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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글 주권을 스스로 버리지 맙시다!
[제언] 국어독립운동가가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한 건의문
기사입력시간 : 2021/03/17 [21:00:00]

리대로

나는 1967년 국어운동대학생회를 만들고 국어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정부에 수백 번 우리
말글을 살리고 빛내자고 건의를 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내 건의를 무시하지 않았다.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거나 입
에 발린 소리라도 나라를 걱정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다. 그래서 반세기 만에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나라가
거의 다 되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이 하는 건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였다. 박정희 군사
독재정부도, 이명박 보수정부도 그렇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가 영어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말글을 우습게 여겼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에 못지않다. 가장 기대를 했는데 너무 무시하니 우리 말글살이가 더 어지럽디. 이제 이 정권도 끝
나가기에 어제 마지막으로 건의를 했다.
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찾아가 내가 쓴 “우리
말글 독립운동 발자취”란 책을 주면서 정부 중앙부처 이름에 ‘벤처’란 외국말을 넣어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짓지
말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나뿐이 아니라 한글학회와 다른 한글단체도 그런 건의를 했으나 모두 무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일으킨 영어 말썽이 자꾸 심해져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자들까지 나오고, 영어 창씨개명이 늘어나는
판에 정부부처 이름에까지 영어가 들어가면 그 파장이 커서 영어 바람이 더 세차게 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래도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청와대 안에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한옥에 걸린 ‘常春齋’란 한자 문패
를 한글로 바꿔달라고 건의했으나 또 무시했다.

▲ 2017년 한글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란 이름이 정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펼침막(오른쪽)까지 걸었을 때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왼쪽)장에 영어혼용 펼침막을 걸었다. © 리대로

1967년 국어운동대학생회가 정부에 한글전용 정책을 펴라고 건의하니 박정희 정부는 그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1970년부터 한글전용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김종필 군사독재정부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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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교과서에 한자혼용을 하려고 하다가 국민이 그 잘못을 알려주니 받아들였다. 김영삼 정부도 한자 조기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반대하니 그러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도 공문서에 있는 일본 한자말을 한자로 쓰겠다고 해서 반대하
니 안 그랬다. 그리고 얼마 전 이명박 정부에 우리 말글을 널리 외국에 알리자고 세종학당을 만들고 한글박물관을
세우자고 건의했더니 그렇게 했다. 박근혜 정부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겠다고 해서 국민이 반대하니
안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영어 바람을 막아달라고 하니 오히려 더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 정부가 탄생하도록 촛
불까지 든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한글을 알리고 자랑할 곳을 짓자고 건의하니 한글박물관을 세웠다.

© 리대로

우리는 일본이 이 땅을 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겨레까지 없애려고 강제로 일본식 창씨개명 한 것을 잘못한 일이
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스스로 미국식 창씨개명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미
국에 엄청난 방위비를 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사주권을 되찾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고 외치고 있다. 그러
나 군사주권은 큰 힘이 있어야 되찾고 지킬 수 있지만 언어주권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에 백성이 목숨을 바쳐서 지킨 우리 말글이고, 지난 반세기동안 피땀 흘려 살린 한글이다. 요즘 돌아가신 백기완 선
생님처럼 우리말을 살리려고 발 벗고 나서달라고는 안 하겠다. 제발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말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
겠다. 우리 말글이 아프다고 아우성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하면 국어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문체부장관이라도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면 좋겠는데 그
렇지 않다. 나라 말글을 지키고 빛내는 일은 우리나라 얼을 빛내는 일이고, 이 일은 자주통일 독립국가가 되는 첫걸
음이다. 나는 오늘도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동상 앞에 서서 이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말을
더 짓밟지 않게 해주십사 빌었다. 나는 이번에 우리 말글을 살리고 지키고 빛내어 우리 언어 주권을 되찾자고 이 정
부에 마지막으로 건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아름답게 마쳐달라고도 빌었다. 이 정부가 잘
하는 일은 이 나라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건의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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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건의문]

대통령님! 제발 우리 겨레말을 살리고 빛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에 중앙부처 이름에 ‘
벤처’란 외국말을 넣고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짓는다고 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리에 영어 간판
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우리 말글살이가 어지러운데 정부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우리말을 더 우습게 여
기고 영어 바람이 더 일어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건의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우
리가 염려한 대로 그 뒤 영어 바람이 더 불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정책 명칭에 ‘뉴딜’이라는 영어를 넣어
서 지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말글살이는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럽게 되고 있습니다.

▲ 정부기관 광고 글에 New Deal이란 영문이 섞이니 언론이 퍼트리고 일반인이 따라서 그런다.

© 리대로

한글학회를 비롯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과 한글단체들은 이 정부가 지난날 잘못해 일어난 어지러운 우리 말
글살이를 바로잡아주기를 바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앞장서서 영어 바람을 부채질하고 우리
말글살이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건의하고 외쳤으나 귀를 막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손님맞이 한옥에 붙은 ‘常春齋’란 한자 이름패를 한글로 바꿔달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무시했
습니다. 대통령께서 ‘메가시티’를 외치니 양산시는 ‘스마트시티’를 외치고, 국토교통부는 ‘그린 대한민국’, 교
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외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들 거의 모두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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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앙부처는 말할 것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말글살이를 어지럽힌다.

© 리대로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광고 글에 한자와 외국말을 섞어 쓰는 것은 국어기본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무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우리말을 짓밟을 건가요? 왜 국민이 우리 말글을 살리자고 건의해도 못들은 체 하나
요? 정부 기관 명칭에 ‘벤처’란 외국말을 넣은 것으로 모자라서 나라 정책이름에 ‘뉴딜’이란 외국말을 넣었나
요? 혹시 또 우리말을 짓밟을 일을 더 하실 건가요? 지난날 군사독재정부나 보수 정권도 이렇게 국민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말을 괴롭히시고 남은 임기동안 우리말 살리고 빛내는 일에 힘써주십시
오. 국민의 바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고 실패한 정권이 됩니다.
우리 나라말은 우리나라 얼이고 정신입니다. 우리말이 살아야 우리 얼이 살고 튼튼한 나라가 됩니다. 자연 환
경이 병들면 몸이 병들고, 말글 환경이 병들면 정신이 병듭니다. 나라 말글살이가 어지러우면 나라가 흔들리
고 어지럽습니다. 나라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똑바로 잘 하라고 지시해주시길 국민
이름으로 마지막 호소합니다. 대통령 임기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줄입니다.
2021년 3월 16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이대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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