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의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엽 

김 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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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에서의 조선어 어휘규범화 작업의 필요성과 특수성 

조선족들이 間島地方뿐 아니라 滿洲全域에 대량으로 移住하게 완 것은 

1910년 韓g合那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이다. 그리하여 1910년 경에는 이마 

30만 이 상이 되 었고 1944년에 는 63만 9천여 명 으로 증가하였다. 

다민족국가연 중국에는 지금 55개의 소수민족이 자신의 독특한 언어 • 관 

습 • 전통을 갖고 살고 있다. 그중 조선족은 176만여명으로서 중국 총인구의 

0.18%를 차지하는데 소수민족 중에서도 열번째로 많아서 10大 소수민족에 

든다. 

조선족들은 대 부분 중국의 東北 3省에 거 주하는데 吉林省에 약 110만명， 

黑龍江省에 약 46만명， 遺寧省에 약 18만명， 內豪古自治區에 5만여명 살고 

있다. 그리고 기타 중국 全域에 散居하고 있다. 그중 연변조선족자치주는 

吉林省에 위치하는 것으로 在中 조선인의 42%인 75만 5천여명이 밀집 • 거 
주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조선족은 이주역사 100여년으로 이미 3세， 4 

세까지 나왔지만 전통문화를 보존 • 발전시키고 있으며 언어와 풍습， 습관을 

간직하여 조선어로 교제하고 있으며 전반 조선어의 同質性올 유지하고 있다. 

특히 吉林省 延邊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가 형성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설립돼 민족어교육을 하고 았으며 우리 말과 글이 일상생활뿐 아 

니라 서사생활에서도 공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표中 조선족은 자기의 공통언어를 갖고 있￡며 자기의 민족문 

화와 심리적 특질을 보존하고 있는 떳떳한 민족이다. 

그러나 11억 중국인구 가운데서 o. 18%밖에 안되는 우리 민족은 정치 ·경 
제 • 문화 각 방면에서 한족의 강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언어에서도 시시 

각각 한족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남북조선과 在中 조선족과의 교류와 이해를 위해서 또 양지역의 

호상 협조를 위해서 어떻게 양지역의 언어적 異質性을 좁히고 同質性을 회 

복하는가가 중요한 문제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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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말야 한어와의 잦은 접촉A로 하여 순결을 잃고 있다. 우리 

말을 살리고 醒化하며 한어의 영향 하에서 변형되고 있는 우리 말을 규법화 

하고 널리 보급해 tE中 우리 민족이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쓰도록 하는 일 

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업은 우선 한어의 포위권 속에서 

우리 말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어의 강대한 영향하에 중국 조선어에는 많은漢語式借用語와 漢語式表現

들이 나타났으며 우려 동포들은 한어와 조선어의 이중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 조선족의 제 3, 제 4세대 가운데에는 자기 민족어를 잃어 
버련 샤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그 수효가 날따라 늘어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민족어상실은 우리민족이 수량상 한족에 비해 너무나 적고 

분포상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는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았다. 

黑龍江省 할반시에는 조선족이 도합 3만여명이 잘고 있는데 270호의 1, 034 
명의 언어사용실태를 조샤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41 

17.8 

이 조사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 상 1， 034명 가운데서 조선 

어를 아는 사람이 728명으로서 70.3%를 차지하고 이미 한어에 융합된 사람 

이 306명 으로서 29.7%를 차지 한다. “만약 현상태 로 발전해 간다면 한어 에 

완전히 융합되는 비례가 날따라 늘어날 것인 바 20년 후에는 할먼시에서 조 

선어를 아는 사람이 조선족인구의 20"'-'30% 좌우 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50 

년 후에는 개별적언 사람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한어에 융합될 것 
이다 "2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조선어 특히는 산재지구에서의 조션어를 살리는 문 

제는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大事이다. 따라서 산재지구에서 조 

1 박종호 조귀순 최희수(1985) ， 할빈시 초선족들의 초션말사용설태에 대한 조사. 
조선어 학습과 연구 3, p.4. 

2 上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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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를 살리자면 민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朝漢이중언어생활 가운데서 

나타난 漢語式借用語와 漢語式表現들을 규범화하여 우리 말을 널리 보급함 

이 시급하다. 

중국에서의 조선어 어휘규법화작업은 다음으로 한어와의 잦은 접촉 하에 

서 변형되고 있는 우리 말을 醒化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조선어는 중국이라는 특정된 환경과 한어의 포위권 속에서 생 

존하므로 朝漢언어접촉에 의하여 이중언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흔합적 

이중언어현상은 우리 말을 흔란하게 하고 있다. 

1.1. 한어단어의 借用

언어는 부단히 새로운 단어로 어휘 구성을 풍부허 하면서 발전한다. 이 

새로운 단어들은 흔히 해당 언어사용자들의 사회 • 정치 • 경제 • 문화생활에 
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물을 명명하는 어휘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어에는 중국의 정치 • 경제 • 문화생활의 특성으로 하여 조선남북에는 없 

고 중국 조선어에서만 쓰이는 새로운 말이 생져났다. 연변언어연구소에서 

펀찬한 「새말사전」에는 중국에서 나타난 새말 5천여개를 올렸다(지금 출판 

중에 있음). 그 구체적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어 단어 를 조션어 漢字륨讀法으로 륨譯한 것 

인민공사(Á民公社)， 생 산대 (生塵隊)， 인민대 표(Á民代表)， 주요모순 
(主要予眉)， 자류지 (自 留地)， 정 풍(整風)， 정 치 협 상회 (政治協商會)， 공 

안국(公安局)， 사상개조(思想改造)， 공사합영 (公私合營)， 경 극(京劇)， 
대자보(大字報)， 자치구〔自治區)， 주자파(走資派) 

여기서 ‘대자보， 사언방， 주자파’등은 조선 남반부에 알려져 있다. 

(2) 한어단어를 좁借한 것 

이것은 한어의 즙대로 받아들얀 것언데 몇개 되지 않는다. 

양걸 (練歌)， 콰이 발(快板)， 다부살(大布移)， 패 (排)， 환(團)， 짜장면 

(:야醫面)， 환채 (醒菜)

(3) 한어 단어 를 意‘譯한 것 

이 경 우는 한어 단어 를 우리 말 單語造成法에 맞게 만들어 받아들인 것 

이다. 

션줄군(帶頭人)， 대 물립 보배 (傳家寶)， 종이 범 (紙老虎)， 보존서 류(播案)， 

컴은무리 (黑짧)， 뒤 문거 래 (走팀門) 

(4) 한어 단어 를 半륨譯 • 半意譯하여 받아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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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보짜리 (思想包微)， 가정 도급제 (家處承包制)， 오성붉은기(五星紅橫)， 

현지회의(現場會議) 

중국 특유의 사회제도와 관련된 어휘들은 조선 남반부 사람에게는 생소하 

지만 반대로 남한사회 또는 자본주의사회의 특유한 어휘틀안 ‘여당， 야당， 

선거전， 반상회， 부동산， 전세， 복덕방’ 등이 중국 조선족에게 생소한 것과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조선어에서는 또한 조선어에 해당한 언어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어 로부터 단어 • 단어 결합 • 표현들을 받아플엄으로써 단어 사용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1) 한어단어를 홉譯한 것 

이 경우는 한어단어를 우리 말 발음오로 音讀한 것연데 기존단어와 절대 

적 동의어를 이루어 의미충돌을 일으키면서 조선어의미체계와 단어사용에 

혼란을 가져다 준다. 

주원(住院· 업원)， 분홍〈分紅·분배)， 내항(內行·전문가)， 정간(精簡· 

간소화)， 국고권(國庫卷 • 국고채권)， 첨화(點貨 • 상품살사)， 상과(上 

課 • 상학)， 승학(升學 • 진 학)， 호사(讓土 • 간호원)， 녹취 〔錄取 • 합격 ), 

공자(I資 • 임금)， 초생(招生 • 학생모집)， 과당(課堂 • 수엽)， 비과(備 

課 • 교수준비)， 지점(地點 • 장소)， 화무원(話務員 • 교환원)， 동사장(童 

事長 • 이 사장)， 동도주(東道主 • 주최 자)， 단간호(單千戶 • 개 인농)， 준 

확(灌碼 • 청 확)， 자호감(自 豪感 • 자부섬 ), 외 항(外行 • 문외 한)， 화식 

(싸食 • 식 샤)， 수거 (收握 • 영 수증)， 미 바(密碼 • 암호)， 모병 (毛病 • 결 

함)， 후차질 (候車室 • 대 합실)， 공정 (工程 • 공사)， 성 본(成本 • 원가)， 

성취(成就 • 성과) 

심지어 흡讀한 한어단어에 助動詞 ‘하다’를 붙여 용언으로도 쓰고 있다. 

