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고찰*

김호정**

1. 셔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 계획(1뻐밍lage planning) l)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로
서 행해지는 국어

시용 설태 연구의 최근 동호탤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샅펴보고자

한다，
언어 계획(language pl때ning)은 역사적으로 언어학과 사회학에서의 두

가지 발견과 관련해서 확립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Fishn뻐1 1968:3).

*이

연구는 강댄학술진흥재단 때4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엽 중

점연구분야 한국근현대연구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II)’에 의하여 이루어졌
음(뼈F 때μ

073 페때)33). 이 논문 발표에 토론을 맏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인

하대 박되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언어 계획(1m핍이age planning)’과 ‘언어 정책(lan맹age p에cy) ’의 관계는 전자를 상위
의 개념으로v 후자를 하위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반대로 보는 관점이 있
다， ‘언어 정잭’을 상위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는 ‘언어 계획과 언어 엽법화’를 하위의
개념으로보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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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임의적이고 비체계적이어서 과학적으로 흥미로울 게 없는 것으

로 간주된 언어적 차이(뻐맹istic differenæs)가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
실 발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유형화된 사회적 변이에 대한 규칙 지배적
인 언어 시용의 발견을 통해서， 언어가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언어 변
화가 사회적 변화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언어 계획

은 ‘바람직한 언어 변화 초래를 위한 노력’으로 ‘언어와 언어 사용의 변화’
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식적인 접근은 1) 시행되어야 할 ‘정책(jX)licy)’， 2) 정책과 관
련된 언어(들)의 ‘선택’， 3) 정책과 선택의 ‘평개라는 중요한 요소를 필요

로 하고， ‘정책’은 진전 단계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위 단계
로 나궐 수 있다{Eastman

1983: 7).2)

a. Forrnulation: 정책의 입안
b. αdification: 정책의 체계화
C.

Elaboration: 정책의 확대

d. 빼Ilementation: 정잭의 실행
Eastman은 정책 입안을 위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
결정된 정책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성문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단계는 정책을 실행시키는 기계적인 수준 이상의 의미

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지뿐만 아니라 정책 수용자의 감정， 태도
가지， 선호도， 관습 등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문화된 정책은
다시 계획된 모든 범위로 확장되는 단계를 거쳐 의도된 언어 변회를 도모

하기 위한 실행의 절차로 이행된다고 한다.
이 같은 일련의 언어 정책 실행화 과정은 사회 ·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2) 다섯 번째 단계논 ‘ev.머uation’(정잭의 평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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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따라서 정책의 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잭의 심의， 결정 및

선택의 준거로서 정책 수용자의 실잘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그들의 사
회 ·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구는 언어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
적인 언어 시용 살태 연구의 결과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니라에서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 차원의 국어 사용 실태 연구는 역사적으로 개화기
의 국문연구소(1907) 활동과 주시경 이능화 등 국문연구소 연구위원들의
개인 보고서， ‘국문연구의정안(1909)에 나타니는 국어에 대한 관찰과 표기
볍에 대한 제얀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현식 (2001:4) 에서는 이들이 본격

적인 국어 사용 실태 조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국어 사용 실태
와 정책 수립의 상관성을 보여 주는 최초의 연구물이라고 평가하고 았다.
그리고 이후 1956년에 문교부의 ‘우리밀- 말수 사용의 잦기 조샤와 1970년
부터 1979년에 걸친 국어 표기법 개정을 위한 각종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

는데，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의 창립을 계기로 국어 실태 조사의 체계적
인 발전이 이룩되었다고 한다 특히 19댄0년 한국사회언어학회의 창립과
역사 199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한 국어정보학 또는 말뭉치 언어학의 방

법론의 도엽은 국어 실태 조사 연구의 질적인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계
기가되었다고한다

그러나 이 같은 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국어 사용 실태 연
구가 비체계적이고 단기적 차원의 연구였다는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반

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기
초 자료의 성격을 갖는 최근의 국어 사용 설태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의 내용과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고
자한다.
본고는 논의의 초점화를 위해 ‘국어 시용 실태’를 ‘국어공동체3) 의 국어
사용 실태4)’라고 정의하고， 논의의 대상을 학문 목적만이 아닌 국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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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국어 시용 실태 연구물들로 한

정한다. 따라서 국어 사용 문제의 계획， 실천이 행정적으로 수행되는 문
화관광부의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 연구 기관으로 정책 기획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국어원5) 의 연구 동향이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
3) 이 때 ‘국어’는 하나의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국어공동체’는 Spolsky(때4) 의 ‘언어공동체 (speech cαrununity)’ 개념 정의에 따라 ‘한
국어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음운론이나 문법상의 공통점파 ^J이점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의 설명대로 이 개념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틀이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얼마나 원하고 있든 흑은 의사소통을 얼마나 할 수 있든 관계

없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4) 최명옥(때)3:5) 에서는 ‘국어 사용 설태’가 ‘국어 실태’ 중에서 언어 사용에 국한된 개
념으로서 언어 사용의 결과인 음성과 문자로 실현된 현상에 대한 실태에 국한된다
고 하였다 따라서 ‘국어 사용 설태’에는 세대별 높임법 사용 실태， 계층별 언어 사용
설태 기업 상품명의 모국어 사용 실태， 표준어 사용 실태 등은 포함되지만 음성이나

문자로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의식 실태 능력 실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국어 실태’는 언어 사용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비교적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데 바탱1 되는 능력에 대한 실태， 언중틀이 국어에 대
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설태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보다 포괄적
인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언어의 사용’을

너무 좁은 범위에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화행 민족지학 흑은 의사소통 민족지학
으로 불리는 인류학적 방법의 언어 연구는 언어 구조보다는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다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정의되고 있대Spolsky 1없; 김재원 외 역 2001). 언어가 사

용되는 상황은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모두 포괄
승F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범
주에서 국어 능력이나 의식 · 태도 행동에 대한 연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가 암으로는 국어공동체의 발전적인 국어생활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토대 연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
할것이다.

