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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우리 국어의 벌옴에 관한 발음 사천의 필요성과 그 활용 방안，
그리고 이제까지 출판원 각종 발음 사전의 특성 둥을 살펴봄으로써 발음 사천 천
반에 관한 특성과 이를 효율척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우션 우리말은 제쳐 놓고라도 외국어의 정우에도 발읍 사전이라는 것이 과연 존
재하고 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온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의구섬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상상 외로 언어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랍들에게서도 쉽게 발견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각종 시험이나 교양에 펼요한 발음에 관한 정보를 일반 사전

을 보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전이 펼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또한 이러한 일반 사천온 기타 필요한 어원， 문법적 정보， 예문 풍을 고루 수
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중에셔 쉽게 붙 수 있는 일반 사천온 잡다한 내용
을 고루 수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최근에 쉽게

볼 수 있는 동의어 사전， 반의어 사천， 어원 사전， 용례 사천 퉁 다양한 사전이 펼

요하게 되고， 정우에 따라서는 어휘의 철자를 거꾸로 풀어서 수록한 역순 사천까지
쓰이고 있는 실쟁이다.

한흰 발음의 경우에도 많온 외국어의 어휘가 철차만 가지고는 발옴을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혼할 뿐 아니라， 실제 쓰이는 대화쩨의 발옴이 인위척으로 발음되는
철자에 의한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 사전에서 찾아 본다는 것이 한계가

새잦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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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윷 수밖에 없다. 또한 어느 톡챙 어휘의 발옴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인명， 지명 둥 고유 명사의 갱우에는 일반 사졌에 모푸 수록한다놨 젓이 쩌}
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청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할 발옴 사전이 필요하게
그러나 우리 국어의 경우에는 사경이 날라셔 ι

냥윤 어휘자 얼반 사씬에조차 뿔

옴 표시가 생략된 채로 수록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발음 사천의 필요성온 고사하고
어씹한 사천여 있는지쪼차쪼 거획 얄빼쩌지 않고 있씀 실청이다. 그 이유씀 국어

철자 체계가 명어， 중국어 둥 외국어와는 탈리 비교척 실제 밭음을 그대로 반영하
기 뼈문이다. 흉 예를 윷씨 영어화 창용 찌국어희 챙우에는 샤합의 에룹야나， 치형
퉁 휴정 고유 멍 λ} 뿔 아니라 생수헐 단어률 철자안을 보고서능 어떻꺼l 발옴율 핵

야 합지 판단을 활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 국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벌융요로 인째 생기는 썩따란 획사 소통씩 문째가 거의 었생하지
운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학교 교육에서조차 무시되

고 했쓴 실쩡이했다. 따하셔 많용 찌국어찌 일반 사천이 철차와 함께 밥용 표키흘
같야 짜고 없눈 더! 비해 때부분씩 우리황 사전윤 챙자만훌

하고

에 의존하도록 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태하고 았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에 국민학

교 퉁에서 모음의 장단， 고저 둥을 인위적으로 가르치려 시도한 척이 있었고 또한
여허 샤전에포 씨러한 ?생lil.롤 수확해 온 칫도 사생써다. 또한 0] 러한 뺀구 결과첩

토대~ 학교어i 사의 국어 교육이나 양송인씌 연수확 같은 륙쭈 목적측 쩌한 발촬
훈련 퉁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나 사천의 편찬 방법이 독자적인 객
관청 자료 수성에 의해 만윷어지기보마눈 다른 사천융 모방짜꺼나 ~실책인
을 무시하고 규법에 입각한 기술율 시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사전마다 그

표카카 서로 장씨하게 퇴써 있는 캡씨 발견되거냐 구태의연한 규범적 앉용율 고iF

하농 융의 문세성이 노짧쩍기도 하였‘따. 또한 실제 얄읍의

썩적 차아니 형태

운 규칙에 의한 일관성 있는 껄명율 체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온 규
범한쌓 고집하써 국어 잖째만 훤섬윷 7~ 쳐온 ;경고기도 송

또 확핵척이고 체

계객인 연구가 없었던 철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국어 확자는 물론 외국인이 정확

한 우허말 발옴9J 실태름 함조할 수 했는 낌이 제한찌어 있혔다‘
。i 잘에서논 우선 외쪽어， 특히 업에의 벨용 사천꽤 우 21 양에의 §양꽁 사전

대표적인 것율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옴 사천이 갖추어야 할 내용과 이를 효
방안옳 생각해

찌로 환다.

활용방안

벌옴사전의

2.

발음 사전의 편찬 기준

사전이든지 사전썩 가장 주된 기놓용 표준 어휘홉 성정하여야 하며
쌀생하거나 충환째

째적으로 예측이 가농하지 않은

문 종류의 뻗이

태률 수휴하여 이를 월용하늠 뎌l 있다. 세계의 여러 선씬 응와권에서는 일찍어 자

신들의 언어에 대한 발읍 사전의 휠요성을 인식하여 모두 그들 언어의 훌륭한 발
음 사전율 면찬해 왔다. 이를테면 영어의 정우 일찌기 1917년 갱에 영국에서 냉n-

Eng/i삶

쩡 αc빼wry가 출판되 었￡
빠lOtt의 공저 인

Myra

A Pranounciη

‘ αry of Americaη

안둡어져 전세계 적우혹 영어 표준 발음의 길잡아 노장윷 해 오고 있따. 똑

한 영국에서는 최근

J.C. Wells(199이의

μ쟁man Pronuncia뼈zL값빼W1)’가 나오는 퉁

활발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한편 우리말의 발옴에 대한 본격적 연구

이후에

츄어셨

1984년 남광우， 이철수， 짝안근 공져의 ‘한국어

사천’이 훌간핵였따후 최근 들어 이은정

천영우(1992) 동찍

출판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 특정 분야의 독자홉 대상으로 했거나 발옴
표시 둥에 있어 객관척인 국제 옴성 표기를 결여하는 둥 본격적인 발음 사전으로
1)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말의 대 g 책 싸

원칙 둥에 관련된 몇

검토하여

양안에 대하여 생각해

2.1

표처|어 항목의 선정

사전의 표제어

‘펴)는 당연히 그 언어권에

짜여야 한다. 셰쩔 찰써

Kenyon & Knott(1944) 싫 찌

Wells(1990) 의 영국 표준 발융 사전 퉁이 모두 이 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예률

들어 K하l)'on & Knott의 사전온 미국 영어 어휘에 대한 표준 발음의 지침서로 불

말 발옴 사천’용 인명，

"'1

퉁융 상세흩1 1l지씬 것이 톡징인데， 발옴 표기어11 xl에 한을 첼자를

국제 옴생 기호톨 샤용한 다론 발융 사천에 비해 사용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
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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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

경우에도 남광우，

표준어 원칙올 철저히
또한

하는 것찌 웠쯤 사천째l 어 선정에 고혀되어야 한따， 여l 옳 둡어 영
의 경우

장값의 λ} 천 01

Kenyon

&Knoα의

발음 사천

사씬짜 좌사한대 륜하 최근에 많

이 알려지게 된 α10m와IY， R없뿔n 둥의 영어권 이름 뿐 아니라 πlB.없뼈파n과 같이
고유 명사에서 파생된 어휘，Gor뼈마ev， Kiev, sa때m와 같은 버영어권의 고유 명사

도 원어의 발옴과 함께 수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서울 (8뼈)， 평양
(Pyongy뼈) 퉁도 퉁록되어 있다 2) 또한 TESOμ Tτ:ell 풍의 천문 어휘나 약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흉제어의 배혈 연쓴서쓴 서양의 언어가 로마자 자보순으를 배혈되어 있는 데
모두 한글의 자모순을

비해，
음 사천’
~ A , 명，

리를

’

표준 발

얘만， 많은 일반 사전들이

해 ‘ λ 삐， λ

아니라

퉁의 끝소

‘

서， 써’ 퉁의

,

C

사전의 경우 이를

한글학

시 절대 다수의 화자가

되어야 한

회편

2.2
2.2.1
발음

다. 이 집.s=.s:.듭 빌융 사전이 공룡적으로 채핵하고 었늠 기솥이다. 여기에는 소리
의 기준율 철자와 가까운 낭독체의 말파 실제 대화에 쓰이는 대화체의 말， 두 가지

률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딱딱하고 인위적인 낭독체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러
운 대화체률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랍직하다. 물론 이것온 훌려서 발옴하는 말이나
저속한 발옴율 제외한 것이다.

