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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astronomy terms currently used by astronomers in the two Koreas to 
promote inter-Korean astronomy cooperation. We analyzed a total of 2716 pairs of terms common in both 
Koreas glossaries, using the astronomical terminology contained in the South Korean source, the 
‘Terminology of Astronomy’, and the North Korean source, ‘Mirror 2.0’. For each pair of terms, their 
morphological features and meanings were compared. We categorized into 11 groups for comparison of as-
tronomical terms. We found that most of the terms are used similarly in the two Koreas. About 47% of 
the total is similar in form. Although terms are different, meanings communicate about 37% of the total. 
As a result, similar terms used by the two Koreas correspond to about 85% of the total.  However, 15% 
of term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they have different forms or meanings such as  diffraction (회
절/에돌이), flare (플레어/요반) etc. Further research on terms that are used differently by the two Koreas, and 
the conversion of appropriate term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Key words: Astronomical terminology, Mirror 2.0, South and North Korea, word-formation  

1.  서론

천문학은 한반도에서 서운관에서 관상감으로 이어지는 

오랜 역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북 분단 이후 남한

과 북한은 오랜 기간 학문적 교류 없이 서로 다른 천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

서는 남북 협력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후, 남북한) 언어의 이질

화는 민족동질성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한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분
단 이후 70년 동안 인문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 과학기

술 분야의 많은 전문 용어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당수 용어는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그 형태와 

의미 그리고 용도를 완연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Song, 2019).
   천문분야에서도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 오랫동안 

각자 사용한 용어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천문학은 

순수 기초학문으로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사용하

는 용어의 수가 적고 기술하는 현상이나 대상이 명확하

기 때문에 남북한의 전문 용어를 비교하기 쉽다는 특징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천문 전문용어

를 비교하기 위하여 남북한 각각의 용어사전에 공통으

로 수록된 용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천문

분야 남북한 용어의 자원을 조사하고 이들을 형태와 특

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남북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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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천문용어의 비교 연구는 향후 용어의 통일에 기

여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남북한 천문학 전문용어를 체계적으로 비

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국내 천문학 용어사전(KAS, 
2003)에 일부 북한 천문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남북한

의 교육 분야 천문용어를 비교한 연구 보고서(Min, 
1993)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천문용어를 체계

적으로 조사 정리하고 남북한 천문 전문용어를 비교 연

구하고자 한다. 최근 남북 학술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

라 천문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남북 천문협력 포럼’, 2019년 춘계 

한국천문학회 ‘남북 천문협력 특별세션’에서도 남북한 

천문용어에 대한 비교 분석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남북 천문

분야 활성화 및 협력방안을 위한 과제와 연구를 수행해 

왔다.(Yang et al, 2016; Yim et al, 2016; Yang et al 
2019).  관련해서 토론회와 한국천문학회 학술대회 특

별 세션(2018, 2019)을 통해 남북한 천문협력 및 교류 

사업으로 백두산 과학기지 및 백두산 천문대 설립이 논

의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천문분야 남북협력 연구

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한의 자료는 한국천문학회에서 발간

한‘천문학용어집(2003)’용어를 기반으로 하여, 2019년 

한국천문학회 용어심의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북한의 자료는 북한 국가국어사정위원회

와 통계정보기술교류사에서 제작한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2017)’자료를 사용하였다. 용어의 비교는 영문 

용어를 기준으로,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용어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11개의 형태적 어의적 비교 기준에 따

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남북한의 천문 교류

와 공동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천문학 용어 자료

한국의 천문학 용어 자료는 한국천문학회 발간 ‘천문학

용어집(KAS, 2003)’을 기초로 하였다(Fig. 1). 천문학용

어집은 한국어-영어(ㄱ ~ ㅎ)와 영어-한국어(A ~ Z)로 

구성된 전체 308쪽 분량의 전문용어사전으로 8500개의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천문학 용어도 일부 실려 있는데 이들은 남북과학기술