5) 검세중(때E)은 국어기본법 제정과 함께 때4년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로 국립국어원
의 위상 강화를 들고 있다 ‘국어정책과’는 ‘국어민족문화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어
분야에 대해서는 국어 관련 법령 엽무 민간단체 지원 업무 등을 남기고는 나머지

엽무를 국립국어원에 념기고 민족문화 진흥 업무에 주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시에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정책 엽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받으면서 병칭도 ‘국립국어원’
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본고도 때4년 이후에 대해서는 ‘국어정책과’，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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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본고의 연구 대상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국어 사용 실태 연구에는 말
뭉치 언어행)의 방법론에 따른 연구 결과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잠시 언급한 대로 이 분야의 연구는 1뺑년대에 발전하71 시책1여，

특히 국어 정보화의 중장기 사업인 ‘세종 계획’의 일환으로 1뾰년부터
때7년까지 10년 간의 계획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07)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내용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논의가 펼

요할 것으로 보아 본 논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어연구원’이라는 명칭 대선에 ‘국어민족문화과’， ‘국립국어원’이라는 명칭을 시용한다.

6)

‘말뭉치 (COl1lUS)’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입말과 글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랴 가지 언어 분석을 할 수 있도
록 만든 표준화되고 전산화된 언어 자료이다. 김용진(때4:83) 에 따르면， 언어 연구의
자료로서 딸뭉치가 부적절하다는 αloms찌r의 주장Ü975년， Sy따actic Structures) 이래，

미국에서는 전체 규모 100만 단어의 미국 글말 말뭉치인

Brown 말뭉치(1ffi'l) 외에

이렇다 할 말뭉치가 구축되지 뭇했다고 한다 다만 소규모의 말뭉치가 산발적을 구

축되어 왔고 영국의 BNC에 대응하는 Arrerican National Corpus(때C)가 현재 구축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영국에서는 I검ncaster~Osto~Bergen(IDB) 말뭉치

0980, 100만 단어

글말)， London~미nd 말뭉치 (1째， 50만 단어 엽말)， 1 억 단어 규모의

입맡글말 혼합 말뭉치인 British National αrpus 즉 BNC(l願')， 그리고 현재 3억 단

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속 확장되어가는 Bank of English 말뭉치가 있다고 한
다. 이러한 말뭉치 언어학의 발달은 분석 대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또 대규모로 활

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7) 국어정보학과 말붕치언어학의 입문을 위해서는 서상규 · 한영균(1'땐)의 「국어정보
학 입문」 참고. 말뭉치의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 어휘 선정 및 사용 실태 조사
를 위한 기초 연구J(국립국어연구원 때낌)， 「서울말 낭독체 발화 말뭉치 사업 J(국립

국어연구원 때G) 참고‘ 한국어 교재， 교파서， 교양， 문학， 신문， 잡지， 대본， 구어 자료
의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어휘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λh(국립국어연구원 때12) 참고. ‘세종계획’에 대해서는 rZl

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J(문화관광부 때X))， r국어 기초자료 구축J (문화
관광부때X))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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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태 연구의 동향
2. 1. 개관
본고는 최근 10년 간의 국어 시용 설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 주로 1體년부터 때E년까지의 ‘국어학 연감(국립국어원)’에서 국어 정
책 관련 연구 논저 목록을 확인하고 「주요 국가의 사회언어학 연구 동향」
(2004)8) 에 설려 있는 ‘사회언어학 연구 논저 목록’을 참고하였다. 이울러
국회 도서관 및 서울 내의 대학교 도서관 두 곳의 도서 목록을 참고하였

다. 그러나 주지한 바와 같이 순수 학문 연구의 목적에서 개인이 수행한
국어 사용 실태 연구 논저들은 제외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연구

과제와 연구자 및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때-뼈뼈
-뼈
一
때-때
一
때-때
-mM

8)

1

실태 연구의 과저|와 연구자 및 연구 시기〉

양명희 국립국어원

청소년 언어생활 설태 연구

최혜웬국립국어원

표준발음실태조사 m

박용젠국립국어원

때4년신어

김문요국립국어원

안전 섣명문의 실태 연구

정희웬국립국어연구원

어문 규정 준수 실태조사W

김선철국립국어연구원

표준발음설태 조사H

박용젠국립국어연구원

2003년 선어

김세중/국립국어연구원

신문 문장분석

김희진 · 허철구/국립국어연구원

국정 연설문의 설태

국립국어원에서 우리의 언어 사용 살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의 목적에
서 열차적으로 주요 국가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성과와 빙법론 및 연구 동향에 관한

각 분야의 글을 모은 것으로서， 부록으로 1때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회언어학 연구
논저 목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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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김문꾀국립국어연구원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

2003

최명옥/문화관광부

국어 실태 지수 개발

때2

최혀l웬국립국어연구원

어문 규범 준수 설태 조사m

2002

조남회국립국어연구원

현대 국어 사용빈도

2002

박용젠국립국어연구원

2에2년 신어

2002

김문오J국립국어연구원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

2002

최혜웬국립국어연구원

표준발음실태조사

2002

김광혜문화관광부

LA 지역의

2002

양명희/국립국어연구원

현진건의 aJ.세기 전반기 단편소설 어휘조사

2

1
」

한국어 교육 설태 조사 연구

때y2

전수태/국립국어연구원

북한방송용어 조사연구

2002

전수태/국립국어연구원

북한신문용어 조사연구

2001

국립국어연구원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2001

김문오J국립국어연구원

법조문의 문장실태 조사

H

2001

전수태/국럽국어연구원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

2001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 발음실태 조사

때1

정경웰문화관광부

남한정착 북한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설 }
태조사연구

2001

국립국어연구원

국어 교사의 표준어 시용 설태 조사

때1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토박이말자료집 W

2001

국립국어연구원

때1년신어

2001

민현식/문화관광부

2001

국립국어연구원

aJ세기 전반기 어휘 조사

aJOO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토박이말자료집

2000

국립국어연구원

2000년 신어

2000

국립국어연구원

교과서 문장설태 연구 3

aJOO

국립국어연구원

aJOO

국립국어연구원

방송 언어 오용설태 조사

?JXXl

국립국어연구원

어문 규범 준수 설태 조사

aJOO

이석주 외(한국국어교육연구회)/

문환관광부

n

국어 λ뽑 설태 지수 개발 맞 짚 방법 l
에관한연구

(2)

m

교과서 문장 살태 연구

2

고등학교 교과

서를중심으로→

I

옥외 광고물 외래어 표기 살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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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국립국어연구원

교과서 띄어쓰기 용례 조사

l앉재

문화관광부

교과서의 어휘 분석 연구

l앉꺼

임동훈/국립국어연구원

1998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토빅이말자료집 H

1998

전수티V국립국어연구원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 남북한 어휘 차 l
이1 르
E
X。시
口←。-←5'..

