있는 겨레의 말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풀거리(문제)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국어’라는 

우리말 이름을 ‘배달말’로 하고 “우리 배달겨레가 있었거나 있는 모든 때와 곳에서 쓰였거나 쓰이는 말.”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26).

배달말은 크게 토박이말과 들온말(외래어)로 가를 수 있고 ‘토박이말’을 잘 알면 토박이말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 겨레 문화까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토박이말을 앞서 가르치고 배워야 우리 겨레 문화를 잘 

알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앞

서 교육 기본법과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

성’을 가장 쉽게 똑똑하게 드러낼 수 있는 ‘토박이말’을 챙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국어’이 성

격을 그렇게 밝히고 나면 ‘국어과’의 목표는 그 어떤 것보다 ‘토박이말’을 잘 알고 쓰는 것이 가장 종요롭고 

가장 앞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 ‘토박이말’을 바탕으로 아니 토박이말을 한가운데 두

고 가르치고 배울 알맹이(내용)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교급, 학년군, 영역에서 ‘토박이말’을 챙

기게 될 것이며 ‘토박이말’을 바탕으로 한 성취기준들이 마련 될 것입니다. 그런 국어과 교육과정을 마련하

겠다는 마음으로 힘과 슬기를 모으면 보다 빠르게 보다 좋은 수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격’에 “국어는 학습의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다.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

지는 대부분의 학습은 국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국어 능력은 학습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25) 교육부(2016), 3쪽

26) 국어 뜻매김과 아랑곳한 더 꼼꼼한 이야기는 이창수(2003), ‘국어 그 뜻매김’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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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27).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학습 부진과 학력 격차가 풀거리(문제)라

고 하면서 ‘한글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고 실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은 ‘한글’을 읽지 못해서 아니라 교과에서 쓰는 ‘갈말(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글’이 아니라 ‘말’이 걸

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리말 도로 찾기’였습니다. 그것과 함께 일본 사람

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뒤친(번역한) 일본식 한자말로 가르치고 배우던 것을 우리말로 바꾼 배움책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잘 꿰었었는데 어느 새 다시 일본식 한자말로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그때 썼던 토박이말 갈말(용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었더니 일본식 한자말로 된 갈말보

다 토박이말로 된 갈말이 훨씬 알아차리기도 쉽고 오랫동안 잊히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28). 

이것을 놓고 볼 때 ‘토박이말’은 ‘국어과’에서만 챙길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서 옛날 교과서에서 썼

던 토박이말로 된 ‘갈말’을 찾아내어 갈무리를 하고 어려운 일본식 한자말 또는 다른 나라말로 된 갈말을 

토박이말을 바탕으로 한 쉬운 갈말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우리 토박이말 갈말로 가르치고 

배우면 학습 부진, 학습 격차라는 것이 풀거리(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편수 용어

와 교과서 검정 기준에 이렇게 쉬운 토박이말 갈말을 넣도록 잣대(기준)를 만들어 놓는다면 절로 될 것입

니다.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에게 나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똑똑해집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토박이말로 다듬어 썼던 갈말을 낯설

어 하고 일본식 한자말로 된 갈말로 바꾼 것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 세종 임금님의 얼을 잇는 이끎이(지도자)가 있는 나라

제게 가장 우러러보는 임금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종 임금님’이라고 할 것입니

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세종 임금님을 우러러보는 임금님이라고 말을 하지 싶습니다. 세종 임금

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대어 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려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훈민정음’을 만드셨다는 것은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들 잘 아시

다시피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풀이한 책의 머리말(서문)에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을 풀이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말로 뒤쳐 보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서 어리

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

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면서 편하게 해 주고자 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29).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종 임금님께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신 것은 ‘어리석은 백성

27) 교육부(2016), 3쪽.

28)  혜성:살별, 위성:달별, 대각선: 맞모금, 약분:맞줄임, 축척:줄인자, 집단생활:모듬살이와 같이 여기서 다 보기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찾아 갈무리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9)  이것은 제 나름대로 뒤친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옳고 바르게 뒤친 것

인가에 무게를 두지 말고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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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엽게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적을 글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

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600해 앞인 세종 임금님이 사셨든 때는 임금이 나라의 임자였고 그 아래 양반과 상민, 천민으로 

신분이 나눠졌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가장 힘이 없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드신 세종 임

금님의 얼을 끊임없이 이어받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종 임금님 뒤로 

이런 백성 사랑의 얼을 이은 임금도 없었고 여러 차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어렵게 살

았습니다. 마침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어둠 속에서 서른여섯 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 나라를 되찾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라는 싸움에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또한 이겨냈

습니다. 그리고 3.15, 4.19, 5.18,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으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목숨

과 맞바꿔 백성이 임자인 나라,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야 말로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 ‘민주화’라는 것

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손으로 나라를 이끌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을 

뽑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제도 쪽에서 보면 민주주의 제도가 뿌리를 내렸고 그 어떤 나라 못지않은 민

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민주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임금이 나라의 임자였던 때 