명어의 정우，

Kenyon

&Knott의

것은 문어체가 아닌 대화쩨의 표준 영어 발음을

갇이 표기되어 명어식으효

냐타내고 었다.

[lsaulJ

한국

빨음

방안

특성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흰 같온 출판사에서 나온 W하JSter 사전 (W，하JSter’'5

national

m벼

온 발용외 표기어 었써 정확하고 척식을 갖쌓

platform 야JeeCh) 만융

New Inter-

뱀척

치준으로 화i 쳐기 때운에 철 격식율 갖짧 대화해워 할

옴들은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전의 편찬자들에 의하면 ‘연속 발화 (connect빼
빼kendi앵띠영)’， 즉

척으로 이어치눈 말 (rurllψspeech) 윷 표써하는

전의 성쩍쌓 웰가능한 것로 보았다‘ 반면에 Kenyon-Knott획 양용 사전은

말하는 일상 생활의 ‘쉬운 영어(얹sy Er햄때1) ’， 또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랍들이 쉽
게 쓰는 망 (the speech of w<베빼빼 ease) ’홉 기준으눴 하고 있다. 따라서 인접한 ~려

에 의한 갔;려씩 변화확 억양， 댐포， 리잠에 의한 소따획 변이 형태찰 모두

삼았다. 물론 부주의한 말이나 조잡한 말뽕 아니라 격식을 갖춘 딱딱한 말들율 모

두 제외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어휘가 일상의 구어체나 격식융 갖춘 말의 형태
7~ 비슷하지 때문에

사천의

와 발용 사전에

표기가

두 가지 사전의 7}상 당 차이접 ξ 대화체의

그러나

격식율

딱딱한 발음에 각각 기준융 둔 점이라고 할 수 있율 것이다 3)

한편

샤전의

석인

해 어획

자주
포함횡

속어가

배표준척

있다.

역적

현 퉁도
보이는

함께 수록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랍직한 발음 사천의 모양이다. 영어의 예률
툴면

Kenyon l!\-

Knott의 발용 사전온 미국에서 쓰이논 일상 대화체의 영어률 때삿

g로 표체써의 발옴이 쏘사펴어 있다‘ 츄 이 사전씨 잎자적으풍용 띠국 영어
러 가지 방언에 대한 언어학척 연구셔효 계획되었다기보다 표출 발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소리롤 모아 충실히 기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 차나다
와 언어 지리 ξ(Lingui.stic

Atlas of the

Stat.es

car냉da) 활 기갔로 표준

에 대한 짤업한 자료 소사찰 한 것으$ 오인다. 따싹서 표준 발용윷 년처 선정

각 지방의 방언적 변이읍은 그 뒤에 표기하여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Wells(1 99。상1 경우에용 씬어 지려쩍씬 각 지방책 빵앤적 변씩헛용 지역별졌
거1 나누쩌 앓고 특별한 생우 이룰 수쩍한q.. 그러싸

그러나 때확져!에서 &에

않는 단어외 갱우는 그때

유 명사홉 추:확함에

격식을 갖짧 뺏식객인

발옴올 71 확하였다. 역l 흩 칠어 구어쩌l 어i 써 자주 섣놀 ad찌$와 같~ 에휘는
갖지 않는 첫옴절의 모음이 약하게 발용되는 것이 보룡이나， 하빼úbit ‘접수하다’의 경우

구어체에서늠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잡세홈 갖지 않늠 첫옴절의 모유도 정확허 발옴율
하도록

쌓찍고 있다

새흉어 생활 쩌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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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미국 영어 발옴은 윷론， 지명이나 인명 퉁의 특수한 정우쓴 아일랜드식 발음이

나 호주식 형&융도 당현히 고려찍어야 함옳 보이고

한편 ‘한국어 표준 발옴 사전’의 경우 이러한 발옴의 지역척 변이형이 고려되지
있는대 야것은 저차들이 효준말의 웹유을 정화'8'1 계몽하jl 자 하쓴 디l 이 사
주목적촬 두었끼 에문인 강우로 보앙

그려나 위에서 씬급된 바대로 우씩

말 소리 체계의 포괄적인 기슐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조사에 입각한 지역적 발
변이뺑때 대한 추확‘이 필요항 것으迷 보인다. 양헤 모총 체계가 따픈 영，

납， 제주 방언아나， 경상 방언의 성조 퉁은 많은 자료 초사를 요하는 일이나 한국어
의 챙확한 기숨을 위해 연구가 했요한 설챙이다. 또한 교과서 퉁에 풍창하거나 혈
장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접해 흉 수 있션 ‘흥’과 참싼 고어讀) 둥

수록하딴

것이 외국인 뿐 아니라 순수 모국어 화자에게도 큰 도웅이 될 것이다.
발용 카준의 월청에 이 켠이 존재하판 경우 카뚱한 표?↑릎 모두 샤용할
자효 촉사를 뚱째 화자샅쐐 션호도슬 조사째 쏠 필요자 있율 강。 1 cj-. 예츰

들어 Wells의 사전에는 여러 발옴의 변이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기
어허훈 정우 영국 전영어1 걸쳐

명의 토화。l 화차흉 선정하얘 통계톨 내 jl 었따，

여기에는 읍성/언어학자 뿔 아니라， 학생， 방송인， 배우， 과학자， 외교관， 법관， 일반
노못자 퉁 zf계 각충찌 사람들이 전정되었논떼， 지역책으로 고루 안배가 짜었고 연
했도 15 세에서 없세까지 망없어 없따고 기출하고 있다‘ 예률 들써

econonuc

이라는 단어는

발음되는

[Ii:

ka1nomlk]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 eka ' ntimlk]으로

;영향섰다 훨썼 우세항옳 보여 푼C서‘ l ’ 기호는 제 1 장세， ‘ l ’는 쩨 2 강셔

“’ 기호는

파썼어| 의한 장셰 변확찰 나타낸뎌.)

economic d:ka1nOffilk

4)

풋， 영국씩

‘

준 발총인 RP와

II-Ino:m

a

뺑이형씨 행저 표퇴 l 미국 영에의 방정용 별도없

" 기호로 표시한다.
예 ; 뼈lk b:>:k b:> :lk 11 b., :k bl:k
s:.한 멍씬어l 따라

께 방용펴는 고유명사는 따형 명시한다‘

b:> :mII -bo: m,
(iiJ I 빼 ím II-，m--πe 뼈cesin Ca빼빼빼ire and Dm빼.re are
The ]iaces in AustTt싫 i.s{ ü) Itxα Ix‘t 앙
callaf(i) by non-Al.싫 l:ralùl1l8.
에 :M뼈뼈.lrn(i) ‘ mel

5) 융환 소2.1 씩 연이형짤

합시컸 짓도 사성이내 이는

개인차에 따른 개별 변이옴 ü뼈ect) 일 뿐이다.

