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글 바로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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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길사刊 이오덕著『우리글 바로쓰기』(전 4 권) 가운데 의학학술논문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색한 표현들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유방암학회 투고자들을 위해 전자논문투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므로 무단으로
다른 매체에 게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1. “~ 的”
본래 이 말은 일본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따라서 쓰게 된 것이다.
일본어사전(學硏國語大辭典)에서 이 말을 찾아보면, 뜻을 풀이한 다음에 ‘참고’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본래 ‘~ 의’ 뜻으로 쓰는 중국어 토씨. 이를 따라 ‘明治’ 초기에 번역문에서 영어
‘~ tic'의 음과 뜻에 맞추어 쓴 데서 비롯되었다.”
『신문으로 보는 일본 100 년』(요미우리 신문사)이란 책에서 ‘明治 20 年’쪽에 보면
「<的>流行」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남성적, 적극적 따위로 쓰는 ‘的’은 영어 ‘tic'을 그렇게 쓴 것인데, 明治 22 년
(1889년)쯤부터는 널리 크게 유행해서 무슨무슨 ‘式’이라고 쓰는 것보다 불쾌한 느낌이
안 들고 학자답다고 해서 인쇄소에서는 ‘的’이란 활자를 두 배나 갖추는 소동을 벌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的’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말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금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아주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오덕 선생은 이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쳐 쓸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 대작은 형식적으로는 추상적이나 내용적으로는 표현주의적인 추상표현주의
화가의 작품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 이 큰 작품은 형식으로는 추상화이나
내용으로는 표현주의인 추상표현주의 화가의 작품 세계를 바로 보여 준다.
■ 남북 간에 다방면적 접촉이 모색되고 있다. ☞ 남북 간에 다방면으로 접촉이
모색되고 있다.
■ 그 노래들에 무슨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있다면 몰라도 ☞ 그 노래들에 무슨
이데올로기의 색채가 있다면 몰라도
■ ~ 의 발언에 이만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적이 없었고, 내부적으로도 ☞ ~ 의
발언에 이만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던 적이 일찍이 없었고, 내부에서도
■ 즉각적, 무조건적인 석방 요구 ☞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
■ 모두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지만 ☞ 모두 임의로 선정한 것이지만
이와 유사한 일본식 한자어로 “~ 性”, “~ 上”, “~ 下”, 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오덕 선생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성실성이 첫째요 ☞ 성실함이 첫째요
■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위한 ☞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 방사선소견상 종양이 의심되어 ☞ 방사선소견에서 종양이 의심되어
■ 외형상으로 볼 때 하자가 없더라도 ☞ 외형으로 볼 때 하자가 없더라도

■ ~ 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 ☞ ~ 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
■ 관제 교육하에서 노예로 길들여진 ☞ 관제 교육으로 노예로 길들여진
■ ‘인문학의 위기’라는 제하의 강연을 ☞ ‘인문학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2. “~ 의 (~ 와의, ~ 에의, ~ 에로의, ~ 로의, ~ 로서의, ~ 로부터의)”
우리말에서는 토씨 ‘의’를 잘 안 쓴다. - 中略 - 사전에 찾아보면 “체언에 붙어 그
체언이 다른 일이나 물건의 임자가 되게 하며, 그 일이나 물건의 뜻을 꾸미는 관형격
조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다. 이 토씨의 성격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이다.
- 中略 - 그런데 일본말 ‘の’는 어떤가? 일본말 사전에서 이 ‘の’를 찾아 보면 우선
말법만으로도 ‘격조사’로 7 종 (21 가지의 다른 뜻), ‘형식체언’으로 4 종, ’병립조사’로
1 종, ‘간투조사’로 6 종, 그리고 또 따른 ‘격조사’ 1 종으로 쓰여서 사전에 나오는 일본말
가운데 가장 많은 풀이를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말
‘의’와 일본말 ‘の’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고, - 中略 - 그래서 우리가 일본글을
옮길 때 덮어놓고 낱말을 직역해서 그대로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
‘の’의 경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다.
- 中略 다음은 일본의 한 소학교 아이가 쓴 글이다.
“きのう私は私の家のうらの私の家の畑の私の家の桃をとってたぺましえた。
”
이 짧은 글에 관형격 조사 ‘の’가 8 개나 나오지만, 그 어느 한 자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일본의 어느 교육평론가는 말하고 있다. 이 글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
“어제 나는 나의 집의 뒤의 나의 집의 밭의 나의 집의 복숭아를 따먹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우리로서는 말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위의 일본말을 우리말이 되도록
옮긴다면 다음과 같이 쓰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어제 우리 집 뒤에 있는 우리 밭 복숭아를 따먹었습니다.”