1997
1997

국립국어연구원

국어 교사의 표준어 사용 설태 조사~I)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1)

1993
199:j

국립국어연구원

신어의 조사 연구(현대시의 신어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됐년신어

교과서 문장 실태 연쿠

1 -중학교 교과서

를중심으로-

위의 〈표 1> 에서 몇 가지 연구 과제는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수행되

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ffi4년에 시작된 「신어」조시는 다음 해인
1995년에도 이루어졌고， 그 이후 2004년까지 네 차례 동안 신어의 의미와

어원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토박이의 발음 및 음운
에 대한 실태 조λh 도 1997년 이후로 1뺑년과 2때년， 2001 년에 각각 조

사되어 네 권의 자료집이 나왔다. 이 외에도 「표준 발음 실태 J (2002, :a뼈)
와 「외래어 발음 실태 J (2001) 등이 있어 국어 발음 및 음운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어문 규범 준수 실태」 역시 지속
적인 관심을 7}지고 조사된 영역이다~:a때년에 시작되어 2때년까지 매

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교과서 문장과 ‘교사의 표준어’ 사
용 실태， ‘신문 및 방송 언어 등’의 오용 설태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 왔다는 것은 ‘어문 규범’의 문제가 국어 시용 실태 연구의 주요한 연구
과제임을 확인시켜 준다.
1998년부터 때2년도에는 북한과 남한의 어휘 재1 를 알아보기 위한 여
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신문과 방송 용어’ 외에도 ‘시나리오’
에 나오는 어휘가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남한정착 북한출신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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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응 설태 조사 연구J(때1)는 북한 출신 주민의 사회 적응 및 언어

적응 실태를 다루고 있디는 점에서 주목된다.
역시 2에1년에는 ‘법률 언어’의 실태가 다뤄졌고， 때2년에는 ‘제품 설명
서의 문장 실태’개 때3년에는 그 후속 연구에 이어 ‘국정 연설문’의 실태
가 연구되었다. 이틀 연구는 그 이전의 연구외는 달리 보다 다양한 국어
사용역 (re멍ster)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내용 영
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안전 설명문의 실태 연구」
(때4)도 이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표

1>

연구 목록에 제시한 연구 과제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 및 내용

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

실태 연구의 대상과 내용 및 빌법론〉

청소년 언어생 | 서울， 대구 지역 고등학교
활 살태
|학년 학생

21 말하기，

튿기， 읽기， 쓰기 생 | 지필 설문
|활， 어휘， 어문 규범 태도 l 조사

표준 발음 실태 | 서울， 얀천， 경기 지역 발화 | 연령， 학력， 출신지에 따른 | 구두 질문

조사III

자

써트가 제공하는 일부 기사| 등재어)의 뜻풀이， 어원

아전 설명문~

어문규정

1야전 설명문(공장， 건설 현장， I O~Á~ ^~nlEol
I ~~ ~l:~~\O ~~')~~~]~~1'1 아저 설며문의
l 기차·지하철 역λh 전동차| L L
。

|’ 내부，

쇼핑 센터， 공공기관 등)

1

1..!..-

1=1

신문， 정부 주요 행정기 |어문 규정 준수

l 관홈페이지

|석

E -illlOlnl I

문제(의미 | 텍스트 분

표기
I|적，, 문법적，r,.,...L.L..'

.>-112개 ηr 방송 프로그램， 잡

*J
'1 지，

실태조사N

1 지법

엘간지와 방송， 인터넷 포털 |선어(때4년 신어， 사전 미 | 텍스트 분

때4년신어

실태 연구

|발음 섣태

I

|

문제석
-'f/
l.!..-

텍스트분
λ}
1
•

연령， 학력， 성별에 따론 발
표준 발음 실태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발화 1음 실태(음운 현상의 실현 구두 질문
조사 rr
자 350명
|양상， 분절음치 단어의 발|지법
읍， 흑은 형태 선호도)

!

때 3년 신어

l

| 일간지와 방송， 인터넷 포털 | 신어(때년 신어， 사전 미 텍스트 분
써트가 제공핸 일부 기사 | 등재어)의 어원， 뜻풀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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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문장분석 일간지 사섣， 칼럼
국정

연설문의 최근 2-3년 동안의 대통령，

총리， 장차관틀의 연설문

설태
제품 설병서의

문장실태연구 2

텍 λE 분

기사문의 오류

λ}}1

텍 λE 분

문장의오류

λ-41

오용 사례(표기， 문법， 의미
적 문제)

제품설명서

전국의 %명(설문조새， 전
국어설태지수 국의

고등학생

텍 λE 분
λ
←g

지펄설문

이상 국민 국어 의식， 능력

조샤측정
1016명(측정 시험)， 방송， 선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빈도 시험，텍스

개발

문， 인터넷 등(텍 λE 분석)

어문규범 준수
실태조사m

트분석

어문 규범 준수(맞춤법， 표
방송， 신문， 인터넷 훔페이지 준어， 표기) 및 어휘， 문법，
문장， 표현등의 문제
신어(선조어， 사전 미등재

2002년 선어

중앙일간지， 방송

어)의 뜻풀이， 어원， 용례，
출전제시

제품 설명서의
문장실태

1

제품섣명서

텍 λE 분
λ
←g

텍 λE 분

λ「4
텍人 E 분

용어，표현

λ
←g

뭔끈프분석

표준발읍실태 출생지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인화자

조사

‘표준 발음법’과 현실 발음 (제보자가
비교， 현 시대 표준어 화자 낭독한문
들의 발음기록

장을전사

하여분석)
국어 교육실태

LA 지역 한국어 교육 기관
LA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지필설문
LA 지역 대학생 • 고등학생，

조사연구

학부모，교사

LA

지역의 한

현진건의

20세

기 전반기 단편
소설 어휘조사

현진건이

(교육기관별 %댐등)