용어집(Kim et al, 2000)의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천문

학 분야는 Min (1993)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한국천문학회에서 발간한 ‘천
문학용어집’의 8500개 용어에 2019년까지 한국천문학회 

용어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수정 보완된 용어를 취합하

여 남한의 천문용어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2019년 

Figure 1.  Terminology of Astronomy 
(Korea Astronomical Society, 2003) 

수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accretion이 ‘강착’에서 ‘부착’으
로 표현법이 바뀌었으며, Alfven-cosmology는 ‘알페인 

우주기원론’에서 ‘알펜 우주기원론’으로 바뀌었다. 이외

에도 pulsar는 ‘펄서’에서 ‘펄사’로 바뀌었으며, col-
or-magnitude diagram(CMD)는 ‘색-등급도표’에서 ‘색등급

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온층’과 ‘전리층’으로 사용하

던 용어는 ‘전리권’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

뀌었다. 또한, 새로운 용어들이 추가되었는데, blue 
loop(청색되돌이), alpha Centauri(센타우루스자리알파별), 
Extremely Large Telescope(극대형망원경) 등 모두 26개
의 용어가 추가되었다.       
   북한의 천문학 용어는 학술용어 전자사전인 ‘거울

(Mirror) 2.0 (NLAC & SITEO, 2017)’에 수록된 자료를 

사용하였다(Fig. 2). 이 사전은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으

며 과학분야 전문용어에는 외국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

다. 전체 용어의 개수는 906,390개로 북한에서 발행하는 

조선어 사전 중에서 가장 많은 전문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거울 2.0’에 수록된 용어는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천문용어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물리

분야와 일반용어에 수록되어 있는 천문학 용어를 선별

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거울 2.0’은 46개 분야의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

장 많은 것은 일반용어로 19만여 개가 수록되어 있다. 
전문용어로는 의학과 생물학 용어가 10만여 개로 가장 

많으며 물리학, 건설수리, 기계, 수의축산, 정보학 분야

의 용어가 약 3만개 씩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경공업, 
화학, 체신, 금속학, 지질학, 수학 분야의 용어가 각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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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irror 2.0’ - North Korean 
Electronic Dictionary of Academic 
Terminology (NLAC & SITEO, 
2017) 

만개 정도씩 있다. 다음으로 경제학, 교육한, 광업채취, 
농학, 역사, 역학, 육상항공, 임학, 미술, 민족고전, 법률

학, 선박수산, 자동화, 전자, 철도운수, 출판인쇄, 원자

력, 체육, 음악과 외국어 분야의 용어가 오천 개에서 만 

오천 개 정도씩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고고학, 문
학, 민속학, 사회정치, 철학, 혁명역사, 해상운수, 열에너

지, 영화연극 분야의 용어도 분야별 주제로 포함되어 

있다.     

3.  선행연구 및 남북한 천문용어 분석기준 툴

3.1. 남북한 전문용어 선행연구

남북 간의 전문용어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불편이

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국내에서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과 함께 전문용어의 비교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전문용어 구축과 분석으로는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

석’ (Shin et al, 2015), ‘남북 전문용어 구축’(Shin et al, 
2016), 2017년 ‘남북 국어분야 전문용어 구축’ (Eom & 
Shin, 2017),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 사업’이
(Shin et al, 2018) 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18)
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남북

철도용어 비교 사전’을 발간하였다.
   Shin et al. (2018)의 ‘남북 역사분야 전문용어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 남북한의 용어를 세 가지 형태로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2,049개
의 남북한 전문용어 중에서 남북이 같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AA형은 1,502개로 73%에 해당하며 맞춤법 

및 두음법칙 등의 표기 차이를 보이는 Aa형은 184개로 

9%를 차지한다. 그리고 남북이 다른 형태로 기록된 AB
형은 363개로 18%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용어 남북 비교 체계화 및 용어관리 