이로써 왜 ‘~ 와의, ~ 에의, ~ 로서의, ~ 로부터의’와 같은 어색한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 와의’는 일본말 ‘との’를, ‘~ 에의, ~ (에)로의’는 ‘への’를, ‘~
에서의’는 ‘での, からの’를, ‘~ (으)로서의’는 ‘としての’를, ‘~ (으)로부터의’는 ‘からの,
よりの’를 직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의’를 대체할 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또한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이오덕 선생이 제안한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 그의 글의 최대의 장점은 ☞ 그의 글의 최대 장점은
■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으나 ☞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으나
■ 스스로의 처방으로 고치자 ☞ 스스로 처방하여 고치자
■ 농촌활동을 간 본교 학우들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 농촌활동을 간 본교
학우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 개교 당시부터의 학보가 한 자리에 모여 있어 학교의 발전해 온 모습을 ☞
개교 당시부터 나온 학보가 한 자리에 모여 있어 학교가 발전해 온 모습을
■ 김회장과의 면담을 희망하고 있다 ☞ 김회장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재단 비리와의 싸움에 동참 ☞ 재단 비리와 싸우는 일에 동참
■ 연기에의 집념 ☞ 연기에 대한 집념
■ 통일에의 노력 ☞ 통일을 위한 노력
■ 고국에의 그리움 ☞ 고국을 향한 그리움
■ 안이한 형식에의 굴복 ☞ 안이한 형식에 굴복해서
■ 새로운 체재로의 이행이냐 ☞ 새로운 체재로 이행하느냐
■ 현실노선으로의 복귀를 주장해 ☞ 현실노선으로 복귀하기를 주장해
■ 일본 내에서의 북한 공작원의 단속 ☞ 일본 안에서 활동하는 공작원의 단속
■ 일본에서는 하급간부와 그 이하에서의 죄만 적발되지만 ☞ 일본에서는 하급
간부와 그 이하의 죄만 적발되지만
■ ‘일본인’으로서의 심성은 ☞ ‘일본인’의 심성은
■ 첫 금메달을 따낸 종목으로서의 더 크고 감격스러운 환호만이 남았다. ☞ 첫
금메달을 따낸 종목으로서 더 크고 감격스러운 환호만이 남았다.
■ 인간으로서의 노인, 인간으로서의 청년은 없다. ☞ 인간이라는 늙은이, 인간
이라는 젊은이는 없다.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감옥 속의 사색
신영복 선생의 책이름인데 참으로 훌륭한 책이지만, ‘으로부터의’라고 토씨가 세
개나 연달아 붙은 왜색이 짙은 말투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감을 갖는 다른 말로
고치기가 어렵고, 저자가 이 제목을 원했다고 합니다.
■ 편집국 밖으로부터의 회신 ☞ 편집국 밖에서 온 회신
■ 대학가로부터의 반향은 더욱 적극적 ☞ 대학가의 반향은 더욱 적극적
■ 혈중에로의 역류를 방치한다. ☞ 혈중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치한다.
■ 혁명 전에로의 복고풍조가 일고 있다. ☞ 혁명 전으로 돌아가는 풍조가 일고 있다.

3. “~ 에 있어서”
이 말은 일본말 ‘~ に於て(~ において)’를 그대로 따라 옮겨 쓰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은 본래 일본사람들이 중국글을 새겨 읽으면서 쓰게 된 말이다.
일본어사전(新潮國語辭典)에도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 놓고, 곳과 때를 가리키거나
인물이나 사건들과 관계가 있다는 뜻을 보이는 ‘連語’로서 아주 옛글부터 쓰고 있다고
해 놓았다.
おいて(於て) ‘において’の形で 格調詞のよう用いられる、元來漢文の‘於’の字の訓と
して使われる語。
이 말이 ‘헤이안朝’ 중간에 쓴 책에 나와 있다고 하니, 중국 글자가 일본에 건너
가자마자 생겨난 말로 천년 전부터 써 온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일본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중국글자를 더 많이 섞어서 쓰던 일제시대에는 훨씬 더 많이 썼고,
더구나 문어체의 글에서는 더 심했다. - 中略 – 이 ‘~ 에 있어서’가 일본말에서 왔다는
것은, 본래 우리말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글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 ‘於’자를 ‘에’,
‘에서’, ‘에게’, ‘부터’로 읽지, ‘~ 에 있어서’ 라고 하지 않는다. 일본보다 우리가
중국글을 먼저 썼지만, 옛날 어디에도 ‘~ 에 있어서’는 없다.