~객 발용외 변이썼아 아니 al

발음 사천의 특성과 활용 방안
~머 a)

-s S - BrE POI1 panel prefer없ce: d:k--62% ,

I 삶-

135

38%

2.2.2 표기 방법
표제어의 발음 표기에 있어서는 모든 발음 사전들이 발옴 표기의 보편성을 위해

IPA( Intemational Phonetic

Alpha뼈)를 사용하고 있다. 명어의 여l 툴 들면

Kenyon-

Knott의 발옴 사전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W하lSter 사전과 달리 위해 IPA률 사용
하고 있다. 이는 W삶lSter 사천， 즉 W냉lSter’8

New

Inferna뼈nal Dic뼈뼈에서는 미국

영어의 특정적인 발음 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륨기 위해 독창적인 발음 기호
체계를 채태하고 있는 데 비해

Kenyon & Knott의 것용 좀더 보편척인 발읍 표기를

위한 의도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말 발옴 사전의 정우에는 IPA와 병용해서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한글로도 발음 표기를 할 필요가 있더. 즉 전문적인 국제 옴성 기호인 IPA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들이 한글 발옴 표기만을 보고 쉽게 표준 발옴을 참조할 수 있
도록 함이다. 따라서 한글 발옴 표시는 옴운적 단계의 차이를 기술하는 간략 표기
transcription) 를 위해 쓰이고， IPA에 의한 발음 표기는 세부적인 음성적 차

(broad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밀 표기 (narrow 뼈nscrip니on) 를 위해 사용된다F 예를 들어

국어에서는 ‘"

t: t

닙， χ ’풍의 파열음이나 파찰음이 첫소리로 발옴될 때에는 무성

음[k， t, p, t IJ로 나타나지만 모옴 사이에서 유성음[g， d, b, d3J 퉁으로 발음되므로
이를 IPA로 구별하여 표기한다. ‘ E ’의 정우에도 첫소리로 나는 디]과 유성음간에서

나는 [rJ을 구분한다. 또한 구개옴화에 의한 ‘ L , 2., Å ’의 변화는

[s, Á,

IJ

둥으로

하여 표기한다. 한편 긴 소리를 ‘ : ’로 표기한다든가 기옴(氣音， 때，irated sound) 을

rJ로 표기하고 된소리(또는 성문옴)를 자음 뒤에〔’〕률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 풍은
다른 사전과 마찬가지이다. (‘한국어 표준 발음 사천’에서는 표준 음성 기호인 대 L

p, tIJ 대신 g ， q ， ç ， JJ을 사용하고 있다.)

(2)

가.

‘1 ’
‘c ’

6)

무성옴

유생옴

가을댐a띠]

얼굴 [Alg띠]

달

바다[Q뼈aJ

[cJ alJ

이률 각각 옴운 표기(뼈ne때C 뼈I없ption) 와 음성 표기(며lonetic t.ranscription) 로 부롤
수있다.

제 1 호(’93 봄)

새국어생

‘H ’

바람대와없1J

지룡[

‘χ’

집

가지며 a j} J

‘L ’

날[naIJ

어 머 니 [A mAJl iJ

‘E ’
‘ A’

말[maIJ

빨리[p낱ÁÁiJ

사람[sa:때nJ

시[f iJ

[iii?]

JibuoJ

구개옴

씌 순서는 X제에칩 맨 앞에 수륙하고 그 다용어용 발융과 기
연이씀을 표기하는 것아 보훌이다. 여l 를 틀어

Kenyon & Knott에서는 표셰어(뼈d

word) 가 맨 앞에 나오고 구듯점 없이 바로 발음이 고되체로 표기된다. 그러나 품사

판정에 혼똥이 올 우려가 있는 어휘에는 표제어 위에 품사를 표기한다. 고유 명사，

병사 모두 사용휩 수 있는 것은 대문자， 소문지찰 함께 표기한다. 또씬

?튀에l 이어

(3)

c뻐rion，

C- Iklæe 1an

또는

Cologne, c- ka Ian

Naomi Inea I maI, ne loma , -1DI, -m a
헬옴과 미국식 발음이

경우에는

발응(AmE)율

표기하고

쌀

(4)

BrE
Ibæt

batter

11

영국식

뒤에

AmE
11

내혔 L

ar

’

bender bend
발옴 사전’은 표제어찰

우리말의

pronunciation) 온 챙색으로

따색으로 표시한다‘ 지역에 얘론 변이용도 이 위에
RP(Received Pronunciation) , 즉 영국 영어씩
위에， 옳지 못한 앓옵울

!기호 뒤에 따로 표기한다.

bath n ba:e ;.bæe 11 bæ9
grievous Igri:v as f grvias

’

표시하고 싼자어잎

발옴 샤천의 륙성과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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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한자어에셔 유래한 것 둥은 괄호 속에 이를 명시한다. 발옴 표시는 이

뒤를 따르는데 한글 발음 표시를 먼처 하고 IPA를 그 다옴에 [

J 속에 표시한다.

즉 발음 기호에 천문척 지식이 없는 우리말 화자률 위해서는 한글 발옴 표기를 전

문가나 외국인을 휘해셔는 IPA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표제어의 철자와 한글 발
읍 표시가 같은 정우는 기술의 간결성을 위해 IPA 만 사용한다. 또한 장옴 표기는

한글과

IPA

모두에 ‘ : ’를 사용하며 두 가지 발음이 공존하는 정우에는 사션 ‘/’

으로 구분한다. 발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율 수도 있는 수의적인 경우에는 괄호
로 표시한다.

(5) 신문로(新門路) 신문노/신물로[ 1inmunno/-rnulloJ
동방 (1司웰/東方) [<;\oubauJ
배제(排除) 배(:)제[1]ε(: )1 eJ
2.2.3

표기 범위

발음 표시의 범위는 모든 발음 사천들이 우선 개별 단어의 발음율 기록하는 것
이 외에 이 들의 활용， 파생 행을 같이 수록하고 있다. 예를 틀어

Kenyon & Knott나

Wells의 발읍 사천에서는 모두 용언의 활용이나 파생 관계는 수칙션으로 표시하는
데， 차이가 냐는 부분만 표시하여 표기의 복잡생율 피하였다. 물론 어미 부분을 정
확히 이어 불일 수 없는 정우도 있는데 이러한 잘라 붙이기 (cutting

는 이어지는 부분이 시작하는 철자부터 이어 쓴다. 다옴의 예는

back) 경우에
Kenyon & Knott

의 것이다 8)

(6)

뻐n I

quarry

8In

I

thinned 18 Ind

I kWJ rI

I

-ness

I 8Inn IS

1-빼 쉰，

뼈sewife I 뼈U8 1 ， W81f

I

i.e. , 대J8rried I kw:>r Id
-ves -vz, i.e., 뼈sewives I OaU8 I

W81VZ

8) 영어 발옴 사전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통사의 불규칙 활용 형태를 기술하는 것으
로

Kenyon &

Knott에서 왼행， 과거행， 과거 분사형 순으로 배열하는 첨은 일반 사전

파 같다.(물론 3 인청 단수 혐재형이 발음이 달라지는 정우 이률 원행 뒤에 표기한다.)

drive cralV I drove a-ov I driven I åiven
sing Sln I 앓ng sæu or sung SAU I sung

SAU

생활 째 3 컨 쩨 l 호(’93 봉)

‘한긋어 표준 발읍 사챈’에서찬 체언에 윌가 흉겨나 파생챔사에 비해 발43이 변하는 것융 그 성‘허l 를

고

표시하썼다기호는 한상음

長홉)표시를 나타낸다).

(7) 가〈가강자라(邊
-

가:[홍

없는(하늘) 가 : 엄는 [같 a:a ... mn Ul nJ

상(江‘ 강까[활

’aJ

용언의 활용， 파생도 변동하는 발용의 용례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불규칙 용언

의 쳤우 일반 사천과 마찬가지호 αl 률 명시하였다.

(8)

현다〔 님 l켠) 겹 :따 [gjabt’a]
-고 첩겹:

-지 겹:쩌[ --c’i]
져워 [장 jAWA]

겨운 [싫 jAun]
요로 외 g헤어의 표활 위해서얀 모국어짜 같이 셨이는 휘씨에 어휘능 대부분
본섣 쭉에 ~휩tλ1 키고 xl 아. 이 쩨 웬래 외국어의 원츰을 차&어로서외 썽실음위

뒤에 덧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즉 영어의 경우 Kenyon

& Knott에서는

가농한 한

천짱적으로 갖쓰씨는 외래어의 영어식 발음용 표기하놓 것을 원썩 R로 하고 2유 I성

사 둠에 대한 발옴의 자이나 외혜어의 어원을 이탤릭으로 나타낸다.