썼던 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총독부에서 쓰던 말을 국민이 임자가 된 대한민국 정부, 국회, 법원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글살이를 두고 국민이 임자인 민주주의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

니다. 참으로 민주주의 나라라면 옛날부터 이 땅에서 다른나라말 다른 나라 글자를 배우지 못해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백성들의 말인 ‘토박이말’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라말과 글을 챙기는 나라말글터(국어원)을 대통령 바로 아래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말과 글을 챙기는 ‘국립국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있습니다. 챙기지 않는 것보

다는 낫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말과 글을 얼마만큼 값지게 여기는지를 알려 준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아래 ‘국어원’을 둔다면 나라말과 글이 나라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또 얼마나 값진 것인

지를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때 세종 임금님께서 집현전을 손수 챙

기신 것처럼 국민들이 쓰는 말과 글을 대통령이 손수 챙기는 것이 나라에서 해야 할 가장 으뜸일이라는 것

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세종 임금님의 백성 사랑의 얼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기도 하

지만 세종 임금께서도 미처 챙기시지 못한 백성들의 말인 토박이말까지 챙긴다는 쪽에서 백성 사랑을 온

이 이루는 뜻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나라말글터 안에 ‘새말 짓기 모임’을 두고 ‘토박이말’을 바탕으로 한 새말을 만들도록 해야 하겠습

니다.

요즘도 다른 나라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새말모임’에서 다듬은 말을 국민들의 선호도를 물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말’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말을 만드는 잣대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 다듬은 말들이 ‘한자말’인 것이 많은 것을 보고 안

타까움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저는 새말을 만드는 잣대를 우리가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처음 했던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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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찾기 때 썼던 잣대를 바탕으로 마련해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알맹이를 간추리면 새말을 만들기 앞서 이미 있는 토박이말 가운데 찾아보고 없으면 만들되 새말은 

‘토박이말’을 바탕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말의 잣대(기준)을 새로운 말을 만드는 위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많이 배우지 못한 어르신이나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자고 했습니다30). 무엇보다 새

말은 토박이말을 바탕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 까닭은 그렇게 해야 우리

말의 빛깔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박이 말을 잘 아는 전문위원들을 찾기 어려운 됨새(상

황)를 생각해서 새말 만드는 슬기틀[인공지능, 에이아이(AI)]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말을 전문위원이 꼲기

를 해서 고르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와대 안에 ‘말글 맡음빛(국어 기획관)’을 두고 정부가 바른 말글살이에 앞장을 서도록 해야겠습

니다. 

청와대 누리집에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이라는 말을 앞장서서 쓰고 있고, 굳이 쓰지 않아

도 될 ‘SCROLL DOWN’ ‘Today’s NEWS’, ‘CONTACT INFO’과 같은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에서도 마치 겨루기를 하듯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말을 마구 쓰고 있는 것은 누리집에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라기만 해서는 바로 잡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머릿

속에는 국민들이 누구나 알기 쉬운 토박이말이 갈무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박이말 보다는 영어

를 잘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분들은 그런 토박이말을 배운 적도 없고 쏟아져 들어오는 새

로운 말들을 쉬운 토박이말로 다듬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말글맡음빛’을 두고 청와대

와 정부에서 쓰는 말 가운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어려운 한자말부터 쉬운 토박이말로 바꿔 쓰도록 길잡이

도 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닦음(연수)까지 맡아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토박

이말을 한글로 적기라는 바람직한 말글살이앞장을 서 준다면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그런 말글살이를 하는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토박이말을 살리는 법, 토박이말을 잘 살려 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있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기본법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부터 온갖 법에 들어 있는 말들이 국민들은 알기가 어

려운 일본식 한자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다 아는지 모르지만 그 법을 지

켜야 할 국민들이 법을 알지 못한다면 지키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만든 법이 더 

지키기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는 국민을 주인이라고 하고 섬기겠는 말로 뽑아달라고 머리를 숙

이면서 뽑히고 나면 주인들이 모르는 저희들만 아는 말을 가지고 온갖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벌

을 주겠다며 어르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국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

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인 국민의 말인 토박이말을 잘 살린 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고 주인인 국

30)  새말정책과 아랑곳한 좀 더 꼼꼼한 이야기는 이창수(2009), 27-5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생각이 달 라진 것은 ‘국어

원’을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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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말인 토박이말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일을 잘하는 머슴다운 머슴일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토박이

말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를 따지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절로 국민들이 알

기 쉬운 말을 쓰게 될 거라 믿습니다.