■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 인간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한 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 나에게 있어 낙선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다. ☞ 나의 낙선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다.
■ 러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 ☞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
■ 건강한 소아에 있어서 괴사한 조직 혹은 소실된 조직의 재건에 있어서 미세수술
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건강한 소아에서 괴사한 조직 혹은 소실된 조직을
재건하는 데는 미세수술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방사선량은 같은 검사에 있어서도 1 백 배 이상 차이가 나고 ☞ 방사선량은 같은
검사에서도 1 백 배 이상 차이가 나고
■ 내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 정확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 정확도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교사는 부모이며 ☞ 자녀에게 최초의 교사는 부모이며
■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뜻에 있어서는 전국의 교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뜻으로는 전국의 교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한국시의 굴절 ☞ 권위주의 시대의 한국시의 굴절
■ 이들 詩에 있어서 진솔성은 ☞ 이들 詩의 진솔성은

4. “~ 에 依하여”
우리글에 자주 나오는 ‘依하여(의해, 의해서)’는 일본글에 잘 나오는 よって (依って,
因って, 仍って)를 따라 써 버릇한 것이 틀림없다.
“거기에 의하면 미국은행 전체의 몇 할 정도인지는....”에서 밑줄 친 부분의 원문은
‘それによると’이다. 여기서 ‘의하면’은 ‘따르면’으로 쓰면 된다.
■ 소위 경제적 산아제한론에 의하면 첫째 경제상으로 보아 생활에 우려가 없는 ☞
소위 경제적 산아제한론에 따르면 첫째 경제상으로 보아 생활에 우려가 없는
■ 노동쟁의를 폭력에 의해 진압하고 ☞ 노동쟁의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 이처럼 교과서는 집권세력에 의해서 철저히 독점되어 있고, 그 제작과정은 비밀
주의와 상업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 여기 나오는 ‘의해서’와 ‘의해’는 전혀
필요가 없는 말로서 아주 지워 버리는 것이 좋다.

5. “... 等”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여럿 들어놓고 (때로는 하나만 들어놓고), 그 밖에도 더
있다는 뜻을 나타낼 때 우리말로는 ‘들’과 ‘따위’를 쓰는데, - 中略 – 일본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など라고 말하면서 글로 쓸 때에는 한자로 ‘等’을 쓰는데 식민지시대부터
일본글을 따라 쓰게 되어 그만 우리 글자로 쓸 때도 우리말이 아닌 ‘등’으로 모두가
쓰는 것이다.
■ 고추장 등 밑반찬 서로 나눠 먹고 ☞ 고추장 같은 밑반찬을 서로 나눠 먹고
■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폭력배 등을 고용해 채무자를 납치, 감금 폭행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폭력배들을 고용해 채무자를
납치, 감금 폭행하는 따위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제주도는 지난 10 일부터 연인원 4 만여 명을 동원, 꽃길 조성공사 등을 끝냈
으며, 거리 정비 등을 거의 마쳤다. ☞ 제주도는 지난 10 일부터 연인원 4 만여 명을
동원, 꽃길 조성공사 들을 끝냈으며, 거리 정비 들을 거의 마쳤다.
■ 유족들은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진상 규명하라”, “고르비는 공식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 유족들은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진상 규명하라”, “고르비는
공식 사과하라”’고 하는 구호들을 외치다...
위 예문들에서 보면 이 ‘등’은 우리말로 고치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아마도 이미 우리가 ‘등’과 같은 한자어가 더 품격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풍토로
인해 ‘따위’와 같은 우리말은 낮추어 말할 때나 써 온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 “및”과 “내지(乃至)”
신문기사나 논문 같은 글에서, 앞뒤의 명사를 이어주는 부사로 많이 쓰는 ‘및’은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말고 토씨 ‘와’나 ‘과’를 쓰는 것이 좋다. 그 까닭은 ‘및’이란 말은
중국글을 새겨 읽을 때나 쓰지 실제 입으로는 결코 쓰지 않는 말이고, ‘및’ 대신 ‘와’,
‘과’를 쓰면 그만큼 부드럽게 되고 우리말로 살아나기 때문이다. ‘및’은 일본어로
‘および’로 쓰는데, 이것도 일본어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예문
에서 이오덕 선생이 설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역과 중국 동부지방의 소흥안령 일대 및 소련 연해주의 흑룡산 계곡
등 극히 한정된 지역에 분포한 ...”