(9) Lod i US IJodal
'ltaly ’ Iodi (lt
voyageur Fr vwaja I3æ: r
cum laude

같온

어 휘양 보통 꾸에체에 쓰야지 알

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의 수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에서 야디l 언잖훤 바대 i 외래어획 원옴율 영어식 발융 두}에 표

9)

‘

honors’양는 표혔싸 같다헥나 졸업 충서 풍영 잭식을

쌀 문서에는 라틴어

.tt업이 쓰는 것이 ￥홉이다. 아정온 우헤밑에서 정ξ 용어동우휴 한자억싫 사용핵
은관습과 유사하다.

빨융 사천의 욕생과 활용 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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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

(1 이0) Sal
뻐
us
않s없ur댄
'e saIJ 녕
1 s헤jvωr‘ι、”、、’-’-’-’ .’

Moselle mav 1쩌
ze려I

11

mo이
OIJ’

- --Fl싼'r [mo 갚zs티짜써l태J ，’ G않얀 Mose

야r]
z
웹]
[mo:패

‘한국어 표준 발융 사전’에서는 우리말처렴 쓰이는 한자어는 순수 국어 어휘와
같이 순셔적으로 배열되어 었다. 그리고 해당 한자나 어원으로 간주되는 한자홉 팔

효 속에 표기하여 순수 국어 어휘와 구분도 하고 동용 이의어(同音異意語)톨 분류
해 내기도 한다. 예률 들어 위의 (7) 에서 ‘강가’의 첫자가 ‘江’이고 툴째자가 ‘훌’가
아니라 ‘가장자리(邊)’률 나타내는 정우 정옴화된 발옴 ‘강까’가 휩율 나타낸다. 또

한 어웬율 나타내기 위해서도 종종 한자를 같이 표기한다.

(11) 가남〈←간난(했離)>대 annan)
한편 한글 철자가 같고 한자 철자만 다른 동융 이의어는 (1 271-)처럼 하나의 한
글 표제어로 수륙할 수 있으나 길이 퉁 소리가 다르거나 용례가 다른 것용(1 2 나)
쳐럼 별도 표제어톨 사용한다.

(1 2) 가. 단절(短折/斷折/斷總/斷切)

[qaJ11A1]

나. 단륨(單音) 다늠 [cjanuunJ
단융(短音) 다(:)늠[여a(:)nuunJ
단륨(斷軟) 다:늠 [qa:nuunJ

단융(斷홉) 다:늠 [qa:mnmJ

- - 기호(記號) 다:늠기호[ ---gihoJ
- - 추법(奏法) 다:늠추’맹[--- Ju’ p’ AQJ
률으로 품사 분류에 있어셔는 대푸분의 발음 사천의 톡생상 의미의 혼동이 율
수 있는 갱우만 표시롤 해 추고 있다. 우리말 빨음 사천인 ‘한국어 표준 발옴 사천’
에셔도 이러한 형식율 따르고 있는데 다음(1 3가)과 칼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에만 품"1-톨 표시한다. 따라셔 괄호 속의 한자어나 용헤 둥에 의해 분명하게 들어
냐는 갱우는 (1 3나)에셔 쳐렴 굳이 풍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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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gaman]
가만가만(:)히/-

[- -

-gama(:) J1삐〕

: )히/가마(:)나
{솥 ama(:) J1삐]
나. 가문(가문/가분)

[gamun]

다. 가물 [홍amul]
타다

[ - tbada]

3. 발옴 사전의 체제와 내용
대표척 발옴 사전을

갖추어

활용법에 대하여

3.1
발음

용하기 위혜서는 다음씩

펼수척

이라고

(1 4)
일
본문
(부록-외래어 발음 표기와 원옴 대조표)

다른 일반 사전과 마찬가지로 서문이 사전의 맨 처옴에 소개되어 이 사전의 변
찬 경위， 기본 방침 퉁율 간단히 밝혀 주어야 한다. 물론 상세한 세부 사항온 다음
‘일러두커’
‘일러뚜치’

하는

에 들어
본문

편찬 웬칙， 사용법，
0) 용하기 위하여 복

퉁율소개
αl 다. 여기

장에서 상세히 기술한짜‘
에서 제시된 원칙에 의해 각

여기에

활융 사천의 특생과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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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자어률 제외한 서양 외국어나 일본어의 차용어 풍용 우리말처럼 쓰이는 어휘

는 본운 속에 국어 어휘나 한자어 어휘와 같이 수룩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끝으로 부록 부분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온 한자어를 제외한 기타 외래어의 원읍

과 국어의 현실음을 대조한 일랍표이다.

3.2

발읍 사전의 체제와 내용

여기에서는 발음 사천이 갖추고 있어야 할 세부 사항과 이의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
본다}O) 이러한 사항은 본문에 앞서 ‘일러두기’ 형식으로 미리 독자들에게 소개가 되어
야 하며 독자는 이를 활용함으로써 효과객으로 발옴 사천율 이용할 수 있율 것이다.

3.2.1

어휘 항목의 선정과 배얼 월칙

자료 선정 : 앞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발융 사전의 표제어는 일상 생활에서 자

주 쓰이는 표준어롤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률 위하여 ‘국어 어문 규청집’에 입
각하여 표준어의 기준올 정하고， 기타 필요한 일상 용어뿐 아니라 지명， 인명 퉁의 고
유 명사률 신문， 잡지， 방송 퉁 언론 매체와 학교 교과서

풍율 두루 조사하여 자료률

수집한다.

‘한국어 표준 발옴 사천’의 경우에도 이와 같온 광범위한 조사 빛 자료 수칩 과갱이
있었다. 즉 남팡우(1 984 : 44-62) 에 의하면 약 3년여 기간에 걸친 본격척인 자료 수

집과 연구， 국어국문학， 언어학 분야의 학자뿔 아니라 국어 교사， 방송인 풍 관련 분야
의 인사률 룡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학자돌의 셜문 조사에는 출신 지역율 고루 안
배하여 잭관척인 기준을 유지하는 데 노력율 기율였다.

특챙 지역의 방언인 경우 ‘멍게， 물방개’11)처럼 표준어와 같이 인쟁되는 것과， ‘놀，
외다’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 뚜렷이 효용이 인정되는 준말， 사어(死語)가 아닌 일상 생
활에서 자주 인용되는 고어(古語) 풍율 모두 수록한다. 또한 소리에 의해 뜻이 구별되

는 어휘는 별도의 항목으로 수록한다. 여기에는 모옴의 길이 뿔 아니라 일부 방언의 성
조의 차이 둥도 포합된다.

표제어의 범위 : 또 하나의 중요한 푼체는 표제어 션태의 범위를 껄청하는 것이다.

10) 따라서 얼부 내용용 앞 장의 한국어 표춘 발옴 사전’의 쐐에 포합된 사항률이다.
11) 표준어는 ‘우령앵이， 션두리’이지만 비표훈어 어휘가 넬리 쓰이는 실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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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한국어

사천’에셔처럼 재벌 단어를

형태까지

사전에셔처럽 필요한 정쭈
선태할수도 있다. 일싼
아니라자연스러운
므로 가뚱한 짝용적었 뿐나

장 단계에까지 기술 범우}가

외래어 처리 : 한편 외래어는 차용한 지 오래 되어 순수 우리말과 구별 없이 쓰이는
한차어， 만주어 둥의 차용어뽕 아니라 서양 외래어의 차용어도 가놓한 한 수용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양 외래어의 차용어는 ‘남포， 담배’처럼 유입된 시
기가 오래 되어 순수 우리말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것과 ‘라디오， 버스’쳐럽 시기적으
로 오래 되지 않아 외래어임이 쉽게 드러나는 사이의 명확한 한계를 셀청하지 못하는
정우가 있홀 수 했다. 뜻 ‘테니스， 립， 포크’처럼 해당 외국어에서 칙캡 우리말로 유입

된 것과 ‘뿔， 찍잊씹l 비， 라면’차협 일본어 풍 제 3 의 언어혔 똥한 외해어릎 꾸환짓는 일도
유입되고 있는 신종 획쐐어찍 용}헥

ε σ} 련되어야

우리말을 다듬고 순확사쓴 잃꾸}훤

품윷 필요하게

것온한
것이다.