20세기

전반기에

발표한 단편소설 'l1편 등

조사

텍人 E 분

어휘조사

λ-게1

북한방송용어 북한의 라디오 방송 및 πr 북한에서만 쓰이는 용어의 텍 AE 분
조사연구

방송(북한위성) 언어

북한선문용어 북한 신문(로동신문， 평양신 북한에서만 쓰이는
조사

법조문의 문장
실태조사

문， 문학얼보)
볍조문(주로 ‘민법’， 일부 ‘도
로교통법’，

‘주택임대차보호

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

λ-f1

의미， 용례 조사
어휘，

구의 의미， 용례 조사

텍 λE 분

λ「}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

텍 λE 분

문법에 어긋난사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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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등기법’， ‘의료법’， ‘법원조
직법’， ‘형법’ 등의 예를 참조)
어문규범 준수
살태조사 n
복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연구
외래어 발음실
태조사

정부 홈페이지， 방송， 선문 어문 규범의 준수 여부， 어
텍 λE 분
광고， 잡지， 외국인을 위한 휘의 적절성 여부， 문법에
석
맞는지 여부 등의 살태 조사
한국어 교재， 학습지
남한 말과 비교하여 나타나
북한 영화 대본 34편

는표기의 차이와단어 및
구의 의미 차이

텍 λE 분

서기

지펄설문
열반인 ?JJ7명， 아나운서 34명 외래어의 현실 발음설태

짧분델 l

남한정착 북한

출신주만의 언
어적응실태 조

한국의 북한 이탈 주민 100명

사회 적응과 언어 적응， 어 지필설문
휘 적응설태 조사

조사

사연구
국어 교사의 표 전국 고등학교 국어 교시~22
준어사용살태 명)의 수엽 발해1교시 수업 표준어 사용살태
시간의 자연 발화)

조사n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W

서울말의 발음과 음운론적
50대 서울 토박인 10명 대상 특정(사이시옷， 음장， 이중
모음， 모음조화 움라우트 등)

2001년 선어

전반기

어휘 조사 (2)

지법

λ
가}

λ「P

국어 문화지수(의식， 능력， 행
::는 • 1;5ζ→ 。 jl

디
!:11. 서。 δ나1

조사방법
20세기

구두질문

중앙 얻간지 중섬， 인터넷 검 신어의 출처 및 원어 ·뜻풀 텍 AE 분

국어 사용살태
지수 개발 및

텍 λE 분
λ←}1

동， 환경， 정책 지수) 조사 방
법론을 위한 예비 실험 조사

염상섭의 단편 소셜 37편

어휘 부F굴 및 정리

지펼설문
조사
텍 λE 분
λ-41

서울말의 특성을 자료로 기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m

3대 이^d-이 서울에 거주한
토빅이

화자 10명 (60대~!ll

대)

록·보존， 방언 연구와 표

준어 확립의 기초자료제 구두질문
공(서울 토박이말의 어형을 지볍
확인하여 표준어 사정에 참

고자료로활용)
2000년 선어

주요중앙일간지

신어(‘표순국어대사전’ 미등 텍 λE 분
재어) 조사와뜻풀이

λ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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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문장실
태 연구m

초등학교 1,2 학년 교과서

중학교(읍악， 미술， 체육) 교
과서

교과서문장설

띄어쓰기의 교육적 측면 고 텍 λE 분
jζH

고등학교 교과서 7종 9권(국

λ
←q

텍人 E 분

태 연구 R

어(상)，(하)， 국새상)，(해， 공 표기， 어휘， 문장， 문단 등
통사회(상)， 윤리， 경제， 정치

방송언어 오용

TV 방송연예 • 오락， 어린이，

오용 사례(표기， 어휘， 문법，

터êJ λE 브
ι

실태조사

다큐멘터리， 드라마)

문장， 표현， 기타， 발음)

λ-41

λ←41

어문규범 준수 방송，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어문 규범 준수(표기， 어휘， 텍 λE
실태조사 I
아동도서， 만화
문법， 문장 표현 등의 문제) λ「4
옥외 광고물외
래어 표기 실태
조사연구
교과서

띄어쓰

기용례조사
교과서의

어휘

분석
교과서문장설
태 연구 I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H

북한문학작품
의 어휘

옥외 광고뭘상호 간판， 계몽
선전용현수막등)

5, 6차

1종 교과서

외래어 사용과 표기 실태

텍 λE 분

(어종， 어원， 엽종별， 구주 석，
문자별 설태)
띄어쓰기

초등학교교과서

어휘

중학교교과서

투
1」L찌。l

서울 토박이 화지-(3대 이상
이 서울 주로 종로구와 중구 어휘， 문법， 음운조사
에거주)

1970년대 후반부터 19m년대
에 걸쳐 북한에서 간행된 장 남북한어휘 차이 조사

편 소설 24책

분

지펄

설문조사
텍 λE 분
λ-}7

텍 λE 분
λ)}1

텍 λE 분
λ
←q

구두질문
지법
텍 λE 분
λ
←q

교사틀의 표준어 및 방연

국어 교사의 표

지펠 설문
교육실
조사
태 벚 교육에 대한의견

준어 사용실태 전국초·중·고등학교교사 사용실태， 태도
조사-(I)
서울 토박이말 깨대 전후의 서울 토박이 (3대
자료집(I)
신어의 조사연
구

1995년신어

이상이 서울에 거주)
현대시
얼간지

서울말의 음운및 발음

구두절문

지법

신어(현대의 문헌어써 사용 텍 λE 분
된 미등재어)
선어

-6、97
텍 λE 분
λ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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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태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는가

는 어떠한 이론을 선택딴가에 달려 있다. 본 절에서는 〈표 2>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최근의 국어 사용 실태 연구가 ‘무엇’을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관
점을 조망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표 2>에 제시된 연구 과제들은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와 그것

을 다루고 있는 내용 영역에 따라 ‘국어 특질’， ‘국어 능력’， ‘국어 의식 · 태
도’， ‘국어 생활’로 나뉘고 그것은 다시 국어 시용자인 ‘화자f필자의 특정’

또는 국어 ‘시용역 (n탱ister)9l’에 대한 언어 사용 실태 연구로 분류된다. 이
에 따라서 연구 과제들의 연구 범위와 주제의 선호 경향을 파악할 수 있
다. 그 경향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어 특질’은 다시 ‘국어의 발음 및 음운， 어휘 문장의 특질
과 사용 실태’， ‘국어 능력’은 ‘어문 규범 준수 능력과 국어 적응 능력’， ‘국
어 의식 · 태도’는 ‘어문 규범에 대한 태도， (한)국어에 대한 의식， 국어 정

책에 대한 의식’ ‘국어 생활’은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생활’ 연구로
하위 구분된다. 국어 사용자인 화자f필자의 특질’은 ‘화자/필자의 연령， 지
역， 성별에 따른 특질’， ‘국어 사용역’은 ‘신문 · 방송 · 인터넷 언어 10)， 광고

9) 사용역 (re밍Sκr)은 언어의 ‘사용 상황’파 관련된 변이형이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이형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 사용하게 되므로， 언어 사용
상황을 알고 있으면 사용될 언어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사용역 연구의 주

장이라고 한다(김용진 때4:92). ‘사용역’과 엄말하게 구분되기도 하고 유사어 흑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화체 (style)， 장르(genre)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Fer맹son(l994) 참고.
10) 이 세 영역의 언어 사용 OJ:상은 각기 연구될 필요가 있고， 또 각기 연구가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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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육 언어， 법률 언어， 문학 언어， 연설 언어， 설명 언어’로 나뀐다.