이 글에 나오는 ‘및’도 ‘와’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그 앞에 ‘~ 과’가 있어서 ‘~ 와’
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 와(과)’란 토씨는 얼마든지 거듭 쓸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세 개의 단어를 나열하는데 두 개는 서로 비슷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들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할 때 똑 같은 ‘와(과)’를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잇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도 ‘및’이란 말 대신 다른 말, 곧
우리가 입으로 흔히 쓰는 말로 써야 한다고 본다. 가령 위에 보기로 든 글은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 전역, 그리고 중국 동부지방의 소흥안령 일대와 소련 연해주의 흑룡산
계곡들과 같은 극히 한정된 지역에 분포한 ...”
이오덕 선생은 ‘내지’도 ‘~ 이나’, ‘또는’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지’ 같은
요란한 한자어를 써야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음처럼 우리말로 고쳐 쓰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 엑스포에 참여하는 재벌기업들은 1 백억 내지 2 백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
엑스포에 참여하는 재벌기업들은 1 백억에서 2 백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 권력집단의 관련설 내지는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탓인지 ☞ 권력집단의 관련설
또는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탓인지
■ 일보 후퇴 내지는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 일보 후퇴하거나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 사과 한 개 값이 300 원 내지 800 원에서, 500 원 내지 1,000 원으로 올랐다. ☞
사과 한 개 값이 300 원에서 800 원 하던 것이 500 원에서 1,000 원으로 올랐다.
(이럴 때 ‘내지’를 ‘~ 에서’로 고치면 그 ‘내지’로 이어 놓았던 앞뒤의 숫자와 맞서
있는 또 다른 한 쌍의 숫자 사이에 본래부터 있는 ‘~ 에서’와 뒤섞여서 혼란이

일어난다. 이럴 때는 ‘내지’를 ‘~ 에서’로 고치고, 본래부터 있던 ‘~ 에서’는 ‘하던
것이’라고 쓰면 아주 시원스런 말이 된다.)

7. “보다 ~”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럴 때 쓰는 ‘보다’란 말은 우리 말이 아니다.
우리말에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다.”든지, “앞산보다 뒷산이 더 높다.”고 할
때 쓴다. 곧 부사로는 쓰지 않고, 조사로만 쓰는 것이다. 부사로 쓰는 것은 일본말
‘より’를 그대로 옮겨 쓴 버릇이 퍼진 때문이다.
- 中略 –
그런데 이렇게 부사로 잘못 쓰는 ‘보다’란 말이 영어에서 온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영문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형용사의 비교급을 흔히 ‘보다 ~’로 번역한다.
to the “more” of life →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또 good 의 비교급 better 를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풀이말을 ‘보다 좋은’ ‘보다
많은(큰)’, ‘보다 나은’, ‘보다 좋게(낫게)’ 이렇게 적어 놓았다.
- 中略 –
‘より’란 말을 일본어사전에서 찾아보니『廣辭林』에도 ‘조사’로는 나와 있지만
‘부사’는 안 나온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도 권위 있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新潮國語辭典』에는 ‘격조사’로서 많은 풀이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부사’라 해
놓고 아주 짧게 이렇게 적어 놓았다.
助詞에서 轉. 歐文의 번역에서 생겨난 말.
- 中略 –
이것을 보면 본래 일본에서도 이 말이 부사로서 쓰지는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中略 – 이제 사전에서 얻은 바를 정리해 보자. 우선 일본글에서나 우리글에서 부사로
쓰는 ‘보다(より)’란 말은 그 근원이 영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쟁을 벌이는 동안 보다 중요한 ☞ 경쟁을 벌이는 동안 더 중요한
■ 보다 많은 물적 소유를 위한 싸움 ☞ 더 많은 물적 소유를 위한 싸움
■ 정부는 보다 여유 있는 입장에서 ☞ 정부는 더 여유 있는 입장에서
■ 어린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돌보고 ☞ 어린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돌보고
■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 복잡해지는 사고와 사회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의식하고 ☞ 복잡해지는 사고와
사회 현상을 더욱 명확하게 의식하고

8. “~ 었었다.”
서양말법이 일본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말에 스며들어 온 보기는 거의 없는
중 오직 한 가지 들 수 있는 것이 우리말에 맞지 않는 영어의 시제를 흉내 내어 쓰는
것이다. 다음의 보기에서,
■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었다.