국어의 자모순에 의해

배얼

19개， 모음은 21 개료

쟁에 따확

따르는데

표준 발옴사전’둥발옴

대부볼의

(1 5)

어문규

챔 η ， η ， ~， ζ ， ι ，

모옴

ø. L H.

L

t!

J

0

t

l::J,

~. 꺼， ~， 퀴，

빼，

A

,

μ，

0

,

Ã

, JíX,

~， 욕.

e,

표， 융

.1., 과， 패， 셔 • .ll, T. 념， 쉐， 뉘， τ，

-, -1. 1
종성인 받침의 청우 초성의 순서률 따라 다옴과 같이 정하는데 ‘한국어 표준 발음 사
전’ 역시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1 6) "

'*,

끼， 1 시
ν，

한흰 ‘형， ν ，

Iι.

,

’

2.,

~l.

~D. ~~.
- -, --,
--,

V.’ H

1

, M, 。 ’

，

고어 첼자는옴가톨따라

이러

빨옴

특성파

방안

한 기준은 ‘우리말 큰 사천’둥에서 채태하는 방식율 따률 수 있다.

3.2.2

국어책 설성 목륙빠

표기 기효 : 어느 발읍 사전이나 해당 언어의 표준 발용의 읍소와‘변이음의 목록율
체시하여 밥용 흠기의 기준R윷 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왔 7] 의 보편챙용 빽

서 국제 융생 기호(IPA)뒀 사용한다. 예률 틀어 、Ã1ells (1 990) 의 방옴 사천에얀

국의 표준 발음 목록파 마국 영어의 옴소 목록이 IPA률 사용하여 비교 소개되고 있는
데 이 러한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모음 표71 : ‘한국어 표쓴 발왔 사전’에서쉰 표훈어잉 모옴으료

정하는 9 개씩

오음을 설정학.:ìl， 모음의 길이 (length) 도 읍소로 잎정한다.

(1 7)

w

e

u

a
3

￡

A

이 사전의 표기에서 특기할 사항온 단모옴 ‘어’는 [A]로， 장모용 ‘어’， 의 음가는

심]로 펴키한 켓이 특징이다.Tf한 소리의 길이를 봉겼적 특징으흉 월고 이률 본문찌

씨휘 항옥 기짧에 있어서

생 뤘칙으로 삼고 있는 섭야다.

화자마다 이견이 있는 전셜 원순 모음 4와 y 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각각 we와

wij

YI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국어 표준 발읍으로 간주되지 않는 변이형이나 지역에 따른

뺑엔적 차이눈고펴되지

그러나 국어워 단모음에 대학역 여러 푸강툴이 았어 왔고， 방엎과 세대에 따암 단￡
음의 수가 다르다. 또한 ‘어’의 옴가가 소리의 장단에 따라 다르게 발옴되어야 한다는

‘1한국어 표쯤 앓융 사전’획 퓨정싼 대부분회 모국어 화;::z}가 이를 f병지 않고
적은 씬워적인 발옴 갔육에

실청이다. 물론 이러한 장단에 따른 옴가의 차이를 세부적인 변이옴의 정보로 각 어휘
향목에 수룩항 행요는 있다Jl 행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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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어 어푼 규정’외 ‘표준어 규챙’에서는 10개의 모옴융 단모융으로 정하여 ‘피，
꺼’를 단모음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이 두 모용율 이중 모옴으로도 발옴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쩡하고는 있으나 기본척으로

10 모융융 인청하고 필요한 변이융율 IPA 기호

를 사용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칙하다.(물론 주요 방언에 대한 모용 체계도 제시하
는 것이 본품의 기술 내용율 이혜하는 데 도용이 될 것이다.)

(1 8)

단모음

소리값

(1 9)

1,

매，

i,

e,

-’

셔，

뉘，

e(wj),

y,

t,

T,

a,

U,

.1-,
0,

a

(w)

모옴 체계 12)

(w)

y

e

U

a
a

e

o
(A:)

위의 도표(18)， (19) 에서 팔호 속에 든 옵성 기호는 변이옴으로 쓰일 수 있는 소리틀

이다. 즉 (18) 의 [v띠]와 [weJ는 단모옴 [yJ와 [øJ의 변이옴율 나타낸다. (19) 에서는

[wJ

의 청우 복 ‘-’의 변이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T’의 변이옴으로로 쓰일 수 있
다는 뭇이며， [A:J는 장모옴로만 나타나는 ‘{’의 변이옴융 나타낸다.
활옴생빼)으로는 [wJ와 디]률 인정하고 위의 모옴 배열 순서에 제시된 이중 모옴을

12) 영어의 발융 사전에서처럼 발융 기판의 모양에서는 초옴 기관의 명청이 그렴과 함께 쇄

&

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뻐\)'al Kmt.의 사천에서도 아래와 갈이 21개 가량의
미국 명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모용이 세분되어 쇄되고 있다.

-u톨

U

e
3"
3

e

ar

U

o

a
A

o
3

æ

3

a
Q

'B

발용 사천의 특성과 활용 방안

145

표준읍으로 삼는다. 또한 기타 필요한 방언 차이에 따른 소리값은 IPA로 표기한다. 예

를 들어 ‘# ’로 표기는 소리값은 [ja] , [j A:] 둥이나 대 :J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한글 발음 표기만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IPA를 사용하여 정확한 기술율 한
다，，/3)

자음 표71

: 자음의

transcription)

표기에 있어서도 옴운적 차이만율 나타내는 간략 표기 (broad

대신 세부적인 음성척 차이까지 모두 기술하는 정밀 표기

(narrow

transcription) 를 하는 것이 발음 사전의 특정이다. 즉 음운 현상에 의한 변이옴을 정
확히 기술해 주는 것이 발음 사천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정
밀하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위하여 국어에 나타나는 자옴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들의 소리값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도 ‘한국어 표준
발옴 사전’의 예를 들어 껄명하였듯이 한글 철자로는 나타내기 힘든 음운 현상에 의한
소리의 차이를 IPA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20)
순옴

치정음

구개옴

연구개옴

성문옴

(I abial)

(alveolar)

(palatal)

(velar)

(glottal)

t!

파얼음

[p , b]

t:

, [k, gJ

[t, dJ

빼 [p’]

α[t’]

효 [phJ

E

꺼 [k’]
격

[thJ
χ[c ，

파찰음

옴

유

음

[C’]
[ChJ

A

[IJ

>J<

A

마찰음
비

,..

[SJ

μ[s’]
lJ

[mJ

1...

2.
2.

[nJ
[l J
[r J

。 [?J

[khJ

JJ

융 [hJ

μ[\ ’]
1...

[Jl J

2.