제문하다(提問 • 질문하다)， 복원하다〔復員 • 제대하다)， 가송하다(歌領· 

노래 하다)， 공제 하다(控制 • 통제 하다)， 은만하다(隱購 • 기 만하다)， 로 

질하다(老寶 • 솔직 하다)， 랍복하다(答復 • 대 탑하다)， 간고하다〈銀苦 • 

간거하다)， 철소하다(澈銷 • 취소하다) 

(2) 한어단어를 륨借한 것 

투펴 (士廳 • 토벽 폴)， 멘보(觀包 • 빵)， 파호(掛뭉 • 등기 우펀)， 쌍발(上 

班 • 출근)， 싸발(下班 • 되근)， 죠즈(顧子 • 불만두)， 쓰푸(師傳 • 션생 ), 

후조(護照 •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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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어에서는 漢字音讀法에 의한 音讀이 위주이지만 쿠두어에서는 音讀과 

함께 즙借현싱이 많다. 특히 직업어 • 학술용어의 경우에 그러하다. 

딩하다〈訂 • 예약하다)， 초하다(妙 • 묶다)， 카야하다(開 • 열다)， 써먼하 

다(射門 • 슛하다)， 하이 보(海報 • 광고)， 차펑 (훌封 • 차압) 

(3) 한어식 표현 

마음에 수자가 있다(心中有數) 

좋은 끝장이 없다(組沒有好下場) 

큰 가마밥을 먹 다(吃大銷飯) 

파악이 있다(有把握) 

단결이 좋다(團結好) 

(그놈의 꿈꿈이 에 는) 문장이 있다(有文章〉 

1.2. 조선어 의미구조에 대한 한어의 의미칩투 

朝漢언어접촉으로 하여 우리 말에 대한 한어의 의미침투는 펄연적이며 중 

국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단어의미내용도 이 러한 사회 

제도와 현실을 반영하게 된다. 

예컨대 ‘서기(書記)’는 원래 ‘문서를 맡아보거나 회의 같은 데서 기록을 

맡아보는 사람’을 가리컸는데 지금은 ‘基層 黨·共춤團 조직의 책엄자’도 

가려키게 되었고 ‘지부(支部)’는 원래 ‘본부의 관리 아래에서 본부와 떨어 

져 어떤 지방의 일을 맡아보는 곳’을 가리켰는데 지금은 ‘일부 政黨이나 단 

체의 基層組織’도 가리키고 었다. 

조선어 의마구조에 대한 한어의 의미침투는 또한 조선어 단어의 전통적 의 

마와 관련성이 없는 한어 의미가 우리 말에 들어와 우리 말 단어의미를 혼란 

하게 만드는데서 표현된다. 이것은 우리 말 의미구조에 대한 한어의 부정적 

의미침투이다. 

조선어 의미구조에 대한 한어의 부정적 의미침투는 주로조선어 단어와한 

어단어가 漢字구성에서 똑같은 조건일 때 나타난다. 즉 한어단어를 무턱대 

고 조선어 漢字즙讀法으로 옮겨놓는데서 한어의 의미가 우리 말 단어에 옮 

겨와 조선어의 의미규법을 파괴하고 언어생활에 혼란을 일으킨다. 

예컨대 한어 ‘合同’이란 단어의 ‘계약’이란 돗이 우리 말 단어 ‘합동(合 

同)’에 침투되고 있으며 한어 ‘把握’이란 단어의 ‘자신’이란 돗이 우리 말 

단어 ‘파악(把握)’에 침투되고 있다. 

우리 말 단어에 한어의 단어의마가 침투되고 있는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보기에서 예는 [ J속에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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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水平) : 수준〔생 활수평 ]

애 인(愛Á) : 남펀， 아내 

질 량(質量) : 질 〔봉사질 량〕 

왕래 (往來) : 거 래 〔상품왕래〕 

부담(負擔) : 압력 〔사상부담〕 

수개 (修改) : 수정 〔작운수개 ]

채 방(採옮)하다 : 취재 하다〔영 웅사척 융 채 방하다〕 

번신(觀身)하다:신세를 고치다〔해방후 번신하다〕 

가강(加彈)하다 : 강화하다〔기율을 가강하다〕 

볍보(法寶) : 보배〔이폰과 실천의 결합은 우리의 볍보이다〕 

환절(環節) : 고리〔사업의 중심환절〕 

돌출(突出)하다 : 뛰 어 나다〔돌출한 학습성 적 ]

온양(臨購)하다 : 어떤 생각을 은근히 품고 있다〔직장장을 온양하다〕 

천당(天堂) : 행복한 생활환경〔천당같이 행복한 생활〕 

이와 같이 중국 조션족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조건이 조선남북과는 다 

르고 특수하기에 한어로부터 받는 영향으로 하여 중국 조선어에는 중국에서 

만 쏟이는 새로운 말과 의미가 생겨났는가 하면 한어식 한자어와 의미가 우 

리 말에 들어와 조선어를 어지럽히였다. 따라서 이런 말들을 제때에 정리 • 

규법화하여 우리 말을 醒化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범화작업은 어휘규범， 서사규 

범， 발음규법， 문법규범 등 방변에서 어휘규뱀을 앞자리에 놓게 된다. 즉 

중국에서의 규범화의 주요과엽은 어휘정리이다. 어휘규뱀에서도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한어와의 관계문제 즉 우리 말을 어지럽히는 한어식 단어와 

의미를 제때에 멀어내고 우리 말을 醒化하는 문제이다. 이는 세계의 모든 

조선사람 중에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언어규범화에서만 특유한 현상이 

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법화작업의 특수성도 바로 여기서 표현된다. 

그리고 중국 조선어는 조선남북의 조선어와 서로 다른 정치 • 경제 • 문화 

의 환경에서 쓰이고 한어와 한자의 직접적인 영향과 구두어에서 날로 더해 

가는 이중언어현상의 영향 하에서 쓰이기에 조선어 어휘규법화작업에서는 

조선어의 醒化문제가 시시각각 제기된다. 이런 사청은 중국 조선어 어휘규 

범 화작엽의 복잡성， 간고성， 장기성을 특정지어 준다. 

중국에서의 조선어 어휘규뱀화작업은 또한 조선남북 조선어와의 異質性을 

제거하여 조선어의 同質性을 강화하기 위해서 펼요하다. 

조선민족은 오랜 세월을 두고 韓半島에서 조선어라는 언어를 사용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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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영위해 왔다. 지금도 중국 조선족과 조선남북은 조선어라는 공통된 언 

어를 사용하고 있오며 世宗大王이 만든 한글을 公用文字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在中 조선족들이 쓰는 죠선어는 지금도 조선 남반부와 대부분 같 

지만 어휘면， 표기면， 문볍면 등에서 적지 않은 異質性을 보여준다. 그중에 

서도 어휘면에서는 많은 異質性을 드러내고 었다. 

중국 조선어와 조선 남반부 표준어 사이에 존재하는 異質性은 주로 조선 

남반부의 표준어에 없는 말， 생소한 말， 생소한 단어의마 등에서 표현된다. 

(1) 방언어휘에 의한 異質性

방언어휘가 현재 중국 조선어에 포함됨으로써 조선 남반부의 표준어와 다 

른 어휘부류를 형성하였다. 

조선 북반부에서는 방언어휘 가운데서 좋은 말을 찾아쓰기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서 함경도， 평안도 등의 방언어휘가 현재의 문화어에 수많이 포함되 

었는데 「현대조선말사전J(1981)에는 근 3천여개가 올랐다. 중국 조선어에 

서도 1980년에 출판된 「조선말소사전J(연변언어연구소 펀잔. 북경민족출판 

사)으로부터 적지 않은 방언어휘들을 표준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의 보 

기에서 표준어 어휘는 ( )속에 표시했다. 

가마치 (눌은밥)， 마사지 다(부서 지 다)， 봉창(보충)， 소래 (대 야)， 여 가리 

(가장자리 ), 아츠렵 다(애 처 롭다)， 인차(곧)， 발구(썰매 식 수레 ), 되 우 

(몹시)， 얼뺀하다(어리풍절하다)， 째시걱(끼니)， 생뚱같다(뚱딴지같다)， 

남새 (채 소)， 가대 기 (쟁 기 ), 고다(떠 들다)， 가둑나무(좋창나무， 떡 갈나 

무)， 장창(늘) 

(2) 중국 지방말에 의한 異質性

중국 조선어에는 지방말 즉 자체로 올려쓰는 自生語들도 적지 않다. 

간삶이 :고기나 생션을 간을 하고 삶거나 찌거나 데치는 것 또는 그와 
같이 만든 음식. 

고동마: 마수례의 무게를 받아내고 방향을 잡도록 채 안에 메운 말. 

골기없다:팔팔한 기상이 없이 메케하다. 
구름벼랑:늘 구름이 끼는 매우 높은 벼랑. 
낫나무: 낫으로 한 빨나무. 

단지곰 :CD 단지에 넣고 하는 곰.~ 일정한 곳에 가두어 넣고 엇갈아 
들연서 문제를 따지는 것. 

담배쉽 :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쉬는 쉽이나 담배 한대를 피울 시간만큼 
간단히 쉬는 쉽. 

도끼나무:도끼로 한 굵직한i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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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렴두리반:여러 개의 채그릇을 놓을 수 있는， 돌렴판을 올려놓은 두 

리반. 