방안 연구’(Shin et al., 2019), 수학-물리 분야의 조어 분

석 결과(Eom & Shin, 2017), 수학과 과학 분야의 어문

규범 및 통합 연구(Lee & Shin, 2017), 그리고 ‘ICT 전
문용어 사전 편찬을 위한 표기 지침’ 연구 결과(Lee, 
2019) 등을 살펴보면 남북 전문용어에서 보이는 공통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띄어쓰기의 차이. 남측은 북측에 비해 띄어쓰

기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가상 현실(남), 가상현

실(북), 공장 자동화(남), 공장자동화(북) 등이다.
   둘째 외래어 표기차이. graph를 그래프(남), 그라프

(북)로, graphic은 그래픽(남), 그라픽스(북)로 적고 있다. 
   셋째 사이시옷의 삽입여부. ‘10진 숫자’(남) ‘10진 수

자’(북),로 적고 있다. 두음법칙은 남북이 다른 문법을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숫자 독음의 경우 남측은 ‘3상태 장치’ 
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하는 반면 북측에서

는 ‘세상태장치’와 같이 순 우리말로 적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천문용어를 

비교 분석하였다. 

3.2. 남북한 천문용어 분석 툴

본 연구에서는 Shin et al. (2019)이 사용한 용어의 형태

적 분류법을 기초로 천문 용어의 특성에 맞게 상세 분

류를 추가하였다. 용어 분류는 먼저 형태가 같은 것과 

형태가 다른 것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형태가 같은 

것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과 어문규범에 따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세분하였다. 형태가 같은 것은 AA형과 Aa형
으로 구분하고, 형태가 다른 것은 AB형으로 구분하였

다. 아라비아 숫자와의 혼합 형태 등 기타 내용은 AC
로 분류하였다. 각 분류별 기준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3.2.1.  AA형 

남북한이 같은 천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AA
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AA-1은 남과 

북이 완전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AA-2는  형태가 완전히 같은 용어 외에 다른 용어

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AA-3은 명사+명사 혹

은 형용사+명사로 이루어진 두 단어의 결합에서 

띄어쓰기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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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umber of astronomical terms according 
to classification criteria 

3.2.2.  Aa형

남북한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

른 어문규범에 따라 표기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이

다.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Aa-1는 두

음법칙에 따른 것이며, Aa-2는 두음법칙과 함께 추

가 용어가 있는 경우이다. Aa-3은 외래어 표기방법

에 따른 것이며, Aa-4는 형태가 동일하지만, 관형격 

조사 ‘의’ 또는 ‘~적’ 등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한다.

3.2.3.  AB형

남북한의 용어 형태가 다른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소통이 되

는 AB-1형, 형태가 다르고 의미 소통이 어려운 

AB-2형, 그리고 남북한의 용어가 완전히 다른 AB-3
으로 분류하였다.  

3.2.4.  AC형  

위의 형태 이외에도 영어 알파벳 또는 숫자표현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이다.

  

4.  남북한 천문용어 분석

4.1. 남북한 천문용어 분석

남북한 천문학 용어집에 영어와 한글-조선어가 모두 공

통으로 수록된 2,716쌍의 용어를 선정하여 언어학적 분

석을 실시하였다. 유형별 비교결과 AA형은 총 1263개
로(46.50%)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AB형은 1001개
(36.86%), Aa형은 431개(15.87%) 그리고 AC형은 21개
(0.77%)로 가장 적었다. 유형별 분류 기준에 따른 용어

의 개수와 전체의 비율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3
과 Fig. 4는 언어학적 분류 기준에 따른 천문용어의 개

Figure 4.  Distribution of astronomical terms 
according to classification criteria

수와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남북한이 완전히 같

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AA-1형이 31.52%로 가장 

많으며, 형태는 다르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AB-1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21.54%)을 차지하고 있다.

