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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연쿠원 소식
1. 국립국어연구원 1991 년도 조사 연구 사업 보고서 발행
국렵국어연구원은 개원 첫 해언 1991 년도의 조사 연구 사업 성과를 다음

과 같이 보고서로 발행하였다.

(1) ‘국어 순화 차료집’

(2) ‘우리 나라 한자의 약체 조사’
(3)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4) ‘상호， 상품 。1 름， 아파트 。l 름 동의 광고에 나타난 국어 λ}용의
실태 조사 연구’

(5) ‘국어 학 논저 목록집 ’
(6) ‘공공 커 관의 안내 방송 문안 조사 연구’
(7) ‘국어의 표준 화볍(시안)’

(8) ‘우리 말의 예절-화법의 실제와 표준’
이 보고서들은 정부 기관， 연론 기관，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관련 학계 안사， 기타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엽무와 연구에

활용될

것이

다. 각 사업 보고서의 구체척안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어 순화 자료집’은 1977 년부터 1990 년까지 문교부， 총무처， 법
제처에서 펴낸 순화 자료집과 1991 년 국어 심의회 국어 순화 분과 위원
회에서 심의한 용어 가운데 순화한 말만 쓰도록 한 약 4， 800 개의 용어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일상어 가운데 일본어의 찌꺼기이거나 생소한 외국어，

비속어를 순화해 놓았고， 행정 용어， 법령 용어 중에서도 어려운 한자어
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놓았다.

(2) ‘우리 나라 한자의 약체 조사’ 는 우리 나라 고유의 약체 자를 검 토하
기 위해 고려말부터 조선말까지 간행된 불서 290 여 종의 시주질(施主軟)
과 5 종의 자전류(字典類)，

상국유사에

나타냐는 한자의 이체자(異體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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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약 2， 000 개 한자에 대해

이체자의 형태와

그것이 쓰인 문헌이 밝혀져 있다.

(3)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는 1990 년도의 일간 신문 6 종(각 한 달
치)， 잡지 9 종(각 한 달치)에셔 고유 명사를 제외한 외래어를 조사하여
한글 자모순， 로마자 차모순， 사용 반도순A로 나열한 것이다. 이 조사의
의의는 첫째， 1990 년도 신문， 잡지에서 사용된 외래어가 밝혀졌으며 둘째，
표기의 혼란을 보이고있는 외래어에 대해 그실태가 파악되었다는점이다.

(4) ‘상호， 상품 이 릉， 아파트 이 릉 둥의 광고에 나타난 국어 사용의
실태 조사 연구’는 국립국어연구원이 국어 순화 문화 가족에 용역을 주어
진행한 사업￡로 1980 년대 신문 광고에 나타난 상호와 상풍 이름， 1991
년 5 월과 6 월에 걸쳐

TV 광고에 나타난 상풍 이름， 서울과 치방에서 임

의 추출한 몇 지역에서의 간판 상호， 서울과 기타 대도시의 아파트， 연렵

주택의 이름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밝혔다.

(5) ‘국어학 논저 목록집’은 개화기부태 1990 년까지 활자화된 국어 정
책에 관한 저서， 논문， 논설 약 5， 000 펀에
을 밝혔고，

대해

발표 연도， 제목， 출전

단행본에 대해서는 해제를 붙였다. 수록 분야는 국어 정책 일

반，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국어 순화· 국어 운동，
로마자 표기법， 글자꼴·기계화， 북한어，

한자， 외래어

기타의 9 개이다. 이

표기법，
목록집은

개화기 이래 우리 나라 어문 정책에 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망

라함으로써 앞 o 로 올바른 어문 정책의 방향을 수렵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공공 기관의 안내 방송 문안 조사 연구’는 지하철， 시내 버스， 시
외 버스 터미널， 기차， 고속 버스와 그 터미널， 관광 버스， 항흥기와 콩
항 터미널 둥 교통 기관에서의 안내 방송파 관공서의 공명
송， 민방위 훈련 안내 방송 그리고 백화정의 안내

선거

계도 방

방송 문안에서 문법척

으로 잘못된 문장， 어색하거나 돗이 모호한 문장을 다듬고， 어려운 한차
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새로운 문안울 만든 것으로서， 그

동안 사용해 온 문안과 다듬은 문안을 대조해 놓았다. 다듬은 운얀 중 지
하철 방송 문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고 다른 방송 문안은 관계

기관에서

채택，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7) ‘국어의 표준 화법(시안)’은 문화부， 국립국어연구원， 초선일보사

국랩국어연구현 소식

가 1990 년 10 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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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년 12 월까지 공동￡로 벌여 온 생활 언어에 대

한 화법 표준화 사엽의 결과로서 얻어진 화법 표준안과 그에 대한 해설을
발혜 요약한 것이다. 이 작은 책자는 앞으로 표준 화법이

국어

거쳐 확정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반영하기

심의회를

위하여

만

든것이다.

(8) ‘우리 말의 예철’은국립국어연구원에서 조선일보사와콩통으로스불
일곱 가지의 주제에 대해 화법 표준화 사엽을 펼치는 동안 조선일보에 실렸
던실제와문제점， 표준안과그해설， 콩트와독자의견을종합하여 초선일보
사에서 출간한 책이다. 이 책에 제시된 표준 화법안은 국민들의 의견을폭
넓게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에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

2. 국립국어연구원 청사 이전
국립국어연구완은 3 월 16 일 운니동 청사에서 장충동 구 국렵국악고등
학교 자리로 이전했다.

1991 년 1 월 20 일 문화부 소속의 국렵

기관으로

출범한 국립국어연구원은 구 덕성여대의 건물을 임대하여 업무를 시작한
지 1 년 2 개월만에 새 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새 청사는 장충동 구 국악고등학교 건물의 I 총 106.59 평과 2 층 213.18.
평의 총 319.77 평을 사용하며

사전 펀찬설， 전산실， 자료실， 합동 연구

실 둥을 갖추고 있다.
3 월 18 일 오후 4 시

새

청사에서

이전 현판식을 가진 국립국어연구원

의 주소와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 가 산 14 의 67 (우현 번호 100-392)

전화 번호

원장실
·서우과장
·서무과

269-9210
269-9211
269-9212

·연구 1 부장

269-9213

·연구 1 부

269-9214

·연구 2 부장
·연구 3 부장

269-9215
269-9216
269-9217

·연구 3 부

269-9218

·당직설

269-9212

·연구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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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나다 전화

263-9909

· 팩시멀리

269-9219

연구원 인사 이동

전보 발령

김준곤-국립국어연구원 서무과장←→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장

박철구-국렵극장 경리계장-→국렵국어연구원 서무과장
(이상 2 훨 28 일자)
사임

이근용-연구 2 부 연구원직 (6 급 상당)을 사임.

(3 일

2 얼자)

신규 발령

검경영 -7 급. 국립국어연구원 연구 I 부 근무.

(3 월 13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