■ 그녀의 마음 속엔 걱정이 넓은 자리를 차지했었다.
■ 윤희는 희망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 동생은 정원을 가꾸고 살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에서 과거를 나타낸 보조어간 ‘았(었)’을 두 번이나 겹으로 쓴
것은 우리말법에 없는 잘못이며, 우리말의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파괴한다. 어째서
이런 글을 쓸까? - 中略 – 이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따라 글을 쓰기 때문이고, 그런 영어 흉내를 낸 글을 또 따라서 쓰기
때문이다. - 中略 – 우리 말의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에다 나아감을 나타내는 때로서
‘~고 있다’, ‘~ 고 있었다’, ‘~고 있겠다’가 있을 뿐이지, 과거완료라고 하여 ‘먹었었다’고
쓰는 말법은 없다. 물론 ‘먹고 있었었다’라는 과거완료진행형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특히 영문장을 번역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
러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 써야 할 지 살펴 보겠습니다.
■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아무개씨는 ☞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아무개씨는
■ 진작 했었더라면 더 풍부한 여생을 ☞ 진작 했더라면 더 풍부한 여생을
■ ~ 씨와 함께 동백림사건에 연루됐었고 ☞ ~ 씨와 함께 동백림사건에 연루되었고
■ 온두라스 문제는 불문에 붙여졌었다. ☞ 온두라스 문제는 불문에 부쳐졌다.
■ 페르시아만 지역의 항공편에 대해 간섭했었다는 주장을 묻는 질문에 ☞ 페르
시아만 지역의 항공편에 대해 간섭한 바 있다는 주장을 묻는 질문에
■ 정주영의 북한방문을 주선한 아무개는 이병철의 방북도 주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정주영의 북한방문을 주선한 아무개는 이병철의 방북도 주선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으로 보면 영어의 과거완료형이 얼마나 우리말에 어색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문장에서 현재와 과거시제가 혼재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구별해서 쓸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 경우도 위에서 보는 것처럼 ‘~ 한 바 있다.’, ‘~ 한 일이 있다.’라고
쓰면 될 것입니다.

9. 피동형 (진다, 된다, 되어진다. 불린다)
피동조동사를 아무데나 함부로 쓰는 것은 일본말글의 영향임에 틀림없다. - 中略 –
일본글 번역에서 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기를 들어 본다.
“自分の成績が數字で示され格付けされるということが心の痛手であった。
”
이것을 어떤 출판사에서 “자기의 성적이 숫자로 제시되고, 규정되어진다는 것이 마음의
타격이었다.”로 번역해 놓았다. 여기서 ‘示され’를 ‘제시하고’로 해 놓았다. 이 ‘示’란
중국글자를 일본사람들은 ‘しめす’, ‘しめされ’로 읽는다. ‘~ される’는 모조리 ‘되다’로
옮기니, 이래서 중국글자말로 된 ‘한다’ 동사를 피동사로 많이 쓰게 된 것이라 본다.
나는 위의 글을 다음과 같이 옮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기 성적이 숫자로 나타나고, 등급으로 매겨지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다.”
이렇게 피동형으로 쓰는 까닭을 이오덕 선생은 글에다가 행동의 주체를 드러내기를
꺼리는 심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언론에 대한 억압이 글을 쓰는 이들에게
저도 모르게 책임을 피하는 듯한 말투를 심어주었다는 것이고, 이들의 글을 읽는 대중이
따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법은 영어의 영향도 큰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 서울시는 2억 원을 들여 길이 13 m, 너비 4.3 m, 높이 5 m 크기로 만들어진 이
호랑이 모형을 ☞ 서울시는 2 억 원을 들여 길이 13 m, 너비 4.3 m, 높이 5 m 크기로
만든 이 호랑이 모형을
■ 이 전등은 켜져 있을 때에도 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 이 전등은 켜져 있을
때에도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 국민과 국회 경시 태도는 차제에 철저히 뿌리뽑혀져야 할 것이다. ☞ 국민과 국회
경시 태도는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켜져야 한다. ☞ 평화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한다.
■ 반드시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법 잘 써졌다는 성장소설 ☞ 제법 잘 썼다는 성장소설
■ 현실에 무관심한 철학은 극복되어야 ☞ 현실에 무관심한 철학은 극복해야
■ 은폐되고, 조작되었던 과거 ☞ 은폐하고, 조작했던 과거
■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자제되어야 ☞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자제해야

■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 를 위한 모색으로서 기획되어졌음을 밝힌다. ☞ ~ 를 위한 모색으로서 기획
되었음을 밝힌다.