4.2.  AA형 용어

AA형은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형태가 같은 경우

에 해당한다. 비율은 전체의 46.50%로 전체 용어의 절

반 정도에 해당한다. AA형 용어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형태가 완전히 같은 AA-1은 856개로 AA형 중에서 가

장 높은 비율(31.52%)을 차지한다. 같은 형태의 용어 이

외에 다른 용어도 함께 사용하는  AA-2형은 389개
(14.32%)이다. 예를 들면, atmospheric extinction을 남한

에서는 ‘대기소광(大氣消光)’으로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대기소광’ 외에도 ‘대기빛약화’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

하고 있다. 또한, optical window의 경우 북한에서는 ‘광
학창’만 쓰지만 남한에서는 ‘광학창’ 외에 ‘가시광창’으
로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AA-3형은 형태는 같지만 띄

어쓰기가 다른 경우로 18건(0.66%)이 있다. 띄어쓰기의 

경우 남한에서는 모두 띄어 쓰는 반면, 북한에서는 붙

여서 사용한다. AA형 천문용어의 예시를 세분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4.3.  Aa형 용어

Aa형은 용어의 형태나 의미는 비슷하지만 남북한의 서

로 다른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두음법칙에 따른 형태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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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umber Distribution(%)

AA

AA-1

1263

856

46.50

31.52

AA-2 389 14.32

AA-3 18 0.66

Aa

Aa-1

431

74

15.87

2.72

Aa-2 16 0.59

Aa-3 316 11.63

Aa-4 25 0.92

AB

AB-1

1001

585

36.86

21.54

AB-2 198 7.29

AB-3 218 8.03

AC - 21 21 0.77 0.77

Total Number 2716

Table 1.  Number and distribution of Astronomical 
terms according to classification criteria

Aa-1형은 74개로 Aa형 분류항목 중에서 2.72%에 해당

한다. 두음법칙과 추가 용어가 함께 기술된 Aa-2형은 

모두 16개로 0.59%이며, 외래어 표기법 차이에 따라 다

르게 표현된 Aa-3형은 315개로 11.63%에 해당한다. 마
지막으로 관형적 조사의 사용에 따른 표현 차이가 있는 

Aa-4형은 25개로 0.92%를 차지한다. Aa-1의 예시를 살

펴보면, annual parallax를 남한에서는 ‘연주시차’로, 북
한에서는 ‘년주시차’로 적고 있다. 두음법칙은 남한에서

만 사용하는 규칙으로 역사분야(Shin et al, 2019), 수

학・자연과학・체육분야(Lee & Shin, 2017)의 전문용어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Aa-2의 사례로는 meteor 
camera경우 남한에는 ‘유성사진기’로 부르지만 북한에

서는 ‘류성사진기’ 외에 ‘별찌사진기’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Aa-3형은 외래어 표기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예를 들어, energy를 남한에서는 ‘에너지’로 북한에서는 

‘에네르기’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Aa-4형은 관형격 조

사 ‘의’ 또는 ‘~ 적’의 포함 유무에 따른 것이다. 
Gaussian constant는 남북한에서 각각 ‘가우스상수’와 ‘가
우스의 상수’로 적고 있다. Aa형 분류에서는 외래어 표

기법(Aa-3)에 따른 차이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며, 두음법칙과 관련 있는 Aa-1과 Aa-2가 그 다음으로 

많다. Aa형 용어에 대한 이러한 개수 분포는 Lee & 
Shin (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Aa형 천문용어의 

예시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ype 
Terminology

English South Kor. North Kor.

AA-1

Ganymede 가니메데 가니메데

gas 가스, 기체 기체/가스

heating 가열 가열

AA-2

magnitude 등급 등급, 별등급

Raman effect 라만효과 
라만효과, 
조합산란효과

friction 마찰(摩擦) 마찰, 쓸림

AA-3

optical depth 광학적 깊이,
광심 

광학깊이, 
광학적깊이

relativistic veloc-
ity 상대론적 속도 상대론적속도

static universe 정적 우주 정적우주

Table 2.  Example of AA-type Terminology

4.4.  AB형 용어

AB형은 용어의 형태가 다르게 표현된 경우에 해당한

다.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소통되는 AB-1형은 585개
로 전체에서 AA-1 다음으로 가장 많은 21.54%에 해당

