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복수 표준어 확대에 대한 각계의 의견

우리말과 표준어 사이
김태희 ․ 사계절출판사 편집장

책 만드는 사람은, 그것도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은 맞춤법이나 표
준어 규정에 늘 예민하다. 어린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하는 어문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 2011년 8월 31일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새 표준어 관련 규정은
일단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수많은 어린이 책에서 ‘짜장면’은 단골 소재로 쓰여 왔다. 책
제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짜장면 불어요》,《짜장, 짬뽕, 탕수육》,
《짜장면 더 주세요》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편집자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그냥 본문에 한 번 쓰윽 나오고 마는 경우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장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럽다는 예
외를 적용해 ‘짜장면’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제목일 경우에는 문제가 살짝 심각해진다. 표지에 큼지막하게 들
어가는 ‘짜장면’이라는 글자는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스러우나 편집자에
게는 표준어 규정을 어겼다는 찜찜함이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사계
절출판사에서 나온 ‘일과 사람 시리즈’ 첫째 권《짜장면 더 주세요》
(2010년 4월 출간)의 경우엔 편집부에서 자장면으로 갈 것인지 짜장면
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집 요리사들이 모두
‘짜장면’이라 발음하고 메뉴판에도 다 ‘짜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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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게 ‘자장면’으로 하느냐, 그래도 어린이 책인데 어문 규정에 어긋
나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는 나이가 들어 짜장면이 익숙해서 그렇지
지금 아이들은 자장면으로 써야 한다고 배우지 않느냐, 이러다 아이들
이 짜장면과 자장면을 헷갈려 하면 어떡하냐 등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
데 결국 ‘짜장면’으로 정하고 일러두기에서 ‘짜장면’으로 갈 수밖에 없
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짜장, 짬뽕, 탕수육》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
되었는데, 제목과 본문에서 ‘짜장’이 ‘자장’으로 바뀌어 들어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를 말한다. 또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이기도 하다. 그런
데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짜장면’이
라 발음하면서도 ‘자장면’으로 써야 하는, 그야말로 의사소통의 불편함
을 오랜 시간 견디며 살아야 했다. 단지 ‘짜장면’뿐만이 아니다. ‘맨날’
을 ‘만날’이라고 고치고 나면 그 문장 전체가 어찌나 어색해지는지. 한
때 대중의 사랑을 받은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제목을 ‘사랑이 뭐
기에’로 고쳐 읽어 보면 그 맛이 살지 않는다. ‘눈꼬리가 올라갔다.’는
문장을 ‘눈초리’로 바꾸어 놓으면 갑자기 전체 맥락이 낯설게 느껴지기
까지 한다. 편집자로서는 이제 오랫동안 범법자의 심정에서 벗어나 자
유롭게, 다양하게 이 말들을 쓸 수가 있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이번
복수 표준어 발표가 1988년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 처음이라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표준어가 ‘표준어’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으로
는 좀 더 자주, 기간을 정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좋은
우리말들을 조사․발표하고, 표준어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던 홍길
동처럼 ‘짜장면’과 ‘맨날’을 ‘자장면’과 ‘만날’로 고쳐야 하나 말아야 하
나 고민하던 편집자들은 이제 당당히 ‘맨날’, ‘짜장면’을 외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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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지만 나는 39개의 표준어 인정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가령 ‘먹거리’의 경우, ‘-거리’는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
활용하는 단어이다(이야깃거리, 볼거리, 마실 거리 등). 그래서 먹을거
리가 원래 표준어인데 환경 오염으로 먹을 것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
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먹거리 문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 것으로 기
억한다. 말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굳이
틀린 말을 단지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다. 아니면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말이며 어떻게
표준어로 굳어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곁들여 주면 더 좋을 듯싶다. “여
기는 ‘먹거리’가 많다”라는 문장을 보면 아직은 ‘먹을거리’가 더 자연스
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언중은 짧고 간결한 말들을 쓰기 좋아한다. 이
런 식으로 가다간 ‘읽거리’ 등도 탄생할지 모른다.
때로는 표준어 규정이 다양한 우리말 표현을 억압하기도 한다. 책이나
원고에서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표준어를
원래 표준어보다 평소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새초롬하다, 끄적거리
다, 걸리적거리다, 야멸차다, 맨숭맨숭’ 등이 ‘새치름하다, 끼적거리다, 거
치적거리다, 야멸치다, 맨송맨송’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사람
들에게 현재 표준어와 추가 표준어를 구별해 보라고 하면 추가 표준어를
원래 표준어로 알고, 현재 표준어를 새로 추가된 말로 오해할 사람이 더
많을 듯싶다.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글로벌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말’이
얼마나 대단한 언어인지 새롭게 느낄 때가 많다.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나라도 생겨나는 마당에 우리말 어휘를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우리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벽초 홍명희
의《임꺽정》만 봐도 당시 언중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구
사했는지 엿볼 수 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이 가진 어휘로 표현 못하는 말들도 무수히 많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의 표준말에는 어설픈 콩글리시나 외계어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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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에는
없지만 여전히 두루 쓰이는 우리 고유의 좋은 말, 좋은 표현들은 표준어
로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
비록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편집자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말의 변화
나 유행에 자연스레 민감해진다. 최근 들어 느끼는 혼란스러움을 몇 가
지 들어 보면 언제부터 우리말에 ‘사이시옷’이 그렇게 많이 쓰였을까
하는 것이다. 예전엔 ‘등굣길’ ‘하굣길’엔 사이시옷이 없었다. 하지만 여
기저기 마구 사이시옷을 넣다 보니 글씨 모양은 모양대로 안 예쁘고,
간결하지도 않고, 어디엔 넣고 어디엔 빼야 하는지 점점 구분이 모호해
진다. 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같은 문장을 이제는 ‘배 속’
으로 써야 한다.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
다. 한 나라 말을 쓰는 언중들 간의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이시옷’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말에 뾰족하게 돋아났는지, 그리고 이
런 사이시옷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애정남’ 같은 존재가 속 시
원하게 정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편집자로서 우주의 신비보다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띄어쓰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편집자들은 농담
처럼 ‘띄어쓰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시나 동화, 소설,
학술 논문 등에 적용하는 띄어쓰기가 다르고, 같은 조합이라도 어떤 건
띄고 어떤 것은 붙인다(볼거리, 먹을거리, 마실 거리 등). 거기에 더해
‘신나는’이 갑자기 어느 순간 ‘신 나는’으로 변하고, ‘(좁쌀)만한’이 ‘(좁
쌀)만 한’으로 바뀌면 그 어색함에 전혀 신 나지도, 크기가 좁쌀만 하
게도 느껴지지 않는다. 편집자가 우리말을 쓰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이
렇게 큰데 일반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리.
말은 계속 변한다. 표준어든, 사이시옷이든, 띄어쓰기든 모든 것이 다 조
금씩 계속 바뀌어 나갈 것이다. 처음 이런저런 규정을 정할 때, 문법도 중
요하고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실생활에서 대다수 언중이 어떤 식으로 사용
하는지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어 좀 더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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