데이지 : 무우 같은 것을 데쳐서 담근 김치. 

만출근:일정한기간하루도빠짐없이 출근하는것. 

말단지 : 말을 제법 잘하는 어린애. 

분재됩 : 똥오줍， 재 같은 것을 한데 섞어서 말린 거름. 

사돈보기 : 신랑집에서 례상감이나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색시집에 가서 

인사를 나누고 혼사를 정하는 의식. 

사슴파리 :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게 썰매식 수레를 만들어 사슴이 끌 

도록 된 운반도구. 

삭렴 : 삭은 두염. 

살음직하다 : 살기에 좋을 상 싶다. 

삽모 : 삽으로 흙채로 떠다가 손으로 뜯어 옮겨내는 모. 

손군 : 손자， 손녀와 증손， 고손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시리시리하다 : 보기에 질팍하고 든든하다. 

새발보:새말처렴 삼각형으로꽂는모. 

새끼달이 : 새끼를 낳아 수유기에 있는 어미짐승. 
색과자 : 물감을 들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든 과자. 

장출근 : 늘 출근하는 것. 

착착하다 : 술 같은 음식물을 보통 이상으로 매우 즐기다. 

채발 : 물고기를 잡는 도구의 한가지. 

탈망살이 : 벤잡한 잔일이 나 잔밥에 빠져 바빼 보내는 것. 

푸들다 : 보기 좋게 살이 오르고 태가 나다. 

푸살:말이나소같은짐승들이 이른봄에 갓돋아난풀을뜯어먹고으 

흔잘. 

피걸바 : 피나무의 속껍질로 드린 바. 

해나른하다 : 맥이 풀려 거운이 아주 없어지다. 

떼뚜령소리 : 바르지 않게 엇나가며 비꼬아서 하는 말. 

알맥 : 알짜 맥. 

여별손 : 남아도는 손포. 

우둔바우 : 우둔한 사람. 

은제비 : 분사식 1011 행기. 

이외에도 중국 조선어에서는 ‘사과배， 독보조(讀報組)， 애기보기조， 고급 

냉면(高級冷鍵)， 개미술， 찔광이술’ 등과 같은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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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말들은 조선 남반부 표준어에 없는 말로셔 생소한 느껑을 줄 수 있다. 

(3) 한어의 영향으로 중국 조선어에서만 쓰이는 어휘에 의한 異質性

중국 조선어에는 중국의 사회제도·정치 ·경제 • 문화와 관련하여 한어로 

부터 받아들언， 중국 조선어에서만 쓰이는 말이 많다. (본논문 1.1. 한어 

단어의 借用을 참조). 

(4) 말다듬기 에 의 한 異質性

조션 북반부에서는 말다듬기에서 끊엄없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1960년대 

후부터는 문화어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문화어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말다 

듬기과청에 과거에 한자어휘， 외래어휘로 된 공통어휘였던 것이 고유어휘 

또는 대중화펀 한자어휘로 바뀌면서 조선 남반부 표준어와 달라진 것이 매 

우 많다. 조선 북반부 국어사청와원회에서는 이마 다듬은 말틀을 재검토하 

여 확정펀 용어 2만 6천여개를 「다듬은 말」이란 책으로 1988년에 출판하였 

다. 이는 조선 남반부에서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어온 國請醒

化運動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조선남북 양쪽 

의 관심사로 될 수 있다. 

중국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엽에서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는 쉬운 말로 

고쳐쓰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전면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었다. 

일부 다듬어 진 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보가 중에 ( )속은 다듬 

기 전의 어휘이다. 

덧거름(추lll)， 보내기(이앙)， 도라지(길경)， 보름달(망월)， 쌀겨(미강)， 

손가락(수지)， 옐냐무(신목)， 승강기(엘리배이터) 

(5) 표현의 異質性

중국 조선어에는 어휘의미 자체는 조선 남반부 표준어와 같으나 다른 단 

어와의 어울렴 이 조선 남반부 표준어와 다른 것이 있다. 

중국조션어 조션 남반부 표준어 

역할을논다 역할을한다 

안면을안다 안면이 었다 

애가나다 애가 타다 

맥이 진하다 맥이 빠지다 

추워나다 추워지다 

가뿐해나다 가뿐해지다 

날을따라 날이 갈수록 

도착하자 바람으로 도착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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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어의미에서 나타나는 異質性

단어의미에서의 異質性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몇개 방면에서 표현된다. 

펀의상 남반부의 「국어대사전J(이희승， 1988, 민중서렴)과 중국의 「조선어 

소사전J (I980， 북경민족출판사)을 비교하기로 한다. 

첫째， 청치 • 경제 • 사회 • 문화 용어에서의 차이 

국가기관 : (중)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국가사무를 관리 하는 기 관. 국가 

권력기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과 군대 등 

이 망라된다. 

(남) 국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 • 사법 및 행정관 

청의 통칭. 

상품 : (중)(1)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한 물건.~ 시장에서 파는 물품을 

두루 이르는 말. 

(남)(1) 팔고 사는 물품.~ 시장에서 팔 목적으로 생산한 물건. 

@ 동산고} 같이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 

간부 : (중)(1) 당과 국가기관， 부대， 학교， 기업소， 인민단체내에서 얼 

청한 공무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 일정한 조직체에서 지 

도적 책엄을 지고 일하는 사람을 군중에 상대하여 이르는말 

(남)(1) 단체의 수뇌부의 엄원.~ 군대에서 장교의 일결읍. 

로작 : (중) 많은 힘을 들여 지은 우수한 작품이나 저서. 

(남)(1) 힘써 일함. 애써 작엽함.~ 노력을 들이어 만든 작품. 

연작. 

이런 어휘로는 ‘고문， 공산주의， 공화국， 국제주의， 독재， 민족주의， 비 

서， 사업， 수령， 노동당， 청치， 좌경， 고용노동， 노동계급， 이융， 자본가， 

착취， 감옥， 계급투쟁， 기회주의， 헌병， 감상주의， 미래파， 영웅주의， 전형， 

종교’ 등 수많이 들 수 있다. 

특히 중국 조션어에서는 한어의 의미가 들어와 하나의 의미갈래블 이룸으 

로써 異質性을 나다내고 있다. 다음의 예에서 두먼째 의미는 한어의 단어의 

미가 들어온 것이다. 

후설 :(1) 목구멍과 혀. ~<<언론기관》을 비겨 이르는 말. 

경리 :(1) 경제적흐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 우리 나라에서 일부 기 

업소의 책임자를 이르는 말. 

독초 :(1) 독있는 풀이나 담배.~ 인민과 사회주의사업에 해를 끼치는 

언본이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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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반 용어에서의 차이 

가정방문 : (중) 학교나 기관， 또는 그밖의 조직체에서 해당 성원의 가 

정정황을 료해하거냐 가정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보는 일. 

(남) 교사가 학생의 가정 환경을 이해하고 가정과 긴밀한 연 

락을 갖기 위하여， 그 가정을 방문하는 일. 

동무 : (중) CD 공동의 리상과 혁명적 위엽을 이룩하기 위하여 함께 싸 
우는 사람.~ 같이 어울리여 사귀는 사람.CID 일반적으로 

남을 무간하게 부를 때 쓰는 말. 

〈남) 늘 친하게 어 울려 노는 사람， 뜻을 같이 하고 가;깝게 지 내 

τ 벗. 

이런 어휘로는 ‘헤푸다， 각전， 감투， 한갖지다， 뒤목， 가정부인， 강행군， 

개싸움， 견학， 돌격대， 사냥개， 어버이， 일꾼， 폭풍우， 후계자’ 등 수많이 

들수있다. 

셋째， 의미적 색채에서의 차이 

의미적 색채에서도 조선 남반부에서는 좋은 의미나 중립적으로 쓰이는 것 

이 중국 조선에서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거나 조선 남반부에서는 좋지 않 

은 의미나 중렴적으로 쓰이는 것이 중국 조선어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있다. 

a) ‘성급히， 소행， 보채다， 이악하다’ 등 단어들은 중국 조선어에서는 칭 

찬하는 의미로 쓰알 수 있는데 조선남반부에서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거냐 

느끼고 있다. 예컨대 조선 남반부에서는 ‘소행이 패씹하다’와 같이 쓰이는 

데 중국 조선어에서는 ‘소행을 높이 평가하다’와 같이 칭찬할만한 행동을 

가리키기 위해 쓰고 있다. 

b) ‘아가써， 놀음’ 등의 단어들은 조선 남반부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데 중국 조선어에서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거나 느끼고 있다. 예컨대 조 

선 담반부에서는 ‘놀음’이 ‘여러 사땀이 모여 즐컵게 노는 일’을 가리키지 

만 중국 조선어에서는 ~‘도박놀음’과 같이 부정적으로도 쓰인다. 

c) ‘룹다’는 조선 남반부에서는 중립적 의미로 ‘붉은 연펠’， ‘노을이 붉 

다’와 같이 쓰이는데 중국 조선어에서는 ‘붉은 수도’， ‘붉은 전사’와 같이 

긍정적 의미로도 쓰인다. 

d) 조선 남반부에서는 ‘외교， 가련하다’ 등이 중랩적으로 쓰이는데 중국 

조선어에서는 부정적으로도 쓰언다. 