UJ

。 [(]J

13) 예를 들어 ‘병(病)’은 마jt:o]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같온 한글 철자를 가진
‘병(細 兵)’마jao]이나 ‘병(困)’마jA :o]과 차이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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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5:.Æ에서 한 가지 국어 철자가 툴 이냥의 ~려값옳 가질 수 있융율 보여 준다.
에흔 들어 국어에셔는 챙음이냐 기용이 아년 1쩡음 ‘
될 때에는 무성음 [k，

t,

ï

,

t:

t

~， :A.’ 퉁이 첫소려효 발유

P, t!J로 나타나지만 모음 사이에셔 유성음

[g, d, b, <\3] 둥

으셨 발흙훼는디1 0] 러한 한글 밸음 뾰 71 로는 ，，}타내 7] 어려운 &떠값의 차이훌 IPA잖

구별하여 표기한다. 또한 구개옴화에 의한 ‘l..., λ ’ 퉁의 변화는 []1,

n 둥으로 하여

표거한다. ‘ E ’외 경우에도 첫소리로 나는 (1)과 휴었음 사야에셔 나타나눈

’

[rJ , 구재

옴 [，{ J융 구분환다. 한현 긴 소리를 ‘?’로 효기한다튜가 키유(氣쁨， asp rated sound)
을 [hJ 로 표기하고 된소리(또는 성운옴)는 자음 뒤에 [’뚫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 둥
이 싹른 사젠과 종일하째 표시훤다.(어에 대핫 표71 의 예눈 위

3.2.3 1f.7!
뤘기 순셔

의 여!휠‘올

발빌

:zt 항목온

한글 챙자률 표제씨~ 하찬더1]， 빵사의 ;생우에톤 어훤찢 포함

한 한자는 팔호 속에 표기한다. 한자어가 아닌 기타 외래어의 경우에도 우리말처럽 쓰
차용어는 해양 원어옳 표시하고 같이

좋한다 그 휘해 국씩 모국어로 하샀 일1싼

인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한글 발음 표가(장용 포함)를 하고 세부적인 음성 표기가

필요한 정우 IPA콜 같이 사용한다. 한면 우 가지 아상의 발음이 공존하는 경우 표품
발쯤파 변씨음을 갈이 키숭한따， 이 때 표준 반음에셔 많이 벗어냐뉴 것윈 괄호뭇 표시
하여 주의률 환기한다. 옮한 같은 어기에서 나온 파생， 활용 형태는 한 요제어 일에 수
록한따. 융륜 용엉켜 훨규칙 활용형흩 0] 툴 뺑시하썩 활용한다.(←표시한 어원흘 나타

내며， 발옴 표사의 괄호는 수의척인 발용올 나타낸다.)

(2 1)

가. ，때!(←가가(假象) )까:게 [ka:geJ

/t것|방(-房) 가:게빵 [-p’

auJ

켓세-規〉 가:거l 째
가켓집 가:게쩡 [-c’ipJ
나. 벼스〈“ L 영] bus) 버스/뼈스/뼈셨 [paúJ/[p’
-값 [-k’ap]

다. 깨쁘다i요변 J 7] 쁘다/(기뿌나)

사잇소리 : 파생， 활용형 뿐 아니라 합성어도 가능한 다수 수록한다. 특히 철~1-상으로

되지 않는 새잇 k 쳐가 생기는 경우 짱은 발쯤 사씬때서 정짝히 수록하고 이에

대한 현상음 따로 기술해 줌으윷써 외죽인 퉁 국어 용운 현장어l 억숙치 앉은 독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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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용을줄수있다.

(23)

가. 강(江) 강[kao]

-가 강까[kaOk’a]
-변(邊) 강변 [kaobyan]
나. 강(훌/康) 강 [ka()]

-가(홍) 강가[kaoga]

사잇소리 /λ/의 옴생 표기는 받캠이 없율 청우에는 [t] 로 표기하는데 이 사잇소리
자체의 발읍은 수의적이지만 다옴에 오는 자옴을 된소리로 만드는 기농율 한다. 또한
‘이’나 ‘여’ 앞에서는 [n] 으로 나타나며， 뒤따르는 자옴 조옴 위치에 풍화되므로 이를
발옴표기에 반영한다.

(24) 가. 냉까 [ne( t)k’a]/[nekk’a]

‘]/[pugoIJIl ak]

나. 부곡역 [pugognyal
갯잎댄’ennip]

다. 잇몸[inmom]/[immom]

품사벌 표기 : 발옴 사천에셔는 일반 사천과 달리 필요한 경우에만 품사의 표기를 하
게 된다. 예률 돌어 체언의 경우， 괄호 속에 표기되는 한자나 조사 풍의 첨가가 있올
정우 굳이 품사 표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초사나 파생 첩사의 챔가 퉁융 예시하는데

특히 형태나 발옴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이률 반드시 수록한다.(‘기호는 한자어로
해당 어휘의 돗율 나타낸 것이다.)

(25) 너〈상대방의 낮춤말(‘79;)) 너 [na]
-는
-톨

[ -nin]
[ -r f.l]

의 너의/네 [na l-jJ /[ne]
네가 네가/(너가)/(니가) [nega]/[naga]/[띠ga]

한편 인명， 지명퉁의 고유 명사는 다른 동옴 이의어의 마찬가지로 륙히 발옴상 유의
해야 할 어휘률 선정하여 표기한다.

새국어

(26)

제 1 호(‘

가. 초(曺) 조 [co]

조(趙) 조 :[co:]
마. 정(丁) 져
정(鄭) 정

:u]/[ca:u]

용언의 경우에도 체언에서와 비슷한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표제어는 기본형을 수록
하고 변칙 활용 여부률 다음에 표기하고 필요한 활용의 예를 보여 준다.
가볍다

[k!

변! 가생따 [kabyapt’

-고 가형

꾸/(가벽꼬 )1

’。]/[ -k’u]

지 가볍찌 [-c’iJ
가벼워 [kabyawaJ
가벼울 [kabya버]

면이음 : 생자와 따른 발음을 냐하1내존 ‘의’와 같용 정싹딴 환경에

농한 발음올 모두 표기하고 이에 대한 규칙온 본문 둥 뒤에 따로 소개하여 참조하
도록 한다 .14)

jJ /[cu( 띠

14) Ken,ym & KI뼈와 갇온 영어 발옴 샤천에서토 지역적 방언의 차이가 아니라 순수히 어휘
따라 특이쩌셰 섯상용이 되는 경우훌

아 사전의 사용생에서 유형별로 소개허

예를 들어， 어휘 중간씩 강세 없는

쩌홉 all 둥에 나않나는

나타나는 [꾀와 [용]， dræJy, w뼈y， pxr 둥과 같온 특정한 어휘의 발융"

l:J], ærry,
[;:,a(r) ], [aa(r)J 둥과

같온 동부와 납부의 발음 양상 퉁둥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북부 지역 방언파 차나다 영어의 발옴이 아주 비슷합융 기술하고 있다. 예

툴어 미국 풍서부

방 사람들이 카냐씨 용타리오나 휘|뺑주휘 남부 지역을

그곳 사랍설의 영쩌 7~ 전혀 귀에 성거l ε헥지 않는 것찌 이 때훈。 l 다. 그러나

neither은

[alða] , [na!ðaJ로 발옴하거나 rather Lj- can’t를 [raða] , [kant]로 발옵바늠

영국식 영어의 혼객도 자주 발견됨도 표시한다.

발음 사천의 혹성과 활용 방안

민쭈주。1 [minjujui]

앉주주찍

다. 우리(‘我)

[uri]

-의 -쐐/-에

또한

[--i j]/[-e]

소려씩 발옴이 활용 환갱에

침 소리로 ‘"
방칩을 착각 [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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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J

D

변이썽 αl 생

즉표준발융에서는

, ~， 。’의 7개 A음만을 인정하고 ‘~'，

2

t1’ 풍의 겹

섭 ]으§ 딸옴하않흑 명시하고 있따， 그러냐 경상 향언 동 앓부 지

어에서 쁜 아니라 서울올 중심으로 한 표준어권에서도 활용형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들어 ‘밟다’의 경우 표짝얄에서 대부분

’ta] 표 발용되지만

’a]

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넓다’의 경우 [napt’aJ 보다는 [nalt’aJ 가 더 많이 쓰이는
실정이어서 이률 졌준 발삼 규정에오 명시해 놓고 있다행에서관 더욱 변이가
해서 ‘밟고， 넓고’ 둥에서는 대부분 [palk’oJ 와 [nalk’0] 로 발옴되는 것이 혐실야다.
걱나 이싹한 뻔뺑온 획얄적인 기준올

통제 2세인 쪼사를 통쩨 조사

과를 사천에 수록해야 한다.(괄호 속의 발융온 빈도수가 작은 비표준 발음을 나타냄).