토박이말을 살리는 법은 무엇보다 국어 기본법을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도록 고쳐야겠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어 보호법인 ‘뚜봉법’만큼 좀 세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말을 지키고 이어가기에 함께 힘을 쓰

고 우리 토박이말이 우리의 가장 값진 문화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제까지 챙기지 못해서 설 자리를 잃은 ‘토박이말을 살리는 법(진흥법)’을 만들어 정부, 지방자치

단체,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똑똑히 밝혀 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 온 나라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토박이말을 챙기는 나라

잃었던 나라를 되찾자마자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를 일흔 해 만에 다른 나라보다 앞선 나라 선

진국의 자리에 올려놓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 앞서 다른 나라에서 우

리를 그렇게 추어올리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이 없는 참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온 누리에 ‘코로나’라고 하는 돌림병이 퍼진 뒤에 그것을 막아내는 우리나라를 보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으뜸 나라라고 하면 추켜세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낸 수를 다른 나라에

서 따라 하고 우리가 만든 잣대가 온 누리의 잣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에서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온 누리에서 으뜸이 되고 우리의 춤과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즐겨 보고 제대로 즐기려고 우리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기별을 들으며 우리말의 오늘과 앞날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말을 배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면 배울수록 갖게 되는 물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는 말밑(어원)을 알고 보면 ‘한자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에 영어

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느 나라보다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만의 말과 글을 가진 나라라는 것

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옛날부터 써 오던 말이 있는데도 그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나

라 사람이 봐도 예쁘고 좋은 말을 쓰지 않은 까닭이 궁금하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건 저는 우리 스스

로 우리 것의 값어치와 종요로움을 깨닫지(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토박이말의 소

중함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식) 없는 것입니다.    

요즘 기후 위기와 아랑곳해 여러 나라들이 땅별, 지구 살리기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환경의식으로 지구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

경 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있어 그 분위기는 갈수록 좋

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환경 의식 수준은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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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부터 환경 운동을 이끈 환경 운동가들이 흘린 땀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개발, 개발

을 외칠 때 더러워지고 있는 ‘공기’와 ‘물’이 앞으로 동물과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목숨까지 앗아

가게 될 것이라는 먼저 깨달으신 분들께서 갖은 힘을 써 오셨습니다. 둘레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까닭을 널리 알리고 환경을 생각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챙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환경과 아랑곳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환경부’

를 만들도록 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환경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광고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끊임없이 알려 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 모인 모임을 한 데 모아서 마흔해 넘도록 한목소리를 내어 온 열매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환경 의

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땅, 공기를 살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반달곰, 따오기를 되살

리는 일에 사람과 돈을 들이고 있고, 개구리, 제비까지 살리고 지켜주자는 목소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흔 해가 넘도록 환경을 지키고 가꾸자는 데 힘을 쏟아 얻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환경을 보호 하자고 하면서 쓰는 말들이 우리 언어 환경에는 좋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로, 어쓰 아우어, 플로깅과 같은 말들이 자연 환경, 지구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말 

환경은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을 살리는 것의 값어치를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환

경 의식과 함께 우리말 환경을 살리는 것의 값어치도 알고 실천하는 언어 의식을 함께 가져 주면 참 좋겠

습니다. 이런 환경 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마흔 해가 넘게 걸린 것처럼 그런 언어 의식을 갖도록 하려면 널

리 알리기(캠페인), 법 만들기, 교육, 그리고 신문과 방송까지 힘을 보태서 온 나라 사람이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토박이말 살리기에 나선다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자연 환경을 챙기듯이 우리 언어 

환경을 챙기게 된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토박이말을 챙기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토박이말을 한글로 적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말글살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토박이말을 살리

는 수를 나름대로 찾아 말씀드렸습니다.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토박이말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토박이말 살리는 일을 한 지 스무 해가 넘었습니다. 어느 새 토박이말바라기라는 법인

을 만든 지도 여섯 해가 되었고 경남교육청, 진주시의회, 경상남도의회에서 토박이말 살리기에 힘을 보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나눔 잔치를 함께 마련한 한글문화연대, 그리고 잔치를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어문화원연합회, 한국와이엠시에이전국연맹, 흥한주택종합건

설, 온리원그룹은 앞으로도 토박이말 살리기에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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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나라에서 챙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토박이말과 한글을 챙기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 앞장을 서고 국회에서는 토박이말을 살리는 법을 만들고 교육부는 토박이말을 잘 알고 쓰는 사

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토박이말을 한글

로 적는 쉬운 말글살이로 막힘없이 느낌, 생각, 뜻을 주고받으며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토박이말을 살리는 더 좋은 수를 찾는데 여러분의 힘과 슬기를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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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연대는 ‘언어는 인권이다’를 외치며

① 공공언어를 쉬운 우리말로 쓰자는 운동,

② 우리말을 아끼는 청소년, 대학생을 키워내고,

③ 한글에 관한 문화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사무국: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303호

누리집: www.urimal.org

전자우편: urimal@urimal.org

우리 겨레말의 노른자위인 토박이말을 살려 일으켜 북돋우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토박이말을 한글로 적기가 가장 바람직한 말글

살이라 여기며  토박이말 널알리기, 토박이말 놀배움, 토박이말로 된 쉬운 

배움책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도동로248번길 13-1 

www.tobagimal.kr 
tobagimal413@daum.net

사단법인

사단법인



우리 땅, 우리 집을 알천같이

토박이말을 한글로 적기
‘토박이말 살리기’에 함께하겠습니다. 

밝은 땅 좋은 집

(한국땅집그위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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