한다. AB-1형은 한 글자 차이거나 한자어와 고유어 사

용 또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한자어

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 글자 차이의 

사례로, Cassiopeia를 남한에서는 ‘카시오페이아자리’라 

부르며 북한에서는 ‘카시오페이아별자리’로 부른다. ‘자
리-별자리’의 표현 차이는 남북한 천문용에서 일관된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disk galaxy는 남북한에

서 각각 ‘원반은하’와 ‘원반은하계’로 부르고 있다. 다
음으로 영어를 남북한이 한자어-고유어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인데, setting을 남한에서는 한자

어 ‘몰(沒)’을 사용하지만 북한에서는 고유어인 ‘지기’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Solar magnetic field는 남북한에서 

각각 ‘태양자기장’과 ‘태양자기마당’의 용어를 사용하는

데, 이는 field를 한자어인 ‘장(場)’과 고유어인 ‘마당’으
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영어 용어를 발음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한자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siderolite를 남측에서는 ‘사이데롤라이트’로 발음 하지만 

북한에서는 ‘석철운석’으로 변역하여 사용한다. 다른 형

태로 표현되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AB-2형
은 198개로 7.29%를 차지하며, 용어가 완전히 다른 

AB-3형은 모두 218개(8.03%)가 있다. AB-2의 예시를 살

펴보면, filamentary nebula를 남한에서는 ‘필라멘트성운’
으로 부르지만, 북측에서는 ‘섬유모양성운’으로 표현한

다. AB-3의 대표 사례로는 mechanism을 남한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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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물림새’로 표현한다. AB-2
와 AB-3은 영어를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AB형 천문용어의 예시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4.5.  AC형 용어

AC형은 영어 알파벳과 숫자표현과 관련된 차이점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 AC형 용어는 모두 21개이며 전체

의 0.77%에 해당한다. 남북한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남한에서는 한글로 표시한 반면, 북한에서는 알파벳 그

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V magnitude는 남한에서는 

‘브이등급’으로 기록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V등급’으로 

표현한다. 숫자 표현의 경우 남한은 국문으로 표현하고, 
북측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Triple alpha process
의 경우 남한은 ‘삼중알파과정’으로 사용하는 반면 북

한은 ‘3중알파과정’으로 사용한다. 또한, four dimen-
sional space에 대해 남한은 ‘사차원공간’로, 북한은 ‘4차
원공간’으로 표현한다. AC형 천문용어의 예시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AA형, Aa형, AB형 그리고 AC형에 속하

는 남측과 북측의 서로 다른 천문용어 중에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용어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서 

언급한 ‘에너지-에네르기’, ‘자리-별자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Nebula의 경우 ‘성운-별구름’으로  dark mat-
ter는 ‘암흑물질-숨은물질’, diffraction은 ‘회절-에돌이’ 
galaxy는 ‘은하-은하계’로 적고 있다. Table 6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천문용어의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5. 결론 및 토의 

남북한의 천문학은 분단 이후, 직접적인 교류나 학문적 

소통 없이 오랜 시간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본 연구

는 남북한의 전문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

하여 향후 교류가 활성화 되고 협력 연구가 시작 되었

을 때 학자들 간의 소통 문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천문용어의 형태적 차이

뿐 아니라 의미의 소통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다. 
   남한의 천문용어는 한국천문학회에서 발간한 천문학

용어집(2003)을 기초로 하였으며 북한의 전문용어는 학

술용어전자사전인 ‘거울 2.0’에 수록된 물리와 일반 용

어 중에서 남북한의 자료에 공통으로 수록된 2,716개의 

천문용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천문용어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북

한 용어의 차이는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부 다른 형

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문법이나 외래어 표기법과 같

이 기본적인 어문규정의 차이에 따른 것이어서 그 의미

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한

글을 이용한 남북한 천문 교류나 협력에 있어서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Type
Terminology

English South Kor. North Kor.