‘외교’는 ‘많은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다’와 같은 경우에는 조션 남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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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와 중국 조선어가 같은 의마로 쓰이지만 중국 조션어에서는 ‘조직과 

외교즙 해사는 안띈다’와 같이 부징적으로도쓰얀다. ‘가련하다’는 본래 ‘가 

없고 불쌍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었는데 지금 중국 조선어에서는 ‘민족반역 

자의 가련한 말로’와 같이 ‘신세가 너절하게 되어 보잘것 없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넷째， 표준어 단어에 방언척 의미의 침투로 인한 차이 

방언어 휘 의 뜻이 다} 응하는 표준어 단어 에 보충될 수 있는데 특히 표준어 

단어와 동음이의어로 되는 방언어휘의 의미가 표준어 단어에 침투된다. 

‘처녀’의 본뜻은 ‘아직 결흔하지 않은 녀자’인데 일부 지방에서 이 못을 

포함하얘 ‘녁지-아이를 이르는 말’로 쓰엽에 따라 이 의미가 표준어 ‘처녀’ 

에 보충되어 지금 중국 조선어에서는 두가지 의마로 쓰인다. 

‘다박’은 ‘허물이나 결함을 잡아 판잔하거나 나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인데 ‘요구대로 되지 않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일에 대하여 맞갖지 않다고 

투럴거리는 것’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방언어휘 ‘타박’이 적극적으로 쓰임에 
따라 중국 조선어의 ‘타박’에는 이런 뜻이 더 보충되었다. 

다섯째， 단어의 통합에 의한 차이 

단어의 통합에 의하여 어떤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마에 옮걱갈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 조선어와 조선 남반부 표준어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a) 동음이의어로 취급되던 몇개 단어가 한 단어로 취급되는 경우 

본래 일반 용어 ‘물집’과 학술용어 ‘물집’은 동음이의어로 취급되었는데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통합되자 단어 ‘물칩’은 두가지 뜻을 가지게 되었다. 

물집 :CD 살가죽이 부르터 그 안에 물이 펀 것.(2) 내연기관에서 기통과 
연소설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벽 사이에 찬， 물이 틀어가게 된 공간. 

b) 준말이 다른 단어와 같아지는 경우 

‘전화교환?이 ‘교환’으로， ‘복식경기’가 ‘복식’으로 줄어들자 단어 ‘교 
환’， ‘복식’에는 본돗 외에 각각 ‘전화교환의 준말’， ‘복식경기의 준말’이 
라는 새로운 의미가 직정 옮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조선어와 조선 
남반부 표준어 사이에는 일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조선어 규뱀화작업은 자체의 실정에 
의해 어휘규법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한어의 포위 속에서 우리 말을 살 
리고 고수하며 우리 말의 순화를 다그쳐 조선남북과의 異質性을 제거하고 

同質性을 보장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규뱀화작엽은 중국 조선어 발달을 좌우하는 특수한 사 

명을 따게 되며 조선어의 운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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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의 조선어 지위와 어휘규범화작업이 걸어온 길 

1945년 일제의 통치 밑에서 해방된 중국 조선족이 자랑스려운 자기 민족 

어를 찾아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45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인 

류의 기나긴 역사를 놓고 말할 때 45여년이란 짧다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 

지만 이 기간 우리 민족어를 살리고 규범화된 말을 보급하기 위한 중국 조 

선어규범화작업은 간거하고도 굴곡적이며 빛나는 걸을 결어왔다. 

45여년간 중국 조선어에서 진행된 규뱀화작업의 언어단위로는 어휘 • 문 

볍 • 서사규칙 • 발음 등이다. 그중에서도 어휘규법화작업은 조선어 지위 문 

제와 긴밀한 련관 속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에서의 조선어 지위 여하는 일정 

한 역사적 과정을 밟아왔는데 그에 따라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업도 굴곡적인 

걸을 결어왔다. 

2. 1. 1945년 8.15광복전의 조선어 

在中 조선족은 조선으로부터 選移해왔는데 19세기말엽부터는 두만강을 건 

너 중국에 와 대량척으로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때 延邊지구에는 150여개 

의 조선학교가 있었고 조선의 신문， 잡지를 대 량적으로 받아보았으며 또 자 

체 로 「간도신문J， r만성 보」와 같은 신문도 꾸리 었다. 이 때 조선의 정 치 • 경 

제 • 문화는 延邊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여 延邊의 조선어는 조선의 

조선어와 별다륨이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10년대 韓日合됐， 30년대 일제의 중국 강점과 함께 실시한 

강제동화정책으로 하여 조선어는 사멸의 위기에 처하였다. 일제는 조선족에 

게 동화교육을 강화해 일본어를 常用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일본 

어로 교육하고 한글 대신 일본문자를 사용하게 하였다. 1939년에는 조선에 

서 創1X.i&名을 강제한 것과 같이 중국에서도 創民改名을 하도록 억압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문화와 사장면에서 동화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한편 

조선족에 대하여 민족의 역사 • 언어를 가르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해방전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던 시기 민족압박의 수난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언어동화정책으로 하여 在中 조선족들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맘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언어명등과 조선어의 지위， 조선어규법 

화 작업은 운운할 수조차 없었으며 우리 말과 글은 피어린 수난의 길을 밟 

지 않을 수 없었다. 

슬기로운 조선먼족은 오랜 옛날부터 자랑스려운 자기 말과 글을 가지고 

있었고 자거의 말과 글을 무한히 사량하고 지켜왔다. 따라서 우리 말과 글 

에 대한 일제의 억제와 탄압도 우리 말과 글을 고수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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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투쟁을 가로막지는 못하였다. 

중국 조선족은 피로써 모국어를 고수하였는 바 항일근거지에서는 「兩條戰

線J ， r화전민」 같은 조선문간불을 발간하였고 일제 강점지주에서는 우리 말 

로 된 신문 「滿解日報J， 잡지 「북향」 같온 것을 교채로 삼아 한글을 가르쳤 

다. 이렇듯 우리 조선족들은 빼앗긴 민족어를 되찾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별이면서 1945년 8.15광복의 새날을 맞이하였다. 

조선어 표준어는 중부방언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졌다. 해방전 중국 조선어 

에서는 이 표준을 줄곧 기준으로 삼아왔다. 

2.2. 1945년 8'15광복 이후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업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법화작업은 8.15광복 이후 굴곡적언 길을 걸으면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조선어규뱀화작엽의 중점은 가변성이 제일 많은 어휘 

규뱀이었다. 서사규뱀 • 문법규뱀 • 발음규범도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그 자체 

의 상대적 경고성으로 하여 어휘규법처럼 중요한 위치에 오르지 못하였다. 

8'15광복 이후 조선어 어휘규뱀화작업은 아래와 같은 몇개 시기로 갈라볼 

수있다. 

(1) 8.15광복으로부터 1949년 10월 1일 건국전 시 기 

이 시기는 조선어의 회복시기이다. 

在中 조선족들이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선말과 한글을 되찾고 조선말의 주 

인으로 되어 맘대로 쓸 수 있게 된 때는 1945년 8.15광복 특히는 1949년 λ.1l 

중국이 창건된 다음 부터 이 다. 

해방의 새날을 맞이한 在中 조선족들은 기세 드높은 문맹퇴치운동을 벌렸 

고 또 조선민족 소학교·중학교에다 대학교까지 꾸려 조선말과 조선글을 배 

우고 연구할 진지를 꾸려였다. 그리고 조선말신문 「한민일보J (l945) ， r연변 

민보J(1945) ， í연변일보J (l948) ， í동북조선인민보J (l949) 등과 잡지 「火花」

(1945) , r대중J (l948) 등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1947년에 연변교육출판사가 

창립됨에 따라 점차 대량적인 조선문 교재와 일반 도서가 출판되었으며 

1946년에는 연걸방송국이 창립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말과 글은 면모를 일 

신하고 활짝 꽃피게 되었다. 

1946년에는 첫 조선어연구회인 「연걸한글연구회」가 설렵되고 1946년 8월 

11일， 東北 각 省 대표련합회에서 채돼된 “동북 각 도시(특별시) 민주정부 

공동시정강령”의 제 18조에는 “소수민족의 언어 • 문화 • 종교 • 신앙과 풍속을 

존중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 조선족들은 모국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이 

규정에 쫓아 조선어문사업을 찰 진척시컸다. 

‘ 이 시껴 서사생활에서 어휘규법은 문세영의 「조선어사전J (l937)에 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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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조선어 어휘규범화 작업은 조선어 사용기관에서 해 

방 전에 있은 기준에 의하여 자체로 한 것이 특징적이다. 

(2) 1949년 10월 1일 새 중국 창건으로부터 1957년 反右派運動 전 야까지 

이 시기는 조선어의 홍성 시기로서 조선어규범화작업이 개별적， 자발적으 

로부터 점차 전 사회적 규법화에로 전이하였다. 