연구 과제들은 예컨대， ‘표준 발읍 실태 조새의 경우처럼 ‘발음’이라는 국

어의 특질을 다루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발화자들’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특정’에 따른 ‘국어 특절’ 연구로 분류된다. ‘신
문 문장 분석’의 경우는 ‘신문’이라는 매체 환경에서 l 국어 문장의 특질’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 문장의 특질’과 ‘신문 언어 사용역’에 대한
연구로분류된다

〈표

3

실태 연구의 내용 영역〉

국어 특절
내용영역

HElS口L

및

어휘

nc u。-

화자/펼자의 특정

6

신문·방송·
인터넷 언어

r

e

문장
l!)

어문
규범

능력

l

6
9

6

1

4

국어

능력

l

국어 의식 ·태도

국어 생활

국어

어문 (한)

국어

말하기

읽기·

31
셔주。L

규범 국어

Àd 치「l

·듣기

쓰기

능력

태도 의식 의식

생활

생활

l

2

3

1

2

3

1

l

광고 언어

싫§

교육언어

e

문학언어

r

국어 능력

법률언어

6

연설언어

1

설명 언어
계

총계

3
6

33

15

1

54

3

6

1
2

했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이 모두 하나의 과제 안에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하여 하나의 범주로 제시한 것이다

11) 문장 설태 연구는 문장 차원의 문제만을 다루기보디는 표기， 어휘， 통사 의미의 문
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문장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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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는 ‘발읍 및 읍
운’， ‘어휘’， ‘문징J차원의 ‘국어 특질’에 대한 연구가 ‘국어 능력’， ‘의식 · 태
도’， ‘생활’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발
음 및 읍운’은 발화자의 지역별 특성을 중심으로 연령 및 성별 특징이 조

사되었다. 어휘 사용 실태의 특정은 화째필자의 지역에 따른 변이

(vari따ion)가 고려되었고 ‘신문 · 방송 인터넷 언어’ 사용역에 대한 실태
o

조λ까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문장 차원의 실태 연구 역시 ‘신문 · 방
송 · 인터넷’ 사용역에 대한 실태 조사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률 언어， 국정 연설 언어， 제품 설명 언어와 같이 보다 다양한 사용역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이들 외에 ‘국어 능력’이나 ‘국어 의식 • 태도’， ‘국어 생활에 대한 연구
로 몇몇 연구물의 성과가 눈에 띈다 r 국어 사용 실태 지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J (민현식 때1)는 국어 문화의 요소로 ‘의식， 능력， 특질，
행동， 환경， 정책’의 6대 요소를 들고 이들마다 국어 문화 지수를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비 설험 조사로 ‘국어 규범 능력’과 ‘국어 의식’， ‘국
어 정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남한 정
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조사 연구J( 정경일 2(01)는 ‘북한 출
신 주민의 언어 사용이 어떻게 다른캐라는 기존의 연구 주제와는 달리

그틀의 언어 적응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물틀과의
차별성이 인정된다. 서울 대구 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말하기， 듣

기， 입기， 쓰기 생활과 ‘어문 규범 태도’를 조사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청
소년 언어생활 실태」 역시 ‘언어 구조’ 자체보다는 ‘언어 생활’의 섣태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들은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 특질’에 대한 연구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이
러한 경홍판 버단 〈표 3>에서 확인되는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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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표(2004:148←151) 에서는 1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문헌 수를 ‘언어 행동， 언어 생활， 언어 접촉， 언어 변화，
언어 의식， 언어 습득， 방법론 등’의 부문에 따라 비교하고 있는 임영철

(1995)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경우 특히 ‘언어 행동， 언어 의
식， 언어 변화 등’과 같이 국민의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민의 언어 생활의 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국민
언어생활의 설태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연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
립국어원 같은 국7까관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의 조사를 계획하고 설시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자료 대상은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론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국어 사용 실태 연구 영역이 ‘국어 특절’ 연구에 집중
됨에 따라 연구 방법론도 언어 구조의 특정을 밝히는 텍스트 분석 방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에 제시한 연구 방볍론은
다읍의 〈표 4>와 같이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과제 수가 파악된다.

〈표

텍 λE

분석
연구

과제수

31

지필
냥}크IIjr

조사

5

실태 연구의 료법론〉

4

지필

텍人 E

터
-1l 까、 E

구두

설문

분석·지

분석·지팔

질문지볍

조사·질

펼설문
조사

설문조사

문지법

6

합계

·측정 시험

45

가장 많이 시용되고 있는 텍스트 자료 분석 방법으로 글말의 경우는，
법률문이나 제품 섣명서 등의 텍스트를 수집하여 어휘， 문장 차원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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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언어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다. 입말의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

가 수집， 분석되고 있었다. 첫째는 방송 등의 입말을 녹취한 후에 분석하

는 방법이다. 둘째는 국어의 발음 살태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의 대상으로 선정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제보자틀이 자연스럽게 낭독
한 것을 녹음하여 전사한 후에 분석하는 것이다.
구두 질문지법 역시 발음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된 것

이다 미리 마련된 절문지에 띠라 조사자들이 제보자들에게 질의하여 얻
은 대답을 녹음한 뒤 전사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설문 조사 방법은 통

계적으로 분석 기능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조사
기법이지만，<표 4>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텍스트 자료 분석 방법에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 편이다. ‘지펄 섣문 조사와 구두 질문지
법’， ‘텍스트 분석 및 지펄 설문 조샤와 ‘텍스트 분석 · 지필 설문 조사 ,
측정 시험’ 방법도 각기 한 차례 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설태 연구 방법론의 경향은 지금까지의 국어 사용 실태 연구

가 ‘미시적인 차원’의 언어 구조와 ‘규범적인 언어 시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편중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언어
조사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언어 변화 등에 관련된 사회계층 등의 연

구가 상당히 드물고(이동은 2004:29) ,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
족하다(임영철 1995)는 지적과도 상통한다.