■ 누구 하나 그렇게 되어진 원인을 생각하고 위로하여 주는 사람은 없었다. ☞
누구 하나 그렇게 된 원인을 생각하고 위로하여 주는 사람은 없었다.
■ 내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졌다. ☞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 한 방향에서만 보아지도록 구성되어 있고 ...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도록 물음이
주여져 있다. ☞ 한 방향에서만 보도록 구성되어 있고 ...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도록
묻고 있다.
■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조계에서 ☞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
이라고 일컫는 법조계에서
우리가 흔히 무심코 쓰는 말 중에 ‘불리는’도 일본어에서 온 잘못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오덕 선생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부른다’의 피동형인 ‘불린다’는 사전에도 나오지만 실제 구어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글에 많이 쓰이는 까닭은 보기를 들 필요도 없이 일본말
‘呼ばれる’의 영향이다. 우리말로서는 ‘부르는’, ‘말하는’이라고 해야 한다. ‘불린다’를
쓰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 이유는 다른 뜻을 가진 ‘불린다’란 말이 여섯 가지나 되기
때문이다.
■ 일명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솔로몬성전 서쪽 벽 ☞ 일명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솔로몬성전 서쪽 벽
■ 흔히 어용상인으로 불리던 규모 큰 시전상인이 ☞ 흔히 어용상인으로 부르던
규모 큰 시전상인이
■ 금강 시인으로 불리우는 신동엽의 시비 ☞ 금강 시인으로 부르는 신동엽의 시비
■ 이 물고기는 오늘날 성베드로의 물고기로 불리워지는데 ☞ 이 물고기는 오늘날
성베드로의 물고기로 부르는데
■ 소위 ‘황금시간대’라고 불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 시를 전후하여 ☞
소위 ‘황금시간대’라고 말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 시를 전후하여
■ 이른바 ‘민족문학 주체논쟁’이라고 불린 현단계 문학운동의 방향에 ☞ 이른바
‘민족문학 주체논쟁’이라고 말하는 현단계 문학운동의 방향에
■ 옛날부터 6 월은 보리고개라고 불렸다. ☞ 옛날부터 6 월을 보리고개라고 했다.

10. 기타
흡입(吸入) → 빨아들임 (‘吸入’은 ‘吸い込む’라는 일본말에서 온 것인데, ‘込’자는
일본사람들이 만든 글자로 뜻만 있지 소리가 없다.)
이와 비슷한 말로 ‘음반을 취입(吹入)하다’라고 할 때 쓰는 ‘취입’도
일본말 ‘吹き込む’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입장(立場) → 처지, 태도 (일본사람들은 글로는 ‘立場’이라고 쓰지만, ‘선 자리’라는
뜻인 ‘たちば’라고 읽는다. 달리 말하면 ‘선 자리’라는 일본말을 그들은
‘立場’이라는 한자로 적는 것이다.)
치환(置換) → 바꿈 (일본사람들은 일본말 ‘おきかえ’를 한자로 ‘置換’으로 쓰는데
우리는 이걸 한자의 음대로 읽어서 ‘치환’이라고 적는 것이다.)
담합(談合) → 의논, 짬짜미 (‘談合’이란 말은 카마쿠라 시대 초기부터 써 오던 말로
일본사람들이 만들었다고『新漢和大字典』에도 적혀 있다.)
거래선(去來先) → 거래처 (일본사람들은 ‘거래’라는 말은 안 쓰고 ‘とりひき’ 즉
‘取引’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取引先’이 되는데, 이 ‘取引先’을
따라 ‘거래’에 ‘선’자를 붙여 쓰고 있으니, ‘가는 곳’을 ‘行先地’라고
하듯이 일본말을 따라 만들어낸 말이라 안 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연락처’도 ‘連絡先’이라고 씁니다.
조기(早起) → 일찍 (일본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을 ‘はやおき’라 해서 한자로
‘早起’라고 쓴다. 우리는 한자의 음대로 읽어서 ‘조기’라고 쓰는
것이다.) 의학용어에도 자주 나오는 ‘早期’는 뭐라 고쳐야 할까요?
수순(手順) → 절차, 차례, 단계, 순서, 과정
신병(身柄) → 몸, 사람, 일신, 신상, 신분
속속(續續) → 잇달아, 자꾸
상담(相談) → 상의, 의논
천정(天井) → 천장(天障)
수속(手續) → 절차
세면(洗面) → 세수
지분(持分) → 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