1949년 10월 l일 새 중국의 창렵은 조선어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주었 

는 바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범화작업은 이 시기로부터 중시가 돌려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특히는 나라의 민족정책의 시책하에서 1952 

년 9월 3일에 조선족의 집거지구인 延邊에 연변조선족자치구(1955년 12월에 

자치주로 개칭)를 성럽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전반 국가사무에 참가할 수 있 

는 정치권리를 가지게 되었a며 언어평등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 

어는 전 자치주 법위내에서 통용어로， 자치권리 행사의 제일 도구로 삼게 

되었고 주체민족인 한족의 한어와 평등한 지위에 놓아게 되었다. 

1952년 자치구 창립시에 채택된 「自治區 인민정부조직조례」 제 4 案에는 

“연변자치구인민정부는 조선문을 직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도구로 삼으며 동 

시에 통용하는 한문을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었는데 이는 조선어의 

지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된다. 즉 公用語를 조선어와 한어 두가 

지로 병용하면서 그중에서도 한어보다 조선어가 우선적임을 인정하였다. 

1954년 9월 20일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중국에서 조선어블 맘 

대로 쓰고 연구할 수 있는 법적 담보로 되며 거대한 고무와 추동력으로 되 

었다. 이 헌법의 제 8조에는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 

며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민족평등정책의 주요한 고리로서의 

언어평등정책에 무엇보다 먼저 중시를 폴리었다. 이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 

족자치주에서는 조선어를 公用語로 채택하고 조선어 사용과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청부에서는 조선어의 더욱 높은 발전을 위하여 조선어연구기관을 설치하 

는데 중시를 돌렸는바 1957년 12월에 「연변조선어문연구준비위원회」를 창립 

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연변언어연구소의 전신이다. 

이 시기 조선어어휘의 규법과 사용은 문세영의 「조선어사전」과 조선 북반 

부 과학원에서 펴낸 「조선어소사전J (1956)에 준하였다. 

이와 같이 어휘규법은 기존단어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중국의 구체실정을 

반영하거나 새 사물을 명명하는 말이 한어로부터 조선어에 들어왔다. 그것 

은 대부분 한어로부터 조선어 漢字륨讀法으로 을어왔다. 

고급사(高級社)， 정 치 협 상회 의 (政治協商會議)， 숙반운동(蕭反運動)，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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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오반운동(三反五反運動)， 공사합영 (公私合營)， 인만대표(Á民代表)， 

민족자치 기 관(民族自治機關) 

그리고 습관척으로 써온 일반 용어로서 조선남북에 존재하지만 중국의 질 

정에 !ll 추어 한어로부터 받아들이었다. 

조선북반부 

재판소 

내무소 

조선 남반부 

재판소 

경찰서 

、
언
 
) 

몇
 

선
-
홈
 
公

갚
-
總
 

샌
 

줄
 
-
법
 고b
 

품앗이반 품앗이반 호조조(효助組) 

협 동농장 인만공사(Á民公社) 

협 동화 합작화(合作化) 

또한 군대체제， 군대직무에 관한 말들도 조선남북과는 달리 중국 질정에 

따라 한어로부터 받아들이었다. 

조선 남북 중국조선어 

분대 반(班) 

분대장 반장(班長) 

소대 패(排) 

소대장 패장(排長) 

중대 련(連) 

중대장 련창(連長) 

대대 영(營) 

대대장 영장(營長) 

련대 판(團) 

련대장 환창(團長) 

그려나 조선어와 한어의 빈번한 접촉으로 하여 1950년대초부터는 어휘사 

용에서 일부 혼란한 현장이 생겼다. 

경 자(I資 • 임 금)， 온정 (隱定 • 안정 ), 자본주전 (餐本周轉 • 자본회 전)， 

발전규율(發展規律 • 발전법 칙 ) 

그리하여 1953년 봄에는 「동북조선인민보」 편칩부의 말기하에 신문사 • 출 

판사· 방송국을 중심으로 「술어통일위원회」를 묶고 1954년에 혼란하게 쓰이 

던 단어 200여개를 통일하였다. 

공인계 급(工λ、階級)→로통계 급， 류급생 〔留級生)→락제 생 , 펼 업 반(畢業 

班)→졸업 반， 교학시 간(敎學時間)→교수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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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중국 조선어에서 처음으로 조직한 사회적 성격을 띤 조선어 규뱀 

화 작업으로서 중국 조선야 어휘규뱀화작업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연변일보」 펀집부에서는 한어의 영향으로 조선어 단어사용에서의 

혼란한 국면을 바로잡기 위하여 1957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조선어의 醒化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상동론을 벌였다. 이 지상토롱에서는 “민족어를 옳바 

르게 쓰자"(리호원. r연변일보J 1957. 11.23~24)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범화 

문제"(최윤갑. r연변일보J 1957. 6. 12) 등 15펀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런 

논문들에서는 우리 말의 醒化문제， 외래어를 정확히 받아들이는 문제， 새 명 

사·술어를 만드는 문지11 ，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다듬어쓰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중국 실정에 비추어 자체의 언어규법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 

하였다. 따라서 이런 논문들은 중국 조선어의 건전한 발전의 양향과 길을 땀 

구함에 적극적인 역할을 놀았다. 이 지상토롱은 조선어 어휘규뱀화를 둘러 

싼 대중적 토론이었는데 조선어규뱀화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총적으로 건국초기에는 비록 전문적인 규뱀화기구가 미처 건렵되지 못하 

여 본격적인 규범화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조선어 어휘규법화작업은 

점차 전사회적 성격에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3) 1957년 反右派運動으로부터 1976년 10월 r4인무리」가 무너지기까지 

이 시 기 는 反右派運動， 民族整風運動， 文化大華命 등 「左」적 정 치 운동의 

재난 속에서 조선어문사업과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업이 기로에로 빠진 저조 

기이다. 이 시기는 또 아래와 같은 세 시기호 갈라볼 수 있다. 

CD 1957"-'1962.3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전개된 反右派運動과 延邊지구에서 전개흰 民族整

風運動 그리고 “전국 제 2 차 소수민족어문과학토론회 "(1958)의 정신 관철로 

하여 조선어문 학술토론은 정치투쟁으로 되었다. 

「연변일보」에서는 1957년에 벨렸던 “민족어醒化”지상로롱에 대해 비판하 

는 지상토론을 1958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개하였다 하여 당시 조선어를 醒

化하고 발전시키는 옳바른 길이였던 “發抽·創制·借用”의 정확한 학술 견 

해는 비판을 받고 부정을 당했으며 그 주창자들은 ‘地方民族主義’， ‘復古主

義’， ‘民族排他主義’ 등의 감투를 쓰게 되고 1945년 8.15광복 후 꽃피던 조 

선어와 조선어 규뱀화작업은 새로운 재난을 받게 되었다. 

이런 형세 하에서 한어와의 “공동성분증가론”이 법람하였는데 이런 사조 

는 1958년 9월에 열린 연변 제 1 차 어문사업회의에서 토론환 「조선어규뱀화 

방안J(초안)에 만영되었다.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조선족연민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어휘를 표준어로 양고 규법화에 있아서는 민족의 번영， 조국의 통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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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민족의 단결합작에 유리하게끔 함과 동시에 언어의 공통성분의 부 

단한 증가에 유리하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새 명사， 술어를 제정할 때는 주로 주체민족의 언어인 한어에서 차 

입한다. 국제학술용어는 기본적으로 한음을 통하여 차입한다. 

c) 새로 들여요는 어휘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한음대로 차업함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일반용어는 계속 조선음으로 차입함을 허용한다. 

한어와의 “공동성분증가론”을 기초로 한 이 「방안」은 비록 사회에 정식문 

건으로 공개， 반포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어의 민족성을 무시하고 조선어를 

한어화하려는 극히 오유적인 것으로서 조선어의 건전한 발전에 큰 해를 끼 

치었다. 

당시 한어와의 “공동성분증가론”의 사회적 조류로 하여 중국 조선어에는 

중국식 한자어가 물밀듯 들어요게 되었다. 

a) 한어단어를 音借한 것 

고루(高輝 • 용광로)， 머 구(廳藉 • 버 섯 ), 란자(專家 • 전문가)， 환단(傳 

單 • 빼 라)， 피 발잔(批發結 • 도매 소)， 호마(號碼 • 번호)， 꾸지 (꽤計 • 예 

산)， 따즈보(大字報 • 대 자보)， 샤팡(下放 • 아래 로 내 려 가다)， 피 쓰(批 

示 ·회시) 

b) 한어 단어 를 조선어 漢字音讀法으로 즙譯한 것 

경색(鏡賽 • 경쟁)， 장금(雙金 • 상금)， 도연(導演 • 연출)， 과서기 (掛暑

期 • 농한기 ), 수거 (收據 • 영 수증)， 정 식 (定息 • 고정 리 자)， 전 법 (戰犯 • 

전쟁범죄자)， 주정(酒精 • 알콜)， 풍수(豊收 • 풍작)， 주원실(住院室 • 업 

원실)， 함수대 학(國授大學 • 통신대 학) 

이 시기 연변조선어문연구준비위원회에서는 조선어규범화에서 비풀어진 

국면을 돌려세우려고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左」적 펀향은 1963년 말까 

지 계속되었다. 