3 설태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왜 향후 과제
향후의 발전적인 국어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국어공동체의 다양한 국

어 사용 실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눈 명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
고 있는 바이다. 민현식 (2002:75 η) 에서는 실태 조사와 그 방법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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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을 특히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CD

민간 차원의 실태 조사가 가지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객관적， 과학적 실

태 조사를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 세계화 시대에 외국의 언어 정책과 비교하여 범세계적 차원에서 국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어 정책 지표 수립을 위한 개관적 실태 조사
가이루어져야한다

@ 국어 정책의 체계적 평가를 위해 펼요하다.
@ 국어학의 학문 영역을 선지식 학문 영역으로 활성화하려면 국어 실태
조사론과 같은 분야도 사회언어학 국어정책학의 한 하위 영역으로 발
전할가능성이 크다.

본고도 위와 같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앞서 2장에서 논의한 최근의
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동향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을 근거로 향후의 과제

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크게， 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제안한다

(1) 국어 사용 실태 연구는 국어공동체의 실질적인 국어 생활 문화를 총체
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어 사용 살태 연구의 목적은
국어공동체의 국어 생활 문화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국어 정책의 수립을 도와주는 데 있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국어

사용의 설태 연구는 언어의 구조만이 아닌 언어 사용자 주체의 언어 의식
과 태도 행동에서 더 나아가 총체적인 언어 생활 상을 관찰하고 분석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국어 사
용 실태 연구는 주로 ‘국어의 특질’을 밝히려는 연구에 치중해 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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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언어략이라는 술어가 받아들여지
기 전인 1940년대 후반부터 이미 ‘언어 생활의 정형성， 언어 생활 유형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홍민
표 2에4) 와 비교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 행동’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고 언어 구조를 이용해
서 이루어지는 개인과 개인의 의사소통 행동을 뜻한다 따라서 언어 행동
연구의 범위는 언어 변이로서의 좁은 의미의 음성 언어 형식뿐만 아니라

음성의 대소， 억양， 제스터， 표정 등 언어에 수반되는부언어 (p때m밍Jage)，
언어로부터 독립한 비언어적 행동 등을 포함한대홍민표 때4). 이와 비슷
한 분야로서의 ‘언어 생활’은 일상 생활 속에서의 언어 모습， 즉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행하는 언어 행동의 총칭으로 정의된대임영철

1995).

따라서 ‘언어 행동’이 개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

는 데 비해서 ‘언어 생활’은 각종 언어 행동이 축적된 상태에서 총체적으
로 언어의 운용 유형을 파악하려고 ß"}논 입장이라는 점에서 쩨점이 설

명되고 있다 언어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언어 정책 입안의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언어 형식’ 외에도 ‘언어 행동’과 그러한 언어 행동의 총칭으로서의
‘언어 생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2)

(낀 국어 사용 실태 연구는 국어 사용자인 ‘화재필자의 특징’과 ‘사용역

(register)'OIl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표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화자f필자의 특정은 주로 ‘국어의 발
음 및 음운의 특질’과 관련해서 일부의 지역적인 특정이 가장 많이 고려

12) 때4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을 l:l}T면서 ‘어문살태연구부’를
‘국어생활부’로 바꾼 것도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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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부분적으로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화

깨필자는 언어 사용의 주체라는 점에서 그 특징에 따른 언어 변이는 물
론이고 언어 행동이나 의식 • 표현 등의 문제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되
어야할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언어 시용역에 대한 여러 7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언어 사용역의 특정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언어 사용역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공공의 언어 사용역의 문제에만 편중되어 있었디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SIX>lsky(1998;김재원 외 역 2001:얘)에 의하면， 사회적 상횡을 분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 상황을 장소 역할 관계 및 대화 주제라는 세 가지 분
명한 특정틀을 7}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배 영역
(domain) 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가장 일반적인 영역은 ‘가정’

이라고 한다. 영역은 언어의 선택 및 행동을 규정한디슨 점에서 중요하게

연구될 펼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영
역으로 범주화되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언어 생활이 거의 다
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적인 관계’ 및 ‘대화 주제’

에 있어서의 언어 행동이나 태도 등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
다

(3) 실태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기존과 같이 음운， 어휘， 문장이라는 미
시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언어가 실체화되는 담화 차원으로 확장되

어야한다

국어 정책은 국어 생활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지향한다는 목

표와 그 목표의 실행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특히 국어교육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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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그렇다면 국어 생활의 창조적이고 발

전적인 방향이란 무엇인가 김광해 (1996)는 ‘국어의 발전’ 양상이란 국어가

머리 속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도구로서 충분하게 잘 기능하도록
발전하는 국면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국어 생활

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은 국어 생활의 주체인 국어공동체가 국어라는
언어로 보다 적점하고 풍부한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
을뜻한다고하겠다.
이때의 언어 생활은 언어의 표현과 이해의 활동으로 구체화하여 논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공동체의 적절하고 풍부한 언어 생활을 도모하기 위
한 바람직한 국어 정잭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국어 사용 실태 연구는 우
선적으로 국어 사용자 주체의 표현과 이해 활동 및 능력의 설체를 밝히

고， 더 나아가서는 표현과 이해 능력의 신장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 방향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의 표현파 이해가 행

해지는 담화 차원의 연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운과 어
휘， 문장 차원의 언어 분석은 언어 시용의 일부를 따로 떼어 보여주므로
언어 사용의 총체적인 실현 %ν상을 밝혀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창조적이
고 발전적인 언어 사용 활동(표현과 이해 활동)의 모습을 제안하고 계획
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표현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표현 능력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
떻게 신장될 수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즉， 표현 활동이 실현되는 실제

모습이 연구되고 그것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태소
나 어휘 흑은 문장이라는 대상 언어의 구조를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언어 표현 능력을 선장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의 발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국어 사용 설태 연구

13) 언어 계획과 언어 교육의 밀접한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Eastrr뻐lWl83:61， 82-g-))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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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 시용의 기본 단위가 되는 담화 차원의 분석으로까지 그 분석의
단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국어 사용 실태 연구
에서 담화 차원의 언어 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어 교사의 표

