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2016년 1분기
표제항

수정 전

(가나다 순)

난형-열(卵形熱)[난ː-녈]｢명사｣
의학 열원충이 적혈구를 침습하여
적혈구가 팽대해져 계란형이 되고 표제어
열원충이 적혈구 내에서 48시간 동 추가
안 분화되어 열이 오르는 말라리아.
｢참고어휘｣삼일열;사일열;열대열.

-

랍스터(lobster)｢명사｣=바닷가재.

-

아시가바트(Ashgabat)｢명사｣
지명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
탄에 있는 도시. 카라쿰 사막 서쪽
의 이란 국경에 가깝고 트란스카 표제어
스피안(Trans Caspian) 철도가 걸 추가
쳐 있는 요충지로, 직물‧식료품 가
공업이 발달하였다. 투르크메니스
탄의 수도이다.

아시가
바트

좀목형

좀-목형(--荊)｢명사｣식물 → 좀
모형.

좀모형

좀-모형

좀-목형

녹섬광

녹-섬광

녹색-섬광

끝장

비교

―
난형열

랍스터

수정 후

-

표제어
추가

표제어
삭제
표제어
수정
표제어
수정

일의 마지막. ≒기극02(紀極). ¶{끝 ｢1｣일이 더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상태. ≒기극02(紀極). ¶{끝장
장에} 이르다/처음에는 진지하던
에} 이르다/처음에는 진지하던
토론회가 {끝장에는} 난장판이 되
토론회가 {끝장에는} 난장판이
었다./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
리는 {끝장이야}./서두르다가 결정
되었다./{끝장에} 가서 이긴 자
적인 순간을 그르치면 만사는 {끝
는 함성을 올리고 진 자는 서로
뜻풀이
장이다}./{끝장에} 가서 이긴 자는
얼싸안고 비탄에 잠긴다.≪선
추가
함성을 올리고 진 자는 서로 얼싸
우휘, 사도행전≫
안고 비탄에 잠긴다.≪선우휘, 사 ｢2｣실패, 패망, 파탄 따위를 속되
게 이르는 말. ¶너에게 무슨 일
도행전≫
이 생기면 우리는 {끝장이야}./
서두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그르치면 만사는 {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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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
어))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선택, 또
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
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인
것처럼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한다.
｢2｣((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마치 현실의 것인 양
가정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
을 나타내는 보조사. 빈정거리는
뜻이 드러난다.
｢3｣((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
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에 붙어))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다.
｢4｣((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
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수량이나 정도를 어
림잡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5｣((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
타내는, 받침 없는 말 뒤에 붙어))
많지는 아니하나 어느 정도는 됨
을 나타내는 보조사.
｢6｣((종결 어미 ‘-다’, ‘-ㄴ다’, ‘는다’, ‘-라’ 따위에 붙어))화자가
인용하는 사람이 되는 간접 인용
절에서 인용되는 내용에 스스로
가벼운 의문을 가진다든가 인용하
는 사람은 그 내용에 별 관심이 없
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빈정거리는 태도나 가벼운 불만을
나타낸다. 인용자와 인용 동사는
생략될 때가 많다.
｢7｣((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여러 가지 중에서 어
느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맨 뒤에 나열되
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다.
｢8｣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사. 뒤 절에는 결국 같다는 뜻을 가
진 말이 온다.

｢1｣((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
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
에 붙어))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선
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
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서 마치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인 것처럼 표현하는 데 쓰기
도 한다.
｢2｣((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마치 현실의 것인 양
가정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
을 나타내는 보조사. 빈정거리는
뜻이 드러난다.
｢3｣((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어떤 대상이 최선의
자격 또는 조건이 됨을
뜻하는 보조사. ¶{언니나} 되니
까 너한테 양보하지./ {나나} 되니
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다.
｢4｣((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 뜻풀이
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추가
에 붙어))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다.
｢5｣((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
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수량이나 정도를 어
림잡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6｣((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
타내는, 받침 없는 말 뒤에 붙어))
많지는 아니하나 어느 정도는 됨
을 나타내는 보조사.
｢7｣((종결 어미 ‘-다’, ‘-ㄴ다’, ‘는다’, ‘-라’ 따위에 붙어))화자가
인용하는 사람이 되는 간접 인용
절에서 인용되는 내용에 스스로
가벼운 의문을 가진다든가 인용하
는 사람은 그 내용에 별 관심이 없
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빈정거리는 태도나 가벼운 불만을
나타낸다. 인용자와 인용 동사는
생략될 때가 많다.
｢8｣((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여러 가지 중에서 어
느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맨 뒤에 나열되
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다.
｢9｣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사. 뒤 절에는 결국 같다는 뜻을 가
진 말이 온다.

라07

((‘이다’, ‘아니다’의 어간이나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더-’, ‘-으리-’ 뒤에 붙어)) ‘-으시-’, ‘-더-’, ‘-으리-’ 뒤에 붙어))
｢1｣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
내는 연결 어미.
는 연결 어미.
뜻풀이
｢2｣((‘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
추가
어))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내용과
대조적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그 일은 철수가 한 게 {아니라} 영
희가 한 거야.
[Ⅰ]｢대명사｣
｢1｣‘무어01[Ⅰ]｢1｣’의 준말.
｢2｣‘무어01[Ⅰ]｢2｣’의 준말.