총적으로 이 시기는 조선어규범화작업에서 제 1 차 「左」적 펀향시기이다. 

이 시기 1960년부터는 조선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에서 펴낸 「조선말사전」 

(1960"-' 1962)이 우리 말 어 휘 규법 에 큰 작용을 놀았다. 

~ 1963년 하반기 "-'1966년 상반기 

이 시기는 조선어문사업과 조선어 규법화작업에서의 「左」적 편향을 시정 

하고 조선언민과 중국 조선족이 다 알 수 있는 방향에로 어휘규뱀을 진행하 

여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 

1964년 1월에 중국의 조선어 플 醒化하여 조선인민들도 알 수 있는 조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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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에 따라 규법화하라는 周恩來총리의 지시가 전달되었다. 

이 지시가 전달되자 조선어를 醒化하는 새 기상이 나타났는바 「연변일보」 

에서는 「左」적 펀향시기에 쓰이던 한어식 단어를 규뱀화된 우리 말로 바로 

잡기 시 작했다. 조사한데 의하면 1964년 4월과 7월에 「연변일보」에서 한어 

식 말을 우라 말로 바로잡은 것이 256개나 된다. 

연원(演負)→배우， 차간(車間)→직장， 표준량(標準量)→기준량， 전간 

(田閒)→포전， 공비쳐료(公費治鷹)→무상치료， 사론(社論)→사설， 평화 

과도(ZP:和過度)→평화적 이 행， 롱단자본가(題斷賢本家)→독점자본가 

그리고 1964년 10월에 창립된 연변력사언어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형세에 

말맞추어 조선어 규뱀화작업 을 본격 적 으로 떠 밀고 나갔는데 1966년 3월에 「조 

선어명사 • 술어규뱀화잠정방안(초안)J을 작성하여 자치주인민정부의 명의로 

반포하였다. 이 「방안」에서 제출한 규범화원칙에는 1957년 지상토론에서 제 

기된 규범화 제원칙들이 정확하고도 전연적으로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한충 

더 발휘되었다. 그 총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조선어 명사 • 술어는 조선인민과 중국 조선족이 모두 알 수 있게 하 

는 원칙에 따라 규범화한다. 그러나 일부 어휘는 우리의 습관용법에 

따라 규뱀화한다. 

b) 새로운 사물과 현상을 명명할 때에는 기유의 조선어 채료에 기초하 

고 조션어단어조성법에 의하여 새 단어를 만든다. 그러나 기유의 조 

선어 재료로 만들 수 없을 때에는 한어단어플 조선어 漢字音讀法에 

의하여 쓰거나 그 원음대로 쓴다. 

보다싶이 이 「방안」의 주요 득점은 규뱀화기준을 조선어의 기존표준어에 

두고 새 말은 우리 말당게 써서 우리말의 순화를 보장하려는 데 었다. 이 

「방안」은 건국이래 사회에 처음으로 반포된 것인데 이것은 중국 조선어어휘 

규법화작업이 청규적 궤도에 올랐읍을 의마한다. 

이 「방안」의 원칙에 따라 연변언어연구소에서는 1966년 3월에 「제 1 차 조 

선어 명사 • 술어 규범화의견〔초안)J을 내놓았는데 180개 단어를 규법화하 

였다. 

파공(罷工)→파업， 령건(零件)→부속품， 대관(代歡)-→대부금， 족구(足 

球)→축구， 과본(課本)→교재 

그러나 이런 「방안」은 얼마 안되어 1966년 하반기에 文化大華命이 얼어나 

서 관철시킬 수 없었다. 

@ 1966년 하반기 "-'1976.10 



136 語學없究 第26卷 第 1 號

이 시기는 文化大華命으로 인한 101컨 동란시기언데 í4언무리」의 「左」적 

노선으로 하여 한어가 주요한 자리에 놓이고 조선어는 종속적 지위에 놓이 

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조선어문사업에서 제 2 차 「左」적 편향시기로 

서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업은 위기에 처했다. 

í4인무리」와 그 친신들은 “한어를 借用하는 것은 조선어를 발전시키고 풍 

부히 하는 중요한 원천”이라느니 “조선어문의 수명은 기껏해야 십년 내지 

15년”이라고 악담패설하면서 민족정책과민족어문사업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그리하여 조선어문일꾼들은 ‘特務’， ‘地方民族主義者’ 등의 터무니없는 감 

투를 쓰게 되었고 조선어문기구는 해체되어 건국이래 전례없던 위기에 처했 

다. 따라서 조선어 어휘규뱀화작엽도 기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1969년 3월에 북경 에 서 열 린 조선족 언어 문제 毛澤東思想學習班에 서 「毛

主席著作번역샤엽중에서 명사 • 술어를 처리하는 기본원칙과 구체의견」이 통 

과되었는데 그 기본원칙은 1958년에 제기되었던 한어와의 ‘공동성분증가론’ 

의 재판이었다. 

그 주요원칙은 조선어규법화는 반드시 한어와 조선어의 공동성분의 부단 

한 증가에 유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써오던 ‘로동계급， 독재， 로농동맹， 수당금’ 등을 ‘공인제 

급(I人階級)， 전정 (專政)， 공농련맹 (I農聯盟)， 진태 (律貼)’ 와 같이 한어 

식 말을 쓰도록 강요하였고 한어의 ‘批示， 批語， 掛號費’ 등 단어 를 半音借·

半좁讀안 ‘피시， 피어， 파호비’로 쓰게 하였고 한어의 ‘班子， 申連’등 단어 

들은 ‘반즈， 환랜’으로 즙借하기로 하었다. 

총적으로 이 시기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업은 「左」적 노선의 영향 하에 큰 

좌절을 당하였는바 규법화작업에서는 우리 말 기존단어를 토대로 하여 우리 

말을 醒化할 것인가 아니연 조선어를 한어에 접근시켜 공동성분을 증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렬한 박투가 벌어졌다. 

이 시기 조선 북반부에서 펴낸 「현대조선말사전J (l969)과 「조선문화어사 

전J (l973)이 우리 서사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지만 「左」적 규뱀화기준에 

의하여 초선어규뱀화작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4) 197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76년말 í4인무리」가 축출되고 중국이 점차 開放化의 길에 들어섬에 따 

라 위기에 처했던 조선어문사업이 만회재생되고 륭성발전하게 되었다. í4인 

무리」가 거꾸러진 후 1981년 1월에 열린 ‘제 3 차 전국소수민족어문과학토론 

회’에서는 「左」적 사조를 시정하고 건국이래 어문사엽익 시비문제플 똑똑히 

갈라놓았다. 이에 따라 민족어문정책이 새롭게 관청， 집행되기 시작했고 조 

선민족자치지방에서는 조선어가 한어와 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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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어 어휘규뱀화작업과 민족어문사업을 힘었게 떠밀고 냐가기 

위하여 조선어운사업기관과 규법화기관을 설치하였다. 

중국 조선족들이 주로 吉林省·邊寧省·黑龍江省에 분포되어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 3省의 조선어문사업올 서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7 

년 5월에 「東北 3 省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를 창립하였다. 이 기관에서는 

이미 7차의 東北 3省 조선어문사업 실무회의를 열고 조선어 명사 • 술어， 자 

연과학 기술용어， 번역용어 등 7개 통일안을 토폰， 채택하였다. 

그리고 1981년 5월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어문사업위원회」가 나와 延邊지 

구 조선어문사업과 규뱀화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986년 12월에 

창렵펀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는 중국 조선어를 사정하는 권력기구인데 그 

주요과엽은 조션어 명사 • 술어규뱀화원칙을 제정하고 조선어규범화방안을 

심사하며 조선어규볍화방안의 학습·사용정황을 검사， 지도하고 조선어에 

관계되는 어음·문자·운볍 등의 규뱀화를 책임진다. 1987년 9월에 설렵된 

「연변조선어사정위원회」는 자치주 내의 조선어규뱀화작업을 통일적으로 조 

직하며 조선어 명사·술어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7차의 「漢朝

번역통일안」을 반포하였다. 

또한 延邊에서는 조선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만족어와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치주정부와 各 市·縣 지방국가기관에 觀譯局을 두었 

다. 이 먼역기구는 공문·회의재료를 벤역하고 각종 회의의 번역업무를 수 

행하역 자치 주 내의 기 업 과 사업 기 관의 公印 • 간판 • 상품명 칭 등에 대한 문 
자번역을 책임지고 심사한다. 

상술한 조치로 하여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범화작엽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조직되었고 본격적언 규뱀화작업을 벌이게 되었다. 