준어 사용 설태 조사 II J (때1)를 위해서 고등학교 국어 교사 22명의 수업
시간 발화가 녹취된 경우에도 교사의 표준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눈 목
적에서 학생틀의 발화는 제외되고 교사의 발화만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눈 교사의 수업 중 발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의미
가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담화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4)

국어 사용 실태 연구는 실제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밤
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언어 계획의 문제는 언어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성격이

강한 문제이대임영철 외 옮김 1995:1깨).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및 인류

학 등 제 사회과학 분야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언어 정책이 수립되고 그러
한 언어 정책의 수행을 통해 바람직한 언어 태도와 정서 및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언어 사용법이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 계획의 이 같은
다학문 연계적인 성격에 따라， 언어 계획을 위한 언어 연구는 언어 자체
보다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연구하고 이
를 위한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SjXllsky(l998; 김재원 외 역 2001:11) 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자
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과

관찰된 자료를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전자는， 세심하게 계획된

절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응답 자료들을 분석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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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결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후자는， 하나의 문화 속에 있

는 개인적 발화행위를 다른 문회들 속애서 관찰된 발화행위의 패턴들과
비교하는 데 익숙한 민족지학적인 방법으로서， 주의 갚게 관찰한 언어 정
황이나 언어 행동 등을 세밀하게 기술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국어 시용 실태 연구에 있어서도 전자의 계량분석적인 자료 처리 및
해석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의 필요성

이 제기된 바 있다. 민현식 (2에1 때12:η깨)은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
로， 1) 사용 실태 조사의 구체적인 항목이 설정되어야 하고， 2)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조사 방법론이 확보되어야 하며， 3) 조사 집단의 신뢰도를 높이

고.， 4) 광범위한 조사 방법과 다양한 매체를 시도하되 5) 이 같은 계량분
석 연구가 단순한 통계 조사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디는 점을 강조하였

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조사 방법의 대안으로 ‘국어 사용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국어 문화 지수’의 측정 항목을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예비실
험을 통해 일부 항목의 문화 지수를 직접 산출하였다{r 국어 사용 실태 지

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J

2001).

이어 2003년도에 국어정책과의

정책 과제로 공모하여 나온 결과물의 하나인 r 국어 실태 지수 개발J(최명

옥 · 권영민)은 민현식 (2001) 의 후속 정책 연구로서， 국어 문화 지수 영역
을 3대 영역으로 수정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국어 의식’과 ‘국어 능력’의

일부 항목과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빈도’를 측정승벼 국어 문화 지수의
일부를 산출하였다. 이 같은 연구물틀은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국어 사
용 설태 연구의 내용 영역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계량분석적 방법론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이틀 연구에서 제시

한 국어 문화 요소 전반에 대한 국어 실태 지수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어 발전적인 국어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체
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polsky(l998; 김재원 외 역 2(01)는 이 같은 계량분석적인 사회언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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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민족지학적인 질적 연구 방법론이 상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
다: 1997년에 이루어진 「국어 교사의 표준어 시용 실태 조사

1J 의

연구

방법론(p. 2) 에는 언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수행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잘 드러나 있다

교사들의 언어 사용 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설제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또는 평소에 방언과 표준어 중에서 어떤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하

는지 자연 발회를 녹음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방언 사용과 관
련된 문제는 ‘표준어는 바르고 옳은 말’이며 ‘사투리는 나쁘고 고쳐야 할 말
이라는 화자의 의식이 개입하기 쉬운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사용 양상을 알아내려면 인류학의 참여 관찰과 같은 방법을 통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조사는 많은 시간과 인력과 경비가 필요하
다. 연구 첫 해인 올해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부로， 앞으로 있을
본조사에 대비한 예비조사로서 질문지를 통한 간접 조사의 방식을 사용한
다.

「국어 교사의 표준어 시용 실태 조사 11 J 가 이루어진 2애1 년에는 국어

교사 22명의 수업 중 자연 발화를 녹취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

이다. 그러나 상기한 대로， 조사의 목적이 규범적인 언어 사용 준수 여부
에 있어， 교실 수업 담화 상황이라는 사용역의 특정에 따른 교사의 언어

사용 실태가 관갚 기술되고 분석된 것은 아니다
〈표 4>에서 드러니란 바와 같이 국어 실태 연구가 두세 가지 방법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향은 다른 국기들의 언어 설태 연구와 비

교된다: 1930년대에서 1뺑년대에 결쳐 F뼈1 뻐퍼day-Sinclair로 이어지는
영국 언어학의 전통은 언어 사용의 ‘상행context)’을 중시하여 일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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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제로 사용된 표현을 대상으로 Wùliam Labov식의 변이형 연구와 벼rvey

Sacks식의 대회분석 (conversation an퍼ysis)을 응용한 방법이 받이들여졌음
을 볼 수 있대김용진 2004: 80 82). 1960년대 말 Wùliam 1껑bov의 사회언어
•

조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미국의 사회언어 변수에 대한 연구는， 이후 19m
년대에 방대한 담화 분석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게 됨에 따라 ‘정량적 변

이 연구에서부터 정성적 연구’로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
대이동은 2예4:32-36) ，

얼본에서는 1933년에 긴다이치 교스케의 「言語昭究」에서 언어생활이
라는 술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948년에 설립된 국립국어연구소 설치
법 제1조에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과학적 조사」가 언급된 이

후에， 1951년부터 1988년까지 40년 간 발행된 「언어생활」이라는 잡지를 통
해서 다양한 언어 실태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한
대임영철 1995) 예컨대， 지역사회의 실태 조샤 ‘장면 (situation) 에 대한
연구와 개인의 언어행동 조사와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 매스커뮤니케이
션의 문제가 연구되었고 이 외에도 담화(회화) 분석과 문화적 · 사회적
배경과 언어의 관계 등이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1974

년과 1975년에 24시간을 동행 취재하는 형식으로 개개인의 언어 사용 실

태를 기록해} 분석히는 연구(홍민표 2에4)가 이루어질 만큼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론이 행해진 일본의 경우는 우리의 실태 연구 방법론과 대조되
는측면이 있다
언어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민족지학적인 방법론은 시
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언어 계획을 위
한 언어 연구가 언어 체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 체계가 실