[Ⅰ]｢대명사｣
｢1｣‘무어01[Ⅰ]｢1｣’의 준말.
｢2｣‘무어01[Ⅰ]｢2｣’의 준말.
｢3｣((주로 ‘-지 뭐야’, ‘-지
뭐예요’, ‘-지 뭐니’, ‘-지 뭡니까’
꼴로 쓰여))이미 일어난 뜻밖의 일 뜻풀이
이나 상황에 놀라거나 후회하거나 추가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강조함을 나
타내는 말. ¶제가 글쎄 오늘 지각했
지 {뭐예요}./그 여자, 얼마나 예쁜
지 내가 한눈에 반했지 {뭐야}./오늘
준비물을 깜빡 잊었지 {뭐니}.

【…을】
배나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 다
니다. ¶그 선장은 새로운 항로를
{운항할} 계획을 세웠다./안개가 심
하게 낀 날은 여객기를 {운항하지}
않는다.

[1]【(…을)】
배나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나
목적지를 오고 가다. ¶그 섬에 가
려면 하루에 두 번 {운항하는} 여객
선을 이용하면 된다./정부가 비행
을 허가할 노선은 이전의 여객기
가 {운항했던} 노선과 거의 같다.∥
뜻풀이
그 선장은 새로운 항로를 {운항할}
추가
계획을 세웠다./안개가 심하게 낀
날은 제주를 {운항하는} 여객기가
뜨지 않는다.
[2]【…을】
배나 비행기 따위를 운용하다.
¶화물선을 {운항하다}/에이 380을
{운항하다}.

뭐

운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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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
어,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
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
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인 것처
럼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한다.
｢2｣((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마치 현실의 것인 양
가정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
을 나타내는 보조사. 빈정거리는
뜻이 드러난다.
｢3｣((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
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에 붙어))수량이 크거나 많음, 혹은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다.
｢4｣((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
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에 붙어))수량이나 정도를 어림잡
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5｣((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
타내는, 받침 있는 말 뒤에 붙어))
많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는 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6｣((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여러 가지 중에서 어
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
타내는 보조사. 맨 뒤에 나열되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다.
｢7｣((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비교의 뜻을 나타내
는 보조사. 뒤 절에는 결국 같다는
뜻을 가진 말이 온다.

｢1｣((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
어,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
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
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인 것처
럼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한다.
｢2｣((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마치 현실의 것인 양
가정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
을 나타내는 보조사. 빈정거리는
뜻이 드러난다.
｢3｣((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어떤 대상이 최선의 자
격 또는 조건이 됨을 뜻하는 보조
사. ¶{사월이나} 되니까 날씨가 따
뜻하다./우리 {선생님이나} 되니까
네 사정 보고 배려해 주시는 거지.
｢4｣((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 뜻풀이
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추가
에 붙어))수량이 크거나 많음, 혹은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다.
｢5｣((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
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에 붙어))수량이나 정도를 어림잡
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6｣((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
타내는, 받침 있는 말 뒤에 붙어))
많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는 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7｣((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여러 가지 중에서 어
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
타내는 보조사. 맨 뒤에 나열되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다.
｢8｣((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
어 뒤에 붙어))비교의 뜻을 나타내
는 보조사. 뒤 절에는 결국 같다는
뜻을 가진 말이 온다.

｢1｣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여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알고 있거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알고 있는 나 말하는 이만 알고 있는 과 거의 뜻풀이
과거의 어느 해. ≒당세02｢2｣. ¶윤 어느 해. ≒당세02｢2｣. ¶윤씨 부인 수정

씨 부인이 절에서 돌아온 {그해} 동
짓달. 나이 열세 살에 치수는 성례
를 치르었다.≪박경리, 토지≫
｢2｣말하는 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과거의 어느 해. ≒당세02｢3｣.
¶어느 날 밤이었소. {그해} 내가 학
교 가게 될 것이란 말을 듣고 있었
으니까 일곱 살 되던 봄이었죠.
≪이병주, 행복어 사전≫

이 절에서 돌아온 {그해} 동짓달.
나이 열세 살에 치수는 성례를 치
르었다.≪박경리, 토지≫/어느 날
밤이었소. {그해} 내가 학교 가게
될 것이란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
일곱 살 되던 봄이었죠.≪이병주,
행복어 사전≫

깔아
뭉개다

｢1｣무엇을 밑에 두고 세게 누르거 ｢1｣무엇을 밑에 두고 짓이겨질 정 뜻풀이
수정
나 지나면서 누르다.
도로 세게 누르다.

디엠지

→ 디엠제트(DMZ).

=비무장 지대｢2｣.

비속어

=속어(俗語)｢1｣.

격이 낮고 속된 말.

아슈하
바트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 ‘아시가바트’의 옛 이름.
는 도시. 카라쿰 사막 서쪽의 이란
국경에 가깝고 트란스카스피안
(Trans Caspian) 철도가 걸쳐 있는
요충지로, 직물‧식료품 가공업이
발달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
도이다.

올리다

[2]｢9｣컴퓨터컴퓨터 통신망을 통 [2]｢9｣컴퓨터컴퓨터 통신망이나
뜻풀이
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전송하다. 인터넷 신문에 파일이나 글, 기사
수정
따위를 게시하다.

32

이

정성08

｢1｣((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1｣((일부 형용사 어근이나 어간
붙어))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많 뒤에 붙어))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같이}/{높이}.
¶{깊숙이}/{수북이}/{끔찍이}/{많
이}/{같이}/{높이}.
(停聲)

정후은성 (停後殷聲)

(丁聲)
(丁後殷聲)

뜻풀이
수정
뜻풀이
수정

뜻풀이
수정

문법
정보
수정
원어
수정
원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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