1978년 11월에 열린 東北 3 省 조선어문사업 제 2 차 실무회의에서는 「조선 

말 명사 • 술어규뱀화원칙」과 「조선말 명사 • 솔어규범화의 구체적방안」을 채 

택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언어기준을 조션어 기존단어에 두고 새 명사· 

술어는 기존어휘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기로 하였요며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 

어는 알기 쉬운 말로 바꿔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1981년 12월에 열린 東北 3 省 조선어문사엽 제 4 차 실무회의에서 

는 「조선말 자연과학 기술용어의 규법화원칙」과 「조선말 자연과학 기울용어 

규법화의 세칙」을 채택하였다. 

반포된 규범화원칙과 구체적 방안에 근거하여 東北 3 省 조선어문사업 실 

무회의에서는 션후프로 「조선어 명샤 • 술어통일안j， r제 1 차 조선말 자연과학 

기술용어통일안j， r구령에 관한 체육용어통일안j， r한어번역통일안J ， r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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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이름 표기통일안j ， r외국음악가이름 표기통일안j ， r기관 • 공장 • 기엽 

소·사엽소의 조선말명칭통일안」등 7개 통일안을 토론， 채택하였다. 이리하 

여 지난날 언어사용에서 혼란하던 국면을 기본적으로 바로잡게 되었다. 

지금까지 東北 3 省 조선어문사업실무회의와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심의회 

의에서 심의， 사정된 어휘는 도합 2， 890여 개냐 된다. 

조선말 명사 • 술어통일안의 예 : 

가심화(加深化)→심화， 다면수(多面手〕→다기능수， 련환회 (聯歡會)→친 

선모엄， 반성품(半成品)→반제품， 접생원(接生員)→조산원， 포공(包工)→ 

그
 
님
 

도
 
한어어휘번역통일안의 예 : 

細種:입쌀， 밀가루 

服務質量:봉사성 

案件:사건 

批件 : 휘시문 

議價:협의가격 

股金:주금 

중국에서의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업과 조선어문사업은 法的 담보를 받아야 

만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충분히 말휘할 수 있다. 따라서 延

邊에서는 조선어지위와 조선어문사업을 法的으로 담보할 수 있는 法的 文件

을 제정하였다. 

1985년 7월에 반포된 「연변조선족자치주자치조례」는 연변에서의 조선어지 

위플 法的으로 확보하였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이 직무플 집행할 때에는 朝漢 二種언어 • 문자를 통 

용하고 그중 조선문을 主로 삼는다j.(제 18조) 

「조선어문에 대한 연구와 규법화작업을 강화하고 조선어문의 건전한 발 

전을 촉진한다j. (제 19조) 

이와 같이 「조례」에서는 자치주내에서 公用語로서 조선어가 제 1 종 公用

語로 인정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에서는 또한 1988년 7월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엽조례」를 반포하여 조선어가 자치주내의 제 l 종 통용어엄을 재 

천명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선어사용법위블 法的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치주정부에서는 이 「조례」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1989년 8월에 「연변 

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 조선어문 학습 • 사용 상벨실시규정」을 반포하였다. 

이 「규정」에는 처벌은 기한부로 경고해서 시정되지 않는 기관에 2천元야하 

50元이상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했다. 이 罪 g은 각종 표지에 조선문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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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병용하지 않는 기관， 주된 조선문과 부차적인 한문의 위치를 잘옷 놓 

은 기관， 위반된 물건을 맡은 인쇄공장과 도장방 및 미술사， 조선문을 쓰지 

않고 한문만 쓴 보도 및 출판기관 등이다. 

연변에서 반포한 두 「조례」와 「상별실시규정」은 조선어문사업의 立法면에 

서 이룩한 기꺼운 성과의 하나이다. 

한펀 어휘규법화를 위해 연변언어연구소에서는 규뱀사전의 펀찬을 다그쳤 

는데 1980년에는 2만여개의 단어를 올련 「조선어소사전」을 출판하였고 뒤 

이어 새말 5천여개를 올린 「새말시-전J(출판중에 있음)， r조선어어휘규법화 

펀람J (1988)을 펀찬하였다. 지금은 15만여 단어가 올려질 「조선말사전」을 

펴내기 위해 다그치고 있는데 1991년에 편찬을 끌마칠 예청이다. 

또한 중국 조선어학자들은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조선어 어휘규법화작업 

을 이흔적으로 총화하고 땀구하고 있다. 

이회일(1983) ，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뱀화정황， 제 1 차 고려학국제교류

세미나아본문접. 

정경언(1989) ， 어휘규법화에 대한 소견， 조선학연구 제 l 집. 

김상원(1979) ， 의미와 개념의 관계 및 조선어 어휘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연변대학학보 3. 

정경언(1986) ， 해방후 우리 나라의 조선어규범화사업에 대한 개관， 조 

선어문(특간) 

심희섭 (1984) ， 조선어어휘규뱀화과정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학 

흔문집 4. 

박석균(1980) ， 조선어 명사 • 술어규범화의 방향과 원칙에 관하여， 연변 

대학학보 4. 

김현근(1979) ， 조선말에서의 한어화현상에 대하여， 연변대학학보 3. 

리광림(1981)， 조선어의 명사·술어규법화-신사술어를 제정할 문제에 

관하여， 민족어문 1. 

총적으로 이 시기는 언어문제에서 「左」적 펀향이 시정됨에 따라 조선어 

규법화 작업은 연변범위로부터 東北의 각 省內와 나아가 전국에 미쳤고 종 

전의 일반 명사·술어를 규뱀화하던데로부터 자연과학용어를 망라한 여러 

방면의 학술용어까지 그 규법화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어의 영향으로 인 

한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 먼역통일안을 앞세우게 되었다. 

3.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화기준과 어휘규범화원칙 

조선어는 일찍부터 통일된 언어로써 그 규뱀도 하나였다. 조선어표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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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조션 중부방언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 1945 

년 8-15팡복까지 모든 조선민족은 조션 중부방언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조 

선어표준어로 말하고 글을 써왔다. 

그러나 조선남북에 부동한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이 생기고 중국 조선 

어는 중국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환경하에 한어의 영향을 받게 되어 異質化

현상이 생기었다. 따라서 조션어표준어에서 조선북반부에서는 1966년 이래 

1954년 「조선어신철자법」에서 규정한 “標準語는 朝蘇A民사이에 使用되는 

共同性이 가장 많은 現代語가운데 서 이 를 定한다"(총칙 4항) 대 신 평 양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고 조선 남반부에서는 「통일안」의 “현재의 중류사회에서 

쓰이는 서울말” 대신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표준어개정 안 

의 총칙)로 바꾸었다. 

따라서 중국 조선어표준어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 
기된다. 

중국 조선어 어휘규뱀화에서 기준을 확청하는 것은 줄곧 논의의 대상으로 

되었다. 즉 남북조선 중국 등 지구에서 쓰이는 조선어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항상 어휘규법화의 주요한 과제로 되었다. 

조선어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공통언어일 뿐아니라 전반 조선민족 
의 공통언어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의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엽은 중국의 실 
제를 돌보면서 전반 조선민족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미 형성환 기 
존 표준어를 로대로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조선어에 
서는 단독S로 새로운 표준어기준을 내올 필요가 없다. 

중국에셔의 조선어 현상태는 매우 복잡한바 조선어 자체의 방언적 형태도 
다르다. 黑龍江省과 延邊을 제외한 吉林省서부는 동남방언 사용자가 많고 
遺寧省은 서북방언 사용자가 많고 延邊은 동북방언 사용자가 많다. 대체로 
이려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지구에서나 여러 방언 사용자가 두루 점여 
있다. 그리고 延邊은 조션족이 상대적￡로 가장 많이 집중되여있는 곳이지 
만 기다 지역은 많이는 산재하고 었다. 

따라서 중국 자체의 표준어를 이루는 기초방언이란 있을 수 없고 중국 조 
선어 자체의 그 어떤 새로운 규법화기준을 내올 펼요도 없다. 오직 중국실 
제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새로운 어휘와 단어의미를 제외하고는 전체 조선 
민족이 다 알 수 있는 방향에서 이미 형성된 기존표준어를 기초로 하여 어 
휘 규뱀화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어의 同質性을 가강하 
고 의샤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고 문화교류에 유익하다. 

지금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뱀화작업은 1978년 12월에 열련 東北 3 省 조선 
어문사업 제 2 차 실무회의에서 채 택한 「조선말 명사 • 술어의 규뱀화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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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 명사 • 술어의 규범화원칙」과 「조선말 명사 • 술어규법화의 구체적 

방안」 그리고 1981년 12웰 東北 3 省 조선어문사업 제 4 차 실무회의에서 채 

택한 「조선말 자연과학 기술용어의 규멈화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규뱀화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어휘들은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따라 한어단어를 무턱대고 우리 말 漢字좁讀法으로 줍譯한 단 

어나 륨借한 단어가 우리 말에 들어와 순결성을 파괴하는 현상을 견결히 시 

정하고 있다. 

1988년 판 「조선말어휘규뱀편람j에는 버려야 할 한어식 단어가 8백여개나 

된다. 

