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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1.서론
- 사전은 교과서와 함께 바른 언어 사용의 지침서로 여겨
짐
- 사전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담긴 인습을 걷
어내 시대의 가치에 부응해야 할 요구를 받음
2. 연구 목적
- 국어사전의 뜻풀이에 나타난 성차별적 기술 문제 검토
- 시대적 가치와 교감한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
해 필요한 요소 제안

연구 결과 1) 여성의 성적 대상화

- 이정복(2007ㄱ, ㄴ)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대』)과 『연세
한국어사전』, 『조선말대사전』(이하 『조대』)을 대상으로 성차별
언어를 다섯 가지로 분류·분석
① 여성을 배제하기
② 아내를 남편에 종속시키기
③ 여성을 주부나 아내 등의 성 역할에 묶어두기
④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⑤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기
- 이정복(2017)은 『표대』와 <우리말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이하 『고대』)을 대상으로 성차별, 인종 차별, 장애 차별 등 차
별 표현 기술에 대하여 비판적 분석

4. 연구 방법
- 『표대(웹)』와 『고대』, 『조대(2017)』를 대상으로 남한의 사전에
서 ‘주로+여성’, ‘주로+여자’가 함께 어울려 기술된 표제어 152
개를 추출
- 사전의 풀이 기술에서 ‘주로+여성/여자’와 같은 형식의 단어의
본질적 의미 기술의 적확성 검토

2) 치장하는 여자라는 차별적 통념

- <각선미>, <육향>이 여성이라는 대상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
은 아님
- ‘성적 쾌락, 욕망 충족을 위해 누군가를 부리는 행위’의 주체는
남녀 모두 가능
- <방둥이>의 용례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강화하는 기제
- <회춘>에는 ‘남녀’ 모두를 넣어 풀이해야 할 것

- <기름종이>, <물분>의 여성 주체 명시 불필요(‘여성은 화장을
해야 한다’의 강화 기제)
- <양산>은 용도에 따라 사용 주체가 정해짐
- 사회적 변화로 <미용실>은 남녀 모두 이용
*‘화장품’, ‘장신구’ 등 치장은 여성 속성이라는 차별적 통념 경계

3) 어린이 놀이의 성 역할 구별

결론 및 제언

첫째, ‘주로+ 특정 성별’로 제안된 사전 편찬 지침에 대한 검토
사전에서 ‘주로’와 ‘흔히’라는 표현은 독자에게 강조 표지로 작용
사회적 변화에 따라 특정 성별에 한정해 놓은 뜻풀이들을 검토
둘째, 용례 사용 측면에서 말뭉치의 선별적 활용

- <고무줄넘기> , <각시놀이>는 각각 ‘고무줄’과 ‘각시인형’을 가지고 노
는 놀이
- <사방치기>를 할 때 쓰는 <망>은 ‘여자아이’가 차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차는 것
*성별에 따라 노는 놀이가 다르다는 기술은 성 역할 구별 강화

용례 대부분 제재가 문학 작품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일반 쓰임이
아닐 수 있음
말뭉치의 균질성이나 신뢰도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
말뭉치가 완벽하게 사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말뭉치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적 상징, 특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용례의 빈도가 높아 그것을 사전에 실었다면 사회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