(29)

가‘ 넓다 탤따/( 넙따) [nalt’섭 /([napt’aJ)

-고 널꼬/(넙꼬)
ε으니 녕브니

[nalk’o]/([napk’0])
써lb -i

나. 밟다 밥따/(발따)

[papt'aJ/([palt’ aJ)

-고 없밥]il [palk’o]/[papk’써

-지 밥쩨/발찌

[palc'iJ/[palc’iJ

한자어 면이음 : 한자어에는 쓰이는 용도나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H.용 발옴 사전’에서척럽
다.

(30) 가. 간(間)

[kanJ

t격 (χ 隔) 간격 [kangYilk]

-식(-食) 간:식 [ka:njikJ
순간 [sungan]

문-(門-) 문깐[munk’anJ
나. 를(不)비]

oj

모쭈여l 률

수혹한

제 J 호(’93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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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p버

-시 (-時) 불씨 [puJI’i]

- 쳤객(-‘讀客) 불청객 [p버c"a09EkJ
부(不)
-팍(-훌) 부.x. [pudoJ
-청 71(-定期) 부정치 [p며

규펙에|

흑히 (29 나〉싸 같흥 청우늪

지Il~핵는

뒤에 간략

히 소개할훨요가 있다.

지엌싼 번이음 : 월음 사전의 가상 큰 유표가 표준 앓옴올 7] 술하예 올바륜 언에 생
활과 현구의 져침이 되도책 Õ"t는 헤 있짜. 그려 1냐 발홉 사전에 좀 다 따양한 기능용 갖

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 이외에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변이음율 수록하여 표준 발음과의
규탱하고 ζl 특성용 연구쌀 필&가 있1다‘ 이이 언급뭔 바확 장이 영에의 밥음
사전틀온 표준 발유과 지역간 발옴 차이를 충붓한 자료 조사를 통해 충설히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늠 자융， 모읍 퉁 운설옴의 차이뿔 아니감 강쇄와 같윤 초분쉴적 il..소도
포함찌고 있용올 할 수 있다.피) 따따서 우따 국씨의 갱우에도 야러힘 방식윷 적용함 수

있을 것이다.
들어 X준 쌍옹 요}에 어 L 특정 지역에서 보펀적으로 셨이는 밸음이 있올 쟁우

이를 함께 표기함으로써 방언적 특성을참조할 수 있다. ((

>속의 이 약자는 해당 방

언을 나타낸다.)

15) 예을 들어 Kenyon
부 (S) ，

& Knott에서는

복부 (N) 억

세

발융에 의한 미국 엉어의 시역별 쑤분올 융부(E)， 남

부분.o~좋

나운다. 퉁부 치역에는 New York Cily 뺀변，
New England 7.1 엌이 포합된다. 납부는 Virginia, North Carolína,
South Carolina, Tennessee, Florida , Geo뺑a ， Mississippi , Arkansas, lρ띠siana，
Texas, West Vírgínia , κentucky ， Oklahoma, 그리고 Marγland 의 일쿠가 요합된다. 한
Conneticut 강 통역의

편 이상에 포합되지 않는 지역은 모두 북부 지역 발옴권으로 분류된다.
표끼는 alff쩌ft 씌 얄음으효， 북부에서깐

쓰이고， 동부에서는
IαftJ ，

'였

[I Ea

IkrnftJ 까

Ikr잃 ftJ ，

Igr I 용 ftJ 와 [1
Ikræft] 가 포두
[1 훌 a IkræftJ , [1 ea IkraftJ , [1 æa Ikraft] , [ Eð

’

모두 셨일 수 았으나， 냥부쩨서는

læa1kr썽 ft] 안이 사용씨고

있옴을보인다.

aircraft

IεIkr‘짧

lær-;

S læa‘ kræft

E

εa- ，

æa ,- Ikraft ,

I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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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튼 이론 [ari- n]
위

(쩡〉으른[초I파

워야른/우터틀 11

춤〉우드몫 [udtr ↓

나. 너〈상대방의 낮춤말)(‘ìÞ:) 너 [na]
-는

r-n

-i-

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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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니 [ni]

(j챙) '-l는 [nir앞서

녀의/네 [n옵

11 (정〉녀〔띠]

네가 네가/(너가)/(니가) [nega]/[naga]/[띠ga]

11

(경〉니가[niga]

겹받침의 짧용찍 경우에는 짝허 방언에 따라 표짱핵와 큰 차이환 나타낸다.

이 표준어 발츰에서는 ‘닭， 읽어，’씌 ‘리’이 [

]으쇼 밭용되도록 균접펙얘 있으나

방언 퉁에서는 대신 [2] 이 발음되는데 이를 어휘 항목의 기술에 추가함으로써 포팔적

얀 방음 사천회 거풍을 할 수 였게 된다.

(32)

가. 닭(‘짧) 닥 [tak]

나. 읽다 익따 [ikt’a]

11

11

(정〉달 [tal]

(캠)일따 [ilt’허

[ilgaJ

쩡〉일러[iIIaJ

한편 우리말의 방언적 특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성조에 관한 것으로 이를 발음 사전
71 술에 변뺏시켠 필요가 있짜， 즉 이 성조를 가씬 방싼에셔는 짤쨌 철자로

쩍들이 성종이] 싹해 서로

쓴 의미를 갖쩨 되는 경쭈가 많아 외

전설어l 있어

한 역할올 한다. 이는 영어에서 강세의 차이에 의해 룻이 달라지는 경우보다 훨씬 광범
현상으료 땅언적 변이장억

술에 있어서는 헬수쳐인 사항바다. 에를 들어

벙씬에서 ‘손’싼 성조와 모윤약 짚이에 의해 셰

익미가 분화했다. 표준어}서쉰

이러한 의미 차이를 주어진 문맥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경상， 함경 방언 퉁 성조를 가

친 지역에서뉴 생조만으로 쉽게 구별이 되므로 이를 밥용 사전에 수록해 방언적 특생윷
수 있

‘ 기호는 한자어료 뭇을 다나낸다환 표시 ) ,16)

(앓) 손(‘客) 손[9a'lJ

11

<경) I 손 [1 9a'I]

손(‘手〉

11 <경〉펴[ 없](함) I 션 I SCI"lJ

손(孫)

11

얘기사용쨌

<경〉‘ ct:[jSO:매

김정

인용원 섯를마다，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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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l 는 높온 성조 (high tone) 률 나타내고

|

는 낮은 성초(low ωne) 률 나타내

는데， 성조가 ‘고， 중， 저’의 세 단계로 되어 있는 방언의 정우는 이훌 다시 세분하여
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물론 생초 쩌l 계에 대한 만족한 연구와 방언의 유형율
충분히 연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결과이다 17)

통계적 처리 : 위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대로 접받칩의 발옴이나 된소리 둥에 있어서
는 실제로 표준어 발옴법대로 발옴되지 않고 화자에 따라 비표준적 발옴율 선호하는 정
우가 자주 발견된다. 또한 노년충에서는 ‘흙 [h i-rkJ. 삶 [sarmJ’ 풍과 같이 겹받칩의
자융율 모두 발옴하는 경향도 관찰할 수 었다. 이러한 발옴의 선호도롤 껄문지 퉁율 룡

해 표본 초사률 하여 이롤 륙정 어휘의 발음 기술에 밝힐 필요가 었다. 이러한 작업은
위의 (1)에 예시된 바와 같은 Wells (1 990) 의 영어 발옴 사천이 모법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획일척인 기준에 의해 분류를 시도하는 이론적 홈면보다는 사회 언어학척 붐야

의 관심 분야로， 우리말 발옴 사전의 경우에도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4

주요 읍운 규칙 목륙

우리 국어외 옵훈 현상에 대하여 익숙치 않온 일반인이나 외국인틀을 위하여 발용 사
천의 표기 원칙에 대한 개략척인 소개률 위해 국어의 주요 옴운 규척의 목록율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옴운 규칙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여러 눈문이나 천품 셔척 퉁율 룡
해서 참고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이나 외국인들에게 시간척으로도 크게 부담이 훨
뿐 아니라， 많용 경우에 전문 용어 풍의 해석이 쉽지 않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

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접하고 발융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주요 용품 규척융 모아 몇
가지훌 여l 시함으로써 큰 도용율 줄 수 있을 것이다 18)

이러한 목척율 위하여 사전의 앞이나 뒷부분에 다융과 같용 몇 가지 대표적 현상풀율
황목벌로 개관을 보여 줄 수 있율 것이다. 예를 들어 겹받첩의 발옴을 표준어 규쟁의

17) 물론 정상 방언의 경우에도 경남과 경북이 다르고 칼용 청북 지역에셔도 대구와 다른 지역
의 생초가 차이가 나므로 결코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18)

Wells (l 990) 의 영어 발옴 사천에서는

‘affricates, syllabic consonant’

풍과 같은 주요

융성학척 용어 뽕 아니라 ‘기융화 (aspiration). 동시 조옵(“co얘arπ
때
ticω
비l뼈
at디ion
뻐 띠).’ 생략(“e리Ii바
ision
띠).