격 광(激光)→레 이 자， 공고(公告)→공시， 등륙(登陸)→상륙， 반소량(退 

銷鐘)→회 매 곡， 중자탄(中子彈)→중성 자탄， 쾌 보(快報)→속보， 의 론문 

(議論文)→론섣문， 와녁 (健女→녀 잠수원) 

(2) 새 명사 • 술어는 조선말단어조성법에 맞게 만들어 쓰는 것을 원적으 

로한다. 

이 원칙에 따라 새 명사·술어를 우리 말 漢字륨讀法과 한어 원음대로 마 

구 받아들여 우리 말 순결성을 파괴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있다. 

경로원(敬老歸)→양로원， 대과당(大課堂)→합동강의， 교외수업 령도반 
즈(領導班子) →지도부， 무선전기술(無總電技術) • 라지오공학， 4화(四 

化)→네가지 현대화 

(3)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는 되도록 알기 쉬운 말로 바꿔쓰는 것을 원 

칙￡로 한다. 

이 원칙은 말다듬기와 관련되는데 남북조선에서 다같이 다듬은 말은 중국 

조선어에서도 그대로 받아플여 쓴다. 이런 것들은 남북조선에서 똑같은 형 

태로 순화되거나 다듬어진 어휘플이다. 

골라내기(선별)， 나누기(제법)， 가운데귀(중이)， 홀눈(단안)， 내리닮기 

(순행동화)， 어린뿌리(유근)， 빗각기둥(사각주)， 눈물샘(루선) 

그러나 이 작업은 조선어의 同質性과 관련되는 엄숙한 문제이여서 중국 
조선어어휘규법화에서는 삼중한 태도흘 취하고 있으며 아직 본격으로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 

(4) 인명 • 지 명 • 국가명 칭 등은 “원음에 따르고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 에 
쫓아 처리한다. 

아래의 보기에서 ( )속의 것은 한어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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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東京)， 고리 끼 (高爾基)， 로묘니 아(羅馬尼亞)， 위 글족(維홈爾族)， 

우룹치(烏홈木齊)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술용어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쓰며 

기존 자연과학 기술용어는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쫓아 이미 써온 학술용어는 되도록 다른 말로 바꾸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남북조선에서 공동히 쓰는 말은 되도록 그대로 받아들여 

쓰며 남북조선에서 다르게 쓰는 것은 중국의 언어실제에 입각하여 적당히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6) 조션어 어휘체계를 풍부히 할 수 있고 생명력이 있는 방언어휘와 지 

방말은 표준어로 받아들인다. 

남북조선어에서 다같이 표준어로 안상시킨 방언어휘는 중국 조선어에서도 

받아들여 쓴다. 

가리 우다， 풍구， 애 동호박， 아 파리 ，1ìL까옷 

방언어휘를 표준어에 인상시키는 문제도 조선어의 同質性을 보장하는 것 
과 관련되묘로 매우 심중한 문제이다. 따라서 중국 조선어에서는 《방언어휘 
규범화원칙》을 제정하는 중에 있다. 

4. 중국 조선어 어휘규범화작업에서 나서는 문제 

중국에서의 어휘규법화작업은 모든 면에서 다 순리로운 것은 아니다. 한 

나라의 단일민족국가의 위치가 아니라 다민족국가에서의 소수민족 언어의 

위치에 놓언 중국 조선어는 끊임없이 한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 

국에서의 어휘규법화작업은 많은 애로가 있게 된다. 

(1) 표의문자언 한자는 자유롭게 결합시켜 새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 

월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어에서는 이런 펀의를 리용하여 많은 새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새말들을 조선어로 제때에 번역하고 규법화한다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한어 ‘包塵到듭， jffi聊醫生， 組合租，

精加工， 3'뿌鍵’ 등을 우리 말로 번역하여 규법화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은‘농호생산량책임제， 맨발의샤， 조렵식벽장， 정밀가공， 손국 

수’로 규뱀화하여 쓰고 있는데 이런 새말들을 제때에 규법화하지 않는다면 

대중들은 漢字륨讀法이 아니연 원음대로 받아들여 쓰게 된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되고 고유문자가 있는 남북조선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 

을 수 없지만 중국 조선어에서는 우리 말의 醒化를 위하여 새말의 규법화문 

제가 시시각각 급선무로 나선다. 

(2)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화착엽이 주로 서사어의 규법화로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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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어와 구두어의 탈리현상을 조성하였다. 

그래도 서사어의 규범화는 떠밀고 나갈 수 있는데 한어의 영향하에 있는 

구두어는 어떻게 규법화할 것인가가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남북조선과는 

달리 우리 말의 생존과 관련되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서사어에서는 ‘출근’， ‘퇴근’이라고쓰지만 엽말에서는 ‘쌍발(上班)’， ‘싸 

발(下班)’로 씀이 보통이다. 심지어 동사에서도 서사어에서는 규범화를 거 

쳐 ‘예 약하다’ , ‘플어 쥐 다’ 로 쓰지 만 입 말에 서 는 ‘녕 (訂)하다’ , ‘좌GJIO하 

다’로 쓰고 있다. 

따라서 서사어의 규범화로 서사어와 구두어를 과연 통일시킬 수 있는가가 

우려된다. 서사어는 노력만 하면 앞으로 계속 우리 말의 醒化를 유지할 수 

있으나 구두어는 그 장래를 확언하기 어렵다. 이런 현상은 특히 산재지구에 

서 그러하다. 

(3) 본래 조선민족은 하나이며 조선어도 하나이다. 그러나 100여년 전부 

터 조선민족은 중국을 비롯한 일본 • 소련 등 해외 여러 나라에로 분화되어 
나갔고 조선 본로에 서 도 해 방후 남북오로 분화되 었다. 

해외 여러 나라에로 나간 조선민족이나 초선남북의 조선만족들은 그들이 

처한 정치 • 경제 • 문화적 조건과 생활환경이 다르묘로 그들이 쓰는 조선어 
에는 서로 다른 성분이 생기게 되었다. 해외의 조선어나 조선남북의 조선어 

는 모두 同質的언 조선어이기는 하지만 서로 간의 異質的 성분도 적지 않 

다. 이런 異質的 성분들을 규범화하며 조선어의 同質的 성분을 계속 발전시 

켜 나가는 것은 조선민족들 사이의 이해와 협조를 촉진시키고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는데 유조하다. 지금 조선남북지간， 조선남북과 중국 조선어 사 

이에는 적지 않은 異質性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남북조선이 먼 

저 언어규법을 통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중국에서는 연변언어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여러가지 우려 말 사전을 

펴내고 있고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와 연변조선어사정위원회에서는 어휘규법 

화작업을 힘있게 떠밀고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규법에서 어느쪽을 따라야 할 

지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4) 중국에서 조선어는 조선족 사이의 公用語이기에 조선족 사이에는 조 

선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2.3世의 경우 묘국어의 지식이 점차 희박 

해져 의사소통의 불펀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셰이다. 

연변이외의 지역에서 조선어가 통용되지 않는 경향이 많으며 한어가 公通

語이고 한어의 지식 없이는 일상생활의 營흉가 불가능하다. 연변에서도 敢

化市와 같은 지역에서는 인구 45여만 명 가운데서 조선족은 2만 3천여 명으 

로서 5.28%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조선어가 점차 약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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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합적 이중언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런 지역에서는 조선어의 

지위와 역할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법화 작업에서는 우리 말을 어떻게 살려나 

갈 것인가가 시급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참 끄 문 헌 

高永根(1988) ‘南北韓 言語 • 文字의 異質化와 그 克服方案 (1)’ , 周時經學

報 2. 

高永根(1989) ‘南北韓 言語 • 文字의 異質化와 그 克服方案(2)’ , 周時經學

報 3. 

高永根 책엄면집(1990)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金敏洙(1985) 北韓의 國語짧究，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없究所. 

안철호(1987) ‘해방후 40년동안의 중국조선어문사업’， 조선어연구 1.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접펄소조(1984)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1 회일(1983) ‘종국에서의 조선어규법화정황’， 제 1 차 고려학국제교류세마 
나아폰문집. 

정경언(1988) ‘해방후 우리 나라 조선어규법화가 걸어온 걸，’ 조선어연구 2. 
__ (1988) 조선말어휘규범펀람， 연변인만출판사-
__ (1989) ‘중국조선어 어휘규법에 대한 소견’， 조선학연구 제 1 권. 
__ (1989) 조선말어 휘 규범 집 (1),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洪承鍵 編(1988) 연변조선족자치주연구，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細究所.

ABSTRACT 

On the Lexical Standardization of Korean in China 

Gie.Jong Kim 

The Lexical Standardization of Korean is an effort to purify Korean in 
the encirc1ing zone of Chinese. It is necessary because Korean in China 

has been affected by the Chinese through these last decades. 

Since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the Korean.Chinese have made a 

constant effort to keep and use their proud mother-tongue.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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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thing for them lay not in choosing standard Korean between 

the two dialects in Korea (which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dialect) but in emphasizing the homogeneous natures of 

the two and eliminating the heterogeneous elements in Korean. Some 

problems arose during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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