Aa-1

gauge theory 게이지이론 게이지리론

fundamental 
particle 기본입자 기본립자

helical magnetic
structure 나선자기구조 라선자기구조

Aa-2

spiral 나선, 소용돌이선 라선

dynamic 
equilibrium 동역학적평형

동적평형, 
동력학적평형

meteor camera 유성사진기 
류성사진기 , 
별찌사진기

Aa-3

classical Cepheid 고전세페이드 고전쎄페이드

unit vector 단위벡터 단위벡토르

Hubble constant 허블상수 하블상수

Aa-4

Gaussian constant 가우스상수 가우스의 상수

light scattering 빛의 산란 빛산란

thermal
Bremsstrahlung 열적 제동복사 열제동복사

Table 3.  Example of Aa-type Terminology

Type
Terminology

English South Kor. North Kor.

AB-1

visibility 가시시정, 가시
도 

보임성

Ring Nebula 가락지성운 고리별구름

limb darkening 가장자리 어두
워짐, 주연감광 

변두리어두움

large scale
structure 거대구조 큰규모구조

AB-2

extinction 소광계수
빛흡수곁수, 
감쇠곁수

dissipation 소산력, 소멸력 산일힘

eddy 소용돌이운동 회리운동

AB-3

mechanism 기구 물림새

Delphinus 돌고래자리
곱등어별자리 ,
물돼지별자리

microturbulence 미소난류 미시교란

 Table 4.  Example of AB-type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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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전문용어 선행 연구에서 사용

한 형태적 분류 기준인 AA(완전일치), Aa(부분일치), 
AB(다른형태)를 천문용어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하

였다. 그리고 남북한 천문용어의 특징에 따라 세부 항

목을 만들고 이에 따라 용어를 세분하였다. 남북한이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약 32%에 해당한

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띄어쓰기가 다르거나 두 

가지 이상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용어는 전체의 약 

15%가 된다. 형태가 달라도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는 

용어도 많다. 두음법칙(3.2%)이나 외래어 표기방식

(11.6%) 그리고 한자어와 순우리말 사용 등에 따른 형

태적 차이로 보이는 용어는 약 37%에 해당한다. 따라

서 전체 용어 중에서 약 85%는 남북이 같은 용어를 사

용하거나 형태상 일부 다르더라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 15%의 용어가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

다. 북한의 천문용어 중에서 이해가 어려운 대표적인 

것으로는 diffraction(회절/에돌이), grating(격자/살창), 
flare(플레어/요반), mechanism(기구/물림새), segregation
(격리/편석) 등이 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북한의 천문용

어가 특별히 남한보다 순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용어들도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한자 용어가 대부분이

고 영어를 발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부 

북한 천문용어는 보존할만하다고 사료된다. 순수 우리

말인 별찌(유성)와 별떼(성단) 등은 공식 용어로 채택해

도 좋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천문용어를 비교 분석한 것이

다. 본질적으로 남북한 천문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이

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추가적인 연구와 통합안 제시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통한 

적절한 용어의 변환 등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남북한 용어의 비교 목록은 향후 천

문학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South 
Kor.

North
Kor. Example

에너지 에네르기
radiant energy
복사에너지-복사에네르기

자리 별자리
Lepus
토끼자리-토끼별자리

부착 강착
accretion disk
부착원반-강착원반

성운
별 구 름 ,
성운

Crab Nebula
게성운-게별구름

광 빛
photoelectron
광전자-빛전자

팔 가지
local arm
국부팔-국부가지

들뜸 려기
photoexcitation
광들뜸-빛려기

암흑물질 숨은물질
hot dark matter 뜨거운 암흑물질 
– 뜨거운 숨은물질

회절 에돌이
Fresnel diffraction
프레넬회절-프레낼에돌이

은하 은하계
explosive galaxy
폭발은하-폭발은하계

Table 6.  Examples of Common pattern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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