’

강세 이동 (stress 빼ift) ’ 풍의 보편척인 영어의 주요 융운 혐상율 본문 중간중간 끼워 넣
어 독자률이 참고혈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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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춘 벨음법옳 저l 시하X 햇가지 예쓸 제시했아‘ 또한 ‘앓 1약’와 황이 기본 원척에서

어나는 것들융 따로 여l 외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리의 동화에는 ‘감키’가 [강기]로 발음되븐 자음의 조읍 위치 통화， ‘촬달’이 [캄
발옴찍쓴 ‘ L ’희 생측용획 협상， ‘국풍’。1 [당찮]로 발융찌는 저해은 (obstru.
ents) 의 비용동화 퉁이 있다.

'Ê갔:리되 71 에는 사에샤훗에 의한 헨소리 행쌍율 개첼쩍으로

벚 7}지 예를

또한 ‘책장[책썽j’찌렴 저핵용 뒤의 2넓이 된소려 되는

폰J’

숨다[숨따 j ’와 같이 형태， 옴운적 현상틀을 유형별로 예시활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

혁[부산녁]’짜 갈이 사써사옷의 또다른 형태인 ‘ L- 첨자 협상’f 씨와 함께 기술한다.
끝으로 위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한자어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

는 챙우가 많은데 이룰 체계적으윷 목록을 제시하는 컷이 큰 토움이 될 켓이다. 즉
의 ‘자〔왈/부]’획 벨옴이나 ‘→切[앓째1 ’와 같짚 썽우가 좋용 예가

3,2.5

기 Ef 쪽71 사항

01 셰까지 소채된 내% 01 외에도 총용 발융 사전이 갖쭈야야 할 사합을 추가￡ 수록앓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 표기 기준율 미리 소개해 줌으로써 부록 퉁에 수록될 ‘외래

어 표 71 목혹’융 쉽게 이해할 수 있옳 것이따‘ 몽론 회쐐어 표기 지중은 ‘쭉어 어문
정’의 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하며 각 표기 기준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를 제시하는
것이 독자들이 이해하뉴 떼 도옵에 뤘다.
본문 내용에 ~서 마지막으값 필요씬 젓이 확쩌짜 부호표이따. 이뉴 J，}전마따

독륙한 체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호 및 약어를 빠짐없이

71 형함으로써 i짝 ^r들으} 홉똥율 '2f용 수 있다
끝.Q.로 Kenyon & Knott 의 벌옵 사전에서저렴 본운의 각 페이찌마다 띨우분에 얼
옴 지침

(Key to pronunciation) 율 첨가하는 것도 독자들이 국제 음성 기호률 이해하

는 대 도옴용 좁 수 없& 젓이다 혜률 들어

Kenyon

Knott 썩 λ}전에서는 대표쩍

발옴을 보여 줄 수 있는 단어률 선정하여 이를 매 페이지 밑에 나타내어 독자들이 사전
의 뺀 앞 부용? 로 돌야7} 발융 71 윷률 확인하든 번거눴홉올 멀어 추고 있다 19) 따라서

발음 사전에서쪼 뿜A를 이해하지 못하한 독자칩 짜해 대썩인 예칠~ 처l 시합*

19) Kenyon Knott에서 새용하는 짝촉온 다찜과 같다.
bee bi I pity I piti I rate ret I yet jgt I sang sæu I angry I æugrl I bath bæ9; E ba9
| 따1 a ! far for I watch wlltl , wotl I jaw dp I go뺑e g:>r!Î3 ! go go I full ful I too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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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전의 서1 뽕척띤 IPA

기를 쉽게

4.

결

었율 씻이다，

옵

이제까지 효율적인 발음 사천의 특생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미 서
혼에샤 밝힌 싸와 황 0] 발용 사천야라는 다소 생값:한 추저l 를 띠루다 보니 추싼 일반 사

전과 구분되븐 발옴 사전 자체의 휠요성율 소개할 필요도 있었고， 또 기존 발읍 사천을
분석하여 몇 가지 불제첨올 서로 바교해야 되상 경우노 있었와.~에나 좀낙적으혹는

우리 팍어의 향옴 샤첸이 예 필요하고 R 에떤 1껴용들씨 담겨혀 있어야 하혀 이률 써떻

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쳤다.
이 끓익 규X생을 3갔?! 우선 서룰에서 이 짤의 목적올 제시하고， 발융 사졌써 무엇씨며
일반 사전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다루었다. 이률 위하여 2 장에서는 발음 사전이 어떻

게 안없지놔 어떠한 내용충 수합}는가애 대해 영어와 국어쐐 대뿜 발촬 사전 3가
지를 비교 환썩하혔다. 이허한 확척을 휘하여 9처l 어 향목의 싼정， 발음 갔 71 퉁쟁 다

부였다. 특히 발음 표기에 있어서는 대표적 발음 사전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춘 발음 설
정 기훈， 표가 방법 ， R기 협위 풍용 중정쟁으효 I:l]교，

3 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비교 분석올 토대로 기존 발음 사전의 미비점을 보완한 바람
직한 앓융 사섬이 수록하여얘 할 내용을 향목혈노 논워하였다. 이를 싼하쩌 벨음 사전
외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윷 세부척으로 치솔하쨌다. 방쯤 사천의 Lll흉 편예서는 어휘
항목의 선정과 배열 원칙에서 자료 선정， 표제어 선태의 범위， 외래어 처리 운제， 표제
써 배쩔 순서 황을 소개하썼따.!t:한 국어악 음생 목록용 제시하고 표7] 기효즐 ~.깨하

는 데 있어서는 해당 국제 음성 기호를 사용하여 모음과 자음을 도표로 제시하였다. 표

지 방업에l 있t에서는 요기 숱서， 사영소리 처리 풍째， 풍사에 따륜 표지 기준， 7>> ‘혈 옆이
한자어 변 0] 음， 치역간 변이용 통의 효기 뺑볍을 체 λ1 하였낀 기륜이 모뤘하거냐 표

준 발옴과 실제 발음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조사할 것도 아울러 제
새하었다. 끝로 국에 옴운 규척의 판헐어| 악찍치 않은 일반얀파 외국인둡올 휘해서

간략한 주요 음운 현상의 목록이 도웅이 될 수 있옴을 보였고 IPA 의 용례를 본문 속에
접가할 수 있농 7l-Õ'성도 타진해 부았다.

결혼척으호 야 글훗 통해 천자화 발옴 샤이에 커리가 혼 영어의 컴우에 못치 않거! 우

tu9 I f urther f했 ~/ES If'l ða/αlstom I kAstam I while hwail I howaμ Itoyt:>I/U안 ng
/ fuse fjμz， f lU Z 에sh
띠sìon lVl때 an / Eden Iψ/ crad[e 1kr썩 /k영p ’
em ki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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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말에도 표준 발옴 연구， 박언 연구， 외국안에 대한 효윷적 한국어 랬육 둥 다양한 목
위하여 우리 국어의 발용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 수록되어 효옳쩍요로 이용황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그러나 여기 제시된 사항들윤 앞으로도 많윤 연꾸를 거쳐 꾸춘
허 다듬어져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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