체화되는 양상을 사회문화적인 상황에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
어 행동 더 니깅f가서는 언어 생활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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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계획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의 최소회를 추
구히는 방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언어 시용 실태 연구에 대한 정량적 변이 연구

와 정성적 연구는 상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에 대한 태도와 행위
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시용되는 가장 보

편적인 기법은 설문 조시아다. 이 방법은 같은 질문이라도 여러 가지로
해봄으로써 응답의 신뢰도를 얻고， 세심하게 질문을 만들어 분석되어야
할 사항틀로부터 초점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처럼 특정 문제에 매우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응답자는 조λ까
가 알고 싶어하는 답을 생각해서 그 대답을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
섣문지가 미리 만틀어져 있기 때문에 니중에 생겨 날 수도 있는 의미 있
는 질문을 추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대Spols때

1998; 김재원 외 역

때11:13). 따라서 조사자눈 사회언어학적 인터뷰(socioli명띠stic int때ew)
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화자가 의식하지 않거나 멀 의식하는 상태에서의

발화 상황 자료를 수집히는 방법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화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발화가 자료로써 분석된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윤리적
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보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자료나 자료 분석

방법이 이루어지고， 조사자가 이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

받고 있다(Eastman 1983:1뺑).
한편， 피험자의 유형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터뷰 조사 방법의

단점은 패널 (panel)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디-(Spolsky
1998;김재원 외 역

2001:13). 예컨대， 20년 전 조사와 통일한 피조사자를 추

적 조사하여 동일 개인의 20년간의 경어 사용과 경어 의식을 비교하는 것
이 그것이다. 또는 20년 전 조사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 수볍으로 샘플

링 한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일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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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조사 방법을 통해서 지역 사회 전체의 언어 변

화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들 방법 외에， 언어 형식의 표현(실체화) 행위로서의 담화 분석은 담
화의 상황과 표현(실체화) 행위의 관계가 분석된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
설태의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 된다. 상황과 표현(설체화) 행위의 관계는
언어 행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논 것으로 설
명되고 있대전춘명 때4:21). 그러나 〈표 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의 국어 사용 실태 분석을 위한 언어 자료 분석은 언어 사용의 결과물로

서의 언어 구조를 밝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언어 행동이나 언어 생활의
실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언어
사용역에 대한 담화 분석 방법론을 원용하여 국어 사용 설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체계화되기를 기대한다.

4. 캘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국어 시용 실태 연구의 내
용 및 방법론의 경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를 탐색해 보

았다
〈표 3> 에 정리되는 바와 같이 본고에서 삼펴 본 국어 시용의 실태 연
구틀은 ‘국어 특절’， ‘국어 능력’， ‘국어 의식 • 태도’， ‘국어 생활’과 ‘국어 사

용 화자/필자의 특정’ 및 ‘국어 사용역’에 대한 내용 연구로 분류될 수 있
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의 몇몇 연구물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

은， ‘화자f필자의 특정’에 따른 ‘국어의 특절’이나 공공의 언어 사용역에 있
어서의 언어 구조로서의 ‘국어 특질’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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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구 내용의 편향성은 연구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쳐 언어 사용 결과
자료로서의 텍스트 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에서 지펼 설문 조사

나 구두 질문지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표 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어 사용 실태 연구가 국어공동체의 총체적인 국어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어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적인 즉변에서 펼요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표 3>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연구 결괴물이 산출되었거나 아
예 산출되지 않은 내용 영역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언어 계획을 위한 언어 연구가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어 자체의 특질만이 아니라‘언어 의식 · 태도’， ‘언어 능
력’ 및 ‘언어 행동’을 연구하여 총체적인 ‘언어 생활’ 상을 밝힐 수 있는 연
구로 나。f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화지f펼자의 특정’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인 특징 외에도 언어 사용의
주체자로서의 다양한 특징이 논의되어야 하고 ‘언어 사용역’에 있어서는
공공의 언어 사용역 외에 사적인 영역에 대한 언어 태도나 행동 등의 문

제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국어 시용 실태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량적 변이 연구와 함께
정성적 연구가 상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방안도 소략

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국어 사용 실태 연구에서 발화 정황을 직
접 관찰하고 기술， 분석하는 민족지학적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실태 연구 방법으로 설문 조샤 사회언어학적 인터뷰，

패널 조샤 담화 분석 방법론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본고의 논의가 보다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한정하고 있는 시
기에 누락된 연구 대상 자료가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 대
상 자료의 범위도 통시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시대별로 비교하는 것이 가
능하도록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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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Researches in Actual State
of Korean Language Use

Ki m, Ho-Jung

πus

study aims to consider what should be done in the research on actual state

of Korean language use in terrns of contents and
lar웹lage

for the future

plan.

The researches

p앉formed

collec않d

planning have been
exarnm어

m라hodology

from 1!D3 to 2005 for the purpose of
and

analyZE녔

lar핍uage

to know what contents were mainly

by what kind of methods. As the result of examination and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reseéαches

on actual

Kon얹nlar핑uage

use have been focused

more on the features of language than the awareness/attitude of

lan밍lage，

the

ability of language use, the language behaviour, or language life. In order to make
desirable language plan, the

res얹rch

needs to be done to the extent that the actual

Korean langu맹e life is ex뼈n떠 to lang떠ge planners based on the consciousness/

attitude of

lar핑uage

and the

1혀핑뻐ge

behaviour.

The research on the features of spe밟er/writer n뼈s to 뼈 considered regarding
nα o띠y f，얹따es

of some local areas but also other features of speaker/writer as

subjects of Korean

lar핑uage

community. Wìth regard to the

l'많없ch

of registers,

the necessities for the private study was suggested.
The reason why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n뼈ed

was

expl머ned

while this paper

suggest어

res얹rch

are complementarily

the way they can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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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많cially，

existing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lar핑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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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lacked

ethnographic methods with which researchers observe, describe and analyze the
state of

s뼈떠1.

To understand real state of Korean language use, not

lan맹age

fun떠men때 res얹rch

such as

consiruction or system itself, diverse methods of
quesLionnaire

SUJπey， sociolir핑uistic

interview,

대nel，

discourse analysis were

discussed for language planning.
[Key Words] researches on actual state of language use, language features ,
lan밍lage

ability, lan밍lage awareness/atLi tude, lan밍lage life, feahπes

of speaker/writer, register, quanLitaLiv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res얹rch

method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